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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학년도
가톨릭상지대학교 

신입생
모집요강

CATHOLIC SANGJI COLLEGE

취업률 80.3%
대구·경북

전문대학 1위!



교육부 전문대학
혁신지원사업 선정
2022~2024년  

국고

75억원

교육부가 인정하다
속이 꽉찬 대학
재정 지원을 통한 든든한 대학,

내실을 탄탄히 다지고

교육부 재정지원사업 3관왕에 빛나는 가톨릭상지대학교!

CATHOLIC
SANGJI
COLLEGE

교육부 대학기본역량진단
일반재정지원대학 선정
2015년, 2018년, 2021년
3회 연속 선정

한국간호교육평가원
간호학 학사학위 프로그램
5년 인증 획득
2회 연속 획득

세계작업치료사연맹 
국제교육 인증 획득
2016년, 2021년 
2회 연속 획득

농촌진흥청
곤충산업 인력기관
대학최초 선정

교육부
고등직업교육
거점지구사업(HiVE)
2022~2024년

국고

45.9억원



한국산업인력공단
해외취업연수지원사업
(K-Move스쿨) 선정
2회 연속 선정

한국국제협력단(KOICA)
대학교 국제개발협력
이해증진사업
5년 연속 선정

교육부
전문대학 글로벌
현장학습사업 선정
14년 연속 선정

교육부 3단계 산학연협력
선도전문대학 육성사업
(LINC 3.0) 선정
2022~2027년 

국고

66억원

교육부
교육기부 인증 대학 획득
2017년, 2020년 
2회 연속 획득

고등직업교육평가인증원
전문대학 기관평가
인증 획득
2011년, 2016년 2021년
3회 연속 선정



다양한 취업 프로그램

❶ 진로상담
     맞춤형 진로지도 시스템 운영
     ·각종 직업심리검사 실시

     ·개별 심층상담

❷ 취업클리닉
     실전 구직스킬 향상 주력
     ·이력서, 자기소개서 작성법 개별첨삭

     ·모의면접 등 취업지도

❸ 취업프로그램
     취·창업역량 강화 지원 프로그램 실시
     ·해외취업특강, 스피치 경진대회

     ·개별 심층상담

❹ 잡카페 & 정보검색실
     취·창업활동 지원
     ·취·창업 도서 및 인터넷을 통한
        정보습득
     ·인쇄 및 스캔 등 서류작성 서비스

체계적인 맞춤형 
취업 프로그램

취업성공
입학에서 졸업까지 체계적인 취업 및
진로지도로 취업역량을 강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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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톨릭상지대학교

취업률 80.3%

(2021년 대학정보공시 기준)

발표

대구·경북
22개 전문대학

전국 137개 전문대학

8위

최근 5년간 취업률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80.9% 77.4% 79.3% 78.1% 80.3%



편리한 캠퍼스
첨단시스템

학생중심
학생이 중심이 된
캠퍼스 생활,
구석구석 첨단과
편리함으로 가득합니다.

❶ 원룸식 기숙사

     도서실, 컴퓨터실, 문화공간 및 세탁실 등 다양한

    시설은 기본 원룸식 기숙사까지 원하는 학생 전

     원 입사가능

❷ 캠퍼스가 곧 고품격 문화웰빙 공간

     최신음향, 조명시설을 갖춘 공연장, 학교 역사를 

     한눈에 볼 수 있는 역사관 등 다양한 문화웰빙공간

❸ 시대를 앞서가는 첨단 스마트 캠퍼스

    학사행정서비스를 모바일화하여 스마트폰으로
    이용할 수 있으며 초현대식 첨단 도서관까지 갖

     추고 있는 스마트 캠퍼스 실현

❹ 자연을 담은 시민공원형 힐링캠퍼스

     산과 숲의 정기가 흐르는 캠퍼스에서 산책, 등산,     

    스포츠 등을 즐길 수 있으며 시민들에게도 캠퍼스 

     속 휴식공간을 제공하는 개방형 그린 캠퍼스

기숙사 신청방법

- 입학원서 기숙사 신청란에 “O”표시
- http://ipsi.csj.ac.kr에서 신청가능

기숙사 문의사항

- 예지관(여자기숙사) 054-841-6691~3
- 인덕관(남자기숙사) 054-851-30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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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인재 육성장학
입학금 + 수업료 50%(입학학기)
비수도권 지역 고교 출신자 (※ 간호학과 제외)

입학금 + 수업료 30%(입학학기)
비수도권 지역 고교 출신자 (※ 간호학과에 한함)

소피아
Ⅰ

A

소피아
Ⅱ

B

소피아
Ⅲ

수업료 전액 (최초 1년간)
내신 평균등급 2.0 이내
(본 대학교 내신성적 산출기준)
※직전학기 성적 3.0(B°)이상 유지 시 계속 지급

수업료 전액 (입학학기)
내신 평균등급 3.0 이내
(본 대학교 내신성적 산출기준)
※간호학과는 내신 평균등급 2.5 이내

수업료 50% (입학학기)
내신 평균등급 4.0 이내
(본 대학교 내신성적 산출기준)
※간호학과는 내신 평균등급 3.5 이내

C

● 전공특기자 장학Ⅰ
학업생활비 50만원 정액
입학학기(후지급)

● 학과에서 지정한 전국대회,
    국제대회 입상자

● 전공특기자 장학Ⅱ
학업생활비 30만원 정액
입학학기(후지급)

● 학과에서 지정한 도 단위
    대회 입상자

● 돈보스코 장학
입학금+수업료 50%
(입학학기)

● 담임교사나 학교장, 성당 주임신부, 
    본교 교직원이 추천한 자
 ※ 간호학과 제외

● 인생이모작장학
입학금 + 수업료 80%
(입학학기)

1년 2학기부터 수업료 30%
(전 학년)

● 성인학습자 전담학과로 입학한 자

● 글로벌리더
    인재육성 장학Ⅰ

수업료 전액
(최초 1년간)

● 영어 TOEIC 700점, TEPS 550점,
     토익스피킹 레벨6(130점)이상,
     일어 JPT 525점, JLPT신N2 이상
 ※ 직전학기 성적 3.0(B°)이상
    유지 시 계속지급

● 글로벌리더
    인재육성 장학Ⅱ

수업료 전액
(입학학기)

● 영어 TOEIC 550점, TEPS 450점,
     토익스피킹 레벨5(110점)이상,
     일어 JPT 415점, JLPT신N4 이상

● 평생교육장학
입학금 + 수업료 50%
(입학학기)

1년 2학기부터 수업료 30%
(전 학년)

● 만 25세 이상인 자, 전문대졸이상   
    학력소지자, 야간학과로 입학한 자

● 향토사랑장학
입학금 + 수업료 70%
(입학학기)

● 안동시 소재 고교 출신자로서
    입학전형에 합격한 자
    (※ 간호학과 제외)

입학금 + 수업료 30%
(입학학기)

● 안동시 소재 고교 출신자로서
    입학전형에 합격한 자
    (※ 간호학과에 한함)

● 희망나눔장학
입학금 + 수업료 50%
(입학학기)

1년 2학기부터 수업료 30%
(전학년)

● 다문화가족, 장애인 대상으로
    입학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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풍부하고 
넉넉한 장학금

장학혜택
등록금 걱정없이 대학생활을 하고
학업에 열중할 수 있도록
다양한 장학금이 쏟아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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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학종별 지급대상 지급금액 지급기간

소피아
장학

Ⅳ
수능등급 2.0 이내(본 대학교 수능성적 산출기준)
※ 직전학기 성적 3.0(B°)이상 유지 시 계속지급

수업료 전액 전학년

Ⅴ
수능등급 3.0 이내(본 대학교 수능성적 산출기준)
※ 직전학기 성적 3.0(B°)이상 유지 시 계속지급

수업료 전액 최초 1년간

Ⅵ 수능등급 4.0 이내(본 대학교 수능성적 산출기준) 수업료 50% 입학학기

아녜스장학
간호학과 최초 합격자(정원내 전형) 중 상위 50%에
해당하는 자

입학금 + 수업료 50% 입학학기

대학건학장학 국민기초생활보호수급자 및 자녀, 차상위계층
등록금 전액 입학학기

1년 2학기부터 수업료 20% 전 학년

보훈장학 유공자 본인, 배우자, 자녀 등록금 전액 전 학년

새터민장학 북한이탈주민 본인, 자녀 등록금 전액 전 학년

수도자장학 가톨릭 수도자(수사·수녀) 수업료 50% 전 학년

산업체
위탁 장학

외부 위탁반(구미, 상주) 산업체위탁교육생으로
입학한 자

입학금 + 수업료 40% 입학학기

1년 2학기부터 수업료 40% 전 학년

가족
장학

I 가족* 중 2명 이상이 본 대학에 재학 중인 경우  * 가족 범위
 부·모,     
 배우자, 형제, 
 자매, 자녀

매년 최대 25만원 매년 1회

II 본 대학교 출신(재학·휴학포함)자의 가족* 입학금 + 수업료 70% 입학학기

기숙사장학
본 대학 입학전형에 합격한자로 기숙사 입사자
※ 간호학과, 학적변동(휴학,제적,자퇴)자, 중도퇴사자 제외

기숙사 관리비 전액 최초 1년간

학과장
추천장학

학과장이 추천하여 총장이 승인한 자 일정금액 입학학기

외국인장학 외국 국적 소유자로 본교 입학전형에 합격한 자
등록금 30% 입학학기

1년 2학기부터 수업료 30% 전학년

※ 상기 장학은 이중수혜 불가 (단, 가족장학 I, 전공특기자장학Ⅰ·Ⅱ, 기숙사장학은 중복 수혜 가능)

※ 전공특기자장학Ⅰ·Ⅱ은 학기 중 장학위원회 심의 후 지급하며, 학과에서 지정한 대회 목록은 입시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 

※ 상기 장학은 국가장학금을 우선 적용 후 등록금 범위 내에서 차액 지급함

※ 상기 장학은 입학 시에 부여하며, 입학 후 변경 및 소급 적용 불가

※ 상기 장학금 신청과 관련한 제출 서류는 대학 입시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하며, 반드시 관련 서류를 입학홍보처에 제출함

프로그램
든든한 

혜택

최고 수준의 장학금으로
등록금 부담을 덜어드립니다.



세계의 문을 활짝 열고 글로벌 리더로서 
넓은 세계를 경험하고 글로벌 인재를 양성합니다.

글로벌 인재를 만들다!

해외대학, 산업체와의 활발한 국제교류
미국 : University of Californai Riverside, Califonai 

Noth Park University Chicago, llinois, USA 
Georgia Southwestern State University, 
Bloomflield college 등

호주 : Charles sturt University, TAFEQueensland, 
TAFE Western, Fletcher lnternational,
Sam the Paving Man, RDA, Orana

일본 : 상지단기대학, 오카자키대학, 나가사키준심 
대학, 성례크리스토퍼대학, 동양대학, (주)실
버메디컬서비스, 사회복지법인우에하라, 요
시자와병원, 아스카그룹, 코베국제의료교류
재단, 메이와병원 등

대만 : 문조외어학원, 국립고웅찬려대학, 국립고웅
응용과학기술대학

중국 : 안휘중의학원, 안휘중의약고등전과학교,
연길국제합작기술학교, 연변재정경제학교, 
합비철·로공정학교, BEIJING DIGITAL INTECH, 
안휘자동차공업학교 등

글로벌 인재육성 프로그램
해외 어학연수, 직무, 봉사활동
해외문화체험 기회 제공!! 

가톨릭상지대학교
국제교류사업 5관왕

20
23학

년
도

 
신

입
생

 모
집

요
강

2022년
K-MOVE스쿨 사업
캐나다 헤어디자이너 

전문가 양성과정

2022년
글로벌

현장학습 사업
14년 연속

세계와 교류 
폭넓은 경험



2022 대학교 국제개발협력 이해증진
사업 선정
한국국제협력단(KOICA) 지원 “대학교 국제개발 

협력 이해증진사업” 5년 연속 선정

해외취업 지원을 위한 인터글로벌프런
티어사업 운영
재학생 외국어 능력 향상 어학교육
- 공인어학시험지원, 문화캠프 등 해외취업교육    
   프로그램, 해외산업체 직무연수·특강 실시

- 영어 및 일본어 교육(학기 중), 취업캠프, 토익 
   및 JPT, 말하기 대회, 초청특강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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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어학연수, 직무연수, 봉사활동 운영
국제적 감각을 지닌 글로벌 인재양성을 위해 방학을 이용한 다양한 해외활동 프로그램 운영으로, 선
발학생 전원에게 풍부한 장학금 제공

- 해외어학 연수 : 미국, 캐나다, 호주, 일본, 중국, 필리핀    - 해외 직무연수 및 현장실습 : 미국, 일본

- 청년해외봉사단 : 태국, 베트남, 필리핀, 러시아, 중국, 인도네시아, 네팔

전문대학 글로벌 현장학습사업 14년 연속 선정
교육부가 주관하고 한국전문대학교육협의회가 시행하는 전문대학 글로벌 현장학습사업 선정으로 
매년 영어권, 일본어권, 중국어권으로 학생 파견

2022 해외취업연수사업 K-Move 스쿨사업 선정
한국산업인력공단 주관 2022년도 해외취업연수사업 K-Move 스쿨 캐나다 헤어디자이너 전문가 양성

과정 선정

2022 파란사다리 사업 선정
교육부와 한국장학재단이 주관하는 파란사다리사업을 통해 취약계층 대학생들에게 캐나다, 필리핀 
해외연수를 통해 글로벌 역량 개발 및 진로 개척 기회 제공

2022 한일 공동 고등교육 유학생 교류 사업 선정

교육부 국립국제교육원 주관하는 한일 공동 고등교육 유학생 교류 사업 2년 연속 선정

2022년
「한·일 학술문화
및 청소년 교류」

한·일 대학생 교류사업

2022년
파란사다리

사업

2022년
국제개발협력
이해증진사업

5년 연속



CATHOLIC 
SANGJI 
COLLEGE
2023학년도
가톨릭상지대학교
모집학과 소개

유아교육과(3년제)
교직 / 전공심화

학과안내전화

054) 851-3111~2, 3116, 3118,
3110(학과사무실)

학과소개

가톨릭상지대학교 개교 역사와 함께 한 유아교육과

는 52년 전통과 높은 취업률을 자랑하는 학과입니

다. 유아교사 관련 국가자격증 취득을 위하여 전공 

및 교직 수업에서 이론과 실기를 병행한 체계적인 

교육과정이 개설되어 있습니다. 인성교육을 바탕으

로 수요자 분석을 통한 현장 실무중심의 교육과정 

개발 및 운영, 부설 어린이집 및 부속 유치원에서의 

다양한 현장실습교육, 학과특성화로 몬테소리교육

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전문적 능력을 갖춘 유아교

사를 배출하여 유치원 및 어린이집에 주로 취업하

고 있으며, 4년제 학사학위를 취득할 수 있는 전공

심화과정(1년)도 개설되어 있습니다.

취업처

공·사립유치원, 어린이집, 미취학아동을 위한 교육기관

자격증

국가자격증

유치원 2급 정교사 자격증, 보육교사 2급 자격증

민간자격증

몬테소리교사, 레크리에이션, 풍선아트, 가베, 북아

트, POP, 점토놀이지도사, 폼아트 리본아트 등

10
11
11
12
12
13
13
14
14
15
15
16
16
17
17
18

18

유아교육과(3년제)

사회복지과(주간,야간)

경영과(야간)

전산세무회계과(주말반)

간호학과(4년제)

작업치료과(3년제)

치위생과(3년제)

철도전기과(3년제, 주말반)

철도운전시스템과

드론항공과

하이브리드자동차과(주간, 야간)

바이오제약과(3년제)

반려동물과

글로벌뷰티케어과

글로벌한국어과

드론운용정비과
(만22세 이상 성인학습자 전담학과, 주말반)

외식창업조리과
(만22세 이상 성인학습자 전담학과, 야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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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과(주간, 야간)
전공심화

학과안내전화

054) 851-3151~5, 3157, 3147, 
3150(학과사무실)

학과소개

가톨릭상지대학교 사회복지과는 올해로 학과 설립 

29주년으로, 실력과 인간애를 겸비한 유능한 전문 

사회복지사를 양성하고 있습니다. 긴 역사와 함께 

많은 선배들이 전국 각지의 현장에서 활발하게 활

동하고 있어 매년 높은 취업률로 정규직 취업이 확

실하게 보장되는 전망이 매우 밝은 학과입니다.

2010년~2020년간 산업별 고용구조는 보건업 및 

사회복지서비스업은 4.5%-8.0%로 증가가 예상되

며, 고용노동부에서는 2026년까지 취업자(11만7000

명으로)가 늘어날 직업은 사회복지사로 전망하였습

니다. 사회복지사는 4차 산업혁명시대에서 가장 희

소성을 가지며, 미래를 준비하는 직업입니다.

취업처

[한국] [민간] 사회복지기관(종합사회복지관, 노인복

지관, 장애인복지관, 병원, 여성복지회관, 어린이집, 

상담실 등), 사회복지시설(보육원, 노인요양시설, 장

애인거주시설 등), 4년제 대학 편입 [공공] 사회복지

전담 공무원

[일본] ㈜실버메디컬서비스, 일본 내 대학 입학

자격증

국가자격증

사회복지사2급(필수), 보육교사(무시험), 요양보호사

1급(선택), 간호조무사(선택), 사회조사분석사, ITQ, 

일본케어 초임자 및 실무자 자격증

민간자격증

미술심리상담사, 레크레이션, 풍선아트, 노인실버코

칭상담사, 노인여가문화지도사

경영과(야간)
전공심화

학과안내전화

054) 851-3125, 3141(학과사무실)

학과소개

우리대학의 개교 52년 역사와 전통을 함께하고 있

는 경영과는 4천2백여명의 졸업생이 지역사회 및 

전국 각 분야의 주요 인재로 활동하고 있으며, 졸업 

후 다양한 진로와 취업의 문이 열려 있습니다.

21세기에 필요한 경영학 전반에 관한 기본이론과 

실무능력을 겸비하도록 지도하며, 기업의 다양한 

정보를 처리·분석·활용하는 기법을 교육하고, 전

문자격증 취득 및 창업교육을 통하여 21세기 정보

화, 세계화 시대의 전문 산업인력을 양성하여 취업

에 만전을 기합니다.

취업처

금융기관, 정부투자기관, 유통업체 관련단체 및 일

반기업체(경영관리, 기획 및 경영혁신팀과 전자상

거래분야), 인터넷정보관련기업, 소자본 창업

자격증

경영지도사, 증권투자상담사, 금융자산관리사, 사회

조사분석사, 유통관리사, 전자상거래관리사, ERP정

보관리사, 컴퓨터활용능력 등 각종 경영 및 전산관

련 자격증



전산세무회계과
(주말반)

학과안내전화

054) 851-3133, 3120(학과사무실)

학과소개

모든 것의 기반은 회계입니다. 소득이 있는 모든 곳

에서 세무회계인이 필수적으로 필요합니다. 43년

의 오랜 전통을 가진 전산세무회계과는 명실상부한 

전국최고의 취업률과 회계·세무사무원을 양성·

배출하고 있습니다. 세무회계 교육과정은 전산회계 

프로그램 활용으로 쉽게 전공이수 할 수 있으며 산

업체 현장 실무교육으로 산업현장과 연계되어 졸

업과 동시 바로 직무를 담당할 수 있는 과정입니다. 

체계적인 교육과정과 1:1 지도를 통하여 세무회계 

전문인을 양성하는 전산세무회계과입니다.

취업처

금융기관(시중은행, 삼성증권 및 대신증권, 현대해

상보험 및 삼성화재보험, 농협, 수협, 제2금융권), 

공기업(교통공단, 감정원, 시설공단, 관광공사 등), 

제조기업(현대, 삼성, 대성, LG그룹, 롯데, SK그룹, 

일진그룹 등), 상사기업 및 중소기업(롯데백화점, 

E-마트, 홈플러스, 병원원무과, 학교행정실 등), 세

무회계서비스분야(세무법인, 회계법인, 세무사사무

실, 공인회계사사무실 등), 국가고시 및 공무원(세무

사, 회계사, 세무서, 시구군청, 우체국 등)

자격증

세무사, 회계사, 세무직9급 공무원, 회계직9급 공

무원, 계리직공무원 전산회계(1~2급), 전산세무회

계(1~2급), 세무회계(1~3급), 기업회계(1~3급), 전

산회계운용사(1~3급), ERP정보관리사 회계, 인

사, 생산, 물류(1~2급), 회계관리(1~2급), 재경관리

사, 공공회계전문가, 국제회계전문가, TAT(1~2급), 

FAT(1~2급), 국가공인 ITQ(한글, EXCEL, PPT), 전

자상거래관리사 등

간호학과(4년제)
교직과정 운영

간호교육 인증평가 “2회 연속 5년 인증” 획득

학과안내전화

054) 851-3261~9, 3258~9, 3275~6,
3281~2, 3278, 3162, 3184,
3260(학과사무실)

학과소개

높은 취업률과 국가고시 합격률을 자랑하는 우리대

학 간호학과는 ‘CARe 역량(가톨릭 인성, 임상실무

역량, 글로벌역량 및 응급간호역량)을 갖춘 간호사 

양성’의 비전 달성을 위해, 프로그램 학습성과 기반 

교육과정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가톨릭 인성함양을 위한 다양한 교과 및 비교과 활

동, 실무역량강화를 위한 핵심기본간호술 및 시뮬

레이션 교육과 체계적인 임상실습교육, 글로벌 역

량강화를 위한 글로벌 간호캠프, 글로벌 인턴십, 해

외 직무연수 및 자격증 취득 프로그램, 응급간호역

량 강화를 위한 BLS, KALS(기본 및 전문심폐소생

술) 자격취득 프로그램 운영을 통해 급변하는 보건

의료 전달체계에서 요구하는 전문 간호인의 역할을 

수행하도록 교육하고 있습니다.

취업처

서울성모병원을 비롯한 가톨릭계 대학병원 취업, 

서울대학교병원, 삼성서울병원, 서울아산병원, 고

려대학교병원, 경북대학교병원, 부산대학교병원 등 

전국 100여개 대학 및 종합병원, 보건교사, 공무원, 

해외취업(미국, 호주, 캐나다 등)

자격증

의료인면허 : 간호사, 조산사(일정기간 수련후)

기타자격증  : 전문간호사(일정기간 수련후), 보건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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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업치료과(3년제)

학과안내전화

054) 851-3231, 3232, 3234,
3230(학과사무실)

학과소개

작업치료과는 신체·정신·사회적으로 어려움을 

가진 아동 및 성인에게 의미 있는 치료적 활동(작

업)을 통하여 독립적으로 일상생활을 수행하고, 능

동적 사회활동에 참여함으로써 행복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치료, 교육하는 보건의료 전문가를 양성

합니다. 대구·경북지역 내 최초로 세계작업치료사

연맹(WFOT)으로부터 인증받은 국제공인 작업치료

교육과정을 통해 문제해결 중심의 현장실무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취업처

■종합병원·재활병원·정신과병원·한방병원 등 

병원 ■보건소·복지관·복지시설·보건직공무

원·직업재활기관·운전재활센터 등 지역사회기관 

의료기기 및 의수족 보조기 제작·장애전담 어린이

집·특수아동연구소 등 기타기관 ■대학병원연구

직·해외취업 및 편입(호주) 등

자격증

작업치료사(보건복지부 국가면허증), 보조공학사(보

건복지부 국가자격증), 감각발달재활사(보건복지부 

국가자격증)

치위생과(3년제)
전공심화

학과안내전화

054) 851-3191~3, 3190(학과사무실)

학과소개

100세 시대에 돌입하여 치아 및 구강질환에 대한 

관심이 증대되어 구강건강 증진에 대한 전문성과 

중요성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치위생과에서는 구강

병 예방과 구강진료에 필요한 전문적 이론과 임상

실습을 체계적으로 교육하여 인성과 봉사정신을 바

탕으로 국민구강보건향상과 사회발전에 일익을 담당

할 수 있는 구강보건전문인력을 양성하고 있습니다.

취업처

종합병원, 치과병원, 치과의원, 보건소, 보건지소, 

학교 구강보건실, 건강보험관리공단, 공공기관 및 

산업체 의무실, 구강위생용품관련업체, 치과재료관

련업체, 해외취업

자격증

치과위생사 면허증, 예방전문 치과위생사, 치과건

강보험청구사 자격증, 병원사무관리사 자격증, 임

플란트 전문 치과위생사, 교정 전문 치과위생사, 치

과코디네이터, 치과감염관리사 등



철도전기과
(3년제, 주말반)

학과안내전화

054) 851-3241, 3244,
3245, 3220(학과사무실)

학과소개

1992년 전기과로 시작한 철도전기과는 지난 30년

간 전기 및 철도분야로 학과특성화를 진행하였으

며, 전기산업분야의 우수한 인재를 배출하여 사회

로 성공적으로 진출시키고 있습니다.  철도전기과

는 전기관련 자격증을 공부하고 취득하고자하는 학

생이나 성인학습자를 위한 학과입니다. 특히 가톨

릭상지대학교 철도전기과는 온라인수업과 대면수

업으로 운영되기 때문에 직장에 근무하면서도 학업

을 병행할 수 있습니다. 

전기관련 자격증은 여러분의 현재보다 더 나은 자

아실현 및 가치향상을 해줄 것이며, 더 나아가 노후 

대비까지 하실 수 있는 최고의 자격증입니다. 가톨

릭상지대학교 철도전기과에서 전기 및 철도분야 자

격증을 꼭 취득 하시기 바랍니다.

취업처

전기공사업체, 전기기기제조업체, 전기설계 감리전

문업체, 전기안전관리업체, 철도시설 공사업체, 발

전소, 변전소, 태양광발전 및 관련분야, 소방공사, 

대한주택공사, 소방전문업체, 유무선 통신관련업체, 

신호제어 및 자동화관련업체 등 

자격증

국가자격증 전기산업기사, 전기공사산업기사, 전기

철도산업기사, 철도신호산업기사, 철도안전전문초

급기술자, 신재생에너지발전설비산업기사(태양광), 

소발설비산업기사(전기분야)

철도운전시스템과

학과안내전화

054) 851-3242, 3243,
3220(학과사무실)

학과소개

철도차량운전면허제도 시행시기에 맞추어 준비되

고 계획된 전국 유일의 2년제 기관사 양성학과입니

다. 철저한 현장일체의 교육을 기본으로 체계적인 

교육프로그램을 통하여 열차운전전문기술을 습득

하게 함으로써 승객과 화물을 신속·정확·안전하

게 수송할 뿐만이 아니라 철도 르네상스 시대에 적

극 부응하여 열차운전·운영·관제의 전문기술인

으로 배출합니다. 

취업처

KORAIL, 한국철도시설공단, 6대도시 7개 도시철도

공사, 공항철도공사, 서울시메트로9호선 운영(주), 

부산김해경전철 등 30여 곳, 포스코, 현대제철, 철

도유지보수 사업사들, 철도관련 산업체 등

자격증

철도차량운전면허(제2종전기차량운전면허, 제1종전

기차량운전면허, 디젤차량, 관제 등), 철도운송산업

기사, 철도교통안전관리자, 철도차량산업기사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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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론항공과

학과안내전화

054) 851-3221, 3222,
3229(학과사무실)

학과소개

4차 산업혁명시대에 드론항공분야 첨단기술과 기

존 산업분야의 융합으로 생겨나는 드론항공분야 전

문 직업군에 종사할 인재를 양성하기 위하여 드론 

국가자격증(초경량무인비행장치 조종자), 드론 지

도조종자 및 드론 실기평가 지도조종자 국가자격을 

취득하여 공공분야, 민간분야, 국방분야의 드론항

공 전문기술인을 양성하고자 합니다.

취업처

[공공] 정부 공공기관(한국교통안전공단, 수자원공

사, 한국도로공사, 산림청, 국토교통부 등), 공무원

(지방자치단체, 소방/경찰공무원(드론분야)), 국가정

보원, 국토지리정보원 등 [민간] 드론제작 및 어플

리케이션 관련업체, 민간항공사, 방송국 및 신문사, 

드론정비업체, 드론부품업체, 드론소프트웨어 개

발업체, 공간정보 관련업체, 보안 관련업체, 산업체 

드론운영요원, 산업체 재난감시 및 보안요원, 항공

촬영 및 편집업체, 위험물 관련업체, 미디어산업 관

련업체, 드론방제업체, 조종사교육원, 무인항공업체 

[국방] 군용무인기 제조업체, 군용무인기 수입업체, 

군용무인기 수리정비업체, 기타 군수산업체, 드론

병과 직업군인(부사관, 장교) 등

자격증

국가자격증 

초경량무인멀티콥터 조종자, 지도조종자(교관)자격

증, 실기평가지도조종자

민간자격증

드론조립정비사, 드론관제사 등 [IT자격증] 컴퓨터

활용능력, ITQ 등

하이브리드자동차과
(주간, 야간)

학과안내전화

054) 851-3252, 3254,
3250(학과사무실)

학과소개

하이브리드자동차과는 4차 산업혁명과 21세기 첨

단 자동차산업의 발전에 맞추어 국내 최고의 교육 

및 실습시설을 갖추고, 현대·기아자동차(주), BMW

드라이빙센터, ㈜신창모터스(닛산-인피니티), 도이

치모터스(주), 한국자동차경주협회(KARA), 포디엄

레이싱팀 등과 산학협동으로 특성화교육(일반자동

차와 친환경자동차, 국산자동차와 수입자동차, 자

동차정비와 자동차튜닝의 Hybrid교육)을 운영하고, 

산업체 현장교육을 통해 자동차분야의 전문기술인

력을 양성합니다.

취업처

■자동차생산 및 협력업체 : 현대자동차(주), 기아자

동차(주), 한국GM(주), 쌍용자동차(주), 르노삼성자

동차(주), 넥센타이어(주), 한국타이어(주) 등 ■수입

자동차업체 : BMW, 벤츠, 토요타&렉서스, 닛산&인

피니티, 아우디, 도이치모터스(주), 크라이슬러, 푸조, 

BMW드라이빙센터 등 ■교통안전공단, 자동차보험

업체, 레이싱팀 및 튜닝업체, 공무원 및 공기업 등

자격증

자동차정비산업기사, 자동차정비기능사, 자동차튜

닝사, 건설기계운전기능사, 건설기계정비기능사, 중

고차평가사, 오피셜라이센스, 드라이버라이센스 등



학과안내전화

054) 851-3290, 3194(학과사무실)

학과소개

“바이오 전공 전국 대학 최초, 고등직업교육거점지

구(HiVe) 사업” 선정 (2022년~2024년, 45.9억원)

경북북부권에 특화된 ‘생명그린밸리 안동 국가산업

단지’를 지원할 수 있는 바이오·백신 분야 전문인

력을 양성하는 학과입니다. 

SK바이오사이언스, 동물세포실증지원센터와 공동 

개발한 교육과정으로 체계적인 이론 교육과 바이오 

기업 현장과 유사한 미러형(mirror) 실습실에서 기

업 전문가가 참여하는 산학 공동 실험 실습교육으

로 현장 맞춤형 전문인력을 양성합니다.

취업처

■바이오제약 분야

SK바이오사이언스, 중앙백신연구소, GC녹십자, 삼

성바이오로직스, 셀트리온, 유한양행, 한미약품, 종

근당바이오 등

■식품·화장품 분야

한국인삼공사, 풀무원, 콜마비앤에이치, 대상, 아모

레퍼시픽, 코스맥스, LG생활건강 등

■정부출연연구소 및 공공기관

식품의약품안전처, 생명공학연구원, 보건환경연구

원, 바이오산업진흥원

자격증

바이오화학제품제조산업기사, 생물공학기사, 품질

관리산업기사, 식품기사 및 산업기사, GMP 기술인, 

밸리데이션기술인 등

반려동물과

학과안내전화

054) 851-3277, 3120(학과사무실)

학과소개

생명을 존중하는 반려동물 전문가 양성학과! 입학

이 취업인 전문가 양성! 미래 유망 10대 산업중 하

나인 반려동물 산업 분야는 급성장중입니다. 그러

나 반려동물 전문가는 턱없이 부족합니다. 직업만

족도가 최고인 반려동물 전문가를 양성하는 반려동

물과는 다음과 같이 교육합니다. 

1. 합리적인 교과목 운영 : 반려동물 전문가 양성에 

필요한 핵심 교과목으로만 구성 

2. 핵심 자격 취득을 위한 실무 위주 교육 : 1인 3자

격증 의무 취득

3. 전원 박사 교수님들의 질 높은 실무교육

4. 최고 수준의 실습 환경

5. 최우수 산업체들과의 산학 협력. 이를 통해 반려

동물과는 관련 산업에 필요한 지식과 실무능력을 

갖춘 유능한 전문인력 양성을 목표로 합니다. 

취업처

메디컬 센터, 애견미용샵, 애견 훈련소, 농축산식품

부 공무원, 관세청(마약 탐지견), 경찰(경찰견), 소방

(인명구조, 사체탐지), 반려동물 장례업체, 반려동물 

대기업 취업, 애견카페/애견유치원/반려동물돌봄/

용품유통/반려동물 식음료 취/창업 

자격증

반려동물행동교정사(국가자격 예정), 애견미용사(국

가자격 예정), 도그쇼 핸들러(민간자격), 반려동물장

례지도사 (민간자격), 반려동물 종합관리사(민간자

격)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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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뷰티케어과

학과안내전화

054) 851-3202, 3163(학과사무실)

학과소개

글로벌뷰티케어과는 뷰티스타일리스트를 꿈꾸는 

학생들에게 해외취업을 위한 집중적 어학교육을 비

롯한 각종 글로벌 취업프로그램을 통하여 국제비즈

니스능력과 글로벌마인드를 고취시키고 뷰티분야

인 헤어, 피부미용, 특수분장 및 메이크업, 네일아

티스트 등 독창적이고 미적 감각을 겸비한 글로벌 

뷰티전문가 양성 및 해외취업을 목표로 하고 있습

니다.

취업처

해외취업 및 유학, 에듀케이터, 아티스트(헤어, 메이

크업, 네일, 피부), 숍 경영, 특수머리전문디자이너, 

트리콜로지스트(두피모발관리사), 피부과, 백화점 

화장품 브랜드, 화장품 컨설턴트, 스파, 방송국 분

장사, 코디네이터, 뷰티 아카데미 강사 등 

자격증

미용사(헤어, 메이크업, 네일, 피부), 이용사, 트리콜

로지스트 1급, 2급, 왁싱자격증, 속눈썹연장, 무대분

장사, 컬러리스트산업기사, SMAT(비즈니스커뮤니

케이션) 등 

글로벌한국어과

학과안내전화

054) 851-3237, 3163(학과사무실)

학과소개

글로벌 한국어교육 및 비즈니스 전문가 양성 학과!

국내거주 외국인 200만 시대, 해외진출 한국기업 1

만2천개 시대, 글로벌 한국어 및 비즈니스 교육수

요가 국제적으로 급증하고 있습니다. 이에 글로벌

한국어과는 세계 각지에서 한국어를 교육하고, 해

외진출 한국기업에서 HRD 및 통·번역 전문가로 

활동하는 글로벌 한국어교육 및 비즈니스 전문인력 

양성을 목표로 합니다.

취업처

해외 초·중등 학교 한국어 교·강사, 한국어 학원

강사, 해외주재 한국기업 또는 현지 기업(통·번역

사) 등

자격증

한국어 능력 자격(TOPIK), 한국어교원자격3급(TOPIK 

6급 소지자), 유통관리사 및 IT관련 자격증 등



학과안내전화

054) 851-3221, 3222,
3229(학과사무실)

학과소개

4차 산업혁명시대에 드론항공분야 첨단기술과 지

역 산업과의 연계로 인하여 드론항공 운용 및 제

작·정비 직업군에 종사할 인재을 양성하기 위하여 

드론 국가자격(초경량무인비행장치 조종자), 드론 

지도조종자 및 드론 실기평가지도 조종자 국가자격

을 취득하여 공공분야, 민간분야의 드론항공 전문

기술인을 양성하고자 합니다. 

취업처

[공공] 정부 공공기관(한국교통안전공단, 수자원공

사, 한국도로공사, 산림청, 국토교통부 등), 공무원

(지방자치단체, 소방/경찰공무원(드론분야)), 국가정

보원, 국토지리정보원 등 [민간] 드론제작 및 어플

리케이션 관련업체, 민간항공사, 방송국 및 신문사, 

드론정비업체, 드론부품업체, 드론소프트웨어 개

발업체, 공간정보 관련업체, 보안 관련업체, 산업체 

드론운영요원, 산업체 재난감시 및 보안요원, 항공

촬영 및 편집업체, 위험물 관련업체, 미디어산업 관

련업체, 드론방제업체, 조종사교육원, 무인항공업체 

자격증

국가자격증

초경량무인멀티콥터 조종자, 지도조종자(교관)자격

증, 실기평가지도조종자

민간자격증

드론조립정비사, 드론관제사 등 [IT 자격증] 컴퓨터

활용능력, ITQ 등

외식창업조리과
(만22세 이상 성인학습자 전담학과, 야간)

학과안내전화

054) 851-3214, 3163(학과사무실)

학과소개

외식창업조리과는 이론과 실무능력을 겸비한 외식

산업 스페셜리스트를 꿈꾸는 학생들에게 국내는 물

론 세계로 진출하여 취업, 창업을 목표로 합니다. 

외신산업의 올바른 비젼을 제시고하고 빠르게 변화

하는 세계의 식문화를 선도할 수 있는 국제적 역량

을 갖춘 외식 조리경영 전문가를 양성합니다.

취업처

호텔 외식사업부 및 식음료 조리분야, 레스토랑, 단

체급식 분야, 외식 창업, 식품조리 메뉴개발, 외식 

컨설팅 분야, 테이블 코디네이터, 푸드 코디네이터, 

푸드 스타일리스트, 파티플래너, 식품제조회사, 바

리스타, 조리학원 및 교육기관강사, 반려동물 전문 

용품점, 축산물 유통업체, 사료업체, 반려동물 식음

료 업체 등 

자격증

조리기능사(한식, 양식, 일식, 중식, 복어, 제과, 제

빵), 조리산업기사, 식품산업기사, 출장요리연회사, 

민속폐백이바지사, 푸드스타일리스트, 조주기능사, 

찬품조리전문가, 바리스타, 고객경영관리사, 식품위

생관리사, 외식경영관리사, 소믈리에, 축산기능사, 

반려동물종합관리사, 동물사육사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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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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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론운용정비과 
(만22세 이상 성인학습자 전담학과, 주말반)



모집학과 및 모집인원                                          [교] : 교직과정 설치 학과  [학] : 학사학위전공심화과정 설치 학과  [주말] : 주말반 전담 학과

전형구분

모집단위 

주/야 편제
입학
정원

모       집       인       원

정원내 전형 정원외 특별전형

수시모집
정시모집 수급자 

및
차상위

농어촌
출신

특수
교육

대상자

전문대
이상

졸업자

만학도
및

성인
재직

북한
이탈
주민

순수
외국인

재
외국민

1차 2차

일반
전형

지역
인재

대학
자체

일반
전형

지역
인재

대학
자체

일반
전형

대학
자체

교육
복지
학부

유아교육과 [교] [학] 주 3년 25 15 5 3 2

15 15

모
집
인
원

제
한
없
음

1

28

모
집
인
원

제
한
없
음

모
집
인
원

제
한
없
음

1

사회복지과 [학]
주 2년 60 34 14 9 3 3 1

야 2년 30 19 5 3 2 1 2

경영
학부

전산세무회계과 [주말] 주 2년 15 10 2 2 1 2

경영과 [학] 야 2년 20 14 2 3 1 2

간호
보건
학부

간호학과 [교] 주 4년 192 115 5 5 42 5 5 10 5 57 1

작업치료과 주 3년 25 15 5 3 2 2 1

치위생과 [학] 주 3년 25 15 5 3 2 2 1

철도
항공
학부

철도전기과 [주말] 주 3년 15 3 10 1 1 1

철도운전시스템과 주 2년 30 23 3 3 1 13 1

드론항공과 주 2년 10 6 2 1 1 2 1

신산업
학부

바이오제약과 주 3년 16 10 3 2 1 3 1

하이브리드자동차과
주 2년 15 8 4 2 1 2

야 2년 10 6 2 1 1 2

반려동물과 주 2년 17 11 3 2 1 2 1

국제
학부

글로벌뷰티케어과 주 2년 15 9 3 2 1 2 1

글로벌한국어과 주 2년 20 12 3 5 1 1

성인
학습자
전담
학부

드론운용정비과 [주말] 주 2년 12 10 2 1

외식창업조리과 야 2년 10 8 2 1

※ 교육부 정원조정 결과에 따라 모집학과, 입학정원 및 모집인원이 변경될 수 있음
※ 간호학과는 수시모집에 정원내 대학자체기준 10명 중 수도자특별전형 5명(1차 3명, 2차 2명)을 별도 선발함 
※ [주말]는 주말반 전담 학과로 매주 토요일 대면수업과 주중 온라인 수업으로 운영됨
※ 성인학습자 전담학부 학과는 만22세(2001.2.28. 이전출생자) 이상인 자만 지원 가능

전형일정

모집시기 원서접수 면접 합격자발표 합격자등록

수시
모집

1차 2022. 09. 13.(화) ∼ 10. 06.(목) 2022. 10. 14.(금) ~ 15.(토) 2022. 10. 24.(월) 2022. 12. 16.(금) ~ 19.(월)
(미충원 등록 : 2022. 12. 28.(수) 까지)2차 2022. 11. 07.(월) ∼ 11. 21.(월) 2022. 11. 25.(금) ~ 26.(토) 2022. 12. 02.(금)

ㆍ미등록 충원 합격자 발표 : 2022. 12. 28.(수) 21:00 까지
ㆍ미등록 충원 등록기간 : 2022. 12. 28.(수) 까지

정시
모집

정시
2022. 12. 29.(목) ∼ 
2023. 01. 12.(목)

- 2023. 01. 20.(금) 2023. 02. 07.(화) ∼ 09.(목)

자율
모집

2023. 01. 13.(금) ~
2023. 02. 28.(화)

- 수시발표(개별통보)
2023. 02. 10.(금) ~ 28.(화)

(등록기간 개별통보)

※ 정시모집에 전문대졸이상전형, 외국인전형, 특수교육대상자전형은 면접실시(면접일 : 2023. 1. 14.(토))
※ 학과별 면접일정은 학과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면접관련 세부사항은 입시홈페이지 공지사항을 통해 공지할 예정

입학원서대 및 전형료 :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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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학년도 가톨릭상지대학교 신입생 모집요강



원서접수 및 지원방법

■입학원서 접수방법

인터넷 접수
ㆍ가톨릭상지대학교 [http://ipsi.csj.ac.kr]
ㆍ유웨이어플라이 [http://www.uwayapply.com]   
ㆍ진학어플라이 [http://www.jinhakapply.com]

ㆍ전형별 증빙서류는 원서접수 마감일까지
   우편 또는 팩스(054-851-3009)로 제출
ㆍ증빙서류 미제출로 인해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지원자 본인에게 있음

우편접수
ㆍ우편 : 36686 경북 안동시 상지길 45 가톨릭상지대학교
           입학홍보처 입학원서 담당자 (“원서재중 ”명시)

ㆍ우편은 마감당일 우편소인까지 인정

창구 및 팩스접수 ㆍ접수처 : 본 대학 입학홍보처,  FAX 접수 : 054)851-3009 ㆍ창구접수 장소 : 소피아관 1층 입학홍보처

※ 인터넷 원서접수자는 해당 증빙서류만 제출(입학원서는 제출하지 않아도 됨), 접수완료 여부는 입시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
※ 입학원서는 본 대학 입시홈페이지(http://ipsi.csj.ac.kr)에서 다운받아 사용 가능

■지원방법

▶ 전문대학은 수시모집 시 지원 횟수 6회 제한이 없으며, 지원학과는 2지망학과까지 지원 가능
▶ 지원전형은 일반전형, 특별전형, 정원외전형 중 1개 지원전형과, 1개의 지원자격만 지원가능하며, 복수 지원은 불가함
▶ 인문계(문과), 자연계(이과) 구분 없이 교차지원 가능 
▶ 동일 전형으로 재지원 할 경우 학교생활기록부 등의 이전에 제출한 증빙서류는 제출하지 않아도 됨
▶ 주민번호, 학교명, 졸업년도, 연락처, 주소 등 합격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사항에 대해서는 정정할 수 있음  

전형별 지원자격 및 제출서류

■공통제출서류

입학원서, 학교생활기록부(2014년 2월(포함) 이전 졸업자 및 학생부 온라인 제공 비동의자에 한함), 검정고시 성적 및 합격증명서(검정

고시 출신자로 2015년 이전 합격자 및 온라인 제공 비동의자에 한함)

■지원자격 및 제출서류

전형구분 지       원       자       격 제출서류

정원내 일반전형
ㆍ고등학교 졸업자 또는 2022학년도(2023년 2월) 졸업 예정자
ㆍ「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98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공통
제출서류

정원내
특별
전형

대학
자체
기준

지역인재 ㆍ대구·경북지역 소재 고등학교 졸업(예정)자 -

대학자체 ㆍ대학 자체기준 특별전형 지원자격 및 제출서류 [별표 1 참조] -

특성화고

ㆍ특성화고, 전문계고(예·체능고 포함), 마이스터 고등학교 졸업(예정)자,  또는 일반계 고교   
   졸업(예정)자로서 1년 이상 직업과정 이수자 
   ※ 일반계고 졸업(예정)자 중 전공학과를 이수한 자도 지원 가능(학생부에 학과 기재된 자)
   ※ 간호학과, 작업치료과, 치위생과 모집 제외

-

정
원
외

특
별
전
형

전문대졸이상자
ㆍ2, 3년제 전문대학 졸업(예정)자 및 4년제 대학교 졸업(예정)자 
ㆍ4년제 대학교 2학년 2학기 이상 수료자(70학점이상 취득자)

성적증명서, 졸업(예정)증명서
or 수료증명서

만학도 및 
성인재직자

ㆍ만25세 이상인 자(1998년 2월 28일 이전 출생자) -

ㆍ산업체 근무경력 2년 이상인 자
재직(경력)증명서 1부

4대보험가입증명서(택1)

기회
균형
선발

농어촌
출신

ㆍ ① 농어촌(읍·면 및  도서벽지) 지역 소재지 중·고등학교 6년 이수자 : 
       농어촌(읍·면 및  도서벽지) 소재지 학교에서 중·고등학교 전 교육과정(6년)을        
       이수(예정)한 자 로서 재학기간 중 본인 및 부·모 모두가 농어촌지역에 거주한 자
ㆍ ② 농어촌(읍·면 및  도서벽지) 지역 소재지 초·중·고등학교 12년 이수자 : 
       농어촌(읍·면 및  도서벽지) 소재지 학교에서 초·중·고등학교 전 교육과정
       (12년)을 이수(예정)한 자 로서 재학기간 중 본인이 농어촌지역에 거주한 자
   ※ 농어촌지역은 고교 입학당시 읍·면이던 행정구역이 재학중이나 졸업한 뒤에
       동으로 개편된 경우에도 농어촌지역으로 적용
   ※ 주민등록초본은 최근 1개월 이내 발급된 것으로 과거 주소 변동이력을
       포함된 것으로 제출

  ㆍ공   통 : 농어촌출신
                지원자격 확인서

  ㆍ①유형 : 본인 및 보호자
                주민등록초본,
                가족관계증명서, 
                중·고
                학교생활기록부

  ㆍ②유형 : 본인 주민등록초본,
                초·중·고
                학교생활기록부 

저소득층
ㆍ기초생활수급대상자 및 차상위 복지급여 수급자(장애수당, 자활급여, 
   차상위본인부담경감대상자, 장애인연금 차상위부가급여, 한부모가정지원사업),
   우선돌봄 차상위가구

기초생활수급자증명서
차상위계층 증명서

재외국민·외국인
ㆍ재외국민 및 외국인    ㆍ부모가 모두 외국인인 외국인    ㆍ북한이탈주민(새터민)   
ㆍ외국에서 우리나라 초·중등교육에 상응하는 교육과정을 전부 이수한 재외국민
   및 외국인

자격심사 서류 제출

특수교육대상자 ㆍ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15조의 대상자
장애인등록증

또는 복지카드 사본

※ 재외국민·외국인 제출서류는 자격심사를 위해 대학에서 지정한 별도의 증빙서류를 제출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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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표 1] 대학자체기준 특별전형 지원자격 및 제출서류

모집학과 모집구분 지       원       자       격 제출서류

전체학과
(간호학과,

드론운용정비과,
외식창업조리과 

제외)

수시
/

정시

ㆍ특기적성추천자(학교장, 교사, 성직자, 기관단체장, 산업체의 장이 추천한 자)
ㆍ가톨릭수도자(수사·수녀)로서 기관장 추천을 받은 자
ㆍ외국어교과 중 과목(학년 및 학기 구분 없이 가장 우수한 1개 과목)석차등급이 4등급
   이내인 자로서 교사의 추천을 받은 자

특별전형추천서
(본 대학 소정 양식)

ㆍ각종 경기, 경시, 경연, 경진대회입상자 상장 사본 

ㆍ교내ㆍ교외에서 선행상, 모범상, 효행상, 봉사상 등 표창 받은 자  상장 사본 

ㆍ어학능력우수자(TOEIC 550, TEPS 450점, 토익스피킹레벨 5(110점),
   JPT 415점, JLPT 신N4 이상인 자

자격증 사본

ㆍ만25세 이상 만학도(1998. 2. 28 이전 출생자)
ㆍ30시간 이상 봉사활동한 자  

-

ㆍ형제, 자매가 본 대학 출신이거나 재학 중인 자  
가족관계증명서
졸업(재학)증명서

ㆍ소년ㆍ소녀 가장, 다문화가족, 기초생활수급대상자 및 그 자녀, 차상위
ㆍ국가유공자(산재 근로자 포함) 본인, 배우자 및 그의 손·자녀 (개별 법령에 의거 등록
   되는 국가유공자 등 포함)

해당기관 
발급 증명서

ㆍ검정고시 출신자
합격증명서,
성적증명서

드론운용정비과
외식창업조리과

ㆍ만22세 이상인 자(2001. 2. 28. 이전 출생자) -

간호학과
수시

ㆍ가톨릭수도자(수사·수녀)로서 기관장 추천을 받은 자
ㆍ특기적성추천자(학교장, 교사, 성직자, 기관단체장, 산업체의 장이 추천한 자)
ㆍ외국어, 수학, 과학교과 중 과목(학년 및 학기 구분없이 가장 우수한 1과목) 석차등급이    
   2등급이내인자로서 교사의 추천을 받은 자
ㆍ3학년 1학기 전과목 석차등급평균이 3등급이내인 자로서 교사의 추천을 받은 자

특별전형추천서
(본 대학 소정 양식)

ㆍ교내ㆍ교외에서 선행상, 모범상, 효행상, 봉사상 등 표창 받은 자  상장 사본 

ㆍ어학능력우수자(TOEIC 550, TEPS 450점, 토익스피킹레벨 5(110점),
   JPT 415점,  JLPT 신N4 이상인 자

자격증 사본

ㆍ형제, 자매가 본 대학 출신이거나 재학 중인 자 
가족관계증명서
졸업(재학)증명서

ㆍ국가유공자(산재 근로자 포함) 본인, 배우자 및 그의 손·자녀
   (개별 법령에 의거 등록되는 국가유공자 등 포함)

해당기관 
발급 증명서

ㆍ30시간 이상 봉사활동한 자  -

정시 ㆍ대학수학능력시험성적 국어, 수학, 영어 중 1개 영역이 6등급 이내인 자 -

수시모집 성적반영 방법

■전형요소별 성적반영비율

모집전형 모집학과
성적반영비율 및 점수

총점 학생부 면접 기타

정원내
전형

일반전형
특별전형

전체학과(야간학과 제외) 400(100%) 320(80%) 80(20%)
특별전형
가산점경영과(야), 하이브리드자동차과(야), 

사회복지과(야), 외식창업조리과(야)
400(100%) 400(100%) -

정원외
전형

만학도·성인재직자
농어촌출신
저소득층

전체학과(야간학과 제외) 400(100%) 320(80%) 80(20%)

경영과(야), 하이브리드자동차과(야), 
사회복지과(야), 외식창업조리과(야)

400(100%) 400(100%) -

전문대졸이상자 전체학과
 대학성적 80점(40%) + 면접 120점(60%)

 (출신대학 전 학년 평균성적 4.5만점 기준)

재외국민·외국인
북한이탈주민

특수교육대상자
해당학과 서류심사 및 면접 100% 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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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접 학과

구  분 면접 실시 학과  면접 미실시 학과

수시모집 전체 학과 면접 실시 (야간학과 제외)
경영과(야), 하이브리드자동차과(야), 
사회복지과(야), 외식창업조리과(야)

※ 각 학과별 면접일정은 입시홈페이지( http://ipsi.csj.ac.kr ) 공지사항 참조

■면접 불참자 처리

면접 불참자는 면접점수 0점 부여.
단, 간호학과, 사회복지과와 전체 학과 면접100% 전형(특수교육대상, 재외국민, 외국인, 북한이탈주민)는 면접 불참 시와 면접점수 30점 
미만(100점 만점기준)일 경우 불합격처리함. 

■학교생활기록부 반영방법

모집구분 학  과
전형
총점

실질반영비율 반  영
과목수

학년별 반영(%)
요소별 
반영(%) 점수산출

방식
최고 최저 비율 1학년 2학년 3학년 교과 출결

일반 / 특별전형
정원외전형

사회복지과(야),
경영과(야),

하이브리드자동차과(야)
외식창업조리과(야)

400 400 350 12.5%
전과목 20 30 50 80 20

ㆍ과목별 석차등급
   (단위수 반영)
ㆍ결석일수

전체학과(면접학과) 400 320 280 12.5%

※ 수시모집은 3학년 1학기 성적까지 반영하며, 해당학기 반영할 교과목(출결)이 없는 경우 직전학기 성적을 해당학기 성적으로 반영

※ 학교생활기록부 교과성적 산출방법 : 모집요강 “8. 학교생활기록부 교과성적 산출방법” 참조

■출결성적 반영방법

구  분 출  결  성  적  산  출  방  법

고교졸업
(예정)자  

ㆍ학년별 출결사항을 산출하여 본 대학 출석성적에 적용
ㆍ학년별 결석일수와 지각, 조퇴, 결과 횟수를 합산하여 결석일수를 산출하되, 질병으로 인한 지각·조퇴·결과는 결석일수 
   계산에 포함시키지 않음
ㆍ질병이외의 사유로 인한 지각, 조퇴, 결과는 학년별로 합산하여 3회를 1일 결석으로 계산하고, 잔여횟수는 반영하지 아니함

검정고시출신자 ㆍ검정고시 성적증명서의 합격 평균점수를 출석성적에 적용하여 해당점수를 반영

■특별전형 가산점 반영

모집학과 평         가         요         소 가산점수

전체학과
(해당 지원자격
으로 지원한 자)

ㆍ가톨릭수도자(수사·수녀)로서 기관장 추천을 받은 자 10점

ㆍ외국어교과 중 과목(학년 및 학기 구분 없이 가장 우수한 1개 과목)석차등급이 4등급 이내인 자로서
   교사의 추천을 받은 자   
ㆍ외국어교과, 수학교과, 과학교과 중 과목(학년 및 학기 구분 없이 가장 우수 1개 과목)석차등급이 2등급
   이내인 자로 교사 추천을 받은 자
ㆍ3학년 1학기 전과목 석차등급평균이 3등급이내인 자로 교사 추천을 받은 자
ㆍ어학능력우수자(TOEIC 550, TEPS 450점, 토익스피킹레벨 5(110점), JPT 415점, JLPT N4급 이상인 자  
ㆍ각종 경기, 경시, 경연, 경진대회입상자  

5점

■최저학력기준 적용

전형구분 모집학과 반 영 방 법

전문대졸이상 간호학과 전적대학 성적 평점평균 3.0(만점 4.5기준) 이상

※ 전체 학과 수능최저 및 학생부 최저 기준 없음

■전문대졸이상전형 입학성적 산출방법

구  분 모집학과 입 학 성 적 산 출 방 법

전문대졸
이상자

전체학과

 1) 총점 200점

 2) 전적 대학 전학년 평점평균 40%(총점 80점) + 면접 60%(총점 120점)
    예) 평점평균 4.0점일 경우 : (4.0/4.5)×80점 = 71.11
         면접점수 : (80점/100만점) x 120점 = 96점
         대학성적 71.11 + 면점점수 96점 = 167.11점(총점 200점) 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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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시모집 성적반영 방법

■전형요소별 성적반영비율

모집전형 모집학과
성적반영비율 및 점수

총점 학생부 수능 면접 기타

정원내
전형

일반전형

전체학과 (경영과(야), 하이브리드자동차과(야), 
사회복지과(야), 외식창업조리과(야)

드론운용정비과, 글로벌한국어과 제외) 
800(100%) 320(40%) 480(60%)

경영과(야), 하이브리드자동차과(야), 
사회복지과(야), 외식창업조리과(야)
드론운용정비과, 글로벌한국어과

400(100%) 400(100%)

특별전형
전체 학과 (3개 학과 제외) 400(100%) 400(100%) 특별전형

가산점간호학과, 치위생과, 작업치료과 400(100%) 400(100%)

정원외
전형

만학도·성인재직자
농어촌출신, 저소득층

전체 학과 (3개 학과 제외) 400(100%) 400(100%)

간호학과, 치위생과, 작업치료과 800(100%) 320(40%) 480(60%)

전문대졸이상자 전체학과
 대학성적 80점(40%) + 면접 120점(60%)

 (출신대학 전 학년 평균성적 4.5만점 기준)

재외국민·외국인
특수교육대상자

해당학과 서류심사 및 면접 100% 반영

■면접 학과

구  분 면  접   실  시   학  과

정시모집 전체 학과 면접 미실시(단, 전체학과 전문대졸이상, 재외국민, 외국인, 특수교육대상자 전형만 면접 실시)

※ 각 학과별 면접일정은 입시홈페이지( http://ipsi.csj.ac.kr ) 공지사항 참조
※ 면접 불참하는 경우와 면접점수 30점 미만(100점 만점기준)일 경우 불합격처리함.

■학교생활기록부 반영방법

모집전형 학  과
전형
총점

실질반영비율 반  영
과목수

학년별 반영(%)
요소별 
반영(%) 비 고

최고 최저 비율 1학년 2학년 3학년 교과 출결

일반전형

전체학과 (6개학과 제외) 800 320 280 12.5% 전과목

20 30 50 80 20

경영과(야), 하이브리드자동차과(야), 
사회복지과(야), 외식창업조리과(야)
드론운용정비과, 글로벌한국어과

400 400 350 12.5% 전과목

특별전형 전체학과 400 400 350 12.5% 전과목

만학도·성인재직자
농어촌출신
저소득층

전체학과 (3개 학과제외) 400 400 350 12.5% 전과목

간호학과, 작업치료과, 치위생과 800 320 280 12.5% 전과목

※ 정시모집은 3학년 2학기 성적까지 반영하며, 해당학기 반영할 교과목(출결)이 없는 경우 직전학기 성적을 해당학기 성적으로 반영
※ 학교생활기록부 교과성적 산출방법 : 모집요강 “8. 학교생활기록부 교과성적 산출방법” 참조

■출결성적 반영방법 : 수시모집 산출방법과 동일(22페이지 참조)

■대학수학능력시험성적 반영방법

모집
구분

모집학과
점수
활용
지표

수  능  시  험   영  역  별   반  영  비  율 ( 100% )

비  고
국어 수학 영어

탐 구 영 역

사회 과학 직업

정시 전체 학과 백분위
80%

(최우수 2개 영역 각 40%)
20% (최우수 1개 과목 반영)

ㆍ3개영역 반영
ㆍ한국사영역 가산점 적용

※ 국어, 수학, 영어 영역 중 우수한 2영역을 각 40%, 탐구영역(사탐/과탐/직탐) 중 최우수 1개 과목을 20%로 반영 
※ 절대평가가 적용되는 영어 영역은 등급에 따라 백분율로 환산하여 반영함 [표1 참조]
※ 한국사 영역은 수능성적 반영 시 등급에 따라 가산점 적용함 [표2 참조]
   ■400점 만점(수능100%) 예) 국어영역 80점, 수학영역 75점 , 영어 영역 4등급, 탐구영역 90점, 한국사 1등급일 경우
                                       - (국어 80 x 1.6) + (영어 85 x 1.6) + (탐구 90 x 0.8) + (한국사 가산점 10)= 346점(총점 400점)
   ■480점 만점(수능60%)  예) 국어영역 80점, 수학영역 75점 , 영어 영역 4등급, 탐구영역 90점, 한국사 1등급일 경우
                                       - (국어 80 x 1.92) + (영어 85 x 1.92) + (탐구 90 x 0.96) + (한국사 가산점 10)= 413.2점(총점 480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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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1] 대학수학능력시험 영어영역 백분율 환산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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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백분율 100 95 90 85 80 75 70 65 60

[표2] 대학수학능력시험 한국사영역 가산점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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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산점 10 10 10 8 7 6 5 4 3

■특별전형 가산점 반영 

모 집 학 과 평         가         요         소 가산점수

전체학과 
(해당 지원자격으로

지원한 자)

ㆍ가톨릭수도자(수사·수녀)로서 기관장 추천을 받은 자  10점

ㆍ외국어교과 중 과목(학년 및 학기 구분 없이 가장 우수한 1개 과목)석차등급이 4등급 이내인 자로서
   교사의 추천을 받은 자
ㆍ어학능력우수자(TOEIC 550, TEPS 450점, 토익스피킹레벨 5(110점), JPT 415점, JLPT N4급 이상인 자   
ㆍ각종 경기, 경시, 경연, 경진대회입상자  

5점

■최저학력기준 적용

전형구분 모집학과 반 영 방 법

전문대졸이상 간호학과 전적대학 성적 평점평균 3.0(만점 4.5기준) 이상

※ 전체 학과 수능최저 및 학생부 최저 기준 없음

학교생활기록부 교과성적 산출방법

■교과성적 산출방법

졸업년도별 교  과  성  적  산  출  방  법

2008년 2월졸업자
~

2023년 2월 졸업예정자

① 학기별 과목 환산값 = 이수단위 x 등급                    
② 학기별 석차등급 = ∑ 환산값 / ∑ 이수단위
    (과목1의 단위수 x 석차등급)+···+(과목n의 단위수 x 석차등급)/단위수의 합
③ 학년별 석차평균등급 = (1학기 석차등급 + 2학기 석차등급)/2
④ 학년별 산출한 석차평균등급을 기준득점에 의거하여 점수를 구한 뒤 학년별 반영비율을  곱함
⑤ 산출한 성적을 교과 성적으로 반영 

1999년 2월 
~

2007년 2월 졸업자 

① 과목별 백분율 산출 = {(석차+(동석차-1)/2)) / 재적수} x 100
② 과목별 석차등급 환산 : 학교생활기록부 석차등급비율 분포 적용   
③ 과목별 환산값 산출 : 과목별 단위수 x 석차등급
④ 학기별 평균석차등급 산출 : ∑ 환산값 / ∑ 이수단위 
⑤ 학년별 석차등급 = (1학기 평균석차등급 + 2학기 평균석차등급)/2  
⑥ 학년별 산출한 석차평균등급을 기준득점에 의거하여 점수를 구한 뒤 학년별 반영비율을  곱함
⑦ 산출한 성적을 교과 성적으로 반영 

1998년 2월 졸업자

 ㆍ1학년 
    ① 학기별 계열석차 백분율 = 석차 /  재적수 x 100        
    ② 학기별 석차등급 환산 : 학교생활기록부 석차등급비율 분포 적용
    ③ 학년별 평균석차등급 산출 : (1학기 평균석차등급 + 2학기 평균석차등급)/2    

 ㆍ2,3 학년    
    ① 과목별 백분율  = {(석차+(동석차-1)/2)) / 재적수} x 100   
    ② 과목별 석차등급 환산 : 학교생활기록부 석차등급비율 분포 적용
    ③ 과목별 환산값 산출 : 과목별 단위수 x 석차등급
    ④ 학년별 평균석차등급 산출 : ∑ 환산값 / ∑ 이수단위 
        (과목1의 단위수 x 석차등급)+··· +(과목n의 단위수 x 석차등급)/단위수의 합)

 ㆍ학년별 산출한 석차평균등급을 기준득점에 의거하여 점수를 구한 뒤 학년별 반영비율을 곱함
 ㆍ산출한 성적을 교과 성적으로 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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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7년 2월 졸업자

 ㆍ1학년 
    ① 학년별 학기별 계열석차백분율 = 석차 /  재적수 x 100    
    ② 학기별 석차등급 환산 : 학교생활기록부 석차등급비율 분포 적용              
    ③ 학년별 평균석차등급 산출 : (1학기 평균석차등급 + 2학기 평균석차등급)/2 
    ④ 학년별 산출한 석차평균등급을 기준득점에 의거하여 점수를 구한 뒤 학년별 반영비율을 곱함
    ⑤ 산출한 성적을 교과 성적으로 반영 

 ㆍ2,3 학년    
    ① 과목별 백분율  = {(석차+(동석차-1)/2)) / 재적수} x 100       
    ② 과목별 석차등급 환산 : 학교생활기록부 석차등급비율 분포 적용              
    ③ 과목별 환산값 산출 : 과목별 단위수 x 석차등급
    ④ 학년별 평균석차등급 산출 : ∑ 환산값 / ∑ 이수단위 
       (과목1의 단위수 x 석차등급)+·· +(과목n의 단위수 x 석차등급)/단위수의 합)
    ⑤ 학년별 산출한 석차평균등급을 기준득점에 의거하여 점수를 구한 뒤 학년별 반영비율을 곱함
    ⑥ 산출한 성적을 교과 성적으로 반영

1996년 2월 및
이전 졸업자

    ① 학기별 계열석차 백분율 = 석차 /  재적수 x 100        
    ② 학기별 석차등급 환산 : 학교생활기록부 석차등급비율 분포 적용
    ③ 학년별 평균석차등급 산출 : (1학기 평균석차등급 + 2학기 평균석차등급)/2 
    ④ 학년별 산출한 석차평균등급을 기준득점에 의거하여 점수를 구한 뒤 학년별 반영비율을  곱함
    ⑤ 산출한 성적을 교과 성적으로 반영 

검정고시출신자  ㆍ검정고시출신자 성적반영은 전체 평균점수를 교과성적과 출결성적으로 환산하여 반영       

기타사항

 ㆍ학교생활기록부에 계열석차는 기재되어 있지 않고, 학년석차와 학급석차가 기재되어 있을 때에는
   학년석차 를 계열석차로 인정, 학급석차만 기재되어 있을 때는 학급석차를 계열석차로 인정
 ㆍ동일학년 1개 학기의 계열석차만 있는 경우에는 이를 나머지 학기에 동일하게 적용하고, 1개 학년의
   학기 계열석차만 있는 경우에는 이를 나머지 학년에 동일하게 적용
 ㆍ학업성취도평가 교과목은 반영하지 않으며, 학기별 석차등급 산출이 불가능할 경우 직전학기 석차등급 반영
 ㆍ학교생활기록부가 없거나 학교생활기록부의 기재사항만으로 교과 성적을 산출할 수 없는 경우에는
   최하위 9등급을 적용
 ㆍ외국 고등학교, 특수목적 고등학교 출신자 중 학생부성적 산출을 할 수 없는 경우 최하위 9등급(최저점수)을 적용
 ㆍ교과성적 반영총점 산출시 소수점 셋째자리에서 절사하여 소수점 둘째 자리까지만 표기하고, 내신등급(학생부    
   석차등급 평균 최종값)은 소수점 셋째자리에서 절사하여 소수점 둘째 자리까지 표기 

■학교생활기록부 석차등급 비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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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준비율(%) 4 7 12 17 20 17 12 7 4

누적비율(%) 4 11 23 40 60 77 89 96 100

■교과성적 및 출결성적 기준득점 [표1] 

등 급

교  과  성  적 출  결  성  적

학년석차
등급비율

학생부 400점 학생부 320점 결석일수 학생부 400점 학생부 320점

1등급 1.000~1.99 320 256 0  80.00 64

2등급 2.000~2.99 315 252 1  ~  3 78.75 63

3등급 3.000~3.99 310 248 4  ~  6 77.50 62

4등급 4.000~4.99 305 244 7  ~  9 76.25 61

5등급 5.000~5.99 300 240 10  ~ 12 75.00 60

6등급 6.000~6.99 295 236 13  ~ 15 73.75 59

7등급 7.000~7.99 290 232 16  ~ 18 72.50 58

8등급 8.000~8.99 285 228 19  ~ 21 71.25 57

9등급 9.000 280 224 22 이상 70.00 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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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정고시 출신자 교과성적 및 출결성적 기준득점 [표2]

등 급
교  과  성  적 출  결  성  적

합격점수 학생부 400점 학생부 320점 합격점수 학생부 400점 학생부 320점

1등급 95.00  이상 320 256 95.00  이상 80.00 64

2등급 89.01 ~ 94.99 315 252 89.01 ~ 94.99 78.75 63

3등급 84.01 ~ 89.00 310 248 84.01 ~ 89.00 77.50 62

4등급 79.01 ~ 84.00 305 244 79.01 ~ 84.00 76.25 61

5등급 74.01 ~ 79.00 300 240 74.01 ~ 79.00 75.00 60

6등급 69.01 ~ 74.00 295 236 69.01 ~ 74.00 73.75 59

7등급 64.01 ~ 69.00 290 232 64.01 ~ 69.00 72.50 58

8등급 60.01 ~ 64.00 285 228 60.01 ~ 64.00 71.25 57

9등급 60 280 224 60 70.00 56

동점자 처리 기준

전형구분 학과 1순위 2순위 3순위 4순위 5순위

일반전형, 특별전형
농어촌출신, 저소득층
만학도 및 성인재직자

전체학과
면접점수
상위자

전체 평균 
석차등급 상위자

2학년 석차등급 
 상위자

출결상황 동점자 전원 합격

전문대졸 이상자 전체학과
면접점수
상위자

전체 평점평균
상위자

동점자 전원
합격

- -

합격자 선발 및 충원방법

ㆍ지원 자격기준 미달자는 합격자 사정대상에서 제외하고 불합격처리 합니다.

ㆍ면접에 불참할 경우 면접점수를 0점 처리합니다. 단, 간호학과, 사회복지과는 면접 불참시와 면접 점수 30점 미만(100점 만점기준)일 경우 
   불합격 처리합니다.

ㆍ면접 100% 전형(특수교육대상, 재외국민, 외국인, 북한이탈주민)은 면접 불참시와 면접 점수 30점 미만(100점 만점기준)일 경우 불합격 

   처리합니다.

ㆍ학과별 제1지망자 중에서 성적순위에 따라 모집인원의 100%를 선발한다. 단, 미달학과가 발생시 제2지망자 중에서 성적순위에 따라 선발할 
   수 있다.

ㆍ수시모집에서 모집인원 미충원시 미충원 된 인원만큼 정시모집에 포함하여 합격자를 선발합니다.

ㆍ정원내 전형  합격자 사정은 일반전형과 특별전형으로 구분하여 합격자를 선발합니다. 단, 전형별 미달인원이 발생할 경우 타 전형(일반, 
   특별)에서 미달인원 만큼 합격자를 선발합니다

ㆍ정원외 전형(농어촌, 저소득층, 만학도 및 성인재직자, 전문대졸, 재외국민 등) 합격자 사정은 각 전형별 학과 모집인원이 미달될 경우 
   미달인원만큼 학과별 모집인원 범위내에서 다른 학과 모집인원에 포함하여 선발합니다

ㆍ전문대졸이상자 전형은 모집인원의 제한 없이 선발한다. 단, 간호학과는 입학정원의 30%, 작업치료과 및 치위생과는 입학정원의 10% 이내로   
   선발합니다. 

ㆍ합격자 중 동점자는 동점자 처리기준에 의거 처리하되 최종 동점자가 발생할 경우 동점자 전원을 합격자로 선발합니다.  

ㆍ합격자 사정 시 일반전형, 특별전형, 정원외전형 불합격자는 예비합격 순위대상자(후보)로 둡니다.
  단, 간호학과, 사회복지과와 면접100%전형(특수교육대상, 재외국민, 외국인, 북한이탈주민)은 면접 불참 시와 면접점수 30점 미만(100점 
   만점기준)일 경우 불합격처리합니다.

ㆍ합격자가 등록포기 의사를 밝힐 경우, 미등록 인원이 발생할 경우, 등록포기원을 제출한 경우에는 예비합격 순위에 따라 순차적으로 
   통보하며, 전화연락이 되지 않을 경우 다음 예비합격 순위자를 합격 선발합니다.

ㆍ추가 합격에 관한 전화상담 내용을 기록하며, 추후 문제 발생시 관련 자료로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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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격자 발표 및 등록

ㆍ합격자 발표는 본 대학 홈페이지와 문자, 합격통지서 발송을 통해 게시 또는 통보합니다.  

ㆍ수시모집의 합격자는 합격한 대학 중 1개 대학에만 예비등록을 해야 하며, 위반 시 대입지원위반자로 입학무효가 됩니다.

ㆍ합격자는 등록기간 내에 본 대학에서 지정한 은행을 통해 등록금을 납부해야 하며, 등록기간 내에 등록을 하지 않을 경우 입학 의사가 없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ㆍ수시모집은 “등록확인예치금”을 징수하며, 총 납부금액의 10% 이내에 해당하는 등록확인예치금을 납부합니다. 

ㆍ합격자 발표 및 등록 안내는 수험생이 기재한 주소 및 연락처로 통보하므로, 연락이 닿지 않을 경우의 불이익은 수험생이 감수하여야 
   합니다.

ㆍ등록한 자가 입학포기 의사를 표시할 시는 입학식 전일까지 보호자 연서로 작성한 등록포기원을 제출해야 합니다. 

ㆍ합격자 발표 및 등록 일정 : 전형일정 참조 

지원자 유의사항

ㆍ학생부 온라인 자료 제공관련 안내

   - 학생부자료 온라인제공 대상자 : 2015년 2월 졸업자 ~ 2023년 2월 졸업예정자로서 온라인 제공 시스템 설치 학교

   - 2014년 2월(포함) 이전 졸업자, 비대상교, 학생부 온라인 제공 비동의자는 학생부 사본을 별도로 제출해야 합니다. 

ㆍ검정고시 대입전형자료 온라인 자료 제공관련 안내

   - 정시모집 검정고시 온라인제공 대상자 : 2015년 1회차 ~ 2022년 2회차로서 온라인 제공에 동의 한자

   - 2015년 이전 검정고시 합격자 및 온라인 제공 비동의자는 별도 합격증명서, 성적증명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ㆍ접수된 입학원서는 접수 마감일 이후에 학과 및 전형구분 변경이나, 접수 취소 등은 할 수 없으며, 접수 된 입학원서 및 서류는 일체 반환
   하지 않습니다.

ㆍ합격한 후에도 입학원서 또는 제출서류를 변조한 사실이 발견되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합격 또는 입학한 사실이 확인될 경우, 졸업예정자가    
   당해 연도에 졸업하지 못한 경우에는 입학한 후라도 합격 또는 입학을 취소합니다. 

ㆍ합격여부에 관한 사항을 확인하지 않아 발생하는 불이익의 책임은 본인에게 있으며, 등록기간 내에 등록을 하지 않았을 경우 등록을 포기
   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ㆍ신입생 모집요강에 수록된 모든 내용은 지원자에게 별도로 공지하지 않으므로 내용을 정확히 확인하여야 하며, 미확인으로 인한 불이익은 
   지원자가 책임을 집니다. 

ㆍ개인별 입학고사 성적 및 관련자료는 공개하지 않습니다.

ㆍ수시모집에 합격하면 정시모집에 지원할 수 없으며, 또한 전문대학의 수시모집에 합격한 자는 4년제 대학이 실시하는 다른 모집 시기에 
   지원할 수 없습니다.  

ㆍ수시모집에 복수 합격한 자는 수시 등록예치금 납부기간에 반드시 1개 대학에만 납부하여야 하며, 위반 시 대입지원위반자에 해당되어 
   입학이 취소됩니다.  

ㆍ본 모집요강에 구체적으로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본 대학 입학전형관리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처리합니다. 



36686 경상북도 안동시 상지길 45  가톨릭상지대학교 입학홍보처  Tel 054-851-3021~2  /  Fax 054-851-3009
instagram.com/sophia__line www.facebook.com/sophialine 2015 www.youtube.com/user/inlang13

교육부 재정지원사업 3관왕
전문대학 혁신지원사업 선정

3단계 산학연협력 선도전문대학 육성사업(LINC 3.0) 선정

고등직업교육거점지구사업(HiVE) 선정

고속열차 KTX 중앙선 복선화 사업 2021년 개통

서울         안동 1시간 30분 OK!

고등직업교육평가인증원 전문대학 기관평가 인증 획득

고등직업교육평가인증원이 시행하는 인증 제도로 대학 운영 전반에 대해 
우수한 평가와  대학 교육의 질 개선과 책무성을 증진하고 있는 대학을 선
정 고등직업교육품질인증대학 인증을 부여

교육부 일반재정지원대학 선정

2021년에 전국 전문대학을 대상으로 실시한 교육부 대학기본역량진단평가
에서 일정 수준 이상의 자율 혁신 역량을 갖춘 대학으로 ‘일반재정지원대
학’에 선정

세계작업치료사연맹(WFOT)교육 인증 획득

국제적으로 경쟁력 있는 작업치료 인재를 양성하기 위해 각 나라의 고유 
특성과 제반 여건을 고려해 작업치료 교육과정을 운영하고 있는 교육기관
에 대한 인증 평가로 4년제 대학을 포함 전국 62개 작업치료과 개설 대학 
중 12번째로 인증 획득

교육부 고등직업교육거점지구사업(HiVE) 선정

지역기반 고등직업교육 거점 대학으로 지역 특화분야인 바이오제약 산업
분야의 전문인력 양성과 기업의 R&BD 역량 강화를 위해 2022년부터 2024
년까지 사업비 45.9억 원 지원

한국간호교육평가원 간호교육인증평가 5년인증 획득

한국간호교육평가원이 제시한 교육성과와 교육과정 운영 및 교육여건 등 국가, 
사회, 간호전문직의 요구 수준에 인증기준을 모두 충족해 간호학 학사학위 인
증을 2019년부터 2024년까지 5년간 획득

교육부 3단계 산학연협력 선도전문대학 육성사업
(LINC3.0) 선정

LINC 3.0 사업에 대구·경북권역에서 유일하게 협력기반구축형 유형에 선
정돼 2022년부터 2027년까지 6년 동안 매년 11억 원씩 최대 66억원의 사업
비를 지원받아 산학일체형 대학 체제 구축

고용노동부 지역·산업 맞춤형 인력양성사업 선정

고용노동부와 한국산업인력공단 시행하는 지역 산업 맞춤형 인력양성사업
에 선정돼 경북북부지역 전문대학 중 유일하게 공동훈련센터를 설치해 지
역 내 미취업자 및 재직자를 대상으로 맞춤형 직업능력개발훈련 실시

교육부 전문대학 혁신지원사업 선정

교육부가 선정한 대한민국 혁신전문대학으로 2022년부터 2024년까지 3년
간 국고 70억여 원을 지원 받아 교육혁신, 학생성장지원, 상생형글로컬협
력, 지속가능경영혁신을 통해 미래와 글로벌 사회를 선도하는 현장실무 맞
춤형 인재 양성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