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꿈과 미래를 만드는 창신대학교!
꿈, 열정, 그리고 인성교육으로

새롭게 웅비하는 창신대학교와 함께

더 높이, 더 넓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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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서인증제“Reading으로 크는 창의적 Leader”
˙전공 및 교양과목에서 선정한 도서의 독서로 독서인증서 수여

˙독서한 도서의 서평쓰기로 글쓰기 능력 고양

˙매학기 1교과목 1도서를 선정하여 매학기말에 평가하여 성적에 반영하고 졸업시점에 평가등급을 

   구분하여 B등급 이상은‘Gold 독서인증서’, 그 외 C등급에 대해서는‘Silver 독서인증서’를 수여

교수-학생 평생멘토제“Supporting으로 크는 코칭 Leader”
˙입학에서 졸업, 취업에서 적응까지 지도교수의 지속적인 Mentoring

˙전공교수의 Networking을 제자에게 Connection 

˙1: 1 상담과 Coaching으로 친구 같은 교수와 제자 관계형성

사회봉사활동“Sharing으로 크는 나눔의 Leader”
˙자신에게 성실하고 남에게 봉사하자는 창신대학교의 건학이념 실천

˙전공에 따른 창의적 사회공헌의 실천

˙사랑을 배우고 실천하는 사랑 나눔의 터

세족식“Serving으로 크는 섬김의 Leader”
˙감사를 표현하고 사랑을 연습하는 과정

˙자신을 낮추어 상대를 섬기는 성실의 리더 

˙스승의 날, 어버이 날 등에 스승이 제자의 발을 씻기고 

   자식이 부모의 발을 씻기며 감사와 섬김을 몸소 체험하고 실천

˙교수가 학생들의 발을 씻기며 낮은 자세로 제자를 섬기는 자세

 

무감독시험“Acting으로 믿음을 키우는 행동하는 Leader”
˙실천하는 양심으로 자기 주도적 삶의 기초수립

˙나로부터 시작된 정직한 변화가 사회변화를 주도

˙매학기 시험감독교수 없이 자신과 학우들 앞에 

   정직하고 성실하게 시험에 응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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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angshin One Click System
학습 및 취·창업 역량 향상을 위한 학생지원부서(교수학습지원센터,학생상담센터,인재개발센터)의 학년별 학생지원 시스템

1학년
도전정신/도덕성/학습윤리

자기관리/자기이해 

2학년
대인관계/의사소통능력

자기주도학습/스트레스 대처능력 

3학년
집단지성/협업능력/회복탄력성

디지털역량/창의적학습 

4학년
수리활용능력/사회적 책임감/추진력

주인정신/애사심/글로벌마인드 

기초 핵심 심화 실전

교수학습
지원센터

인재개발센터

학생상담센터

학생맞춤형 상담시스템 운영

학과별 평생멘토제 
심리·학습·진로·생활·건강 상담
장애학생지원 상담
영성·신앙상담

창의적·자기주도적

학습역량강화
디지털역량
사회적정서역량
학습윤리역량
국제적역량
집단지성역량

취업·창업역량강화

취업진로 교양교과목운영
취업인식제고 프로그램 운영
취·창업 개인별 맞춤형 컨설팅
성공 입사를 위한 클리닉
(서류작성, 커리어포토폴리오 작성 등)
취업캠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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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중심·취업우선 대학의 실적

장학금 지급내역

1인당 평균 지급액 재학생 지급 비율 장학금 종류

82.1% 100% 94.0% 85.3%

평균취업률

2017년 6월 2일 기준
건강보험연계DB기준

교내자체집계
(예체능계열 제외)

간호사

국가고시 합격률

2015년~2017년
(3년연속) 

영양사

국가고시 합격률

2017년 2월 4일 기준
(전국평균 64.4%)

재학생 만족도

2016년 2학기 기준

268만원 70% 26종
(교내17종, 교외9종)

※ 4년제 대졸자 취업률 64.4% (2016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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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신에서 세계를 만나다
13개국 22개 대학과의 자매결연 및 학생교류

우수한 국제적 인재를 양성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창신대학교만이 가지고 있는 국제적  

경쟁력으로 여러분을 빛나게 할 것입니다.

GLOBAL CAMPUS & GLOBAL LIFE

Globalization
국제화를 선도하는 대학

해외 자매대학
독일 하노버대학교

Hanover University, Germany

포르투갈 오토노마대학교

Autonoma University, Portugal

세르비아 메가트랜드대학교

Megatrend University, Serbia

이태리 럼 장 모네대학교

LUM Jean Monnet University, Italy

러시아 아무르주립대학교

Amur State University, Russia

1

2

3

4

5

중국 연변과학기술대학교

Yanbian University of Science and Technology, China

중국 길림화교외국어대학교

Jinlin Huaqiao Foreign Language Institute, China

중국 삼협대학교

Three Gorges University, China

중국 닝보대학교

Ningbo University, China

몽골 법집행대학교

Law Enforcement University of Mongoli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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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메지로대학교

Mejiro University, Japan

일본 우베프론티어대학교

Ube Frontier University, Japan

미국 윌리엄제스업대학교

William Jessup University, USA

미국 바이올라대학교

Biola University, USA

미국 유에스대학교

United States University, USA

미국 미주리주립대학교

Missouri State University, USA

미국 노스플로리다대학교

North Florida University, US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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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만 려명과학기술대학

Liming University, Taiwan

필리핀 팜팡가주립대학교

Pampanga State University, Philippines

필리핀 웨스트네그로스대학교

West Negros University, Philippines

베트남 국립수력대학교

Water Resources University, Vietnam

호주 노던멜버른국립대학교

NMIT, Australi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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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MPUS
창신대학교 캠퍼스

본관 (1호관)  교무처, 기획처, 입학처, 학생처, 총무처, 전자계산소, 간호학과, 스카이라운지, 산학협력단

정보관 (2호관)  평생교육원, 학보사, 사회복지학과, 식품영양학과

종합관 (3호관)  유아교육과, 경찰행정학과, 컴퓨터소프트웨어공학과, 건설플랜트공학과, 소방방재공학과,
          항공기계공학과 

채플 & 콘서트홀 (4호관)  학생식당

사회관 (5호관)  세미나실, 특강실, 국제교류센터, 한국어교육원, 경영회계학과, 부동산금융학과, 
         항공서비스학과, 호텔관광학과, 중국비즈니스학과, 미용예술학과, 한국어교육과

예술관 (6호관)  음악학과, 미술디자인학과

학생회관 (7호관)  인재개발센터, 교수학습지원센터, 학생상담센터, 취업정보센터, 
                         편의점, 은행, 카페, 복사실, 학생자치기구, 동아리방, 헬스장

외국인 교수동 (8호관)

중앙도서관 (9호관)  대학원, 장서실, 열람실, 독서실, 고시원

중앙도서관

1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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캠퍼스 전경

꿈과 미래를 만드는 창신대학교!
작고 강한대학! 4년제 창신대학교는 세계화와 지식기반 사회를 선도하는 대학입니다.
Happy Campus! High Campu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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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창신대학교는 아름다운 캠퍼스와 최신의 교육시설을 자랑합니다.
 교육중심대학, 취업우선대학 4년제 창신대학교!

여학생 기숙사 유학생 기숙사 남학생 기숙사

2 3 4

6 7 8

10 11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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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용인원

- 남학생 기숙사 :  80명, 1인 1실
- 남학생 기숙사 : 256명, 2인 1실
- 여학생 기숙사 : 360명, 2인 1실
- 유학생 기숙사 : 198명, 2인 1실
                   합계 : 894명 수용시설

입사우선순위

- 원거리지역 거주자
- 통학불편지역 거주자
- 입학성적 우수자
- 신입생 우선배정

내부시설

- 냉난방완비, 휴게실, 샤워실, 세탁실 등

쾌적한 면학 분위기 조성과 생활편의 제공을 통해 편안한 교육기회를 
보장함으로써 학업에 전념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Student Dormitory
   입사자 모두가 만족하는
‘최신시설’의 기숙사

신입생(1학년) 희망자
      전원 기숙사 입사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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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아교육과

사회복지학과

부동산금융학과

경찰행정학과 

항공서비스학과

중국비즈니스학과

한국어교육과

인문사회계열

S o c i e t y  o f  H u m a n i t y

프로의 가슴으로 도전하라!

창신대학교  2018학년도 학과안내 13 



유아교육과

  학과소개 

유아교육과는 인간형성의 기초가 되는 유아교육에 대한 이론적 지식과  

유아교육 현장에서 요구되는 실천적 지식을 고루 갖춘 우수한 유아 

교육전문가 양성을 목표로 한다. 특히 창신대학교 유아교육과에서는  

건학이념인 성실과 봉사의 정신을 바탕으로 건전한 인성을 갖춘  

사명감 있는 유아교육전문가, 유아교육에 대한 이론적, 실천적 지식을  

겸비한 전문성을 갖춘 유아교육 전문가를 양성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학과특성 

· 유아교육의 전문성 향상을 선도하는 수업 잘하는 교사 양성

· 유아를 사랑하고 섬기는 인성을 갖춘 교사 양성

· 유치원 현장역량강화 프로그램을 통한 실천적 교사 양성

  해당 자격증 

·국·공립 및 사립 유치원 취업에 필요한 유치원 정교사 2급 자격증

·국·공립 및 민간 어린이집 취업에 필요한 보육교사 2급 자격증

·기타 민간 자격증(레크레이션 자격증, 동화구연 지도사 자격증,   

    아동발달 / 심리 상담사 자격증, 펠트, 풍선아트 자격증 등) 취득  

   가능 - 수강자에 한함

  졸업 후 취업 및 진로분야 

· 임용시험을 통해 국·공립 유치원 교사 및 원장, 원감 

·전국 사립 유치원 교사 및 원장, 원감 

· 보육교사 자격증을 통해 국·공립 및 민간 어린이집 교사, 원장

·일반대학원 및 교육대학원 진학 

· 그 외 유아교육 관련 방송국 및 유관 기관, 연구소 등의 연구원 

Dept. of Early Childhood Education 입학정원 : 40명

유아교육자로서의 인성과 전문성을 갖춘 유아교육전문가 양성

1 4 ChangShin University 



사회복지학과
Dept. of Social Welfare 입학정원 : 40명

지역과 세계가 필요로 하는 전문 사회복지인력 양성

  학과소개  

 “성실과 봉사”의 교훈과 사회복지학의 기본 이념을 바탕으로 사회 

복지의 철학과 이론을 균형있게 학습한다. 학문에 대한 비판적인  

시각과 개인의 연구 능력을 개발하고, 실제에 적용해 보는 실습 과정을  

이수함으로써 능동적인 전문 사회복지사로 양성되도록 지원한다.

 “인간존중 인성과 소통의 리더십을 실천하는 글로벌 사회복지전문가”를  

비전으로“사회복지학 이론과 실천영역에서 전문적인 지식과 역량을 

갖춘 전문사회복지인력 양성”을 교육목표로 한다.

  학과특성 

· 인간존중 인성 함양에 근거한 교육과정 특성화

· 기초 및 전문역량 교육을 통한 실무능력 특성화

·창의적 소통과 서번트 나눔을 실천하는 특성화

· 국제화를 통한 융합적 사유능력의 리더를 양성하는 국제사회복지 

특성화

  해당 자격증 

사회복지사, 건강가정사, 보육교사,  청소년지도사, 청소년상담사, 

다문화가족전문상담원, 성폭력전문상담원, 가정폭력전문상담원

  졸업 후 취업 및 진로분야 

· 사회복지전담공무원

-  보건복지부 등의 중앙정부 및 도·시·군·구 등의 지자체  

 사회복지 공무원

· 민간사회복지사

-  사회복지관(종합, 노인, 장애인), 노인요양기관 및 노인생활시설,  

 장애인생활시설, 사회재활시설, 아동양육시설, 지역아동센터,  

 청소년수련원, 지역자활센터, 건강가정지원센터, 다문화가족 

 지원센터 등

· 국제사회복지사

- 유니세프, 월드비전, 굿네이버스, 기아대책기구 등 해외지부

· 정신보건사회복지사, 의료사회복지사

- 병원, 정신건강증진센터, 사회복귀시설 등

· 대학원 진학, 해외유학, 국내외 연구원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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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금융학과

  학과소개 

부동산금융학과는 부동산과 금융이 융합한 학과다. 본 학과는 부동

산·금융 분야에서 토지와 주택의 이용과 관련된 부동산 문제의 해결

과 최유효이용을 모색하고, 금융·경제·법·정책·경영 등을 종합적

으로 응용하는 인재 양성을 목표한다. 본 학과는 경남·부산 지역 최

초의 정통 부동산 관련학과로 출발하여 지난 20년간 부동산 관련분야

에서 2천여 명의 졸업생을 배출하였으며 부동산 교육의 메카로 자리잡

고 있다. 

창신대학교 부동산금융학과는 학과의 비전과 목표를 토대로 부동산금

융학과의 모든 학생들이 세계화 시대에 국가 및 지역사회를 선도하는 

부동산·금융 전문가로 활약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

  학과특성 

· 재학 중 공인중개사 및 펀드매니저 합격률 100% 목표

· 2,000여명의 동문조직과 동문회 장학금 파워

· 명강의! 명교수! 창신대학교 부동산 금융학과의 자랑!

  해당 자격증 

·감정평가사, 공인중개사, 금융자산관리사, 펀드투자권유자문인력

·빌딩경영관리사, 주택관리사, 공·경매사

  졸업 후 취업 및 진로분야 

·  공기업 - 한국토지주택공사, 한국주택금융공사, 한국자산관리공사,  

             한국감정원, 한국국토정보공사

·정부기관 - 국토관리청, 법원등기관련, 시·도청 지적관련 공무원

· 금융권 - 은행, 신탁사, 증권사, 부동산투자회사, 보험사, 조합 및 기금

· 일반기업 - 감정평가법인, 부동산중개법인, 건설회사 및 디벨로퍼

· 관리회사 - 부동산컨설팅회사, 부동산리서치회사, 자산운용사

· 진학 - 대학원 석박사과정 진학

Dept. of  Real Estate & Finance 입학정원 : (주간)20명, (야간)20명

부동산과 금융을 융합한 전문가 양성의 요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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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행정학과
Dept. of Police Administration 입학정원 : 40명

국가와 국민의 안전을 위해 봉사하는 경찰공무원 양성의 요람

  학과소개  

치안서비스 마인드와 사명감이 투철한 경찰관을 양성하는  

곳이다. 이를 위해 21세기 정보화, 전문화 패러다임에 부응할  

사이버경찰 및 무술경찰 전문인력을 양성하는 특성화된 경찰전문  

교육과정을 운영하고 있다. 경찰시험 합격을 위한 교수와 학생 

간의 유기적인 학습체제를 구축하며, 경찰수험정보 관리 및  

수험준비지원을 위한 고시원을 운영하며, 최첨단 치안 요원이  

되도록 하기 위해 무인경비 실습실을 운영하고 있다. 실력과 인격을 

갖춘 정직한 경찰관 양성과 치안전문가로서 경비지도사 등 다양하고 

필요한 자격증 취득을 위한 실무교육을 목표로 삼는다.

  학과특성 

· 합리적 문제 해결 능력과 창의적 사고를 바탕으로 급변하는 치안 

환경에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경찰의 전문 인력 양성

· 안전한 사회에 대한 국가와 지역 사회의 요구에 부응할 수 있는  

유능한 치안 전문가의 양성

· 학문적 소양, 높은 도덕성과 윤리 의식, 사명감을 갖춘 치안 활동 

분야의 인재 양성 

·경찰공무원 합격을 위한 고시반 운영을 통한 훌륭한 인재 양성

  해당 자격증 

 경비지도사 자격증, 신변보호사 자격증, 교통사고감정사, 

경호사 자격증, 응급처치사, 공인무술단증(유도, 합기도, 태권도)

  졸업 후 취업 및 진로분야 

· 경찰공무원 : 경찰간부후보생, 경찰관, 여자경찰, 101경비단 

(대통령 경호실 근무), 경찰특공대, 경찰행정학과 졸업생 특채, 해양

경찰관

· 교정직공무원 : 교회직, 분류심사직, 소년보호직

· 검찰공무원, 법원직 공무원, 출입국 관리공무원, 국가정보원

· 국방부공무원 : 육·해·공군 헌병대 장교 및 군무원

· 경비업체 : 에스원, ADT 캡스, KT텔레캅 

· 경호업체 : 공항경비대, 사설탐정업체, 개인경호원, 경호관련사업 

· 법률전문사무원 : 변호사·법무사·변리사 행정사무원

· 대학원진학 : 국내 로스쿨대학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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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서비스학과

  학과소개 

항공서비스학과는 국제화 시대에 올바른 인성을 바탕으로 국제적 감

각과 세련된 매너, 서비스 마인드 및 우수한 외국어 능력을 지닌 인재

를 양성하는 최고의 요람이 될 것입니다. 특히, 항공기내 안전 및 서비

스 관련 실습실을 갖추어 실습 중심의 항공실무교육을 진행하여 재학

생 만족도를 높이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특히, 다양한 실무 체험

형 프로그램을 통해 졸업 후 현장 적응력 및 업무능력을 높이기 위한 

교육 체계를 갖추고 있습니다. 더불어, 학과 내 와인 및 바리스타 등 다

양한 서비스 전문 자격증 과정을 운영하여 항공 서비스분야의 특화된 

전문인력 양성에 주력하고 있습니다. 항공서비스학과는 국내외 항공

사 및 호텔, 여행사 등 항공관광서비스분야에서 실무경험과 전문지식

을 겸비한 교수진과 외국어 전문분야의 교수진들로 구성되어 시대가 

요구하는 국제적 감각과 전문성, 인성을 갖춘 인재 양성을 위한 최상의 

교육환경을 갖춘 학과이다.

  학과특성 

· 희망자 전원 해외 전공실습학기·교환유학생·어학연수 파견 

(영어권, 일본, 중국 등)

· 국내외 항공사 승무원체험 프로그램 운영

· 서비스관련 전문자격증 과정 운영

· 항공·호텔·외국어 전문 영역별 1:1 맞춤 평생멘토제 실시

  해당 자격증 

·영어(TOEIC), 일본어(JPT), 관광통역안내사 

· 컴퓨터활용능력 1, 2급(대한상공회의소 주관), 

    비서 1, 2급(대한상공회의소 주관) 

· 호텔경영사, 호텔관리사, 호텔서비스사,국내여행안내사, 국외여행

인솔자, 문화관광해설사·국제의료관광코디네이터

·컨벤션기획사 2급 

  졸업 후 취업 및 진로분야 

·  국내외 항공사 승무원

·국내외 항공사 지상직 직원 (예약, 발권, VIP라운지)

· KTX 승무원, 크루즈 승무원

· 공항공사, 여행사, 호텔, 외식업체, 면세점, 리조트업체, 컨벤션센터, 

카지노등 관광관련 업체

· 일반 기업체 비서직과 사무직

·서비스 교육업체와 이미지 컨설팅업체 CS 강사

·대학원 진학 후 관련학과/관련분야 강사직 (석, 박사)

Dept. of  Airline Cabin Services Management 입학정원 : 30명

국제적 감각과 서비스 전문지식을 갖춘 항공 승무원·관광·서비스 인력 양성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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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비즈니스학과
Dept. of Chinese Business 입학정원 : 25명

G2 중국 통상전문가 양성의 요람

  학과소개  

세계적인 강대국으로 급부상하는 중국의 국제적 지위 향상과 영향력  

확대로 시대적 요구에 부응할 수 있는 중국 맞춤형 글로벌 인재 

양성을 목표로 한다. 중국과의 무역통상, 관광통역, 문화교류에  

필요한 중국어를 유창하게 구사하며, 중국 명문 자매대학교와  

 ‘2+2’복수학위제도를 운영하면서 실무능력에 뛰어난‘중국通’을 

양성하고 있다. 아울러 우리 학과는 평생 멘토교수 제도로  

학생에게 맞는 특화된 맞춤식 교육(수준별 학습)을 통해 취업까지 

전 교육과정을 코디하여, 전문지식과 능력을 겸비한 능동적인 멀티형 

인재를 양성하고 있다. 특히 3,4학년에는 중국 닝보대학에 2년간 유

학(등록금 본 대학 지원)을 하고 중국 닝보대학 졸업장을 받는다.

  학과특성 

· 중국 명문대 닝보(寧波) 대학 전원 2년간 유학

· 2+2 복수학위(중국경영학) 취득

· 캠퍼스 내 24시간 중국어 환경 조성

· 중국어+비지니스+무역 융합 교육 실시

·국내 및 중국 현지 기업 취업

  해당 자격증 

· 新HSK 5급이상, BCT 4급이상

· 글로벌기술마케터(1급, 2급, 3급)

· 어린이중국어지도사

· 관광통역안내사, 국외여행인솔자

· 국제의료관광코디네이터

  졸업 후 취업 및 진로분야 

· 중국관련 항만물류 및 무역관련 기업

· 국내 기업해외사업부, 중국내 한국기업의 해외영업, 생산관리 

· 중국내 대기업 전시컨벤션 사업체

· 공공기관(공항관리공단, 출입국관리국, 세관 등)

·  중국어 통번역사, 중국어통역안내사, 국외여행인솔자

· 의료관광코디네이터, 항공사(스튜어디스, 스튜어드, 지상직), 호텔, 

    면세점, 여행사(가이드) 

· 초·중·고등학교 방과 후 교사, 유치원 및 어린이집 중국어 교사, 

    어학원 중국어강사

· 유학원 중국업무 담당

· 국내 및 중국내 대학원 진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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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어교육과

  학과소개 

한국어교육과는 한국어와 한국 문화의 심층적 이해, 학문적 기반 연구

를 통해 외국인 및 해외교포를 대상으로 한국어를 가르치는 한국어 교

육 전문가를 양성하는데 교육목표를 두고, 전문 지식과 효율적인 교육

과정을 통해 체계적인 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오늘날 세계는 지구촌화 되어, 외국에 능력의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고 

한국어와 한국 문화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시대적 요구에 맞게 

한국어와 한국문화의 세계화의 주역이 될 인재를 양성하는데 그 목적

을 두고 있다.

  학과특성 

· 한국 언어문화의 세계화를 주도하는 전문인력 양성

· 글로벌 리더십을 갖춘 한국 언어문화 전문인력 양성

· 외국인 학생등을 위한 1:1 멘토제도 운영

· 다양한 교양교육을 통한 전인적인 인재 양성 

  해당 자격증 

·한국어교원 자격증 (2급)

· 한국어능력시험(TOPIK) 6급 

  졸업 후 취업 및 진로분야 

·  국내외 대학 및 부설기관 한국어 교사

·국외 초·중·고등학교 교사

·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외국인근로자지원센터, 사회통합프로그램 운영 

기관 등

· 해외 진출 기업체, 한국어 교육 학원 등

·한국어 관련 대학원 진학

Dept. of Korean Language Education 입학정원 : 5명

한국 언어문화의 세계화를 주도하는 전문가 양성양성

한국어와 한국문화의
세계화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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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호학과

식품영양학과

자연과학계열

N a t u r a l  S c i e n c e

꿈과 열정으로 빛나는 젊음의 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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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호학과

  학과소개 

간호학과는 기독교 정신을 바탕으로“성실과 봉사”라는 창신대학교의  

건학이념과 인간화·전문화·세계화라는 교육지표에 의거하여  

보건의료분야에서 주역이 될 간호 인재를 양성하는데 그 목적을 둔

다. 간호학과는 하나님 사랑과 인간 사랑을 추구하는 인성교육을 통

해 생명의 존엄성을 고양하고, 확고한 전문적 윤리관과 봉사정신을 

함양하여 자신에게 성실하고 이웃에게 봉사할 수 있는 능력을 키우

며, 대상자의 질병예방과 회복·건강증진을 위한 지식교육과 임상실

무교육을 통해 비판적 사고와 의사소통능력을 향상시켜, 보건의료 현

장에서 전문직업인으로서 숙련된 간호술을 제공할 수 있는“인성, 

지성, 실무능력을 겸비한 국제적 간호사(Global Nurse)”를 양성하고

자 하는 비전을 가지고 있다.

  학과특성 

· 인간화를 위한 계열성과 계속성, 통합성의 원리에 근거한 교육과정 

특성화

· 전문화를 위한 과학적 사고능력과 감성적 접근능력을 갖추는 실무

능력 특성화

· 세계화를 위한 지역사회 및 세계 인류를 섬기는 국제간호지도자 

특성화

  해당 자격증 

· 간호사면허증, N-CLEXRN, 조산사 면허증, 전문간호사 자격증

  졸업 후 취업 및 진로분야 

· 임상간호사     

· 보건직 공무원

· 산업체의 산업간호사

· 간호장교

· 교육 및 상담간호사

· 보험 심사간호사

· 전문간호사

· 대학원(석사) 진학

· 해외 취업 간호사

· 국제보건기구 전문보건요원

Dept. of Nursing 입학정원 : 100명

세계 간호한류의 인재 양성
간호교육인증평가‘5년 인증’획득(2015년 ~ 2020년), 간호사 국가고시 3년 연속 100% 합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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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영양학과

  학과소개 

최근 만성질환의 증가와 건강기능식품들의 무문별한 소비로 인해 올

바른 영양지식을 기반으로 한 적절한 식품선택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

다. 이러한 인식의 변화로 식생활과 관련된 다양한 분야에서의 전문가 

양성의 필요성이 증가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러한 사회적 요구에 맞추

어 창신대학교 식품영양학과는 식품, 영양, 위생, 교육, 급식 등의 식품

영양전반에 걸친 실무중심 교육과정을 강화하여 현대사회가 요구하는 

SMART(Safety, Management, Art, Research, Technology) 식품영양전

문인력을 양성을 목표로 하고 있다. 그리고 본 학과는 국내 최초 식품

을 이용한 푸드표현예술치료전문가 과정을 운영하여 기존의 식품영양

학과와의 차별화를 두고 있으며 이러한 취업과 연계된 다양한 실무중

심 교육과정은 높은 취업률로 이어지고 있다.

  학과특성 

· 보건의료국가자격 전문교육과정(영양사 94%, 위생사 94% 합격률)

· 식품개발 및 분석관련 국가자격 교육과정(식품기사, HACCP팀장

과정)

·국내 최초 푸드표현예술치료전문가 교육과정 

·다량조리 및 Meal-working 전문교육과정

  해당 자격증 

· 영양사 국가면허

· 위생사, HACCP팀장과정, 식품기사

· 푸드표현예술치료사, 가정복지사, 보건교육사

· 조리 관련 자격증

  졸업 후 취업 및 진로분야 

· 영양사 (학교, 병원, 복지시설, 산업체, 공공기관 등)

·연구직 (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 개발 및 품질 관리 등)

·공무원 (식품위생직, 보건직, 영양교사, 식품영양관련 정책사업 등)

· 교육상담지도 (푸드표현예술치료상담사, 보건소 영양플러스, 방과 

후 아동지도 등)

·건강 관련 프로그램 PD, 작가

·건강기능성식품 상담 및 마케팅

·외식서비스 및 마케팅 분야

·조리전문가

Dept. of  Food Science & Nutrition 입학정원 : 25명

SMART 식품영양 전문인력 양성

창신대학교  2018학년도 학과안내 23 



컴퓨터소프트웨어공학과

소방방재공학과

항공기계공학과

공학계열

E n g i n e e r i n g

세계를 향해 눈을 돌려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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컴퓨터소프트웨어공학과
Dept. of Computer Software Engineering 입학정원 : 30명

미래 취업 전망이 최고로 기대되는 학과

  학과소개  

현재 세계는 이미 몇 가지 뛰어난 소프트웨어만으로도 국가의 경쟁력이  

결정되는 소프트웨어 중심사회로 재편되고 있다. 이는 소프트웨어가  

국가와 산업 전반적인 가치 창출의 중심이 될 뿐만 아니라, 그러한  

소프트웨어를 개발할 수 있는 인력을 얼마나 보유하느냐에 따라 그 

지위를 결정하게 되는 것을 말한다. 이에 따라 첨단의 기술을 보유한  

소프트웨어 인력이 절대적으로 부족해지는 지금, 우리 창신대학교의  

컴퓨터소프트웨어공학과는 도래한 소프트웨어 중심사회를 선도할  

인재들이 즐기면서 연구하고 개발할 수 있는 토대를 제공하고, 창의 

적인 글로벌 소프트웨어 인재 양성의 선두에 서고자 한다. 

  학과특성 

· 시대적 요구에 부응하는 첨단 소프트웨어 융합 기술 전문 인재를 

양성하는 학과 

· 이론과 실무를 겸비한 실천적 소프트웨어 개발 전문가 양성으로 

산업에 기여하는 학과

· 창의적이며 도전적인 소프트웨어 분야 최고의 능력을 발휘하는  

인재 육성의 학과

· 다양한 자격증 취득 교과과정을 바탕으로 시대를 선도하는 인재로 

거듭나게 하는 학과

  해당 자격증 

·국가공인자격증 

   - 정보처리기사, 네트워크 관리사, 정보보안기사, 

      정보보호전문가(SIS) 등

·국제공인자격증

   - OCJP, OCWCD, OCBCD (자바 프로그래밍 관련)

   - CCNA, CCNP, CCIE (네트워크 관련)

   - CISSP (정보보호 관련)

   - OCA, OCP, OCM (데이터베이스 관련)

  졸업 후 취업 및 진로분야 

· 소프트웨어 개발 

   - 컴퓨터 프로그래머

   - Web/App 개발자

   - 게임 개발자

   - 네트워크 엔지니어 

   - 보안 전문가, IT 컨설턴트

   - 인공지능 전문가

· IT 융합 개발 : 항공기/로봇/사물인터넷 개발자

· 데이터와 통계 

   - 빅데이터 전문가

   - 데이터베이스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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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를 주도할 창의적 융합 소방·방재 전문 인력 양성 학과

  학과소개  

소방방재 분야는 인명과 재산을 안전하게 보호하기 위해 화재를  

비롯한 각종 재해·재난의 예측, 방재, 진압, 구조, 복구 등에 대해  

복합적으로 다루는 학문으로 우리나라의 경우, 2004년 소방방재청을  

시작으로 2014년 국민안전처가 설립되어 재해·재난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고 있으며 향후 미래를 주도할 성장 분야로 발전하고 있다. 

창신대학교 소방방재공학과는 성실과 봉사정신의 우수한 인성교육을  

기반으로 각종 재해·재난에 대해 체계적인 과학이론과 공학(기계,  

전기, 화학, 건축 등)기술을 습득하고 사회의 안녕과 복리증진에 이바지  

할 수 있는 전문인력의 교육·양성을 교육목표로 한다. 

  학과특성 

·소방공무원 및 소방간부 전문인력 양성

· 재해·재난 유형별 첨단 기술(무인기, ICT) 융합형 방재 전문인력 

양성

·성능기반의 화재 및 피난 안전 전문가 양성

·산업체 맞춤 및 현장 실무능력 중심의 전문 기술인재 양성

  해당 자격증 

·소방설비기사(기계분야, 전기분야), 소방기술사

·소방시설관리사, 소방안전교육사, 소방안전관리사(특급, 1,2급)

· 기계안전기사, 전기안전기사, 전기기사, 인간공학기사, 화재감식 

평가기사

·산업안전기사, 건설안전기사, 가스기사, 위험물안전기사, 

  졸업 후 취업 및 진로분야 

·소방간부 및 소방공무원

·소방설비 기사, 소방 기술사

·소방시설관리사, 소방안전 교육사

·국공립 방재연구소 및 대기업 방재연구소 연구원

·한국전력공사, 전기연구원 등 공공기관 

·재난 방재 리스크 평가사 (화재보험협회, 화재보험사)

·소방설계, 소방시공, 소방점검, 소방감리 전문기업

·전문 소방·안전 제품 개발기업

·육·해·공군 안전관련 장교 복무

·국내외 우수 대학원 진학

소방방재공학과
Dept. of Fire and Disaster Prevention Engineering 입학정원 : 30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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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기계공학과
Dept. of Aeronautical Mechanical Engineering 입학정원 : 30명

항공기 설계·제작 전문 엔지니어(Engineer) 양성

  학과소개  

항공기계공학과는 항공기 설계·제작 분야의 전문인력 양성을 교육목

표로 하고 있다. 항공 산업은 고부가가치를 창출하는 산업으로서 집약

된 기술을 바탕으로 그 파급력이 다른 산업에 비해서 탁월하다고 할 수 

있다. 경남 사천시, 창원시, 김해시 일대의 우리나라 미래 산업의 고부

가 가치를 창출하는 항공관련 산업단지를 대학 인근에 두고 있는 지역

적 특성을 살려 항공기 제작 및 운송업체와의 협력과 지속적인 기술과 

인적교류를 통해 우수한 기술력과 수준 높은 교육을 제공하여 국가와 

지역 항공 산업에 종사할 전문 엔지니어(Engineer)를 배출한다. 항공기

계공학과는 항공공학과 기계공학에 대한 교육을 동시에 제공하고 실무 

중심의 교육으로 관련 분야에 폭넓게 진출할 수 있도록 한다.

  학과특성 

· 항공기 설계·제작 및 정비의 실무형 교육

· 항공기 제작업체 및 운송업체와의 유대관계 강화

· 교수 및 학생의 밀착교육으로 교육효과 극대화

· 항공관련 (항공기 설계 및 제작) 동아리 활동 지원강화

  해당 자격증 

·항공기사

·항공기체기술사

·항공기관기술사

  졸업 후 취업 및 진로분야 

· 한국항공우주산업등 항공기 설계 및 제작업체

· 대한항공, 아시아나항공등 항공기 운송업체

· 삼성, 현대, LG 등 대기업체

· 한국항공우주연구원, 국방과학연구소, 한국기계연구원, 한국생산

기술연구원, 한국표준과학연구원, 한국과학기술연구원, 민간기업 

부설연구소 등 연구기관

· 항공기 부품업체, 항공기 정비업체, 방위산업체 등 항공관련 산업체

· 산업기계제작회사, 자동차생산업체, 자동차부품설계 및 생산업체, 

자동차정비 및 검사업체, 조선소등

· 중견기업, 각종 기계 및 관련 장비 생산업체의 설계 및 제조부분, 

기술관리 및 용역부문, 항공기 제작회사, 항공기 부품회사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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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악학과

미용예술학과

예체능계열

F i n e  A r t s

내 젊음의 무한질주         창신대학교와 함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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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악학과
Dept. of Music 입학정원 : 35명

음악예술 전문가를 양성하는 꿈과 열정이 넘치는 학과

  학과소개  

음악학과는 기독교 정신을 바탕으로 음악의 학문적 연구와 전국 음악

대학 최초 주 2회 전공 실기지도를 통하여 문화적, 사회적 요구에 기여

하는 전문음악인 양성을 목표로 한다. 학문적 이론과 폭넓은 예술적 소

양이 조화된 유능한 연주자와 음악 지도자를 육성함에 있어 연주와 창

작, 문화컨텐츠 개발 교육을 중요시 하고 있다.   

  학과특성 

·전국 일반대학교 유일 주 2회 전공레슨 실시

· 통합수업프로그램 MSM(Multi Skilled Musician)운영으로 다기능·

다자격 음악인 양성교육

· 전국음악콩쿨 개최, 해외 음악캠프 실시, 음악 인터넷교육 운영,  

평생교육 음악원 운영

· 경남 최고시설의 레코딩 스튜디오 운영

  해당 자격증 

·문화예술교육사 2급        

·어린이 음악실기지도사 1급    

·컴퓨터미디음악기능사 1급

·무대기획관리사 1급 

  졸업 후 취업 및 진로분야 

· 전문 연주자(Classic 및 실용음악) 및 음악 교육자

· 대학원 진학 및 유학

· 국내·외의 연주단체활동, 오케스트라,실내악단, 오페라단, 합창단 등

· 학원(클래식, 실용음악 학원) 경영 및 강사

· 음향 및 영상 전문 업체 취업

· 레코딩(음향) 엔지니어

· 무대기획, 조명기획, 방송 및 영화음악 감독, 음향제작자, 교회연주 

찬양팀

· 악기연주 및 반주, 음악 사역자

· 문화예술교육사(국·공립 문화단체 취업가능)

· 음악치료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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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용예술학과
Dept. of Cosmetology 입학정원 : 30명

실무형, 글로벌, 대기업형, 아카데믹형 융합 인재 양성

  학과소개  

미용 산업을 리드하는 최고의 뷰티전문가를 양성하기 위해 과학적인 

실무교육을 중심으로 교육의 질을 높이고 인간화, 전문화, 세계화를 

구현하는 글로벌 리더를 목표로 한다.

인성을 겸비한 인재를 양성하고자 하며, 국내외 화장품 산업을 비롯한  

미용기술의 선진화에 부응하기 위하여 앞선 시스템과 교육과정으로  

우리나라 미용산업 및 지역사회의 교육, 기능, 연구의 중심이 되도록  

한다.

·뷰티산업의 핵심역할을 수행하기 위한 실무 중심의 교육

·인간화를 지향하는 인성과 감성교육을 통한 자질함양

· 정보화, 세계화에 적합한 글로벌 미용인재의 양성 및 비즈니스  

역량 강화

· 국내·외 미용산업의 기술교육전수를 위한 미용교육기관의 국제적  

뷰티 메카 역할

·현장실무형 교육프로그램으로 엘리트 미용인 양성  

  학과특성 

·융합 전공을 통한 교육과정의 차별화

·글로벌 인재 양성을 위한 국제교류의 시스템화

  해당 자격증 

·미용사면허증, 미용사(일반, 피부, 네일, 메이크업)자격증

·미국·캐나다 주정부 미용 라이센스, 패션스타일리스트, 컬러리스트

·메이크업자격증, 아로마테라피스트, 두피관리사 

  졸업 후 취업 및 진로분야 

·헤어디자이너 : 미용실, 두피전문관리실 근무

·피부관리사 : 병원, 한의원, 에스테틱 근무

·네일아티스트 : 네일샵 근무, 운영, 프리랜서

· 메이크업아티스트 : 웨딩샵, 메이크업샵, 프리랜서, 프로덕션

·국내외 화장품회사 : 향장, 제품 개발, 마케팅 교육 등 담당

·뷰티컨설턴트 : 뷰티컨설팅 회사, 코스메틱 제품회사 근무

·두피모발관리사 : 미용실, 두피전문관리실 근무

· 의료관광코디네이터 : 어학 능력을 겸비한 경우 병원, 여행사,  

이벤트 기획사 근무

·아로마테라피스트 : 피부관리실, 아로마샵, 제품회사 근무

·연구직 : 코스메틱 회사 연구원 근무

·대학원(석사, 박사)진학으로 학문 연구 후 전문 연구원 및 교수

·교육직 : 대학, 학원, 학교, 문화센터, 향장업계 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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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학제도
학생들의 꿈을 위한 다양하고 풍부한 장학금
창신대학교는 지역, 국가, 세계를 이끌어갈 유능한 인재를 발굴, 육성하고 면학 의욕을 고취시키고 학비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50여종의 장학금을 마련하여 적극 지원할 것입니다.

Scholarship
구    분 선    발    기    준 수    혜    내    역 비    고

신

입

생

성

적

우

수

성적
우수

전체수석 (단, 수능 3등급 이내) 4년간 : 등록금 및 입학금 전액, 기숙사비 면제 학생부 50%
(전학년)

+
수능 50%
(3개영역)
국어, 수학

영어

계열별 수석 1학기 등록금 전액

계열별 5% 이내 1학기 등록금 50%

계열별 10% 이내 1학기 등록금 30%

수능
우수

수능 3개영역 평균 1.5등급 이내
4년간 : 등록금 및 입학금 전액, 기숙사비 면제
매학기 : 도서비 100만원 지원 <3개영역>

국어, 수학
영어

수능 3개영역 평균 2.5등급 이내
2년간 : 등록금 및 입학금 전액, 기숙사비 면제
매학기 : 50만원 도서비 지원

수능 3개영역 평균 3.5등급 이내 1년간 : 등록금 및 입학금 전액, 기숙사비 면제

 ·수시 및 정시 구분 없이 최초합격자에 한함
 ·2학기 이상 장학금 수혜자 : 전학기 성적이 3.8 이상 유지시 혜택 받음 / 휴학시 탈락함

재학생 성적우수 학과별 성적우수자 석차별 차등지급

<관련 문의>

학생처

055) 250-3061

리 더 십 장 학 금 총학생회, 대위원회, 학과 등 임원 등록금 차등지급

근 로 장 학 금 재학생으로 근로장학생 선발자 근로시간에 따른 일정금액

보 훈 장 학 금 보훈대상자 본인 및 배우자, (손)자녀 입학금 및 등록금 전액

국 가 장 학 금 국가장학 신청자 중 선발자 소득분위별 차등지급 (재학생의 약 65% 수혜)

국 가 근 로 장 학 금 국가근로장학 신청자 중 선발자 근로시간에 따른 일정금액

장애대학생도우미장학금 국가근로장학 신청자 중 선발자 근로시간에 따른 일정금액

면 학 장 학 금  A 기초생활수급권자 중 선발자 등록금 범위내 일정금액

면 학 장 학 금  B 저소득층 중 선발자 등록금 범위내 차등지급

야 간 특 별 장 학 금 야간정규과정 등록생 등록금의 10%

창 신 가 족 장 학 금 본 대학 교직원 본인, 배우자, 자녀, 형제 등록금 차등지급

디 딤 돌 장 학 금 장애학생 신청자 중 선발자 장애 정도에 따라 차등지급

교 역 자 장 학 금 현직 목회자 및 직계가족 정액 지급

외부·기타장학금
농·어촌희망재단장학금(농어업인자녀), S&T장학재단장학금, 하나금융나눔재단장학금,

북한이탈주민장학금, 제대군인장학금, 의용소방대자녀장학금 등

※위 장학제도는 학교 및 장학금 수여기관의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도 있습니다. (장학금 중복 수혜 대상자는 상위 장학금 수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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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주요일정

2. 충원합격 일정

수시모집 전형일정01

구 분 일   정 내  용 비고

원 서
접 수

인 터 넷 접 수
2017. 9.11(월) ~ 9.15(금)
(24시간 접수가능, 마감일은 18:00까지)

www.jinhakapply.com
www.uwayapply.com

방 문 접 수
2017. 9.11(월) ~ 9.15(금)
(접수 기간내 09:00~18:00)

본 대학 입학처(본관 1층) 신분증지참

구 비 서 류  제 출
(대상자에 한함)

2017. 9.11(월) ~ 9.22(금) 18:00
등기우편·택배, 방문제출
(토요일, 공휴일 제외)

본 대학 서식
(제출서류 참조)

면 접
고 사

추 천 자 전 형 2017.10.21(토) 09:00 추천자전형 (전체 지원자)
수험표, 
신분증지참
(20분전까지 입실)

항공서비스학과 2017.10.28(토) 09:00 전체 지원자
단, 추천자전형 지원자 제외간 호 학 과 2017.10.28(토) 09:00

실 기
고 사

음 악 학 과 2017.10.27(금) 09:00
음악학과 (전체 지원자)
단, 추천자전형 지원자 제외

수험표, 
신분증지참
(20분전까지 입실)

합 격 자  발 표 2017.11. 9(목) 예정
본 대학 홈페이지
(합격통지서 본인 출력)

개별통보하지 
않음

고지서 
출 력

등록확인 예치금 2017.12. 4(월) ~ 12.21(목) 본 대학 홈페이지
(납입고지서 본인 출력)

등록기간 이후
출력불가등 록 금 2018. 1.24(수) ~ 2. 2(금)

합격자
등 록

등록확인 예치금 2017.12.18(월) ~ 12.21(목)
본 대학 지정은행
(납입고지서 본인 출력)등 록 금 2018. 1.31(수) ~ 2. 2(금)

예치금을 제외한
잔여등록금

구 분 일   정 내  용 비고

합격자 발표
2017.12.22(금) ~ 12.27(수) 21:00 이전
·최초 : 12.22(금) 09:00 (예정)
·최종 : 12.27(수) 21:00 (예정)

본 대학 홈페이지 공지
(합격통지서 본인 출력)

결원 발생시
발표

합격자등록
2017.12.22(금) ~ 12.28(목)까지
·최초 : 12.22(금) 16:00까지 (예정)
·최종 : 12.28(목) 16:00까지 (예정)

합격자 발표시 안내

ChangShin 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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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집단위 및 모집인원02

계열 모집단위
입학
정원

정 원 내 정 원 외
합계일반계

고 교
특성화
고 교

추천자
전 형

실 기
우수자

소계
농어촌
학 생

기 회
균 형

인
문
사
회

유아교육과 40 22 2 13 37 3 40

사회복지학과 40 22 1 15 38 2 40

부동산금융학과 20 10 2 6 18 18

부동산금융학과  [야간] 20 11 2 5 18 18

경찰행정학과 40 20 1 15 36 2 38

항공서비스학과  [신설] 30 21 1 5 27 1 28

중국비즈니스학과 25 13 1 9 23 23

한국어교육과  [신설] 5 4 4 4

소  계 220 119 10 72 0 201 8 0 209

자
연
과
학

간호학과 100 75 3 12 90 8 7 105

식품영양학과 25 13 1 9 23 23

소  계 125 88 4 21 0 113 8 7 128

공
학

컴퓨터소프트웨어공학과 30 18 1 8 27 1 28

소방방재공학과 30 23 1 3 27 1 28

항공기계공학과  [신설] 30 23 1 3 27 1 28

소  계 90 64 3 14 0 81 3 0 84

예
체
능

음악학과 35 7 22 29 29

미용예술학과 30 11 3 14 28 1 29

소  계 65 11 3 21 22 57 1 0 58

합   계 500 282 20 128 22 452 20 7 479

1. 수시모집 미충원 인원은 정시모집(가군) 일반전형에 포함하여 선발함.
2. 간호교육인증평가‘5년 인증’획득 (2015년~ 2020년)
 - 2018학년도 간호학과 신입생은 간호학 학사학위 인증 적용됨.

2018학
년

도
 신

입
생

 수
시

 모
집

요
강

 / 35 



1. 지원자격

지원자격 및 제출서류03

전형유형 지 원 자 격

공 통 사 항
고등학교 졸업(예정)자 또는 법령에 의하여 고등학교 졸업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된 자로 
전형유형별 지원자격 해당자

정
원
내

일반계고교
일반계고등학교 및 특수목적고등학교 중 과학고·국제고·외국어고와 종합고 내 인문계과정, 
자율고의 졸업(예정)자

특성화고교
일반계고교 전형의 대상 고등학교를 제외한 모든 고등학교의 졸업(예정)자
(특성화·전문계고, 예술고, 체육고, 종합고 내 전문계과정 등)

추천자전형

아래 자격 중 하나라도 해당하는 자
■ 교사추천자 : 고등학교 교사의 추천을 받은 자(담임교사, 교과교사 등)
■ 교회담임목사추천자 : 교회 담임목사(당회장)의 추천을 받은 자
※ 본 대학교 교목실에서 실시하는 교리심사에서 이단교리(교파)로 판정되면 서류심사에서 

불합격 처리함.
■ 자기추천자 : 아래 요건(①~③) 충족자
①  비교과 활동 우수자 : 고등학교 재학 기간 중 교내 및 교외 단체에서 선행상, 효행상,                           

 공로상, 봉사상, 임원 및 동아리 활동 관련 등의 상을 받은 자
② 자격증 취득자 : 지원학과 관련 각종 자격증 소지자
③ 기타 : 위 요건에 해당하지 않아도 스스로 재능요소가 있다고 판단되면 모두 지원 가능

실기우수자 고등학교 졸업(예정)자 및 법령에 의하여 고등학교 졸업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된 자

정
원
외

농어촌학생

고등학교 졸업(예정)자로서 아래 유형(I, II)에 해당하는 자
■ 유형 I)
학생 본인이 농어촌 소재지 학교에서 중학교 입학 시부터 고등학교 졸업 시까지 
교육과정(6년)을 이수하고 해당 재학기간 중 본인 및 부모가 함께 농어촌 지역에 거주한 자
■ 유형 II)
학생 본인만 농어촌 소재지 학교에서 초·중·고등학교 전 교육과정(12년)을 이수하고 해당 
재학기간 중 농어촌 지역에 거주한 자
농어촌지역의 인정범위
■  「지방자치법」제3조에 따른 읍·면 지역 및「도서·벽지 교육진흥법 시행규칙」제2조에      
 따른 도서·벽지 지역

■  고등학교 재학 기간 중 행정구역 개편 등으로 읍·면 지역이 동으로 변경 또는 도서·벽지  
 지역이 해제된 경우에는 고등학교 재학 기간 동안 해당 지역을 읍·면 또는 도서·벽지  
 지역으로 인정함

※최종합격자는 고교 졸업시까지 자격기준을 유지하여야 하며, 입학시 자격확인을 위한 추가 서류를 제출해야 함.

기타사항
① 지원자격은 연속된 연수만을 인정함
② 제외자 : 검정고시 및 특수목적고(과학고, 외국어고, 국제고, 예술고, 체육고) 출신자

기 회 균 형
선 발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제2조 제1호의 수급권자, 제2호의 수급자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제2조 제10호에 따른 차상위계층 대상자
■ 「우선돌봄차상위 가구」의 학생
   (차상위 복지급여 대상자가 아니나 소득 인정액이 최저생계비의 120% 이하인 비수급 계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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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제출서류

■ 제출대상 : 고등학교 졸업예정자로 농어촌학생 전형에 지원하여 합격한 자
■ 제출기한 : 2018. 2.28(수)까지
■ 제출서류 : ① 고등학교 졸업증명서 1부 - 공통

                ② 부, 모, 본인의 주민등록초본 각 1부 

                    ▶ 지원자격(유형 II)「초·중·고등학교 12년간 전 교육과정 이수자」는 본인 주민등록초본 1부만 제출
■ 제출사유 : 농어촌학생 지원자격 확인(고교 재학기간 중 농어촌지역 거주 사실 확인) 
■ 유의사항 : 기한 내 서류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합격이 취소될 수 있음

                 주민등록초본은 고등학교 졸업일 이후 발급되고, 주소 이전 이력 전체가 기재된 것만 인정함.

※제출서류는 접수마감일 기준 최근 1개월 이내 발급된 서류에 한함 / 원본 및 사본 제출의 경우 원본대조 후에 반환함.

농어촌학생전형 합격자 추가 제출서류

전형유형 지 원 자 격

공 통 사 항

■ 학교생활기록부 사본 1부
   (2013년 졸업자 ~ 2018년 졸업예정자 중 온라인 제공 동의자 제외)
※동의 여부와 관계없이 온라인으로 제공하지 않는 학교는 반드시 제출

■ 검정고시 합격자 : 합격증명서 및 성적증명서 각 1부
   (2013년 1회차 ~ 2017년 1회차 합격자 중 대입전형자료 온라인 제공에 동의자 제외)
※2012년 이전 합격자 및 비동의자는 반드시 제출

정
원
내

일반계고교
■ 지원자 제출서류 공통사항 (해당자)

특성화고교

추 천 자
전 형

■ 교사추천자 : 교사 추천서 1부 (본 대학 소정서식)
■ 교회담임목사추천자 : 담임목사 추천서 1부 (본 대학 소정서식)
■ 자기추천자 : 자기 추천서 1부 (본 대학 소정서식) 및 아래 해당 증명서류 1부

①비교과 활동 우수자 : 해당 수상실적 증명서류
②자격증 취득자 : 해당 자격증(확인 후 본인에게 반환함) 또는 취득 증명서류 

실기우수자 ■ 지원자 제출서류 공통사항 (해당자)

정
원
외

농 어 촌
학 생

■ 공통 : 지원자격 심사 신청서 1부 (본 대학 소정양식)
■ 유형 I) 지원자

- 부, 모, 본인의 주민등록초본 각 1부 (주소 이전 이력 전체가 기재된 것)
- 가족관계증명서 1부 (지원자 명의 발급)
- 중학교 학교생활기록부 1부

■ 유형 II) 지원자
- 본인 주민등록초본 1부 (주소 이전 이력 전체가 기재된 것)
- 초·중학교 학교생활기록부 각 1부

■ 추가 제출서류(해당자)
- 사망 : 기본증명서 1부 (지원자 명의 발급)
- 이혼 : 혼인관계증명서 1부 (부 또는 모)

※위 서류로 가족관계 확인이 어려운 경우 반드시 제적등본 1부를 추가로 제출해야 함.
■ 기타사항

지원자격 확인 및 검증 내실화를 위해 해당 증빙서류를 추가로 요청할 수 있으며 요청시 
별도의 지정기간까지 해당 서류를 제출해야 함. (미제출시 불합격 처리)

기 회 균 형
선 발

■ 기초생활수급자 : 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 1부
■ 차상위 계층 : 차상위 복지급여 수급 확인서 1부 (시·군·구청 또는 읍·면·동 주민센터 발급)
   - 자활급여, 장애수당, 장애인연금 부가급여, 한부모가정 지원, 우선돌봄 차상위 가구 사업 대상자
■ 차상위 건강보험 본인부담경감 대상자 : 차상위 본인부담경감대상자 증명서 1부
   (국민건강보험공단 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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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전형유형별 전형요소 반영비율

2. 학교생활기록부 반영방법

가. 전형요소별 반영비율 및 배점

나. 학년별 교과성적 반영비율 및 방법

전형방법04

전형유형 구분 모집단위

전형요소 반영비율(%)
최저학력

기    준학생부
대학별고사

계
면접고사 실기고사

정

원

내

일 반 계 고 교 학생부

해당 모집단위 100 100

없음

항공서비스학과 90 10 100

간호학과 90 10 100

특 성 화 고 교 학생부

해당 모집단위 100 100

항공서비스학과 90 10 100

간호학과 90 10 100

추 천 자 전 형 학생부 전 모집단위 70 30 100

실 기 우 수 자 실 기 음악학과 30 70 100

정

원

외

농 어 촌 학 생 학생부

해당 모집단위 100 100

없음
항공서비스학과 90 10 100

간호학과 90 10 100

기회균형선발 학생부 간호학과 90 10 100

학생부
반영비율

모집단위
요소별 반영비율 점수배점 (최고점) 기본점수 (최저점)

교과성적 출결상황 교과성적 출결상황 계 교과성적 출결상황 계

100% 해 당  모 집 단 위 90% 10% 900 100 1000 760 50 810

90%
항 공 서 비 스 학 과 90% 10% 810 90 900 684 45 729

간 호 학 과 90% 10% 810 90 900 684 45 729

70% 해 당  모 집 단 위 90% 10% 630 70 700 532 35 567

30% 음 악 학 과 90% 10% 270 30 300 228 15 243

구    분 1학년 2~3학년

학년별 반영비율 30% 70%

교과목 점수산출방법 본 대학 지정 과목별 석차등급 활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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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반영교과

※반영교과 적용범위 : 졸업예정자(3학년 1학기까지), 졸업자(전학년) 

라. 반영방법

1) 교과목의 단위수는 반영하지 않음.

2)  특성화고교 등 1학년 또는 2~3학년 과정에 반영교과가 없거나 부족한 경우에는 해당 교과목이 있는 학년의 교과목의 평균을 반영함.

3) 간호학과 : 반영방법의 과목수는 해당 반영교과의 전체 과목수로 하여 반영.

◈ 학생부 석차백분율 범위(구간)

※2008년 이전 졸업자는 학생부 등급별 석차백분율에 따라 등급화 하여 성적을 산출함

  석차등급 산출방법 : 석차백분율(%)=(석차/이수자수) × 100 (석차백분율은 소수점 셋째자리에서 반올림하여 적용)

모집단위
반  영
과목수

반 영 교 과
반영방법

점수산출
활용지표1학년 2~3학년

해당 모집단위
(간호학과 제외)

8과목
국어, 영어, 수학, 사회, 과학

교과 중 상위 3개 과목
국어, 영어, 수학, 사회, 과학

교과 중 상위 5개 과목
대학지정

석차등급

간호학과 전과목
국어, 영어, 수학, 사회, 과학

교과 전과목
국어, 영어, 수학, 사회, 과학

교과 전과목
대학지정

졸업년도 구분 반 영 방 법

1999년~2018년
졸업(예정)자

교과목 반영 1학년 우수 3과목, 2·3학년 우수 5과목 반영 (단, 간호학과는 전과목 반영)

점수산출 {(1학년 3과목 석차등급의 합/3)×0.3}+{(2·3학년 5과목 석차등급의 합/5)×0.7}

1998년 졸업자
1학년 석차등급 {(1학년 1학기 석차등급 + 2학기 석차등급)/2×0.3}  +

2·3학년 교과목 {(2·3학년 5과목 석차등급 합/5)×0.7}

1997년 졸업자

석차등급
석차등급

{(1학년 1학기 석차등급 + 2학기 석차등급)/2×0.3} +

{(2학년 학기 석차등급 + 2학기 석차등급)/2×0.35} +

교과목 반영 {(3학년 5과목 석차등급 합/5)×0.35}

1997년 이전
졸업자

석차등급

{(1학년 1학기 석차등급 + 2학기 석차등급)/2×0.3} +

{(2학년 1학기 석차등급 + 2학기 석차등급)/2×0.35} +

{(3학년 1학기 석차등급 + 2학기 석차등급)/2×0.35}

등 급 1 2 3 4 5 6 7 8 9

석차백분율

(%)

0.01 4.01 11.01 23.01 40.01 60.01 77.01 89.01 96.01

4.00 11.0 23.0 40.0 60.0 77.0 89.0 96.0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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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 학생부 등급별 배점표 (교과목 점수산출 방법)
     - 학생부 석차등급(9등급)을 아래 대학 자체 기준에 따라 15등급으로 변환하여 교과 성적반영

바. 출결상황 반영방법

1) 반영요소

    - 학교생활기록부 전학년 출결상황에서 결석일수 반영

    - 무단(사고)에 한하며 질병 및 기타의 사유로 인한 결석, 지각, 조퇴, 결과는 제외

    - 지각, 조퇴, 결과는 합산하여 3회를 1일 결석으로 반영 

2) 반영방법

◈ 학생부 반영비율에 따른 등급별 배점표

※등급은(반영비율에 따른 학년별 평균등급 합산 후) 소수점 셋째자리에서 반올림한 등급으로 표시함

※산출식 : 편차X(20-결석일수)/20+기본점수 / 20일 이상 결석을 최저 점수로 하여 반영

◈ 대학 자체 등급기준(15등급)

변환
등급

학생부 기준 변환
등급

학생부 기준 변환
등급

학생부 기준

석차등급 급간 석차등급 급간 석차등급 급간

1 1.00 ~ 1.50 0.50 6 3.41 ~ 4.00 0.59 11 6.51 ~ 7.00 0.49

2 1.51 ~ 1.90 0.39 7 4.01 ~ 4.70 0.69 12 7.01 ~ 7.50 0.49

3 1.91 ~ 2.40 0.49 8 4.71 ~ 5.40 0.69 13 7.51 ~ 8.00 0.49

4 2.41 ~ 2.90 0.49 9 5.41 ~ 6.00 0.59 14 8.01 ~ 8.50 0.49

5 2.91 ~ 3.40 0.49 10 6.01 ~ 6.50 0.49 15 8.51 ~ 9.00 0.49

학생부 대학자체 변환등급

반영비율 배점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00% 1000 900 890 880 870 860 850 840 830 820 810 800 790 780 770 760

90% 900 810 801 792 783 774 765 756 747 738 729 720 711 702 693 684

70% 700 630 623 616 609 602 595 588 581 574 567 560 553 546 539 532

30% 300 270 267 264 261 258 255 252 249 246 243 240 237 234 231 228

모집단위 전형유형
요소별 배점

배점 기본점수 편차

해 당  모 집 단 위
(아래 모집단위 제외)

정원내 일반계고교, 특성화고교
100 50 50

정원외 농어촌학생

전  모 집 단 위 정원내 추천자전형 70 35 35

항 공 서 비 스 학 과
정원내 일반계고교, 특성화고교

90 45 45
정원외 농어촌학생

간 호 학 과
정원내 일반계고교, 특성화고교

90 45 45
정원외 농어촌학생, 기회균형선발

음 악 학 과 정원내 실기우수자 30 15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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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학교생활기록부 없는 자의 반영방법

가. 검정고시 출신자 : 평균점수를 활용하여 등급 산출 후 대학 자체기준 적용 (비교내신)

1. 선발방법

가.  모집단위, 전형유형별로 전형요소(학생부, 대학별고사 성적 등)를 합산하여 전형총점 순으로 모집단위별 모집인원의  

 100%에 해당하는 인원을 선발한다.

나. 예비합격 후보자는 합격자 발표시 전형유형별로 일괄 발표한다.

다. 수시모집의 미충원 인원은 정시모집「가」군으로 이월하여 선발한다.

    ※이월인원은 수시모집 등록마감 후 홈페이지에 별도 공지함.

라.  동점자가 발생할 경우「모집인원 유동제」를 적용하여 당초 모집인원 보다 초과하여 선발하고, 초과한 인원에 대해서는  

 정시모집 인원에서 감축한다. (단, 정원내 특별전형만 해당)

마. 지원자격을 위반하여 지원한 자, 면접 및 실기고사를 실시하는 전형에 결시한 자는 불합격 처리한다.

바.  등록기간 이전에 합격자가 등록을 포기하는 경우 모집단위별 예비합격 후보자 중 순위에 따라 합격자를 선발하여 등록 

 기간 전 개별 통지할 수 있다.

사.  입학전형 성적이 다른 지원자에 비하여 현저히 낮은 경우 인원에 관계없이 본 대학 대학입학전형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선발하지 않을 수 있다.

2. 동점자 처리 기준

가. 정원내

      ■ 전형총점 기준으로 동점자가 발생할 경우 모집인원 유동제를 적용하여 모두 합격처리 한다.

         (단, 동점자를 포함한 합격인원은 2018학년도 모집단위별 입학정원을 초과할 수 없다.)

나. 정원외

      ■ 전형총점 기준으로 동점자가 발생할 경우 아래 처리기준에 따라 합격자를 선발한다.

         -제1순위 : 학생부 반영방법에 의한 전학년 환산성적 우수자

         -제2순위 : 학생부 반영방법에 의한 2·3학년 환산성적 우수자

         -제3순위 : 학생부 반영방법에 의한 1학년 환산성적 우수자

         -제4순위 : 출결상황 반영방법에 의한 환산성적 우수자

         -제5순위 : 대학별고사(면접 및 실기고사) 성적 우수자

나. 학생부 성적산출(석차, 등급 등) 자료가 없는자 : 학생부 최저점수 부여

등급 평균점수 등급 평균점수 등급 평균점수

1 96.01~100 4 84.01~88.00 7 70.01~75.00

2 92.01~96.00 5 80.01~84.00 8 65.01~70.00

3 88.01~92.00 6 75.01~80.00 9 65.00 이하

선발원칙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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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면접고사
가. 추천자전형

구  분 내    용

면 접 고 사 일 2017년 10월 21일(토) 09:00

모 집 단 위

인 문 사 회
유아교육과, 사회복지학과, 부동산금융학과(주간), 부동산금융학과(야간)

경찰행정학과, 항공서비스학과, 중국비즈니스학과, 한국어교육과

자 연 과 학 간호학과, 식품영양학과

공 학 컴퓨터소프트웨어공학과, 소방방재공학과, 항공기계공학과

예 체 능 음악학과, 미용예술학과

평 가 기 준
추천요소, 적성, 인성, 태도, 의사소통능력, 표현력, 전공에 대한 관심도, 
지원동기 등 본 대학 평가기준(정성)에 의해 종합평가

나. 일반계·특성화고교, 농어촌학생, 기회균형선발
구  분 내    용

면 접 고 사 일 2017년 10월 28일(토) 09:00

모 집 단 위
인 문 사 회 항공서비스학과

자 연 과 학 간호학과

평 가 기 준
적성, 인성, 태도, 의사소통능력, 표현력, 전공에 대한 관심도, 지원동기 등 
본 대학 평가기준(정성)에 의해 종합평가

※ 유의사항
      ■ 면접고사 결시자는 불합격 처리함.

      ■  수험생은 면접고사 당일 수험표, 신분증(주민등록증, 여권, 학생증 중 1개)을 반드시 지참하고 면접고사 20분 전까지  

 지정된 장소에 입실하여야 함

      ■ 면접고사가 시작된 이후에는 고사장에 입실하지 못함

      ■  모집단위별 면접 대상자가 50명을 초과하거나, 필요한 경우 면접고사 시간을 나눠 시행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사전에  

 홈페이지에 공지함

      ■ 면접고사 관련 세부 일정 및 내용은 홈페이지 공지

대학별고사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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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실기내용 및 배점

2. 실기고사 (음악학과)

가. 대상 모집단위

나. 유의사항
      ■ 실기고사 결시자는 불합격 처리함

      ■  실기고사는 원서 접수시 모집단위별 실기분야 중 하나를 선택하고 이후 변경할 수 없음

      ■  수험생은 실기고사 당일 수험표, 신분증(주민등록증, 여권, 학생증 중 1개)을 반드시 지참하고 실기고사 20분 전까지  

 지정된 장소에 입실하여야 함

      ■  실기고사가 시작된 이후에는 고사장에 입실하지 못함

      ■  모집단위별 실기 대상자가 30명을 초과하는 경우 실기고사 시간을 나눠 시행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사전에 홈페이지에  

 공지함

      ■  부정한 방법이나 대리 시험시 퇴실 및 불합격 처리함

      ■ 실기고사 관련 세부 일정 및 내용은 홈페이지에 공지

구  분 내    용

모집단위 예 체 능 음악학과

해 당 전 형 실기우수자

실 기 고 사 일 2017년 10월 27일(금) 09:00

분    야 실 기 내 용 배점

클 래 식

피아노 자유곡 2곡
350

350

오르간 자유곡 1곡 (피아노, 오르간 중 택1하여 연주) 700

성악 자유곡 1곡 700

관·현악 자유곡 빠른 한 악장 700

작곡 3부 형식의 피아노곡 작곡 (주어진 동기 사용) 700

실용음악

보컬 자유곡 1곡 700

실용악기 자유곡 1곡 연주 700

실용미디작곡 선율 창작 후 코드 붙이기 (세컨더리 도미넌트 포함) 700

유의사항

■  실기고사는 분야별로 실시하며, 지원자는 이중 택 1 하여야 함.
■  실기고사 분야별 전형총점은 700점으로 하며, 분야별로 지정된 곡은 반드시 연주하여야 함.
■  실기고사는 반드시 지정된 과제를 실시(연주) 하여야 하며, 이를 위반한 경우 불합격 처리함.
■  실기 시험곡은 암보로 연주하며, 연주 중 평가위원이 충분히 들었다고 판단될 경우 연주를   

 중단시킬 수 있음.
■  성악은 원어로 하되 지원자의 음역에 맞게 이조 가능함.
■  모든 악기(피아노, 오르간, 건반, 드럼 제외)와 MR(오디오 CD), 반주자는 지원자가 준비하여야 함.
■  보컬 및 성악 분야 지원자는 반주자 또는 MR(전체 코러스 삽입금지)을 준비하여야 함.
■  보컬 지원자는 악보(자유곡 1곡) 3부를 실기고사 당일 반드시 제출하여야 함. (미제출시 감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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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접수기간 : 2017. 9. 11(월) 09:00 ~ 9. 15(금) 18:00

2. 접수방법 및 절차

가. 인터넷접수

    1) 대행업체 : 진학어플라이(www.jinhakapply.com) /  ☎1544-7715

                     유웨이어플라이(www.uwayapply.com) / ☎1588-8988

    2) 접수절차 : 24시간 접수가능 (단, 원서접수 마감일은 18:00까지)

나. 방문접수 : 입학처(본관 1층) / 접수시간(09:00~18:00까지)

회원가입

작성내용 확인

대학선택
원서작성

전형료
결제

모집단위, 전형 등

원서접수
확인

우편 또는 방문            

서류제출
(해당자)

대행업체
(통합 회원가입)

입학원서 접수07

3. 유의사항

가. 입학원서는 지원자 본인만 작성하여 지원할 수 있으며, 타인 및 대리접수는 불가능함.

나. 원서 작성 전에 모집요강과 유의사항을 반드시 숙지한 후에 입학원서를 작성하여야 함

다. 원서 작성시 나타나는 확인 문구 등을 반드시 확인하고 모두 정확하게 작성하여야 함

라. 입력한 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 지원자에게 책임이 있으며 본 대학에서는 책임지지 않음

마. 접수 후 입학원서의 수정 및 취소가 불가하므로 반드시 입력 내용을 확인하고 접수하여야 함

바. 전형료를 결제해야 접수가 완료되며, 수험표 및 입학원서 등의 출력이 가능함.

사.  인터넷접수를 통해 지원한 경우 본인이 지원한 원서접수 대행업체 홈페이지에서 접수여부를 확인하여야 하며,  

 미확인으로 인해 발생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지원자에게 책임이 있음.

4. 서류제출 안내

가. 제출기간 : 2017. 9. 11(월) ~ 9. 22(금) 18:00까지

나. 제출대상 : 아래 해당자

1) 학생부 온라인 제공 미동의자(미제공 학교 포함) 및 2012년 2월 이전 졸업자 : 학교생활기록부 1부

2) 검정고시 합격자 : 검정고시 합격증명서 및 성적증명서 각 1부 (단, 검정고시 대입전형자료 제공 확인 및 신청자 제외)

3) 추천자전형 지원자 : 해당 지원자격별 제출서류

4) 정원외 특별전형 지원자 : 해당 지원자격별 제출서류

5) 기타 : 지원자격 등 확인 및 검증 내실화를 위해 추가로 요청한 제출서류, 기타 서류제출 대상자

다. 제출방법 : 등기우편(제출마감일 소인 유효), 택배 또는 방문제출

※제출 후 반드시 도착여부를 본인이 직접 확인하여야 함. (미도착에 따른 불이익에 대해 책임지지 않음)

라. 제 출 처 : 경남 창원시 마산회원구 팔용로 262 창신대학교 입학처 (055-250-3114)

마. 유의사항 : 제출서류 미제출자는 불합격 처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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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합격자 발표 및 등록

가. 합격자 발표 : 2017. 11. 9(목) 14시 / 본 대학 홈페이지(www.cs.ac.kr) 발표
      ※수험생은 합격여부를 반드시 홈페이지에서 조회하여야 함. (개별 통보하지 않음)

나. 합격자 등록 

구 분 대상자 납부기간 납부장소

등록확인예치금 최초 합격자 2017.12.18(월) ~ 12.21(목) 본 대학 지정은행
(합격자 발표시 안내)잔 여 등 록 금 등록확인예치금 납부자 2018. 1.31(수) ~ 2. 2(금)

다. 유의사항
1) 인터넷으로 합격자를 발표하므로, 등록 의사는 등록확인예치금 납부 결과로 판단함. 

    (납부하지 않을 경우 등록 의사가 없는 것으로 처리함)

2)  수시모집 합격자는 수시모집 등록기간 내에만 등록 처리하며, 수시모집에 복수로 합격한 자는 등록기간 내에 1개  

 대학에만 등록하여야 함.

3) 합격통지서, 등록확인예치금 납입고지서, 합격자 등록안내문 등은 본 대학 홈페이지에서 직접 출력하여 사용함. 

    (별도 고지하지 않음)

4) 수시모집에 합격하여 등록한 자는 정시 및 추가모집에 지원할 수 없음.

5) 등록확인예치금 납부 후 잔여등록금을 납부하지 않을 경우 미등록으로 인한 등록포기로 처리함.

2. 충원합격자 발표 및 등록
가.  최초 합격자의 등록 마감(2017.12.21) 이후 합격자의 미등록 또는 등록 후 등록 포기가 발생할 경우 해당 모집 

 단위와 전형의 예비합격자 순위에 따라 충원합격자를 발표함.

나. 충원합격자 발표 통보마감은 2017.12.27(수) 21:00까지로 하며 예비합격 순위에 따라 선발함.

다.  충원합격자 발표는 본 대학 홈페이지에 공지하므로 예비 합격 순위를 부여받은 수험생은 반드시 충원합격  

 여부를 인터넷으로 조회하여야 함. (개별 통보하지 않음)

라.  3차 충원합격 발표부터는 홈페이지 공지와 함께 입학원서에 기재된 연락처로 개별통보하며 연락처의 기재오류 

 (변경사항 입학처 미통보 포함)나 연락이 되지 않아 합격 통보가 되지 않는 경우(3회 통화시 까지 연락이 되지  

 않는 경우 포함) 충원합격 대상에서 제외하며, 이에 대한 책임은 본인에게 있음.

마.  충원합격자가 정해진 등록기간 내에 등록확인예치금을 납부하지 않거나, 충원합격 통보시 등록 의사를 밝히지  

 않거나, 합격통보가 되지 않는 경우에는 차순위자에게 합격을 통보할 수 있음.

바. 충원합격은 수험생 본인의 등록의사와 관계없이 합격으로 처리함.

사. 예비합격 순위를 부여받은 수험생은 그 순위를 포기할 수 없음. (지원 사실을 포기할 수 없음)

아.  입학전형 성적이 다른 지원자에 비하여 현저히 낮은 경우 본 대학 대학입학전형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모집 

 인원에 관계없이 선발하지 않을 수 있음.

합격자 발표 및 등록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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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복수지원 금지사항

■  수시모집 대학(산업대학, 교육대학, 전문대학 포함)에 합격한 자(최초 및 충원합격자 포함)는 정시모집 및 추가모집에  

 지원할 수 없음.

■  대학(교육대학 포함, 산업대학·전문대학 제외)은 수시모집의 모든 전형에서 6개 전형을 초과하여 지원한 자에 대해서는  

 접수를 인정하지 않음. (6개 전형에는 수시모집의 모든 전형이 해당됨)

■  정시모집에 있어서 모집 기간 군이 같은 대학(교육대학 포함)간 또는 동일 대학 내 모집 기간 군이 같은 모집단위(일반 

 전형과 특별전형간 포함)간 복수지원을 금지.

■  정시모집에 합격하고 등록(최초 등록 및 미등록 충원과정 중의 추가등록을 포함)한 자는 추가모집에 지원할 수 없음.  

 (추가모집 기간 전에 정시모집 등록을 포기한 자에 한하여 추가모집 지원 가능)

■  대학(산업대학 및 교육대학·전문대학 포함)과‘특별법에 의해 설치된 대학·각종학교’간에는 복수지원 금지 및 이중 

 등록 금지 원칙을 적용하지 않음.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대학 : 3군 사관학교, 광주과기원, 경찰대학, 대구과기원, 카이스트, 한국예술종합학교 등

■  대학별 입학전형이 종료된 후, 복수지원 위반 사실이 전산자료 검색을 통해 확인될 경우 입학을 무효로 함.

2. 등록 관련사항

<이중등록 금지 및 등록>

■   모집 시기별로 지원하여 입학할 학기가 같은 2개 이상의 대학(산업대학·교육대학·전문대학 포함)에 합격한 자는  

 하나의 대학에만 등록(등록확인예치금 납부 포함)하여야 함.

■  수시모집 예치금 납부에 있어서도 다수의 대학에 납부할 수 없으며(1개 대학에만 납부하여야 함), 

   수시모집 예치금을 납부하는 것은 대학에 등록하겠다는 의사 표현으로 예치금 납부 이후 이 사실을 포기할 수 없음.

  ※예치금 납부에 있어 다수의 대학에 예치금을 납부한 수험생은 지원 위반자로 처리하여 합격 사실을 취소할 수 있음

■  수시모집 합격자는 수시모집 등록기간 내에만 등록 처리하며, 수시모집에 복수의 대학에 합격한 자는 수시모집 등록 

 기간 내에 1개 대학에만 등록하여야 함. 

   (등록이란 문서 등록 또는 등록확인예치금을 납부한 상태를 의미함)

■  수시모집에서 합격한 대학에 이미 등록한 자가 다른 대학에 충원 합격하여 그 대학에 등록하고자 할 경우에는 선 등록한  

 대학을 포기한 후, 충원 합격 대학에 등록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등록포기 및 납부한 등록금 환불 요청은 입학안내 홈페이지에서 신청 가능)

■  대학별 입학전형이 종료된 후, 이중등록 사실이 전산자료 검색을 통해 확인될 경우 입학을 무효로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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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유의사항
 

「수시모집에 해당하는 모든 전형을 대상으로 지원 가능한 횟수는 최대 6회로 제한함」

  ■  수시모집에서 6개 전형을 초과하여 지원한 경우 해당 전형에 대해서는 지원 자격을 부여하지 않음

     - 대학의 수와 관계없이 지원한 모든 대학의 전형을 대상으로 하며, 1개 대학에 복수 지원한 경우 각각 지원횟수로 산정

      - 산업대학·전문대학에 지원한 경우는 횟수에 포함하지 않음

      - 지원자가 6회를 초과하여 원서를 접수한 경우, 원서접수 시간 순서상 6회 이후의 접수는 취소함.

         (지원횟수 기준 : 온라인 접수는 전산에 입력된 시간, 창구 접수는 대학이 지원자의 원서를 접수한 시간)

      - 수시모집 원서 접수시 하나의 전형에서는 하나의 모집단위에만 지원 가능함

  ■  본 대학은 수시모집 복수지원 가능함. (전형별 지원자격을 충족하면 모든 전형 간 복수지원 가능)

■  합격자 발표는 대학 홈페이지에 공지하므로 반드시 본인이 확인하여야 함.

■  원서 접수를 마감한 후에는 접수를 취소하거나 모집단위(전형유형) 및 기재사항을 변경할 수 없으며, 전형료를 환불받을  

 수 없음. (단, 모집요강의 반환사유에 해당될 경우 제외)

■  수시모집 합격자(최초 합격자 및 충원합격자)는 수험생의 등록 의사와 관계없이 합격으로 처리되며, 정시모집과 추가 

 모집에 지원할 수 없음.

■  수시모집 예비 합격 순위를 부여받은 경우 부여받은 순위를 포기할 수 없음. (지원 사실을 포기할 수 없음)

■  수시 및 정시모집 합격자가 충원 합격자 발표 기간 중 다른 대학의 충원 합격 통보를 받은 경우 합격자는 등록을 원하지  

 않는 대학에 대해 해당 대학 등록 포기 의사를 즉시 전달하여야 함.

■  합격취소 및 등록금 환불 요청서는 입학 관련 홈페이지에서 다운받을 수 있음. (홈페이지에서 신청 가능)

■  제출서류가 있는 지원자는 지정된 제출기한까지 입학처로 등기우편(제출마감일 소인 유효), 택배 또는 방문 제출하여야  

 하며, 미제출시 지원자격 미비로 불합격 처리함.

■  원본제시를 요하는 경우 반드시 원본을 동봉하고, 회신용 봉투도 함께 동봉하여 제출해야 한다.

   (회신용 봉투에 지원자의 주소, 성명 기재 및 등기우표 부착)

■  전형과정에서 지원자격 확인 및 검증 내실화 등을 위해 해당 증빙서류를 추가로 요청할 수 있으며, 요청시 별도의 지정 

 기간까지 해당 서류를 제출하여야 함. (미제출시 불합격 처리함)

■  2018년 고등학교 졸업예정자로서 농어촌학생(정원외)에 지원하여 합격한 경우 2018년 2월 28일 까지 지원자격 확인을  

 위한 서류를 추가로 제출하여야 하며, 미제출시 합격을 취소할 수 있음.

■  기타 지원 자격에 미달될 경우 합격을 취소한다.

■  제출된 서류와 전형료는 일체 반환하지 않는다.

■  모집 시기별로 미달 또는 미등록으로 인해 발생한 결원(전형기간 중의 등록금 환불자 포함)은 다음 모집시기로 이월 

 하여 선발함. (정원외 특별전형 포함)

■  수시모집에서 동점자가 발생한 경우「모집인원 유동제」를 적용하여 당초 모집인원 보다 초과하여 선발하고, 초과한  

 인원에 대해서는 정시모집 인원에서 감축함. (단, 정원외 특별전형 제외)

■  전형기간 중 수험생에게 알리는 공지사항 등은 개별통지 하지 않고, 본 대학 홈페이지에 공고한다.

■  전형기간 중 주소, 연락처 등이 변경된 경우 즉시 입학처로 변경사항을 통보해야 한다.  

  (연락두절로 합격자 통보 등을 받지 못한 경우 모든 책임은 지원자에게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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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류 미비, 기재상의 착오 및 누락, 주소불명, 모집요강에서 요구하는 사항 미이행 등으로 발생하게 되는 불이익에 대해 

 서는 본 대학에서 책임지지 않는다.

■  2013년 ~ 2017년 졸업자 및 2018년 졸업예정자 중 입학원서 접수시 학교생활기록부 전산자료의 온라인 제공에 동의 

 하지 않은 자(온라인 제공 시스템 미설치교 출신자 포함)는 반드시 학교생활기록부 사본을 해당 기간 내에 본 대학 입학 

 처로 제출하여야 한다.

■  학교생활기록부 사본은 반드시 원본대조 확인 및 출신 고등학교장의 직인이 날인된 것을 제출한다.

■  2018년 졸업예정자는 당해연도에 졸업을 하지 못하면 합격이 취소된다.

■  본 대학은 신체적·정신적 장애를 이유로 입학을 제한하고 있지는 않으나, 신체적 장애가 있을 경우 실험·실습 등  

 학업에 어려움이 있을 수 있고, 졸업 후 해당분야 자격취득이 불가능하거나 진로에 지장을 받을 수 있음. 

  (간호학과 결격 예상기준 : 전 색맹, 의료법에 의한 의료인 결격사유 해당자)

■  대학별고사(면접 및 실기고사) 응시 대상자 중 장애 등으로 인해 별도의 지원이 필요한 경우 해당 고사 3일전까지 입학 

 처로 신청하면 장애학생지원센터를 통해 상담 및 장애학생도우미, 개별 대기실 배정 등의 편의를 제공함.

■  대입 지원에서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하거나 이에 협조하여 공정한 학생선발 업무를 방해한 경우, 입학 무효 및 별도의  

 처벌을 받을 수 있음.

■  본교 및 타대학에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한 자는 입학 취소 후 3년 동안 본교에 지원할 수 없음. 

■  입학사정에 사용된 전형 자료에 주요 사항이 누락되거나 허위 또는 부정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는 입학을 취소 할  

 수 있음. 이에 따라 입학이 취소되는 경우 해당자가 납부한 등록금은 반환하지 아니함. 단, 등록금을 납부한 학기가 종료 

 되지 않은 경우에는「대학 등록금에 관한 규칙」별표 2의 반환기준에 준하여 반환함.

■  창신대학교 학칙시행세칙 제14조 제4항에 따라 신입생은 입학한 학년도 첫 학기에 휴학할 수 없다. 

   (단, 질병 및 병역으로 인한 휴학은 제한을 두지 않는다.)

■  본 대학에 입학원서를 제출하는 것은 입학전형을 목적으로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학교생활기록부 및 수능 성적자료  

 온라인 제공에 동의하는 것으로 해당 업무 처리 기간 동안 개인정보를 보유·이용·제공하는 것에 동의하는 것으로  

 처리한다. (최종 등록자는 입학 후 학사 업무에 활용되는 것을 포함)

■  입학성적에 관한 사항은 일체 공개하지 않는다.

■  최종 입학전형이 종료된 후 모든 대학의 신입생 지원, 합격, 등록 상황을 전산자료 검색하여 금지된 복수지원 및 이중 

 등록 등 위반 사실이 확인될 경우 입학을 무효(취소)로 한다.

■  모집요강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한국대학교육협의회 대학입학전형 기본사항 또는 본 대학의 대학입학전형관리 

 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처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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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등록 포기 및 등록금 환불절차

가. 신청기간 : 2017.12.22(금) ~ 2018. 2.26(월) / 평일 은행업무 시간 내

나. 신청방법 :. 본 대학 입학안내 홈페이지의「입학포기 환불신청 시스템」에서 관련사항 조회 후 본인 인증 절차를 통해 

신청하여야 함.

다. 신청절차 : 홈페이지 신청 (방문신청 불가)

 

라. 환불방법 : 입학원서 접수 시 입력한 환불계좌로 입금

                  (환불계좌 정보 미제공자 : 입학처 방문신청 / 대학 요청 서류를 제출해야 신청이 완료됨)

2. 유의사항

가. 등록 포기 및 등록금 환불 신청 후 취소할 수 없음.

나.  등록금 환불은 입학원서 접수시 본인이 입력한 환불계좌로만 가능하며, 이를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는 입학처로 문의  

 후 해당 증빙서류를 제출하고 인정된 경우에만 가능함.

다.  수시모집에서 합격한 대학에 이미 등록한 자가 충원합격 발표 기간 중 다른 대학에 충원 합격하여, 그 대학에 등록 

 하고자 할 경우에는 포기하고자 하는 대학에 포기의사를 즉시 전달하고 충원합격 등록마감일 이전까지 등록을 포기 

 하여야 함

라. 충원합격으로 등록을 포기할 경우 선 등록한 대학을 포기한 후, 충원합격 대학에 등록하여야 함.

마. 등록마감일 이후 등록 포기시 이후 대학(전문대학, 산업대학, 교육대학 포함)의 정시 및 추가모집에 지원할 수 없음.

등록 포기 등에 따른 등록금 환불은「대학 등록금에 관한 규칙」에 의거하여 처리함.
▪ 환불기간 중 토요일, 일요일, 법정공휴일은 환불하지 않음. (신청은 가능)

홈페이지 방문
(www.cs.ac.kr)

조회·본인확인
(본인 인증번호 전송)

유의사항 확인
포기사유 입력

환불계좌 확인
(입학원서 환불계좌)

신청완료

등록 포기 및 환불안내10
2018학

년
도

 신
입

생
 수

시
 모

집
요

강
 / 49 



1. 전형료

모집단위 전형유형
전 형 료

일반
대학별고사

계
면접 실기

전체 모집단위
(아래 학과 제외)

일반계고교, 특성화고교, 농어촌학생 2만원 2만원

추천자전형 2만원 1만원 3만원

항공서비스학과 일반계고교, 특성화고교, 농어촌학생 2만원 1만원 3만원

간 호 학 과
일반계고교, 특성화고교, 농어촌학생 2만원 1만원 3만원

기회균형선발 2만원 1만원 면제

음 악 학 과 실기우수자 2만원 2만원 4만원

가.  면제대상 :「국가보훈대상자,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은 전형유형에 관계없이 해당 증빙서류 제출시 전형료 

                 를 면제함.

1) 인터넷접수(대행업체)를 통해 전형료를 사전 결제한 경우, 증빙서류 제출시 해당금액을 반환함.

2) 증빙서류 제출 : 접수기간 및 접수 마감 후 7일 이내 까지 제출

나. 원서 접수를 마감한 후에는 접수를 취소할 수 없으며, 전형료를 환불받을 수 없음.

다. 인터넷 원서 접수시 소요되는 수수료는 전형료에 포함되어 있지 않음

2. 전형료 환불

가. 반환 사유 및 금액

※ 원서 접수를 마감한 후에는 접수를 취소할 수 없으며, 전형료를 환불받을 수 없음. 다만, 아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에는 전형료 일부 혹은 전액을 환불받을 수 있음.

1) 입학전형에 응시한 사람이 착오로 과납한 경우 : 과납한 금액

2) 대학의 귀책사유로 입학전형에 응시하지 못한 경우 : 납부한 입학전형료 전액

3) 천재지변으로 인하여 입학전형에 응시하지 못한 경우 : 납부한 입학전형료 전액

   (대학이 요구할 경우 관련 증빙서류를 즉시 제출하여야 함)

4) 질병 또는 사고 등으로 의료기관에 입원하거나 본인의 사망으로 입학전형에 응시하지 못한 경우

   (해당 사항을 증명할 수 있는 경우만 해당) : 납부한 입학전형료 전액

5)  단계적으로 실시하는 입학전형에 응시하였으나 최종 단계 전에 불합격한 경우 : 납부한 입학전형료 중 응시하지  

 못한 단계의 입학전형에 드는 금액

6) 해당 전형의 지원자격 미달로 인하여 전형대상에서 제외된 자(서류 미제출 제외) : 납부한 입학전형료 전액

7) 「고등교육법」제34조의4 제5항 및 제42조의3에 따라 입학전형 관련 수입·지출에 잔액이 발생될 경우 : 응시한  

 사람이 납부한 입학 전형료 비례하여 반환

나. 반환방법 : 입학 전형료 반환방법은 원서 접수시 아래 방법 중 하나를 선택하여야 함.

※ 이체수수료 비용이 반환될 금액 이상일 경우 반환하지 않으며, 계좌정보 기재 오류로 인한 불이익은 본교에서 책임

지지 않음 (재반환 불가)

1) 반환대상자가 인터넷 원서 접수시 입력한 금융기관의 환불계좌로 이체 (이체수수료 차감 후 지급)

2) 본 대학에 직접 방문

전형료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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