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연성에서 나의 STORY는 BIGT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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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롭게 시작하는 나의 꿈, 나의 이야기

연성과 함께 한다면

남다른 STORY, BIGTORY로 이어집니다.

연성대학교의 새로운 입학 브랜드, BIGSTORY

연성대학교 입학홍보처 @yeonsunguniversity yeonsung.university yeonsung University

경기도 안양시 만안구 양화로37번길 34 연성대학교 입학홍보처

TEL 031) 441-5994~5    FAX 031) 441-14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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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C형 인재양성

•�폭넓은�교양과�참된�품성을�갖춘  

지성인(Cultivated)

• 전문지식과��통섭적�사고를�갖춘��

창의인(Creative)

• 나눔과�협력을�실천하는��

소통인(Cooperative)

04  Innovation – 대학 중장기 발전계획

06  Pride – 1등 혁신 대학 연성

08  Big – 남다른 교육 지원

10  Global – 해외로 뻗어가는 연성인

12  Infra – 교육을 위한 최적의 환경

15  YST Sketch

23  신입생 모집요강

56  학과 소개

76 캠퍼스 맵

78  에필로그

교육목표

•�융합교육 

융합교육을 통한 전문지식, 통섭적 사

고와 개방적 협업 능력 배양

•�인성교육 

인성교육을 통한 도덕적 품성, 폭넓은 

교양 및 실천적 지혜 함양

•�소통교육 

이웃, 사회, 세계와 공감하고 교류하

는 능력 함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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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문지식과��통섭적�사고를�갖춘��

창의인(Creativ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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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  Innovation – 대학 중장기 발전계획

06  Pride – 1등 혁신 대학 연성

08  Big – 남다른 교육 지원

10  Global – 해외로 뻗어가는 연성인

12  Infra – 교육을 위한 최적의 환경

15  YST Sketch

23  신입생 모집요강

56  학과 소개

76 캠퍼스 맵

78  에필로그

교육목표

•�융합교육 

융합교육을 통한 전문지식, 통섭적 사

고와 개방적 협업 능력 배양

•�인성교육 

인성교육을 통한 도덕적 품성, 폭넓은 

교양 및 실천적 지혜 함양

•�소통교육 

이웃, 사회, 세계와 공감하고 교류하

는 능력 함양

건학이념

도의교육(道義敎育)과 노작교육(勞作敎育)사상을 구현하고 창조적인  

기술장인을 육성하여 국가 발전에 필요한 산업역군을 배출함에 있다.

교훈

誠實성실 創意창의 勤勉근면

Mission

지성·창의·소통 능력을 갖춘 전인적 인재를 양성하여 국가와 사회에 기여

Vision

세계적 수준의 직업교육 일류대학

2022년 국내 직업교육 우수대학 TOP 5

학생의 미래에 

연성의 꿈이 있습니다

연성의 내일에 

학생의 성장이 있습니다

끊임없는 혁신으로 새로운 역사를 창출해 온 연성이

학생을 위한 새로운 BIG-STORY를 쓰고 있습니다.

04  Innovation – 대학 중장기 발전계획

06  Pride – 1등 혁신 대학 연성

08  Big – 남다른 교육 지원

10  Global – 해외로 뻗어가는 연성인

12  Infra – 교육을 위한 최고의 환경

15  YSU Sketch

19  신입생 모집요강

50  학과 소개

71 캠퍼스 맵

교육목표

•�융합교육 

융합교육을 통한 전문지식, 통섭적  

사고와 개방적 협업 능력 배양

•�인성교육 

인성교육을 통한 도덕적 품성, 폭넓은 

교양 및 실천적 지혜 함양

•�소통교육 

이웃, 사회, 세계와 공감하고 교류하는 

능력 함양

3C형 인재양성

•�폭넓은�교양과�참된�품성을�갖춘��

지성인(Cultivated)

• 전문지식과��통섭적�사고를�갖춘��

창의인(Creative)

• 나눔과�협력을�실천하는��

소통인(Cooperative)

02 YEONSUNG UNivErSitY 032022학년도 신입생 모집안내 03



연성대학교는 중장기발전계획 ADVANCE+ 2022와

     YSU EDUCATION 4.1 교육 혁신을 통해 대한민국 

          대학교육을 선도하고 있습니다.

미래와 교육에 대한 

남다른 시각,

연성이 하면 혁신도 

특별합니다

Innovation – 대학 중장기 발전계획

ADVANCE
Associated & 

creative education

Developing personalized 
career plans

맞춤형�경력관리체계�강화

Value-creating 
cooperation 

with industries

가치창출�산학협력�강화

Active leadership 
& communication

�선도적�리더십�강화

Networking  
worldwide

글로벌�교육체제�구축

Contribution 
to society
사회적�책무�강화

Evolving 
smart campus

스마트�캠퍼스�구축
창의·융합 교육체제 혁신

YSU EDUCATION 4.1 교육혁신

· 산업맞춤형 역량중심 교육 특성화

· 경계를 넘나드는 혁신 교육

· 교학상장(敎學相長) 학습 공동체

· 학생중심 맞춤형 지원체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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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재정지원사업 
전관왕 달성

SCK 특성화 

전문대학 전국 1위

마이스터대학 선정 

(전문기술석사과정 신설)

2021년 5월 전국 133개 전문대학 중 5개 

대학(컨소시엄)만 선택되는 마이스터대학에 선정, 

전문대학 최초로 석사과정을 제공하며 명실상부한 

최고의 전문대학으로 자리매김한 대학

2015년 이후 교육부 주관 대학평가, 

주요 재정지원사업에 모두 선정되고 최우수 등급· 

전국 1위의 평가 결과를 통해 얻은 재정지원을 

오직 학생 교육에 100% 투자하는 대학

연성은 학생들의 교육과 만족, 미래를 위해 아낌없이 

투자하고 있습니다.

LINC+ 사회맞춤형 산학협력 

선도전문대학 전국 1위

대한민국 혁신전문대학 

3유형 최우수등급

WCC 세계적 수준의 

전문대학 전국 1위

직업능력개발 

훈련기관 인증대학
교육기부 우수기관

교육기부 

진로체험기관

KAVE 고등직업교육 

품질인증대학

KEDI교원양성기관평가 

최우수 A등급 대학

한국산업인력공단 

K-MOVE 스쿨

대한민국 혁신전문대학 

1유형 최우수등급

최근 6개년간

재정지원 수혜374 억 원

교육부 평가 
모든 사업부분

전국 최우수 등급

차원이 다른 경쟁력 

압도적 성과로 연성이 

앞서갑니다

Pride – 1등 혁신 대학 연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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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6 %
4년제 대학 대비 높은 취업률

+14.6%

수도권 최고 수준의 취업률

72.6%

+8 %
수도권 평균 장학금 대비 초과 지원 전체 재학생 중 장학금 수혜

55.6%
등록금 대비 연평균 장학금 수혜사회가 원하는 준비된 인재,

연성이 인재를 위한 

미래를 그리고 있습니다

국내 최고 수준의 장학금을 지원하며 

재학생의 96%가 등록금 대비 55.6%의 장학금을 

수혜받는 연성의 아낌 없는 투자

수도권 최고 수준에 달하는 대학 전체 취업률 72.6%

산업체 협약, 맞춤형 교육을 펼치는 LINC+ 학과들은 

전체 89.4%의 취업률로 전국 1위를 자랑합니다.

교육과 학생들에 대한 연성의 지속적인 투자는

차별화된 교육의 성과로 대학의 롤모델이 되고 

있습니다.

Big – 남다른 교육 지원

363만 원

1인당 연평균 장학금 수혜

2020  
정보공시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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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6개교
영국 4개교
호주 7개교
뉴질랜드 1개교

캐나다 6개교
스페인 1개교
베트남 1개교
중국 11개교

일본 4개교
몽골 2개교
싱가포르 4개교
말레이시아 1개교

필리핀 2개교
대만 1개교

Global 체험 

Global 현장학습

글로벌 취업 역량 강화 프로그램(대만 5명)

직무융합봉사

직무융합 서비스러닝의 심화로서 글로벌 직무봉사

(베트남 35명, 중국 10명, 필리핀 2명) 

Global 어학 교육프로그램

Language Café

원어민 교수와 생활영어회화를 통한 어학 능력 프로그램(137명 참여)

외국어 아카데미

원어민 강좌를 통해 어학능력 향상 및 자격증 취득 프로그램 제공 

(196명 참여)

모의토익 경시대회

재학생 외국어 역량 강화 및 정규토익시험 대비(466명 참여)

Gem-Global Residential Academy

수준별 집중 어학 프로그램 개인별 맞춤형 외국어 학습 기회 제공 

(31명 참여)

Global 연수

Gem-Global pre Internship

4주 동안 해외 직무 관련 연수 및 

현장실습(호주 20명, 일본 10명)

해외위탁교육 

관광중국어전공 1학년 2학기 

중국자매대학에서 교육시행(중국 32명)

Gem-Global Internship

글로벌 서비스 인재 양성을 위한 해외기업 

인턴십 근무(호주 25명, 대만 2명)

가능성의 토양에서 자라는 큰 꿈 

연성의 세계는 거침없이 

확장 중입니다

학생들의 글로벌 역량 함양과 성공적인 해외취업을 위하여 

글로벌 직무실습과 외국어 교육프로그램을 체계적·단계별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Global – 해외로 뻗어가는 연성인

Global 자매결연대학 14개국 49개교

2019년도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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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상의 교육 시스템을 더하다

창의교육센터·현장형실습실 : 메이커스페이스  ·  크리에이터 스튜디오  ·  ELCA 스튜디오  ·  동물보건실습실  ·  보잉787트레이닝센터  ·  VR실습실  ·  CM재료스튜디오  ·  식음료실습실 등

크리에이터 스튜디오메이커스페이스

학생의 미래를 위해 채우다

대학 본관

대학본관    도서관

도서관

Infra – 교육을 위한 최고의 환경

보잉787트레이닝센터

CM재료스튜디오

VR실습실

식음료실습실

ELCA 스튜디오 동물보건실습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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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만의 경쟁력을 키우다

소통학습공동체실

AI모의면접실커리어 라운지

GEM CAFE

커리어 라운지  ·  AI모의면접실  ·  GEM CAFE  ·  소통학습공동체실

Infra – 교육을 위한 최고의 환경

연곡문화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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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롭게 시작하는 나의 꿈, 나의 이야기

연성과 함께 한다면 남다른 STORY로, BIGTORY로 이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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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022학년도 입학전형 주요 변경사항

2. 전형일정

3. 수시 모집인원

4. 정시 모집인원

5. 전형별 안내

 1. 정원내�특별전형�일반고

 2. 정원내�특별전형�특성화고

 3. 정원내�특별전형�연계고교

 4. 정원내�일반전형�수시

 5. 정원내�일반전형�정시

 6. 정원외�특별전형�기초생활수급자�및�차상위계층전형

 7. 정원외�특별전형�농어촌전형

 8. 정원외�특별전형�전문대�이상�졸업자

6.  성적반영 방법

 1. 학생부성적�산출�방법

 2. 검정고시성적�산출�방법

 3. 수능성적�산출�방법

 4. 면접/실기�성적

 5. 가산점

 6. 전문대�이상�졸업자�성적

7. 동점자 우선순위

8. 면접/실기고사

9. 전형료

10.  합격자 발표 및 충원

11.  등록포기 및 환불

12. 기타 안내사항

[붙임1] 국가보훈대상별 교육지원대상자

[붙임2] 경찰경호보안과 가산점수 인정 무도단체

[붙임3] 2021학년도 입시결과

 

2022학년도
연성대학교
신입생 모집안내

연성인의 BIG STORY는

곧 연성의 새로운 HISTORY입니다.

20

21

22

23

24

24

25

26

27

28

30

32

33

34

34

35

35

36

36

36

37

38

40

41

43

44

45

46

47

192022학년도 신입생 모집안내18 YEONSUNG UNivErSitY



수시1차 수시2차 정시

접수

원서접수
�� 2021.09.10(금)�
� �~�10.04(월)

2021.11.08(월)
� ��~�11.22(월)

���2021.12.30(목)
~�2022.01.12(수)

www.jinhakapply.com

www.uwayapply.com

서류제출 마감일

(해당자만 제출)
2021.10.06(수) 2021.11.24(수) 2022.01.14(금)

등기,�택배,��

방문�제출�중�택일

면접
―

실기

면접/실기고사 예약
2021.10.11(월)�16:00
� ��~�10.12(화)�16:00

2021.11.29(월)�16:00
� ��~�11.30(화)�16:00

2022.01.17(월)
10:00�~�17:00

입학안내�홈페이지

(ipsi.yeonsung.ac.kr)

면접/실기고사
2021.10.16(토)

� ��~�10.20(수)
2021.12.04(토)

� ��~�12.05(일)
2022.01.19(수)

� ��~�01.23(일)
원서접수�마감�후��

학과별�일정�별도공지

발표 합격자 발표 2021.11.01(월) 2021.12.16(목) 2022.02.08(화)
입학안내�홈페이지

(ipsi.yeonsung.ac.kr)

등록
―

충원�

수시 등록확인예치금 

납부기간

2021.12.17(금)�09:00부터
� �~�12.20(월)�16:00까지

-
국민은행�전국지점�및�

가상계좌�이용

수시 충원 합격자

발표 및 등록
2021.12.20(월)�~�2021.12.29(수) - 개별통보

수시 잔여등록금 납부

및 정시 등록금 납부
2022.02.09(수)�09:00부터�~�02.11(금)�16:00까지

국민은행�전국지점�및�

가상계좌�이용

정시 충원 합격자 

발표 및 등록
-

2022.02.11(금)
� ��~�02.28(월)

개별통보

1. 2022학년도 입학전형                주요 변경사항 2. 전형일정

※ 면접/실기고사 일정은 지원인원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코로나19 상황에 따라 전형일정·방법 등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변경 시 입학안내 홈페이지와 대상자에게 문자발송으로 공지합니다.

※ 서류제출처 : (우편번호 14011) 경기도 안양시 만안구 양화로37번길 34 연성대학교 본관 1층 입학홍보처(등기우편 발송 또는 방문 제출)

연성대학교는 공교육 정상화에 기여하기 위해 정규 교육과정만으로 

충분히 입학할 수 있는 입학전형 수립에 전념하고 있습니다.

2021
학년도

2022
학년도

- 3년제 60명 신설

- 3년제 50명 신설

- 2년제 36명 신설

사회복지과 명칭변경

아동보육과(2년제) 3년제 40명
명칭변경,

학제변경

2년제 3년제 64명 학제변경

2년제 3년제 학제변경

스포츠케어과 2년제 40명 명칭변경

수시�:�실기�40%�+�학생부�60% 수시 : 면접 60% + 학생부 40%

정시�:�실기�40%�+�수능�60%　 정시 : 면접 60% + 수능 40%

-

수시 : 실기 80% + 학생부 20%

정시 : 실기 80% + 수능 20%

-

수시 : 실기 80% + 학생부 20%

정시 : 실기 80% + 수능 20%

-
성취도와 성취도별 분포비율을 환산하여 

석차등급 반영

[국,�영,�수]�중에서�택1�+�
[�탐구영역/제2외국어/한문]�중�택1

[국, 영, 수, 탐구, 제2외국어/한문영역] 중 

택2

수시2차�:�5점/1,000점 전체 모집시기 : 10점/1,000점

연성대학교의 2022학년도 입학전형은 

전년에 비하여 아래와 같이 변경되었습니다. 

면접/실기

학과개편

학생부성적

반영방법

수능성적 반영방법

가산점

웹툰만화콘텐츠과

K-POP과

 호텔외식조리과 

 카페·베이커리전공

사회복지과 

사회복지전공

사회복지과 

아동심리보육전공

시각디자인과

영상콘텐츠과

스포츠재활과

스포츠재활과

웹툰만화콘텐츠과

K-POP과

진로선택 교과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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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수시 모집인원 4. 정시 모집인원

계열 학과

학사/

석사

학위

수업

연한

입학

정원

수시1차 수시2차

정원내 

특별전형
정원내 

일반

전형

정원외 

특별전형

정원내 

특별전형
정원내

일반

전형

정원외 

특별전형

일

반

고

특

성

화

고

연

계

고

교

기초수급

차상위

계층

농

어

촌

전문대

이상 

졸업자

일

반

고

특

성

화

고

기초수급

차상위

계층

농

어

촌

전문대

이상 

졸업자

스마트

ICT

디지털전자과 3 42 23 8 3 2 1 4 3

정보통신과 3 42 25 7 1 2 1 5 3

전기과 3 68 40 5 2 2 1 15 5

컴퓨터소프트웨어과 ★ 3 74 45 7 3 1 1 16 5

라이프

디자인

건축과 ★ 3 66 39 8 2 1 1 12 6

실내건축과 ★ 3 66 39 8 4 1 1 11 7

패션디자인비즈니스과 3 66 35 6 5 2 1 1 13 6

뷰티

스타일

리스트과 

헤어디자인전공 2 80 48 8 4 1 1 17 6

메이크업전공 2 60 33 8 2 1 1 12 5

스킨케어전공 2 60 32 8 1 1 14 5

문화

콘텐츠

게임콘텐츠과 3 70 40 9 2 1 1 15 5

웹툰만화콘텐츠과(신설) 3 60 45 4 1 15 12

영상콘텐츠과 3 64 35 10 3 1 1 13 5

시각디자인과 3 64 33 12 2 1 1 10 8

K-POP과(신설) 3 50 34 5 2 15 6

사회

경영

유통물류과 2 64 38 10 2 1 10 5

경영학과 ★ 2 64 33 9 2 1 18 3

세무회계과 2 64 38 8 2 2 1 10 5

군사학과
남 2 50 31 7 1 1 9 2

여 2 16 9 4 1 2 1

경찰경호보안과 2 68 43 10 4 1 2 9 4

보건

복지

교육

보건의료행정과 ★ 3 80 51 6 2 1 1 20 2

식품영양학과 ★ 3 65 37 9 2 1 1 10 8

반려동물과 2 60 38 5 2 1 2 12 4

스포츠재활과 2 40 24 5 2 1 1 5 3

유아특수재활과 3 64 39 10 2 1 1 8 6

사회

복지과

사회복지전공 ★ 3 80 52 6 3 2 1 16 5

아동심리보육전공 3 40 24 5 2 3 1 1 5 3

유아교육과 ★ 3 108 70 8 4 1 5 23 6

관광

조리

항공서비스과 ★ 2 114 78 6 4 1 23 4

관광과

관광영어전공 2 40 23 4 5 2 1 5 2

관광중국어전공 2 40 22 5 5 2 1 5 2

호텔관광전공 2 80 50 7 2 4 1 1 15 5

호텔

외식

조리과 

호텔조리전공 2 96 55 13 4 1 2 22 5

카페・베이커리전공(신설) 2 36 20 5 3 1 2 7 3

호텔외식경영전공 ★ 2 40 20 8 3 1 1 8 3

합계 2,241 1,262 254 27 79 94 29 68 399 150 18 수시1차 결원 발생 시 모집

※	 	면접A		:	면접	60%	반영,		면접B		:	면접	40%	반영,		실기		:	실기	80%	반영	

※	★	표는	4년제	학사학위	전공심화과정을	운영하는	학과입니다.

※	★	표는	4년제	학사학위와	마이스터대학	석사과정을	운영하는	학과입니다.

※	전체	학과	주간과정만	모집합니다.

※	출신	고교의	계열	및	전공과	관계없이	전체	학과에	지원	가능하며	수시1·2차,	각각	학과(전공)	또는	전형에	관계없이	2개까지 복수지원이 가능합니다.	

※	항공서비스과는	남녀학생	모두를	모집합니다.

※	수시1차	결원	발생	시	수시2차로	이월하여	모집합니다(수시1차	합격자	발표	후	수시2차	모집인원	입학홈페이지에	공지).

계열 학과
학사/

석사학위
수업연한 입학정원

정시

정원내

일반전형

정원외 특별전형

기초수급

차상위계층
농어촌

전문대 이상

 졸업자

스마트

ICT

디지털전자과 3 42 24 2 1

정보통신과 3 42 12 2 1

전기과 3 68 2 2 1

컴퓨터소프트웨어과 ★ 3 74 2 1 1 1

라이프

디자인

건축과 ★ 3 66 4 1 1

실내건축과 ★ 3 66 1 2 1 1

패션디자인비즈니스과 3 66 2 1

뷰티

스타일

리스트과 

헤어디자인전공 2 80 1

메이크업전공 2 60 2

스킨케어전공 2 60 1

문화콘텐츠

게임콘텐츠과 3 70 1 1 1

웹툰만화콘텐츠과(신설) 3 60 3 1 1 14

영상콘텐츠과 3 64 2 1

시각디자인과 3 64 1 1

K-POP과(신설) 3 50 10 5 2 15

사회경영

유통물류과 2 64 23 1 1

경영학과 ★ 2 64 16 1

세무회계과 2 64 23 2 1

군사학과
남 2 50 2 1 1

여 2 16 1 1

경찰경호보안과 2 68 2 1 1

보건복지

교육

보건의료행정과 ★ 3 80 2 1 1

식품영양학과 ★ 3 65 9 2 1 1

반려동물과 2 60 1

스포츠재활과 2 40 3 1 1

유아특수재활과 3 64 24 1 1 1

사회복지과 
사회복지전공 ★ 3 80 5 1

아동심리보육전공 3 40 1 2 1

유아교육과 ★ 3 108 2 2 5

관광조리

항공서비스과 ★ 2 114 3

관광과

관광영어전공 2 40 20 1 1

관광중국어전공 2 40 15 1 1

호텔관광전공 2 80 1 4 1 1

호텔외식

조리과 

호텔조리전공 2 96 1 2 2

카페・베이커리전공(신설) 2 36 1 2 1

호텔외식경영전공 ★ 2 40 1 3 1 1

합계 2,241 224 42 13 61

※	 	면접A		:	면접	60%	반영,		실기		:	실기	80%	반영

※	★	표는	4년제	학사학위	전공심화과정을	운영하는	학과입니다.

※	★	표는	4년제	학사학위와	마이스터대학	석사과정을	운영하는	학과입니다.	

※	수시	모집	합격자는	등록	여부와	관계없이	정시에	지원할	수	없습니다.

※	전체	학과	주간과정만	모집합니다.

※	출신	고교의	계열	및	전공과	관계없이	전체	학과에	지원	가능하며	학과(전공)	또는	전형에	관계없이	2개까지 복수지원이 가능합니다.

※	항공서비스과는	남녀학생	모두를	모집합니다.

※	수시모집	결원	발생	시	정시로	이월하여	모집합니다(수시	충원	마감	후	정시	모집인원	입학홈페이지에	공지).

※	따라서	정시	모집인원은	수시	모집결과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변경된	정시	모집인원은	홈페이지	공지사항에서	확인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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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전형별 안내 5. 전형별 안내

1.  정원내 특별전형 일반고   

가. 지원자격 

� �고등학교�졸업(예정)자�/�고등학교�졸업학력�검정고시�출신자�/�기타�법령에�의한�동등�이상의�학력을�가진�자�중�아래�분류에�해당하는�자

일반고 특성화고 종합고 특수목적고 자율고
학력인정

고교/평생교육시설
기타

•� 일반고

•� �일반고�중�

위탁교육과정�

이수자(직업과정,�

대안교육과정,�

대안위탁기관�등)

지원�불가 인문계열

•� 과학고

•� 국제고

•� 외국어고

•� 자율형사립고

•� 자율형공립고
지원�불가

•��검정고시

•� �외국계�고교�:�

아포스티유�또는�

영사확인증명서(졸업)�

제출�가능자

나. 제출서류

제출대상 제출서류

고교졸업

(예정)

2014년�2월�~�2022년�2월�졸업(예정)자�중�원서접수�시�온라인�제공�동의자� •� 제출서류�없음

2014년�2월�~�2022년�2월�졸업(예정)자�중�원서접수�시�온라인�제공�미동의자 •� 학교생활기록부(학교장�직인�날인)�1부

2013년�2월(포함)�이전�졸업자 •� 학교생활기록부(학교장�직인�날인)�1부

검정고시

2015년도�1회차�~�2021년도�2회차�합격자�중�온라인�제공�동의자 •� 제출서류�없음

2015년도�1회차�~�2021년도�2회차�합격자�중�온라인�제공�미동의자
•� 검정고시�합격증명서�원본�1부
•� 검정고시�성적증명서�원본�1부

2014년도(포함)�이전�합격자
•� 검정고시�합격증명서�원본�1부
•� 검정고시�성적증명서�원본�1부

외국계�고교�출신자 •� 아포스티유�또는�영사확인�증명서(졸업)�원본�1부

  ※  서류제출처 : (우 14011) 경기도 안양시 만안구 양화로37번길 34 연성대학교 본관 1층 입학홍보처(등기우편 발송 또는 방문 제출)

  ※  모든 서류는 원본으로 제출해야 하며, 서류 미제출 시 입학사정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다. 전형 방법

� 1)� 전형요소�반영�비율

구분 전형유형 학생부성적 면접성적 총점

면접�미실시�학과 학생부�위주 1,000점�(100%) - 1,000점

면접�40%�반영�학과 학생부�위주 600점�(60%) 400점�(40%) 1,000점

면접�60%�반영�학과 면접�위주 400점�(40%) 600점�(60%) 1,000점

  ※ 출결가산점(학생부성적 만점대비 10%)은 미포함된 상태입니다(36p 참조).

� 2)�학생부성적�반영학기

구분 반영범위 1학년 1학기 1학년 2학기 2학년 1학기 2학년 2학기 3학년 1학기 3학년 2학기

고교�졸업(예정)자 전과목�교과성적 우수�2개�학기�평균등급(전과목�교과성적�반영) Χ

  ※ 위탁교육과정 이수자의 위탁과정 학기는 성적반영에 제외합니다.

  ※ 진로선택과목도 전체 반영합니다.

� 3)�국내�고교�학생부성적이�없는�경우�성적반영�방법(외국계�고교�출신자�포함)

구분 반영방법

국내�고교�학생부성적이�1개�학기만�있는�경우 해당�학기�성적반영(나머지�학기�내신�최저등급(9등급)�적용)

국내�고교�학생부성적이�없는�경우(1,�2,�3학년�전체) 내신�최저등급(9등급)�적용

2.  정원내 특별전형 특성화고

가. 지원자격 

� 고등학교�졸업(예정)자�/�기타�법령에�의한�동등�이상의�학력을�가진�자�중�아래�분류에�해당하는�자

일반고 특성화고 종합고 특수목적고 자율고
학력인정

고교/평생교육시설
기타

지원�불가

※�위탁교육과정�불가

•� 특성화고

•� 전문계고

•� 예・체능계고

전문계열

•� 예술고

•� 체육고

•� 마이스터고

•� 전문계열

지원�불가 모든�계열
•� 가사실업계고

•� 대안학교

나. 제출서류

제출대상 제출서류

고교졸업

(예정)

2014년�2월�~�2022년�2월�졸업(예정)자�중�원서접수�시�온라인�제공�동의자� •�제출서류�없음

2014년�2월�~�2022년�2월�졸업(예정)자�중�원서접수�시�온라인�제공�미동의자 •�학교생활기록부(학교장�직인�날인)�1부

2013년�2월(포함)�이전�졸업자 •�학교생활기록부(학교장�직인�날인)�1부

  ※ 서류제출처 : (우 14011) 경기도 안양시 만안구 양화로37번길 34 연성대학교 본관 1층 입학홍보처(등기우편 발송 또는 방문 제출)

  ※ 모든 서류는 원본으로 제출해야 하며, 서류 미제출 시 입학사정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다. 전형 방법

� 1)� 전형요소�반영�비율

구분 전형유형 학생부성적 면접성적 총점

면접�미실시�학과 학생부�위주 1,000점�(100%) - 1,000점

면접�40%�반영�학과 학생부�위주 600점 (60%) 400점�(40%) 1,000점

면접�60%�반영�학과 면접�위주 400점�(40%) 600점�(60%) 1,000점

  ※ 출결가산점(학생부성적 만점대비 10%)은 미포함된 상태입니다(36p 참조).

� 2)�학생부성적�반영학기

구분 반영범위 1학년 1학기 1학년 2학기 2학년 1학기 2학년 2학기 3학년 1학기 3학년 2학기

고교�졸업(예정)자 전과목�교과성적 우수�2개�학기�평균등급(전과목�교과성적�반영) Χ

  ※ 진로선택과목도 전체 반영합니다.

� 3)�국내�고교�학생부성적이�없는�경우�성적반영�방법

구분 반영방법

국내�고교�학생부성적이�1개�학기만�있는�경우 해당�학기�성적반영(나머지�학기�내신�최저등급(9등급)�적용)

국내�고교�학생부성적이�없는�경우(1,�2,�3학년�전체) 내신�최저등급(9등급)�적용

정시수시2차수시1차모집시기 정시수시2차수시1차모집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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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전형별 안내 5. 전형별 안내

3.  정원내 특별전형 연계고교   

가.  지원자격 

� 2022년�1월�~�2월�고등학교�졸업예정자로�본�대학과�교육과정�연계교육�협약을�체결한�고등학교의�학교장�추천을�받은�자�

나. 제출서류

제출대상 제출서류

고교졸업

예정

2022년�1~2월�졸업예정자�중�원서접수�시�온라인�제공�동의자� •� 제출서류�없음

2022년�1~2월�졸업예정자�중�원서접수�시�온라인�제공�미동의자 •� 학교생활기록부(학교장�직인�날인)�1부

  ※  서류제출처 : (우 14011) 경기도 안양시 만안구 양화로37번길 34 연성대학교 본관 1층 입학홍보처(등기우편 발송 또는 방문 제출)

  ※  모든 서류는 원본으로 제출해야 하며, 서류 미제출 시 입학사정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다. 모집인원

모집학과 연계고등학교 모집인원 비고

디지털전자과 안산공업고등학교 3

2022년�1~2월�
졸업예정자에�한함

정보통신과 군포e비즈니스고등학교 1

전기과 안산공업고등학교 2

패션디자인비즈니스과
근명고등학교,�안산공업고등학교,�

예림디자인고등학교
5

세무회계과 평촌경영고등학교 2

사회복지과�아동심리보육전공 안양여자상업고등학교 2

관광과�

관광영어전공

서울관광고등학교

5

관광중국어전공 5

호텔관광전공 2

라. 전형 방법

� 1)� �전형요소�반영�비율

구분 전형유형 학생부성적 면접성적 총점

해당�학과 학생부�위주 1,000점�(100%) - 1,000점

  ※  출결가산점(학생부성적 만점대비 10%)은 미포함된 상태입니다(36p 참조).

� 2)��학생부성적�반영학기

구분 반영범위 1학년 1학기 1학년 2학기 2학년 1학기 2학년 2학기 3학년 1학기 3학년 2학기

고교�졸업(예정)자 전과목�교과성적 우수�2개�학기�평균등급(전과목�교과성적�반영) Χ

  ※ 위탁교육과정 이수자의 위탁과정 학기는 성적반영에 제외합니다.

  ※  진로선택과목도 전체 반영합니다.

� 3)��국내�고교�학생부성적이�없는�경우�성적반영�방법

구분 반영방법

국내�고교�학생부성적이�1개�학기만�있는�경우 해당�학기�성적반영(나머지�학기�내신�최저등급(9등급)�적용)

4.  정원내 일반전형 수시모집   

가. 지원자격

� 고등학교�졸업(예정)자�/�고등학교�졸업학력�검정고시�출신자(외국계�고교�포함)�/�기타�법령에�의한�동등�이상의�학력을�가진�자

나. 제출서류

제출대상 제출서류

고교졸업

(예정)

2014년�2월�~�2022년�2월�졸업(예정)자�중�원서접수�시�온라인�제공�동의자� •� 제출서류�없음

2014년�2월�~�2022년�2월�졸업(예정)자�중�원서접수�시�온라인�제공�미동의자 •� 학교생활기록부(학교장�직인�날인)�1부

2013년�2월(포함)�이전�졸업자 •� 학교생활기록부(학교장�직인�날인)�1부

검정고시

2015년도�1회차�~�2021년도�2회차�합격자�중�온라인�제공�동의자 •� 제출서류�없음

2015년도�1회차�~�2021년도�2회차�합격자�중�온라인�제공�미동의자
•� 검정고시�합격증명서�원본�1부
•� 검정고시�성적증명서�원본�1부

2014년도(포함)�이전�합격자
•� 검정고시�합격증명서�원본�1부
•� 검정고시�성적증명서�원본�1부

외국계�고교�출신자 •� 아포스티유�또는�영사확인�증명서(졸업)�원본�1부

  ※  서류제출처 : (우 14011) 경기도 안양시 만안구 양화로37번길 34 연성대학교 본관 1층 입학홍보처(등기우편 발송 또는 방문 제출)

  ※  모든 서류는 원본으로 제출해야 하며, 서류 미제출 시 입학사정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다. 전형 방법

� 1)� �전형요소�반영�비율

구분 전형유형 학생부성적 실기성적 총점

실기�학과 실기�위주 200점�(20%) 800점�(80%) 1,000점

  ※  출결가산점(학생부성적 만점대비 10%)은 미포함된 상태입니다(36p 참조).

� 2)��학생부성적�반영학기

구분 반영범위 1학년 1학기 1학년 2학기 2학년 1학기 2학년 2학기 3학년 1학기 3학년 2학기

고교�졸업(예정)자 전과목�교과성적 우수�2개�학기�평균등급(전과목�교과성적�반영) Χ

  ※  위탁교육과정 이수자의 위탁과정 학기는 성적반영에 제외합니다.

  ※  진로선택과목도 전체 반영합니다.

� 3)��국내�고교�학생부성적이�없는�경우�성적반영�방법(외국계�고교�출신자�포함)

구분 반영방법

국내�고교�학생부성적이�1개�학기만�있는�경우 해당�학기�성적반영(나머지�학기�내신�최저등급(9등급)�적용)

국내�고교�학생부성적이�없는�경우(1,�2,�3학년�전체) 내신�최저등급(9등급)�적용

정시수시2차수시1차모집시기 정시수시2차수시1차모집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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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전형별 안내 5. 전형별 안내

5.  정원내 일반전형 정시   

가. 지원자격

� 고등학교�졸업(예정)자�/�고등학교�졸업학력�검정고시�출신자(외국계�고교�포함)�/�기타�법령에�의한�동등�이상의�학력을�가진�자

나. 제출서류

제출대상 제출서류

고교졸업

(예정)

2014년�2월�~�2022년�2월�졸업(예정)자�중�원서접수�시�온라인�제공�동의자� •� �제출서류�없음

2014년�2월�~�2022년�2월�졸업(예정)자�중�원서접수�시�온라인�제공�미동의자 •� �학교생활기록부(학교장�직인�날인)�1부

2013년�2월(포함)�이전�졸업자 •� �학교생활기록부(학교장�직인�날인)�1부

검정고시

2015년도�1회차�~�2021년도�2회차�합격자�중�온라인�제공�동의자 •� �제출서류�없음

2015년도�1회차�~�2021년도�2회차�합격자�중�온라인�제공�미동의자
•� �검정고시�합격증명서�원본�1부
•� �검정고시�성적증명서�원본�1부

2014년도(포함)�이전�합격자
•� �검정고시�합격증명서�원본�1부
•� �검정고시�성적증명서�원본�1부

외국계�고교�출신자 •� �아포스티유�또는�영사확인�증명서(졸업)�원본�1부

  ※  서류제출처 : (우 14011) 경기도 안양시 만안구 양화로37번길 34 연성대학교 본관 1층 입학홍보처(등기우편 발송 또는 방문 제출)

  ※  모든 서류는 원본으로 제출해야 하며, 서류 미제출 시 입학사정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다. 전형 방법

� 1)� �전형요소�반영�비율

구분 전형유형 수능성적 학생부성적 면접성적 실기성적 총점

면접/실기�미실시�학과 수능�위주 700점�(70%) 300점�(30%) - - 1,000점

면접�학과 면접�위주 400점�(40%) - 600점�(60%) - 1,000점

실기�학과 실기�위주 200점�(20%) - - 800점�(80%) 1,000점

  ※  출결가산점(학생부성적 만점대비 10%)은 미포함된 상태입니다(36p 참조).

� 2)��수능성적�반영방법

점수활용지표 국어 수학 영어
탐구

제2외국어/한문
사회 과학 직업

백분위 50% 50% 50% 50% 50%

� � -�국어,�수학,�영어,�탐구(사회/과학/직업),�제2외국어/한문�중�최우수�2개�과목의�백분위�점수의�합

� � -�단,�탐구영역은�사회・과학・직업�중�최우수�1개�과목만�반영

� 3)��영어�등급�환산점수표

등급 1등급 2등급 3등급 4등급 5등급 6등급 7등급 8등급 9등급

환산점수 95 85 75 65 55 45 35 25 10

� 4)��학생부성적�반영학기

구분 반영범위 1학년 1학기 1학년 2학기 2학년 1학기 2학년 2학기 3학년 1학기 3학년 2학기

고교�졸업(예정)자 전과목�교과성적 우수�2개�학기�평균등급(전과목�교과성적�반영) Χ

  ※  위탁교육과정 이수자의 위탁과정 학기는 성적반영에 제외합니다.

  ※  진로선택과목도 전체 반영합니다.

� 5)��국내�고교�학생부성적이�없는�경우�성적반영�방법(외국계�고교�출신자�포함)

구분 반영방법

국내�고교�학생부성적이�1개�학기만�있는�경우 해당�학기�성적반영(나머지�학기�내신�최저등급(9등급)�적용)

국내�고교�학생부성적이�없는�경우(1,�2,�3학년�전체) 내신�최저등급(9등급)�적용

수시2차수시1차모집시기 정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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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전형별 안내 5. 전형별 안내

6.  정원외 특별전형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가. 지원자격

� 고등학교�졸업(예정)자�/�고등학교�졸업학력�검정고시�합격자�/�기타�법령에�의한�동등�이상의�학력을�가진�자�중�아래�분류에�해당하는�자

구분 지원자격

기초생활�수급권자 「국민기초생활보장법」�제2조�제1호에�따른�수급권자

차상위계층 「국민기초생활보장법」�제2조�제10호에�따른�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지원대상자 「한부모가족지원법」�제5조�또는�제5조의2에�따른�지원대상자

나. 제출서류

제출대상 제출서류

공통

고교

졸업

(예정)

2014년�2월�~�2022년�2월�졸업(예정)자�중�원서접수�시�온라인�제공�동의자� •� �제출서류�없음

2014년�2월�~�2022년�2월�졸업(예정)자�중�원서접수�시�온라인�제공�미동의자 •� �학교생활기록부(학교장�직인�날인)�1부

2013년�2월(포함)�이전�졸업자 •� �학교생활기록부(학교장�직인�날인)�1부

검정

고시

2015년도�1회차�~�2021년도�2회차�합격자�중�온라인�제공�동의자 •� �제출서류�없음

2015년도�1회차�~�2021년도�2회차�합격자�중�온라인�제공�미동의자
•� �검정고시�합격증명서�원본�1부
•� �검정고시�성적증명서�원본�1부

2014년도(포함)�이전�합격자
•� �검정고시�합격증명서�원본�1부
•� �검정고시�성적증명서�원본�1부

외국계�고교�출신자 •� �아포스티유�또는�영사확인�증명서(졸업)�원본�1부

추가

국민기초생활수급자 •� �기초생활수급자�증명서�1부

차상위�

계층

건강보험본인부담금�경감�지원�대상자
•� �차상위�본인부담경감대상자�증명서�1부�
(국민건강보험공단�발급)

자활근로자�지원�대상자 •� �자활근로자확인서�1부

장애수당,�장애인연금�부가급여�지원�대상자 •� �장애인연금/장애수당/장애아동수당�대상자확인서�1부

한부모가족�지원�대상자 •� �한부모가족증명서�1부

우선돌봄�차상위�가구�대상자 •� �우선돌봄차상위계층확인서�1부

  ※  수급대상자가 지원자 본인이 아닌 경우 추가 제출서류 : 가족관계증명서 1부 또는 주민등록등본 1부

  ※  장애인연금 대상자는 반드시 차상위계층 해당 여부를 증명서 발급기관에서 확인 후 지원하시기 바랍니다.

  ※  수급자 및 차상위 서류는 원서접수일 시작 7일 전부터 제출서류 마감일까지 발급한 서류만 인정합니다.

  ※  서류제출처 : (우 14011) 경기도 안양시 만안구 양화로37번길 34 연성대학교 본관 1층 입학홍보처(등기우편 발송 또는 방문 제출)

  ※  모든 서류는 원본으로 제출해야 하며, 서류 미제출 시 입학사정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다. 전형 방법

� 1)� �전형요소�반영�비율

구분 전형유형 학생부성적 면접성적 실기성적 총점

면접/실기�미실시�학과 학생부�위주 1,000점�(100%) - - 1,000점

면접�40%�반영�학과 학생부�위주 600점�(60%) 400점�(40%) - 1,000점

면접�60%�반영�학과 면접�위주 400점�(40%) 600점�(60%) - 1,000점

실기�80%�반영�학과 실기�위주 200점�(20%) - 800점�(80%) 1,000점

  ※  출결가산점(학생부성적 만점대비 10%)은 미포함된 상태입니다(36p 참조).

� 2)��학생부성적�반영학기

구분 반영범위 1학년 1학기 1학년 2학기 2학년 1학기 2학년 2학기 3학년 1학기 3학년 2학기

고교�졸업(예정)자 전과목�교과성적 우수�2개�학기�평균등급(전과목�교과성적�반영) Χ

  ※  위탁교육과정 이수자의 위탁과정 학기는 성적반영에 제외합니다.

  ※  진로선택과목도 전체 반영합니다.

� 3)��국내�고교�학생부성적이�없는�경우�성적반영�방법(외국계�고교�출신자�포함)

구분 반영방법

국내�고교�학생부성적이�1개�학기만�있는�경우 해당�학기�성적반영(나머지�학기�내신�최저등급(9등급)�적용)

국내�고교�학생부성적이�없는�경우(1,�2,�3학년�전체) 내신�최저등급(9등급)�적용

정시수시2차수시1차모집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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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전형별 안내 5. 전형별 안내

7.  정원외 특별전형 농어촌   

가. 지원자격 및 제출서류

� 고등학교�졸업예정자로서�아래�지원자격�중�어느�하나에�해당하는�자

지원자격
제출서류

유형 교육 조건(재학기간) 거주 조건(거주기간)

Ⅰ유형

농어촌(읍/면)�또는��

도서/벽지(태백시�포함)��

소재의�중・고교에서��

전�교육과정(6년)을��
연속�이수한�자

재학기간동안��

본인・부・모�모두��

농어촌(읍/면)�또는��

도서/벽지(태백시�포함)에서��

연속�거주한�자

공통

•� �농어촌전형�학교장�지원자격�확인서(학교장�직인�날인)�1부
•� �중학교�생활기록부(학교장�직인�날인)�1부
•� �고등학교�생활기록부(학교장�직인�날인)�1부(온라인�제공�동의자는�제출�제외)
•� �지원자�본인�기준�가족관계증명서�원본�1부
•� �지원자�본인�기준�주민등록초본�원본�1부(주소�변동사항�전체�기재)
•� �지원자�부(父)�기준�주민등록초본�원본�1부(주소�변동사항�전체�기재)
•� �지원자�모(母)�기준�주민등록초본�원본�1부(주소�변동사항�전체�기재)

추가
•� �부모가�이혼한�경우

•� �지원자�본인�기준�기본증명서�원본�1부�
(친권자�명시)

•� �부・모의�혼인관계증명서�원본�1부

•� �부�또는�모가�사망한�경우 •� �말소자초본�및�사망자�제적등본�원본�1부

Ⅱ유형

농어촌(읍/면)�또는��

도서/벽지(태백시�포함)��

소재의�초・중・고교에서��

전�교육과정(12년)을��
연속�이수한�자

재학기간동안��

본인이�농어촌(읍/면)�또는�

도서/벽지(태백시�포함)에서��

연속�거주한�자

공통

•� �농어촌전형�학교장�지원자격�확인서(학교장�직인�날인)�1부
•� �초등학교�생활기록부(학교장�직인�날인)�1부
•� �중학교�생활기록부(학교장�직인�날인)�1부
•� �고등학교�생활기록부(학교장�직인�날인)�1부(온라인�제공�동의자는�제출�제외)
•� �지원자�본인�기준�주민등록초본�원본�1부(주소�변동사항�전체�기재)

  ※  초・중・고교 과정 중 2개 이상의 학교에 재학한 경우 해당 학교가 모두 농어촌(읍/면) 또는 도서/벽지(태백시 포함) 소재여야 하며, 같은 읍/면이 아니어도 됩니다.

  ※  농어촌(읍/면) 또는 도서/벽지(태백시 포함) 소재 특수목적고 또는 자율형사립고 졸업(예정)자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합니다(고교 유형은 고교 입학시점 기준).

  ※  농어촌전형 관련 서류는 원서접수일 시작 7일 전부터 제출서류 마감일까지 발급한 서류만 인정합니다.

  ※  서류제출처 : (우 14011) 경기도 안양시 만안구 양화로37번길 34 연성대학교 본관 1층 입학홍보처(등기우편 발송 또는 방문 제출)

  ※  모든 서류는 원본으로 제출해야 하며, 서류 미제출 시 입학사정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나. 전형 방법

� 1)� �전형요소�반영�비율

구분 전형유형 학생부성적 면접성적 실기성적 총점

면접/실기�미실시�학과 학생부�위주 1,000점�(100%) - - 1,000점

면접�40%�반영�학과 학생부�위주 600점�(60%) 400점�(40%) - 1,000점

면접�60%�반영�학과 면접�위주 400점�(40%) 600점�(60%) - 1,000점

실기�80%�반영�학과 실기�위주 200점�(20%) - 800점�(80%) 1,000점

  ※  출결가산점(학생부성적 만점대비 10%)은 미포함된 상태입니다(36p 참조).

� 2)��학생부성적�반영학기

구분 반영범위 1학년 1학기 1학년 2학기 2학년 1학기 2학년 2학기 3학년 1학기 3학년 2학기

고교�졸업(예정)자 전과목�교과성적 우수�2개학기�평균등급(전과목�교과성적�반영) Χ

  ※  위탁교육과정 이수자의 위탁과정 학기는 성적반영에 제외합니다.

  ※  진로선택과목도 전체 반영합니다.

8.  정원외 특별전형 전문대 이상 졸업자   

가. 지원자격

� 대학・산업대학・교육대학・전문대학・원격대학�졸업자�또는�이와�동등�이상의�학력이�있다고�인정되는�자

� 1)� �국내�전문대학(전문학사학위)�이상�졸업(예정)자

� 2)��국내�일반대학(학사학위)�2학년�이상�수료(예정)자�또는�졸업(예정)자

� 3)��기타�법령에�의한�동등�이상의�학력을�가진�자(학점은행제�등)

나. 제출서류

제출대상 서류종류

국내�전문대학�졸업(예정)자 졸업(예정)증명서�1부,�대학성적증명서�1부

국내�일반대학�2학년�이상�수료(예정)자 대학수료증명서�1부,�대학성적증명서�1부

국내�일반대학�졸업(예정)자 졸업(예정)증명서�1부,�대학성적증명서�1부

기타�법령에�의한�동등�이상의�학력을�가진�자 학위취득(예정)증명서�1부,�성적증명서�1부

외국계�대학�출신자 아포스티유�또는�영사확인증명서(졸업/성적)원본�1부

  ※  대학성적증명서는 100점 만점 환산점수가 기재된 것으로 제출

  ※ 졸업예정자 또는 학위취득예정자는 합격 후 졸업증명서/학력인증정명서 원본을 2022.02.21(월)까지 추가제출해야하며, 미제출 시 합격이 취소됩니다.

  ※  서류제출처 : (우 14011) 경기도 안양시 만안구 양화로37번길 34 연성대학교 본관 1층 입학홍보처(등기우편 발송 또는 방문 제출)

  ※  모든 서류는 원본으로 제출해야 하며, 서류 미제출 시 입학사정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다. 전형 방법

� 1)� �전형요소�반영�비율

구분 전형유형 서류(대학성적) 실기 성적 총점

면접/실기�미실시�학과 서류�위주 1,000점�(100%) - 1,000점

실기�80%�반영학과�
(K-POP과)

실기�위주 200점(20%) 800점(80%) 1,000점

� 2)��대학성적�반영방법

대학성적 반영방법

대학성적�=�전적�대학�100점�만점�환산점수�×�10

  ※ 외국계 대학성적 환산방법 : 입학안내 홈페이지 > 공지사항 내 「외국계 대학성적 반영방법」 확인

  ※ 전문학사 또는 학사학위 취득 후 학점은행제로 취득한 복수전공의 성적은 반영 불가

정시수시2차수시1차모집시기 정시수시2차수시1차모집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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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성적반영 방법 6. 성적반영 방법

1.  학생부성적 산출 방법

가. 교과별 성적 산출 방법

	 1)	 	교과별	반영요소	및	방법

졸업년도 구분 학생부 교과별 반영요소 및 방법

2008년	
이후

석차등급	1~9인	과목 석차등급,	이수단위	반영

석차등급	A~E인	과목
원점수,	과목평균,	표준편차	반영

표준점수(Z)	=	(원점수	-	과목평균)	÷	표준편차	(표준점수(Z)를	등급으로	환산)		

진로선택

과목

반영요소 성취도,	성취도별	분포비율,	이수단위	반영

성취도	A 1	+	(성취도	A의	분포비율	÷	100)		

성취도	B 성취도	A의	누적분포비율(%)에	해당하는	등급	+	(성취도	B까지의	누적분포비율(%)	÷	100)		

성취도	C 성취도	B의	누적분포비율(%)에	해당하는	등급	+	(성취도	C까지의	누적분포비율(%)	÷	100)		

그	외	과목 우수,	보통,	미흡,	이수,	미이수,	P,	F,	방점(·)으로	평가된	과목은	미반영

1998년
~	2007년

과목석차
석차,	재적수,	이수단위	반영

과목석차	백분율(%)	=	석차	/	재적수	(과목	석차백분율(%)을	등급으로	환산)

1997년	
이전

계열석차
석차,	재적수,	이수단위	반영

계열석차	백분율(%)	=	석차	/	재적수	(계열석차	백분율(%)을	등급으로	환산)

	 	 ※	 	학생부	교과별	반영요소가	하나라도	없는	교과	미반영(예	:	석차등급	1~9인	과목에	이수단위가	없다면	해당	교과	미반영)

	 	 ※	 	위탁교육과정	학기,	학기별	이수단위	합이	17미만인	학기는	반영하지	않습니다.

	 	 ※	 	진로선택과목	변환석차등급	산출	방법은	연성대학교	입학홈페이지	공지사항을	확인하여	주십시오.

	 2)		표준점수(Z)	/	석차백분율(%)	/	성취도	누적분포비율(%)에	따른	등급	환산표

등급 1 2 3 4 5 6 7 8 9

석차등급	표준점수(Z) 1.76	이상
1.23	이상
	~	1.76	미만

0.74	이상
	~	1.23	미만

0.26	이상
	~	0.74	미만

0.26 미만

	~	-0.26	초과
-0.74	초과
	~	-0.26	이하

-1.23	초과
	~	-0.74	이하

-1.76	초과
	~	-1.23	이하

-1.76	이하

과목석차	백분율(%) 4	이하
4	초과
	~	11	이하

11	초과
	~	23	이하

23	초과
	~	40	이하

40	초과
	~	60	이하

60	초과
	~	77	이하

77	초과
	~	89	이하

89	초과
	~	96	이하

96	초과
	~	100	이하

학기별	계열석차	백분율(%) 4	이하
4	초과
	~	11	이하

11	초과
	~	23	이하

23	초과
	~	40	이하

40	초과
	~	60	이하

60	초과
	~	77	이하

77	초과
	~	89	이하

89	초과
	~	96	이하

96	초과
	~	100	이하

나. 학생부성적 환산표

학생부성적 반영방법

학기별	평균등급 Σ(과목별	등급	×	과목별	이수단위)	÷	Σ(과목별	이수단위)		

학생부	등급 ∑(학기별	평균등급)	÷	2(우수	2개	학기)

학생부성적

1,000점	만점 (9	-	학생부	등급)	×	50	+	600

600점	만점 (9	-	학생부	등급)	×	30	+	360 400점	만점 (9	-	학생부	등급)	×	20	+	240

300점	만점 (9	-	학생부등급)	×	15	+	180 200점	만점 (9	-	학생부등급)	×	10	+	120

	 	 ※	 	학생부성적은	1등급	만점,	9등급	최저점을	기준으로	위의	수식으로	부여됩니다.	결과예시는	아래	표와	같습니다.

학생부 등급 9 이상 ~ 8 미만 8 이상 ~ 7 미만 7 이상 ~ 6 미만 6 이상 ~ 5 미만 5 이상 ~ 4 미만 4 이상 ~ 3 미만 3 이상 ~ 2 미만 2 이상 ~ 1 이하

1,000점	만점
600	이상
	~	650	미만

650	이상
	~	700	미만

700	이상
	~	750	미만

750	이상
	~	800	미만

800	이상
	~	850	미만

850	이상
	~	900	미만

900	이상
	~	950	미만

950	이상
	~	1,000	미만

600점	만점
360	이상
	~	390	미만

390	이상
	~	420	미만

420	이상
		~	450	미만

450	이상
	~	480	미만

480	이상
	~	510	미만

510	이상
	~	540	미만

540	이상
	~	570	미만

570	이상
	~	600	미만

400점	만점
240	이상
	~	260	미만

260	이상
	~	280	미만

280	이상
	~	300	미만

300	이상
	~	320미만

320	이상
	~	340	미만

340	이상
	~	360	미만

360	이상
	~	380	미만

380	이상
	~	400	미만

2.  검정고시성적 산출 방법

가. 검정고시성적 반영방법

검정고시성적 반영방법

검정고시	등급 Σ(과목별	환산등급	×	과목별	이수단위)	÷	Σ(과목별	이수단위)

	 ※	검정고시	과목별	이수단위는	국어,	영어,	수학은	6단위,	한국사,	사회,	과학은	4단위,	선택과목	Ⅰ,	선택과목	Ⅱ는	2단위로	적용됩니다.	

나. 검정고시 등급 환산표 

등급 1 2 3 4 5 6 7 8 9

검정고시	과목별	취득점수	환산 100
98	이상
	~	100	미만

95	이상
	~	98	미만

92	이상
	~	95	미만

89	이상
	~	92	미만

85	이상
	~	89	미만

75	이상
	~	85	미만

65	이상
	~	75	미만

65	미만

다. 검정고시 대입전형자료 온라인 제공 동의 안내

개요
지원자가	“검정고시	대입전형자료	온라인	제공”에	동의하고	신청하면,	동의한	학생의	검정고시	대입전형자료가	

전산자료로	우리	대학에	제출됩니다.

대상자

고등학교	졸업자격	검정고시	합격자	중	대학	입학지원자

2015년도	1회차	시험부터	2021년	2회차	시험까지만	온라인	제공합니다.
※	단,	2022학년도	수시전형에서는	2021년	2회차	합격증명	및	성적	증명자료가	온라인으로	제공되지	않습니다.

제공내용 고등학교	졸업자격	검정고시	합격증명서,	성적증명서

온라인 제공

신청방법

•	 	나이스	대국민서비스(www.neis.go.kr)	홈페이지에	접속→[검정고시]	메뉴	선택	

→본인의	고졸	검정고시	합격정보가	있는	해당	시·도교육청	선택→[대입전형	자료]	선택	

→[자료확인	및	신청]	선택→제출을	원하는	[합격증번호]	텍스트	클릭→본인의	합격	연도/회차	및	성적정보	확인	후	

맞으면	모두	동의하고	신청

	 ※	문의사항은	자신의	검정고시	합격정보가	있는	각	시·도교육청으로	연락하시면	됩니다.

온라인 제공

신청기간

•	 	수시	:	2021.09.10(금)	~	2021.11.22(월)
•	 	정시	:	2021.12.30(목)	~	2022.02.28(월)

검정고시 대입전형자료

서류제출 대상자

•	 	검정고시	대입전형자료	온라인	제공에	동의하지	않은	지원자

•	 검정고시	합격	후	6년이	초과한	자(2015년을	포함하여	그	이전	해에	합격한	지원자)

3.  수능성적 산출 방법

수능성적 산출 방법

수능성적

700점	만점 국어/영어/수학/탐구(사회/과학/직업)/제2외국어/한문	과목	중	(최우수	과목의	백분위	+	두	번째	우수	과목의	백분위)	×	700/200

400점	만점 국어/영어/수학/탐구(사회/과학/직업)/제2외국어/한문	과목	중	(최우수	과목의	백분위	+	두	번째	우수	과목의	백분위)	×	400/200

200점	만점 국어/영어/수학/탐구(사회/과학/직업)/제2외국어/한문	과목	중	(최우수	과목의	백분위	+	두	번째	우수	과목의	백분위)	×	200/200

	 	 ※	 	영어의	백분위	점수는	등급에	따른	환산점수로	구합니다.

	 	 ※	 	대학수학능력시험	미응시자는	수능성적	최저점(0점)으로	처리합니다.

352022학년도	신입생	모집안내34 YEONSUNG UNivErSitY



6. 성적반영 방법

4.  면접/실기 성적

면접/실기 성적 반영방법

800점�만점(실기) 200점씩�4개의�평가항목으로�총�800점�만점,�모든�평가위원�점수의�평균으로�반영

600점�만점(면접A) 150점씩�4개의�평가항목으로�총�600점�만점,�모든�평가위원�점수의�평균으로�반영

400점�만점(면접B) 100점씩�4개의�평가항목으로�총�400점�만점,�모든�평가위원�점수의�평균으로�반영

  ※  면접/실기고사에 미응시할 경우, 점수는 0점 처리합니다.

  ※  면접/실기고사 예상 질문, 출제의도를 입학안내 홈페이지에 학과별로 게재(영어 지문도 함께 게재)하니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5.  가산점

가. 출결가산점

출결가산점수

결석일수�=�무단결석일수�+�(무단지각일수�+�무단조퇴일수�+�무단결과일수)�/�3���※ 소수점 첫째자리에서 버림

결석일수 0 1 2 3 4 5 6 7 8 9 10 이상

학생부성적�1,000점�만점 100점 90점 80점 70점 60점 50점 40점 30점 20점 10점 0점

학생부성적�600점�만점 60점 54점 48점 42점 36점 30점 24점 18점 12점 6점 0점

학생부성적�400점�만점 40점 36점 32점 28점 24점 20점 16점 12점 8점 4점 0점

학생부성적�300점�만점 30점 27점 24점 21점 18점 15점 12점 9점 6점 3점 0점

학생부성적�200점�만점 20점 18점 16점 14점 12점 10점 8점 6점 4점 2점 0점

  ※  1~2학년 “무단”의 결석, 지각, 조퇴 결과만 반영합니다. 

  ※  학생부성적을 반영하는 전형에 한하여 학생부 만점 대비 비율로 반영합니다(학생부성적이 없는 경우 가산점 해당 없음).

나. 국가보훈대상자 등 가산점 

� 1)� �자격조건�및�가산점

가산점 항목 자격조건 적용시기 가산점

국가보훈대상별�교육지원대상자 •� 국가보훈대상별�교육지원�대상자�참조�[붙임1�참조] 모든�모집시기 10점

산업체경력자 •� 고교�졸업�후부터�12개월�이상�산업체�근무자 모든�모집시기 10점

연성대�주최�경진대회�입상자 •� 연성대학교에서�시행하는�경진대회에�입상한�자(지원�학과에서�주최한�경진대회)� 모든�모집시기 10점

공인무도�유단자 •� 경찰경호보안과�지원자만�해당,�2단(품)�이상�[붙임2�참조] 모든�모집시기 10점

  ※ 각 가산점 항목당 10점 만점으로 최대 40점 까지 가능합니다.

� 2)��가산점�제출서류

가산점 항목 제출서류

국가보훈대상별�교육지원대상자
•� �보훈(지)청장이�발급하는�대학입학특별전형�대상�증명서�1부
� ※�본인이�아닌�경우�가족관계증명서�1부�제출�바랍니다.

산업체경력자
•�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국민/사학/공무원�연금�가입자�가입증명,�고용보험�피보험자격�이력�내역서,�

산업재해보험�가입확인서�중�1부

연성대�주최�경진대회�입상자 •� �입상�상장�또는�대회입상�확인서(연성대학교�발행)

공인무도�유단자
•� �대한체육회�가맹단체�또는�중앙본부�포함�8개�이상�광역�지방자치단체에�지부를�등록하고,�3년�이상�활동�중인�
단체에서�발급한�2단(품)�이상�공인무도�유단�증빙서류�1부

6.  전문대 이상 졸업자 성적

대학성적 반영방법

대학성적�=�전적�대학�100점�만점�환산점수�×�10

1.  정원내 특별전형 일반고/특성화고/연계고교 , 정원내 일반전형 수시모집 ,  
  정원외 특별전형 기초수급차상위계층/농어촌

순위 전체학과(면접/실기고사 실시 전형 제외) 면접/실기고사 실시 전형

1 학생부성적�전체�석차등급�상위자 면접/실기고사�성적이�높은�자

2 최우수�학기�학생부성적�석차등급�상위자 학생부성적�전체�석차등급�상위자

3 두�번째�우수한�학기�학생부성적�석차등급�상위자 최우수�학기�학생부성적�석차등급�상위자

4 최우수와�두�번째�우수한�학기�이수단위의�합�상위자� 두�번째�우수한�학기�학생부성적�석차등급�상위자

5 1학년�1학기부터�3학년�1학기까지�이수단위의�합�상위자 최우수와�두�번째�우수한�학기�이수단위의�합�상위자�

6 1학년�1학기부터�3학년�1학기까지�이수단위의�합�상위자

2.  정원내 일반전형 정시모집

순위 전체학과(면접/실기고사 실시 전형 제외) 면접/실기고사 실시 전형

1 수능성적�높은�자 면접/실기고사�성적이�높은�자

2 학생부성적�전체�석차등급�상위자 수능성적�높은�자

3 최우수�학기�학생부성적�석차등급�상위자 수능�평균등급�높은�자

4 두�번째�우수한�학기�학생부성적�석차등급�상위자 국/영/수�중�최우수�과목의�백분위�성적�높은�자

5 최우수와�두�번째�우수한�학기�이수단위의�합�상위자� 국/영/수�중�최우수�과목의�등급�높은�자

6 1학년�1학기부터�3학년�1학기까지�이수단위의�합�상위자

3.  정원외 특별전형 전문대 이상 졸업자  

순위 전문대 이상 졸업자전형(실기고사 실시 전형 제외) 실기고사 실시 전형

1 취득학점�많은�자 실기고사�성적이�높은�자

2 대학�평점�상위자 취득학점�많은�자

3 대학�평점�상위자

7. 동점자 우선순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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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면접/실기고사

1.  면접/실기고사 대상학과

면접/실기고사 대상학과

모집시기 면접성적�400점�반영�학과 면접성적�600점�반영�학과 실기성적�800점�반영�학과

수시

호텔외식조리과�호텔조리전공,

보건의료행정과,�

군사학과,�

경찰경호보안과

뷰티스타일리스트과�헤어디자인전공,

뷰티스타일리스트과�메이크업전공,

뷰티스타일리스트과�스킨케어전공,

관광과�관광중국어전공,��

관광과�호텔관광전공,

항공서비스과,�

스포츠재활과�

웹툰만화콘텐츠과,�

K-POP과�

정시
항공서비스과,�

스포츠재활과

웹툰만화콘텐츠과,�

K-POP과�

  ※  면접/실기고사는 코로나19 등 대외여건에 따라 비대면으로 진행될 수도 있습니다. 입학안내 홈페이지 공지사항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2.  면접/실기고사 일정

구분 수시1차 수시2차 정시 비고

면접고사�예상�질문 7월�중�홈페이지�업로드

입학안내�홈페이지

ipsi.yeonsung.ac.kr

학과별�면접/실기고사�일정�공지 2021.10.07(목) 2021.11.25(목) 2022.01.13(목)

면접/실기고사�시간�예약
2021.10.11(월)�16:00
�����~�10.12(화)�16:00

2021.11.29(월)�16:00
�����~�11.30(화)�16:00

2022.01.17(월)
10:00�~�17:00

면접/실기고사�예약확인 면접/실기고사�예약�후�바로�홈페이지에서�확인�가능

면접/실기고사
2021.10.16(토)
�����~�10.20(수)

2021.12.04(토)
�����~�12.05(일)

2022.01.19(수)
�����~�01.23(일)

학과별�면접/실기고사�

장소�별도공지

  ※  면접/실기고사 시간 예약은 선택사항입니다. 면접/실기고사 시간 예약은 정해진 기간 내에만 신청·변경할 수 있습니다.

  ※  면접/실기고사 전 본인확인 절차를 위해 면접/실기 예약한 시간 20분 전에 대기실에 도착하여야 합니다.

  ※  면접/실기고사 일정은 지원현황에 따라 일정이 추가되는 등 변경이 있을 수 있습니다.

3.  면접고사 평가항목

면접성적 400점 반영 학과 평가항목(항목당 100점 만점)

호텔외식조리과�호텔조리전공 직업�적합성 인성�및�건강미� 의사표현력 외식서비스�능력

보건의료행정과 학과�지원동기� 인성�및�적성 서비스�마인드 학업�및�취업계획

군사학과 학과�지원동기 국가관 발표력 인성�및�적성

경찰경호보안과 인성�및�직업소양 전공�적합성 학업역량 발전�가능성

면접성적 600점 반영 학과 평가항목(항목당 150점 만점)

뷰티스타일리스트과�

헤어디자인전공 학과�지원동기 서비스�마인드 인성 의사�표현력

메이크업전공 학과�지원동기 서비스�마인드 인성 의사�표현력

스킨케어전공 학과�지원동기 서비스�마인드 인성�및�적성 의사�표현력

관광과�
관광중국어전공 전공�적합성 의사�표현력 서비스�마인드 인성�및�건강미

호텔관광전공 전공�적합성 서비스�태도 의사�전달력 외국어�능력

항공서비스과 서비스�마인드 건강미 외국어능력 인성�및�적성

스포츠재활과 전공�적합성 서비스�마인드 인성�및�적성 학업성취역량

  ※  면접고사 미응시자는 면접성적을 0점 처리합니다.

4.  면접성적 평가방법

가.� �면접고사는�평가위원�3명(1개�조)으로�진행하며,�동시면접인원은�학과�특성과�코로나19�상황에�따라�별도로�공지합니다.

나.� �면접�평가항목은�4개이며,�항목당�배점은�면접학과A의�경우�150점,�면접학과B의�경우�100점입니다.

다.� �면접점수는�각�평가위원�평가점수의�평균값입니다(소수점�셋째자리에서�반올림).

5.  실기고사 평가항목

학과 평가항목 평가내용

K-POP과

보컬

/랩

•� �자유곡�1곡�:�가요,�팝,�랩�등
•� �2분�이내 •� �보컬은�무반주,�MR,�직접�반주(전자피아노�사용,�그�외�악기는�직접�준비)�또는�반주자�동반�가능

•� �MR에�코러스,�보컬�더빙�불가하며�전주는�10초�이내로�편집
•� �MR�및�댄스AR은�MP3�형식의�파일로�저장하여�USB제출(고사�당일�제출)
•� �심사위원이�충분히�들었다고�인정될�때는�중단�가능

댄스

보컬

•� �보컬�:�자유곡�1곡
•� �댄스�:�자유댄스�1곡
•� �보컬�1분�이내,�댄스�2분�이내

싱어송

라이터�

•� 자작곡�직접�연주하며�가창

•� 2분�이내
•� �전자피아노�사용,�그�외�사용악기는�직접�준비

•� �심사위원이�충분히�들었다고�인정될�때는�중단�가능

웹툰

만화콘텐츠과

A형
제시된�주제에�따른�

칸만화(4시간)
칸�크기와�형태�제한없이�2페이지�구성�
(자�사용가능)

•� �화지�:�켄트지�4절(대학�제공)
•� �실기재료�:�흑백�또는�컬러�표현이�가능한��

다양한�재료�준비(단,�부착물,�목탄,�

파스텔,�전동기기,�스프레이류�등�사용불가)B형
제시된�주제에�따른��

만화적�상황표현(4시간)
주어진�주제�또는�상황에�맞는�장면을��

연출하여�하나의�그림으로�표현

  ※  실기고사 미응시자는 실기성적을 0점 처리합니다.

6.  실기성적 평가방법

가.� �실기고사는�평가위원�3명(1개�조)으로�진행하며,�상세�진행계획은�별도로�공지합니다.

나.� �실기점수는�각�평가위원�평가점수의�평균값입니다(소수점�셋째자리에서�반올림).

7.  면접/실기시간 예약

가.� �면접/실기일자와�시간을�아래�예약일에�우리�대학�입학안내�홈페이지를�통해�예약할�수�있습니다.

나.� �면접/실기시간�예약일은�아래와�같습니다.�면접/실기시간을�예약하지�않으면�임의�배정합니다.

면접/실기시간 예약일

수시1차 2021.10.11(월)�16:00�~�10.12(화)�16:00까지

수시2차 2021.11.29(월)�16:00�~�11.30(화)�16:00까지

정시 2022.01.17(월)�10:00�~�17:00까지

  ※ 예약일은 변경될 수 있으며, 원서접수기간에 입학안내 홈페이지에 공지됩니다.

8.  기타 안내사항

가.� �준비물�:�면접/실기예약표,�신분증(주민등록증,�학생증,�여권,�청소년증�등)

  ※  “면접/실기예약표”는 입학안내 홈페이지에서 면접/실기예약을 완료한 후 출력할 수 있습니다.

  ※  면접/실기고사에 응시하실 때에는 본인 사진이 있는 신분증을 반드시 지참하여야 합니다(미지참자는 면접고사에 응시할 수 없습니다).

나.� �면접/실기고사�미응시자는�면접성적을�0점�처리합니다.

8. 면접/실기고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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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전형료

1.  전형료

구 분
입학전형료

인터넷 원서접수 

업무위탁수수료
전형료

전형료 면접전형료 실기전형료

일반학과 20,000원 - - 5,000원 25,000원

면접고사�실시전형 20,000원 15,000원 - 5,000원 40,000원

실기고사�실시전형 20,000원 - 25,000원 5,000원 50,000원

수급자�및�차상위전형 - - - 5,000원 5,000원

  ※  전형료는 접수업체 대행 이용수수료(5,000원)를 포함한 금액입니다.

  ※  정원외 전형의 기초수급/차상위계층전형은 지원 시 전형료가 면제되며, 접수업체 대행 이용수수료 5,000원만 납부하면 됩니다.

2.  입학전형료 환불 기준

고등교육법 시행령 제42조의3(입학전형료)에 따른 입학전형료 면제 또는 환불

 제42조의3(입학전형료) 

①� �대학의�장은�법�제34조의4제3항에�따라�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사람에�대해서는�입학전형료를�면제하거나�감액할�수�있다.
� 1.� �「국가보훈�기본법」�제3조제2호에�따른�국가보훈대상자
� 2.� �「국민기초생활�보장법」�제2조제2호에�따른�수급자
� 3.� �그�밖에�경제적�사정이�곤란한�사람�등�대학의�장이�입학전형료를�면제하거나�감액할�필요가�있다고�인정하는�사람

②� �법�제34조의4제4항에�따른�입학전형료의�반환�사유�및�금액은�다음�각�호의�구분에�따른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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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4.� �질병�또는�사고�등으로�의료기관에�입원하거나�본인의�사망으로�입학전형에�응시하지�못한�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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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5.�단계적으로�실시하는�입학전형에�응시하였으나�최종�단계�전에�불합격한�경우�:�납부한�입학전형료�중�응시하지�못한�단계의�입학전형에�드는�금액

③� �대학의�장은�법�제34조의4제5항에�따라�입학전형�관련�수입・지출에�따른�잔액을�해당�학년도�4월�30일까지�입학전형에�응시한�사람이�납부한�
입학전형료에�비례하여�반환하여야�한다.

④� �대학의�장은�제2항�또는�제3항에�따라�입학전형료를�반환하는�경우�둘�이상의�반환�방법을�마련하여�반환�대상자가�선택할�수�있도록�하여야�한다.�
이�경우�그�반환�방법에는�학교를�직접�방문하는�방법과�반환�대상자가�지정하는�금융기관의�계좌로�이체하는�방법이�반드시�포함되어야�한다.

⑤� �대학의�장은�제4항에�따른�반환�방법�중�반환�대상자가�금융기관의�계좌로�이체하는�방법을�선택하는�경우에는�반환할�금액에서�금융기관의�전산망을�
이용하는�데�드는�비용을�차감하고�반환할�수�있다.

⑥� �대학의�장은�제5항에�따라�반환하는�경우에�금융기관의�전산망을�이용하는�데�드는�비용이�반환할�금액�이상이면�반환하지�아니할�수�있다.

3.  입학전형료 환불 신청

가. 신청대상 및 제출서류

신청대상 제출서류

•� 수급자�및�차상위�전형�응시자�외�제42조의3�제1항과�제2항3~4조에�해당하는�응시자
•� 입학전형료�환불�신청서�1부
•� 환불�사유에�해당하는�증빙서류�1부�

나. 환불 신청방법

� 1)� 입학홈페이지�→�공지사항�→�제출서류�검색��『전형료�반환�신청서』�첨부파일�다운로드

� 2)�『전형료�반환�신청서』�작성�후�증빙서류와�함께�입학홍보처로�서류�제출

  ※ 서류제출처 : (우편번호 14011) 경기도 안양시 만안구 양화로37번길 34 본관 1층 연성대학교 입학홍보처 (등기우편 발송 또는 방문 제출) 

1.  합격사정기준

가.� �학과별,�전형별로�총점�순위와�동점자�우선순위에�따라�모집인원의�100%를�선발합니다.

나.� �제출서류(학교생활기록부,�검정고시�합격증�및�성적증명서,�농어촌전형�관련서류�등)�미제출�또는�결격�사유�발생�시에는�성적에�관계없이�

자격미달로�불합격�처리됩니다.

다.� �부정한�방법(서류�위・변조�포함)으로�합격�또는�입학한�사실이�확인되면�입학�후라도�합격을�무효로�하고�입학을�취소합니다.

라.� �정시모집�인원은�수시모집�등록현황에�따라�변경될�수�있습니다.�수시모집�결원�발생�시에는�결원�인원만큼�정시모집�인원에�합산하여�

선발합니다.

마.� �제출한�서류는�일체�반환하지�않으며,�접수�후에는�기재사항을�변경할�수�없습니다.

바.� �고교졸업예정자로서�입학한�학생이�추후�고교�미졸업으로�확인되면�입학이�취소됩니다.

2.  합격자 발표 및 등록 

구분 수시1차 수시2차 정시 비고

합격자�발표 2021.11.01(월) 2021.12.16(목) 2022.02.08(화)
입학안내�홈페이지

(ipsi.yeonsung.ac.kr)

등록/

충원�

수시�등록확인예치금�

납부기간

2021.12.17(금)�09:00부터
�����~�12.20(월)�16:00까지

-
국민은행�전국지점�및�

가상계좌�이용

수시�충원합격자

발표�및�등록
2021.12.20(월)�~�2021.12.29(수) - 개별통보

수시�잔여등록금�납부

및�정시�등록금�납부
2022.02.09(수)�09:00부터�~�02.11(금)�16:00까지

국민은행�전국지점�및�

가상계좌�이용

정시�충원합격자�

발표�및�등록
-

2022.02.11(금)
�����~�02.28(월)

개별통보

가.� �합격�여부는�개별적으로�통보하지�않습니다.�합격�여부�미확인에�따른�불이익의�책임은�수험생�본인에게�있습니다.�반드시�지원자�본인이�

합격�여부를�확인하기�바랍니다.

나.� �수시1차와�2차�모집의�두�모집시기를�통틀어서�2개�학과에�합격한�경우,�1개�학과에만�등록(예치금)을�하여야�합니다.�

다.� �정시모집에서�복수�합격한�경우에는�입학하고자�하는�1개�대학�1개�학과에만�등록을�하여야�합니다.

라.� �합격자는�합격증�및�등록금고지서를�우리�대학�입학안내�홈페이지에서�개별적으로�출력하여�정해진�납부기간�내에�등록확인예치금을�

지정된�은행의�개인별�입금�가상계좌에�납부하여야�하며,�납부기간에�납부하지�않을�경우�등록�의사가�없는�것으로�간주하여�별도의�

추가연락�없이�합격을�취소합니다.

마.� �수시모집에�합격하여�등록확인예치금을�납부한�자는�잔여등록금을�잔여등록금�납부기간(정시모집�등록기간)에�납부하여야�최종�등록이�

됩니다.�잔여등록금을�납부하지�않으면�합격이�취소됩니다.

바.� �수시합격�후�등록확인예치금�납부자의�잔여등록금고지서는�2022.02.09(수)�이후�입학안내�홈페이지에서�출력을�하여�잔여등록금�

납부기간에�지정된�은행의�개인별�입금�가상계좌에�납부하시면�됩니다.

사.� �등록�후�입학�홈페이지에서�반드시�등록확인을�하시기�바랍니다.�입금�부주의로�인한�불이익은�지원자�본인의�책임입니다.

아.� �등록금�납부�관련�문의는�우리�대학�행정지원처�회계팀(031-441-1029,�1030)에�문의하시기�바랍니다.

자.� �수시모집�지원자로�추가합격�통보를�받은�경우에는�등록여부와�상관없이�정시모집�및�추가모집에�지원할�수�없습니다.

차.� �합격자는�입학안내�홈페이지의�합격자�유의사항,�기타�입학�관련�공지사항을�살펴보시고�불이익이�발생하는�일이�없도록�주의하기�

바랍니다.

10. 합격자 발표 및 충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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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추가합격자 발표 및 등록

가.� 합격자�중�미등록자가�발생할�경우�성적순위에�따라�추가합격자를�발표합니다.�

  ※ 수시 충원기간에 수시1, 2차 정원내 각 전형에서 미충원 시 타 시기, 타 정원내 전형에서 교차 충원 가능합니다. 

  ※  수시 정원내 전형에서 미충원된 인원은 정시 일반전형에 합산하여 모집합니다. 수시1차 정원외 전형에서 미충원된 인원은 수시2차 정원외 전형에서, 수시

2차 정원외 전형에서 미충원된 인원은 정시 정원외 전형에서 다시 모집합니다.

나.� �추가합격�기간에�합격�통지는�문자�또는�전화로�안내됩니다.�추가합격자�발표�전에�원서접수�시�작성한�본인�휴대전화,�전화번호,�추가�

전화번호(1)를�꼭�확인하시고�합격�연락을�기다리시길�당부�드립니다.

다.� 추가합격과�관련된�모든�통화는�녹취됩니다.

라.� �추가합격자는�입학원서에�기재된�본인�휴대전화,�전화번호,�추가�전화번호(1)�순으로�연락하여�통보합니다.�원서에�작성한�전화번호,�추가�

전화번호(1)로�연락받게�되는�사람에게�연성대학교�등록�의사를�전달하셔야�합니다.

마.� �추가합격�통보�시�아래와�같은�경우�합격을�취소하고�다음�순위자에게�추가합격을�통보합니다.

� -�5회�이상�통화를�시도해도�연락이�되지�않을�경우

� -�3회�이상�통화�연결이�되었지만,�등록여부를�결정하지�않거나,�통화를�거절하는�경우

� -�위에서�연락이�안되는�경우는�결번,�서비스정지,�전원�꺼짐,�연락두절(불통)�등을�포함합니다.

바.� �타�대학에�이미�등록한�지원자는�추가합격�통보�시�우리�대학에�해당�사실을�알려주시기�바랍니다.�이중으로�등록하면�‘대입지원방법�

위반자’로�분류되어�합격이�무효가�됩니다.

사.� �등록의사를�밝힌�추가합격자는�반드시�해당�등록기간�마감시간�내에�등록을�해야�하며,�등록하지�않은�경우�등록�의사가�없는�것으로�

간주하여�합격을�취소합니다.

아.� �수시모집�지원자로�추가합격�통보를�받은�경우에는�정시모집�및�추가모집에�지원할�수�없습니다.

자.� �전형기간�중�수험생의�휴대전화,�전화번호,�추가전화번호(1)를�잘못�기재하였거나,�변경,�연락�불가능한�상태일�경우�책임은�수험생�

본인에게�있습니다.�추후�어떠한�사유로도�이의를�제기할�수�없습니다.�따라서,�전화번호가�변동된�경우�즉시�연성대학교�입학홍보처로�

통보하여�주시기�바랍니다.

차.� �지연인출제도로�인하여�100만�원이�넘는�송금은�30분�지연�인출될�수�있으니�이를�고려하여�사전에�준비하시기�바랍니다.�

4.  등록금

계열 학과명 입학금 수업료 계

학과�계열분류�상�

공학,�자연과학,��

예체능계열�학과

디지털전자과,�정보통신과,�전기과,�컴퓨터소프트웨어과,�건축과,�

실내건축과,�패션디자인비즈니스과,�뷰티스타일리스트과�헤어디자인전공,�

뷰티스타일리스트과�메이크업전공,�뷰티스타일리스트과�스킨케어전공,�

식품영양학과,�게임콘텐츠과,�웹툰만화콘텐츠과,�영상콘텐츠과,�K-POP과,�

시각디자인과,�보건의료행정과,�스포츠재활과,�반려동물과,�호텔외식조리과�

호텔조리전공,�호텔외식조리과�카페・베이커리전공,�호텔외식조리과�

호텔외식경영전공

224,000원 3,470,000원 3,694,000원

학과�계열분류�상�

인문사회계열�학과

유통물류과,�경영학과,�세무회계과,�군사학과,�경찰경호보안과,�

유아특수재활과,�사회복지과�사회복지전공,�사회복지과�아동심리보육전공,�

유아교육과,�항공서비스과,�관광과�관광영어전공,�관광과�관광중국어전공,�

관광과�호텔관광전공

224,000원 2,990,000원 3,214,000원

  ※ 상기 금액은 2022학년도 예정금액이며 변경될 수 있습니다.

10. 합격자 발표 및 충원

1.  등록포기

가.�등록포기는�입학안내�홈페이지에서�신청할�수�있으며,�등록포기�신청과�동시에�등록포기자로�간주합니다.

나.�등록포기�기간은�합격자�발표�후�별도로�입학안내�홈페이지를�통해�공지합니다.�

다.�등록포기�신청은�본인�인증을�받은�후�신청이�가능합니다.

라.�등록포기�신청이�완료되면�본인�및�보호자의�핸드폰�등�입학원서상의�모든�연락처로�“등록포기�신청완료”�안내메시지를�발송합니다.�

2.  등록포기 신청 

가. 등록포기 신청기간 

구분 등록포기 신청기간 비고

수시모집 2021.12.31(금)�~�2022.02.25(금)�16:00까지 자세한�사항은�입학안내�홈페이지

「등록포기�신청�안내사항」을�참고정시모집 2022.02.11(금)�~�2022.02.25(금)�16:00까지

나. 등록포기 신청방법

� ①�신청방법�:�입학안내�홈페이지�→�“등록포기�신청”�클릭�→�로그인�및�본인�인증�→�포기사유�작성

� ②�본인명의�계좌로�환불받을�경우�:�본인이�입학안내�홈페이지에서�직접�본인인증�후�등록포기�신청

본인인증에 필요사항

•� 지원자의�성명,�생년월일,�수험번호

•� 환불계좌�예금주명

•� 지원자의�휴대전화�번호

� ③�타인명의�계좌로�환불받을�경우�:�계좌번호�변경신청서를�작성하여�제출�→�가족관계�확인�후�포기�신청

해당사항 •� 환불계좌가�본인이�아니라�부모님�계좌인�경우

제출서류

•� 계좌번호�변경신청서�제출�시에는�아래�서류를�연성대학교�입학홍보처로�보내주셔야�합니다.�

� ①�본인�신분증�/�학부모님�신분증�사본

� ②�학부모님�통장(환불�은행�및�계좌번호)�사본

� ③�건강보험증�사본�또는�가족관계�증명서(가족관계�확인용)

� ※��상기�①②③의�서류를�FAX�031-441-1475로�보내시고,�반드시�전화(☏031-441-5994,�5995)로�변경신청서�
제출을�알려주셔야�반영이�됩니다.

� ④��원서접수�시�환불계좌를�잘못�입력하거나,�환불계좌를�입력하지�않은�경우에는�우리�대학�입학홍보처를�직접�방문하여�정정�신청을�

하셔야�합니다.�학교를�방문할�경우에는�본인�신분증,�계좌이체를�할�통장사본을�지참해야�합니다.

다. 등록금 환불

� 1)� �환불

� � ①��우리�대학�학기�개시일�전인�2022.02.25(금)�16:00까지�등록포기를�신청한�자는�등록금�전액을�환불받을�수�있습니다.

� � ②��2022.02.25(금)�16:00�이후�등록포기�신청자는�03.02(수)�일자로�자퇴처리�함을�원칙으로�합니다.

� � ③��주말�및�공휴일은�환불하지�않습니다.�단�등록포기�신청은�가능합니다.

� � ④��위�기간�이후의�등록금�반환에�관한�사항은�“대학�등록금에�관한�규칙�제6조”에�따릅니다.

� 2)�환불�예정시간

포기신청 시간 환불 예정시간 비고

평일�14:00�~�09:00까지�신청자 10:00�~�13:00 사이에�입금 은행�전산망�사정으로�인해�

입금지연이�발생할�수�있습니다.평일�09:00�~�14:00까지�신청자 15:00�~�17:00 사이에�입금

주말�및�공휴일 다음�업무일�입금
주말�및�공휴일은�신청만�가능하며�

환불은�진행되지�않습니다.

11. 등록포기 및 환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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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대입복수지원 및 이중등록 위반 주의 < 고등교육법 시행령 제42조 >

▶�전문대학은�수시모집�지원�6회�제한이�없음(4년제�대학만�해당)
▶�복수지원�금지

� •� 수시모집�대학(산업대학,�교육대학,�전문대학�포함)에�합격한�자(최초합격자�또는�충원합격자)는�등록�여부에�관계없이�『정시모집�및�추가모집』에�지원�금지

▶�이중등록�금지

� •� 모집시기별로�지원하여�입학할�학기가�같은�2개�이상의�대학(산업대학,�교육대학,�전문대학�포함)에�합격한�자는�1개의�대학에만�등록해야�함
▶�대입지원�방법�위반자에�대한�조치

� •� �복수지원�위반�및�이중등록자에�대한�조치�:�전형�종료�후�모든�대학�신입생의�지원,�합격,�등록�상황을�전산�검색하여�금지된�복수지원과�이중등록�사실이�

확인되면�입학을�무효로�함

� •� �전문대학(대학,�산업대학�및�교육대학�포함)과�특별법에�의해�설치된�대학・각종�학교�간에는�복수지원과�이중등록�금지�원칙을�적용하지�않음

� �� �-���복수지원�및�이중등록�금지원칙이�적용되지�않는�대학�:�육・해・공군사관학교,�경찰대학,�과학기술원(한국,�광주,�대구경북,�울산),�한국폴리텍대학,�

한국방송통신대학교,�한국예술종합학교,�한국전통문화대학교,�한국농수산대학�등�고등교육법�외�다른�법령에�따라�설치된�대학・각종�학교

2.  원서접수 시 유의사항

▶�신입생�모집안내에�명시되지�않은�사항은�우리�대학�입학전형관리위원회의�심의를�거쳐�시행합니다.

▶�연성대학교는�신체적,�정신적,�인종적�차이에�따른�차별과�불이익�없이�공정한�선발�절차에�따라�신입생을�선발합니다.

▶�입학전형에�제출된�서류는�일체�반환하지�않으며,�제출서류에�대하여�별도�확인이�필요한�경우에는�추가서류�제출을�요청할�수�있습니다.

▶�모집안내의�내용을�숙지하지�못한�책임은�지원자�본인에게�있습니다.

▶�우리�대학은�개인정보보호법,�공공기관의�개인정보보호에�관한�법률�등을�준수하고�있으며,�수험생의�정보권익�보호에�만전을�기하고�있습니다.

▶�합격�및�등록�후�입학�전에�군입대하는�경우는�입학이�취소됩니다.

▶� �제출�서류의�허위기재�및�위변조�등�부정한�방법으로�합격�및�입학한�사실이�확인될�경우�입학한�후라도�합격�또는�입학을�취소하며�등록금을�환불하지�

않습니다.�

▶�지원자는�본인의�학교생활기록부를�미리�확인하시기�바랍니다.�학교생활기록부�정정은�합격자발표�3일�전까지만�가능합니다.
▶� �장애�등의�사유로�지원이�필요한�경우�장애학생지원센터(031-441-1063)를�통하여�관련�상담을�받을�수�있으며,�별도의�시험관리가�필요한�지원자는�전문의�
진단서�또는�장애인등록증을�소지하고�입학홍보처(031-441-5994)로�연락�바랍니다.

▶�기타�자세한�사항은�입학안내�홈페이지(http://ipsi.yeonsung.ac.kr)�또는�입학홍보처로�문의하시기�바랍니다.

3.  서류제출 시 유의사항

▶� �서류제출�대상자(해당자에�한함)는�원서작성�후�우편�발송�부착용�겉표지(주소)를�출력하여�제출서류�봉투�앞면에�붙여서�제출해야�합니다.�

� •� 서류는�원본�서류만�인정(단,�자격증의�경우�사본�가능)

� •� 수급자�및�차상위�제출서류는�원서접수일�시작�7일�전부터�제출서류�마감일까지�발급한�서류만�인정합니다.�
� •� 농어촌전형�관련�서류는�원서접수일�시작�7일�전부터�제출서류�마감일까지�발급한�서류만�인정합니다.�
� •� 농어촌전형�제출서류�중�지원자�본인ㆍ부ㆍ모의�주민등록초본은�원서접수�마감일을�기준으로�1개월�이내�발급�서류만�인정
� •� 모든�서류는�등기우편�발송�또는�방문�제출해야�합니다.�

� •� 서류제출처�:�(우�14011)�경기도�안양시�만안구�양화로37번길�34�연성대학교�본관�1층�입학홍보처��
� ※�제출기한까지�서류를�제출하지�않을�경우�입학사정�대상에서�제외되고�불합격�처리합니다(필요�시�추가서류를�요구할�수�있습니다).

� ※�접수된�서류는�일체�반환되지�않으며,�접수�후�기재사항은�변경할�수�없습니다.�

4.  입학상담 문의처
업무구분 부서명 전화번호 팩스

입학상담 입학홍보처 031-441-5994~5 031-441-1475

국가장학금�및�학자금대출 원스톱서비스센터 031-441-1070
031-441-1925

교내장학금 원스톱서비스센터 031-441-1063

등록금(보훈대상자�학비감면�등) 행정지원처 031-441-1029 031-442-4400

입학식
학생취업처 031-441-1064 031-441-1925

신입생�오리엔테이션

수강신청 교무처 031-441-1054 031-441-1867

12. 기타 안내사항

국가보훈대상별 교육지원대상자

①�“○”�표시자는�국가보훈법령의�국가보훈대상별�교육지원대상자입니다.

②�국가보훈대상별�교육지원대상자는�관련증빙서류�제출�시�가산점수(10점)를�부여합니다.

③�독립유공자의�경우는�외가도�포함됩니다(가족관계�증명서�제출자에�한함).�

법령 조항 유공자
유공자와의 관계

일반적 명칭
본인 배우자 자녀 손자

독립법
제4조제1호 순국선열 ×� ○ ○ ○

독립유공자
제4조제2호 애국지사 ○ ○ ○ ○

예우법

제4조제1항제3호 전몰군경 ×� ○ ○ ×

국가유공자�

(단,�참전유공자는�

교육지원비�대상임)

제4조제1항제4호 전상군경 ○ ×� ○ ×

제4조제1항제5호 순직군경 × ○� ○ ×

제4조제1항제6호 공상군경 ○ × ○ ×

제4조제1항제7호 무공수훈자 ○ × ○ ×

제4조제1항제8호 보국수훈자 ○ × ○ ×

제4조제1항제9호 6・25참전�재일학도의용군인 ○ × ○ ×

제4조제1항제10호 참전유공자 × × × ×

제4조제1항11호 4・19혁명사망자 ×� ○� ○ ×

제4조제1항12호 4・19혁명부상자 ○ × ○ ×

제4조제1항13호 4・19혁명공로자 ○ × ○ ×

제4조제1항14호 순직공무원 × ○� ○ ×

제4조제1항15호 공상공무원 ○ × ○ ×

제4조제1항16호 국가사회발전�특별공로순직자 × ○� ○ ×

제4조제1항17호 국가사회발전�특별공로상이자 ○ × ○ ×

제4조제1항18호 국가사회발전�특별공로자 ○ × ○ ×

제73조 6・18자유상이자 ○ × ○ × 6・18 자유상이자

제73조의2 지원대상자 ○ × × × 지원대상자

고엽제법 제2조제3호 고엽제후유의증환자 ○ × ○ ×
고엽제후유의증환자

(1996.03.31 편입)

5・18법

제4조제1호 5・18민주화운동사망자,�행방불명자 × ○ ○ ×

5・18민주유공자
(2002.07.26 편입)

제4조제2호 5・18민주화운동부상자 ○ × ○ ×

제4조제3호 5・18민주화운동희생자 ○ × ○ ×

특임법

제3조제1호 특수임무사망자,�행방불명자� × ○ ○ ×

특수임무유공자

(2005.07.29 편입)
제3조제2호 특수임무부상자 ○ × ○ ×

제3조제3호 특수임무공로자 ○ × ○ ×

보훈보상법

제2조제1항제1호 재해사망군경 × ○� ○ ×

보훈보상대상자

(2012.07.01 시행)

제2조제1항제2호 재해부상군경 ○ ×� ○ ×

제2조제1항제3호 재해사망공무원 × ○ ○ ×

제2조제1항제4호 재해부상공무원 ○ × ○ ×

붙임1   국가보훈대상별 교육지원대상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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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경호보안과 가산점수 인정 무도단체

①�2단(품)�이상�공인무도�유단자는�관련�무도단체의�증빙서류�제출�시�가산점수(10점)를�부여합니다.

②�가산점수�인정�무도단체�:�2021년�경찰공무원�채용기준을�준용합니다.

③�가산점수�인정�무도단체는�아래와�같습니다(61개�단체).

���•�대한체육회�가맹단체(10개)

대한태권도협회 대한유도회 대한검도회

대한카라테연맹 대한택견회 대한우슈협회

대한복싱협회 대한민국합기도총협회 대한킥복싱협회

대한주짓수회

���•�중앙본부�포함�8개�이상�광역�지방자치단체에�지부를�등록하고,�3년�이상�활동�중인�단체(법인)�요건을�충족한�단체(50개)

대한기도회 재남무술원 대한국술합기도협회

대한합기도협회 한국정통합기도협회 한민족합기도무술협회

세계합기도협회 대한신무합기도협회 대한민국합기도중앙협회

대한합기도총연맹 KOREA합기도중앙협회 대한국예원합기도협회

대한합기도연맹 대한합기도연합회 대한용무도협회

국제연맹합기도중앙협회 국제특공무술연합회 세계합기도무도연맹

대한종합무술격투기협회 국제당수도연맹 신대한기도회합기도무술협회

대한합기도유술협회 대한해동검도협회 세계태권무도연맹

대한특공무술협회 세계경찰무도연맹 대한호국특공무술총연맹

한국해동검도연합회 대한특공무술연맹 대한검도연합회

한국해동검도협회 대한무에타이협회 K3세계국무도총연맹

세계합기도연맹 대한민국합기도협회 대한민국무무관합기도협회

한국경호무술협회 국술원 한국무예진흥원

한국특공무술협회 대한특수경호무술협회 대한민국해동검도협회

세계용무도연맹 대한민국합기도회 대한생활체육복싱협회

ITF태권도협회 특전사�특공무술 대한합기도총협회

대한프로태권도협회 한국킥복싱협회

���•�무예분야�국가무형문화재�보유단체(1개)

택견보존회

붙임2   경찰경호보안과 가산점수 인정 무도단체

1.  2021학년도 수시1차 입시결과

계

열
모집단위

수업

연한

정원내 특별전형 정원외 특별전형

일반고 특성화고 농어촌 기초수급자/차상위계층전형

모집

인원

경

쟁

률

학생부 

등급
추가

합격

순위

모집

인원

경

쟁

률

학생부 

등급
추가

합격

순위

모집

인원

경

쟁

률

학생부 

등급
추가

합격

순위

모집

인원

경

쟁

률

학생부 

등급
추가

합격

순위최저 평균 최저 평균 최저 평균 최저 평균

공

학

디지털전자과 3 28 5.54 6.89 6.21 127 9 11.89 6.55 5.01 98 1 0.00 2 4.00 6.58 6.58 6

정보통신과 3 31 6.55 8.04 6.52 172 5 11.40 6.54 5.42 52 1 1.00 2 5.00 7.59 7.59 8

전기과 3 32 9.81 7.08 5.97 282 7 20.00 4.86 3.92 108 1 3.00 2 2 4.50 7

컴퓨터소프트웨어과 3 32 11.97 9.00 5.94 351 6 19.67 5.48 4.43 112 1 3.00 2 7.50 6.94 6.31 13

게임콘텐츠과 3 33 9.79 6.48 5.40 193 5 19.80 3.98 3.83 38 1 4.00 3 2 6.00 5.95 5.90 6

토목환경과 2 15 9.27 7.56 6.59 124 2 16.50 5.28 4.70 31 1 1.00 1 3.00 2

건축과 3 29 10.59 9.00 6.47 275 8 10.88 4.84 3.93 49 1 2.00 5.35 5.35 1 6.00 4

실내건축과 3 34 12.50 6.50 5.39 255 5 18.20 3.90 3.15 32 1 3.00 2 2 8.50 6.80 5.86 9

자

연

과

학

식품영양과 3 27 14.26 6.61 5.55 312 8 12.25 4.45 4.02 70 1 1.00 2 6.00 10

호텔외식

조리과

호텔조리전공 2 65 8.80 7.47 5.83 140 13 14.23 4.97 4.01 27 1 9.00 5.77 5.77 3 2 13.00 7.65 5.77 11

호텔외식경영전공 2 32 7.22 7.42 5.69 144 9 13.33 4.37 3.33 56 1 3.00 2 2 4.00 6.92 6.92 6

보건의료행정과 3 44 6.70 5.97 5.22 105 4 9.50 4.03 3.10 16 1 2.00 1 1 13.00 5.69 5.69 3

패션디자인비즈니스과 3 36 8.33 7.47 5.73 219 6 16.33 3.88 3.11 24 1 4.00 5.54 5.54 1 2 7.00 3.83 3.54 1

뷰티

스타일

리스트과

헤어디자인전공 2 46 18.28 7.58 4.95 31 8 24.13 5.00 3.10 15 1 14.00 2.80 2.80 2 12.50 5.81 4.96

메이크업전공 2 32 26.72 6.88 5.65 19 8 20.75 5.07 3.88 4 1 15.00 6.06 6.06 1

스킨케어전공 2 27 9.63 6.79 5.63 39 8 11.25 4.48 3.35 11 1 5.00 6.00 6.00 1 1 13.00 3.49 3.49 2

반려동물과 2 35 14.97 5.08 4.35 166 4 25.75 3.00 2.46 13 1 27.00 5.02 5.02 8 1 29.00 4.47 4.47 4

인

문

사

회

유통물류과 2 30 5.60 7.78 5.95 138 7 12.29 5.47 4.39 79 1 7.00 5.76 5.76 3

경영학과 2 33 10.52 7.40 6.04 304 4 40.25 3.83 3.82 65 1 2.00 1 7.00 4

세무회계과 2 30 7.73 7.50 5.61 194 8 16.63 3.93 3.50 83 1 3.00 2 1 14.00 4.70 4.70 9

유아교육과 3 50 13.58 5.17 4.52 360 8 17.00 4.27 3.48 82 1 9.00 5.01 5.01 6 2 10.50 3.64 3.37

유아특수재활과 3 28 8.46 7.98 6.24 171 6 10.67 5.72 4.40 31 1 2.00 6.54 6.54 2 3.50 6.70 6.70 4

사회복지과 3 52 17.10 6.22 5.44 480 4 75.25 3.98 3.75 56 2 3.00 7.88 7.43 4 1 50.00 5.78 5.78 16

아동보육과 2 16 12.75 7.20 5.98 187 4 18.00 5.19 4.66 61 1 2.00 5.56 5.56 1 2 7.50 6.29 6.18 6

군사

학과

남 2 33 5.33 7.61 6.27 62 6 6.17 5.22 4.34 4 1 1.00 7.53 7.53

여 2 5 12.20 5.61 5.01 10 3 7.00 4.40 4.33 4 1 7.00 6.09 6.09 4

관광과

관광영어전공 2 28 5.61 7.18 5.93 128 6 6.67 5.59 5.10 33 1 0.00 2 2.50 3

관광중국어전공 2 34 2.29 7.52 6.19 43 8 4.25 6.79 5.98 26 1 2.00 1 2 2.50 6.58 6.58 3

호텔관광전공 2 42 8.79 6.84 5.74 171 6 18.17 5.38 4.59 23 1 3.00 5.82 5.82 2 5.50 9

항공서비스과 2 70 35.07 6.73 5.01 69 3 60.00 6.22 4.54 8 1 22.00 4.49 4.49 1 2 29.50 4.56 4.05 1

경찰경호보안과 2 34 6.12 7.05 5.43 48 6 8.17 5.84 4.51 16 1 3.00 6.19 6.19 2 5.50 5.43 5.12

예

체

능

시각디자인과 2 38 8.32 6.96 5.45 244 8 20.38 3.50 3.08 69 1 7.00 5.85 5.85 1 1 16.00 14

영상콘텐츠과 2 35 10.89 5.61 4.81 200 5 24.80 3.67 3.10 38 1 9.00 4.46 4.46 2 12.00 7.31 6.60 18

스포츠케어과 2 13 6.85 7.70 6.27 45 5 8.80 4.54 4.12 1 1 1.00 7.30 7.30 1 5.00 6.25 6.25

※  면접학과  ,  실기학과  

※ 추가합격순위는 최종합격자 예비순위입니다.

※ 2022학년도 신설학과인 카페·베이커리전공, 웹툰만화콘텐츠과, K-POP과는 입시결과 값이 없습니다.

붙임3   2021학년도 입시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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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2021학년도 수시2차 입시결과

계열 모집단위
수업

연한

정원내 특별전형 정원외 특별전형

일반고 특성화고 기초수급자/차상위전형

모집

인원

경

쟁

률

학생부

 등급
추가

합격

순위

모집

인원

경

쟁

률

학생부

 등급
추가

합격

순위

모집

인원

경

쟁

률

학생부

 등급
추가

합격

순위최저 평균 최저 평균 최저 평균

공학

디지털전자과 3 24 4.08 7.75 6.22 84 8 5.50 4.91 3.74 37 1 3.00 3

정보통신과 3 27 4.59 6.99 6.11 112 5 6.60 6.10 4.74 27 1 6.00 3.77 3.77

전기과 3 27 5.04 7.24 6.01 124 5 15.40 4.27 3.77 45 2 4.50 5.54 4.62 5

컴퓨터소프트웨어과 3 27 6.93 6.61 5.32 169 5 20.00 4.21 3.79 54 1 4.00 4

게임콘텐츠과 3 17 8.76 6.39 5.29 82 4 14.25 3.05 2.61 7

토목환경과 2 11 8.64 7.88 6.76 86 2 13.50 7.26 6.09 24 1 4.00 3

건축과 3 26 5.77 7.75 6.38 129 6 7.67 4.64 4.26 18 1 5.00 5

실내건축과 3 25 7.92 6.31 5.36 126 5 13.80 3.61 3.35 11 2 4.50 4.34 3.64 1

자연

과학

식품영양과 3 24 8.25 6.79 5.88 152 9 6.89 4.74 4.02 30 2 3.50 5.38 4.98 3

호텔외식

조리과

호텔조리전공 2 26 6.50 7.67 6.36 42 6 10.33 4.43 3.59 5 2 6.00 6.90 6.61 3

호텔외식경영전공 2 20 5.20 6.38 5.77 33 7 7.71 4.41 4.09 20 1 4.00

보건의료행정과 3 20 8.35 5.97 5.24 39 4 6.75 4.40 3.81 6 1 6.00 4.41 4.41

패션디자인비즈니스과 3 24 6.25 7.11 5.55 104 6 9.83 4.04 3.24 15 1 5.00 5

뷰티

스타일

리스트과

헤어디자인전공 2 15 18.53 6.40 5.14 6 10.00 3.74 3.14 3 2 7.00 7.08 4.46 2

메이크업전공 2 12 21.92 5.81 4.87 2 5 12.00 4.93 4.01 1

스킨케어전공 2 15 7.27 6.98 5.96 3 7 4.14 6.99 4.92 10

반려동물과 2 12 13.75 5.13 4.65 54 4 15.00 3.00 2.77 7 1 19.00 4.86 4.86 7

인문

사회

유통물류과 2 26 5.00 7.86 6.09 114 5 9.60 5.65 4.58 41 1 4.00 5.20 5.20 1

경영학과 2 27 7.37 7.23 5.82 172 4 13.25 3.92 2.75 22 1 6.00 6

세무회계과 2 24 5.38 7.52 5.54 105 5 13.40 3.16 2.97 18 1 6.00 3.67 3.67

유아교육과 3 39 7.97 5.14 4.64 160 6 10.17 4.95 4.18 36 2 11.00 4.93 4.84 7

유아특수재활과 3 25 4.64 7.76 6.13 93 6 6.50 4.76 4.22 6 2 2.50 5

사회복지과 3 16 25.06 5.83 4.98 197 4 39.00 3.30 2.96 8 2 14.00 6.48 6.11 11

아동보육과 2 10 9.40 6.26 5.62 85 3 8.67 6.53 4.94 22 1 7.00 5

군사학과
남 2 10 4.50 7.20 6.16 11 3 4.00 5.83 4.78 4 1 1.00 1

여 2 2 8.00 4.22 3.93 1 2 3.00 5.44 4.80

관광과

관광영어전공 2 23 4.87 7.51 5.65 99 5 5.00 5.68 4.68 23 2 2.00 4

관광중국어전공 2 16 2.50 9.00 7.06 33 8 1.50 8.11 5.54 6 2 1.50 3

호텔관광전공 2 21 7.10 7.88 5.79 64 6 7.67 4.58 4.12 3 2 2.50 5.87 5.87 4

항공서비스과 2 33 33.61 7.42 5.08 19 2 34.50 5.14 4.68 2 22.50 3.02 2.86

경찰경호보안과 2 15 6.73 6.15 5.21 14 4 5.50 4.78 3.68 5 2 3.00 8.23 7.23 1

예체능

시각디자인과 2 14 9.36 6.38 5.34 82 8 11.25 3.93 3.51 26 1 7.00 4.83 4.83

영상콘텐츠과 2 15 12.73 5.16 4.62 72 5 14.40 3.33 3.16 14 1 15.00 4.28 4.28 1

스포츠케어과 2 7 6.43 6.76 5.73 6 3 4.00 6.39 5.75 3 1 4.00 6.32 6.32

※  면접학과  ,  실기학과  

※ 추가합격순위는 최종합격자 예비순위입니다.

※ 2022학년도 신설학과인 카페·베이커리전공, 웹툰만화콘텐츠과, K-POP과는 입시결과 값이 없습니다.

붙임3   2021학년도 입시결과

3.  2021학년도 정시 입시결과

계열 모집단위 수업연한

정원내 일반전형

모집인원 경쟁률
수능 학생부 추가합격

순위최저 평균 최저 평균

공학

디지털전자과 3 36 2.89 50 83.27 7.49 6.29 68

정보통신과 3 32 3.06 54 87.36 7.02 5.63 66

전기과 3 9 8.00 77 108.00 8.20 6.95 63

컴퓨터소프트웨어과 3 8 15.50 58 99.78 6.39 5.20 108

게임콘텐츠과 3 5 12.40 93 115.57 7.56 6.09 36

토목환경과 2 12 4.00 34 41.67 7.16 5.84 36

건축과 3 8 9.25 58 85.00 7.29 5.98 66

실내건축과 3 9 9.89 67 103.50 7.48 5.73 80

자연

과학

식품영양과 3 11 5.64 82 102.88 7.03 5.68 51

호텔외식

조리과

호텔조리전공 2 4 14.75 43 98.88 7.54 6.01 55

호텔외식경영전공 2 2 10.00 86 86.00 4.90 4.90 18

보건의료행정과 3 9 12.78 67 102.50 6.70 5.09 96

패션디자인비즈니스과 3 7 7.43 67 98.00 7.54 5.74 45

뷰티

스타일

리스트과

헤어디자인전공 2 5 5.80 33 97.17 6.88 6.15 24

메이크업전공 2 3 10.33 136 145.00 6.85 6.61 7

스킨케어전공 2 3 4.67 90 127.33 5.94 4.83 5

반려동물과 2 6 10.67 68 95.43 6.91 6.03 50

인문

사회

유통물류과 2 6 5.83 50 95.83 6.84 6.38 29

경영학과 2 8 11.00 71 93.33 6.65 5.82 80

세무회계과 2 4 12.25 57 98.67 7.02 5.86 45

유아교육과 3 9 10.11 114 142.00 7.29 5.75 46

유아특수재활과 3 5 5.20 63 83.67 6.52 5.58 21

사회복지과 3 10 13.00 97 124.50 6.05 5.12 120

아동보육과 2 9 5.89 43 100.00 7.14 5.10 44

군사학과
남 2 2 10.50 94 106.00 8.50 6.07 8

여

관광과

관광영어전공 2 29 2.10 53 97.78 7.88 5.66 32

관광중국어전공 2 39 1.21 35 85.14 7.65 6.20 8

호텔관광전공 2 6 10.50 83 106.33 6.18 5.58 57

항공서비스과 2 6 9.33 96 128.17 14

경찰경호보안과 2 6 15.67 84 125.43 6.38 5.16 69

예체능

시각디자인과 2 5 14.40 56 108.75 7.33 6.04 67

영상콘텐츠과 2 6 20.00 92 122.22 7.27 5.60 79

스포츠케어과 2 8 6.00 58 104.20 23

※  면접학과  ,  실기학과  

※ 추가합격순위는 최종합격자 예비순위입니다.

※ 2022학년도 신설학과인 카페·베이커리전공, 웹툰만화콘텐츠과, K-POP과는 입시결과 값이 없습니다.

※ 2021학년도 면접·실기학과인 항공서비스과, 스포츠케어과는 수능성적과 면접·실기 성적만 반영되는 학과이기 때문에 입시결과에 학생부성적 값이 없습니다.

※ 군사학과(여)는 2021학년도 정시에 모집하지 않았기에 입시결과가 없습니다.

붙임3   2021학년도 입시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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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전자과 3

정보통신과 3

전기과 3

컴퓨터소프트웨어과 3  4

디지털전자과 
Dept. of Electronics  

3년제

가전기기 개발의 선도, 

디지털전자과

4차 산업혁명의 근간인 

ICT 융합 산업 전문기술인 양성 

역사와 전통, 그리고 최고의 취업률을 자랑하는 정보통신과는 4차 산업혁명시대 디지털 통신·네트워크 

기술을 바탕으로 IT융합산업에 필요한 인재를 양성하는 최첨단 학과입니다.

디지털전자과는 가전기기 개발에 필요한 회로설계, 회로기판 설계와 시스템 소프트웨어 개발

능력을 갖춘 인재를 양성합니다.

전기공학이론에 대한 기초지식을 바탕으로 4차 산업혁명 시대 각광받는 신에너지 분야의 실무능력을 

갖춘 능동적, 통섭적, 기술지향적 현장 기술형 인재를 양성합니다.

미래의 신성장 동력, 

그린 전기에너지 

분야의 주역 

 

3년제

전문성과 혁신성을 겸비한 
미래형 엔지니어 양성

취업분야  스마트 가전기기 및 홈오토메이션 개발 분야, 마이크

로프로세서 개발 및 응용 분야, 반도체 장비 개발, 반도체 개발 

및 활용 분야, 통신 및 방송장비 개발 분야, 스마트폰 개발 및 응

용 분야, 컴퓨터 개발 및 응용 분야, 디스플레이(LED, LCD 등) 개

발 분야, 전자기기 유지보수 분야

취업분야  전기자동제어 전문가, 공장자동화 분야, 개발 및 감리, 전기설비

설계 전문가, 수변전설비, 예비전원설비, 자동제어감시제어설비, 간선, 노

명, 동력, 승강기 등 모든 방면의 전기설비설계 및 전기설비 안전관리 분야

취업분야  • 정보통신기기개발 직무 _ 설계·개발 및 생산 

관련 업체 • 정보통신기기운용 직무 _ 유무선 네트워크의 

설계, 설치, 유지 및 보수 관련 업체

정보통신과
Dept. of Information 

Communication

3년제

전기과 
Dept. of Electrical Engineering

3년제

취득가능 자격증  전기산업기사, 전기공사산업기

사, 소방설비산업기사

취득가능 자격증 정보통신산업기사, 네트워크관리사, CCNA, 

CCNP, 무선선비산업기사, 통신선로산업기사, 정보처리산업기사, 

MCSE, 리눅스마스터

취득가능 자격증  전자산업기사, 정보통신산업기사, 무선

설비산업기사, 방송통신산업기사, 전파전자산업기사, 전파

통신산업기사, 디지털제어산업기사, 전기공사산업기사, 전

기산업기사, 정보기술산업기사, 전자계산기산업기사, 정보

처리산업기사

94 취업 만족도가 높은 학과 매년 우수한 취업률을 보여주고 있으며, 취업자 중 94%가 

지속적으로 근무하고 있는 취업 만족도가 높은 학과입니다.

TOP 최고의 실습 장비 및 환경 최근 2년간 최고의 교육의 질을 확보하기 위한 장비 도입 및 실습실과 

강의실 리모델링을 통한 최고의 실습 환경을 구축하였습니다.

EXCELLENT 교육부 선정 LINC+ 매우 우수 교육부 선정 사회맞춤형 교육 사업 시행을 통해 최고 수준의 평가를 

받았습니다.

공학1관 4층 

Tel. 031-441-1089 

www.yeonsung.ac.kr

/electronics 

73.0% 취업에 강한 전기과! 타 대학 유사학과 대비 8% 이상 높은 73.0%(’19년 정보공시 기준)의 

높은 취업률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46명/4Yrs. 높은 재학 중 국가자격 취득 

+ 자격증 취득 학과 장학금

자격증 취득 특화 교육과정을 통해 재학생이 전기산업기사 

국가자격증을 취득하고 있습니다. 학과에서 지급하는 자격증 취득 

장학금은 전기과만의 자랑입니다.

신성장 분야 전기엔지니어 확보 필수 

+ 4차 산업혁명 신에너지 분야

전기에너지 관리 인력은 어느 산업을 막론하고 반드시 필요한 

분야입니다. 따라서 우리 학과 졸업생들은 한국전력공사, 

전기안전공사와 같은 공기업, 포스코, 상성, LG와 같은 대기업 등 

다양한 취업 실적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11.6% 높은 취업률 타 대학 유사학과 평균 취업률보다 11.6% 높은 74.1%(’19년 정보공시 

기준)의 높은 취업률을 자랑하고 있습니다.

28팀 전국 최고의 경진대회 실적 최근 4년간 전국 대학교 스마트 로봇 경진대회 총 9팀, 

국제로봇콘테스트 AIR SPORTS 경진대회 총 19팀 등 우수한 

수상실적을 거두고 있습니다.

388만 최고의 1인당 장학금 학과 소속 100%의 재학생이 1인당 평균 3,883,087원의 장학금을 

받는 등 장학금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공학1관 2층

Tel. 031-441-1098 

www.yeonsung.ac.kr/eic 

공학1관 3층 

Tel. 031-441-1442 

www.yeonsung.ac.kr/elec 

스마트
ICT계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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컴퓨터소프트웨어과  
Dept. of Computer Software

3년제  4년제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넘어 미래를 선도하는

컴퓨터소프트웨어 

인재 양성 

실내건축과는 교육부 선정 기업맞춤형 학과로서 전국 최고 수준의 실습 지원이 이뤄지고 있으며, 구성원 

간 적극적인 상호교류를 통해 최고의 실내건축 분야의 전문가를 양성하고 있습니다.

컴퓨터소프트웨어과는 현재 진행형인 4차 

산업혁명의 핵심인 소프트웨어를 설계하고  

제조하는 능력을 갖춘 인재를 양성합니다.

첨단 스마트 시대를 

앞서가는 창의적인 

실내공간디자이너 양성

취득가능 자격증  실내건축산업기사, 건축산업기사, 건축설비산업

기사, 실내건축기사, 건축기사, 건축설비기사, 건설안전기사, 컬러리

스트 1급, 2급

실내건축과
Dept. of Interior Architecture 

3년제  4년제  석사과정   

취업분야  • 실내디자인 설계 직무 : 인테리어디자인 사

무소, 전시디자인 회사, 가구디자인 회사, 건축설계 사무

소, 조명디자인 회사, 인테리어 코디네이터, VMD, 실내 

공간 그래픽 디자이너 • 실내디자인 시공 직무 : 인테리

어 시공회사, 건설회사, 9급 공무원

AWARDS TOP 각종 공모전 최다 수상 성실함과 창의적인 감각으로 국내 각종 공모전에서 최다 수상을 

기록하며 최고의 퀄리티로 취업에 성공하는 학과의 경쟁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LICENSE TOP 국가공인자격증 최다 합격 수업 교과목과 연계한 학습법 개발로 실내건축산업기사와 

건설안전기사 등 국가공인 자격증의 최다 취득률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4+석사 4년제 학사학위과정과 

전문대 첫 석사과정

2014년부터 4년제 학사학위과정을 야간에 운영하여 3년제 

졸업 후 교육기회의 폭을 넓히고 실무와도 병행할 수 있습니다. 

또, 2022학년도부터 전문대 최초로 대학원 석사과정을 

운영합니다(교육부 선정 마이스터대학).

창조관 1층

Tel. 031-441-1490 

www.yeonsung.ac.kr/inde

취득가능 자격증  정보처리산업기사, 컴퓨터활용

능력, 전자계산기산업기사, 웹서버관리사, MCSE, 

SCJP, OCP, MCDBA, CCNA, 네크워크관리사, 리눅

스마스터, 임베디드소프트웨어전문가, 유비쿼터스

전문가, CPQ

취업분야   • 전문소프트웨어 개발 분야 : 그룹웨어 개발

업체, 기업 S/W 개발업체, 금융기관 S/W 개발업체, 상용 

S/W 개발업체 등 • 클라우드, 네트워크 및 서버 관리 분

야 : 금융기관 전산실, 기업/대학 전산실, 네트워크 기술

자, 웹서버관리자, 네트워크 프로그래머 등 • 기타 분야 : 

IT전문교육기관 교사, 전산관련 행정직 등

Leading  

4th IR

4차 산업혁명 선도학과 빅데이터, 인공지능, VR 등 풍부한 실무경험을 보유한 

교수진의 현장 중심 교육으로 4차 산업혁명 시대를 선도하고 

있습니다. 4차 산업혁명 시대 SW융합 아이디어 경진대회에서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상, 3D프린팅협회장상 등을 

수상하며 학과의 경쟁력을 입증하고 있습니다.

Big Data 교육부 선정 빅데이터

프로그래밍(LINC+)과정

우리 학과는 교육부 선정 사회맞춤형 학과인 빅데이터과정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15개 이상의 기업들과의 맞춤형 교육을 통해 

전용 실습실 등 최고 수준의 실습 지원과 취업 연계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4th Labs 다양한 학생 맞춤형 전공 랩 우리 학과는 10년 이상 전통의 네트워크/모바일, 서버/OS, 

신기술 세미나/프로젝트, 창업/경진대회에 특화된 4개의 전공 

랩을 운영하여 학생맞춤형 활동을 통해 각종 경진대회/전시회 

참여 등 전공 역량을 배로 하고 있습니다.

공학1관 1층

Tel. 031-441-1309 

www.yeonsung.ac.kr/comso 

라이프
디자인
계열
건축과 3  4  석사

실내건축과 3  4  석사

패션디자인비즈니스과 3

뷰티스타일리스트과 헤어디자인전공 2

뷰티스타일리스트과 메이크업전공 2

뷰티스타일리스트과 스킨케어전공 2

라이프스타일을 
디자인하는 남다른 
美산업 인재 양성

건축과
Dept. of Architecture   

3년제  4년제

석사과정  

건축디자인과 시공능력을 

갖춘 꿈과 비전을 지닌 건축과 

건축과는 건축 관련 직무 분야에서 전문성과 창의적 사고를 갖춘  

고숙련 전문기술인재 양성을 목표로 합니다.

취업분야  건축설계 사무실, 종합건설회사, CM 회사, 건축구조 

사무실, 인테리어 사무실, 건축적산 사무실, CG 사무실, 안전진단

회사, 시행사, 대학원(석사, 박사) 진학, 건축직 공무원(교육청과 

지방직)

취득가능 자격증  • 전문학사 3학년 재학 중 : 건축

산업기사, 건설안전산업기사, 실내건축산업기사 등 • 4학년 

전공심화과정 재학 중 : 건축기사, 건설안전기사, 실내건축

기사 등 • 졸업 후 실무경력 : 건축사, 건축시공기술사, 건축

구조기술사, 건설안전기술사, • AutoCAD자격증

95.7% 95.7% 경이로운 취업률 풍부한 산업체 경력과 다양한 인적 네트웍을 형성하고 있는 교수진이 

양질의 취업처를 알선하며 산업체에서 요구하는 인재상에 적합한 

교육과정을 개발·운영하고 1인 1자격증 취득을 필수로 하여 타 대학 

대비 놀라운 성과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무상지원 실습 재료비/경진대회 무상지원 실습 시 필요한 재료를 무한으로 지원하며 내, 외부 경진대회 참가 시 

디자인 판넬 출력과 참가비를 무상지원합니다.

4+석사 4학년 학사학위과정과 전문대 첫 

석사과정

4학년 학사학위 전공심화과정으로 일반대학과 동등한 학위 취득이 

가능하며 건축기사 응시 자격조건을 부여함으로써(2019년도 기준 

8명 합격)대기업 취업도 가능합니다. 또 2022학년도부터 전문대 

최초로 대학원 석사과정을 운영합니다. 

창조관 2층 

Tel. 031-441-1419 

www.yeonsung.ac.kr/arch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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패션디자인비즈니스과  
Dept. of Fashion Design Business 

3년제

4차 산업혁명 시대 

뷰티 서비스 산업을 

선도하는 Creative

뷰티리더 양성 

패션 디자인 비즈니스 

글로벌 실무 교육의 산실

메이크업으로 인물을 

재창조하는 창의인재 양성 

이미지분석, 디자인, 메이크업, 뷰티코디네이션, 후속관리 등으로 특정한 상황과 목적에 맞는 얼굴·신체

를 연출하고 표현하는 메이크업 아티스트를 양성합니다.

스킨케어전공은 4차 산업혁명 시대의 융·복합 서비스 인재를 목표로 피부 진단 및 ICT기술을 접목한 개인 

맞춤 피부 전문가를 양성합니다.

패션디자인비즈니스과는 의류, 텍스타일, 소품 등 패션 상품의 디자

인·제작기술, 소비자 중심의 유통·마케팅 분야의 교육을 통해 패션제

품 디자이너, 패션제품 마케팅 인재를 양성합니다.

물리적, 화학적 기술과 커트, 염색 등의 테크닉을 활용하여 

고객이 만족할 수 있는 헤어스타일을 연출하고 뷰티서비스 업무 

수행 능력을 갖춘 헤어디자이너를 양성합니다..

스마트헬스케어시대 

전문 피부미용인 양성 

취업분야  헤어디자이너, 헤어 브랜드 교육강사, 트리콜로지스트(두피모

발관리사), 뷰티 컨설턴트, 방송연예 코디네이터, 웨딩헤어 스타일리스트, 

이벤트 회사, 패션 매거진코디네이터, 미용관련전문지 발행회사, 화장품 

회사, 뷰티아카데미 강사, 헤어브랜드제품 회사, 샵 매니저, 가발전문디자

이너, 특수머리전문디자이너, 헤어살롱 창업 등 

취업분야  호텔스파, 데이스파, 리조트스파, 에스테틱 살롱 등의 스파테라

피스트 및 에스테티션, 피부과, 성형외과, 한의원 부설 피부관리실의 메디-

에스테티션, 두피 전문 관리실 및 모발 이식 병원 등의 두피관리사, 맞춤형

화장품회사, 피부임상기관, 뷰티디바이스회사, 피부미용 학원 강사  

취득가능 자격증  미용사면허증, 미용사(메이

크업)자격증, 미용사(네일)자격증, 미용사(헤

어)자격증, 컬러리스트, SMAT(서비스비지니

스 A,B모듈) 등

뷰티스타일리스트과 
헤어디자인전공
Dept. of Beauty Stylist  
Major in Hair Design 

2년제

뷰티스타일리스트과 
메이크업전공  

Dept. of Beauty Stylist  
Major in Makeup 

2년제

뷰티스타일리스트과 
스킨케어전공    

Dept. of Beauty Stylist  
Major in Skin Care

2년제

취득가능 자격증  미용사(피부)국가자격증, SMAT(

비즈니스커뮤니케이션) 국가자격증, 맞춤형화장

품조제관리사 자격증, 트리콜로지스트2급 인정서, 

간호조무사자격증, 병원코디네이터자격증 

취업분야  메이크업 아티스트, 네일 아티스트, 컬러리스트, 뷰티 컨설턴트, 분

장사, 방송연예 코디네이터, 이벤트 회사, 패션 매거진코디네이터, 메이크업 

스튜디오, 미용관련전문지 발행회사, 헤나아티스트, 화장품 회사 등  

취득가능 자격증  미용사면허

증, 미용사(일반) 국가자격증, 이용사 국

가자격증, 트리콜로지스트2급, 컬러리스트산업

기사 등

문화1관 2층

Tel. 031-441-1473 

www.yeonsung.ac.kr/hair

에스티로더그룹 에스티로더그룹과의 

교육부 선정 맞춤형 학과

사회맞춤형(LINC+) ELCA뷰티어드바이저과정은 글로벌 코스메틱 기업이자 

프레스티지 화장품 업계의 글로벌 리더인 에스티로더컴퍼니즈(ELCA 

Korea)와의 협약과정으로 현장중심 맞춤형 인재를 양성합니다.

수상 높은 대외 수상 실적 우리 학과는 그동안 다수의 경진대회 또는 공모전에 참여하여 대상 

및 최우수상 등 전국 최고의 실적을 거두며 학과의 경쟁력을 입증하고 

있습니다.

1위 전국 미용계열 입시경쟁률 

1위 학과

지난 수년 간 전국 미용계열 학과 중 부동의 입시 경쟁률 1위로 신입생들이 

가장 선호하는 학과입니다. 해외 전문기관들과의 활발한 교류로 학생들을 

국제적 감각을 가진 뷰티스타일리스트로서 성장시킨 그간의 노력의 

결과입니다.

비달사순 국제 등가성 교육 영국 Vidal sassoon schoolship 체결 운영(2014~2018)

88.9% 최상위 취업률 매년 80% 이상(’20년 정보공시기준 88.9%)의 매우 높은 취업률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5,239,667원 재학생 1인당 장학금 학과 재학생 1인당 5,239,667원의 장학금을 수혜(2020년 정보공시기준) 

하여 최고 수준의 교육복지 환경을 제공합니다.

재능봉사 지역 내 전공 재능 봉사 

참여(지역사회 연계 서비스 

러닝 활동)

전공동아리를 통해 인근지역 내 재능 봉사에 참여함으로써 인격적인 

소양을 함양하였습니다.

(지역사회 연계 

교육부 선정 산업체 맞춤형

교육과정

LINC+사업 교육부 지원 [KERKER헤어디자인과정] 운영하고 산업체 

맞춤형 교육과정인 NCS(국가직무능력 표준) 기반에 맞춘 현장 실무형 

교육과정을 운영하여 높은 취업률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Only One 전문 에스테티션 배출의 산실 통합 미용전공이 아닌 피부미용 단일 전공으로서 10년이 넘는 전통을 가진 

학과이며, 현재 800명 이상의 전문 피부미용사를 양성하고 있습니다.

Best of 

Best

국내 최고 현장미러형 교육과정 피부미용 산업체의 특성과 변화하는 트렌드를 즉각 반영한 세분화된 실무형 

교육과정(에스테틱/메디에스테틱/화장품)을 진행하며, 최신 실습기자재 다량 

보유 및 2인 1조 1대 미용실습기기 배정으로 현장형 실습이 가능합니다.

교육부 

선정

4차 산업혁명 인재 

양성을 위한 LINC+ 

스마트뷰티어드바이저과정 운영

4차 산업혁명 시대를 살아갈 뷰티전문가를 양성하기 위해 수도권 최고의 

메디컬산업체와 맞춤형화장품 및 뷰티 디바이스 산업체와의 산학협력을 

현장실무형 인재 양성을 목표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Level Up 현장 실전형

학생 자율

전공동아리 운영

전공동아리 활동의 일환으로 학생 자율 교내 모의 피부관리실(레몬트리)을 

운영함으로써 산업체 현장성을 재현한 창의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문화1관 2층 

학과사무실 031-441-1438 

ELCA 031-441-1473 

www.yeonsung.ac.kr/makeup

문화1관 2층

Tel. 031-441-1305 

www.yeonsung.ac.kr/skincare

취득가능 자격증  패션컴퓨터운용마스터, 패션머천다이

징산업기사, 패션샵마스터, 패션스타일리스트, 패션샵스타

일리스트, 컬러리스트 

취업분야  패션디자이너, 패터너, 테크니컬디자이

너, 패션스타일리스트, 텍스타일디자이너, 패션소

품디자이너, 머천다이저(기획MD, 생산MD, 영업

MD), 온라인 마케터, 브랜드 광고, 홍보, 샵마스터, 

의류무역, 유통관리, 컬러리스트 

86.8% 86.8% 전국 최상위 취업률 우리 학과는 타 대학 유사학과 대비 24% 이상 높은 전국 

최상위의 86.8%의 놀라운 취업률(’19년 정보공시 기준)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33yr/

YEON-GA

33년 전통의 패션쇼

국내외 브랜드 런칭 프로젝트

1989년부터 서울 섬유센터 등에서 매년 열리고 있는 

졸업작품 패션쇼, 일본, 중국, 홍콩 등 박람회 참가, 해외 초청 

패션쇼, 국내 유명브랜드와의 콜라보 브랜드 런칭 프로젝트는 

업계와 학계의 찬사를 받고 있습니다. 특히 ’16년부터 중국에 

GAROSU와의 합작 브랜드 ‘연가’를 런칭, K-패션을 선도하고 

있습니다.
YEON-GA 33년 전통의 패션쇼

2 TRACKS 패션디자인, 패션MD의

전문화된 2개 트랙

우리 학과는 전공 트랙제를 실시하여 3학년 교육과정을 

패션디자인과 패션머천다이징&마케팅(MD)의 2가지 

트랙으로 이원화하여 타 대학과 차별화된 전문 직무교육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문화1관 5층

Tel. 031-441-1385 

www.yeonsung.ac.kr/fash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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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차 산업혁명 시대를 

선도하는 게임산업 분야 

창의·융합 인재 양성 

영상콘텐츠과는 빠르게 발전하는 영상기술과 미디어 환경에 따라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미디어콘텐

츠제작 전문인력 양성을 목표로 합니다.
게임콘텐츠과는 게임 전문 교육과정과 게임 스튜디오 교육과정과 

실제 프로젝트 중심의 실무형 교육을 통해 현장형 전문가를 양성합니다.

올바른 콘텐츠 문화를 선도하는 

영상 및 크리에이터 인재 양성

취업분야  • 게임 기획 - 기획자, 마케터, 운영자, 제작자 등 

• 게임 개발 - VR/AR 프로그래머, 엔지니어, 테스터, 디렉

터 등 • 게임 아트 - 2D/3D 그래픽 디자이너, 애니메이터, 

이펙터, 원화가 등

게임콘텐츠과  
Dept. of Game Contents

3년제

영상콘텐츠과
Dept. of Motion Contents

3년제

취득가능 자격증  • 한국생산성본부 : GTQ(그래픽기술자격), GTQi 

(그래픽기술자격일러스트), iTQ(정보기술자격), PAT(프레젠테이션 능

력), IEQ(인터넷윤리자격) • 한국산업인력공단 : 멀티미디어콘텐츠제

작전문가, 컴퓨터그래픽사운용기능사, 초경량비행장치조종자, 시각디

자인산업기사 • ACA(Adobe국제공인자격증) : Photoshop, IIIustrator, 

Premiere Pro, ACA스페셜 •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 : 디지털영상편집자

격증 1, 2급 • Microsoft Office 국제공인자격증 : MOS 자격증

취업분야  케이블 / 위성 / 인터넷 방송사, 프로덕션, 

포스트프로덕션, 영화제작사, 광고홍보대행사, 3D 

입체영상, VR/AR/MR/SR, Drone 촬영, 미디어파사

드, 게임제작사, 2D/3D 그래픽, 모바일/인터넷콘텐

츠 제작관리회사, 인터넷방송크리에이터, 기업 내 방

송국, 기업홍보부, 기업영상부, 디지털콘텐츠 및 영상

제작분야 창업 등

취득가능 자격증  • 게임 개발 분야의 프로그래머, 시스템엔지

니어 직종 • 게임 기획, 사업, 운영 등의 직종 • 게임 아트 분야의 그

래픽 디자인 직종 • 응용 소프트웨어 개발 및 그래픽 디자인 직종

Creation 6 게임 개발 프로젝트 게임스튜디오 과정과 집중 학기제를 통해 학생들 개개인의 재능과 

전공 지식 역량을 발휘할 수 있습니다. 실무 능력 극대화를 위해 

국내 교육기관 중에서 가장 많은 총 6번의 게임 제작 프로젝트를 

진행합니다.

Career 4 학생별 맞춤 진로 선택 졸업 학기에 학생별 맞춤 진로 프로젝트를 운영합니다. 이를 통해 

소질과 능력, 취향에 맞추어 사회 진출을 준비 할 수 있습니다.

협업 프로젝트(기업 아웃소싱을 수행), 인턴 프로젝트(산학 협력 

사업), 자격증 프로젝트(개인 역량을 집중), 창업 프로젝트(신규 게임 

서비스 제작)

Concentration 

9

효율적인 집중 학기제 운영 학습과 실무의 조화로운 연계를 위하여 총 9개로 나누어진 

효율적이고 선진적인 집중 학기제를 운영 합니다.
문화2관 3층

 Tel. 031-441-1109

www.yeonsung.ac.kr/gamecon

맞춤형 미래 설계 20년의 노하우가 바탕이 된 

미래 설계

“2000년 미디어아트전공을 시작으로 20여 년 간의 연구와 노하우로 

설립된 학과” 국내외에서 다양한 실무경험을 가진 교수진이 심도있는 

학습을 지도하며, 학생 개개인의 특성을 고려하여 미래를 설계할 수 

있도록 독려합니다.

적성별 심화교육 세부 트랙별 Lab 운영 “3가지의 트랙(영상기획연출/영상제작/영상그래픽) Lab 운영”

각 트랙은 수업 외의 시간을 활용하여 교수·학생 간 랩(Lab) 활동을 

진행합니다. 학생들의 실력을 더욱 빠르게 향상시킬 수 있습니다.

현장교육 유수의 국내외 기업들과의 

협력체계

“현장견학 및 현장실습 기업 매칭 100%”

관련기업 견학과 현장실습 등을 통해 실무경쟁력을 높이고, 일을 즐길 

수 있는 영상콘텐츠제작자를 양성합니다.

TOP 국내 TOP 교수진 웹툰, 만화, 스토리텔링, 기획, 출판 등 관련 산업 전반에서 왕성한 

활동을 하고 있는 교수진 구축  

PRACTICAL 실전 창작프로젝트 입학에서 졸업까지 매학기 실전 창작 프로젝트식 수업과 맞춤형 

지도를 통한 콘텐츠 전문가 양성 

1:1 1:1 개별 멘토링 및 리쿠르팅 매 학기 담당교수와의 1:1 멘토링, 콘텐츠 관련 기업과의 리쿠르팅 

프로젝트 시행을 통한 맞춤형 진로 설계

문화2관 5층

Tel. 031-441-1378 

www.yeonsung.ac.kr/contents 

세계를 감동시키는
문화 크리에이터 양성

문화
콘텐츠
계열
게임콘텐츠과 3

웹툰만화콘텐츠과(신설) 3

영상콘텐츠과 3

시각디자인과 3

K-POP과(신설) 3

글로벌 문화를 선도하는 

K-웹툰·만화 창작자 양성

디지털 문화 콘텐츠 시대에 가장 각광을 받고 있는 웹툰 만화 분야. 창작자에게 가장 필요한 창의력을 양

성하기 위해 최적화된 교육과정과 전문가와의 1:1 교육체계를 통해 국내를 넘어 세계에서 활동하는 글로

벌 창작자를 양성합니다.

취업분야  웹툰 작가, 웹툰P/D, 플랫폼 운영자, 웹

툰 기획자, 웹툰제작자, 출판만화, 일러스트레이터, 

애니메이터, 게임그래픽 전문가, 웹소설, 라이트노

벨, 스토리 작가, 만화 애니메이션 교육자

웹툰만화콘텐츠과 신설  
Dept. of Webtoon & Cartoon Contents

3년제

취득가능 자격증  문화예술교육사, MOS(MS Office)자격증, GTQ(그래

픽기술자격), 컴퓨터그래픽사운용기능사, 멀티미디어콘텐츠제작전문가

국제관 5층, 6층 

Tel. 031-441-5994~5

www.yeonsung.ac.kr/webto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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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각디자인과
Dept. of Visual Design

3년제

글로벌 대중음악 산업을 

선도할 미래 인재 양성

무한한 상상력으로 

아름다운 세상을 

디자인하는 창조적 

시각디자이너 양성

유통물류과는 유통과 물류 산업 관련 분야에 대한 전문지식과 실무능력을 키우고, 이를 바탕으로 변

화하는 기업환경에 선도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유통·물류 전문인재를 양성합니다.

시각디자인과는 보다 재미있는 실기 교육 방법을 통해 잠

재된 무한 상상력과 표현력으로 아름다운 세상을 설계하

는 전문 비주얼 크리에이터를 양성하고 있습니다.

국내 대형 기획사의 인재 육성 시스템을 통해 글로벌 대중음악을 선도하는 꿈과 끼를 갖춘 K-POP  

아티스트와 K-POP 산업 및 비즈니스 전반을 이해하는 풍부한 실력을 갖춘 K-POP 엔터테인먼트 전

문가를 양성합니다.

글로벌 유통·물류 

산업을 선도할 전문 

비즈니스 인재양성 

취업분야  K-POP 아이돌 가수, 가수, 래퍼, 싱어송라

이터, 작·편곡가, 작사가, 안무가, 댄서, 보컬 트레이너, 

댄스 트레이너, 미디어콘텐츠 창작자, 공연 기획자, 음

반 제작자, 음악 전문기자, 연예기획사 기획 및 홍보·

마케팅, 음악 실기강사

취업분야  일반기업 및 무역회사의 유통·물류 관련부서의 기획, 관리, 운

영, 영업직, 도/소매 유통업체(백화점, 대형할인마트, 면세점, 편의점 등)

의 기획, 관리, 운영, 영업직, 항공/해운/육상 물류전문회사 및 국내외 지

사의 기획, 관리, 운영, 영업직, 인터넷 쇼핑몰, 홈쇼핑 등의 기획, 관리, 

운영, 영업직, 국제물류기업(국제운송회사, 국제택배회사)의 기획, 관리, 

운영, 영업직, 일반적인 제조업체, 서비스업체

K-POP과 신설  
Dept. of K-POP

3년제

유통물류과 
Dept. of Circulation &  

Distribution Management  

2년제  

취득가능 자격증  유통관리사, 물류관리사, ERP 

정보관리사(생산, 물류, 회계), SMAT(서비스경영자

격) Module B/C, CS Leaders, 마케팅빅데이터 관리

사, 구매관리사, 소비자상담사, MOS, 컴퓨터활용능

력, ITQ 등

취득가능 자격증  시각디자인산업

기사 자격증, 국가공인그래픽기술 

1,2급 자격증(GTQ), 컴퓨터그래픽스

운용기능사, 컬러리스트산업기사, 인

터넷정보검색사 2급, 어도비국제자

격증

취득가능 자격증  K-POP지도사, 실용음악지도사, 무대예술전문인, 

보컬트레이너, 음악심리상담사, 음악실기지도사, 문화예술교육사 등

TOP 국내 TOP 교수진 기획사 연계 현·전직 프로듀서 및 트레이너 교수진 구축  

EXCELLENT 실전중심 교육과정 경쟁력있는 인재 육성 시스템 반영 실전교육 및 K-POP의 디지털 

비즈니스 모델 체험 교육과정  

1:1 개별 진로설계 학생 개개인과 관련 산업체의 요구를 반영한 1:1 맞춤형 진로설계  

국제관 5층, 6층 

Tel. 031-441-5994~5

www.yeonsung.ac.kr/k-pop

대기업 높은 대기업 취업 실적 연평균 10% 이상의 졸업생이 LG그룹, 농심그룹 등 대기업에 

취업(2020년 졸업생 기준 8명)하여 높은 대기업 취업 실적을 

자랑합니다.

LG U+ 기업맞춤형 교육과 취업 2014년부터 국내 굴지의 이동통신 사업자인 LG U+와 산학협력협약을 

체결하여, LG U+ 전문가들의 맞춤형 교육을 통해 바로 취업으로 

연계되는 기업맞춤형 교육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2+ 1인당 2개 이상의 관련 자격 취득 유통물류 및 오피스웨어 관련 자격증을 재학 중 1인당 2개 이상 

취득하여 실무 역량과 취업률을 제고하고 있습니다.

대학본관 4층 

Tel. 031-441-1437 

www.yeonsung.ac.kr/dist 

취업분야  • 시각디자이너 : 브랜드 개발업체, 기업체 그래픽디자인실, 캐

릭터디자인, 일러스트레이션 전문 업체 • 광고디자이너 : 방송국, 광고기

획실, 기업체 홍보실, 옥외광고 제작업체 • 편집디자이너 : 신문/잡지 출판

사, 기업체 브로슈어, 리플릿 제작 전문 업체, e-Book 출판 전문 업체 • 정

보디자이너 : 웹, 모바일 콘텐츠 개발업체, UI/UX디자인, 서비스디자인 업

체 • 포장디자이너 : 상품 패키지 개발업체, POP, 디자인매니지먼트 업체 • 

기타디자이너 : 아동미술, 미술학원강사, 프리랜서, 창업, 편입 

문화2관 5층

Tel. 031-441-1374 

www.yeonsung.ac.kr/visualdesign 

유통물류과 2

경영학과 2  4

세무회계과 2

군사학과 2

경찰경호보안과 2

사회
경영
계열

4차 산업혁명 시대 
창의융합형
비즈니스·공공서비스 
인재 양성

GOAL 87.0%의 높은 

취업률

시각디자인과는 76.0%의(’20년 정보공시 기준) 매우 높은 취업률을 

자랑하고 있습니다. 이는 타 대학 유사학과 대비 20~30%를 

상회하는 수준으로서, 학과의 우수한 경쟁력을 입증하고 있습니다.

OBJECTIVES 1인당 2~3개 이상의 

국제/국가 공인 

자격 취득

재학기간 동안 시각디자인 산업기사, 국가공인 그래픽기술 1,2급, 

어도비국제자격증(ACA), 컴퓨터그래픽스운용기사 등 다양한 

시각디자인 관련 자격증을 취득하여, 취업 시 여러분들의 전공 

역량을 객관적으로 보여줄 수 있습니다.

VISION 42년 전통학과의 

다양한 전시활동/

멘토링/평가회

42년의 역사를 지니고 있는 시각디자인과는 매년 기존 작가 및 

동문들과 연계하여 지속적인 전시회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현직 전문가들을 모시고 모의면접과 포트폴리오 평가회를 진행, 

예비 취업자로서의 소양과 트렌디하고 프로페셔널한 포트폴리오를 

개발토록 함으로써 취업 및 경력개발 역량 제고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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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전략과 회계분석 

능력을 갖춘 유능한 

세무·회계 전문가 양성 

지성·창의·소통 능력을 

갖춘 전인적 인재 양성 

올바른 가치관과 인성, 융·복합적 사고와 소통능력을 갖추고, 전투기술능력과 응급구조능력 등 군사 직무

와 군행정직무수행능력이 우수한 전투 및 행정부사관을 양성합니다. 

21세기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맞아 실무 중심의 맞춤형 세무 및 회계 분야 교육으로 

기업의 투명한 회계와 공평한 과세를 선도하는 세무회계 전문가를 양성합니다.

국민의 생명과 신체·재산을 보호하고 사회의 질서를 유지하는 경찰공무원과 경호·보안전문가를 양성합니다.

3년제

취업분야  기업체의 세무 및 회계 관련 부서, 일반 사무직 

회계법인, 세무법인, 세무회계사무소, 국가 또는 지방직 세

무공무원, 은행, 증권회사, 보험회사 등의 각종 금융기관, 

세무사, 공인회계사(CPA) 등 전문직종  

취업분야  • 경찰공무원 : 국가경찰, 자치경찰, 해양경찰, 철도경찰, 군사경찰, 

교정직, 출입국관리직, 보호관찰직, 대통령경호실, 군무원, 청원경찰 등(졸업 

후 경찰행정특채 지원자격 부여) • 경호·보안업 : 경호업체 경호요원, 무인보안

업체(에스원, 캡스, KT텔레캅 등) 보안요원, 공항만보안요원, 대기업·레저·카지

노 등 보안요원 • 진학 : 4년제 대학 경찰행정학과, 행정학과, 법학과 등 편입, 

무도단증

세무회계과 
Dept. of Taxation  
& Accounting

2년제  

군사학과   
Dept. of Military Science 

2년제  

지성과 인성을 겸비한 

4차 산업혁명 시대 

경호·보안 전문가 양성 

경찰경호보안과  
Dept. of Police &  

Security Management

2년제  

취득가능 자격증  일반경비지도사, 기계경비

지도사, 신변보호사, 드론조종사, 민간조사사 

(탐정사), 도로교통사고감정사, 화재조사관, 정

보보호전문가, 무도단증

취업분야  • 부사관 임관 • 3사관학교 편입 : 장교 임관  

• 군무원 및 방위산업체 • 부사관 임관 후 특례 대학 편입

으로 학사/석사 학위 취득 가능 • 부사관 복무 중 장교지

원 가능(준사관, 간부사관) 등 

취득가능 자격증  • IT관련 : e-Test, 컴퓨터활용능력, MOS • 기타 

: 태권도2단 , 한자3급, 심리상담사2급, 서비스비즈니스 커뮤니케

이션 등

취득가능 자격증  전산세무 1급/2급, 전산회계 1급/2급, 세무회계  

1급/2급/3급, 기업회계 1급/2급/3급, 전산회계운용사 1급/2급/3급, 

공인회계사, 세무사, 회계관리 1급/2급, 재경관리사, 회계정보처

리(FAT) 1급/2급, 세무정보처리(TAT) 1급/2급, 컴퓨터활용능력  

1급/2급, MOS Word/Excel/Powerpoint/Access/Outlook

79.0% 전국 최고 수준의 취업률 79.0%(2018년 정보공시 기준)의 전국 관련학과 TOP 5의 취업률을 

기록하였습니다. 이는 실무전문가를 양성하는 학과의 경쟁력을 

보여주는 바로미터입니다.

102.6% 재학생 충원률 102.6% 재학생들과 타 학과, 타 대학 학생들의 전과/편입으로 높은 재학생 

충원률을 나타내고 있는, 학생들이 선호하는 교육을 하고 있는 

학과입니다.

현장실습 안양세무서 등 세무회계 

적재적소에 맞는 현장실습 운영

안양세무서, 동안양세무서, 안양시청 세정과, 일반기업 회계 및 세무 

부서, 회계법인, 세무법인 등 세무회계 전공 관련 적재적소에 맞는 

현장실습 운영합니다.

대학본관 4층 

Tel. 031-441-1455 

www.yeonsung.ac.kr/accounting 

도의관 1층

Tel. 031-441-1351 

www.yeonsung.ac.kr/nco 

도의관 1층

Tel. 031-441-1370 

www.yeonsung.ac.kr/police 

경영학과
Dept. of Business Administration

2년제   4년제

실무에 강한 경영관리자의 

꿈을 실현해주는 경영학과 

경영학과는 대한민국 산업화의 중추적인 역할을 해왔고 

현장에서 역량을 인정받아 기업에서 필요로 하는 모든 

직무로의 진출이 가능합니다.

취득가능 자격증  • 일반 경영 및 마케팅 분야：유통관리

사, 소자본창업지도사, 물류관리사, 경영지도사, 텔레마케

팅관리사, 브랜드관리사, 직업상담사 등 • 회계 및 재무관

련 분야：세무사, 전산회계사, 전산세무, 세무회계사, 투자

상담사, 금융자산관리사, 공인회계사 등 • 컴퓨터 및 e-비

즈니스 관련 분야：전자상거래관리사, 인터넷정보검색사, 

전자상거래운용사, 정보처리산업기사, 컴퓨터활용능력검

정, MOS 등

취업분야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일반 기업 및 관

공서, 공기업 등, 비영리 조직의 마케팅 및 광고 관

리직, 기획직, 총무직, 비서직, 재무/회계 및 경리

직, 영업 관리직, 인사/조직 관리직, 판매 및 제품 

관리 매니저직, 물류 및 유통관리직, 은행 등의 금

융서비스 관련직 등, 일반 및 전문 관리직종, 4년

제 대학 편입, 대학원 진학

대기업 취업 취업의 질을 보장 매년 10명 이상 금융권 및 대기업 등으로 취업하고 있습니다. 

start-up 창업에 관련한 다양한 

프로그램

창업동아리를 중심으로 다양한 활동을 진행하고 있으며, 

매년 교내외 경진대회에서 높은 성과를 창출하고 있습니다.

Family 가족같은 분위기 경영학과의 모든 구성원은 가족이라는 믿음으로 학과를 

운영하고 있으며, 졸업 후에도 끈끈한 관계는 지속되고 

있습니다.

대학본관 4층

Tel. 031-441-1432 

www.yeonsung.ac.kr/business 92.1% 92.1% 경이적인 취업률 군 장교 출신 교수님들의 현장 중심 교육으로 인해 타 대학 유사학과에 비해 25% 

이상 높은 92.1%의 경이적인 취업(부사관 시험 합격)률(’19년 정보공시 기준)을 

기록하였습니다. 

40+ 군장학생 최다 합격 연간 약 600만 원의 장학금(국가 장학금과 별도)을 받을 수 있는 군 장학생 

시험에 매년 40~60여 명이 합격하고 있습니다.

5+ 5개 이상의 자격증 취득 무도, 한자, 심리상담사, 컴퓨터활용능력 등 군임관 시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타 대학과 차별화된 교육과정 및 특강 과정을 운영

최초 최초의 학·군제휴협약 연성대학교는 전국 부사관과 중에서 최초로 육본 및 부사관학교와 

학·군제휴협약을 맺은 수도권에 위치한 대학교로써 가장 우수하고 전통과 명예에 

빛나는 대학교입니다.

3 경찰/경호/보안 분야별 

맞춤형 교육과정

우리 학과는 타 대학 유사학과에 비해 20.0% 높은 76.1%의 높은 취업률(’19년 

정보공시 기준)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전문성 채용/자격증 취득 전문반 경찰 전문 고시반, 경비지도사 취득반, 경찰(폴쿱스)과 경호(SS:Security Service) 

분야에 특화된 전공동아리 등 특화된 전문교육은 우리 학과의 자랑입니다.

교수진 풍부한 경험의 실무 교수진 풍부한 경험의 경찰, 경호원, 보안 분야의 전문가로 구성된 교수진들이 학생 

여러분을 최고의 경찰/경호/보안 분야의 전문가로 양성하고 있습니다.

실습실 현장형 실습실 완비 경찰체력 단련에 필요한 무도훈련을 할 수 있는 무도장을 비롯해 사격실습장, 

보안실습실 등을 갖추어 학생들의 실험실습에 가장 적합한 교육시설 완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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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트 헬스케어 시대의 

보건의료행정 전문가 양성 

반려동물과는 반려동물산업발전의 흐름에 맞는 동물과 사람의 행복을 추구하는 동물보건

사 및 반려동물관리전문가를 양성합니다.보건의료행정과는 스마트 헬스케어 시대의 보건의료서비스 

산업에 종사할 글로벌 전문가를 양성합니다.

동물과 사람의 행복을 추구하는 

반려동물 전문가 양성 

3년제

취업분야  • 대학병원, 종합병원 등 의료기관 : 원무행정, 의무기

록, 병원코디네이터, 진료비 심사, 병원정보관리 • 공공기관 : 국

민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근로복지공단, 국민연금

관리공단 등 • 국책연구기관 및 정부산하단체(연구원) : 질병관

리본부, 국립암센터, 한국건강증진개발원, 한국보건의료연구원, 

의료기관평가인증원 등 • 공무원 : 보건직공무원, 의무부사관 • 

민간보험회사(손해사정/진료비심사) : 손해보험회사, 생명보험

회사 • 일반기업 : 의료관광업체, 의료컨설팅업체, 의료기기업

체, 의료정보관련업체, 제약회사 등

보건의료행정과  
Dept. of Healthcare 
Administration

3년제   4년제

반려동물과 
Dept. of Companion Animal  

2년제  

취득가능 자격증  • 국가자격증 : 동물보건사 • 국가공인 민간자

격증 : 반려견 스타일리스트 • 민간자격증 : 반려견지도사, 클리커

마스터, 반려동물훈련지도사, 반려동물훈련사, 반려동물행동교

정사, 동물병원코디네이터, 동물행동심리상담사, 반려동물관리

사, 반려동물미용사, 동물구조관리사, 반려동물매개심리상담사, 

동물매개재활사, 반려동물베이커리지도사, 반려동물수제간식전

문가, 반려동물아로마전문가, 반려동물산업기술자, 반려동물유

치원교육사, 반려동물장례지도사, 반려동물재활트레이너, 애완

동물핸들러, 애견브리더관리사, 애견용품디자이너, 유기동물관

리사

취업분야  동물병원, 동물용의약품업체, 동물용의약외품업

체, 동물병원장비기기 및 재료 제조판매업체, 반려동물 미

용실, 펫샵, 반려동물 전문점, 반려동물 용품점, 동물사료업

체, 동물용품 제조 및 판매업체, 반려동물 훈련소, 반려동

물 유치원, 유기동물 보호센터, 동물매개치료업, 펫시터 중

개업, 대학 및 연구소 실험동물센터, 전임상시험기관, 농림

축산식품부 공무원, 농림축산검역본부 공무원, 축산직 공

무원, 서울대공원 공무원, 동물수출입업체, 실험동물공급

회사, 동물원 및 아쿠아리움 큐레이터, 펫방송국, 반려동물 

사진작가, 농축산 관련단체, 농축산 기자재 및 유통업체 등 

취득가능 자격증  • 면허증 : 보건

의료정보관리사 • 자격증 : 병원행정사, 건

강보험사, 손해사정사, 보험심사평가사1·2급, 병원코

디네이터 • IT 관련 자격증：ITQ, MOS, ICDL, 컴퓨터활용능

력1·2급, 워드프로세서 1급, 전산회계1·2급, 사무자동화산업

기사

4+ 면허 및 자격증 취득 졸업함과 동시에 4개 이상의 면허 및 자격증 취득하여 학생들이 

전문 보건의료인으로 진출하고 있어 학과의 경쟁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3+1 4년제 학사학위 과정 

보건학 학사학위 취득

정규과정 3년에 전공심화과정 1년을 이수하면 보건학 학사학위를 

취득할 수 있습니다. 실무와 연계된 전공심화 교육으로 이론과 

실무능력을 갖춘 전문기술인력을 양성하고 있습니다. 

80% 80% 이상의 높은 취업률 연성대만의 체계화된 교육과정을 통해 이론과 실무를 익혀 

의료기관, 보건직공무원, 보험회사, 공공기관 등 높은 취업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창조관 3층

Tel. 031-441-1315 

www.yeonsung.ac.kr/health 

1천만 반려가구 1천만 시대

고속 성장 분야 학과

반려가구 인구 1,000만 시대를 맞아 반려동물산업은 빠르게 성장하고 

있는 분야입니다. 이에 동물과 반려인, 그리고 비 반려인의 행복한 공존을 

위한 반려동물관리 전문가의 사회적 수요가 급증하고 있으며 미래 촉망받는 

분야입니다.

국가자격 동물보건사 국가자격 2021년 수의사법 개정시행(2021.8.28.)으로 ‘동물보건사’ 국가자격시험이 

도입되어, 자격 보유자는 동물병원에서 진료 보조(동물간호, 병원행정, 

코디네이터 등)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습니다.

3 tracks 3개의 전문 분야 교육과정 및 

실습실

동물보건사직무, 반려동물훈련행동교육직무, 반려동물미용직무로 진출할 

수 있도록 각각에 특화된 정규 교육과정, 특강 및 국내 최고의 실습환경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자연과학관 1층

Tel. 031-441-1428 

www.yeonsung.ac.kr/animal

건강하고 사람다운 
세상으로 가꾸는 리더 양성보건복지

교육계열
보건의료행정과 3  4

식품영양학과 3  4

반려동물과 2

스포츠재활과 2

유아특수재활과 3

사회복지과 사회복지전공 3  4

사회복지과 아동심리보육전공 3

유아교육과 3  4

국민 건강을 책임지는 

식품영양 전문인 양성  

식품영양학과는 21세기형 미래 산업인 외식, 급식산업의 발전에 맞추어 건강보건 향상에 기여할 수 

있는 영양사와 전문영양상담원 양성을 교육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취득가능 자격증  영양사, 위생사, 식품산업기사, 조

리산업기사, 조리기능사, 제과기능사, 제빵기능사, 주사, 

푸드예술치료사, 기능식품지도사, 식품위생관리자, 운

동처방사, 금연상담코치, 한과디저트자격증

식품영양학과  
Dept. of Food & Nutrition

3년제  4년제

취업분야  학교, 회사, 병원, 호텔 등 단체급식소의 영양사, 사회복지시

설 및 보건소 영양사, 건강상담영양사, 재택의료 방문 보건 영양사, 산

업보건영양사, 노인요양시설 영양사, 영양교사, 보건직, 식품위생직(학

교급식영양사), 식품위생 공무원, 조리학원 강사, 식품제조가공업체(신

제품개발, 제품평가), 전문음식점 및 외식 산업체, 제약회사 영양 상담

원 조리외식 컨설팅, 식품 업체나 음식관련 연구기관의 연구원 

식품과학관 2층

Tel. 031-441-1339 

www.yeonsung.ac.kr/food 

76.1% 높은 취업률 우리 학과는 타 대학 유사학과에 비해 20.0% 높은 76.1%의 높은 

취업률(’19년 정보공시 기준)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SINCE 1982 선후배 멘토링 매년 11월 초에 82학번부터 최근까지의 졸업생인 멘토와 재학생 

멘티가 함께 하는 멘토링 워크샵이 진행됩니다. 

4YEARS 4년제 학사학위 과정 운영 2018년도부터 4년제 학사학위 과정을 운영하여 재학생들의 

교육기회의 폭을 넓히고 학사학위 취득은 물론 대학원으로의 진학도 

많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3개+ 3개 이상의 자격증 취득 영양사, 위생사, 조리기능사 등 학생 1인당 평균 3개 이상의 자격증을 

취득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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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재활과 
Dept. of Sports Rehabilitation

2년제  

나눔과 사랑을 실천하는  

특수교육 전문가 

건강·운동·보건 분야의 

전문지식을 갖춘 

헬스케어 인재 양성 

사회복지 실천 능력과 올바른 

인성을 겸비한 유능한 사회복지사 육성 

사회복지과는 인간의 복지향상을 위해 지식·기술·실천·소통능력·인성 등 다양한 능력을 갖춘 사회복지

사 양성을 교육목표로 합니다.

아동심리보육전공은 변화하는 보육수요에 부응하여 영유아의 신체적 성장 뿐 아니라 마음의 건강을 

돌볼 수 있는 보육교사를 양성합니다. 보육교사와 사회복지사 2급 자격을 동시에 취득할 수 있는 학

위과정이며, 아이들의 심리발달에 대한 지식과 이해를 바탕으로 영유아 관련 콘텐츠 전문가를 양성

합니다.

체계적이고 과학적인 운동지도 방법을 습득하여 개인별 맞춤 운동지도

를 통한 성인병 예방과 치료, 체력증진 및 재활 운동지도 직무를 수행 할 

수 있는 인재를 양성합니다. 

유아특수재활과는 장애영유아를 위한 보육교사 및 이와 관련된 특수교육 전문가를 

양성하는 학과입니다. 

영유아의 행복한 성장을 

지원하는 바른 인성과 

실무능력의 보육전문가

 

3년제

취업분야  장애 영·유아 보육교사(장애통합어린이집, 장애

전문어린이집, 국공립어린이집, 법인어린이집 등), 조기교

실 및 유아교육, 유아특수교육 관련 기관

취업분야  어린이집 보육교직원, 초등학교 돌봄교사, 육아종합지원센터 보

육전문요원, 아동 심리상담 전문가, 유아 레크레이션 지도자, 영유아 콘텐

츠 크리에이터  

취득가능 자격증  • 교육과정 내 취득 : 사회복지사 

2급(무시험 취득), 건강가정사, 청소년지도사 3급  

• 교육과정 외 취득: 요양보호사1급, 미술치료사 2급, 

심리상담사 2급 

유아특수재활과 
Dept. of Special Rehabilitation
for Young Children 

3년제

사회복지과 
사회복지전공

Dept. of Social Welfare 

Major in Social Welfare

3년제  4년제

사회복지과 
아동심리보육전공

Dept. of Social Welfare 

Major in Childcare & Education 

3년제

취득가능 자격증  보건복지부 발급 보육교사 2

급, 보건복지부 발급 사회복지사 2급, 종이접기

지도사, 북아트지도사, 창의음악지도사, 응급처

치 자격증 등 민간 자격증

취업분야  사회복지시설(아동, 청소년, 장애인, 노인 등), 사회복지기관 

(사회복지협의회, 사회복지공동모금회, 장애인재활협회 등), 장기요양기

관, 지역사회복지관(종합사회복지관, 노인종합복지관, 장애인종합복지

관 등), 사회복지공무원  

취득가능 자격증  • 전공 관련(체육지도자)：2급 생

활스포츠지도사, 유소년스포츠지도사, 노인스포

츠지도사, 건강운동관리사 • 사무 관련(컴퓨터 활

용)：MOS 자격증(Excel, Powerpoint, Word), 컴

퓨터활용능력자격증

취득가능 자격증  보육교사 2급 자격증(보건복지부), 장애 영·유

아를 위한 보육교사 자격(보건복지부) 

900+ 장애 영·유아 보육의 리더 2005년 학과 개설 이후 현재까지 900명이 넘는 장애 영·유아 

보육교사를 배출하였으며, 졸업생의 대부분이 국공립어린이집으로 

취업하여 장애영·유아 보육에 앞장서고 있습니다.

Great Job 최강 취업률 우리 학과는 타 대학 유사학과 대비 17.8% 이상 높은 87.8%(’20년 

정보공시 기준)의 취업률을 비롯해 최근 5년 간 평균 85%를 넘는 

최고 수준의 취업률을 자랑하고 있습니다.
YEON-GA 33년 전통의 패션쇼

3 전국 단 3개의 전문학과 장애 영·유아 보육 관련 학과는 수도권에 2개, 전국적으로 단 

3개 밖에 없는 전문학과로서 최고 수준의 장애 영·유아를 위한 

보육교사를 양성합니다.

연곡문화센터 1층 

Tel. 031-441-1397 

www.yeonsung.ac.kr/ecse 

2 국가자격증 2종 취득 사회복지 전문학사 정규 교육과정 내에서 모든 교육과정을 이수, 졸업 후 

사회복지사 2급 자격증과 청소년지도사 3급 등 2종의 ‘국가자격증’ 취득이 

가능합니다.

TOP 현장교육 풍부한 실무경력 교수진 지역사회복지관과 연계된 현장교육과 사회복지현장 전문가 교수진으로 

구성된 교육체계를 운영하여 학생들에게 전문적 실무경험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4 4년제 학사학위 과정 2021년부터 4년제 학사학위 과정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 과정을 통해서 

대학원 진학 및 사회복지사 1급 시험응시 기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2+ 국가자격증 2개 사회복지과 아동심리보육전공에서는 보건복지부 발급 보육교사 2급과 

사회복지사 2급 자격을 동시에 딸 수 있습니다. 영유아 보육을 넘어 초등 

돌봄 및 교육을 지원하는 전문가로 전공 및 취업영역이 확대됩니다. 

50/50 교실 안과 밖을 넘나드는 

현장교육

가장 좋은 보육·돌봄교사로 성장하기 위한 핵심은 실무능력과 

현장경험입니다. 직무분석을 통한 아동심리보육전공의 실습모듈 101은 

보육LAB, 교실과 위탁어린이집, 키움센터 현장에서 동시에 이루어집니다.

100% 9급 공무원 수준 이상의 

안정적 취업 보장

취업희망 졸업생 100%를 직장 및 국공립 어린이집 에 연계하고 있습니다. 

영유아 보육과 초등돌봄은 국가의 공적서비스로 높은 직업안정성을 

가집니다. 

연곡문화센터 1층

Tel. 031-441-1457 

www.yeonsung.ac.kr/socialwelfare 

연곡문화센터 1층 

Tel. 031-441-1496 

www.yeonsung.ac.kr/childcare 

취업분야  • 건강스포츠지도자 : 각 대상별 건강 및 체력

증진과 삶의 질 향상을 목적으로 각종 생활 스포츠를 지

도하고 회원관리 및 제반 환경을 관리하는 일을 수행.  

• 건강운동관리사 : 의사의 의뢰를 받아 환자의 빠른 회

복과 건강증진 및 성인병 관리를 위해 운동수행 방법과 

계획을 수립하여 재활 운동을 지도하는 일을 수행. • 스

포츠재활치료사 • 보건소 운동 처방사 • 생활체육지도자  

• 유소년스포츠지도자 • 노인운동지도자 

20+ 직무 및 분야별 다수의 

산업체와의 협력

의료보건, 유소년스포츠지도, 노인스포츠지도, 선수재활 

분야, 장애인스포츠분야 등 직무 및 분야별 다양한 20여 

개 이상의 산업체와 긴밀한 산학협력관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수상 다수의 대회 수상 다수의 전공 관련 전국대회에 참여하여 대회에서 1위, 2위 

등 우수한 실적을 거두어 그 경쟁력을 입증하고 있습니다.

TOP 동아리 전국 최고 수준의 

전공동아리 운영

학과 전공동아리 “수인회”에서는 선후배간 친목도모 및 

수준별 맞춤 수영 운동지도를 통해 매년 10여 명 이상의 

학생이 대한적십자사, YMCA에서 수상인명구조 자격증을 

취득하고 있으며 수영 실기 능력 향상에 따라 전국/시도 

단위 수영대회에 출전하여 우수한 성적으로 입상하고 

있습니다.

문화2관 3층

Tel. 031-441-1069 

www.yeonsung.ac.kr/spor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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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아교육과 
Dept. of Early Childhood Education 

3년제  4년제

인성과 전문성을 갖춘 

영유아 교육기관 교사양성 

글로벌 시대를 맞아 세련된 국제 매너를 습득하여 세계인과 소통하고 융합할 수 있는 전문적인 글로

벌 서비스 인재를 양성합니다. 

유아교육과는 학사학위 심화과정과 연성대학교 내 부속유

치원을 두고 있으며, 체계적인 이론과 다양한 실습을 통해 

참된 품성과 실력을 갖춘 선생님을 양성하고 있습니다.

인성, 예절, 소통능력을 갖춘 

항공 객실 서비스 분야 

글로벌 인재 양성 

 

3년제

취득가능 자격증  • 항공 및 서비스 관련 분야 • 항공예약2급 / 이미지메

이킹 지도사 / 서비스 강사 1·2급 자격증 / SMAT 자격증 / CS 리더스 관

리사 / CPR 자격증 / 예절지도사 • 사무 분야 : 비서자격증 / 컴퓨터 활

용능력 자격증 /  MOS 자격증/ ITQ 국가 자격증 • 외식 분야 : 와인소

믈리에 / 조주기능사 / 바리스타자격증 • 외국어 분야 : TOEIC / TOEIC 

Speaking / JPT / HSK

항공서비스과  
Dept. of Airline Services 

2년제  4년제  

취업분야  국내외 항공객실 승무원, 국내외 항공사 

지상직 승무원, 철도 승무원 및 크루즈 승무원, 항공

사 및 서비스기업 VIP 라운지, 국내외 호텔 및 관광관

련업체, 국내외 리셉션 및 컨벤션센터, 국내외 카지노 

및 면세점, 기업체 비서직 및 일반사무직, 서비스 교

육 및 이미지 컨설팅 업체,  병원코디네이터

취득가능 자격증  유치원 정교사 2급, 보육교사 2급, 기타 민

간자격증(동화구연지도사 / 스토리텔링그림책 지도사 / 아동

미술지도사 등)

220+ 항공승무원 배출의 산실 그동안 220명 이상의 항공승무원을 배출하고 있으며, 항공승무원 

취업자의 65%가 대한항공, 아시아나항공으로 진출하며 35%는 

저비용 항공사로 진출하여 학과의 경쟁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TOP 국내 최고 항공실습 환경 최신 보잉787기종의 항공기모형실습실, 국내 유일의 DOOR-

TRAINER, 실제와 동일한 비상탈출 슬라이드, F&B 실습실, CS 

이미지메이킹 실습실 등 국내 최고의 항공 실습환경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4YEARS 4년제 학사학위 과정 운영 2014년부터 4년제 학사학위 과정을 운영하여 재학생들의 

교육기회의 폭을 넓히고 학사학위 취득은 물론 대학원으로의 진학도 

많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창조관 5층 

Tel. 031-441-1467 

www.yeonsung.ac.kr/airline 

취업분야  유치원 교사(사립, 국공립-임용시험 

합격자), 어린이집 교사(국공립, 법인, 직장 등), 

기타 유아교육 및 보육 관련 기관, 학사학위 전

공심화과정(4학년) 진학

39/A+ 39년 전통의 역사를 갖춘

교육부 평가 최우수 A등급 

학과

우리 학과는 지난 십수년 간 교육부 「교원양성기관평가」에서 

최우수A등급을 받아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상을 수상하고 있는 

약 39년 전통의 국내 최고의 교원 양성 학과입니다

유치원+ 부속유치원 등 연계교육/

4년제 학사학위 과정

대학 부속유치원 운영, 안양시/의왕시 어린이집 위탁운영, 

저소득층 돌봄 사업인 안양시 드림스타트사업 등을 통해 

타 대학과 차별화된 실무 중심 교육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4년제 학사학위과정을 제공하여 학생들의 경력개발을 

지원합니다.

T31+C12 국내 최고의 교수진/실습실 우리 학과는 현장경험이 많은 30여 명의 우수한 교수진들이 

음률활동실, 미술표현실(아뜰리에), CBL실습실, PBL실습실, 

어린이도서관 등 국내 최고의 특화된 12개의 실습실에서 맞춤형 

교육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연곡문화센터 1층

Tel. 031-441-1363 

www.yeonsung.ac.kr/child 

관광
조리
계열
항공서비스과 2  4

관광과 관광영어전공 2

관광과 관광중국어전공 2

관광과 호텔관광전공 2

호텔외식조리과 호텔조리전공 2

호텔외식조리과 카페·베이커리전공(신설) 2

호텔외식조리과 호텔외식경영전공 2  4

글로벌 감각을 갖춘
서비스 전문 인재 양성

연성의 저력,
성장을 위한 유연한 혁신

YEONSUNG  
UNIVERS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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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세기 동아시아 시대의 

관광 인재 양성

 

세계를 무대로 활약하는 

글로벌 관광서비스 전문가 

양성 

 

호텔서비스분야를 선도하는 

국제화된 전문직업인 양성 

근면, 성실, 창의 정신으로 실무능력을 갖춘 국제화된 호텔 서비스 

분야의 전문직업인으로서의 호텔리어 양성을 목표로 합니다.

외식산업의 발달과 음식문화의 국제화가 요구되고 있는 사회적 환경에 적응할 수 있는 전문조리사를 

육성하여 21C 호텔외식산업의 리더 양성을 목표하고 있습니다.

관광영어전공은 인성, 융합, 소통을 아우르는 교육과정을 통해 관광

서비스 분야 전문인재를 양성합니다.

전문 지식 습득과 자격증 취득, 현지 교육시스템을 통해 21세기 대한민국의 대 중국 

산업을 이끌어갈 인재를 양성합니다.

호텔·외식조리 

분야를 이끌어 갈 

21세기 호텔외식

산업 리더 양성 

3년제

취업분야  • 중국 편입 • 관광, 여행업 분야, 호텔 서비스 분

야 • 국내 취업 : 무역, 외국인 회사, 금융기관, 항공사 등 유

수의 국내 취업 • 해외취업(대만, 호주) : 중국 내 대기업, 공

기업, 무역회사, 유통업체 등  

취업분야  전문 레스토랑, 패밀리 레스토랑, 단체급식 분야, 외식 창업, 외식·식

품조리 메뉴개발, 외식 컨설팅 분야, 학원 교사 및 원장(학원 창업 가능), 메뉴

개발 분야, 식품제조회사, 테이블 코디네이터, 푸드 코디네이터, TV-CF 푸드스

타일리스트, 파티플래너, 레스토랑 컨설턴트, 메뉴플래너, TV요리진행자, 케이

블 홈쇼핑 쇼핑 호스트(외식산업 관련), 케이터링 업체, 리조트, 패스트푸드점

취득가능 자격증  호텔서비스사, 호텔관리사, 호텔

경영사, 호텔지배인, 조주기능사, 와인소믈리에, 커

피바리스타 미국호텔협회(AHLA)자격증, 미국 레

스토랑협회(NRA)자격증, 영어(TOEIC, TEPS), 관

광통역안내사, 국내여행인솔자(T/C), 국내여행안내

사, 비서1,2,3급, 컨벤션 기획사, 항공발권(TOPAS/

ABACUS), 전산회계

관광과 관광중국어전공  
Dept. of Tourism 

Major in Chinese & Tourism 

2년제

관광과 관광영어전공  
Dept. of Tourism 

Major in English & Tourism 

2년제

관광과 호텔관광전공
Dept. of Tourism 

Major in Hotel & Tourism 

2년제

호텔외식조리과 
호텔조리전공 

Dept. of Culinary Arts & Hotel Food Service 

Major in Hotel Culinary Arts 

2년제

취득가능 자격증  조리기능사(한식, 양식, 일

식, 중식, 복어, 제과, 제빵), 조주기능사, 위생

사, 조리산업기사(한식, 양식, 일식, 중식), 식

품산업기사, 식품제조기사

취업분야  • 국내호텔 : 신라호텔, 롯데호텔, 조선호텔, 인터컨티넨탈 호

텔, 하얏트 호텔, 밀레니엄 힐튼, 쉐라톤 워커힐 호텔, 콘레드 호텔, 메리

어트호텔, 리츠칼튼 호텔 등  • 국내 관광 서비스기관 : 국내외 다양한 면

세점 및 공항 종사원  • 여행사 : 하나투어, 모두투어, 롯데관광, 한진관광, 

세방여행, 내일투어, 세중여행사, 노랑풍선, 레드캡투어, 자유투어 등 국

내 최고의 여행사와 대한항공, 아시아나항공 및 기타 저비용 항공사 • 호

텔관광 서비스 관련 공공기관 등 : 호텔 및 관광관련 국가기관과 협회, 방

송사와 신문사 등 언론홍보기관, 무역회사와 일반 기업의 경리나 비서 등 

취득가능 자격증  HSK, 식음료 자격증, TOPAS, SMAT, 관광통역

안내사, 호텔서비스사, 호텔경영사, 호텔관리사, 컨벤션 기획사

현지교육 중국 현지수업, 교환학생 중국자매대학 중 하나인 중국 우한직업대학과 한커우대학으로 

1학기동안 위탁교육 실시. 중국으로 어학연수를 갈 수 있는 교환학생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편입 중국 대학 편입 중국 명문 본교 자매대학 3학년 학사과정으로 편입하고 

있습니다(절강대학, 무한대학, 북경어언대학, 상해사범대학, 

중국해양대학, 동북사범대학).
YEON-GA 33년 전통의 패션쇼

전문성 중국어 및 관광산업 관련 자격증 

취득

HSK, 한자 자격증 시험, MOS자격증, 관광통역안내사, 

국내여행안내사, 호텔서비스사, 호텔경영사, 호텔관리사, 

컨벤션기획사 자격증을 취득하고 있습니다.

창조관 4층 

Tel. 031-441-1453 

www.yeonsung.ac.kr/chinese 

최고급 

실습환경

최고급 호텔과 동일 실습환경 

특급호텔 취업 연계

서비스매너실습실, 객실실습실, 식음료실습실 등 최고급 호텔 및 현장과 

동일한 실습실을 구축하여 현장 중심 교육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신라호텔, 롯데호텔, 조선호텔 등 특급호텔로 많은 취업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교육부 교육부 선정 LINC+학과

입사교육 면제와 정규직 취업

교육부 선정 사회맞춤형학과(LINC+)인 투어스페셜리스트과정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모두투어, 온라인투어, 롯데JTB 등 국내 최고 여행사와의 맞춤형 

교육을 통해 전국 최고 수준의 실습 지원, 입사교육 면제, 정규직 채용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76.4% 76.4%의 높은 취업률 우리 학과는 타 대학 유사학과 대비 16% 이상 높은 76.4%의 매우 높은 

취업률(’19년 정보공시 기준)을 자랑하고 있습니다.

74.3% 높은 취업률 우수한 산업체들과 협약을 통해 타 대학 유사학과에 비해 17% 이상 높은 

74.3%(’19년 정보공시 기준)의 높은 취업률을 기록하였습니다. 

K-MOVE 글로벌 인재로의 성장 K-MOVE (해외취업) 세계무대로 진출 할 수 있는 유리한 여건이 열리면서 글

로벌 역량 강화와 인재로 성장할 수 있는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 할 수 있게 지

원을 하고 있습니다. 

LINC+ 교육부 선정 LINC+학과

전국 최고 수준의 실습 지원

우리 학과는 타 대학 유사학과 대비 16% 이상 높은 76.4%의 매우 높은 

취업률(’19년 정보공시 기준)을 자랑하고 있습니다.

창조관 4층 

Tel. 031-441-1173 

www.yeonsung.ac.kr/tourism

식품과학관 4층 

Tel. 031-441-1439 

www.yeonsung.ac.kr/cooking 

취득가능 자격증  관광통역안내사, 국외여행인솔자, 국

내여행안내사,TOPAS(항공예약자격증), Worldspan(항

공예약자격증), 호텔서비스사, SMAT(서비스경영자격증), 

TOEIC, TOEIC Speaking, MOS 등 컴퓨터 활용능력 자격증   

취업분야  • 여행사 : 국외여행인솔자, 상품 상담, 

해외 현지가이드 • 호텔 : 특급호텔 객실 및 F&B 업

무, 판촉업무 • 항공사 : 기내 승무원, 공항 지상직 

업무 • 면세점 : 인천공항, 김포공항, 시내 면세점 • 

레저 산업체 : 리조트, 골프장 등  • 일반사무직, 무

역회사, 해외업무파트 • 영어교육 관련업체 • 해외

취업 : 호주, 싱가포르 호텔 및 해외 관광업체 

TOP CLASS 최고 수준의 어학 실습 지원, 

전국 최상의 해외교류

원어민 교수 회화수업, English Café, 모의토익, 해외 

어학연수생 선발 등 국내 최고 수준의 다양한 어학실습 

지원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으며, 매 학기 2~4명의 어학 

연수생이 선발되고 있습니다.

50 50개 이상의 협약 산업체 수도권 50개 이상의 관광 산업체와 협력 관계를 통해 

학생들의 현장실습을 적극적으로 진행하고 취업까지 

연계합니다.

5+ 해외취업 성공의 지름길 원어민 교수와 100% 영어 수업, 집중적인 해외취업 교육, 

해외 연수 후 취업을 연계하는 워킹 홀리데이 프로그램 등을 

통해, 매년 호주, 싱가포르 등 해외취업 졸업생 매년 평균 5명 

이상을 배출합니다.

창조관 4층 

Tel. 031-441-1097 

www.yeonsung.ac.kr/englis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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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텔외식조리과 카페·베이커리전공 신설  
Dept. of Culinary Arts & Hotel Food Service 

Major in Cafe & Bakery 

2년제

호텔·외식업계를 이끌어 나갈 

글로벌 호텔외식서비스 인재 양성 

카페·베이커리 외식산업을 

이끌어 나갈 글로벌 외식 

서비스 인재 양성

현장 중심의 실무 교육을 통하여 국내와 해외 카페·베이커리 산업에

서 선도적 역할을 담당할 수 있는 유능한 글로컬 외식서비스 전문가

를 양성합니다.

호텔외식경영전공은 지식서비스산업의 

핵심적 분야인 호텔 및 외식경영의 식음료 서비스 

분야에 초점을 두고 호텔 · 외식경영 매니저를 양성합니다.

취업분야  • 호텔 분야 : 호텔 식음료 조리 분야, 바리스타(특급호텔 식음료부)  • 

외식 분야 : 외식사업부, 패밀리 레스토랑, 패스트푸드점, 레스토랑 컨설턴트, 메

뉴플래너, 메뉴개발 분야, 와인 및 커피 전문점 바리스타, 식품제조회사, 조리학원 

및 교육기관 강사 등 • 식공간 분야 : 파티플래너, 테이블 코디네이터, 푸드코디네

이터, TV-CF 푸드스타일리스트, TV 요리진행자, 케이블 홈쇼핑 쇼핑 호스트(요리 

및 테이블 웨어 관련) • 어린이집(국공립, 법인, 직장 등) 

호텔외식조리과
호텔외식경영전공
Dept. of Culinary Arts & Hotel Food Service 
Major in Hotel & Restaurant Management 

2년제  4년제

취득가능 자격증  제과기능사, 제빵기능사, 

슈가크래프터, 베이커리위생관리사, 초콜릿

마스터, 미국호텔협회(AHLA)바텐더, 바리

스타

취득가능 자격증  미국호텔협회

(AHLA), 바리스타, 소믈리에, SMAT(서비스

경영자격), 미국레스토랑협회(NRA), 식품위

생관리사, 외식경영관리사, 관광호텔종사원

자격증, 바리스타(2급, 1급, 마스터), 와인 소

믈리에, 푸드코디네이터(1급), 양식 • 한식 조

리기능사, 제과·제빵기능사, 조주기능사

교육부 전국 최고 수준의

실습지원

교육부 선정 사회맞춤형학과(LINC+)인 프랜차이즈F&B 서비스 

과정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아웃백스테이크하우스 등 10개 업체와 

맞춤형 교육을 통해 전국 최고 수준의 실습 지원과 100% 정규직 

취업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3+ 자격증 3개 이상 100% 취득 바리스타 1·2급, 바리스타 마스터, 외식경영관리사, 한식 / 양식 / 

제과 / 제빵기능사 등 전공 관련 자격증을 모든 학생이 3개 이상 

취득하여 실무역량과 취업률을 제고하고 있습니다.

경쟁력 대회 수상 실적 우리 학과는 그동안 다수의 대회에 참여하여 우수한 실적을 거두어 

그 경쟁력을 입증하고 있습니다.

식품과학관 4층 

Tel. 031-441-1337 

www.yeonsung.ac.kr/

hotelmanagement 

취업분야  • 산업체 : 호텔베이커리, 프랜차이즈베이커리, 베이커

리전문점, 호텔 식음료 부서, 카페 및 식음료 전문점, 디저트 전문 

생산업체, 식품회사 전문 위생사, 베이커리 생산직, 구매 및 검수 

관련 업무 • 교육기관 : 제과제빵학원, 직업전문학교, 문화센터, 

방과후 교사 • 창업 : 다양한 홈 베이킹 창업, 디저트 전문점 운영, 

타르트 전문점, 구움과자 전문점, 초콜릿 및 마카롱 등 단일품목

의 전문점 창업

식품과학관 4층

Tel. 031-441-1337 

www.yeonsung.ac.kr/cafebakery 

캠퍼스 맵 및 교통편 안내

안양역 셔틀버스           안양역 셔틀버스 운영  ( 5분 간격 ) 이용 요금   무료 운행시간    AM 08:40 ~ 11:10,  
PM 04:55 ~ 06:00   ( 안양역 기준 )

장거리 통학버스 인천 남동구, 경기도 시흥, 서울 목동 이용 요금   1,000원 운행시간   AM 08:00 ~ 09:15

기숙사 안내

스쿨버스 안내

모래내시장역  

4번 출구

만수역  

4번 출구

남동구청역  

3번 출구

시흥 신천역  

5번출구

연성대학교 

도착

오목교역 1번 출구  

해몽식당 앞

목동7단지· 종로학원  

스타벅스 앞

목동역 7번 출구 

공항버스 정류장

서울남부지방법원

 버스정류장

연성대학교 

도착

시화공단 

이마트 건너편 

버스정류장

정왕역 2번 출구  

한우직판장

장곡고교 앞 

동양덱스빌 아파트 

버스정류장

장곡중학교 

버스정류장

시흥능곡역 

SK시흥주유소 앞

시흥시청역 

2번 출구 건너편 

버스정류장

시흥등기소입구 

삼거리

연성대학교 

도착
경기도 시흥

인천 남동구 

서울 목동

생활관 

수용인원 : 278명(생활관), 112명(국제학사)

공용공간

컴퓨터실 체력단련실 식당 세탁실

TOP 국내 최고 교수진 기업대표, R&D 전문가, 데코레이션 전문가, 

테이블코디네이터 등 카페베이커리 관련 최고의 전문가 

구축하여 창업 및 취업을 활성화 

현장형 현장형 실전 프로젝트 산업체에서 요구하는 직무를 산업체 전문가에게 

교육받고 시뮬레이션실습(창작메뉴 발표수업)을 통해 

취업의식고취와 산업체 적응력을 높이는 교육 운영

멘토링 산업체 멘토링 및 리쿠르팅 매 학기 담당교수/산업체 전문가와의 1:1 멘토링을 운영하고 

카페·베이커리 기업과의 리쿠르팅 프로그램 시행을 통한 

맞춤형 진로 설계

70 YEONSUNG UNivErSitY 712022학년도 신입생 모집안내

CAMPUS MAP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