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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남도가설립·운영하는대학!

미래를준비하는대학!

충남도립대학교에서

여러분의미래를설계하십시오.

미래를준비하는대학, 충남도립대학교입니다.

충청남도가 설립, 운영하고 교육의품질을보증합니다.

210만 충남도민의 성원으로쾌적한교육환경, 저렴한 등록금, 다양한 장학제도, 

공직진출 지원제도, 국가자격증 취득을위해지원하고있습니다. 

또한 해외대학연수기회부여등을통하여

글로벌마인드를갖춘우수인재를양성하고있습니다.

우리 충남도립대학교에서여러분의꿈을실현하십시오.

2018년 3월

충남도립대학교총장

총장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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밝은미래를선도하는대학

세계화정보화시대를맞이하여

희망찬새해를열어갈선진대학으로서의

기반을공고히하고인성교육을바탕으로

심오한진리와고도의산업기술을

꾸준히연마함으로써국가와지역사회

발전에헌신적으로기여할수있는

성실하고유능한인재를기른다.

건학이념

인격도야-지성과덕성을겸비한인재양성

학술연마-고등전문직업인양성

사회봉사-사회헌신적리더양성

교훈

국가와지역사회에기여하는

직무능력중심의최고공립대학!

대학비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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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와지역사회발전에

헌신적으로기여할수있는

창의와인성을갖춘

지역인재를양성한다.

대학의사명

•헌신적인사회인(Sincere)

•창의적인전문인(Technical)

•유능한실용인(Able)

•나눔의소통인(Responsible)

대학의인재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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❶ 1997년 10월
❷ 대학설립부지전경 청양군 청양읍 벽천리 90번지 일대
❸ 1997. 2. 25. 기공식 장면

❶

❷

❸

충남도립대학교 History



1998. 3. 19. 입학식 신입생 대표 선서 ❶
1998. 3. 19. 입학식 초대 백승탁 학장 환영사 장면 ❷

1998년 벽천한마당 ❸
1998년 수련회 ❹

2000년 학위 수여식 ❺
1999년 교직원 단합대회 ❻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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❶

❷

❹

❸

❺

❻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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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립대학교 History

❶ 공직직출 수료식
❷ 건설정보과 교외교육
❸ CJ제일제당 간담회 ❶

❸

❷



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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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어뷰티과 현장견학 ❹
복수학위 인턴십 간담회 ❺
경찰행정과 교외교육 ❻

공직진출 수업 ❼

❻ ❼

❺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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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립대학교 History

❶

❷

❺

❸

❶ 토지행정과 현장실습
❷ 캐나다 홈스테이 방문
❸ 작업치료과 학술제
❹ 소방안전관리과 전문가 특강
❺ 인테리어과 졸업작품전시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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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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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립대학교 History

❶

❷

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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❶ 전기전자과 현장견학
❷ 환경보건과 학술제
❸ 호텔관광외식과 교외교육
❹ 한화큐셀 간담회
❺ 자치행정과 교외교육
❻ 컴퓨터정보과 교외교육

❹

❺

❻



충남도립대학교
특성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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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경력경쟁지방공무원임용후보자장학생선발

지원자격 1·2학년동학과성적이학생전원의 40% 이내인자

1차전형(서류심사) : 지원 자격 충족 여부 확인

과목당 40점미만이거나평균성적이 60점미만자는선발대상제외

2차전형(선발고사) : 선발직렬 9급 공채시험과목 준용

체력시험 + 신체검사➞ 적격여부판정
※체력시험은「소방공무원체력시험종목및평가점수」에따라실시

3차전형(소방직렬)

1 ~ 3차전형통과자중선발고사(50%) + 학과성적(30%) + 모의고사(20%)  ➞ 성적순에따라선발예정인원의
2배수내학생추천

4차전형(면접시험)

학과별 성적순에 의거(선발고사성적 50%, 학과성적 30%, 모의고사 20%)

※ 총점 = 학과성적(학점) ＋ 모의고사성적 ＋ 선발고사성적 ＋ 가산점

※ 동점자가 있는 경우 선발고사성적 > 학과성적 > 모의고사성적 순에 따라 고득

점인 학생으로 결정

<학점 환산 및 모의고사 환산 방법>

※ 학점환산 : 취득학점(100으로 환산) × 0.3

※ 모의고사 : 전체 모의고사 평균(100점 만점) × 0.2

※ 선발고사 : 매년 10월~11월 중실시(단, 과목별과락 40점 미만, 평균성적 60점

미만자는 선발제외)

※「국가기술자격법」및기타법령에의한자격증의가산점 : 지방공무원임용후보자

장학생 추천세칙 규정 제4조 제1항 제2호 적용

선발방식

졸업예정자 중 졸업 이후 지방공무원으로 임용을 희망하는 학생으로 2학년 1학기

(작업치료과 : 3학년 1학기)까지 학과성적이 전체석차의 40/100이내의 학생에게

응시자격 부여

※ 소방직은 운전면허증 제1종 대형 또는 보통면허를 소지한 학생

지원자격

해당직렬 : 지방 9급일반직렬

지방소방사소방직렬

장학금(2학기분 또는 1학기분 수업료) 지급 ※ 예산범위 내에서 지급

경력경쟁임용절차를 거쳐 합격한 자는 졸업 후 충청남도 및 해당 시·군 지방

공무원으로 임용

특 전

☞ 관련 문의는 학생지원처 041-635-6648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직무능력 중심의 최고 공립대학 |  충남도립대학교 23

추진일정

1999~2017년 공무원진출현황

규정정비,
계획수립및
선발공고

3~8월

장학생
선발 공고

서류전형및
선발고사
응시원서접수

9월

원서 접수

시험장소: 시간등
세부일정: 별도
공고및
합격자발표

10~11월

선발고사 실시

공고및시군
통보

11월

최종 선발자
공고

장학생등록및
경력경쟁임용
시험실시

12~익년1월

장학생 및
후보자 등록

개교이후712명공무원진출 !!

1999 23 2009 43

2000 28 2010 28

2001 23 2011 30

2002 18 2012 39

2003 20 2013 59

2004 31 2014 44

2005 43 2015 62

2006 45 2016 42

2007 42 2017 42

2008 45 2018 5

총 합 712

년도 인원 년도 인원

※2018년3월기준



GLOBAL LEADER 양성을 위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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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글로벌프로그램

글로벌 인재양성 및 해외취업분야의 경쟁력을 제고를 위한 해외 우수대학과의

복수학위(Dual Degree Program) 프로그램
복수학위

글로벌 인재양성GLOBAL LEADER 

2013년 교육역량 강화사업

2014년 GLOBAL LEADER 

2015년 GLOBAL LEADER 
Canada

2016년 GLOBAL LEADER 

2017년 GLOBAL LEADER 

2018년 GLOBAL LEADER 

총인원

년 도 사업(프로그램) 국 가

글로벌 특성화 학과취업약정형 GLOBAL LEADER

인원

8명

6명

5명

6명

5명

5명

35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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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 경쟁력을 갖추기 위한 인재 양성 어학연수 프로그램

※2012년까지 (′11)54명 + (′12)31명 = 총 85명
어학연수

글로벌 기업환경 적응 훈련을 통하여 해외 취업을 목적으로 한 해외 인턴십 프로그램

※2012년까지 (′07)2명 + (′08)2명 +(′09)1명 +(′10)11명 +(′11)9명 +(′12)8명 = 총 33명
해외인턴십

2013년 교육역량 강화사업 Australia

2014년 GLOBAL LEADER 

2015년 GLOBAL LEADER 
Canada

2016년 GLOBAL LEADER 

2017년 GLOBAL LEADER 

총인원

년 도 사업(프로그램) 국 가

2013년
교육역량 강화사업 2013년 12월 15일~2014년 1월 11일(27일)

대표브랜드 2014년 1월 2일~1월 29일(20일)

2014년
GLOBAL LEADER 2015년 1월 12일~2월 6일(26일)

복수학위 사전어학연수 2015년 1월 12일~2월 6일(26일)
Philippines

2015년
복수학위사전 어학연수(8명) 2015년 7월 27일~8월 28일(33일)

글로벌 어학연수(10명) 2016년 2월 1일~2월 26일

2016년
복수학위사전 어학연수(9명) 2016년 6월 27일~7월 22일(4주) Philippines

글로벌 어학연수(16명) 2017년 2월 5일~3월 3일 Singapore

2017년
글로벌 하계 어학연수(19명) 2017년 7월 17일~8월 11일 Singapore

글로벌 동계 어학연수(14명) 2018년 1월 22일~2월 18일 Canada

총인원

년도 사업(프로그램) 기 간 국 가

국내단기어학연수

교육역량 강화사업 2013년 8월 5일~8월 30일(26일)
Korea2013년

교육역량 강화사업 2013년 12월 16일~2014년 1월 24일(40일)

총인원

년도 사업(프로그램) 기 간 국 가

인원

5명

6명

4명

3명

3명

54명

인원

23명

17명

18명

25명

33명

201명

인원

19명

19명

(2012년까지 85명)

(2012년까지 33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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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특성화

•교육부 특성화전문대학육성사업 선정 : 2016. 6. 16.

•사업기간 : 2016. 6.~2019. 2. 28.(3년)

•과 제 명 : 3S+1C 교육인증체계를 통한 환(環)황해권 산업발전을 선도할 실천적 창의 인재양성

•총사업비 : 3,300,000천원

※‘18년 사업비 : 1,100,000천원

•사업유형 : III유형(프로그램 특성화)

•사업내용 : 학생 중심의 대학, 지역사회와 상생하는 대학, 사회·산업 수요 맞춤형 대학이 되고자 Best

CNSU(Best University, Best Local  Partner, Best Future)를 중장기 비전 제시, 지역주력산업을 이끌어

갈 전공실무능력을 갖춘 실천적 창의인재와 지역사회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도덕성, 주인의식, 봉사정신을 갖

춘 인재 양성

※ 3S+1C : Servant leadership(인성), owner Spirit(주인의식), Social Service(봉사) / Career(직무)

특성화전문대학(SCK)육성사업

◈ 특성화를 통한 지역산업발전 및 지역사회를 선도할 인재 양성

◈ 3S+1C 교육기반 구축으로 실천적 창의인재 양성기반 강화

•산업통상자원부 풀뿌리기업 육성사업 선정 : 2017. 4. 11.

•과 제 명 : ‘구기자, 맥문동 뷰티 & 헬스 케어 제품개발 및 명품화’

•사업기간 : 2017. 4. 1.~2019. 12.(3년)

•총사업비 : 2,371,300천원

※‘18년 사업비 : 811,200천원

•사업내용 : 청양군 관내 27개 수혜기업 자립화 지원

풀뿌리기업육성사업

◈ 청양군 지역 내 특성화된 자원인 구기자와 맥문동을 활용한 제품의 고부가가치화

◈ 지역기업의 R&D(기술개발) 및 비R&D(기술지원, 사업화지원) 지원하여 매출 신장 및

지역 일자리 창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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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LINC+육성사업 선정 : 2017. 5. 2.

•사업기간 : 2017. 6.~2021. 2.(5년=2+3년)

※ 대학의 책무성 제고를 위해 2년 지원 후 단계평가를 통해 계속 지원 여부 결정

•총사업비 : 4,180,000천원

※‘18년 사업비 : 836,000천원

•사업유형 : 1유형(산학협력 고도화형)

•사업내용

강소기업연계 사회계열 융복합 캡스톤 옥션, 지역 내 고교 및 기업과 연계한 목적형 창업동아리 운영, Co-op

형 국내외 장기 실습학기제, 지자체와 함께하는 지역사회 문제해결(기업신속대응센터 운영)의 4가지 비즈니스

모델 추진

사회맞춤형산학협력선도전문대학(LINC+) 육성사업

◈ 전문대학의 특성과 지역 사회 여건에 맞는 자율적인 산학협력모델의 활성화 및 대외

확산을 통한 선순환적 산학협력 대학 체계 구축

◈ 산학협력 통해 산업수요 맞춤형 우수인력 양성 및 부가가치 창출



충남도립대학교
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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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도서관(면암관) 

국내외의 도서, 전자매체자료, 시청각자료 등을 수집·정리·분석·가공·보존·

축적하여 대학 교직원 및 학생들에게 학술연구지원과 학술정보자료를 제공
가. 운영목적

•도서관 시설, 자료의 이용 안내 ➞ 1층 인포메이션 데스크 사서에게 도움 요청

•일반열람실 자율학습 ➞ 1층 로비에서 좌석 발급시스템(좌석 배정기)을 이용

•스터디룸, 사물함 이용 ➞ 1층 인포메이션 데스크 신청서 작성

•정보검색, 문서편집, 인쇄, 복사 ➞ 1층 멀티미디어실, 자연과학자료실 이용

•자료의 열람, 대출 ➞ 지하층 인문사회자료실, 1층 자연과학자료실 이용

•도서 대출 ➞ 도서자동대출반납기 사용, 안내데스트에 학생증 제출

•영화감상 ➞ 1층 멀티미디어실(커플석), 2층 영화관람실(10인실)

•도서관 홈 ➞ http://lib.cyc.ac.kr/ 희망도서신청, 정보활용, 국내학술DB, 

전자책 등

•모바일앱 ➞ 충남도립대학교도서관검색 ➞ 설치 ➞ 모바일열람증 ➞ 학번입력

➞ QR코드 ➞ ID, 비밀번호는 모두 학번을 입력, QR코드는 출입게이트 통과

인증용

•대출 : 10일 한도 내 3권

•자료열람실(대출가능) : 월~금 09:00~18:00 / 토~일 09:00~18:00

•일반열람실 : 월~금 08:00~23:00

•심화학습실 : 월~금 08:00~23:00 

•휴관 : 법정공휴일, 개교기념일

나. 개관시간

다.도서관시설물,

자료이용안내

1. 주요 학생지원기구

•도서를 대출하려면 대출도서를 안내데스크에 학생증과 제출하거나, 1층 자연

과학자료실 내에 설치된 자동도서대출반납기를 이용하여 대출

라. 도서대출

(학생증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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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생활관(기숙사)

기숙사생활을 통하여 더불어 사는 것을 익히며 배려와 이해를 통해 타인을 존중

하는 법을 배우는 진실된 충남도립대학인을 집중 육성하기 위하여 자율취사가 가

능한 기숙사로 운영

가. 운영목적

제1생활관

•위 치 : 충남 청양군 고리섬들길 68-8 

•규 모 : 아파트형 기숙사 2개동 188호실(16평)  

(남학생기숙사 1개동 87호실, 여학생기숙사 1개동 101호실)

•부대시설 : 세탁실2, 행정실(택배실)

제2생활관

•위 치 : 충남도립대학교 교내

•규 모 : 150호실(300명)

나. 규모와시설

•생활관운영위원회, 사감, 관생자치회 구성 운영

•관생자치회를 중심으로 한 자율적 생활유도
다. 운영방침

•입사기간 : 6개월(1, 2학기 운영)  

1학기(3월~8월), 2학기(9월~익년도 2월)

- 생활관비는 임대료, 관리비, 가스비가 포함된 금액

- 생활관비는 학기가 끝나면 관리비, 가스비 사용료를 정산하여 개인의 통장으로

환불 또는 추가징수 조치

•생활관생은 기숙사 시설물에 대해 고장 및 파손을 발견할 때에는 지체 없이

안내실 및 관리사무실에 알려야 하며 관생의 과실로 인하여 기물을 파손하였을

경우에는 배상하여야 함

라. 모집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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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장애대학생 및다문화가족학생지원

•학과활동 등 대학활동 지원을 위한 학기별 간담회 실시

•장애대학생 채용설명회 지원, 대학생활 및 진로상담(041-635-6667)

•장애학생의 교육활동 편의를 위한 도우미 지원

•지원문의 : 학생지원처 장애학생지원담당자(041-635-6648)

•일반도우미 : 대학내 이동·생활지원 및 강의·보고서·시험 등 대필 지원 등

•전문도우미 : 수화통역사, 속기사, 점역사 등에 의한 교수·학습지원

•원격교육 전문도우미 : 인터넷 원격시스템을 통해 실시간 강의내용 수화통역 및 속기지원

가. 장애대학생

< 도우미 유형 >

나. 다문화가족학생

4. 의무실

•학생과 교직원의 질병예방 및 건강증진을 통해 명랑하고 활기찬 대학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지원
가. 설치목적

•위치 : 본관 2층(1206호), 문의 : 041-635-6694

•이용시간 : 월~금(09:00~18:00)
나. 이용안내

가) 응급처치 및 응급투약

나) 안정실 운영

다) 학교행사시 구급약품 지급

라) 건강상담 : 혈당검사 실시, 빈혈검사, 혈액형검사

마) 성고충상담실 운영 : 성희롱·성폭력 관련 고충상담

다. 주요업무

•학과활동 등 대학활동 지원을 위한 학기별 간담회 실시

•장학금 지원 및 대학생활·진로 상담(041-635-6667)

•지원문의 : 학생지원처 장애학생지원담당자(041-635-6648)

다. 시설대학생 •등록금 및 생활관 전액 장학금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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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학생생활연구상담센터

•위치 : 예지관 2층(2202호), 문의 : 041-635-6667

•이용시간 : 09:00~18:00(월, 수, 금)   

※ 상담예약 가능. 상담예약 시 원하는 시간에 상담 가능

•학생생활에 관한 연구 및 적용으로 학생들이 바람직하고 건강한 대학생활을

영위해 나갈 수 있도록 학생상담 및 생활지원

가. 이용안내

가) 개인상담

- 대학생활을 통해 겪게 되는 대인관계, 진로, 학업, 이성관계, 성희롱·성폭력

관련사항, 가족관계 등 문제해결을 돕기 위한 상담

※ 상담내용에 관한 사항은 비밀이 보장됨

나) 집단상담

- 대학과별로 그룹화하여 상담을 통해 집단에 대한 이해와 소속된 학생들 간의

이해도를높여학습및대학생활적응에도움을주는프로그램을운영

다) 심리검사

- 인성검사(MMPI-Ⅱ), 이공계적합도, 주요능력효능감, 직업가치관검사, 진로개

발준비도, 학업적 자아 효능감, Satir 의사소통, 성격유형검사, SCT(문장완성

검사), MBTI, 컬러리더십, 의사결정능력 등 21개의 검사도구를 이용한 검사

및 해석상담 실시

라) 학생생활연구 발간

- 신입생 실태조사 및 보고서 발간으로 학생지도에 활용

마) 기타업무

- 학생상담 기초자료 조사 및 상담문항 개발

- 성폭력상담실에 관련되는 업무

- 교직원 및 지역사회 주민을 위한 상담, 심리검사 및 자문활동

나. 주요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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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창업상담, 입사지원서 작성과 면접 준비에 고민이 있다면 꼭 방문하세요!

•위치 : 예지관 1층 (농구장 옆)

•운영시간 : 평일 09:00~18:00

•개인상담 예약 및 문의전화 : 041-635-6604~8, 635-6644

가. 이용안내

•운동 기구 대여 서비스

- 대학창조일자리센터에 근처에 있는 탁구장, 농구장 등에서 운동할 수 있도록

운동 기구를 대여

- 탁구라켓과 탁구공, 베드민트 라켓과 셔틀콕, 훌라후프, 농구공, 배구공,

족구공 등

다. 부가업무

•진로지도 및 상담 실시

- 학생들이 진출하고자 하는 분야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고, 취업 시 기업에서

요구하는 능력, 갖추어야할 역량이나 자격 등에 관하여 정보를 제공합니다.

- 그룹 컨설팅, 개인상담실 운영

•인ㆍ적성 및 심리검사 실시

- 학생들의 적성에 맞는 분야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여 학생들이 진출하기에 적

정한 분야를 알 수 있도록 지도

- 가치관검사, 직업선호도검사, MBTI 검사 등 실시

•다양한 채용 정보 제공

- 학생들의 역량에 맞는 기업의 채용정보를 제공합니다. 기업의 현황 직원에 대

한 처우, 발전 가능성에 대한 정보도 함께 제공 및 학생들이 취업할 때까지

정보를 제공

- 대학창조일자리센터 내 취창업정보 검색대 운영

•이력서 및 자기소개서 작성 지도

- 이력서와 자기소개서의 다양한 작성 예시문을 구비하여 작성에 도움을 주며,

학생들의 강점이 부각될 수 있도록 작성 지원

- 이력서/자기소개서 클리닉, 면접 시뮬레이션 지원

•취·창업지원 프로그램

- 취업박람회 참여 및 개최, 취업특강, 여대생 취업지원, 취·창업 관련 경진대

회 등의 프로그램 운영

- 정부의 청년 고용 대책 홍보와 안내 및 참여 지원

(취·창업 컨설팅 서비스)

(운동 용품 대여 서비스)

나. 주요업무

6. 대학일자리센터/취업지원센터

학생들에게 입학에서 취업까지 맞춤형 진로지도와 취업지원을 통하여 졸업과 동시에 취업 및 창업을 할 수 있도

록 필요한 서비스를 원스톱으로 지원하는 충남도립대학교 부설기관

상시진로시스템을 기반으로 입학과 동시에 진로탐색, 진로선택, 진로준비, 진로도전의 4단계 과정으로 진로지도를

하고 있으며, 학생의 취업 역량 강화를 위해 취업박람회, 취업관련 특강, 창업 & Capstone Design 경진대회, 여대

생 취업지원 등의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음. 컨설턴트를 통해 졸업예정자 및 졸업생에게 다양한 구인정보제공를 제

공하며, 동행면접 등의 취업지원 프로그램 지원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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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심화학습실

공무원 임용시험 등을 대비한 집중학습실 운영(지도교수 수시 지도) 가. 이용안내

56명나. 선발인원

학과장 추천, 학과특성감안 학과별 배분다. 선발방식

08:00~22:50(※의무 입실시간 : 19:00~22:50)라. 운영시간

총 4회 운영

•제1회 : 2018. 3. 26.~ 6. 22.까지 예정

•제2회 : 2018. 6. 25.~ 8. 31.까지 예정

•제3회 : 2018. 9. 21.~ 12. 14.까지 예정

•제4회 : 2018. 12. 17.~ 2019. 2. 8.까지 예정

마. 운영기간

모의고사를 통해 성적순 56명 이내 선발바. 선발인원

공직진출지원센터장 책임교수제 운영

•근무시간 : 19:00~23:00

•근무장소 : 심화학습실 근무교수실 및 교수연구실(상담)

•근무내용 : 심화학습실 학습환경 점검 및 입실생 학습지도(2회/일)

아. 근무자편성

•1학년 : 입실고사 1회(3월), 모의고사 3회(6, 9, 12월)

•2학년 : 모의고사 2회(3, 6월)

※ 단, 작업치료과는 1학년 입실고사 및 모의고사 3회, 모의고사 2학년 4회, 

3학년 2회

사. 시험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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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험과목 : 공통과목 및 직렬별 전공과목으로 시행

•시험방법 : 학내 재직 및 초빙교수에 의한 문제출제

•선발기준 : 입실고사 및 모의고사 공통(3과목) 성적順

※ 단, 영어점수 40점 미만자는 입실 제외

※ 심화학습실 운영규정 제6조(입실신청 및 선발) 제3항 인원배정이 된 학과는

예외

자. 운영방법

차. 추진일정

응시원서접수

(3, 6, 9, 12)월초

원서접수

원서접수
인원에따라

원서접수후1주일

강의실 지정 및
시험감독 배정

학과별담당교수
- 문제출제
- 서약서수령

원서접수후2주일

문제 편집 및
인쇄

평일19시

해당월20일경

모의고사
실시

6회결석시퇴실

월말

시험채점 및
심화학습실 입실

•사용기간 : 신청일~수강 종료일

•제휴회사 : 박문각 에듀스파

•교육과정 : 공무원 9·7급, 소방, 경찰, 한국사능력 검정 등 183개

•신청방법 : 공무원 동영상 강의 지원신청서 제출 및 홈페이지 회원가입

① 심화학습실에 비치된 강의 지원 신청서 작성 후 학생지원처 제출

(미제출시 사용불가)

② 대학 홈페이지 접속(http://cnsu.ac.kr) 로그인(아이디, 비밀번호)

③ 배너 클릭 후 회원 가업

④ 수강신청메뉴클릭(9급, 7급, 임용, 사회복지사, 취어비, 기타등) 후 강의선택

카. 공무원e-러닝

동영상강의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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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동아리

33개 동아리 등록 운영, 동아리 희망학생 모집(3월중)가. 모집

동아리별 활동지원금 지급나. 지원

1
리베로 축구를좋아하는학우및외부팀과의친선경기개최로건강한 건설정보과
(‘98 .9. 23) 대학생활유지및친목도모 서상구교수

2
Brother Hood 농구를통하여개인의체력증진및팀원들과의협동심증대, 소방안전관리과
(‘12. 4. 30) 책임감을기르는동시에친목도모 오인석교수

3
탁톡(TakTok) 탁구를통한회원들의체력과상호간의친목증진과운동을통한 전기전자과
(‘11. 3. 24) 스트레스해소하고탁구의규정을통해탁구상식을넓힌다. 박민호교수

4
어프로치B.C

스포츠종목(볼링)을통한친목도모
자치행정과

(‘07. 4. 15) 윤석환교수

5
썬샤인 건강한대학생활을하기위해만들어졌으며, 테니스등생활체육을 경찰행정과
(‘08. 4. 2) 통해친목도모 곽영길교수

6
스타트창업 취·창업을위한정보제공및기술습득등대회출전, 현장체험의 헤어뷰티과

LINC+
(‘13. 5. 9) 다양한체험과학습을통하여자신의재능이나소질을개발 이종순교수

7
가온누리 취업및창업을준비하는재학생들에게스스로취업처 및창업 자치행정과
(‘14. 8. 20) 아이템발굴할수있는기회제공 양승일교수

Design Set-up
재학생들에게브레인스토밍을통한창업마인드를확산시키고, 인테리어

8
(‘16. 8. 26)

비즈니스모델기반제품출시를통한기업가정신을고취시켜 패션디자인과 특성화
창의성과개척정신을갖춘미래기업가를양성 이승일교수

9
SUCCESS 보건의료분야의지보조기창업관련지식학습및제품제작실습을 작업치료과

특성화
(‘16. 10. 1) 통한창업아이디어창출및직무능력강화 양노열교수

10
사리사욕 웹서버운용의이해의폭을넓히고영어회화를배울수있는환경을 컴퓨터정보과

특성화
(‘16. 10. 4) 조성하여학습능력향상과다양한경험을통한취업및창업진로능력배양 진영근교수

11
나길 취업및창업진출을개선하기위해경쟁력있는소방안전관리 소방안전관리과

특성화
(‘16. 11. 1) 및공학분야에있는산업체발굴및지원 유대준교수

맑은시냇물
자연환경을보전하고오염된물을정화하기위한전공동아리

환경보건과
12

(‘17. 4. 17)
모임으로관련자격증취득, 공법개발및취·창업아이디어발굴,

양재경교수
LINC+

면학분위기조성및캠퍼스생활추억만들기

13
꿈틀 전기전자, 제어자동화, 임베디드시스템기술분야아이디어창업 전기전자과

LINC+
(‘17 .9. 13) 활동을통한시스템설계및제작 한상완교수

14
CNSU 동아리활동을통한취창업동아리로교내취업분위기형성및 헤어뷰티과

LINC+
(‘17. 9. 13) CNSU 브랜드화 이수인교수

15
스타일러 뷰티분야의최신트렌드분석및창업교육을통한역량강화, 헤어뷰티과

LINC+
(‘17. 10. 25) 뷰티스타일창업아이템발굴및뷰티스타일소품개발 류지원교수

구 분 지도교수 비고성 격

학생활동
및

생활체육
동아리

계 33개

창업
동아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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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DRONIA 드론분야와측량분야창업동아리활동을통한사진측량동향분석 건설정보과

LINC+
(‘17. 10. 25) 측량분야와드론분야의분석으로새로운분야를개척및역량강화 이재철교수

17
굿잡 사회패러다임분석과창의적사고향상, 창업기반마련및 자치행정과

LINC+
(‘17. 10. 26) 아이디어를계획하고업무처리능력향상 윤석환교수

18
청청창 환경(대기오염)분야의이슈분석과이에기반한창업아이디어도출과 환경보건과

LINC+
(‘17. 11. 21) 창업아이디어의구현을위한취창업역량강화 백경렬교수

19
비너스 봉사활동을통해보람과흥미를느끼고, 자신이가진재능이나소질을 헤어뷰티과
(‘01. 4. 10) 발휘하여많은것을체험함으로서건강한인성을형성하고배움을실천 류지원교수

20
Human Links 심리및진로고민등주변학우들의문제에대하여상담및도움을 작업치료과
(‘16. 8. 21) 줄수있는또래상담자양성및친목도모 김미점교수

웰니스봉사
치매노인, 장애아동등대상으로재가방문, 정신요양시설등소외계층

작업치료과
21

(‘06. 4. 3)
대상으로심신이 불편한사람을위한봉사활동전개하는등

염동삼교수
특성화

클라이언트상담및교육을통한간접경험의기회제공

22
산타CROSS 휴일과방과후시간을이용해등산을함으로써체력을증진하고 인테리어패션디자인과

특성화(‘12. 4. 30) 지역사회청결을위해봉사를함 이승일교수

23
C3 IT 관련컴퓨터교육, 보조교사및PC수리점검등을통해 컴퓨터정보과

특성화
(‘16. 10. 4) 애향심고취및자기주도적학습분위기조성 노영주교수

가온누리
지역사회소외계층을위한소방안전시설작동및안전교육을

소방안전관리과
24

(‘16. 11. 1)
제공하여학생들의자발적인사회봉사활동참여유도로

오인석교수
특성화

자아실현의기회제공

25
빵빵한사랑나누기 지역소외단체에게재능기부및식음료관련사회봉사를통해 호텔관광외식과

특성화(‘17. 3. 13) 지역사회나눔문화학산기여 최영문교수

26
High Brain O.T 작업치료창업관련전공교과목들의이해를도모하고다양한 작업치료과

특성화
('09. 3. 20) 창업학습의기회마련목적 김미점교수

27
브레인스톰 전공분야별정보를공유하고토론을통한디자이너로서의 인테리어패션디자인과

특성화
(‘12. 4. 30) 자질향상과더불어지적재산권에대한개념을확립 양초산교수

호현재
호위를관련으로하여뜻있는사람들이모여서안전등경비지도사, 

경찰행정과
28

(‘14. 5. 26)
신변보호사의자격증취득을통하여경호·경비분야의안전과

권정훈교수
관련경호·보안업체등취업을대비

29
소사모 자기주도적학습을위한면학분위기조성으로학업성취율향상및 소방안전관리과

특성화
(‘15. 9. 15) 전공학습에대한주제로학과구성원간의원활한소통을도모 김선진교수

30
저스티스 법학의사례대한깊이있는이해및사회문제에대한법학적 자치행정과
(‘15. 9. 21) 관점에서접근방법습득 양석진교수

31
엔터폴리스 경찰공무원합격을위한학습관리및인터넷강의, 학습토론, 경찰행정과
(‘15. 10. 12) 특강등을통해학습능력증진 곽영길교수

32
블루스카이 사회맞춤형인재양성을목표로우수산업체취업위한드론을 컴퓨터정보과

특성화
(‘16. 10. 4) 통한전공지식향상및심화학습기반마련 이원구교수

33
Coffee Cup 커피전문인으로서의전공능력강화및상호아이디어 호텔관광외식과

특성화
(‘17. 3. 3) 창출을통한새로운다양한커피음료제조와서비스능력강화 김나희교수

구 분 지도교수 비고성 격

봉사

동아리

전공학습

(취업)

동아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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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신문·방송사

•건학정신을 선양하고 건전한 학풍 진작

•언론활동의 자율성 보장을 통한 건전한 대학문화 창달
가. 목적

10. 학생회

•학생 상호간의 건전한 학풍을 조성하며 지도력과 자치활동의 실현구현가. 목적

•학생회장 및 부회장은 충남도립대학교 총학생회장·부회장 선거규정에 의하여

선출(11월 중) 

•합리적이고 능률적인 운영을 위하여

1. 총무부 2. 문화복지부 3. 체육부 4. 기획부 5. 여성부로 구성

나. 조직

•신입생 오리엔테이션, 대학축제, 체육대회 등 자율적으로 주관실시다. 활동

•신문방송사 : 12명

•신문편집국(6명) : 국장, 취재부장, 편집국장, 정기자

- 대학내의 모든 행사와 동향, 활동상황 등을 취재 학보발행(년 2회) 및 배부

•방송편성국(6명) : 국장, 아나운서부, 기술부, 제작부, 국원

- 대학내 행사 시 방송활동 지원, 음악방송(08:30∼09:00, 12:00~12:50, 

17:30~18:00) 

나. 조직및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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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기타편의시설

- 위치 : 창의관 1층

- 판매종류 : 제과류, 빙과류, 음료수, 문구류 등

- 운영시간 : 학기중(08:20~21:00), 방학중(09:00~18:00)

가. 편의점

- 위치 : 식당동

- 규모 : 200석(학생 : 160석, 교직원 : 40석) 

- 운영시간 : 아침 08:00~09:00, 점심 12:00~13:40, 저녁 17:00~18:20

방학중 : 점심 12:00~13:20, 저녁 17:00~18:00

- 식단 : 주간식단 편성 운영 - 식비 : 학생(2,500원)

나. 학생식당

- 위치 : 예지관 1층

- 시설현황 : 당구대(포켓볼), 탁구대, 여학생 휴게실 등

- 이용시간 : 학기중(09:00~22:00), 방학중(09:00~18:00) 

다. 학생휴게실

- 이용시간 : 월요일~목요일(09:00~22:00), 금·토·공휴일(09:00~18:00)

- 이용방법 : 전용이용 시 사용 승인 후 사용(사무국 시설관리팀)

- 가능종목 : 배구, 농구, 배드민턴 등(족구 불가)

마. 해오름관

라. 체육시설

해오름관1층 해오름관다목적홀 28m ×46m 1,288㎡ 배구,  농구,  배드민턴

해오름관2층 해오름관체력단련실 15m ×16m 240㎡ 헬스

진리관옆 테니스장 33m ×35m 하드코트2면 테니스

진리관옆 족구장및농구장 800㎡ 족구,  농구

본관앞 운동장
100m×65m  트랙4레인

축구
11,300㎡

식당동앞 야외농구장 420㎡ 농구

위치 시설명 시설 면적 운동 종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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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통학버스이용안내

- 학기(방학)별 운행시간표 별도 알림

- 학교 홈페이지, 버스승강장, 생활관 게시판 등 사전 운행시간표 공지

- 학교 홈페이지 통학버스 운행시간표 이용 안내

•주소 : https://www.cnsu.ac.kr 

•홈페이지 → 대학생활 도우미 → 편의시설 → 통학버스 운행정보

가. 운행시간표

- 오전 : 학교 ➞ 문화체육센터 ➞ 생활관 ➞ 학교

- 오후 : 학교 ➞ 생활관 ➞ 문화체육센터 ➞ 학교

■통학버스 노선도

나. 노선안내

- 승차 인원이 많을 경우 추가 운행합니다.

- 쾌적한 환경 조성을 위해 버스 내 음식물 취식을 금지합니다.
다. 참고사항

- 기타 문의 사항이 있으시면

☎ 041-635-6621 으로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라. 문의

■문화체육센터 승강장

•문화체육센터 앞 위치

■생활관 승강장

•주공아파트 앞 위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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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행정학과

2년제

지역공동체의발전에기여하는지역지도자및실무인재양성

지방자치는 민주주의의 꽃으로서 지역의 발전과 경쟁력을 강화시키고 있다. 따라

서 지방화 시대에는 지역의 문제를 합리적으로 풀어나갈 수 있는 전문 인력과 미

래지향적인 지역지도자의 육성이 매우 중요하다. 

자치행정과에서는 지역사회의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사명감을 지닌 민주시민과

지방정부의 정책과제를 적극적으로 해결하는 유능한 인재를 양성하기 위하여 조

직관리 및 문제해결능력에 관한 이론과 실무교육에 중점을 두고 있다.

학과소개

2. 학과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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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창의적 문제해결 능력을 갖춘 유능한 지역인재

미래지향적인 지역지도자의 육성을 위하여 조직관리 및 문제해결능력 함양을 적

극적으로 교육한다. 구체적으로는 공무원 시험에 필요한 과목들을 교육과정에 반

영하여 합격률 제고와 사무관리 인력 양성을 목표로 하고 있다.

- 인성과 지성을 겸비한 미래지향적 인재양성 교육

- 창의력과 문제해결능력 함양을 위한 학습자중심의 열린교육

- 사회환경변화를 반영하는 시의성 있는 현장적응적 교육

컴퓨터 활용능력 1,2급/ITQ/사회복지사 2급 등

※ 자치행정과 야간 과정은 사회복지사 2급 취득 가능 학과임

공무원, 대기업 및 중·소기업 사무직, 금융직 등

- 국가 및 지방공무원(일반행정직, 사회복지직 공무원 등)

- 공사공단 사무직원

- 대기업 및 중소기업의 일반관리직원

인재상

학과목표

교육방침

취득자격증

주요취업처

졸업후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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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행정학과(심화)

2년제

재직자의계속교육의활성화, 전문기술인력양성을위한실무지식

기술중심의심화교육을실시하기위해설치, 운영되고있는과정

자치행정학과 전공심화과정은 전문대학을 졸업한 재직자의 계속교육의 활성화를

위하여, 전문기술인력 양성을 위한 실무 지식 기술 중심의 심화교육 실시하기 위

해서 설치된 행정학사 학위과정입니다. 이에 따라 본 대학의 자치행정학과 전공심

화과정은 지역의 전문대학 졸업자에게 계속교육을 통한 학사학위의 취득기회를

제공하고, 전문대학을 졸업한 산업체 경력자의 직무능력 향상을 위한 재교육 및

전직교육의 실시로 지역사회를 선도하는 전문인력 양성을 목적으로 2008학년도

부터 설치, 운영되고 있습니다.

학과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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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문학사(2년이상 수료) + 전공심화 과정이수 = 행정학사

학습단절을 최소화하여 체계적인 고등교육을 지향하는 것을 목표로 함. 

즉 산업체 경력없는 전공심화과정을 도입하여 학습경력의 연착륙을 통한 선순환

적 기대효과를 제고하고 이를 통해 4년제 행정학사학위 취득의 기간을 단축하여

전문학사과정과 학사과정 간 기간에 있어 직접적인 연계성을 통한 높은 수준의

실무능력 배양

자치행정학과 전공심화과정은 변화하는 환경 속에서 지역사회의 발전과 복지를

효과적으로 이끌어 갈수 있는 지역의 지도자를 양성하는데 교육의 목표를 두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실무를 통해 경험했던 현상과 내용을 이론과 연계하여 논의함으로써

창의적인 문제해결 능력 배양과 민주적인 지도자로 성장할 수 있는 교육여건과

내용을 구성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 전문대학 졸업 또는 졸업예정자

- 전문대학 졸업자와 동등한 학력이 있는 자(고등교육법 시행령)      

학사학위 전공심화과정은 심도있는 교육 실시를 위해 수요자들의 요구정도, 교육

결과에 대한 만족 정도, 교육내용에 대한 이해정도 등을 주기적으로 점검하여 수

요자들의 니즈(needs)를 확인함으로써, 전공심화과정의 구성을 보다 발전적으로

개편하는 동시에 수요자 중심의 질 높은 교육이 지속적으로 실시될 수 있도록 노

력하고 있습니다.

교육목표

전공심화과정

운영목표

지원자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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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행정학과

2년제

인성교욱과실무교육을토대로지역과국가에서요구하는창의적

지적전문가양성

토지는 인간생활의 원천으로서 인구가 급증함에 따라 국토이용 및 관리에 대한

관심이 증대되고 있습니다. 토지행정은 국토전반에 대한 정보자료를 관리하는 분

야로서 토지행정과는 국토정보관리와 전국적인 토지 재조사사업과 남북통일을 대

비한 인력을 양성하기 위하여 국가정책에 따라 설립되었습니다. 

본 대학의 토지행정과는 위성측위시스템(GPS)와 토지정보시스템(KLIS)등 최첨단

의 실무중심 지식교육을 통해 기술과 행정능력을 겸비함으로써 국토전반에 대한

토지정보를 운영·관리하는 프론티어-리더형 전문인력을 양성하고자 합니다.

학과소개



직무능력 중심의 최고 공립대학 |  충남도립대학교 47

- 인성을 갖춘 전문가

- 실무형 창의 인재

- 지적/공간정보산업기술인

토지행정에 관한 이론 및 실기 교육을 통하여 국토의 효율적인 이용관리와 소유

권보호에 기여하며, 관련 유사학문을 연구하여 국토개발 업무 및 지적관리 업무

종사를 위한 중간기술인을 양성하는데 목표를 둔다.

- 교양 및 전공과 이에 유사학문에 대한 전문교육

- 이론을 기초로한 실기중심교육(자격취득)

- 주체성과 신념으로 자기계발을 할 수 있는 교육

- 중견기술인으로 사회와 국가에 봉사할 수 있는 교육

- 자치 행정인에게 요구되는 실무능력 배양교육

지적산업기사,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산업기사

지적직 공무원, 한국 국토정보공사, 주택공사, 측량 및 설계 업체, 감정평가원,

공간정보 관련 업체, 상하수도 및 지하시설물 관리 업체

- 국가 및 지방공무원

- 국영기업체, 공사공단 사무직원

- 대기업 및 중소기업의 일반관리직원

인재상

학과목표

교육방침

취득자격증

주요취업처

졸업후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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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정보학과

2년제

전공자격증을취득하여실무능력을갖추고직업관과윤리관을

확립한유능하고성실한중견기술인양성

국가 기간산업의 기본이 되는 각종 기반시설 및 구조물의 계획, 설계, 시공 및 유

지관리를 위하여 토목에 관한 전문지식과 기술을 습득케 하고, 전인교육을 통하여

산업체의 요구에 부응하며 지역사회의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유능하고 성실한

중견기술인 양성을 목표로 한다.

학과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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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문기술인

- 건설교양인

- 창조문화인

국가 기간산업의 기본이 되는 각종 기반시설 및 구조물의 계획, 설계, 시공 및 유

지관리를 위하여 토목에 관한 전문지식과 기술을 습득케 하고, 전인교육을 통하여

산업체의 요구에 부응하며 지역사회의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유능하고 성실한

중견기술인 양성을 목표로 한다.

전인능력제고를 위한 기초교육을 강화하여 건설 기술자로써 투철한 직업관과 바

람직한 윤리관을 확립하여 건전한 시민으로 사화에 참여하도록 한다. 토목구조물

의 설계 및 시공에 대한 이론 및 실험실습을 통한 실무능력의 향상을 도모한다.

산학협동을 강화하여 산업기설의 견학 및 현장실습을 통한 실무능력의 향상을

도모한다.

사회에서 요구하는 국가기술자격을 1인 1개이상 취득하기 위한 기초교육과 응용

능력을 기른다. 최신 건설분야의 첨단 기자재를 적극활용하여 기술의 근대화와 자

동화 시대에 부응할 실무교육을 추진한다.

토목산업기사, 건설재료산업기사, 콘크리트산업기사,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산업기

사, 건설안전산업기사

중앙 및 지방건설 토목 공무원, 각종 건설회사, 설계용역회사

토목, 재료, 측지, 지적 및 건설안전산업기사를 취득할 수 있으며, 이에 실무경력

2년이 되면 기사 시험에 응시할 수 있다.

진로는 국토해양부, 도, 시, 군청의 건설관계 공무원 및 도로공사, 수자원공사, 토

지주택공사 등 여러 국영기업체와 각종건설회사, 설계용역회사, 감리회사 등으로

취업할 수 있으며 4년제 대학으로 편입학도 할 수 있다.

인재상

학과목표

교육방침

취득자격증

주요취업처

졸업후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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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안전관리학과

2년제

화재예방과재난안전관리에필요한소방실무능력을갖춘창의적

우수인재양성

충남도립대학교 소방안전관리학과는 급속한 산업의 발달과 경제적 성장으로 야기

되는 화재예방과 안전관리에 관한 사회적 요구에 부흥하고자 재해로부터 인명, 재

산, 환경 등을 보호하는 인재를 양성하고자 체계적인 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소방안전관리과는 충남 청양에 자리를 잡고 입학정원 54명으로 기계, 전기, 위험

물 분야에 유능한 교수진을 각각 임명하여 소방 강소기업에 진출할 공학자와 소

방직 공무원을 배출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학과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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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분야의 실무능력과 헌신적 봉사정신을 갖춘 고등 전문직업인

산업화와 도시화의 가속화에 따른 화재발생의 증가 및 대형화로 인하여 인적, 물

적 손실이 보다 확대되고 있으므로 소방안전이 무엇보다 중요시 되고 있다. 본 학

과에서 화재예방과 안전관리에 필요한 소방학의 기본이론 및 실무능력을 배양하

도록 하여 소방공무원은 물론 각종 소방대상물의 방화 관리, 소방시설의 설계, 용

역, 시공, 감리 및 점검업무 등을 담당할 수 있는 유능한 중견 전문기술인 양성을

학과 목표로 삼고 있다.

- NCS교육과정 개발/운영/평가/환류

- NCS기반 국가자격 연계 1인 2자격증 취득

- 첨단 실험/실습 교육 강화

- 현장적응 향상 교육프로그램 운영

- 현장실습을 통한 실무능력 향상 도모

- 채용 약정형 가족회사 산학협력 활성화

- 전공 : 소방설비산업기사(전기, 기계분야), 위험물산업기사, 산업안전산업기사

- 전산 : 정부기술자격(ITQ), 컴퓨터활용능력 1·2급

- 외국어 : 토익(TOEIC), 해외 어학연수 수료증

지역별소방안전본부, 시·군 소방서, 삼성방재센터, 삼성디스플레이, ㈜건국이엔아

이, ㈜한방유비스, 대진방재, 범일방재, 영흥산업, 애경화학(주), ENF테크놀로지,

솔브레인(주), 보령발전소, 리스크테크, 창성에이스 산업, 프라임 방재 등

- 소방공무원 : 지방공무원 임용후보자 장학생 선발, 소방관련 학과 졸업 경력

경쟁, 소방직 공개채용, 의무소방 경력경쟁 등

- 소방공학자 : 대기업 방재센터, 소방시설설셰 및 감리업체, 소방시설 점검 및

시공업체, 각종 소방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자, 위험물안전관리자 등

- 공학기술자 : 기계분야·전기분야·화학분야 강소기업 등

- 편입학 : 공학 포함 안전관리 분야 대학 편입 등

인재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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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행정학과

2년제

(국가·자치)경찰공무원등공공안전관련분야배출의요람

국·공립대학으로는 유일하게 3년제로 운영되는 본 학과는 2006년 교육부로부터

신설인가를 받은 후 2007학년도 1기생으로 시작하여 현재(2018학년도)는 12기생

까지 배출한 유수한 학과입니다. 최근 수년 동안 2년제 및 4년제 他 대학 경찰행

정학과보다 상대적으로 높은 (국가)경찰공무원 합격률을 달성한 경험을 바탕으로

3년제 학제의 운영을 통하여 보다 효율적인 합격전략을 마련하였습니다. 2020년

이후 광역시·도 단위의 자치경찰제가 시행될 경우에 국가경찰공무원과 자치경찰

공무원으로 분리되어 모집될 예정인 바, 국가 및 자치경찰·교정직공무원 등 공공

안전 관련 공직을 비롯하여 경호·보안 분야로의 진출을 위한 전문 인력 양성소

의 역할을 공고히 하고자 합니다.

학과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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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른 인성을 길러 공동체에 기여하는 전문인

- 불의와 타협 없는 정의롭고 공정한 경찰·교정 공무원

- 책임감 있는 경비·경호인

공채시험에 대비하여 과목을 개설하며, 법률지식을 학습하도록 하여 민/형사사건

에 대한 전반적인 지식을 교육/습득, 경찰이 지녀야할 전문지식과 사명감, 정의/

윤리를 갖춘 경찰행정인 양성을 목표로 한다.

- 경찰행정의 기본 이론과 지식을 체계적으로 학습한다.

- 이론 외에 실습을 바탕으로 전문 경찰행정의 능력을 키운다.

- 경찰행정에서 요구하는 범죄 연구와 수사, 체포술 등 경찰의 주요활동을 학습하

여 전문인을 양성한다.

- 경비지도사, 신변보호사, 무도 등

- 한국 실용글쓰기 검정, 한국어능력시험 등

- 정보처리 관련 자격증(컴퓨터 활용, 워드프로스세 등)

- 경찰청공무원분야 : 경찰공무원, 대통령경비실(경호직), 국가정보원(대테러, 방호

직), 검찰직, 교정직, 출입국관리직, 법원보안관리대, 군(육군, 공군, 해군부사관)

- 공기업·대기업 분야 : 금융기관, 지하철보안관, 에스원, 캡스, KT텔레캅, 회장

단 수행비서 등

경찰(경찰간부직, 일반경찰), 법원, 검찰사무직 등 형사사법분야, 군(장교, 부사관),

일반공무원으로 국정원, 교도관, 세관, 마약단속반 등으로 진출하며, 민간기관과

관련된 경비지도사, 경호원등으로 진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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뷰티코디네이션학과

2년제

토탈뷰티아티스트양성

뷰티분야의 이론과 현장실무능력을 갖춘 창의적이고 국제적인 감각을 겸비한 글

로벌 뷰티리더양성을 목표로 한다.

따라서 본 학과는 헤어디자인(Hair design), 피부미용(Skin care), 메이크업

(Make-up), 네일아트(Nail art) 등의 분야를 중심으로 하여 뷰티디자인 전반에

걸친 교과목의 이론과 실무를 체계적으로 습득하여 창의적이고 실용적으로 조합

할 수 있는 토탈뷰티아티스트를 양성한다.

학과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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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글로벌뷰티리더 : 뷰티관련이론과지식, 국제감각을갖춘전문글로벌인재양성

- 주도적뷰티리더 : 혁신적인뷰티산업을주도적으로이끌근면성실한인재양성

- 맞춤형 뷰티리더 : 현장과 시대가 요구하는 교육과정을 통해 현장맞춤형 전문

인재 양성

뷰티분야의 이론과 현장 실무능력을 갖춘, 창의적이고 국제적인 감각을 겸비한

21C 뷰티산업을 이끌어 갈 글로벌 뷰티리더 양성

- 뷰티관련 이론과 전문지식을 갖춘 우수한 전공 인재 양성교육

- 국제감각을 갖춘 전문 글로벌 교육

- 현장과 시대가 요구하는 현장 맞춤 실무형 교육

- 지역과 함께하는 인재 양성 교육

- 졸업과동시무시험미용사면허증(헤어미용, 피부미용, 메이크업, 네일아트) 발급

- 헤어 업스타일, 헤드스파(두피관리), 헤어컬러리스트 등

헤어샵, 피부관리실, 전문메이크업샵, 네일샵, 방송국, 잡지사, 웨딩샵, 피부과병원,

토탈 뷰티샵, 미용학원, 영화사 등

- 피부관리사, 메이크업 아티스트, 특수 분장사, 헤어디자이너, 의상 코디네이터

- 취업분야 : 미용실, 피부관리실, 연예인의 코디네이터, 각종 잡지사의 미용 디렉

터, 메이크업 아티스트, 코디네이터, 방송국의 특수 분장사, 미용학원의 강사,

화장품 회사의 BEAUTY ACADEMY 강사, 화장품 회사의 전문 관리실 요원,

교육강사, 오페라, 연극 무대의 분장사, 각종 웨딩샵의 신부화장, 사진스튜디오

의 메이크업 아티스트, 네일아티스트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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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전자공학과

3년제

4차산업혁명시대지역과국가의기술발전에기여할미래지향적이고

창의적인전기전자전문기술인양성

오디오와 TV를 비롯한 생활용품에서부터 휴대폰, 컴퓨터, 전기자동차 그리고 최

첨단 기술이 집약된 인공위성 및 항공기까지 전기를 에너지원으로 사용하는 모든

곳에는 전기전자공학의 기술이 이용되고 있다. 

학과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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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제해결 능력을 갖춘 창의적 기술인

- 올바른 인성을 갖춘 미래지향적 기술인

-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21세기형 기술인

전자부품생산, 자동제어시스템 유지정비, 임베디드 시스템, 네트워크의 직무에 적

합한 미래 지향적인 맞춤형 기술교육시스템을 구축하고 산업현장에서 필요로 하

는 올바른 인성과 기술적 문제해결 능력을 갖춘 창의적 고등 전문 직업인 양성

- 전기의 생성 및 송배전과 발전기, 전동기 등 전기기기의 구조와 원리를 배우는

전기분야

- 스템의 응답특성을 개선하기 위한 제어의 기본이론과 원리를 배우는 제어분야

- 시퀀스제어와 PLC를 기반으로 한 공장자동화 분야

- 논리회로와마이크로프로세서의구조및동작과정을배우는임베디드시스템분야

인터넷의개념과구성을다루는네트워크분야의기본원리와응용기술을배운다.

전기산업기사, 전기공사산업기사, 전자산업기사, 전자계산기산업기사, 전자계산

기제어산업기사, 정보처리산업기사, 소방설비(전기분야)산업기사, 철도신호산업

기사 등

공공분야(전기직 공무원 및 한전 등 공공기관), 대기업(삼성, 현대, LG, 하이닉스

등), 전기전자 관련 중견 및 중소기업

- 반도체, 디스플레이, 가전기기, 전기 및 전자부품 등을 제조하는 기업

- 반도체, 디스플레이, 전기설비를 위한 장비의 생산 및 유지보수 업체

- 디지털 및 아날로그 전자회로 설계업체, 통신기기관련 업체, 컴퓨터 하드웨어

및 마이크로프로세서 응용분야, 제어 및 자동화관련 업체

- 한전 및 한국통신 등의 공공기업

전기산업기사, 전기공사산업기사 자격증을 취득한 후 공무원으로 진출 할 수 있

다. 4년제 대학교로 편입하여 폭 넓은 전공지식을 습득할 수 있다.

그리고 현대 사회의 기초 기술로 넓은 범위에서 사용될 뿐 아니라 반도체 및 컴퓨

터 기술의 발달로 신기술과 첨단 기술 개발을 선도하고 있다. 21세기의 사회에는

인간의 삶을 보다 편리하고 풍요롭게 하는데 전기전자공학의 역할은 더욱 증가되

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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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재상

환경보건학과

3년제

환경보건분야의실무능력, 창의적인문제해결능력, 헌식적인

봉사정신을갖춘전문직업인양성

환경보건과에서는 산업발전과 더불어 날로 심각해지고, 다양화되고 있는 각종 환

경오염 물질이 자연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이해하고, 발생된 오염 물질의 분석, 처

리 및 발생억제에 대한 기초 이론을 습득하고 응용력을 함양시켜 오염물질로부터

인간과 자연을 보호할 수 있는 이론과 전문기술을 갖춘 환경인을 배출합니다.

지속가능하고 맑은 내일을 만드는 환경보건인

학과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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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연 및 생활환경과 사업장 환경을 깨끗하게 보호하고, 이를 통하여 국가 및 지역

사회에 이바지할 수 있는 환경보건 전문기술인 양성

- 학과 만족도 90% 이상

- 전공 자격증 취득률 60% 이상

- 1인 1자격증 취득 70% 이상

- 산학 공동 체험형 교육프로그램 이수 100%

수질환경산업기사, 대기환경산업기사, 폐기물처리산업기사, 수음진동산업기사,

산업위생관리산업기사, 온실가스관리산업기사, 자연생태복원산업기사.

국기 및 지방환경직 공무원(각 시·도·군청), 환경시설공사, 코오롱워터앤에너지,

TSK Water, ㈜두현이앤씨, ㈜비앤지, 동아제약, ㈜동부건설, ㈜건양기술공사, ㈜

SM엔지니어링, 하이엔텍(주), ㈜ANT21, 환경관련대기업 및 중견기업

환경산업기사 자격증으로 수질, 대기, 폐기물, 소음·진동 분야와 산업위생관리

산업기사 자격증 취득 시험을 응시할 수 있으며, 실무경력 2년 이상 경과하면 같

은 분야의 기사 자격증을 응시할 수 있다.

졸업 후 진로는 환경부·시·도·군청의 환경 관련 공무원 및 수자원공사, 지역난

방공사, 국립환경연구원, 환경영향평가원, 각도 환경연구원 등 여러 국영연구소

및 각종 환경시설업체, 각종 제조 및 건설회사의 환경관리인 및 감리회사 등으로

진출할 수 있으며, 4년제 대학으로 편입할하여 만학을 성취할 수 있다.

학과목표

교육방침

취득자격증

주요취업처

졸업후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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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재상

컴퓨터공학과

3년제

4차산업혁명의시대를이끌스마트신인재양성

인성과 봉사정신을 포함한 직업윤리관을 갖추고, 대한민국의 미래가 필요로 하는

창의적 IT 실무 능력을 갖춘 고등 전문직업인을 양성 한다.

Creative ICT Leader with the Future

학과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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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격히변화하는정보화사회에발생하는대량의정보를신속정확하게조직, 가공,

처리 할 수 있는 능력을 키우며 다양하게 변화하는 컴퓨터 환경의 정보처리 업무

및산업현장에서중추적역할을담당하는전산전문인및행정요원을양성한다.

- 현장 연계형 3-Track(응용SW개발, IT시스템관리, 공무 및사무) 교육과정운영

- 현장중심및현장체험형교육과정운영

- 인성과봉사정신, 창의적 IT실무능력배양을취한다양한프로그램운영

- 국가공인자격증 : 정보처리산업기사, 사무자동화산업기사, 정보보안산업기사,

정보통신산업기사 등

- 국제·민간공인자격증 : OCP, SCJP, OCP-DBA, CISA, CISSP 등

- 전공관련취업처 : 삼성전자, LG디스플레이, HP, 다음, 현대모비스 등 IT관련

대기업/중소기업

- 공무직관련 취업처 : 도·시·군·구 공무원

- 사무직관련 취업처 : 한국인삼공사 등 공공기관 및 대기업/중소기업 관리직

- 전공관련 1인 창업

- 응용SW개발자

- IT시스템관리자

- 웹디자이너

- 공무원(25명 이상 배출) 및 사무직

학과목표

교육방침

취득자격증

주요취업처

졸업후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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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인테리어학과

3년제

지역산업성장과기반강화에기여할친환경건축·인테리어분야

전문가양성!

- 지역의 도시개발 추세와 산업구조를 적극 반영한 친환경 건축(Architecture),

인테리어(Interior) 분야의 전문가를 양성하는 것을 목표로 창의적인 교육과정

구축과 건축인테리어 현장에서 요구되는 전문지식과 최신 트렌드를 반영한 실

무중심의 교육을 실시

- 경쟁력을 갖춘 친환경 건축설계, 인테리어디자인, 리모델링,전시, 조명, 인테리

어가구 분야 등으로 진출하고 있으며, 충남지역에서는 유일한 3년제 공립대학

건축인테리어학과로 운영

학과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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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D(Different, Divers, Desing)적 사고를 가진 인재

지역의 도시개발 추세와 산업구조를 적극 반영한 친환경 건축(Architecture), 인

테리어(Interior) 분야 전문가 양성

- 바람직한 직업관과 윤리관 확립

- 이론 및 실습을 통한 직무능력 향상

- 다양한 현장학습을 통한 실무능력 극대화

건축산업기사, 실내건축산업기사, 건축설비산업기사, 건축안전산업기사, 컬러리스

트산업기사

국보디자인, GS건설, 두양건축, 대혜건축, 리스P&C, 은민S&D, 삼원S&D, 키예노

등

건축설계사무소, 인테리어디자인회사, 건축직 공무원, 공공디자인직 공무원, 모형

세트제작회사, 방송국세트디자인회사, 대형건설회사, 토지주택공사, 도시공사, 건

축설비회사, 실내건축공사업, 가구디자인회사, 전시디자인회사, 백화점디스플레이

연출, 조명회사, 4·5년제 학과편입 등

인재상

학과목표

교육방침

취득자격증

주요취업처

졸업후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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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텔조리제빵학과

3년제

미슐랭스타쉐프양성프로그램운영(Culinary & Pastry Chef)

- 호텔관광산업분야의 전문가로서 반드시 갖춰야 할 전문지식과 업무능력을 고루

갖출 수 있는“Leading Core-Educational System”인 핵심적 종합교육시스

템 구축을 통해 세부 전공 분야별 철저한 국제적 감각의 차별화된 교육 프로그

램 실시

- 글로벌 복수학위 및 인턴십 프로그램 운영: 선진국 우수 대학 Hospitality 및

조리, 제빵분야 과정의 복수학위 혹은 인턴십 프로그램으로 진행하며 지역은 캐

나다 및 미주(예정)지역

- 호텔 조리사, 호텔 파티쉐, 다양한 외식산업체chef, 대기업 단체급식업체 조리

사, 소믈리에, 바리스타, 바텐더 등 외식관련 전문가(Bartender, Sommelier,

Barista, Patissier, Chef) 등을 양성

학과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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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역서비스산업의 핵심이 되는 서비스 프로

- 세계환대산업분야의 글로벌 서비스 리더

- NCS 기반의 직속적 자기개발을 통한 시대맞춤형 서비스 전문가

디럭스Hotel 및 우수 외식 산업체에서 요구하는 전문 조리사, Chef, 파티쉐,

전문 바리스타 및 소믈리에 등의 양성을 목표로 한다.

- Focus on Education

- Progress in Skills

- Success in Jobs

조리기능사(한식, 양식), 제빵기능사, 제과기능사, 칵테일 조주기능사 및 와인소믈

리에자격증(미국호텔협회), 푸드코디네이터, 커피바리스타, 조리산업기사, 파티플

래너, 테이블데코레이션

- 관광호텔(워커힐호텔, 롯데호텔, 인터콘티넨탈, 하얏트, 메리어트, 그랜드 힐튼,

유성호텔, 리베라, 프리마호텔, 베니키아프리미어호텔 등)

- 외식조리 업체(호텔, TGI, 아웃백, 베니건스, 마켓오, 매드포갈릭 등 패밀리레스

토랑, 외식프랜차이즈, 글로벌 외식체인 등)

- 단체급식 업체(신세계푸드, CJ프레시웨이, CJ푸드빌, 동원 F&B, 삼성웰스토리,

현대그린푸드, LG아워홈 등)

- 제과제빵(성심당, 이성당, 풍년제과, 뚜쥬르, 케익전문점, 제빵업소 등)

- 바리스타(CKcorp,., 한화B&B, 구스토, illy Korea, 두잉인터내셔널, 카페베네,

이디야커피, 파스쿠치, Angel in us 등)

- 항공 기내식 서비스업체 - 리조트, 컨트리클럽

국내외 호텔, 리조트, 식음료 관련 산업체, 우수외식업체, 위탁급식업체, 식품유통

업체, Catering업체, 숙박 및 식음료 서비스 관련 전자상거래 업체 등

인재상

학과목표

교육방침

취득자격증

주요취업처

졸업후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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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업치료학과

3년제

전문적인맞춤형교육을통한PRO 작업치료사양성

작업치료사는 신체적, 정신적, 사회적으로 장애가 있는 환자를 대상으로 그들에게

의미있는 치료적 활동(작업)을 통해 최대한 독립적으로 생활할 수 있도록 재활훈

련을 하는 보건의료전문인입니다. 

치료적으로 사용되는 작업이란 단순한 일이나 과제라기보다는 환자에게 의미가

있고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모든 활동을 말하며, 작업치료사는 환자 개개인의 상태

에 맞는 적절한 활동을 선택하여 수행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환자가 재활과정에

능동적으로 참여하고, 최대한의 능력을 발휘하며 사회에 복귀할 수 있도록 도와주

는 역할을 합니다.

학과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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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양인 : 보건의료분야의 윤리적 사명감을 갖춘 직업인의 자질 함양

- 지성인 : 작업치료 관련 지식, 기술, 태도를 겸비한 보건의료인 양성

- 전문인 : 보건의료산업 현장에 적응할 수 있는 현장중심 교육의 강화

의료봉사활동을 통한 인간의 참다운 인격배양과 사명감 및 윤리의식을 갖추고 학

문적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작업치료사 양성

- 교양과 인성, 봉사 교육 강화

- 전문작업치료사 양성

- 산업시설의 견학 및 현장실습을 통한 실무능력 향상

- 국가공인 면허증 취득

작업치료사 면허증 취득, 인지활동 지도사, 노인 상담사

재활병원, 요양병원, 요양원, 아동발달 센터

- 자격증 : 의료기사 작업치료사 면허증 취득

- 활동분야 : 충청남도 공무원 특별임용(의료기술직, 보건직)

- 의료기관 : 종합병원, 재활병원, 정신병원, 한방병원, 요양병원, 개인의원, 정신

과 및 소아신경정신과, 치료감호소

- 재활의료관련분야 : 장애인복지관, 노인복지시설, 재활원, 양로원, 경로원, 치매센타

- 의료기분야 : 의료기기 및 의수족 보조기 제작분야

- 교육 분야 : 직업훈련소

- 기타 : 가정 및 노인작업치료사, 사회복지 및 특수교육기관, Nursing home,

Day-care 센터, 보건소, 어린이집

인재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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찾아오시는길

캠퍼스배치도

❶ 본관

❷ 예지관

❸ 진리관

❹ 창의관

❺ 식당

❻ 운동장

❼ 면암관
(도서관)

❽ 해오름관

❾ 주차장

❿ 정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