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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학관리센터에서는 수험생들에게 입학에 관한 모든 궁금증을 풀어 드립니다. 

24210 강원도 춘천시 동면 장학길 48 한림성심대학교

TEL. 033-240-9006-7     

FAX. 033-252-2992     

인터넷 입학상담. http://ipsi.hsc.ac.kr www.hsc.a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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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을 향해 
도전하는 한림성심인의
힘찬출발!
한림성심대학교에서 시작하십시오!

● 서울, 경기에서 60분대에 통학 가능 
  (서울춘천고속도로 및 경춘선 복선전철 운행)
● 용산역↔춘천역 고속전철(ITX 청춘)
● 옥수역, 왕십리역, 청량리역(ITX 청춘 정차)
● 춘천역 1번 출구 무료셔틀 운영

서울, 경기와 가까운 대학

취업률이 높은 대학
● 2018년 졸업생 취업률 강원도 전문대학 1위
  (정보공시 취업률 : 75.0%)
● 2017년 졸업생 취업률 강원도 전문대학 1위
  (정보공시 취업률 : 72.7%)
● 2016년 졸업생 취업률 전국 26위
  (정보공시 취업률 : 76.0%)

정부로부터 교육력을 인정 받고 있는 대학
● 2018 대학기본역량진단 자율개선대학 선정
● 2017,  2019 사회맞춤형 산학협력선도전문대학(LINC+) 
   육성사업 선정
● 2020~2021 후진학 선도 전문대학 선정
● 2015 대학구조개혁평가 최고점수 A등급 선정
● 2014, 2016 특성화 전문대학 육성사업 선정
● 2012, 2015 교육부가 선정한 세계적 수준의 전문대학
  (WCC : World Class College)

전국 최고의 우수한 인재를 양성하는 대학
● 제59회 간호사 국가면허시험 전국수석
● 제41회 방사선사 국가면허시험 전국수석
● 2015 강원도 공립유치원 임용후보자 선정경쟁시험 수석
● 제36회 영양사 국가면허시험 전국수석
● 제58~60회 간호사 국가면허시험 3년 연속 100% 합격
● 제47회 치과위생사 국가면허시험 100% 합격
● 제36회 보건의료정보관리사 국가면허시험 100% 합격

서울 ·경기

국가면허시험
전국수석

60분

1등

교육부 대학평가

최고

졸업생 취업률 
우수대학

75%

01 02

03 04

37분
평내호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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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림성심의 
이유있는

한림성심은 최상의 교육복지로 여러분의 꿈을 현실로 만드는 
가장 든든한 서포터즈가 될 것 입니다.

학비부담에서 벗어날 수 있는 다양한 장학제도 운영
● 장학금 1인당 수혜액 : 3,792,200원
● 총 장학금액 : 116억원(교외 89억, 교내 27억)
● 한림엘리트 장학금
● 입학성적우수자에 대한 장학금
● 입학 전형별 장학금
   (농어촌출신자 전형, 전문대졸업이상자 전형, 외국인 전형)
● 전업주부에 대한 장학금
● 학사학위 전공심화과정 입학생에 대한 장학금
● 주경야독[공무원(직업군인), 산업체종사자]에 대한 장학금

학사학위 취득
전공심화과정(학사학위과정) 운영

무시험 연계편입학
(강원대·한림대)

● 전문대학 졸업자, 전문대 졸업자 중 산업체 근무자들에게 
   학사학위 취득 기회 부여
● 일반대학 3~4학년 과정의 학사학위과정(야간) 설치
   [강원도 최초로 개설인가(2008)]
● 개설학과 : 글로벌관광학과, 디지털콘텐츠학과, 인터넷경영
   정보학과, 유아교육학과, 복지공공행정학과, 물리치료학과, 
   방사선학과, 식품영양학과, 도시환경디자인학과

● 대학 편입률 전국 10위(2015년 8월 공시)
● 강원대, 한림대와 무시험 연계 편입학 협약 체결
● 2020년 무시험 편입학 실적

    - 강원대학교 40명 

    - 한림대학교 41명

1인당 장학금

총 장학금액

379만원

116억원

4년제 대학
편입률

3~4학년 학사학위
과정개설

10위학사학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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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 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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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문사회계열
글로벌관광과

- 바리스타음료전공

- 항공외국어전공

경영정보과

- 세무회계전공

- 스마트정보전공

사회복지과

유아교육과[3년제]

행정과

호텔관광경영과

자연과학계열
관광외식조리과

식품영양과[3년제]

간호학과[4년제]

물리치료과[3년제]

방사선과[3년제]

치위생과[3년제]

의무행정과[3년제]

보건환경과[3년제]

의료기기정보과

07
07

07

08

09

09

10

11

12

13

14

15
15

16

17

18

19

20

21

22

23



뿌리가 튼튼한 80년 전통의 직업교육 명문대학 한림성심대학교ㅣ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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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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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 

27

예체능계열
레저스포츠과

아트앤디자인과

영상미디어콘텐츠과

28
28 

29 

30

공학계열
건축과[3년제]

건설도시과

디지털콘텐츠과

정보통신네트워크과

학과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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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과소개

학과특전

졸업 후 진로방향

취업분야

취득자격증

글로벌관광과(바리스타음료전공)
Global Tourism & Service

꿈꾸는 바리스타!
최고의 교육시설과 최고의 교육여건을 갖추고 최고의 교육과정으로
최고의 교수진이 최고의 학생들과 함께 만들어 갑니다.

커피로 여는 아름다운 세상! 우리가 만들어 갑니다!
    커피&티     제과제빵     와인·비어·전통주·칵테일     영어&관광을 융복합한 전공으로 80%
이상 실습위주의 교육을 실시한다. 기초이론과 현장실무 교육을 통해 학생들의 실무능력과 
글로벌 역량을 강화하여 차별화된 관광전문인을 양성한다.

●  커피엑스포서울, 서울카페쇼 견학
●  서울디저트쇼, 베이커리 페어, 드링크&디저트쇼 견학
●   바리스타대회 개최 및 참가
●  관광&식음료 관련 학과 편입
●  커피&음료 관련 취업과 창업 가능
●   전공심화과정으로 학사학위 취득

●   대명리조트, 엘리시안강촌, 글래드호텔, 프리마호텔, 투썸플레이즈, 카페드220볼트, 삼화여행사, 
  매일관광, 하나로트래블

●   TC(해외여행인솔자) 자격증, 바리스타 1,2급, 커피지도사 1,2급, 로스팅마스터, 향미평가사, 제과제빵, 
   티마스터, 양조자격증, 와인소믈리에

호텔&리조트분야
     F&B파트, 프론트, 하우스키핑, 교육지원
관광&외식분야
    여행업체, 레스토랑, 카페, 제과제빵
바리스타분야
    커피하우스, 커피교육원, 프랜차이즈, 커피로스터, 커피지도사, 커피산업체
창업분야
    커피하우스, Take out점, 소호(SOHO)창업, 베이커리샵, 티샵, 카페

2021학년도 모집인원  전공선택은 본인이 원하는 전공과목을 자율적으로 선택하여, 60% 이상 이수한 전공으로 졸업함 

2020학년도 모집결과
수시1차 수시2차 정시1차

일반전형 대학전체(특성화고) 일반전형 대학전체(특성화고) 일반전형 대학전체(특성화고)

경쟁률 커트라인 평균 경쟁률 커트라인 평균 경쟁률 커트라인 평균 경쟁률 커트라인 평균 경쟁률 커트라인 평균 경쟁률 커트라인 평균

2.6 8.31 4.60 1.8 6.24 5.55 14.7 6.13 4.09 10 6.60 3.92 9.0 148 167 4 5.68 5.35

입학정원

수시1차 수시2차 정시1차
정원내 정원외 정원내 정원내

일반전형 일반고 특성화고 지역인재
전문대
이상

농어촌 만학도
수급자
차상위

일반전형 일반고 특성화고 일반전형 일반고 특성화고

66 54 4 2 3 1 - 2 - 1 1 - 1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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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과소개

학과특전

졸업 후 진로방향

취업분야

취득자격증

편입학

글로벌관광과(항공외국어전공)
Foreign Languages & Flight Attendants

위대한 비상! 글로벌 비상! 항공외국어와 함께! 

인
문

사
회

계
열

자
연
과
학
계
열

공
학
계
열

예
체
능
계
열

모
집
안
내

영어와 일어 및 항공 직무서비스 기반 전공으로 실습위주의 교육을 실시합니다. 외국어 교육과 현장
직무 교육을 통해 학생들의 실무능력과 글로벌 역량을 강화하여 독창적이고 창의적인 글로벌형
관광전문인을 양성합니다.

●  플라잇 강원 항공, 코리아 익스프레스 항공과 협약, 취업연계
●  사가여자단기대학 복수학위, 야마구치단기대학, 큐슈정보대학 편입학
●  다양한 장학금 혜택
●  한림대학교 일본어과, 영어영문학과, 강원대학교 영어영문학전공 연계편입학
●  전공심화 연계교육으로 학사학위과정 입학,  정규 학사학위 학위취득
●  사회맞춤형 지원사업 참여학과로 각종 혜택 및 호텔 및 항공사 취업연계
●  해외현장실습(일본,호주) 가능
●  학생중심 동아리 활동

●  플라잇강원항공, 코리아익스프레스항공, 웨스턴조선호텔, 쉐라톤디큐브호텔, RYSE Autograph 
  collection호텔, 싱가포르 메리어트 호텔, 모두투어, 여행박사, 제주신화월드, 사가국제공항, 일본
  현지 면세점

●  TC(해외여행인솔자) 자격증, 여행상품상담사, SMAT(서비스 경영사), CS리더 자격증,  항공예약발권,
  항공서비스 실무사, JPT, JLPT, TOEIC, Speaking TOEIC

●  한림대학교 일본학과, 영어영문학과, 강원대학교 영어영문학전공, 일본 큐슈정보대학

호텔&리조트분야
     F&B파트, 프론트, 하우스키핑,  일본현지 숙박업체 
항공서비스분야
     항공사승무원, 항공사 지상직, 국내외 공항 면세점
관광분야
     여행사, 테마파크, 면세점, 해외기업의 한국지사
유학분야
     호주 멜버른 치즘 대학, 하와이 퍼시픽 대학교, 괌 커뮤티니 컬리지, 일본 사가여자단기대학,
  일본 야마구치단기대학, 큐슈정보대학

2021학년도 모집인원  전공선택은 본인이 원하는 전공과목을 자율적으로 선택하여, 60% 이상 이수한 전공으로 졸업함

2020학년도 모집결과

수시1차 수시2차 정시1차
일반전형 대학전체(특성화고) 일반전형 대학전체(특성화고) 일반전형 대학전체(특성화고)

경쟁률 커트라인 평균 경쟁률 커트라인 평균 경쟁률 커트라인 평균 경쟁률 커트라인 평균 경쟁률 커트라인 평균 경쟁률 커트라인 평균

2.6 8.31 4.60 1.8 6.24 5.55 14.7 6.13 4.09 10 6.60 3.92 9.0 148 167 4 5.68 5.35

입학정원

수시1차 수시2차 정시1차
정원내 정원외 정원내 정원내

일반전형 일반고 특성화고 지역인재
전문대
이상

농어촌 만학도
수급자
차상위

일반전형 일반고 특성화고 일반전형 일반고 특성화고

66 54 4 2 3 1 - 2 - 1 1 - 1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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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과소개

학과특전

졸업 후 진로방향

취업분야

취득자격증

편입학

경영정보과(세무회계전공)
Tax Accounting

경영정보과는 세무회계전공과 스마트정보전공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4차 산업
혁명 시대가 요구하는 경영ㆍ세무회계ㆍ사무행정ㆍIT융합형 인재를 양성하는 
학과입니다.

현대사회구조가 다양화됨에 따라 업무처리의 전산회계가 급격히 전개되고 있으며 또한 조세관련 
법규와 회계기준이 점차 복잡해지고 다양해져서 회계 및 조세업무수행에 전문지식이 필요한 
실정입니다. 세무회계전공은 이러한 변화에 대응하여 회계와 조세 업무전반에 걸쳐 폭넓게 
이론과 실무를 학습하여 전문인으로서 자질을 갖출 수 있는 교육과정을 개설하고 있습니다.

●  다양한 장학금 혜택
● 혁신지원사업 자격증 취득 지원 프로그램 운영
● 춘천세무서 현장실습
● 강원대 회계학과 등 무시험 연계편입학 가능
● 한림대 금융재무, 경영학과 등 무시험 연계편입학 가능
● 학사학위 전공심화과정(3,4학년과정)운영
● 관학협력으로 맞춤식 실무교육 및 취업 연계
● 전공역량 향상을 위한 동아리 활동 지원

●   더존비즈온, 세무회계법인, 중소기업 등, 공무원(세무서), 산림조합, 대일광업(옥광산), 금융기관
   (우리은행, 농협, 새마을금고 등)

●   전산회계, 전산세무, 세무회계, 전산회계운용사, FAT(재무회계), TAT(전산세무), MOS, 컴퓨터
  활용능력 등 공인자격증

●   강원대학교 경영회계학부 회계학전공, 한림대학교 경영학과, 금융재무학과, 본과의 학사학위 
  전공심화과정 (3,4학년), 수도권 및 강원권  4년제 편입학

세무회계관련 분야
     세무회계법인 등 세무회계 관련 분야
세무 관련 공무원
    세무공무원, 관공서 등
회계분야
    금융기관(NH, 우리은행, 새마을금고 등), 재단병원, 일반기업, 보험회사, 관공서, 회계사 등

2020학년도 모집결과

수시1차 수시2차 정시1차
일반전형 대학전체(특성화고) 일반고 일반전형 대학전체(특성화고) 일반전형 대학전체(특성화고)

경쟁률 커트라인 평균 경쟁률 커트라인 평균 경쟁률 커트라인 평균 경쟁률 커트라인 평균 경쟁률 커트라인 평균 경쟁률 커트라인 평균 경쟁률 커트라인 평균

1.7 8.22 4.63 1.5 7.77 4.88 1.5 3.43 3.43 15.0 7.14 5.34 6.5 7.95 5.33 1.8 65 121.2 1 7.95 4.07

입학정원

수시1차 수시2차 정시1차
정원내 정원외 정원내 정원내

일반전형 일반고 특성화고 지역인재
전문대
이상

농어촌 만학도
수급자
차상위

일반전형 일반고 특성화고 일반전형 일반고 특성화고

60 40 6 6 2 1 - 2 - 2 2 - 2 - -

2021학년도 모집인원  전공선택은 본인이 원하는 전공과목을 자율적으로 선택하여, 60% 이상 이수한 전공으로 졸업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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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과소개

학과특전

졸업 후 진로방향

취업분야

편입학

취득자격증

경영정보과(스마트정보전공)
Smart Information

경영정보과는 세무회계전공과 스마트정보전공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4차 산업
혁명 시대가 요구하는 경영ㆍ세무회계ㆍ사무행정ㆍIT융합형 인재를 양성하는 
학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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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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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

모
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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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차 산업혁명 시대가 요구하는 IT융합 전문가를 양성하기 위하여 이론과 실무 능력을 겸비한 경영, 
사무행정, 전산회계, ERP정보 직무로 구성되어 있으며, 관련 산업체 전문가가 참여하는 현장실습, 
캡스톤디자인 등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합니다.

●  다양한 장학금 혜택
●  혁신지원사업 자격증 취득 지원 프로그램 운영
●  강원대, 한림대 무시험 연계편입학 가능
●  학사학위 전공심화과정(3,4학년과정)운영
●  전공역량 향상을 위한 동아리 활동 지원

●  더존비즈온, 네이버, 다음, 네이트, SK커뮤니케이션즈, 인컴즈, 쿠팡, 네오위즈, 넥슨, 이마트, 중소
  기업, 금융기관 등

●   강원대학교 컴퓨터학부 컴퓨터정보통신공학전공, 한림대학교 광고홍보학과, 미디어스쿨, 소프
  트웨어융합대학, 본과의 학사학위 전공심화과정(3,4학년), 수도권 및 강원권 4년제 대학 편입학

●  경영지도사, ERP정보관리사, 전산회계, 인터넷마케팅지도사, 빅데이터준전문가, 경영빅데이터
   분석사, 사무자동화산업기사, 정보처리산업기사, 컴퓨터활용능력, MOS등 공인자격증

경영기획분야
     중소기업, 금융기관 등 경영기획 분야
경영정보 관련 분야
     정보기술 기획, 개발, 운영 등 경영정보 관련 분야
사무행정 분야
     관공서, 일반기업의 사무지원 분야
4차 산업 관련분야
     빅데이터 분석, 사물인터넷 등 4차 산업 관련 분야

2020학년도 모집결과

수시1차 수시2차 정시1차
일반전형 대학전체(특성화고) 일반고 일반전형 대학전체(특성화고) 일반전형 대학전체(특성화고)

경쟁률 커트라인 평균 경쟁률 커트라인 평균 경쟁률 커트라인 평균 경쟁률 커트라인 평균 경쟁률 커트라인 평균 경쟁률 커트라인 평균 경쟁률 커트라인 평균

1.7 8.22 4.63 1.5 7.77 4.88 1.5 3.43 3.43 15.0 7.14 5.34 6.5 7.95 5.33 1.8 65 121.2 1 7.95 4.07

입학정원

수시1차 수시2차 정시1차
정원내 정원외 정원내 정원내

일반전형 일반고 특성화고 지역인재
전문대
이상

농어촌 만학도
수급자
차상위

일반전형 일반고 특성화고 일반전형 일반고 특성화고

60 40 6 6 2 1 - 2 - 2 2 - 2 - -

2021학년도 모집인원  전공선택은 본인이 원하는 전공과목을 자율적으로 선택하여, 60% 이상 이수한 전공으로 졸업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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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과소개

학과특전

졸업 후 진로방향

취업분야

편입학

취득자격증

사회복지과
Social Welfare

사람사랑!! 최강사복!!

사회복지과에서는 최근 급증하는 복지욕구를 충족시키고 21세기 복지사회 실현에 기여하고자 사회복지 
관련 지식, 기술, 가치를 각종 사회복지기관과 연계하여 교육함으로써 실무능력이 뛰어난 사회복지 전문 
인력을 양성하고 있습니다. 교육과정 이수 후 졸업과 동시에 국가공인자격증인 사회복지사 2급 자격을 
취득하고, 건강가정사 자격과정을 이수할 수 있습니다. 또한 본 학과 졸업 후 산업체에 재직하면서 
동시에 4년제 학사학위를 취득할 수 있도록 야간에 학사학위 전공심화과정(복지공공행정학과)이 
설치되어 있으며 한림대학교의 사회복지학과와 사회학과에 무시험 연계편입의 기회도 주어집니다.
●  사회복지사 2급 자격 취득 및 건강가정사 자격 이수
●  전공관련 자격증 취득(실버코칭상담사, 심리상담사2급, 레크리에이션 지도사1급 등)
●  한림대학교 사회복지학과, 사회학과 무시험 연계 편입학 기회 제공
●  학사학위 본교 전공심화과정 (복지공공행정학과) 입학 기회 제공
●  사회복지행정능력 향상(컴퓨터 활용 및 문서작성능력)교육
●  사회복지 현장실무자 특강 및 선후배 멘토링
●  다양한 사회복지 분야에서의 자원봉사 활동
●  전공동아리 활동(수화, 인형극, 사회극, 봉사동아리 참여)
●  강원도장애인복지관, 강원도발달장애인지원센터, 남부노인복지관, 월드비젼 춘천종합사회복지관, 애민
  보육원, 춘천YMCA(강원도청소년쉼터, 지역아동센터), 참사랑의집, 양지노인마을, 건강가정 다문화지원센터 등

●   4년제 대학 편입학 : 한림대학교 연계편입(사회복지학, 사회학), 강원대학교·상지대학교 등 
  도내 대학 및 4년제 대학의 사회복지학과 일반 편입
●  본교 학사학위 전공심화과정 입학(복지공공행정학과)

●  사회복지사2급, 건강가정사, 실버코칭상담사, 심리상담사2급, 레크리에이션 지도사1급, 컴퓨터 관련 자격증 

사회복지 이용시설
     복지관, 상담기관, 지역아동센터, 장애인 보호 작업장, 재가복지센터, 특수학교, 건강가정·다문
화가족지원센터, 자활센터 등
사회복지 생활시설
    보육원, 청소년쉼터, 장애인생활시설, 노인요양원 및 양로원, 노숙인 및 부랑인 시설 등
각 지방자치 행정직
    도청, 시청 주민센터 등의 사회복지 전담 공무원 등
사회복지 기관·단체
    사회복지협의회, 사회복지사협회, 청소년 상담 복지센터, 성폭력·가정폭력 통합상담소, 장애인
  단체 NGO재단, 일반기업 사회공헌팀 등

2021학년도 모집인원

2020학년도 모집결과

수시1차 수시2차 정시1차
일반전형 대학전체(특성화고) 일반고 일반전형 대학전체(특성화고) 일반전형

경쟁률 커트라인 평균 경쟁률 커트라인 평균 경쟁률 커트라인 평균 경쟁률 커트라인 평균 경쟁률 커트라인 평균 경쟁률 커트라인 평균

4.7 4.01 3.37 2.9 4.78 3.84 3.3 4.96 4.55 15.5 2.40 2.35 11 3.25 3.25 5.5 175 191

입학정원

수시1차 수시2차 정시1차
정원내 정원외 정원내 정원내

일반전형 일반고 특성화고 지역인재
전문대
이상

농어촌 만학도
수급자
차상위

일반전형 일반고 특성화고 일반전형 일반고 특성화고

40 16 9 9 2 3 - 6 - 2 - 1 1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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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아교육과
Early Childhood Education

미래의 주역, 영유아들과 더불어 행복한 유아교사 양성

인
문

사
회

계
열

자
연
과
학
계
열

공
학
계
열

예
체
능
계
열

모
집
안
내

취득자격증 ●   유치원 2급 정교사(교육부), 보육교사 2급(보건복지부), 예쁜어린이글씨지도사, 우쿠렐레
  지도사자격증, 그림책지도사자격증 등의 민간자격증

학과소개 유아교육과에서는 미래의 주역이 될 영유아를 자기주도적인 존재로 인식하고 지도할 수 있는 
전문적인 유아교사를 양성하고 있습니다. 특히 미래 사회의 변화에 대체할 수 있는 유능한 
교사를 배출하고자 수업연한을 3년제로 운영함으로써 다양한 전공 교과와 교직 및 교양과목을 
이수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한 최고 시설의 대학 부속 유치원을 활용한 체계적인 교육실습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올바른 교직관과 효율적인 교수·학습방법을 습득케 하여 전문적인 유아교사를 
양성하고 있습니다.

학과특전 ●  높은 취업률
●  다양한 장학금 혜택
●  최고 시설의 부속 한림유치원 운영
●  한림대 무시험 연계 편입학 혜택(심리학과, 사회복지학과)
●  다수의 임용고시 합격자 배출
●  강원 및 충청지역 장학사 배출
●  전공심화를 통한 학사학위 취득

졸업 후 진로방향 ●  시도교육청, 강원유아교육진흥원, 강원도육아종합지원센터, 한림유치원, 새봄유치원, 춘천유치원,
     강원도청 범이곰이어린이집, 산내들어린이집, 삼성어린이집, 푸르니어린이집 등 

취업분야 교육분야
     국·공립 유치원교사, 사립 유치원교사
보육 분야
     국·공립 어린이집교사, 직장 어린이집교사, 법인·민간 어린이집교사
관련 전문 기관
     유아교육진흥원, 육아종합지원센터 등
관련 산업체
     초등학교 방과후 교사, 놀이학교 및 학원, 출판사 등

편입학 ●   4년제 편입학 : 한림대학교 연계편입(심리학과, 사회복지학부), 방송통신대학교(유아교육과) 등
●   전공심화과정 후 석사학위과정 진학

2021학년도 모집인원

2020학년도 모집결과

수시1차 정시1차
일반전형 대학전체(특성화고) 일반고 농어촌 수급자 차상위 일반전형

경쟁률 커트라인 평균 경쟁률 커트라인 평균 경쟁률 커트라인 평균 경쟁률 커트라인 평균 경쟁률 커트라인 평균 경쟁률 커트라인 평균

3.3 4.33 3.49 2.3 4.97 4.30 2.8 5.41 4.57 4.5 5.00 4.75 1.5 6.96 5.15 4.8 136 167.5

입학정원

수시1차 수시2차 정시1차
정원내 정원외 정원내 정원내

일반전형 일반고 특성화고 지역인재
전문대
이상

농어촌 만학도
수급자
차상위

일반전형 일반고 특성화고 일반전형 일반고 특성화고

64 45 3 10 2 1 2 2 1 2 - - 2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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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과소개

학과특전

졸업 후 진로방향

취업분야

편입학

취득자격증

행정과
Public Administration

참되고 창의적인 품성을 갖춘 사무행정 전문가 육성 명품학과 

행정과는 1989년 개설 이래로 2,300여 명의 졸업생을 배출한 지역의 전통 있는 명문 학과로서 실무능력 
중심으로 사무행정 전문가를 양성하고 있습니다. 많은 졸업생들이 공무원 (일반행정, 교육행정, 경찰, 
소방) 및 군무원 등으로 근무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농협,새마을금고,보험회사 등의 금융기관과 
법률사무소, 법무사사무소, 일반 기업체 등에 진출하여 국가와 사회발전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  각종 자격증 취득 프로그램 운영 
●  취업 중심의 사무행정실무 교육과정 운영
●  강원대학교(행정학전공) 무시험 연계 편입학
●  한림대학교(정치행정학과,법학과) 무시험 연계 편입학
●  전공심화과정(학사학위과정) 입학으로 4년제 대학 졸업자와 동등한 학사학위 취득 가능 

●   강원도청, 강원도교육청, 춘천시청, 강원지방경찰청, 강원소방본부, NH농협, 지역농협, 새마을금고,
   현대해상화재보험, 삼성메디슨, 더존비즈온, 인컴즈, 한화제약 

●   강원대학교 행정학전공         
●   한림대학교 정치행정학과,법학과 

●  MOS 자격증, 전산회계 자격증, 컴퓨터활용능력 자격증, 문서실무사 자격증, 행정사 자격증, 행정관리사 
   자격증, 사회조사분석사 자격증

공무원
     도청, 시청, 군청, 도교육청, 시교육지원청, 군교육지원청, 경찰서, 소방서 등
금융기관
    NH농협, 지역농협, 새마을금고, 보험회사 등
법률행정
    법률사무소, 법무사사무소 등
사무행정
    일반 기업체

2021학년도 모집인원

2020학년도 모집결과

입학정원

수시1차 수시2차 정시1차
정원내 정원외 정원내 정원내

일반전형 일반고 특성화고 지역인재
전문대
이상

농어촌 만학도
수급자
차상위

일반전형 일반고 특성화고 일반전형 일반고 특성화고

40 36 - - - 1 - 2 - 2 - - 2 - -

수시1차 수시2차 정시1차
일반전형 일반전형 일반전형

경쟁률 커트라인 평균 경쟁률 커트라인 평균 경쟁률 커트라인 평균

2.7 7.68 4.74 14.0 6.31 5.47 3.7 99 16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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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과소개

학과특전

졸업 후 진로방향

취업분야

편입학

취득자격증

호텔관광경영과
Hotel&Tourism Management

국·내외 호텔분야 최고의 호텔리어 양성

인
문

사
회

계
열

자
연
과
학
계
열

공
학
계
열

예
체
능
계
열

모
집
안
내

호텔관광경영과는(호텔리조트경영과에서 학과명 변경) 글로벌 시대의 차별화된 최고의 호텔리어 
양성을 목표로 재학기간동안 산학협약을 체결한 40여 기업에서 (서울특급호텔, 리조트, 항공사, 
카지노, 여행, 항공산업체) 재학중 산학실습과정을 통해 다양한 호텔, 리조트 서비스 사업분야를 
체험할 수 있고 취업과 직접 연계할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됩니다. 지금까지 학과의 높은 취업률을 
중심으로 지속적인 경쟁력 있는 학과발전과 여러분의 밝은미래를 위해 여러분과 함께 여러분을 
중심으로 운영하는 최고의 학과입니다.

●  국내·외 최고의 호텔, 리조트 현장 체험학습
●  한림대학교 무시험 연계편입
●  국내·외 최고의 호텔리어 양성
●  커피바리스타 및 호텔서비스 관련 자격증 취득 교육
●  창의적 실무중심적 교육
●  국내특급호텔 리조트 현장실무경험 중심으로 구성된 교수진
●  재학생과 졸업생, 산업체의 만족도가 높은 학과

●  호텔신라(제주, 서울), 워커힐호텔, 그랜드하얏트호텔, 강원랜드, 휘닉스파크 등

●   호텔서비스사, 호텔관리사, 호텔경영사, 외식경영관리사, 커피바리스타, 커피브루잉, 와인관리사,
   국제회의기획사, 서비스관리사, 푸드스타일리스트, 파티및웨딩플래너 등

●  한림대학교 경영학과

●  관광 특1급 호텔(호텔신라 등)
●  관광리조트업체(대명리조트 등)
●  커피바리스타업체(스타벅스 등)
●  와인소멜리어업체(호텔와인바 등)
●  항공서비스업체
●  외식연회사업체
●  강원랜드 카지노, 일반기업체 전문비서분야, 골프장 예약 및 프로트 분야

2021학년도 모집인원

2020학년도 모집결과

입학정원

수시1차 수시2차 정시1차
정원내 정원외 정원내 정원내

일반전형 일반고 특성화고 지역인재
전문대
이상

농어촌 만학도
수급자
차상위

일반전형 일반고 특성화고 일반전형 일반고 특성화고

40 33 - 3 - 1 - 2 - 2 - - 1 - 1

수시1차 정시1차
일반전형 대학전체(특성화고) 일반전형 대학전체(특성화고)

경쟁률 커트라인 평균 경쟁률 커트라인 평균 경쟁률 커트라인 평균 경쟁률 커트라인 평균

7.0 5.41 4.29 2.4 8.58 5.62 6.3 113 143.6 2.0 2.80 2.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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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과소개

학과특전

졸업 후 진로방향

취업분야

편입학

취득자격증

관광외식조리과
Tourism Food Service Cuisine

최고의 전문성을 지닌 글로벌 스타 쉐프 양성!

1988년 국내 최초로 조리과를 개설 하였으며 30여년 우수한 인재를 배출하여, 특급 호텔 등 산업계에서 
성공한 쉐프 또는 교수, 요리강사, 직업훈련기관의 강사, 요리학원 원장, 오너쉐프, 전문조리사 등 사회의 
다양한 분야에서 중추적인 역할을 하고 있는 선배들의 활약으로 좋은 평판을 유지하고 있으며, 국내·외 
유명 외식업체에 높은 취업률을 유지하는 실용교육의 산실이다.

LINC+ 사업(사회맞춤형 교육과정) 운영 학과로 협약 산업체(HDC리조트, 엘리시안강촌, 
세인트존스호텔, 마레몬스호텔 등)에 취업이 보장되며, 해외체험연수, 해외 어학연수 및 해외 
현장실습 지원, 다양한 견학과 자격증 취득을 지원하고 전곡동아리활동, 캡스톤디자인 경진대회, 
요리대회 출전 지원, 모의 면접, 취업 진로 지도, 산업체 전문가 특강, 졸업 선배 특강 등 다양한 
특강, 차별화된 지원과 자기계발의 기회를 제공한다.

●  워커힐호텔, 대명리조트, HDC리조트, 한미리, 엘리시안강촌, 아워홈, 한화리조트, 프라자호텔,
  더앤리조트 등 관광산업체 전문조리사

●  한림대학교 식품영양학과, 방송통신대학, 원광디지털대학교, 한양사이버대학교, 경희사이버대학교

●  한식, 양식, 일식 조리사 자격증, 조리산업기사(한식, 양식), 제과제빵기능사, 바리스타, 조주사, 
  소스마스터, 서비스경영사, 호텔서비스사 등 응시 취득 가능

조리사
     호텔조리사, 카페·레스토랑조리사, 창업 오너쉐프 등
단체급식
    병원, 학교, 기업, 회사 등의 단체 급식조리사 
교육
    요리강사, 교사 등
연구
    외식산업체 음식개발 연구실, 식품 연구소 조리개발 연구원 등 

2021학년도 모집인원

2020학년도 모집결과

입학정원

수시1차 수시2차 정시1차
정원내 정원외 정원내 정원내

일반전형 일반고 특성화고 지역인재
전문대
이상

농어촌 만학도
수급자
차상위

일반전형 일반고 특성화고 일반전형 일반고 특성화고

66 50 2 8 1 1 - 2 - 3 - - 1 - 1

수시1차 정시1차
일반전형 대학전체(특성화고) 일반고 일반전형 대학전체(특성화고)

경쟁률 커트라인 평균 경쟁률 커트라인 평균 경쟁률 커트라인 평균 경쟁률 커트라인 평균 경쟁률 커트라인 평균

2.5 8.58 4.92 1.5 8.85 5.23 1.7 5.41 5.30 1.3 102 102 0.5 4.42 4.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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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과소개

학과특전

졸업 후 진로방향

취업분야

편입학

취득자격증

식품영양과
Food Nutrition

웰빙 시대의 건강 100세를 이끌어가는 영양사의 배움터!

인
문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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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
열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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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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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

공
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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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

예
체
능
계
열

모
집
안
내

21세기 정보산업화 시대에 보다 좋은 건강의 유지와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보건산업 분야의 
생활과학 학문인 식품영양과 국민건강 증진에 기여하는 식품 및 영양지식의 보편화를 추구하는 
영양교육의 강화, HACCP을 적용한 위생적인 급식관리와 외식 및 급식산업의 경영기법에 관한 
지식과 능력을 겸비한 유능한 보건의료 전문가인 영양사를 양성하는 학과입니다.

●  2005년 전문대학 최우수 학과 선정
●  식품영양과 3년제+전공심화과정1년=학사학위취득(영양교사,임상영양사 자격준비)
●  조리실습동의 신설로 실험실습실 완비
●  재단병원(춘천, 강남, 동탄, 한강, 한림대학교 성심병원)과 한농FS사업, 풀무원, CJ, 아워 홈 등 
  외식산업체의 현장연수, 인턴과정 확대 및 현장실습 강화
●  복지 분야의 영양사와 식의약처의 식품 위생직으로 진출 확대 추진
●  병원영양사 채용 시 식대가 건강보험수가에서 안정됨에 따라 병원영양사, 임상영양사 진출 확대 추진
●   노인인구 증가에 따른 노인요양시설 확대로 복지부분 영양사 진출

●  춘천성심병원, 강동성심병원, 어린이급식관리 지원센터(춘천, 화천, 홍천, 인제), 춘천고등학교, 
  성수여자고등학교, 소양고등학교, 봉의고등학교, 보건소(춘천, 구리), 식품회사(베베쿡), 연구소
  (춘천바이오산업진흥원)

●  한림대학교 식품영양학과

●  영양사(면허), 위생사(면허), 보건교육사(면허), 조리기능사, 조리산업기사, 식품위생관리사

영양사
     급식관리영양사, 보건소영양사, 임상상담(약국 등)영양사, 홍보영양사, 임상영양사, 스포츠
  영양사, 노인영양사, 상담영양사 등
위생사
    대형식품유통업체, 식품위생관리사 및 식품품질관리사, 외(급)식업체 위생 담당자
조리사
    조리실기교사, 요리학원강사
기타
    생활지도사, 보건직공무원, 식자재유통업체, 식품회사 실험실 연구원

2021학년도 모집인원

2020학년도 모집결과

입학정원

수시1차 수시2차 정시1차
정원내 정원외 정원내 정원내

일반전형 일반고 특성화고 지역인재
전문대
이상

농어촌 만학도
수급자
차상위

일반전형 일반고 특성화고 일반전형 일반고 특성화고

30 13 3 8 2 1 - 2 - 3 - - 1 - -

수시1차 수시2차 정시1차
일반전형 대학전체(특성화고) 일반고 일반전형 일반전형

경쟁률 커트라인 평균 경쟁률 커트라인 평균 경쟁률 커트라인 평균 경쟁률 커트라인 평균 경쟁률 커트라인 평균

6.4 6.72 4.68 2.0 4.60 3.90 3.5 4.87 4.15 19.5 3.90 3.38 6.3 182 1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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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과소개

학과특전

졸업 후 진로방향

취업분야

취득자격증

간호학과
Department of Nursing Science

실무에 강한 글로벌 간호 인재 양성

(재)한국간호교육평가원 간호교육인증평가 간호학 학사학위 프로그램 5년 인증획득
 (2019.12.12. ~ 2024.12.11.)
간호학과는 일송재단 산하의 5개 재단병원(한림대학교성심병원, 한림대학교한강성심병원, 
한림대학교강남성심병원, 한림대학교춘천성심병원, 한림대학교동탄성심병원)이 전공교육, 임상실습, 
취업 특전 등을 지원하고 있어 우수한 교육환경과 취업여건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평생 지도교수제, 
학급담당 지도교수제와 동아리 지도교수로 연계되는 삼중 지도체계를 통해 존중과 소통을 지향하는 
공동체 안에서 간호사에게 필요한 것들을 충분히 경험할 기회를 제공합니다.

●  2018년, 2019년, 2020년 3년 연속 간호사국가시험 합격률 100%
●  2019년 제59회 간호사국가시험 전국 수석 배출
●  국내 최다 재단병원 및 협력병원 (5개 대형병원) 보유
●  인성교육 강화(러브케어 봉사단 활동)
●  미국 ANGELES COLLEGE와 MOU 체결

●  한림대학교성심병원, 강남성심병원, 동탄성심병원, 춘천성심병원, 한강성심병원, 강동성심병원,  
  강원대학교병원, 원주세브란스기독병원, 한양대학교병원

●  간호사면허증, 국제심폐소생술 자격증(미국 AHA 인정 BLS Provider)

간호직
    병원간호사, 전문간호사, 간호직 공무원
보건직
    보건직 공무원, 산업보건간호사
창업
    요양기관, 보육기관, 의료관련 벤처
기타
    간호장교, 보험심사직, 보건관계 기관 및 연구소의 연구원

2021학년도 모집인원

2020학년도 모집결과

입학정원

수시1차 수시2차 정시1차
정원내 정원외 정원내 정원내 정원외

일반전형 일반고 특성화고 지역인재
전문대
이상

농어촌 만학도
수급자
차상위

일반전형 일반고 특성화고 일반전형 일반고 특성화고
전문대
이상

120 45 33 - 18 18 12 6 12 - - - 24 - - 18

수시1차 정시1차
일반전형 일반고 지역인재 농어촌 수급자 차상위 일반전형

경쟁률 커트라인 평균 경쟁률 커트라인 평균 경쟁률 커트라인 평균 경쟁률 커트라인 평균 경쟁률 커트라인 평균 경쟁률 커트라인 평균

4.9 3.78 3.23 5.3 3.35 3.18 4.3 4.49 3.60 4.4 3.60 2.33 3.2 5.96 3.55 16.0 282 2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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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과소개

학과특전

졸업 후 진로방향

취업분야

취득자격증

물리치료과
Physical Therapy

열정·초일류·세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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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리치료사는 다양한 치료적 중재를 통하여 통증과 부종을 감소시키고, 손상된 기능을 회복시켜 
주는 보건의료 전문가입니다. 물리치료과는 한림대의료원산하 5개 병원을 모체로 두었으며, 
국가고시 100% 합격과 학생 전원 취업에 만전을 기하며 글로벌 시대에 경쟁력 있는 초일류 
학과의 역할을 합니다.

●  학교 교육의 특성화 및 임상화
●  서울지역의 대학병원 및 종합병원 임상실습과 취업지원
●  재단병원과 현장실습 지원 등 우수한 교육여건 확보
●  전국 유일의 5개 재단병원과의 산학협력 교육기관
●  물리치료사 면허준비 특강실시 

●  한림대학교춘천성심병원, 한림대학교동탄성심병원, 한림대학교성심병원(평촌), 분당차병원, 
     강남세브란스병원, 한양대학병원, 강남구립행복요양병원, 강릉아산병원

●  물리치료사 면허

의료분야
     대학병원 및 종합병원, 준종합병원, 한방병원, 노인재활병원, 보건소 등
재활의료 관련분야
    장애인복지관, 노인복지관, 재활원, 양로원, 경로원, 치매센터, 호스피스 등
스포츠 관련분야
    프로 및 아마 스포츠 구단 트레이너, 운동처방실, 각종스포츠 연구소 등
산업보건 분야
    산업체 건강관리, 의무실 등

2021학년도 모집인원

2020학년도 모집결과

입학정원

수시1차 수시2차 정시1차
정원내 정원외 정원내 정원내 정원외

일반전형 일반고 특성화고 지역인재
전문대
이상

농어촌 만학도
수급자
차상위

일반전형 일반고 특성화고 일반전형 일반고 특성화고
전문대
이상

50 10 28 - - - 5 2 7 - - - 12 - - 5

수시1차 정시1차
일반전형 일반고 농어촌 수급자 차상위 일반전형

경쟁률 커트라인 평균 경쟁률 커트라인 평균 경쟁률 커트라인 평균 경쟁률 커트라인 평균 경쟁률 커트라인 평균

18.9 2.12 1.62 6.4 3.07 2.75 5.4 3.12 2.45 4.1 3.67 2.93 14.7 256 270.8

자
연
과
학
계
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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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과소개

학과특전

졸업 후 진로방향

취업분야

취득자격증

방사선과
Radiological Science

강원 지역 최고의 방사선사 양성의 산실! 

방사선과는 일송학원 산하 5개 재단병원에서 전공교육과 현장실습, 기자재 활용 뿐 만 아니라 
졸업생에 대한 취업 우선보장 등 타 대학보다 우수한 교육여건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또한 학사학위 
전공심화과정 개설로 4년제 학사학위 취득이 가능하고, 졸업 후 방사선학과 관련 대학원에 
진학하여 석박사 학위를 취득할 수 있습니다.

●  혁신지원사업을 통한 면허시험 준비 및 취업준비 교육 실시
●  5개 재단병원(한강·강남·평촌·동탄·춘천성심병원) 및 강동성심병원 임상실습 및 취업
●  4학년 학사학위과정 운영
●  학사학위 취득 후 동일 재단의 한림국제대학원대학교 방사선과 석사과정 입학
●  초음파스캔 향상과정 운영
●  의료영상처리 직무능력 향상과정 운영

●  서울아산병원, 순천향대병원, 서울대학교병원, 서울삼성병원, 신촌 세브란스병원, 서울성모병원,   
  춘천성심병원, 강남성심병원, 평촌성심병원, 동탄성심병원, 한강성심병원, 강동성심병원, 
  춘천건강관리협회, 분당서울대학교병원

●  방사선사면허, RI일반면허, RI감독자면허, 병원임상경력 후 임상전문가 자격취득, 외국 방사선사
  면허 취득 후 외국에 취업 가능, 비파괴검사기사, 원자력면허

의료기관(대학병원, 종합병원)
    영상의학과, 방사선종양학과, 핵의학과, 임상초음파사
의료기관(기타)
    치과병원 및 의원, 종합검진센터, 응급의료센터
보건기관
    보건직 국가공무원(보건소, 보건기술직, KFDA 등), 의학연구소
산업기관
    국내외 방사선 의료장비 및 의료기기업체, 산업체 의무실, 결핵협회 및 국민건강보험공단, 
  의료 영상 관련 업체, 의료기기 관련 업체, 엔지니어 및 specialist

2021학년도 모집인원

2020학년도 모집결과

입학정원

수시1차 수시2차 정시1차
정원내 정원외 정원내 정원내 정원외

일반전형 일반고 특성화고 지역인재
전문대
이상

농어촌 만학도
수급자
차상위

일반전형 일반고 특성화고 일반전형 일반고 특성화고
전문대
이상

40 10 19 1 2 3 4 2 4 - - - 8 - - 1

수시1차 정시1차
일반전형 일반고 농어촌 수급자 차상위 일반전형

경쟁률 커트라인 평균 경쟁률 커트라인 평균 경쟁률 커트라인 평균 경쟁률 커트라인 평균 경쟁률 커트라인 평균

9.2 3.02 2.64 4.8 4.08 4.01 4.3 4.78 4.49 3.2 5.14 3.80 8.6 221 2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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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위생과
Dept. Dental Hygiene

실천하는 구강건강관리 전문가!

학과소개 치과위생사는 국민의 구강건강에 관하여 예방부터 치료까지 전문적인 관리와 진료를 담당하는 
보건의료 전문가입니다. 치과위생사의 역할은 구강건강증진 및 교육연구가, 예방치과처치자, 
치과진료협조자, 병원관리자이며 한림성심대학교 치위생과는 국민의 구강건강향상을 위하여 
올바른 인성을 바탕으로 전문적인 지식과 기술을 체계적으로 학습하여 치위생과정(Dental 
htgiene process)을 적용한 선진국형 치과위생사 양성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학과특전 ●  전국 유일의 5개 재단병원과의 산학협력 교육기관
●  학교법인 일송학원에서 운영중인 한림대학교 성심병원, 강남성심병원, 한강성심병원,
  동탄성심병원, 춘천성심병원 등 5개 재단병원과 강동성심병원의 우선 취업약정 운영
●  재단병원의 의료 인력 및 기자재 활용, 전공교육과 현장실습 지원 등 우수한 교육여건 확보
●  2020년 전문대 LINC+사업(사회맞춤형학과 중점형) 4차 산업혁명 혁신선도 협약반 지정
   ‘치과3D마스터 과정‘ 운영

졸업 후 진로방향 ●  강동경희대학교병원, 가톨릭대학교 서울성모병원, 단국대학교 치과병원, 동국대학교 일산병원,
  한림대학교 강남성심병원, 한림대학교 성심병원, 예치과, 연세 고운미소치과, 고운미소치과 
  네트워크, 오스템임플란트

취업분야 의료분야
     치과(병)의원, 대학병원 치과, 종합병원 치과, 해외 치과(병)의원
의료 관련 분야
    구강검진센터, 보건(지소)구강보건실, 보건직공무원
의료보험 개발 분야
    의료보험심사평가원
의료용품 관리 분야
    구강관리용품 관련 회사, 치과재료 관련 회사

취득자격증 ●  치과위생사 면허증, BLS자격증, 치과건강보험청구사, 치과감염관리사, 치과코디네이터, 
  3D프린터 마스터, 3D프린터 운용 기능사

2021학년도 모집인원

2020학년도 모집결과

입학정원

수시1차 수시2차 정시1차
정원내 정원외 정원내 정원내 정원외

일반전형 일반고 특성화고 지역인재
전문대
이상

농어촌 만학도
수급자
차상위

일반전형 일반고 특성화고 일반전형 일반고 특성화고
전문대
이상

40 10 25 - - - 4 2 4 - - - 5 - - 4

수시1차 정시1차
일반전형 일반고 농어촌 수급자 차상위 일반전형

경쟁률 커트라인 평균 경쟁률 커트라인 평균 경쟁률 커트라인 평균 경쟁률 커트라인 평균 경쟁률 커트라인 평균

9.5 3.43 3.07 5.6 3.97 3.71 7.0 3.52 3.50 3.4 6.10 5.98 7.3 208 2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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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과소개

의무행정과
Medical Care and Hospital Administration

Three Go, 병원관리 전문가를 향해!!!
 (열망하고·실천하고·발전하고)

의무행정과는 1984년 학과개설 이후 보건의료정보관리사 면허증(구, 의무기록사)을 기반으로 병원 등의 
다양한 보건의료 현장에서 병원행정, 의료정보관리, 건강보험 청구 및 심사 등의 업무 수행의 전문가 
양성을 선도하는 학과입니다. 병원관리 전문가 직무는 의료시장의 경쟁 심화로, 병원의 규모가 커질수록 
더 많이 요구됨에 따라 보건의료시장의 변화하는 현실에 맞춰 보건의료행정전문가를 양성하는 3년제 
학과입니다.

학과특전 ●  지난 5년 동안 관련 계열학과 취업률 십분위 전국 최상위권
●  2019년 보건의료정보관리사(구, 의무기록사) 면허증 국가시험 합격률 100%
●  재학생 기준 보건의료정보관리사 전국합격률 대비 2배 이상의 합격률 달성
●  2019년 병원 코디네이터 시험 100% 합격과 전국 수석 배출
●  강원지역 산학협력중심대학 및 혁신지원사업 주력학과
●  국내 최대 5개 재단 종합병원을 비롯한 강원대병원 등 15곳 이상의 산학협력으로 현장적응과 
   실무능력 배양 학과

졸업 후 진로방향 ●  5개 재단 종합병원(한림대학교성심병원, 서울강남성심병원, 한강성심병원, 동탄성심병원, 춘천성심병원), 
   서울가톨릭성모병원, 연대 세브란스, 서울특별시서울의료원, 건강보험공단 일산병원, 고대구로병원 등

취득자격증 ●  보건의료정보관리사 국가면허증(구, 의무기록사), 병원행정사(국가공인자격증), 건강보험사(민간공인
   자격증), 병원코디네이터, 노인요양보호사, 컴퓨터활용능력, 워드프로세서, MOS, 정보처리기능사 등

2021학년도 모집인원

2020학년도 모집결과

취업분야 병원관리 분야
    대학병원 등 다양한 곳에서 병원행정 전문가 역할 수행
의료정보관리 분야
    대형 병원에서 환자의 의무기록과 건강보험 청구와 심사, 병원관리 정보 산출 및 활용
공·사 보험 분야
    건강보험과 민간 보험회사에서 건강보험 청구와 심사 등의 보험업무
보건정책 및 행정 분야
    보건복지공무원, 공공의료기관, 지방자치단체 보건직, 군무원 등
바이오헬스 분야
    병원 임상실험 관리, 제약과 벤처 기업에서 신약개발 관련 업무 등

편입학 ●  학과 학점은행제로 1년 만에 학사학위 취득 가능, 강원대 행정학전공 연계편입

입학정원

수시1차 수시2차 정시1차
정원내 정원외 정원내 정원내

일반전형 일반고 특성화고 지역인재
전문대
이상

농어촌 만학도
수급자
차상위

일반전형 일반고 특성화고 일반전형 일반고 특성화고

54 28 22 1 1 2 2 2 - - - - 2 - -

수시1차 정시1차
일반전형 일반고 농어촌 일반전형

경쟁률 커트라인 평균 경쟁률 커트라인 평균 경쟁률 커트라인 평균 경쟁률 커트라인 평균

3.7 5.14 3.31 4.4 4.55 3.94 2.5 3.90 3.80 21.0 193 1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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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환경과
Health & Environment

안전하고 지속가능한 생활환경, 우리가 만든다!

학과소개 보건환경 전문가는 안전하고 건강하며 지속가능한 사회에 반드시 필요한 인력입니다. 보건환경 
전문가의 수요는 사회의 생활과 문화 수준이 향상 될수록 팽창하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본 학과는 자격증 취득을 위한 실무중심 교육과정을 갖추고 안정된 직장의 취업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미래에 급변하는 직업군에 도전할 수 있는 역량과 연계과정을 통해 학사학위도 취득할 수 있습니다.

학과특전 ●  맞춤형 취업역량 강화 프로그램 : 수요자 중심의 다기능 자격 취득과정
●  산학협력 취업 여건 확대 프로그램 : 산학협력 실무 과제를 통한 산업체 취업연계과정
●  학사 취득 지원 프로그램 : 편입 무시험 연계 편입학, 학점은행 등 학사학위 취득 지원 프로그램 운영

졸업 후 진로방향 ●  보건, 환경직 공무원, 각종 공공기관, 환경 및 보건기업 관련

취업분야 공공보건분야
     국가 및 지자체 보건직(공무원), 보건사업소
공공환경 분야
    국가 및 지자체(157개), 환경직(공무원), 시도 보건환경연구원, 군부대 환경시설관리원,
    전국 환경기초시설관리자, 상하수도사업소, 토양관리사업소
공기업 분야
    한국수자원공사, 한국환경공단, 한국산업안전공단, 한국건설기술연구원, 한국수력원자력, 
  한국화학융합 시험연구원 등
민간기업 분야
    환경기초시설관리, 환경배출시설관리, 환경·보건 분야 측정 및 분석, 보건관리자, 환경컨설팅,
    환경방지시설업, 환경영향평가

취득자격증 ●  환경분야산업기사(수질, 대기, 폐기물, 토양), 보건교육사, 산업위생관리산업기사, 환경기능사, 
  화학분석기능사

2021학년도 모집인원

2020학년도 모집결과

편입학 ●  강원대학교 환경공학부, 한림대학교 환경생명공학과

입학정원

수시1차 수시2차 정시1차
정원내 정원외 정원내 정원내

일반전형 일반고 특성화고 지역인재
전문대
이상

농어촌 만학도
수급자
차상위

일반전형 일반고 특성화고 일반전형 일반고 특성화고

30 21 2 3 1 1 - 2 - 2 - - 1 - -

수시1차 정시1차
일반전형 일반고 농어촌 일반전형

경쟁률 커트라인 평균 경쟁률 커트라인 평균 경쟁률 커트라인 평균 경쟁률 커트라인 평균

3.7 5.14 3.31 4.4 4.55 3.94 2.5 3.90 3.80 21.0 193 194

 

수시1차 정시1차
일반전형 대학전체(특성화고) 일반고 일반전형

경쟁률 커트라인 평균 경쟁률 커트라인 평균 경쟁률 커트라인 평균 경쟁률 커트라인 평균

3.3 8.31 5.31 2.0 3.53 2.70 3.3 5.23 5.10 2.8 132 15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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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기기정보과
Medical Instrument and Information Science

한림성심 플래그쉽(Flag Ship) 학과!!

학과소개 의료기기정보과는 의공학과 의생명을 융합한 첨단 4차산업 선도 학과입니다. 의료기기·의료정보 및 
의료바이오 교육을 기반으로 질병의 진단과 치료, 인류의 생명연장 및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는 것을 
교육목표로 합니다. 재단 산하 대학병원 및 지역 병원들과 의료바이오, 의료기기 업체와의 산학협력을 
통하여    의료기기의 구조와 동작원리 이해를 통한 의료기기 운영관리 및 인허가    의료기관의 
의료경영정보의 운영 및 관리    의료바이오 제품 품질 분석 관리 및 인증 분야를 집중 교육하여 의료공학 
및 의생명(의료바이오) 산업의 우수한 전문 인력 양성하고 있는 학과입니다. 

학과특전 ●  재단병원들과 바이오-의료기기 산학협력업체를 통합 현장실습 및 인턴과정 강화로 취업 교육  
  강화, 의공분야 재단병원 우선 채용기회 제공 및 업체 산학협력을 통한 취업 연계 강화
●  국가 및 지자체 성장 동력 육성산업인 의생명, 의료기기 및 바이오 분야 우수 인력 양성, 춘천과 
  원주의 전략산업인 바이오-의료기기 융합으로 보다 많은 취업기회 제공
●  의료기기 RA전문가 교육기관으로 선정되어 인허가 전문인력 양성강화와 의공기사의 품질책임자
  역량강화
●  4년제 대학과의 다양한 연계 교육 프로그램을 통한 계속 교육 기회제공(한림대, 강원대 무시험 편입학 특전) 

졸업 후 진로방향 ●  휴젤, 바디텍메드, 바텍, 삼성메디슨, 화재 및 생명 보험사, 한림대학교성심병원

취득자격증 ●  의공(산업)기사, 의료기기 RA 2급, 의료보험심사분석가 1,2급, 병원코디네이터, 의료정보관리사, 
  정보기술 관련 자격증, 품질경영산업기사 2급, 모스 등 기초 컴퓨터 자격증

2021학년도 모집인원

2020학년도 모집결과

취업분야 보건의료산업 분야
    종합병원 및 대학병원, 병의원 및 의료기관, 의료공학 연구소 및 국가기관, 병원전산실 및 의료 
  정보실, 보건정보 공무원 및 보건소, 의료기기 업체
의생명 및 바이오 분야
    바이오(레드바이오) 및 의생명 업체 
의료정보 및 의료보험 개발 분야
    의료정보시스템 개발 및 관리업체, 의료경영컨설팅 업체, 보험회사(손해사정)
화장품 및 제약 분야
    화장품 업체, 제약회사

편입학 ●  강원대학교 기계의용공학전공, 의생명공학전공, 바이오시스템기계공학전공, 한림대학교 언어
  청각학부(청각학), 경영학과

입학정원

수시1차 수시2차 정시1차
정원내 정원외 정원내 정원내

일반전형 일반고 특성화고 지역인재
전문대
이상

농어촌 만학도
수급자
차상위

일반전형 일반고 특성화고 일반전형 일반고 특성화고

40 27 3 4 - 1 - 2 - 4 - - 2 - -

수시1차 수시2차 정시1차
일반전형 대학전체(특성화고) 일반고 일반전형 일반전형

경쟁률 커트라인 평균 경쟁률 커트라인 평균 경쟁률 커트라인 평균 경쟁률 커트라인 평균 경쟁률 커트라인 평균

3.3 7.95 4.90 3.0 8.22 5.28 3.7 4.80 4.50 11.8 5.61 4.22 6.3 166 18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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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과소개

학과특전

졸업 후 진로방향

취업분야

취득자격증

건축과
Architecture

건축, 자연, 사람을 위한 가치 창조

건축공학의 목적은 사람들을 위해 아름답고 쾌적하며 안전한 공간 문화를 창조하는 것입니다. 
단지 공학뿐만 아니라 인문학, 미학, 경영학 등이 결합된 매력적인 종합 학문으로서 건축설계, 
시공, 구조, 설비, 인테리어 등의 다양한 세부 분야로 진출이 가능합니다. 본 학과는 친환경 건축 
전문가 양성을 목표로, NCS 교육체계를 도입하여 건축교육의 질적 향상과 친환경 영역의 전문성 
선점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  다양한 진로 범위 : 건축설계 및 실내디자인, 건축구조 및 시공, 재료, 설비 등 여러분야가 종합
  되어 졸업 후 진로의 폭이 매우 넓음
●  실무교육 중심 : 실습교육 중심으로 실무 능력을 배양함으로써 사회 적응력을 높이고, 수요자
  중심 교육으로 학생들의 잠재력을 극대화함
●  산학협력 강화 : 다양한 분야의 산업체와 협력하여 현장실습 및 취업을 연계한 학과 운영
●  연계교육 : 강원대학교 건축학부(2004), 조경학과(2010), 부동산학과(2015)와 협정 및 시행

●  주)산E&C건축사사무소, (주)건축사사무소유덕건축, (주)나라구조엔지니어링, (주)최문규
  건축사사무소, (주)태성종합건설

●  건축산업기사, 실내건축산업기사, 조경산업기사, 건설안전산업기사, 건축설비산업기사

건축설계 및 실내디자인
     건축설계(감리포함), 실내디자인, 모형제작, CAD 관련 사무소
건축구조 및 시공
    건축구조, 적산, 건설업체, 시설물관리, 건설안전 및 재료시험, 품질관리
건축재료 및 인테리어
    건축 및 실내디자인 자재회사
건축설비
    종합건설회사, 건설엔지니어링업체, 전문건설업체, 건설품질검사전문기관, 측량회사 등

2021학년도 모집인원

2020학년도 모집결과

편입학 ●  강원대학교 건축학과, 건축공학전공, 생태조경디자인학과, 부동산학과

입학정원

수시1차 수시2차 정시1차
정원내 정원외 정원내 정원내

일반전형 일반고 특성화고 지역인재
전문대
이상

농어촌 만학도
수급자
차상위

일반전형 일반고 특성화고 일반전형 일반고 특성화고

40 28 - 6 - 1 - 2 - 4 - 1 1 - -

수시1차 수시2차 정시1차
일반전형 대학전체(특성화고) 일반전형 대학전체(특성화고) 일반전형

경쟁률 커트라인 평균 경쟁률 커트라인 평균 경쟁률 커트라인 평균 경쟁률 커트라인 평균 경쟁률 커트라인 평균

3.3 7.54 4.07 3.8 7.41 4.38 8.7 5.59 5.10 4.5 4.50 4.20 7.5 102 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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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도시과
Civil & Urban Engineering

미래로! 세계로! 뻗어나가는 한림성심대학교 건설도시과 

학과소개 건설도시과는 도로, 철도, 지하철, 하천, 도시상하수도, 공항, 항만 및 동력이 되는 기반시설을 
기획, 설계, 시공, 유지관리하는 종합 공학학문분야이다. 건설도시과에서는 삶의 질 향상과 
도시화 추세에 따라 도시문제 해결과 도시의 인프라 시설 구축을 담당하며, 건설 및 도시 관련 
지역 중견업체와 연계 협력체제를 기반으로 직업기초능력 배양, 1인 1개의 국가기술자격 취득, 
현장기반 실무중심교육을 통해서 지역사회에 기여하는 인재를 양성하고 있다.

학과특전 ●  한국장학재단 국가장학금(1유형, 2유형) 수혜(평균 50% 장학금 수혜)
●  도시환경디자인학과(학사학위전공심화과정) 연계 학사학위 취득(수업료 30% 감면)
●  강원대학교 토목공학과, 강원대학교 지역건설공학과 무시험연계편입학
●  사회맞춤형 산학협력선도전문대학 육성사업(LINC+) 연계산업체 우선 취업
●  전문대학 혁신지원사업 연계 각종 국가기술자격증 취득을 위한 특강 지원

졸업 후 진로방향 ●  서울시청, 강원도청, 춘천시청, 화천군청, 철원군청, ㈜삼경, ㈜제이에이치, ㈜동서, ㈜동서
  엔지니어링, ㈜용신, ㈜강원길엔지니어링, ㈜서경엔지니어링, ㈜하남토건 외 다수

취득자격증 ●  토목, 건설재료시험, 콘크리트, 측량 등 산업기사

2021학년도 모집인원

2020학년도 모집결과

취업분야 설계 분야
    건설설계 및 유지관리업체
시공 분야
    건설업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공무원 분야
    국토교통부, 강원도, 춘천시 등
국영기업체
    한국도로공사, 한국철도시설공단, 한국수자원공사 등

편입학 ●  강원대학교 토목공학전공, 강원대학교 지역건설공학과 무시험연계편입학, 연세대학교 환경공학
과, 서울과학기술대학교 건설시스템공학과, 건국대학교 사회환경공학부 등

입학정원

수시1차 수시2차 정시1차
정원내 정원외 정원내 정원내

일반전형 일반고 특성화고 지역인재
전문대
이상

농어촌 만학도
수급자
차상위

일반전형 일반고 특성화고 일반전형 일반고 특성화고

38 26 4 2 - 1 - 2 - 2 2 - 2 - -

수시1차 수시2차 정시1차
일반전형 대학전체(특성화고) 일반전형 대학전체(특성화고) 일반전형

경쟁률 커트라인 평균 경쟁률 커트라인 평균 경쟁률 커트라인 평균 경쟁률 커트라인 평균 경쟁률 커트라인 평균

2.8 8.04 5.30 1.7 6.69 4.47 9.0 4.30 4.30 4.5 3.80 2.70 1.7 137 1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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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과소개

디지털콘텐츠과
Digital Contents

4차 산업 문화 창조 콘텐츠를 선도하는 학과!

디지털콘텐츠과는 입학, 교육 취업(편입) 세가지의 학과 비전에 따라 산업체 취업연계 맞춤형 
교육, 1인 1특기 갖기, IT+CT를 겸비한 창의적 능력을 갖춘 국내 최고의 콘텐츠 전문인력을 
양성하고 있습니다. 문화콘텐츠 기획 및 제작, 앱 및 게임 개발, 3D 모델링 및 애니메이션 
특수효과 등의 취업이 가능하며 강원대학교(영상문화학과), 한림대학교(소프트웨어융합대학)에 
무시험으로 편입이 가능합니다

졸업 후 진로방향 ●  인컴즈(네이버 자회사), 더존, 코비젼, 지오멕스 소프트, 유티플러스 인터렉티브

취업분야 콘텐츠 기획 및 제작분야
     웹툰기획자, 광고기획자, 게임기획자 등
웹 콘텐츠 및 게임 개발, 웹서비스 분야
    웹프로듀서, 웹디자이너, 웹프로그래머, 웹게임개발자 등
스마트폰앱, 게임개발 분야
    모바일애플리케이션 개발자, 모바일게임QA전문가, 게임마케터 등
가상현실(VR), AR제작 분야
    게임테크니컬 아티스트, 증강현실엔지니어, 게임그래픽 디자이너 등
방송국, 신문사, 광고 및 영상 콘텐츠 제작 분야
    광고디자이너, 콘텐츠크리에이터, 영상그래픽디자이너

취득자격증 ●  멀티미디어콘텐츠제작 전문가, GTQ(그래픽기술자격), 게임그래픽 전문가, 게임제작 전문가,     
  MOS 국제공인 자격증, Adobe 국제공인 자격증, SCJP, 컴퓨터활용능력, 정보처리산업기사, 
  사무자동화산업기사

2021학년도 모집인원

2020학년도 모집결과

학과특전 ●  [LINC+]사회맞춤형학과 취업약정 운영학과
●  10여개 서울 · 춘천 우수 ICT 기업 취업 약정
●  창업동아리 지원에 의한 창업 기반 조성
●  캡스톤 디자인에 의한 현장실무 경험 축적
●  취업동아리 활동 지원을 통한 취업 역량 강화
●  전공심화과정(3,4학년 과정) 입학조건 : 전문대학 졸업자 이상(ICT관련 학과)

편입학 ●  강원대학교 영상문화학과, 한림대학교 소프트웨어융합대학

입학정원

수시1차 수시2차 정시1차
정원내 정원외 정원내 정원내

일반전형 일반고 특성화고 지역인재
전문대
이상

농어촌 만학도
수급자
차상위

일반전형 일반고 특성화고 일반전형 일반고 특성화고

36 21 5 2 2 1 - 2 - 2 2 - 2 - -

수시1차 수시2차 정시1차
일반전형 대학전체(특성화고) 일반고 일반전형 대학전체(특성화고) 일반전형

경쟁률 커트라인 평균 경쟁률 커트라인 평균 경쟁률 커트라인 평균 경쟁률 커트라인 평균 경쟁률 커트라인 평균 경쟁률 커트라인 평균

3.9 7.86 4.05 1.8 6.15 4.55 4.0 6.51 5.64 12.0 3.60 3.50 8.0 4.26 3.60 7.5 189 20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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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통신네트워크과
Information & Communication Computer Networks

새롭게 불어오는 인더스트리 4.0 변화의 정보통신네트워크!

학과소개 정보통신네트워크과는 인성교육을 바탕으로 통신망 구축을 위한 정보통신융합 기술의 전문지식과 
이론을 연마할 수 있는 지식·기술·태도를 창의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직업기초역량과 직무수행 
역량을 고루 갖춘 전문직업인을 양성합니다.

학과특전 ●  LINC+사업 사회맞춤형 통신망구축과정 운영
●  전공동아리 활동 지원
●  각종 장학금 혜택(성적우수, 지역인재, 저소득층, 산학협력 장학금 등)
●  정보통신 및 네트워크 분야 자격증 취득 지원
●  졸업 후 분야별 취업알선 및 창업 지원

졸업 후 진로방향 ●  LG전자, 삼성전자, KT, LG U+, SK 등

취득자격증 ●  정보통신분야 : 정보통신산업기사, 무선설비산업기사, 통신선로산업기사
●  네트워크분야 : 네트워크관리사, 시스코국제공인자격증(CCNA)
●  컴퓨터분야 : 정보처리산업기사, 사무자동화산업기사
●  정보보안분야 : 리눅스마스터, 정보보안산업기사

2021학년도 모집인원

2020학년도 모집결과

취업분야 유무선 통신 분야
    정보통신공사, 유무선통신망 구축
네트워크 분야
    네트워크관리, 정보보안엔지니어
컴퓨터 시스템 분야
    WEB프로그램, 빅데이터, loT시스템구축
통신직종 공무원
    통신직 공무원(9급, 7급)

편입학 ●  수도권 및 강원 지역 4년제 편입학
●  강원대학교 전자공학과(무시험연계편입학)
●  한림대학교 소프트웨어 융합대학(무시험연계편입학)

입학정원

수시1차 수시2차 정시1차
정원내 정원외 정원내 정원내

일반전형 일반고 특성화고 지역인재
전문대
이상

농어촌 만학도
수급자
차상위

일반전형 일반고 특성화고 일반전형 일반고 특성화고

40 28 4 2 - 1 - 2 - 3 1 - 1 1 -

수시1차 수시2차 정시1차
일반전형 대학전체(특성화고) 일반고 일반전형 대학전체(특성화고) 일반전형 대학전체(특성화고)

경쟁률 커트라인 평균 경쟁률 커트라인 평균 경쟁률 커트라인 평균 경쟁률 커트라인 평균 경쟁률 커트라인 평균 경쟁률 커트라인 평균 경쟁률 커트라인 평균

2.9 7.68 4.84 1.6 5.26 5.07 2.7 4.80 4.66 14.7 6.87 4.72 7.0 3.94 3.94 3.0 149 149 3.0 3.88 2.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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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과소개

레저스포츠과
Dept. of Leisure & Sports

무한가능성의 젊은 레저스포츠의 리더

레저스포츠 분야의 융복합적인 교육과정을 통하여 현장실무형 전문인력을 양성하고 있으며, 
특히 국가자격 스포츠지도사(구 생활체육지도자), 청소년지도사 취득을 목표로 지역 수요자 
맞춤형 직업중심 인재양성과 미래 스포츠 산업 발전을 주도할 융복합 레저스포츠 전문가 양성에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졸업 후 진로방향 ●  강원도체육회, 종합리조트(대명, STX 리조트등), 스포츠센터, 청소년수련관, 태권도장 등

취업분야 리조트분야
     대명리조트, 엘리시안강촌, 물놀이시설, 스키장, 골프장 등 스포츠 분야
스포츠 지도자 분야
    시, 도 체육회, 초·중등 스포츠지도사, 운동재활센터, 유아스포츠센터, 입시체육학원, AT(선수 트레이너) 등
태권도 지도자 분야
    도 태권도 협회, 태권도 도장 및 체육관 등
청소년 지도자 분야
    청소년수련관, 청소년수련원, 각종 청소년활동 지도기관 등

취득자격증 ●  스포츠지도사(구 생활 체육지도자3급, 문화체육관광부), 청소년지도사3급(여성가족부), 종목별 
  레저스포츠지도사, 스포츠 마사지, 레크리에이션, 스킨스쿠버 등

2021학년도 모집인원

2020학년도 모집결과

학과특전 ●  강원대, 한림대 무시험 연계편입학
●  혁신지원 사업 전공자격증 취득지원(스포츠지도사, 청소년지도사, 레크리에이션,  
  바디밸런스트레이너 등)
●  스포츠 및 청소년 관련 기관 현장실습 및 견학 지원
●  캡스톤 디자인 운영
●  스포츠지도사 및 청소년지도사 자격취득 지원 전문가 특강 
●  전공동아리 활동 지원
●  산학연계 활동을 통한 취업지원
●  교수자 - 졸업생 - 산업체 - 재학생 간 네트워킹 프로그램 운영

편입학 ●  강원대학교 스포츠과학과, 한림대학교 체육학과

입학정원

수시1차 수시2차 정시1차
정원내 정원외 정원내 정원내

일반전형 일반고 특성화고 지역인재
전문대
이상

농어촌 만학도
수급자
차상위

일반전형 일반고 특성화고 일반전형 일반고 특성화고

36 15 11 3 - 1 - 2 - 1 2 2 1 1 -

수시1차 수시2차 정시1차
일반전형 대학전체(특성화고) 일반전형 대학전체(특성화고) 일반전형 대학전체(특성화고)

경쟁률 커트라인 평균 경쟁률 커트라인 경쟁률 커트라인 평균 경쟁률 커트라인 경쟁률 커트라인 평균 경쟁률 커트라인

3.5 5.68 5.58 1.4
학생부 5.6
실기 175
경기실적 0

12.5 3.74 3.60 9.5 학생부 5.4
경기실적 400 16.0 136 157.7 3.0 학생부 7.1

경기실적 3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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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트앤디자인과
Art & Design

아름다운 세상을 만드는 꿈, 나로 인해서 세상이 변한다!

학과소개 아트앤디자인과는 교육부 주관 전국 학과 평가 1위의 저력으로 미래의 4차 산업혁명의 원동력이 
되는 아트적 감성과 전문적 크리에이티브 능력을 갖춘 디자이너를 양성하고 있으며, “수업은 
축제다.”라는 모토로 학생 중심의 교육을 시도하는 명품 디자인 학과입니다.

학과특전 ●  교육부 주관 전국 학과 평가 최우수 학과선정
●  교육운영(A+) 및 교육환경(A+) 전국 최우수 학과
●  교육부 LINC+사업 및 특성화 학과 선정
●  강원대학교 디자인과(3명), 한림대학교 언론정보학부(3명) 무시험 연계편입
●  교육부 교육역량강화사업 장학금 및 실습비 지원
●  산업체 장학금 지원
●  각종 동아리 및 팀 프로젝트 장학금 지원

졸업 후 진로방향 ●  (주)미래앤, (주)지학사, (주)금성출판사, (주)디자인위즈, (주)마노이앤아이, (주)티이오커뮤니
  케이션, (주)아이비스퀘어, (주)네이처앤드피플, (주)렉트웍스, (유)알리몰리스튜디오, (주)아이
  잡강원, (주)뮤컬렉션, (주)인터섹션, 기타 디자인전문회사

취득자격증 ●  GTQ포토샵, 컴퓨터 그래픽 기사 2급, 실내디자인 기사 2급, 산업디자인 기사 2급, 컬러리스트 
  산업기사

2021학년도 모집인원

2020학년도 모집결과

취업분야 시각디자인 분야
    CI/BI디자인, 광고디자인, 그래픽디자인, 편집디자인, 웹디자인, 디자인기획사, 기업홍보실, 
  일러스트레이터 등
제품디자인 분야
    완구 및 팬시용품 디자인, 생활용품 디자인, 생활가전, 레저·스포츠 용품 디자인, 헬스케어 디자인 등
환경디자인 분야
    테마파크, 도시계획 전문회사, 도시재생 분야, 백화점 및 대형마트 옥외 광고, 실내디자인, 옥외
  환경시설물 디자인 등
미디어디자인 분야
    CF프로덕션, 광고대행사, 영화편집, 애니메이션·게임제작, VR디자인, 예술문화축제 콘텐츠 디자인 등

편입학 ●  강원대학교 디자인학과 인더스트리얼전공, 강원대학교 디자인학과 비주얼디자인전공, 
  한림대학교 관광홍보학과, 미디어스쿨(언론방송융합미디어전공, 디지털미디어콘텐츠전공)

입학정원

수시1차 수시2차 정시1차
정원내 정원외 정원내 정원내

일반전형 일반고 특성화고 지역인재
전문대
이상

농어촌 만학도
수급자
차상위

일반전형 일반고 특성화고 일반전형 일반고 특성화고

38 28 - 4 - 1 - 2 - 4 - - 2 - -

수시1차 수시2차 정시1차
일반전형 대학전체(특성화고) 일반전형 일반전형

경쟁률 커트라인 평균 경쟁률 커트라인 평균 경쟁률 커트라인 평균 경쟁률 커트라인 평균

2.2 7.50 4.54 2.3 4.33 3.15 9.3 5.68 4.84 2.3 44 10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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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과소개

영상미디어콘텐츠과
Visual Media Contents

영상콘텐츠 인력 양성 학과! 대한민국이 인정한 학과!

영상콘텐츠 인력 양성 학과! 대한민국이 인정한 학과!
본 학과는 입학이 곧 취업이라는 교육 목표 아래 국가에서 지정한 콘텐츠 제작 및 드론 분야의 
핵심 전략 사업을 담당하는 학과로 고부가 가치 문화 기획, 방송용 영상 제작물, 드론 영상, 
입체영상, 모바일 영상, 애니메이션, 오디오, 조명기술 등 지역산업과 연계된 혁신적 교육과정을 
도입하여 영상산업 전문인력을 양성하는 미래지향적인 학과입니다.

졸업 후 진로방향 ●  KBS, MBC, SBS, G1강원민방, 연합뉴스 TV, TV조선, 동아TV, LG 헬로비전, 시청자미디어센터, 
  카카오M, 인컴즈, 미디스토리

취업분야 영상제작 분야
     방송국, 영상 프로덕션, VJ, 영화, 프로덕션 창업, 디자인, 콘텐츠, 광고제작 등
크리에이션 분야
    1인 미디어, 콘텐츠 크리에이터 등
애니메이션 제작 분야
    웹 콘텐츠, 2D/3D 애니메이션 등
드론 촬영 및 드론 활용 분야
    초경량항공기 및 드론 활용 분야

취득자격증 ●  멀티미디어 콘텐츠 제작 전문가, MOS MASTER, GTQ(그래픽기술자격), 디지털 영상편집 
  1,2급, 무인 멀티콥터 조종자격, 드론항공 촬영 자격, 드론교관 자격, Adobe ACA

2021학년도 모집인원

2020학년도 모집결과

학과특전 ●  교수 추천에 의한 100% 안정된 취업노력
●  국가 핵심 전략 사업인 영상/방송/애니메이션/드론 등 종합 콘텐츠 제작 교육
●  영상 콘텐츠 기획 및 제작, 애니메이션, 드론, 조명 및 오디오 등 영상콘텐츠 제작 특화 학과
●  전공심화과정 운영 : 학사학위 취득(3, 4학년 과정)
●  강원대(영상문화학과, 신문방송학과)4년제 대학 무시험 편입학 협약 운영, 한림대(소프트웨어융합
   대학) 편입학 가능

편입학 ●  강원대(영상문화학과, 신문방송학과)4년제 대학 무시험 편입학 협약 운영, 한림대(소프트웨어융합대학) 
   편입학 가능

입학정원

수시1차 수시2차 정시1차
정원내 정원외 정원내 정원내

일반전형 일반고 특성화고 지역인재
전문대
이상

농어촌 만학도
수급자
차상위

일반전형 일반고 특성화고 일반전형 일반고 특성화고

38 31 2 2 - 1 - 2 - 2 - - 1 - -

수시1차 수시2차 정시1차
일반전형 대학전체(특성화고) 일반전형 대학전체(특성화고) 일반전형

경쟁률 커트라인 평균 경쟁률 커트라인 평균 경쟁률 커트라인 평균 경쟁률 커트라인 평균 경쟁률 커트라인 평균

2.7 7.85 4.80 2.0 4.60 4.60 8.3 6.85 5.25 5.0 4.33 4.33 2.0 85 14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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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집학과 및 인원

입학전형 일정

원서접수 방법 및 유의사항

합격자발표 및 등록

1. 합격자 발표 

2. 합격자 등록

33

36

37

37
37

37

입학포기 및 환불

수험생 유의사항

전형별 지원 자격 및 제출서류

전형방법

별표1 가산점 부여 대상자

38

38

39

41

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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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신입생 모집 주요사항
수시·정시 모집안내

4년제 대학 무시험 연계 편입학 실적

장학 제도

학생 복지 
1. 기숙사 이용 안내

2. 통학버스 이용 안내

3. 진료비 감면 혜택

4. 한국장학재단 장학금 및 학자금 대출 안내

52

53

55

55
55

55

55

대학 캠퍼스 안내

학교오시는 길

입시 Q & A

학과 입학상담 안내

56

57

58

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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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열
모집학과

(주간)
입학
정원

정원 내 정원 외

일반
전형

특별전형 전문대 
이상

졸업자

농 · 어촌 
출신자

만학도 
재직자

수급자 
차상위

재외 
국민

외국인 탈북자
일반고

특성
화고

지역
인재

인문
사회
계열

글로벌 
관광과

바리스타음료전공
66 54 4 2 3 1 2 1 1

항공외국어전공

경영 
정보과

세무회계전공
60 40 6 6 2 1 2

스마트정보전공

사회복지과 40 16 9 9 2 3 6 1 1

유아교육과[3년제] 64 45 3 10 2 1 2 2 1

행정과 40 36 1 2

호텔관광경영과 40 33 3 1 2 1 1

자연
과학
계열

관광외식조리과 66 50 2 8 1 1 2 1 1 1

식품영양과[3년제] 30 13 3 8 2 1 2 1

간호학과[4년제] 간호교육인증 120 45 33 18 18 12 6 12 1 2

물리치료과[3년제] 50 10 28 5 2 7 1 2

방사선과[3년제] 40 10 19 1 2 3 4 2 4 1 1

치위생과[3년제] 40 10 25 4 2 4 1

의무행정과[3년제] 54 28 22 1 1 2 2 2 1

보건환경과[3년제] 30 21 2 3 1 1 2

의료기기정보과 40 27 3 4 1 2

공학
계열

건축과[3년제] 40 28 6 1 2

건설도시과 38 26 4 2 1 2

디지털콘텐츠과 36 21 5 2 2 1 2

정보통신네트워크과 40 28 4 2 1 2

예체능
계열

레저스포츠과 36 15 11 3 1 2

아트앤디자인과 38 28 4 1 2

영상미디어콘텐츠과 38 31 2 2 1 2

합계 1,046 615 185 76 36 42 29 52 28 9 3 8

1. 수시1차 

주1) 동일한 모집시기에 2개 학과(모집단위) 지원 가능함. 단, 추가 지원시 타학과만 지원 가능함

주2) 수시1차 모집에서 미충원된 인원은 수시2차 에서 모집하며, 수시모집에서 미충원된 인원은 정시에서 모집함

주3) 이월된 최종 모집인원은 본 대학 홈페이지(www.hsc.ac.kr)에 공지함

주4) 간호교육인증 : (재)한국간호교육평가원 간호교육인증평가 간호학 학사학위 프로그램 5년 인증획득(2019.12.12.~2024.12.11.) 

모집학과 및 모집인원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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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열
모집학과

(주간)
입학
정원

정원 내 정원 외

일반
전형

특별전형 전문대 
이상

졸업자

농 · 어촌 
출신자

만학도 
재직자

수급자 
차상위

재외 
국민

외국인 탈북자
일반고

특성
화고

지역
인재

인문
사회
계열

글로벌 
관광과

바리스타음료전공
66 1 1

항공외국어전공

경영 
정보과

세무회계전공
60 2 2

스마트정보전공

사회복지과 40 2 1

유아교육과[3년제] 64 2

행정과 40 2

호텔관광경영과 40 2

자연
과학
계열

관광외식조리과 66 3

식품영양과[3년제] 30 3

간호학과[4년제] 간호교육인증 120

물리치료과[3년제] 50

방사선과[3년제] 40

치위생과[3년제] 40

의무행정과[3년제] 54

보건환경과[3년제] 30 2

의료기기정보과 40 4

공학
계열

건축과[3년제] 40 4 1

건설도시과 38 2 2

디지털콘텐츠과 36 2 2

정보통신네트워크과 40 3 1

예체능
계열

레저스포츠과 36 1 2 2

아트앤디자인과 38 4

영상미디어콘텐츠과 38 2

합계 1,046 41 10 4

2. 수시2차

주1) 동일한 모집시기에 2개 학과(모집단위) 지원 가능함. 단, 추가 지원시 타학과만 지원 가능함

주2) 수시2차 모집에서 미충원된 인원은 정시1차 에서 모집하며, 수시모집에서 미충원된 인원은 정시에서 모집함

주3) 이월된 최종 모집인원은 본 대학 홈페이지(www.hsc.ac.kr)에 공지함

주4) 간호교육인증 : (재)한국간호교육평가원 간호교육인증평가 간호학 학사학위 프로그램 5년 인증획득(2019.12.12.~2024.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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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열
모집학과

(주간)
입학
정원

정원 내 정원 외

일반
전형

특별전형 전문대 
이상

졸업자

농 · 어촌 
출신자

만학도 
재직자

수급자 
차상위

재외 
국민

외국인 탈북자
일반고

특성
화고

지역
인재

인문
사회
계열

글로벌 
관광과

바리스타음료전공
66 1

항공외국어전공

경영 
정보과

세무회계전공
60 2

스마트정보전공

사회복지과 40 1

유아교육과[3년제] 64 2

행정과 40 2

호텔관광경영과 40 1 1

자연
과학
계열

관광외식조리과 66 1 1

식품영양과[3년제] 30 1

간호학과[4년제] 간호교육인증 120 24 18

물리치료과[3년제] 50 12 5

방사선과[3년제] 40 8 1

치위생과[3년제] 40 5 4

의무행정과[3년제] 54 2

보건환경과[3년제] 30 1

의료기기정보과 40 2

공학
계열

건축과[3년제] 40 1

건설도시과 38 2

디지털콘텐츠과 36 2

정보통신네트워크과 40 1 1

예체능
계열

레저스포츠과 36 1 1

아트앤디자인과 38 2

영상미디어콘텐츠과 38 1

합계 1,046 75 2 2 28

3. 정시모집

주1) 동일한 모집시기에 2개 학과(모집단위) 지원 가능함. 단, 추가 지원시 타학과만 지원 가능함

주2) 정시1차에서 미충원된 인원은 정시 추가모집에서 모집함

주3) 이월된 최종 모집인원은 본 대학 홈페이지(www.hsc.ac.kr)에 공지함

주4) 간호교육인증 : (재)한국간호교육평가원 간호교육인증평가 간호학 학사학위 프로그램 5년 인증획득(2019.12.12.~2024.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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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집구분 원서접수 면접 및 실기고사 합격자 발표 합격자 등록 비 고

수시모집(1차)
2020. 9. 23(수)

~ 10. 13(화)

실기:레저스포츠과
2020. 10. 24(토)
면접:간호학과

2020. 10. 24(토)

2020. 11. 3(화)
2020. 12. 28(월)

~ 12. 30(수)

면접학과  
간호학과 전체전형
실기학과  
레저스포츠과 일반·특별전형

수시모집(2차)
2020. 11. 23(월)

~ 12. 7(월)
미실시 2020. 12. 22(화)

2020. 12. 28(월)
~ 12. 30(수)

수시 미등록 충원 미실시 미실시
2020. 12. 31(목)
~ 2021. 1. 6(수)

2020. 12. 31(목)
~ 2021. 1. 6(수)

합격자는 개별 통보

정시모집(1차)
2021. 1. 7(목)

~ 1. 18(월)
2021. 1. 21(목) 2021. 2. 2(화)

2021. 2. 8(월)
~ 2. 10(수)

면접학과
간호학과 전문대이상 졸업자 전형

자율모집
2021. 1. 19(화)

~ 2. 28(일)
미실시 개별통보 개별통보

정시모집 1차에서 
미충원된 학과만 모집

주1) 인터넷접수 : 토, 일요일도 접수

주2) 서류 제출기한 : 접수 마감 다음날 까지 우편 및 대학 방문 제출(미제출시 성적산출이 불가하여 0점 처리)

주3) 면접 및 실기고사 불참자는 불합격 처리함(전형료 중 5천원 반환함)

주4) 수시1차 간호학과 전체전형은 10월 19일에 면접 대상자(모집인원에 4배수)를 발표함(불합격자 전형료 중 5천원 반환함)

주5) 수시1차 간호학과 일반전형, 일반고 특별전형, 지역인재 특별전형은 대학수학능력시험 최저학력기준을 적용하여, 
       최종합격자 선발은 12월 24일에 발표함

주6) 접수전형료 : 전체학과 25,000원, 면접 및 실기고사 학과 35,000원 (인터넷접수 수수료 5,000원 포함)

       ※동일 모집시기 추가 지원시 접수 전형료 : 전체학과 15,000원, 면접 및 실기고사 학과 20,000원

       ※본 대학에 지원자 중 기초생활수급자 및 국가유공자는 대학지정양식을 원서접수 마감 다음날 까지 제출할 경우

           전형료 20,000원 반환이 가능함

       ※기타 법령에 의한 전형료 반환은 대학 입학전형위원회 심의 후 반환이 가능함

입학전형 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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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원서접수

2. 유의사항

원서접수 방법 및 유의사항

1) 본 대학은 일반대학(4년제) 수시 6회 지원 제한과 관계없이 지원 가능함   

2) 인터넷접수 사이트 : 인터넷접수 대행사이트 http://www.jinhakapply.com, http://www.uwayapply.com 

3) 상기 사이트는 접수마감일 18:00까지 접속이 가능하며, 접속 후 작성한 원서에 대해 18:10까지 결제를 마쳐야 함
    단, 정시모집(추가) 마감일(2021. 2. 28)은 17:00까지 접속 및 결제를 마쳐야 함

4) 동일 모집시기 지원 횟수 : 2회(단, 추가지원시 타학과만 지원 가능함)

5) 제출 기한 내 첨부서류 미도착 시 성적 산출이 불가능하여 0점 처리되며, 이에 대한 불이익은 본인의 책임으로 함

1. 합격자 발표

합격자발표 및 등록

1) 합격자 발표일 : 입학전형 일정 참조

2) 수시1차 간호학과 전체전형은 1단계에서 모집인원의 4배수를 선발함(불합격자는 전형료중 5천원 반환)

3) 수시1차 간호학과(일반전형, 일반고특별전형, 지역인재특별전형) 대학수학능력시험 최저학력기준 적용 
    : 국어, 수학, 영어 중 최우수 2개 영역 합산등급이 8등급 이내인자

4) 합격자 확인 방법 : 본 대학 홈페이지에서 발표
    ※본 대학에서 합격자에게 SMS 문자서비스와 전화 통보를 하나, 본인이 직접 확인 바람

5) 합격자는 합격증서와 등록금고지서 및 입학에 필요한 서류를 대학 홈페이지에서 출력하여 사용

6) 최초 합격자가 등록을 원하지 않을 경우 반드시 등록기간 이전에 등록포기서를 대학에 제출해야 하며, 등록포기서를 제출 
    하지 않을 경우에 의사번복으로 인한 민원발생의 소지가 있어, 본 대학에서는 전화 통화 시 등록포기 통화내용을 녹취함

7) 추가합격자 발표는 예비후보자 중에서 전형별 후보 순으로 개별 통보하므로 예비후보자는 입학원서에 기재한 연락처에 대기해야 하며, 
     전화불통, 주소불명, 주소변경, 3회 이상 연락두절 등 통보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불합격 처리하며, 차순위 후보자에게 합격을 통보함

1) 본 대학 수시모집에 합격한 자(수시 추가 합격자 포함)는 등록여부와 관계없이 다른 대학·산업대학·교육대학·전문대학의 

    정시모집(정시 추가모집 포함)에 지원할 수 없으며, 다른 대학·산업대학·교육대학·전문대학의 수시모집에 합격한 자

    (수시 추가 합격자 포함)도 본 대학이 실시하는 정시모집(정시 추가모집 포함)에 지원할 수 없음(위반시 입학취소됨)

2) 수시모집 합격자의 예치금 납부는 반드시 한 개의 대학에만 예치금을 납부하여야 하며, 위반시‘대학입학전형 지원방법위반자’에 

     해당되어 입학이 무효처리 될 수 있음

3) 복수 지원 가능 : 동일 모집시기 2개 학과 지원 가능함(단, 추가지원시 타학과만 지원 가능함)

4) 교차지원 안내 : 고등학교 계열에 상관없이 우리대학 전 학과 교차지원이 가능함

5) 수시1차 간호학과(일반전형, 일반고특별전형, 지역인재특별전형) 대학수학능력시험 최저학력기준 적용 

    : 국어, 수학, 영어 3개 영역중 최우수 2개영역의 합산등급이 8등급 이내인 자

6) 접수 마감 후 지원을 취소 할 수 없으며, 입학원서는 정정할 수 없고, 제반서류 및 전형료는 반환하지 않음. 
    다만, 전형료를 납부한 후 천재지변, 질병, 기타 사고 등 수험생의 귀책이 아닌 사유로 전형에 응시할 수 없는 경우에는 전형료 
    환불 신청서 및 증빙서류를 제출하여 심의를 거친 후 해당 전형료의 일부 또는 전액을 환불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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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합격자 등록
1) 등록기간 : 입학전형 일정 참조

2) 수시모집 합격자(수시 추가 합격자 포함)는 지정된 등록기간 내에 “등록확인예치금”을 납부해야 하며, 예치금을 납부하지 않을 경우 
    미등록 불합격처리 함 (단, 합격자는 다음 모집 시기에 지원할 수 없음)

   ※“등록확인예치금”을 납부한 자는 입학등록금을 납부한 것과 동일한 효력을 가짐으로 1개의 대학에만 납부해야 하며, 
         이를 위반한 경우에는 합격이 취소됨

   ※“등록확인예치금”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은 정시모집 등록기간(2021. 2. 8 ~ 2. 10)에 납부해야 최종등록이 되며, 등록하지
         않는 경우 미등록 불합격처리 함(단, 합격하여 예치금을 납부한 사실은 인정되어 다른 모집시기에 지원할 수 없음)

3) 이중등록 금지 : 모든 전형일정 종료 후 입학 학기가 같은 2개 이상의 대학·산업대학·교육대학·전문대학에 이중으로 등록할
    경우, 입학취소 됨

1. 본 대학에 등록한 후 입학을 포기하고자 할 때는 본 대학의 입시홈페이지에 별도 시스템에서 등록금 환불신청을 완료해야 한다. 
    등록금 환불 신청은 정시 등록기간(2021. 2. 10)부터 가능하며, 토·일요일도 환불 신청은 가능 하고 등록금 반환은 월요일 오후에 가능함

2. 등록금 환불 규정 : 대학등록금에관한규칙[교육부령] 제6조에 따르며 다음과 같음

    1) 정시 등록마감일부터 입학일 전일까지 : 전액 반환(입학금 포함)

    2) 학기 개시일(입학일)부터 30일 까지 : 등록금의 5/6 해당액 반환(입학금은 반환하지 않음)

    3) 학기 개시일(입학일)에서 30일이 지난 날부터 60일 까지 : 등록금의 2/3 해당액 반환(입학금은 반환하지 않음)

    4) 학기 개시일(입학일)에서 60일이 지난 날부터 90일 까지 : 등록금의 1/2 해당액 반환(입학금은 반환하지 않음)

    5) 학기 개시일(입학일)에서 90일이 지난 날 : 반환하지 않음

입학포기 및 환불

수험생 유의사항

1. 수시모집 합격자는 등록여부와 관계없이 본 대학 및 타 대학(대학, 교육대학, 산업대학, 전문대학)의 정시모집에 지원할 수 없음
    ※ 본 대학 수시1차 합격자는 본 대학 수시2차 지원 불가

2. 위 사항 위반시 모든 입학전형 종료후 한국전문대학교육협의회에서 모든 대학 신입생의 지원·등록 상황을 전산 검색하여 
    위반사실이 있으면 입학을 취소함

3. 수시1차 간호학과 일반전형, 일반고특별전형, 지역인재특별전형 지원자는 대학수학능력시험 최저학력기준 적용하므로 2021 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국어,수학,영어중 2개영역)에 반드시 응시해야하며, 대학수학능력시험 미응시자는 불합격 처리함

4. 합격 후에도 입학원서와 제출서류(학교생활기록부 사본은 고등학교에 조회, 수능성적표 또는 성적증명서는 한국교육과정평가원에
     조회)를 위·변조하거나 불법행위로 합격한 사실이 발견되면, 합격 및 입학허가를 취소하고 입학금 및 수업료는 일절 반환하지 않음

5. 신입생 모집요강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본 대학 입학전형관리위원회의 심의와 결정에 따름

6. 본교는 학업능력이 아닌 특정학생(신체적, 정신적, 인종적 차이)에 대한 차별을 두지 않고, 평가에도 학력(성적) 이외의 별도의

    신체검사 등의 차별 행위를 시행하지 않음

7. 간호학과, 물리치료과, 방사선과, 식품영양과, 의무행정과, 치위생과, 사회복지과는 정신보건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정신질환자, 
    마약·대마 또는 향정신성의약품 중독자인 경우 면허를 교부 받을 수 없으니 지원 시 유의하시기 바람

8. 수험기간 중 입학원서에 기재된 연락처가 변경되었거나, 장기간 출타할 경우에는 본 대학 입학관리팀으로 변경된 사실을 알려
    주어야 한다. 연락 두절로 인한 불이익은 지원자의 책임으로 함

9. 교차지원 안내 : 고등학교 계열에 상관없이 우리대학 전 학과 교차지원이 가능함

10. 기타 의문 사항은 본 대학 입학관리팀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033-240-900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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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형별 지원 자격 및 제출서류7
1. 공통 제출서류
- 입학원서 1부 : 인터넷 접수로 대체 

- 2013년 이전 고교 졸업자 : 졸업증명서 1부, 학교생활기록부 사본 1부

  ※ 검정고시 출신자는 2015년 1회차 시험부터 2020년 2회차 시험까지 온라인 제공 동의하거나, 비동의시 합격증명서, 성적증명서를 제출

       단, 수시모집은 2020년 1회차 까지 온라인 제공 가능함

  ※ 정시모집 일반전형 지원자 : 학생부를 제출하지 않고, 수능성적 온라인 제공에 동의하거나, 비동의시 수능 성적표 제출

- 가산점 증빙서류 1부 : 특별전형, 간호학과 전문대이상졸업자 전형 지원자 중 해당자 [별표1 참조]

2. 일반전형
(모집학과 및 모집인원 : 33~35p의 모집학과 및 모집인원 참조)

모집전형 지원자격 제출서류(공통서류 이외의 추가 서류)

일반전형
고등학교 졸업(예정)자 또는 고교 졸업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된 자
※수능시험 응시여부와 관계없이 지원 가능 

- 추가 제출서류 없음

3. 특별전형
일반전형 지원 자격이 있는 자로서 아래의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 (모집학과 및 모집인원 : 33~35p의 모집학과 및 모집인원 참조)

모집전형 지원자격 제출서류(공통서류 이외의 추가 서류)

일반고
특별전형

· 일반고 졸업(예정)자 (국제고, 과학고, 외국어고, 자율고 포함)
· 종합고 일반과정(보통과) 졸업(예정)자

- 추가 제출서류 없음

· 검정고시 출신자
- 검정고시 합격증명서
- 검정고시 성적증명서

특성화고
특별전형

· 특성화고 졸업(예정)자 (산업수요맞춤형고, 예체능고 포함)
· 일반고 직업과정위탁생 졸업(예정)자

- 추가 제출서류 없음

지역인재
특별전형

· 강원도 고교 졸업(예정)자 - 추가 제출서류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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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정원외전형
(모집학과 및 모집인원 : 33~35p의 모집학과 및 모집인원 참조)

지원자격 제출서류(공통서류 이외의 추가 서류)

일반전형 지원 자격이 있는 자로서 아래의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

농·어촌출신자

· 농·어촌지역(읍·면 단위)에 소재하는 중학교부터 고등학교(특수목적고 제외)의
  전 과정을 이수한 졸업(예정)자로서 중·고교 재학 기간중 본인과 부·모(사망·이혼 
  등으로 부모가 없는 자는 보호자)중 1인 이상이 농·어촌 동일지역에 함께 거주한 자

- 중학교 학생부 1부
- 지원자 주민등록 등본 1부
- 지원자 주민등록 초본 1부
- 부·모 중 1인의 주민등록 초본 1부
- 농어촌 지원자격 및 재학사실 확인서 1부
 ※초본은 주소변동 내역이 기록된 것

· 농·어촌지역(읍·면 단위)에 소재하는 초등학교부터 고등학교(특수목적고 제외)의 
  전 과정을 이수한 졸업(예정)자로서 초·중·고교 재학 기간 중 농·어촌지역에 거주한자

- 초등학교 학생부 1부
- 중학교 학생부 1부
- 지원자 주민등록 초본 1부
- 농어촌 지원자격 및 재학사실 확인서 1부
 ※ 초본은 주소변동 내역이 기록된 것

· 고교 재학중 행정구역 개편으로 읍·면이 동으로 개편된 지역과, 2005년 행정자치부가 
  선정한 신활력 지역(낙후지역)에 속한 시(市) 지역은 농어촌 지역으로 인정
  (해당지역 : 태백시, 남원시, 김제시, 나주시, 상주시, 문경시)

전문대학 이상 
졸업자

· 전문대학 졸업(예정)자

· 4년제 대학 2학년 이상 수료(예정)자 및 졸업(예정)자  
  (2학년 이상 수료자는 2학년 이상 수료 증명서 발급자에 한함)

· (전문)대학 졸업(수료) 예정자는 수시모집에 지원할 수 없고 정시모집에 지원 가능함  
  (단, 3년제 전문대학 학과 출신자는 2학년 수료증명서와  80학점 이상 수료자는 지원 가능함)

- (전문)대학 졸업 또는 수료증명서 1부
- (전문)대학 전학년 성적증명서 1부

만학도재직자
· 주민등록상 만25세 이상인 자 (1996. 3. 1 이전 출생자)
· 재직경력 2년 이상인 자

- 주민등록 초본 1부
- 재직 및 경력증명서 1부
- 4대보험 가입 증명서

수급자차상위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 1호 및 2호에 따른 수급권자 본인 및 자녀 - 수급자 증명서 1부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 11호에 따른 차상위 계층
·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 또는 제5조의2에 따른 지원대상자

- 차상위 본인부담경감 대상자 증명서
- 장애수당, 장애아동수당 대상자 확인서
- 장애인연금 대상자 확인서
- 자활근로자 확인서
- 한부모 가족 확인서
- 차상위 계층 확인서

재외국민
· 재외국민 자녀로 외국고등학교 과정을 포함하여 2년이상 재학하고 귀국한 자
· 재외국민으로서 국내고등학교 졸업(예정)자

별도 모집(모집요강 별도 확인)
외국인

· 외국인으로서 국내고등학교 졸업(예정)자
· 외국에서 우리나라 초·중등교육에 상응하는 교육과정(12년 이상)을 전부 이수한 
  자로서 한국어 의사소통에 지장이 없는 자
· 부모 모두가 외국인 및 외국에서 2년 이상의 고등학교 교육과정을 이수한 외국인 
  학생으로 국내 또는 외국에서 고등학교 과정을 졸업한자

탈북자 · 귀순한 북한동포

군위탁생 · 국방부로부터 결정 통보를 받은자 - 군복무 확인서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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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형방법

1. 성적반영 비율 및 점수
일반·특별·정원외 전형

모집구분 전형구분 모집학과 성적반영 비율 및 점수 가산점 부여

수시모집
(1차, 2차)

일반전형

전체학과(아래학과 제외) 학생부 100%(1,000점)

해당없음간호학과 학생부 80%(800점) + 면접 20%(200점)

레저스포츠과(수시 1차) 학생부 30%(300점) + 실기 70%(700점)

일반고
특별전형

전체학과(아래학과 제외) 학생부 100%(1,000점)

취득점수의 10%
[별표1 참조]

간호학과 학생부 80%(800점) + 면접 20%(200점)

레저스포츠과(수시 1차) 학생부 20%(200점) + 경기실적 50%(500점) + 실기 30%(300점)

레저스포츠과(수시 2차) 학생부 20%(200점) + 경기실적 80%(800점)

특성화고
특별전형

전체학과(아래학과 제외) 학생부 100%(1,000점)

레저스포츠과(수시 1차) 학생부 20%(200점) + 경기실적 50%(500점) + 실기 30%(300점)

레저스포츠과(수시 2차) 학생부 20%(200점) + 경기실적 80%(800점)

지역인재
특별전형

전체학과(아래학과 제외) 학생부 100%(1,000점)

간호학과 학생부 80%(800점) + 면접 20%(200점)

정원외
전형

전체학과(아래학과 제외)

(전문)대학 졸업자 : 대학 평점평균 100%(1,000점)
농·어촌전형 : 학생부 100%(1,000점)
만학도재직자 : 학생부 100%(1,000점)
수급자차상위 : 학생부 100%(1,000점)
재외국민, 외국인, 탈북자 : 서류전형

해당없음

간호학과

농·어촌전형, 만학도재직자, 수급자차상위 전형: 
학생부 80%(800점) + 면접 20%(200점)

(전문)대학 졸업자 : 대학 평점평균 80%(800점) + 면접 20%(200점)
취득점수의 10%

[별표1 참조]

정시모집
(1차)

일반전형 전체학과 수능성적 100%(1,000점) 

취득점수의 10%
[별표1 참조]

일반고
특별전형

전체학과(아래학과 제외) 학생부 100%(1,000점)

레저스포츠과 경기실적 80%(800점) + 학생부 20%(200점)

특성화고
특별전형 전체학과 학생부 100%(1,000점)

정원외
전형

전체학과(아래학과 제외)

(전문)대학 졸업자 : 대학 평점평균 100%(1,000점)
농·어촌전형 : 학생부 100%(1,000점)
만학도재직자 : 학생부 100%(1,000점)
수급자차상위 : 학생부 100%(1,000점)
재외국민, 외국인, 탈북자 : 서류전형
군위탁생 : 서류전형

해당없음

간호학과 (전문)대학 졸업자 : 대학 평점평균 80%(800점) + 면접 20%(200점)
취득점수의 10%

[별표1 참조]

자율모집

일반전형

전체학과
(정시1차 미충원 학과)

학생부성적 100%(1,000점)

해당없음정원외
전형

(전문)대학 졸업자 : 대학 전학년 평점평균 100%(1,000점)
농·어촌전형 : 학생부 100%(1,000점)
만학도재직자 : 학생부 100%(1,000점)
수급자차상위 : 학생부 100%(1,000점)

해당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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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시1차 간호학과 정원내 전형(일반전형, 일반고특별, 지역인재특별) 선발기준 적용 안내(최저학력 기준)

구분 평가방법 선발방법 비고

1단계
(학생부)

- 총점 : 1,000점(100%)
- 학생부 100%(교과성적 90% + 출결 10%)
- 합격자 발표 : 2020년 10월 19일

- 성적순으로 모집인원의 4배수를 
  1차합격자로 선발함
- 커트라인 동점자는 모두 합격자로 선발 수시1차에 간호학과 일반전형, 

일반고특별전형, 지역인재특별
전형에 지원하는 수험생은 2021
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에 반드시 
응시해야 함

2단계
(면접평가,
서류평가)

- 1단계평가 80% + 면접 20%
- 수능 최저학력 기준 확인 : 
  국어, 수학(가,나), 영어 3개영역중 최우수2개 
  영역의 합산등급이 8등급이내인지 확인
- 합격자 발표 : 2020년 12월 24일

- 면접 불참자는 모두 불합격 처리함
- 2단계 평가 성적순으로 모집인원수만큼  
  합격자로 발표하고, 그 외의 응시자는 
  예비후보자로 처리
- 수능 미응시자는 불합격 처리

수시1차 간호학과 정원외 전형(농어촌, 수급자차상위, 만학도재직자) 선발기준 적용 안내

구분 평가방법 선발방법 비고

1단계
(학생부)

- 총점 : 1,000점(100%)
- 학생부 100%(교과성적 90% + 출결 10%)
- 합격자 발표 : 2020년 10월 19일

- 성적순으로 모집인원의 4배수를 
  1차합격자로 선발함
- 동점자는 모두 합격자로 선발

수능 응시여부와 상관없이 
합격 가능함2단계

(면접평가,
서류평가)

- 1단계평가 80% + 면접 20%
- 합격자 발표 : 2020년 11월 3일

- 면접 불참자는 모두 불합격 처리함
- 2단계 평가 성적순으로 모집인원수만큼  
  합격자로 발표하고, 그 외의 응시자는 
  예비후보자로 처리

수시1차 간호학과 정원외 전형(전문대이상졸업자) 선발기준 적용 안내

구분 평가방법 선발방법 비고

1단계
(학생부)

- 총점 : 1,000점(100%)
- 평점평균 : 100%
- 합격자 발표 : 2020년 10월 19일

- 성적순으로 모집인원의 4배수를 
  1차합격자로 선발함
- 커트라인 동점자는 모두 합격자로 선발

수능 응시여부와 상관없이 
합격 가능함2단계

(면접평가,
서류평가)

- 1단계평가 80% + 면접 20%
- 합격자 발표 : 2020년 11월 3일

- 면접 불참자는 모두 불합격 처리함
- 2단계 평가 성적순으로 모집인원수만큼  
  합격자로 발표하고, 그 외의 응시자는 
  예비후보자로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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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집구분 학과 전형구분 1학년 2학년 3학년
학년별

반영비율

수시모집
(1차, 2차)

전체학과
(아래학과 제외)

일반전형
특별전형
정원외전형

최우수 2과목 최우수 2과목
최우수 2과목

1학년(20%)
2학년(40%)
3학년(40%)

단, 학년별 국어,수학,영어 교과 중 1과목 이상 필수

간호학과
물리치료과
방사선과
치위생과

일반전형
특별전형
정원외전형

대학지정 2과목
- 영어 1과목
- 수학/과학 교과중 1과목

대학지정 2과목
- 수학/영어/과학 
  교과중 2과목

대학지정 2과목
- 수학/영어/과학 
  교과중 2과목

정시모집
(1차)

전체학과
(아래학과 제외)

특별전형
정원외전형

최우수 2과목 최우수 2과목
최우수 2과목

1학년(20%)
2학년(40%)
3학년(40%)

단, 학년별 국어,수학,영어 교과 중 1과목 이상 필수

간호학과
물리치료과
방사선과
치위생과

특별전형
정원외전형

대학지정 2과목
- 영어 1과목
- 수학/과학 교과중 1과목

대학지정 2과목
- 수학/영어/과학 
  교과중 2과목

대학지정 2과목
- 수학/영어/과학 
  교과중 2과목

자율모집
(추가)

전체학과
일반전형
정원외전형

최우수 2과목 최우수 2과목
최우수 2과목

1학년(20%)
2학년(40%)
3학년(40%)

단, 학년별 국어,수학,영어 교과 중 1과목 이상 필수

간호학과
물리치료과
방사선과
치위생과

일반전형
정원외전형

대학지정 2과목
- 영어 1과목
- 수학/과학 교과중 1과목

대학지정 2과목
- 수학/영어/과학 
  교과중 2과목

대학지정 2과목
- 수학/영어/과학 
  교과중 2과목

2. 학교생활기록부 성적반영 방법
가. 교과목성적 반영 방법

주1) 각 학년별로 동일학기, 동일과목 구분 없이 석차등급(1~9등급)이 우수한 2과목씩 반영

       (단, 음악·미술·체육·교련·재량 교과 및 체육에 관한 교과, 예술에 관한 교과, 특성화에 관한 교과는 반영하지 않음)

주2) 과목별 석차등급이 같은 경우, 이수자수(재적수)가 많은 과목을 반영함(동점자 처리기준에 의함)

주3) 이수단위와 성취도는 적용하지 않으며, 동일석차는 해당석차를 그대로 인정함

주4) 수시모집은 3학년 성적의 1학기 성적까지 반영하고, 정시모집은 3학년 1,2학기 성적을 반영함

주5) 2013년 ~ 2021년 졸업(예정)자는 온라인으로 제공받은 학교생활기록부를 전산으로 일괄처리 하며, 성적 산출시 소수점 
       셋째자리에서 반올림함

주6) 2013년 이전 졸업자와 학교생활기록부를 온라인으로 제공하지 않는 고교졸업(예정)자는 지원자 본인이 선택한 2개 과목을 반영함

모집구분 전형구분 학과(계열)
반 영
과목수

학년별 반영(%) 요소별 반영(%)

1학년 2학년 3학년 교과성적 출결상황 창의적재량활동, 특별활동,체험활동,기타

수시
정시

일반전형
특별전형

농어촌전형
만학도재직자
수급자차상위

전학과 6 20 40 40 90 10 반영안함

나. 학년별 · 요소별 반영비율

주1) 수시모집은 3학년 1학기 성적까지 반영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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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졸업년도별 학교생활기록부 반영방법

구분 산출공식 최고점 최저점 비고

전체학과(아래학과 제외) 1,050 - [50 × (전체 석차등급)] 1,000 600

간호학과 840 - [40 × (전체 석차등급)] 800 480

레저스포츠과(수시1차 일반전형) 315 - [15 × (전체 석차등급)] 300 180

레저스포츠과(특별전형) 210 - [10 × (전체 석차등급)] 200 120

가) 2008년~2021년 졸업(예정)자 : 학생부 과목별 석차등급을 반영

      · 학년별 석차등급 산출 : ∑(반영교과목 석차등급) / 총 반영과목수 × 반영비율
       ※과목별 등급이 같은 경우, 이수자수(재적수)가 많은 과목을 반영함(동점자 처리기준에 의함)

      · 전체 석차등급 산출 : ∑(학년별 석차등급)

      · 등급을 활용한 성적 산출

등급 1 2 3 4 5 6 7 8 9

석차백분율 0.01~4.0 4.01~11.0 11.01~23.0 23.01~40.0 40.01~60.0 60.01~77.0 77.01~89.0 89.01~96.0 96.01~100.0

나) 1998년 ~ 2007년 졸업자 : 학생부 과목별 석차백분율을 등급화 하여 반영 [석차백분율 등급표 참조]
      · 학년별 교과목 석차백분율 산출 : ∑ [(석차/재적수×100)] / 총 반영과목수 × 반영비율
       ※석차백분율 범위내에서 등급이 같은 경우, 재적수가 많은 과목을 반영함(동점자 처리기준에 의함)

      · 전체 석차등급 산출 : ∑(학년별 교과목 석차백분율에 의한 등급)
       ※단, 1998년 2월 졸업자의 1학년 성적은 학기별 계열석차를 과목석차와 동일하게 적용하여 산출

      · 등급을 활용한 성적 산출 : 2008년~2021년 졸업(예정)자와 동일함

      · 석차백분율 등급표

다) 1998년 이전 졸업자 : 학생부 학년석차(2개학기) 석차백분율을 등급화 하여 반영 [석차백분율 등급표 참조]
      · 학년별 계열석차 백분율 산출 : [∑(학기별 계열 석차 백분율) / 2] × 반영비율

      · 전체 석차등급 산출 : ∑(학년별 계열 석차 백분율에 의한 등급)
       ※단, 1997년 2월 졸업자의 3학년 성적은 과목석차를 학기별 계열석차와 동일하게 적용하여 산출

      · 등급을 활용한 성적 산출 : 2008년 ~ 2021년 졸업(예정)자와 동일함

라) 성취평가제 반영 교과목 반영 방법 : 특성화고교의 전문계교과목의 성취평가제 반영교과목은 원점수, 표준편차, 과목평균, 
     수강자수를 석차등급으로 환산하여 성적을 산출함

      · 성취평가제 교과목 석차등급 환산 
         1) z=(원점수-평균점수)/표준편차 
         2) p=z점수를 정규분포표 비교 값 산출 
         3) q=1-p
         4) q값을 등급산출표에 비교하여 등급을 산출 

      · 등급을 활용한 성적 산출 : 2008년~2021년 졸업(예정)자와 동일함

마) 검정고시 출신자 : 검정고시 평균점수를 그대로 적용함(예 : 평균점수 89.5 → 입학총점 895점)

바) 외국고 출신자 : 대학 자체기준에 따름(아포스티유확인서 또는 해당 대사관에서 고교졸업 학력인정에 대한 공증을 받아 제출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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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학생부 출결점수 성적 반영 방법

※출결점수는 학생부 전체 성적의 10%이며 각각의 반영비율에 따라 만점 기준이 변동됨

등급 결석일수 반영점수 반영방법

1등급 0일 100

출석일수 반영은 1,2학년만 반영함
결석일수=무단(또는 사고)결석 + (지각,조퇴,결과합이 3회일 때 결석 1일로 처리)
출결상황 항목별 질병, 무단(또는사고), 기타 중 무단(또는 사고)만 반영
검정고시 출신자는 평균점수 10%를 반영함 
출결 현황이 없는 사람의 출결점수는 9등급을 반영함

2등급 1일 90

3등급 2일 80

4등급 3일 50

5등급 4일 40

6등급 5일 30

7등급 6일 0

8등급 7일 0

9등급 8일 이상 0

마. 학생부 성적 특이자의 처리 방법

      가) 과목에 대한 석차가 없는 경우 : 학기 또는 학년 계열석차를 활용, 등급화하여 반영한다.

      나) 1개 학년의 성적이 없는 경우 : 2개 학년 성적을 각 50%씩 반영한다.

      다) 2개 학년의 성적이 없는 경우 : 1개 학년 성적을 100% 반영한다.

      라) 1, 2학기 성적 중 1개 학기의 성적이 없는 경우 : 1개 학기 성적을 해당학년 성적으로 본다.

      마) 성적이 모두 없거나 석차를 산출할 수 없는 경우 : 최하점수(0점)를 부여한다.

바. 학생부 성적 동점자 처리 기준

주1) 레저스포츠과(특별전형) 동점자 처리 기준은 ①경기실적 ②지그재그런 ③제자리멀리뛰기 ④농구골밑슛 기준으로 한다.

모집구분 1순위 2순위 3순위 4순위 5순위

수시모집 
및 정시모집 3학년 석차등급 2학년 석차등급 1학년 석차등급 반영과목

총이수자 (재적) 수 연소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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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경기실적 반영 기준 : 레저스포츠과(특별전형)

구분
개인전 단체전

국제대회
전국체전

일반전국대회 도대회
국제대회
전국체전

일반전국대회 도대회

1위 800 650 500 650 500 350

2위 750 600 450 600 450 300

3위 700 550 400 550 400 250

      1) 기본점수 : 고교 3년간 최고성적 1개

구분
개인전 단체전

국제대회
전국체전

일반전국대회 도대회
국제대회
전국체전

일반전국대회 도대회

1위 100 80 60 80 60 40

2위 90 70 50 70 50 30

3위 80 60 40 60 40 20

      2) 가산점수 : 고교 3년간 기본점수로 선택된 최고성적(1개)을 제외한 입상실적에 따른 추가점수

      3) 경기실적 반영방법 : 기본점수 + 가산점수 합

    ① 경기실적 총점 : 1,000점 만점, 1,000점(만점) 초과 시 1,000점으로 반영함

    ② 단체 경기의 경우 세부경기실적증명서(실제 경기에 참여한 시간 및 실적)를 추가 제출함

    ③ 도대회 경기실적 반영시 특별시 및 광역시 경기실적을 동일하게 적용함

    ④ 경기실적 총점에 모집시기별 반영비율을 곱하여 경기실적을 반영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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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수학능력 성적반영 방법

모집구분 전형구분 반영 비율 점수 활용 활용 영역 전년도 수능점수 영역별 가중치 및 최저학력기준

정시모집(1차) 일반전형 100% 백분위 전 영역 활용 안함 해당 없음

가. 수능성적 활용

등급 1 2 3 4 5 6 7 8 9

반영점수 95 85 75 65 55 45 30 20 10

다. 수능성적 영어 영역 등급별 백분위 반영점수

모집구분 1순위 2순위 3순위 4순위 5순위

정시모집(1차) 영어영역 점수 수학영역 점수 국어영역 점수 탐구영역 점수 연소자

바. 수능성적 동점자 처리 기준

모집단위 학과명 전형 최저학력 기준

수시 1차 간호학과
일반전형

일반고특별전형
지역인재특별전형

국어,수학(가,나),영어 3개영역중 최우수 2개영역의 합산등급이 8등급 이내인자

마. 수능 최저학력 기준

나. 수능성적 영역별 반영방법

모집단위
반영영역

성적 산출 방법
일반영역 탐구영역

간호학과, 물리치료과, 
방사선과, 치위생과

국어/수학(가,나)/영어 중 3개 영역 사탐/과탐/직탐 중
1개 영역의 1개 과목 영역별 백분위의 합

기타학과 국어/수학(가,나)/영어 중 2개 영역 사탐/과탐/직탐 중
1개 영역의 1개 과목 영역별 백분위의 합

라. 입시 총점 산출방법

모집단위 산출공식 수능총점 입시총점

간호학과, 물리치료과, 
방사선과, 치위생과

600+∑(반영 영역별 백분위) 400점 1,000점

기타학과 600+∑(반영 영역별 백분위) × 1.333 300점 1,000점

입시성적 총점 : 600+∑(반영 영역별 백분위 점수) × 환산비율

주1) 수능 미응시자는 최하위 점수 0점을 부여함
주2) 수능성적 입시총점은 소수점 둘째자리에서 반올림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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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실기고사 성적 반영 방법
가. 평가종목(3종목) : 지그재그런, 제자리멀리뛰기, 농구골밑슛

나. 장소 : 한림성심대학교 일송체육관

다. 평가 종목 및 배점 

평가 종목 배점 총점

지그재그런, 제자리멀리뛰기, 농구골밑슛 각 종목별 100점 만점 300점

라. 종목별 배점표 : 300점(각 종목 100점 만점)

종목 100점 95점 90점 85점 80점 75점 70점 65점 60점 55점

지그재그런
 (초)

남 31.6 이하 31.7~32.1 32.2~32.6 32.7~33.1 33.2~33.6 33.7~34.1 34.2~34.6 34.7~35.1 35.2~35.6 35.7 이상

여 34.4 이하 34.5~34.9 35.0~35.4 35.5~35.9 36.0~36.4 36.5~36.9 37.0~37.4 37.5~37.9 38.0~38.4 38.5 이상

제자리멀리
뛰기(cm)

남 271 이상 266~270 261~265 256~260 251~255 246~250 241~245 236~240 231~235 230 이하

여 219 이상 214~218 209~213 204~208 199~203 194~198 189~193 184~188 179~183 178 이하

농구골밑슛
(회)

남 18 이상 17 16 15 14 13 12 11 10 9 이하

여 15 이상 14 13 12 11 10 9 8 7 6 이하

성별
점수

      3) 농구골밑슛

     · 수험생은 농구공을 잡고 골대 밑 정해진 위치에 대기
     · 측정원의 시작신호와 함께 골밑슛을 30초간 시행
     · 수험생은 좌측 혹은 우측 방향에서 슛을 시도하며, 이후부터는 처음 시도한 방향(좌, 우측)의 반대방향에서 번갈아 슛을 시도
     · 공이 골대로부터 멀리 벗어날 경우 수험생 본인이 직접 가져와 정해진 위치에서 나머지 시간까지 골밑슛을 계속 시행
     · 슛 시도 후 바운딩 여부는 수험생 자유 

마. 실시방법

      1) 지그재그런

     · 고사장에 표시한 코스를 2바퀴 뜀

     · 출발방법은 스탠딩 스타트 법으로 하고 1명씩 출발

     · 1회 시기를 원칙으로 하며, 출발신호 전에 출발하였을 때에는 1회에 한하여 재출발
      (2회 부정 출발시 실격 처리함)

     · 달리는 도중 표시물을 넘어뜨렸을 경우, 코스 이탈시, 중도포기시에는 무효 처리
      (1회에 한하여 재출발)

     · 결승선 통과 직전 넘어졌을 때 몸의 일부가 결승선에 닿으면 유효로 함

      2) 제자리멀리뛰기

     · 제자리에서 모듬발로 굴러 멀리 뛰어야 하며 한발로 굴러서는 안 됨
     · 공중자세는 자유 
     · 이중 구름은 무효이며, 1회 한 것으로 간주
     · 시기는 2회로 하며 좋은 기록을 반영
     · 착지 후 고무측정판 마킹 후 후방(고무판 및 이외 영역 포함)으로 넘어지거나 이동시 그 위치를 기록으로 간주 함
      (※착지 후 전방으로 이동하거나 고정된 자세를 취해야 함)

지그재그런 코스도(15m x 8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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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집구분 면접일 학과명 전형 장소

수시1차 2020. 10. 24 간호학과

일반전형
일반고특별전형

지역인재특별전형
농어촌출신자전형
수급자차상위전형
만학도재직자전형

전문대이상졸업자전형
재외국민, 외국인, 탈북자 전형

한림성심대학교
(자세한 일정 추후 공고)

정시1차 2021. 1. 21 간호학과 전문대이상졸업자전형

5. 면접고사 안내

6. 실기고사 안내

모집구분 면접일 학과명 전형 장소

수시1차 2020. 10.  24 레저스포츠과
일반전형

 일반고특별전형
특성화고특별전형

한림성심대학교
일송체육관

(자세한 일정 추후 공고)

7. 합격자 사정 기준

      가. 학과별, 주야별, 전형별로 총점 순위에 따라 모집인원의 100%를 선발한다.

      나. 일반전형에서 미달시는 특별전형 성적순, 특별전형(일반고, 특성화고, 지방인재 포함) 미달시는 일반전형 성적순으로 선발한다.

      다. 특별전형 및 정원외 전형 지원자 중 서류미비 또는 결격사유 발생 시 사정대상에서 제외하여 불합격 처리한다.

      라. 농·어촌출신자 전형은 학과별 성적순으로 선발하고 미달학과는 다음모집시기로 이월하여 수시1차 모집학과에 한하여 지원자

           성적순으로 대학 입학정원에 2.77%이내(모집단위별 10%이내)로 선발한다, 단, 유아교육과는 모집계획의 모집인원을 

           초과하여 선발 할 수 없다.

      마. 수급자차상위 전형은 학과별 성적순으로 선발하고, 미달학과는 다음모집시기로 이월하여 수시1차 모집학과에 한하여 지원자

           성적순으로 대학 입학정원에 2.68%이내(모집단위별 20%이내)로 선발한다. 단, 유아교육과는 모집계획의 모집인원을 

           초과하여 선발 할 수 없다.

      바. 만학도재직자 전형은 학과별 성적순으로 선발하고, 미달학과는 다음모집시기로 이월하여 수시1차 모집학과에 한하여 

           지원자 성적순으로 대학 입학정원의 5% 이내로 선발한다. 단, 간호학과·물리치료과·방사선과·치위생과는 해당 학과 입학정원에

           5%이내, 사회복지과는 모집계획의 모집인원을 초과하여 선발 할 수 없다.

      사. 전문대학이상졸업자 전형은 지원인원이 모집인원을 초과할 경우 추가 선발이 가능하다. 단, 간호학과는 학과 입학정원에 

           30%이내, 물리치료과·방사선과·치위생과는 학과 입학정원에 10%이내, 유아교육과·사회복지과는 모집계획의 모집인원을 

           초과하여 선발 할 수 없다. 동점자 처리 기준은 4년제대학 졸업자, 3년제학과 졸업자, 연소자 순으로 한다.

      아. 재외국민전형은 학과별 최초 모집인원 만큼 선발하고 미달학과는 다음 모집시기로 이월하여 수시1차 모집학과에 한하여 

           지원자 성적순으로 입학정원에 2%이내(모집단위별 10% 이내)로 선발한다.

      자. 외국인전형, 탈북자전형은 학과별 최초 모집인원 만큼 선발하고 미달학과는 다음 모집시기로 이월하여 선발한다.

      카. 전체 전형에서 동점자 처리 기준에 의해 합격자를 결정하여도 동점인 경우에는, 동점자 모두 합격자로 선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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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산점 부여 대상자

모집학과 전형명 가산점 부여 대상자

전체학과 특별전형 · 우리대학 후진학선도형 비학위 과정 교육 수료자

글로벌관광과
(바라스타음료전공,
항공외국어전공)

특별전형

· 해외 견학 및 연수 6개월 이상 경력자
· 식음료 및 관광 관련 분야의 각종대회 입상자
· 식음료 및 관광 관련 교육 프로그램 6개월 이상 이수자
· 동아리 등 식음료 및 관광 관련 1년 이상 경력자
· 산업체 6개월 이상 운영자 및 경력자
· 일본어능력시험(JPT 415점, JLPT 구3급·신N4, 니켄 450점) 이상 소지자
· 일본 어학연수 6개월 이상 수강자
· 고교 재학중 일본어 과목 1년 이상 이수자
· 각종 일본어 관련 대회 입상자
· 한자능력시험 3급이상 소지자
· 레크레이션 관련 자격증 소지자

경영정보과
(세무회계전공,
스마트정보전공)

특별전형

· 세무 또는 회계분야 자격증 2급 이상 소지자
· 전공분야의 각종대회 입상자
· 전공분야의 산업체 1년 이상 근무경력자
· 전공분야의 기능사 이상의 자격증 소지자

사회복지과 특별전형
· 산업체에서 보건, 사회복지, 보건관련 업무에 1년 이상 근무경력자
· 사회복지 실무관련 자격증 소지자

유아교육과 특별전형

· 유치원, 어린이집, 각종 학원 설립운영자
· 유치원, 어린이집, 각종 학원 및 관련 산업체 6개월 이상 종사자
· MOS 자격증 소지자
· 유아교육 관련 자격증 소지자

호텔관광경영과 특별전형

· 호텔, 관광리조트 관련 산업체의 1년 이상 근무자
· 호텔 및 관광서비스 분야 각종대회 입상자
· 호텔 및 관광서비스 관련 자격증 취득자
  (호텔서비스사, 호텔관리사, 바리스타2급, 소믈리에 2급, 조주기능사 등)
· 해외 6개월 이상 견학연수 이수자

관광외식조리과 특별전형

· 본 대학 및 전국·도단위 이상 요리대회 입상자(동상이상) 
· 호텔,외식,조리,식음,관광리조트 관련 분야 산업체를 1년 이상 운영한 사업자
· 호텔,외식,조리,식음,관광리조트 관련 분야 산업체를 3년 이상 근무자
· 식품, 외식 조리 관련 기능사이상 자격증 취득자
· 한자능력검정시험 3급 이상 소지자
· JPT 450점 이상, TOEIC 450점 이상 소지자
· 바리스타 2급 이상 소지자
· 개인 및 법인의 사업자로서 1년 이상 경영자

식품영양과 특별전형
· 전국·도단위 이상 기능대회의 식품 및 요리 분야 입상자
· 개인 및 법인의 사업자로서 1년 이상 경영자

간호학과
특별전형

· 영어 토익 550점이상자
· 일본어능력시험 JPT 415점 이상자 또는 JLPT N3 이상자
· 중국어 신HSK 4급 이상자 

전문대이상 졸업자전형 · 영어 토익 600점이상자

물리치료과 특별전형

· NEAT 1급 160점 이상자                              · TOEIC 550점 이상자
· G-TELP 2등급 42점 이상자                          · OPIc NH 등급 이상자
· 토익 speaking 레벨 5(110점) 이상자           · TEPS, ESPT, PELT 3급 이상자
· TOEFL(PBT 450점, CBT 137점, IBT 55점)     · TOSEL(A) 397점 이상자
· TESL 104점 이상자                                     · IELT 4.5 이상자

방사선과 특별전형
· 토익 500점 이상자
· 일본어능력시험 JPT 415점 이상자 또는 JLPT N3 이상자
· 중국어 신HSK 4급 이상자

별표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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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집학과 전형명 가산점 부여 대상자

의무행정과 특별전형

· 보건의료분야 관련 산업체 1년 이상 경력자
· 토익 500점 이상자
· 노인요양보호사, 간호조무사 취득자
· 전산회계1급 취득자 
· 컴퓨터활용능력 1급 취득자

보건환경과 특별전형

· 전공 관련 기능사 이상 자격증 소지자
· 전공 관련 산업체 1년 이상 근무경력자
· 전공 관련 각종대회 입상자
· 전공 관련 해외연수(6개월 이상) 경력자

의료기기정보과 특별전형

· 전공분야의 각종대회 입상자
· 전공분야의 산업체 1년 이상 근무자
· 전공분야의 기능사 이상 자격증 소지자
· TOEIC 450점 이상자

건축과 특별전형
· 전공분야의 각종대회 입상자
· 공무원, 국영기업체, 산업체의 건설관련 업무 1년 이상 근무 경력자
· 건설 관련 기능사 이상, 그래픽(CAD, MAX, 포토샵 등) 관련 자격증 소지자

건설도시과 특별전형
· 전국·도단위 이상 기능대회의 토목 관련분야 입상자
· 공무원, 국영기업체, 산업체의 토목관련업무 1년 이상 근무경력자
· 건설 관련 기능사 이상의 자격증 소지자

디지털콘텐츠과 특별전형

· 전공분야의 각종대회 입상자
· 전공분야의 산업체 1년 이상 근무경력자
· 전공분야의 기능사 이상의 자격증 소지자
· 콘텐츠 관련 앱 개발 후 앱스토어 등록한 자

정보통신네트워크과 특별전형
· 전공분야의 기능사 이상 자격증 소지자
· 전공분야의 각종 대회 입상자
· 전공분야의 산업체 1년 이상 근무 경력자

레저스포츠과 특별전형

· 도단위 이상 체육관련 경기대회에서 3위이상 입상자
· 국가대표 및 청소년대표, 상비군, 세미프로이상(골프)
· 전문·생활·장애인 스포츠지도사 2급 이상
· 생활체육지도자 3급 이상, 3급 심판 및 3급 경기지도자 이상
· 사단법인 단체의 강사 및 지도자 또는 3급 이상 자격증 소지자
· 유소년·노인 스포츠지도사, 건강운동관리사 자격증 소지자
· 대한체육회 가맹단체, 준가맹단체, 인정단체의 유단자 3단 이상
· 청소년지도사 3급이상

아트앤디자인과 특별전형

· 전공분야의 각종 대회 입상자(도단위 이상 : 특선이상, 기타 : 1~3위)
· 전공분야의 기능사 이상, 그래픽(CAD,MAX,일러스트,포토샵등) 관련 
  자격증 소지자
· 전공분야 산업체 1년이상 근무자

영상미디어콘텐츠과 특별전형

· 전공분야의 기능사 이상의 자격증 소지자
· 전공분야의 각종대회 입상자
· 전공분야의 산업체 1년 이상 근무경력자
· 고교 재학 중 교내·외 방송활동을 한 자로 고교장의 추천을 받은 자
· 고교 재학 중 교내·외 방송활동을 한 자로 방송관련 대회 입상자
· 전공분야 관련 자격증(드론포함) 소지자

주1) 가산점 부여 대상자는 반드시 입학원서 가산점란에 본인이 ○표를 한 후, 반드시 증빙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주2) 가산점에 해당하는 자는 취득점수의 10% 가산점을 부여하고, 관련 증빙서류(학교생활기록부 사본, 자격증 사본, 재직증명서, 
        수료증 사본, 상장 사본, 입상확인서 등)를 반드시 제출해야 가산점을 인정받을 수 있다.(서류 미제출시 가산점 인정 안함)

주3) 산업체 근무기간 산정 기준 : 수시모집은 접수일 기준, 정시모집은 입학일 기준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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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년제 대학 무시험 연계편입학 실적

1. 한림대학교

2. 강원대학교
모집단위 연계대상학과 모집인원 합격인원

회계학전공 세무회계과 8명 3명
건축공학전공(4년제) 

건축과
2명 2명

건축학과(5년제) 2명 2명
생태조경디자인학과 2명 0명
 기계의용공학전공

의료기기정보과
4명 2명

 의생명공학전공 3명 3명
토목공학전공

토목과
4명 4명

지역건설공학과 3명 3명

디자인
학과

인더스트리얼디자인전공
아트앤디자인과 3명

1명
비주얼디자인전공 1명
영상디자인전공 0명

영상문화학과 
영상콘텐츠과

3명
1명

디지털문화콘텐츠과 2명
신문방송학과 영상콘텐츠과 2명 2명
부동산학과 건축과 3명 0명

행정학전공
의무행정과

4명
0명

행정과 3명
영어영문학전공 관광영어과 3명 1명

컴퓨터정보통신공학전공 인터넷비즈니스과 8명 4명
전자공학과 정보통신네트워크과 4명 4명

스포츠과학부 레저스포츠과 2명 2명
합계 60명 40명

모집단위 연계대상학과 모집인원 합격인원
영어영문학과 관광영어과 3명 0명

일본학과 관광일어과 3명 3명
심리학과 유아교육과 1명 0명
사회학과 사회복지과 2명 2명

사회복지학부
사회복지과

5명
5명

유아교육과 0명
정치행정학과 행정과 2명 1명
미디어스쿨

(언론방송융합미디어,
디지털미디어콘텐츠)

아트앤디자인과
3명

0명

인터넷비즈니스과 2명

광고홍보학과
아트앤디자인과

1명
1명

인터넷비즈니스과 0명
법학과 행정과 3명 1명

경영학과

호텔리조트경영과

9명

2명
세무회계과 1명

관광외식경영과 4명
의료기기정보과 2명

금융재무학과 세무회계과 1명 0명
환경생명공학과 보건환경과 1명 0명

식품영양학과
식품영양과

2명
2명

관광외식조리과 0명
체육학과 레저스포츠과 5명 5명

언어청각학부(청각학) 의료기기정보과 1명 1명

소프트웨어융합대학
(빅데이트, 콘텐츠IT,

스마트IoT)

디지털문화컨텐츠과

9명

1명
영상컨텐츠과 1명

인터넷비즈니스과 3명
정보통신네트워크과 4명

의료기기정보과 0명
합계 51명 41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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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학제도

모집단위 지급대상 지급액 지급시기

한림성심 
엘리트 장학금

수능등급(국어, 수학, 영어)중 2개영역이 3등급 이내인
학생중 성적순으로 상위 5명(학과별 1명을 초과할 수 없음)
※동점일 경우 가정형편 곤란자 우선 선발(건겅보험확인)
(수시 합격자 중 해당자는 12월 말까지 수능성적표를 대학에 제출해야 함)

등록금 및 기숙사비 전액
생활비 학기당 100만원 지급
(단, 재학기간 중 매학기  3.5
이상 성적을 유지해야 함)

매학기
입학성적 

우수장학금
재학성적 

우수장학금

A등급 30명 기준 1명 등록금전액

B등급 30명 기준 1명 등록금의 60%

C등급 30명 기준 1명 등록금의 40%

고교장 추천장학금
입시지원자 상위 35개 고등학교 및 신규등록 5개 고등학교 졸업자에 
대하여 해당 고교장의 추천을 받은 학생

700,000원

입학시전문대이상 
졸업자 장학금 전문대이상졸업자 전형으로 지원하여 입학한 자

본교출신 : 1,000,000원
타교출신 : 입학금 면제

농어촌출신자 장학금 농어촌전형으로 지원하여 입학한 자 입학금 전액

주경야독 장학금 공무원 및 산업체 종사자로서 야간학과에 입학한 자 입학금 및 수업료의 30% 매학기

전업주부 장학금 전업주부로 입학한 자 입학금 전액 입학시

직업군인 장학금 직업군인으로 입학한 자 등록금의 40% 감면

매학기
외국인 장학금 외국인, 여성결혼이민자로 입학한 

외국인 : 수업료의 30%
여성결혼이민자 : 수업료 50%

보훈장학금 국가유공자 본인 및 배우자, 손자녀
등록금 전액 또는 50%

(보훈대상기준에 따라 상이)

교직원 장학금 일송학원 산하기관에 재직하고 있는 학생 및 배우자
본  교 : 1,000,000원

일송학원 타기관 :   500,000원
1학기

우애장학금 형제, 자매, 남매가 동시 재학 중인 학생 1인당 500,000원

매학기간부장학금

총학생회장 등록금 전액

부총학생회장 800,000원

대의원장, 동아리연합회장, 방송국장, 학보사 편집장, 총학생회 국장 600,000원

총학생회 부장, 방송국 부국장, 학보사 기자 300,000원

사생위원장 기숙사비 전액

사생위원 기숙사비의 50%

장애학생장학금 3급이내 장애학생 500,000원

근로장학금
① 교내 및 산업체 근로
② 근로시간에 따라 장학금 지급

매월 지급 매학기

한림BEST마일리지 
장학금

재학생 중 학생자율주도형 교육 참여 강화를 위하여 시행하는 한림
BEST마일리지 장학 사업에 참여하여 일정점수 이상을 취득한자 

별도로 정함(생활비) 매학기

군위탁 장학금 군위탁 국비 선발자 등록금의 40% 매학기

글로벌리더 장학금

전문대협의회 글로벌현장실습 참여 학생

교비지원금 범위내에서 지급(생활비)
 * 영 어 권 : 2,250,000원
 * 일 어 권 : 1,800,000원
 * 동남아권 : 1,200,000원

출국전
1회 지급

해외취업 후 전공심화과정 입학생
(12.31일자 해외취업 인정 학생)

수업료의 30%
입학시 첫학기에

한하여 지급

해외취업
지원자

토익 550점, JPT 500점, 신HSK4 이상 또는 이에 상응하는 학생 3,000,000원 이내(생활비) 출국전
1회 지급토익 400점, JPT 400점, 신HSK3 이상 또는 이에 상응하는 학생 2,000,000원 이내(생활비)

상기의 어학성적을 보유하는 저소득층(취업취약계층)
학생으로 학과장 추천을 받은 해외취업 지원 학생

한국장학재단 소득분위(생활비)
 * 0~2분위 : 300,000원
 * 3분위 : 200,000원 

어학성적을 
보유한 학생에 

한하여 추가지원

국가장학금 1유형

① 기초생활수급자 ~ 소득분위 8분위
② 재학생 직전학기 12학점이상 이수자로 성적 80점 이상
③ 신입생은 이수학점 및 성적 미적용
④ 기초·차상위 학생은 C학점(70/100점) 이상
⑤ 장애인은 이수학점 및 학점 제한 없음

매학기 소득분위별 지급 매학기

국가장학금 2유형
① 기초생활수급자 ~ 소득분위 3분위
② 소득분위 4분위(기초생활수급자 ~ 소득분위 3분위까지 지급 후 남은 금액)

예산범위 내에서 지급 매학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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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집단위 지급대상 지급액 지급시기

지역인재
장학금

※지역인재장학생 선발기준(학과별 1명 선발)
 - 수능 성적충족자(2개 영역이상 4등급 이내)
 - 내신 성적충족자(3-1학기까지 성적 50%이상 4등급이내)
 - 전공관련 자격증 소지자, 외부기관 봉사활동 실적 40시간 이상인 자, 
   고등학교 3년 개근한 자

등록금 전액
(예산범위 내에서 선정) 매학기

강원도 장학금
① 기초생활수급자 ~ 소득분위 6분위 (매학기 예산에 따라 소득분위 적용 상이)
②   강원도 지역 고등학교 출신 학생

별도로 정함

외부장학금
농촌희망재단, 우덕재단, 목정미래재단, 총동문회, KT그룹희망나눔
재단, 강원도장애인재활협회, 의용소방대, 아산사회복지재단, 쌍용
곰두리, 춘천세무서, 학과별 산학협력우수장학금

어학우수장학금

1. 어학성적우수자

구분 어학시험 지급기준 지급금액 지급시기

신입생 TOEIC / JPT
900점이상 2,500,000원(생활비)

입학학기
800점~899점 2,000,000원(생활비)

재학생 TOEIC / JPT

900점이상 2,000,000원(생활비)
1학년 2학기

부터850점~899점 1,500,000원(생활비)

800점~849점 1,000,000원(생활비)

주1) IELTS 8.5이상/HSK 6급(900점이상), IELTS 8~8.4/HSK 5급(850~899점), IELTS 7.5~7.9/HSK 5급
        (800~849점), TEPS, TOEFL, TESP-S, TOEIC-S, OPIc는 TEPS관리위원회환산테이블 참조
주2) 시행기준일 2년이내 성적만 인정함
주3) 재학 중 1회에 한해 지급함을 원칙으로 함
주4) 어학점수가 지급기준에 충족하더라도 학과별로 장학생은 전체 수혜인원의 30%를 초과할 수 없다.

구분 지급기준 지급금액 지급시기

성적우수 수강기간 내 토익 상위점수 취득 학생 2,000,000원(생활비)

2학기성적 향상 우수 수강기간 내 토익 점수 향상 학생 2,000,000원(생활비)

출석 우수 수강기간 내 출석률 상위 학생 2,000,000원(생활비)

주1) 장학금별 지급대상에 대한 세부적인 내용은 장학금운영규정을 적용합니다.

주2) 모든 장학금은 직전학기 2.0 이상이여야 지급 가능함(신입생은 제외)

주3) ‘주경야독장학금’, ‘교직원장학금’, ‘우애장학금’,  ‘장애학생장학금’, ‘전업주부장학금’, ‘직업군인장학금’은 입학 후 신청기간 
         중에 증빙서류를 갖추어 신청해야 장학금을 지급받을 수 있음.(별도 공지함)

주4) 내부 장학금은 장학금지급규정에 의해 이중 혜택을 받을 수 없음.(장학금 두 개 이상 해당 시 장학금액이 많은 장학금 선정)

주5) 장학금 지급 최소금액은 10만원이며, 장학금 대상자로 선발되었을지라도 수혜 가능금액이 10만원 미만일 시에는 지급하지 않는다.

※위 사항은 내·외부 사정에 따라 변동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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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복지

1. 성심생활관(기숙사) 이용 안내

     상담전화 : 033-240-9830

· 입사 인원 : 358명(3인실 126명, 4인실 224명, 장애인 8명)
· 선발 기준 : 소득수준(건강보험료 납입기준) 50% + 거주지 거리 50%
· 납입금 : 한학기당 890,000원(3인실), 758,000원(4인실), 조식의무(조식포함 비용), 2018년도 기준
· 부대시설 : 세탁실, 샤워실, 탈의실, 세면장, 휴게실, 개인별 유무선 인터넷

2. 통학버스 이용 안내

     상담전화 : 033-240-9459, 9226, 9028

  춘천시내 통학버스
· 운행시간 : 월~금요일까지 운행(08:00~18:30 까지)
· 노선안내 : 대학 홈페이지(대학생활 ▶ 통학버스 안내) 참조

3. 진료비 감면 혜택

     상담전화 : 033-240-9008

· 재학생 및 학부모는 재단 산하 대학병원에서 비급여의 15% 의료비를 감면 
· 재학생  건강검진료 30% 감면, 학부모 건강검진 10% 감면
· 한림대학교춘천성심병원, 한림대학교강동성심병원, 한림대학교한강성심병원, 한림대학교강남성심병원, 
  한림대학교성심병원, 한림대학교동탄성심병원 

4. 한국장학재단 장학금 및 대출 안내

     상담전화 : 033-240-9226, 9027~8

  국가장학금 지원제도
· 대상 : 신입생 및 재학생 중 기초생활수급자 ~ 소득분위 8분위 이내 자
· 자격요건 : 직전학기 12학점 이상 이수자로 성적 80점 이상 자(신입생은 성적 기준 미적용) 
· 신청시기 : 매년 11월 ~ 12월, 5월 ~ 6월
· 신청방법 : 한국장학재단(http://www.kosaf.go.kr)에 회원가입 및 신청 

 정부지원 학자금 대출
· 대출종류 : 취업후 상환 대출, 일반상환 학자금 대출, 농어촌출신대학생 대출
· 신청시기 : 매년 11월 ~ 12월, 5월 ~ 6월
· 신청방법 : 한국장학재단(http://www.kosaf.go.kr)에서 신청서를 작성(전자 공인인증서 필요)한 후, 신청서 및 
                   첨부서류를 한국장학재단으로 제출
· 대출승인 : 이메일 또는 SMS 문자로 승인 통보
· 대출실행 : 한국장학재단(http://www.kosaf.go.kr) 로그인 후 대출실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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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 캠퍼스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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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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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위실 

성심생활관(기숙사)

산학창의관

학생복지관

일송체육관

실험동/차량관리실 

태권도장/골프연습장

대운동장

조리실습관 

교수회관 

평생교육관

한림유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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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 오시는 길

한림대

춘천성심병원

강원고

춘천한방병원

춘천휴게소

춘천시청

춘천역

남춘천역

서울춘천고속도로

동면IC

춘천IC동
광
오
거
리

칠전삼거리

학
곡
사
거
리

홍
천
국
도

버스터미널

서울

홍
천

           시내버스 순환표

   10번 (배차간격 : 20여분)
   한림성심대학교 → 한림대학교 → 중앙로 → 남부시장 → 춘천교대 → 강원지방경찰청
    → 보안사거리 → 포스코더샵A → 동광오거리 → 한림성심대학교

   10-1번 (배차간격 : 15-30분)
   한림성심대학교 → 동광오거리 → 포스코더샵A → 보안사거리 → 강원지방경찰청 → 춘천교대 
    → 남부시장 → 중앙로 → 한림대학교 → 한림성심대학교  

   12번 (배차간격 : 35여분)
   한림성심대학교 앞 → 춘천역

          경춘선 복선전철 이용

   일반전철  청량리 → 신상봉 → 평내호평 →  춘천역(배차간격 17분)
   고속전철  용산 → 청량리 → 평내호평 → 춘천역(배차간격 : 30분)
   춘천역 ↔ 본대학 셔틀버스 운행

           학교 연락처

   주소  우) 24210 강원도 춘천시 동면 장학길 48
   전화 입학관리팀 033)240-9006~7
   팩스  033-252-29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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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시 Q&A

Q1. 본인의 성적으로 어떤 학과에 지원할 수 있을까요?
       전년도 입시결과를 참고 자료로 활용할 수 있지만, 실제 입시는 경쟁률에 따라 결과가 가장 많은 차이가 있습니다.
       본인의 적성에 맞는 그리고 수시모집은 가장 가고 싶은 학과로 지원을 해야 합니다. 대학 입학안내 홈페이지에서 
       전년도 입시결과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Q2. 수시모집에 합격하였습니다. 정시, 자율모집에 지원할 수 있나요?
       수시모집 합격자는 등록여부에 관계없이 다음모집 시기에 지원할 수 없습니다.
       또한 수시모집에 예치금도 합격한 대학 중 하나의 대학에만 예치금을 납부해야 됩니다. 위반시 입학취소가 됩니다. 

Q3. 일반고(인문계고) 학생도 특별전형으로 지원할 수 있나요?
       물론 가능합니다. 일반고 특별전형, 지역인재 특별전형으로 지원하시면 됩니다.

Q4. 학교생활기록부 과목은 어떻게 선택하나요?
       학생부 온라인 제공에 동의시 과목을 선택하지 않고, 대학에서 전산으로 일괄 처리합니다.
       수시모집(1,2차)에는 3학년 1학기 성적까지만 반영하고, 정시모집에는 3학년 전체 성적을 반영합니다.
       각 학년별로 동일학기, 동일과목 구분없이 석차등급(1~9등급)이 우수한 2과목씩 반영합니다.
       (단, 음악·미술·체육·교련·재량 교과 및 체육에 관한교과, 예술에 관한교과, 특성화에 관한 교과는 반영 안함)
       과목별 석차등급이 같은 경우, 이수자수(재적수)가 많은 과목을 반영함.(동점자 처리기준에 의함)

Q5. 수능성적 반영은 어떻게 선택하나요?
       수능성적 온라인 제공에 동의시 반영 영역을 선택하지 않고, 대학에서 전산으로 일괄 처리합니다. 정시모집에               
       간호학과·물리치료과·방사선과· 치위생과는 국어/수학(가,나)/영어 3개영역, 탐구영역 1개 영역에 1개 과목을        
       반영하고, 기타학과는 국어/수학(가,나)/영어 중 2개영역, 탐구영역 1개 영역에 1개 과목을 반영합니다.

Q6. 학과별 커트라인, 즉 최저학력 기준이 있나요?
       저희 대학은 수시1차 간호학과 일반전형, 일반고 특별전형, 지역인재 특별전형만  수능 국어,수학,영어 3개영역
       중 최우수 2개영역의 합산등급이 8등급 이내인자만 합격이 가능한 최저학력 기준이 있습니다. 그 외 모든 학과 및        
       전형에서는 최저학력 기준을 적용하지 않으며, 지원자가 미달일 경우에는 결격사유만 없다면 합격이 됩니다. 
       (우리대학 입시 홈페이지 입학안내의 전년도 입시결과를 참조)

Q7. 대학수학능력시험 응시계열과 상관없이 지원(교차지원)할 수 있습니까?
       저희 대학은 수학능력시험 응시계열과 상관없이 전학과에 교차지원 가능합니다. 
       참고로, 수능성적은 정시모집의 일반전형 및 수시1차 간호학과 일반전형, 일반고 특별전형, 지역인재 특별전형으로        
       지원할 경우에만 수능성적이 필요합니다.

Q8. 전형에 상관없이 1,2지망 지원이 가능한가요?
       저희 대학은 1,2지망이 아닌 동일 모집시기 2개학과에 복수 지원이 가능합니다.

Q9. 4년제 대학 무시험 연계 편입학이 가능한 대학은?
       강원대학교와 한림대학교는 각각 16개 전공 및 학과에 무시험 연계 편입학이 가능합니다.

Q10. 입학 후에 전과(학과변경)가 가능한가요?
       입학 후 바로 전과는 불가능하고 1학년 2학기초, 2학년 1학기초에 재학중 1회에 한하여 허가할 수 있으며, 전과의 
       과별 전입정원은 전입과 기준으로 입학정원의 20% 이내로 합니다. 
       (단, 간호학과, 물리치료과, 방사선과, 치위생과, 유아교육과는 입학정원 범위내에서 허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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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열 학 과 명 학과사무실 비 고

인문사회계열

글로벌관광과[2년제]
바리스타음료전공 033-240-9280

항공외국어전공 033-240-9140

경영정보과[2년제]
세무회계전공 033-240-9190

스마트정보전공 033-240-9240

사회복지과[2년제] 033-240-9150

유아교육과[3년제] 033-240-9170

행정과[2년제] 033-240-9120

호텔관광경영과[2년제] 033-240-9180

자연과학계열

관광외식조리과[2년제] 033-240-9110

식품영양과[3년제] 033-240-9080

간호학과[4년제] 033-240-9460

물리치료과[3년제] 033-240-9330

방사선과[3년제] 033-240-9350

치위생과[3년제] 033-240-9420

의무행정과[3년제] 033-240-9090

보건환경과[3년제] 033-240-9200

의료기기정보과[2년제] 033-240-9340

공학계열

건축과[3년제] 033-240-9220

건설도시과[2년제] 033-240-9260

디지털콘텐츠과[2년제] 033-240-9100

정보통신네트워크과[2년제] 033-240-9160

예체능계열

레저스포츠과[2년제] 033-240-9270

아트앤디자인과[2년제] 033-240-9130

영상미디어콘텐츠과[2년제] 033-240-9210

학과 입학상담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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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림성심대학교는 1939년 강원도립춘천병원 부설 간호부양성소를 모태로 출발했으며, 1983년 학교법인 일송학원으로 
설립자를 변경하여 최고의 경쟁력을 갖춘 직업교육 명문대학으로서 국가가 요구하는 우수 전문인력을 양성하고 있습니다. 
2012년 세계적 수준의 전문대학(WCC)선정, 2012년 강원 유일 산학협력선도전문대학 선정, 2014년 특성화전문대학 
육성사업 선정, 2015년 평생교육중심대학 선정, 2015년 대학구조개혁평가에서 최고점수로 A등급 획득, 2017년 강원도 
유일 사회맞춤형 산학협력 선도전문대학 육성사업 선정, 2018년 대학기본역량진단 자율개선대학선정, 2020~2021년 
후진학 선도전문대학 선정 등 최고 수준의 역량을 갖춘 대학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2018년대학기본역량진단
자율개선대학선정
(전문대학 혁신지원사업 I유형)

2020~2021년
후진학 선도전문대학 선정
(전문대학 혁신지원사업 III유형)

2017, 2019 교육부
사회맞춤형 산학협력선도
전문대학 육성사업 선정

2014, 2016 교육부

특성화 전문대학 육성사업 선정

2015 대학구조개혁평가

최고점수로 A등급 획득
전문대학 기관평가 인증제

고등직업교육 품질 인증대학

2013년
6년 연속 교육역량 우수대학

2012~2016년 
산학협력선도대학 선정Leaders in INdustry-university Cooperation

산업협력_ 대학과 기업의 신나는 만남

교육부 평가에서 늘              대학!

서울특별시

영동포구

안양시

화성시

춘천시

동탄신도시

한강성심병원

●1971. 12. 18. 개원 / 300여 병상 규모

●서울시 영등포구 버드나무로 7길 12

강남성심병원

● 1980. 1. 11. 개원 / 600여 병상 규모

● 서울시 영등포구 신길로1

평촌성심병원

● 1999. 3. 6. 개원 / 860여 병상 규모

●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관평로 170번길 22

춘천성심병원

● 1984. 12. 10. 개원 / 500여 병상 규모

● 강원도 춘천시 삭주로 77

한림성심대학교

● 개교 : 1939년 4월 1일

● 강원도 춘천시 동면 장학길 48

동탄성심병원

● 2012. 10. 29 . 개원 / 1100여 병상규모

● 경기도 화성시 큰재봉길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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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입생 모집요강
ㅣ수시·정시 2·3·4년제ㅣ 

 2020 ~ 2021년
후진학 선도전문대학 선정
(전문대학 혁신지원사업 III유형)

2018대학기본역량진단
자율개선대학선정
(전문대학 혁신지원사업 I유형)

입학관리센터에서는 수험생들에게 입학에 관한 모든 궁금증을 풀어 드립니다. 

24210 강원도 춘천시 동면 장학길 48 한림성심대학교

TEL. 033-240-9006-7     

FAX. 033-252-2992     

인터넷 입학상담. http://ipsi.hsc.ac.kr www.hsc.a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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