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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공지능(AI) 시대를 선도할	AI&Bio 특화 전문인력 양성 대학

산학일체형 마이스터 교육으로 취업에 강한 취업률 최우수 대학

해외취업 맞춤형 프로그램으로 미국·영국·호주 등으로 진출하는	글로벌 리더 육성 대학

AI&Bio Frontier  우수 인재 선발·양성체계

AI&Bio 인재양성을 위한 통합교육과정

•		AI&Bio	우수기업	취업약정형	교육과정	운영

•인천지역	특화	Bio	산업	전문인력	양성교육

•전체학과	대상	학과별	산업	특성에	맞는	AI	교과목	운영

•AI&Bio	융복합교육	전면확대

AI&Bio-FRONTIER

AI&Bio 특화 계열 및 전형

•AI계열	:	AI컴퓨터정보과,	AI응용전기전자과,	AI정보통신과,	AI융복합과

•Bio계열	:	송도바이오생명과(신설,	3년제),	송도바이오과,	바이오코스메틱과

•글로벌리더	육성을	위한	글로벌인재전형

직업계고-인천지역 Bio 혁신지구 연계 융합 직업교육 운영

직업계고-인천지역	Bio기업-인천재능대학교가	참여하여	특성화	인재의	성장경로	구축

평생직업교육을 위한 평생교육체제 지원사업(LiFE)사업 선정

인천	지역	유일한	LiFE	사업	수행	대학으로	선정되어	성인학습자를	위한	미래창업학부	운영

AI&Bio Frontier  우수 인재 인증체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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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능인의 꿈에 날개를

JEIU 장학제도

새로운 시대를 열어가는

인천재능대학교의 빛나는 성과

LiFE사업 선정(2021)

성인학습자	친화형	교육과정	등

에서	높은	평가를	받아	2년간	매년	

10억	원	국고지원

대학구조개혁평가 A등급

수도권	대학	중	가장	높은	점수	기록

WCC
(World Class College)

전국	전문대학	중

최상위	15%	대학	인증

사회맞춤형 산학협력 선도전문대학 육성사업 선정(LINC+)

약	91억	원(5년간	매년	17억	원	이상	국고	지원)

고용부 일학습병행제 4개 분야 선정

P-TECH,	IPP,	Uni-TECH,	재직자단계

SCK 최우수대학 선정(2014)

5년간	약	233억	원

자율개선대학 지속 선정

(혁신지원사업 선정)

•	2주기	:	3년간	최대	120억	원	

국고지원(2019년~2021년)

•	3주기	:	3년간	최대	112억	원	

이상	국고지원(2022년~2024년)

AI우수인재

모집인원의	20%,	1학년	1학기	등록금	전액

미래창업 성인학습 장학금

미래창업학부	입학한	학생,	등록금	전액(2개	학기)

입학성적 우수장학

전체	수석	1명(4개	학기)

전체	차석	1명(2개	학기)

학과별	수석	각	1명(1학년	1학기)

신입생 장학제도

교내 장학금	 3,237,666,230원

교외 장학금	 9,302,343,919원

장학금 합계	 12,540,010,149원

※ 2021학년 대학 정보 공시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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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현장에 바로 적용할 수 있는

현장·실습중심의 환경

전문대학 유일 송도 Bio 캠퍼스 / 송림 AI 캠퍼스

최첨단	강의실,	실습실,	스터디룸,	국제회의실로	구성,	인천바이오헬스밸리	

조성	추진에	맞춘	실무	중심	바이오	융합	교육과정	운영

삼성바이오로직스㈜ 취업

2021년	2월	졸업생	12명	입사

현장미러형실습실, VR실습실 등 최첨단 실습환경 구축

•모든학과	산업현장을	그대로	옮겨놓은	실습환경	구축

•	기내	화재	실습훈련	상황	등을	가상현실로	구현한	항공승무원	기내	교육	

VR프로그램을	이용

메이커스페이스

•학생의	아이디어를	사물로	구현하는	창의공간

•	3D프린터,	레이저기기	등	첨단	장비를	활용한	창의적	수업으로	미래융합	

인재양성을	위한	전용	공간

호주 JEIU Global Support Center

산업체로	현장실습,	교환학생,	유학	및	글로벌	맞춤	취업	지원

AI ONE-STOP 취업지원센터 오픈

•AI기반으로	입사지원	클리닉,	모의면접,	취업역량분석,	직무적합도	분석	제공

•자율주행로봇(재능이)의	취업	프로그램	안내,	방역활동	수행

•고용노동부,	인천광역시	등	공공기관	취업	프로그램	공동운영

자율·창의 아고라(플립러닝 스스로학습실)

토론중심의	‘하브루타’형	학습	등	혁신교수법	운영을	위한	공간	마련

1

2

3

4

5

6

7

성적 장학금

학기별	성적	우수	장학생

재능한가족 장학금

부모나	형제,	자매가	동시에	우리대학에	재학

하는	경우(1인에	한하여	등록금의	50%	지원)

복지 장학금

한국장학재단	소득	분위(0~8분위)	해당하는	

학생

모범 장학금

성실함과	책임감을	갖고	타인에게	모범이	되는	

재학생

국가장학금Ⅰ·Ⅱ유형

한국	장학재단	소득	분위별	지원	장학금

재능사랑나눔 장학금

장애인으로	등록된	재학생이나	외국인	재학생,	

다문화가족	재학생

	푸른등대기부장학금,	 SK석유화학

장학금,	외부기관,	동문기업	및	다수	

산학협력	기업	참여	장학금	등

교내 주요 장학제도 교외 장학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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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의 가장 옳은 길
인천재능대학교가 답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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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2018년	대학정보공시	수도권(나	그룹)	기준

6년 연속 수도권 최상위 취업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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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의 일등공신 AI ONE-STOP 취업지원시스템
고용노동부 중부지방고용노동청과 협력하여 공신력을 갖춘 고등교육기관 최초의 AI ONE-STOP 취업지원시스템으로 구성

되어있다. 재학생의 만족도 향상을 위해 체계적이고 다양한 취업 지원을 하고 있으며, 특히 스스로 취업 설계 및 목표 달성을 

하도록 맞춤형 취업지원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통합 플랫폼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면접역량 강화

Real Interview Platform

Step4

비대면 화상면접 체험

비대면	화상면접	기기	및	영상

비대면 화상면접 채용 트랜드에 맞춘 체험을 통해 화면에 보이는 

표정 및 태도, 스피치 등 분석 가능

AI 보유역량(성격, 장점 등) 분석

마이다스	아이티(MIDAS	IT)

최첨단 분석 기술 시스템(표정, 

감정, 음성, 어휘, 맥박) 등을 활용

하여 보유 잠재능력 분석

VR 모의면접

면접의	신	VR	모의면접	기기

 100% 실사 촬영된 VR 모의면접 

체험으로 전문가의 실시간 피드

백을 통한 복습 가능

메이크업, 복장, 표정 등 이미지메이킹

메이크업,	복장	대여,	사진촬영

 자신에게 잘 어울리는 메이크업, 복장, 표정 등 보정 상담을 통해 

BEST 이미지메이킹

이미지 메이킹

Image Making Platform

Step3

VCR 직업영상 체험

워크넷	직업	및	직무	소개	영상

(www.work.go.kr)

고용노동부, 한국고용정보원 워크

넷에 탑재된 무료 동영상 선택 시청

코멘토(COMENTO)

AI 빅데이터를 활용한 입사 서류 

분석 및 첨삭, 합격률 높이는 입사

서류 완성

진로·취업 목표 설정 취업역량 강화

JOB Choice Platform Power Up Platform

Step1

AI 이력서 및 자기소개서 작성

레주메팩토리(www.resumefactory.co.kr)

 AI 질의응답을 통한 입사서류 작성, 자기소개서 작성의 어려움 해결

AI 직무 적합도 검사

마이다스	아이티(MIDAS	IT)

AI 질의응답 및 게임을 통한 직무 적합도 분석 및 빅데이터 기반 

객관적 자료로 취업 눈높이 조절

Step2

AI 이력서 및 자기소개서 분석, 첨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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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어회화 공부하고 해외로 취업하자!

•영어&중국어 1인당 약 1,000만원 상당의 교육지원

•영국 Westminster KIngsway College와 공동교육

01

4Step 글로벌 역량 강화 프로그램 지원

어학	역량

강화프로그램

Step1

글로벌	인터십

프로그램

Step3

JEIU&WKC(영국)

공동교육	프로그램

Step2

KOICA	대학이해

증진사업

Step4

• 호주(AUSTRALIA) 취업지원센터 운영

	 -	시드니(Sydney)	1개	사무소	운영

	 -	멜버른(Melbourne)	1개	사무소	운영

  멜버른 VICTORIA TAFE와 MOU 체결로 운영

  호주 취업처(우수 산업체) 발굴 및 취업 매칭

  호주 직무 영어 교육 운영

  호주 거주 인원 관리 등

호주 JEIU GLOBAL SUPPORT CENTER 설립

02

세상 글로벌하게! 더 큰 세계로!
글로벌 인재 역량 강화

시드니 사무소

멜버른 사무소

영국

GO!

G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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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이오 특화 인재 양성을 위한 첫걸음

with SAMSUNG BlOLOGICS

캠퍼스	특화를	통해	지역사회	발전을	도모하고	세계로	통하는	글로벌	인재	양성

• 삼성바이오로직스 등과 협력 강화로 Bio 관련 산업체 취업

• K-바이오 산업을 이끌어 나갈 바이오 산업 전문인력 양성

•최고 수준 ‘바이오연구 생산시설’ 학생 현장실습 수행

•송도경제자유구역 Bio 캠퍼스

송도캠퍼스

Bio 특화

•각 전공에 필요한 AI활용 교과목 교육

•평생 직업교육 학습자 역량 강화 프로그램

•인공지능 특화 전문인력 양성을 위해 ‘교육 혁신’ 추진

•학생 교수 간 1대 1 밀착 멘토링 시스템

본교캠퍼스(송림동)

AI 특화



+ 전문대학 최초의 송도기숙사

•	식당과	매점부터	계단식	다목적	강의실,	

스터디룸,	세탁실,	휴게실까지	다양한	편의

시설을	갖춘	7층	규모

•	총	300명까지	수용	가능한	3인	1실(98실),	

2인	1실(2실)구조

•	칸막이로	공간을	구분해	개인	프라이버시	

만족도	보장

학업 능률 UP! 행복지수 UP! 

행복기숙사

찐대학! 
찐캠퍼스라이프!

08 /2022 인천재능대학교 신입생모집요강



인문사회 과학부

경영과

마케팅과

유통물류과

유아교육과

아동보육과

사회복지과

항공서비스과

호텔관광과

자연 과학부

간호학과

보건의료행정과

건강관리과

송도바이오생명과

송도바이오과

바이오코스메틱과

호텔외식조리과

공학부

AI컴퓨터정보과

AI응용전기전자과

AI정보통신과

AI융복합과

실내건축디자인과

예술학부

실용음악과

뷰티아트과

사진영상미디어과

미래창업학부

외식조리창업과

복지케어과

마케팅빅데이터과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26

27

28

29

30

31

32

33

34

36

대학생활이 즐거워진다!

캠퍼스라이프
+ JEIU 라운지 구축

다목적	홀과	세미나,	스터디	용도의	소형	세미나실,	

북카페	등	학생들이	자율적으로	사용하도록	조성

+자율·창의 아고라(플립러닝 스스로학습실)

새로운	형태의	도서관으로	대화식	학습법을	실현할	수	

있는	공간	마련

질문과	토론,	논쟁	중심의	플립트	러닝	수업	및	팀	프로

젝트	등	수행	가능	공간

+ 보고·보다·봄

‘학생	행복을	위해	즐거운	학교문화’를	누리고자	학생들	

스스로	만든	공연·전시·나눔	활동

학과
소개

JEI UNIVERSITY 090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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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인천재능대학교 신입생모집요강

Department of Business Administratoin

변할 수 있는 건 오로지 나

이◯경	/	2020년도	졸업생

㈜디딤	소속	/	2년	/	주임

고등학교 졸업 후 바로 취업을 하기 

위해 준비하다가 중간에 대학 진학

으로 변경하여 어려움이 많았는데 

경영과를 들어와서 실무교육과 기

본적으로 갖춰야할 것들에 대해서 

배우고 멘토링 수업으로 인하여 교

수님들과 상담을 하며 더욱 가까워

질 수 있어서 좋았습니다.

교수님들께서는 학생들이 편히 다

가올 수 있도록 항상 친근하게 대해

주시며 취업에 관련해서도 제가 잘

할 수 쪽으로 지도해주십니다. 처음

에는 학생들에 대해 관심이 없을 줄

만 알았는데 학생 한 명 한 명 잘 챙

겨주시며 지도해주시는 모습에 경

영과를 잘왔다고 생각하였습니다.

실무수업 또한 세세하게 잘 알려주

셔서 취업을 하고서 도움이 많이 되

었습니다. 일을 배우면서 학교에서 

배웠던 것들이라 쉽게 습득하고 일 

처리 속도도 빨라 회사에서도 구인

할 때 저희과 학생을 채용하고 싶다

고하여 경영과를 졸업한 것에 대하

여 자부심을 느낍니다!

진로가 망설여지고 내가 지금 뭘 해

야될지 모르겠을 때 일단 지금 해야

되는 것, 하고싶은 일에 도전을 해

보세요! 도전하고 여러번 부딪혀보

세요! 열정과 노력이 있다면 성공할 

수 있습니다.

+ 무슨 일을 할 수 있을까?

•경영관련	: 일반기업의 재무팀·총무팀·인사팀·회계팀, 경리 등

•회계관련	:	세무사사무실, 세무법인, 회계법인, 관세법인 등 

+ 선배들이 활약하고 있어요

우리회계법인, 선명회계법인, 영앤진회계법인, 세무법인세금생각, 인일회계법인, 세무법인 충무, 

세무법인 춘추, 프라임세무경영컨설팅, (주)재능유통, 영진공사, KB캐피탈, 거성해운항공, 

검단탑병원, 인천백병원, 에스겔코스메틱, (주)샤프에비에이션케이, 농협협동조합 등

+ 취득할 수 있는 자격증

•	경영서비스전공	: 전산회계2급/1급, 전산세무2급/1급, FAT2급/1급, TAT2급/1급, 세무회계3급/ 

2급/1급, 기업회계3급/2급/1급, 전산회계운용사, 회계관리2급/1급, 재경관리사, 컴퓨터활용

능력2급/1급,

•	회계정보전공	: 세무회계3급/2급/1급, 기업회계3급/2급/1급, 전산회계운용사, 회계관리2급/ 

1급, 재경관리사, 컴퓨터활용능력2급/1급, 전산회계2급/1급, 전산세무2급/1급, FAT2급/1급, 

TAT2급/1급

인 문 사 회 과 학 부  l  경 영 계 열

경영과

현대 시장경제에 필요한 경영 및 회계 직무능력을 갖춘 인재 양성을 위해 두 개의 전공

과정을 학과내에 개설하고 있다. 경영서비스전공은 성공적 기업경영을 위한 경영전략

수립부터 다양한 경영관리에 필요한 지식과 실무능력을 함양하여 기업 경영자로 성장 

할 수 있도록 교육과정이 구성되어 있으며, 회계정보전공은 합리적인 의사결정을 통해 

조직의 목표를 효율적이고 효과적으로 달성하는 데 필요한 기업의 재무정보를 산출, 

해석하는 직무능력을 갖춘 회계 분야의 직업인을 양성함을 목표로 한다. 

경영과 특장점

•경영서비스전공

  - 전공관련 공인자격증 취득 적합성 교육과정 운영

  - 산업체 전문가(기업CEO) 참여 교수진 구축

  - 지역사회(인천시청, 인천세무서) 연계 현장실습 시행

•회계정보전공

  - 지역사회(인천시청, 인천세무서) 연계 현장실습 시행

  - 산업체 전문가(공인회계사, 세무사 등) 참여 교수진 구축

  - 전공관련 공인자격증 취득 적합성 교육과정 운영

+ 졸업 후 나의 미래는?

1~3년 기업체 사원, 회계법인 사원 7~9년 기업체 대리, 회계법인 대리

4~6년 기업체 계장, 회계법인 주임 10년~ 기업체 과장, 회계법인 과장

2년제 학사취득	3·4학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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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졸업 후 나의 미래는?

1~3년 기업체 영업부·마케팅부(일반/온라인/해외)·사무직 사원, 면세점 주니어

4~6년 기업체 영업부·마케팅부(일반/온라인/해외)·사무직 대리, 면세점 시니어

7~9년 기업체 영업부·마케팅부(일반/온라인/해외)·사무직 과장, 면세점 매니저

10년~
기업체 영업부·마케팅부(일반/온라인/해외)·사무직 임원 또는 CEO, 면세점 임원  

또는 중소기업대표(CEO)

인 문 사 회 과 학 부  l  경 영 계 열

취업을 고민한다면 정답은

인천재능대 마케팅과입니다

김누빈	/	2020년도	졸업생	

더클래스효성㈜	소속

사원	/	1년	6개월

안녕하세요. 저는 2020년에 졸업한 

학생입니다.저는 원래 과를 선택하

기까지 고민이 많았습니다.처음에는 

컴퓨터정보과에 다녔었습니다. 하지

만 군대전역 후에 유튜브 영상을 보

다가 마케팅에 관심이 생겼고, 과를 

바꿔야겠다는 결심을 하게 마케팅

경영과에 오게 되었습니다. 

마케팅 자체가 어느 회사나 꼭 필

요한 부서이기 때문에 그만큼 간절

히 오고 싶었던 과였고, 마케팅경영

과 학생으로 다니다 보니 실력 좋

으신 교수님들께 직접 강의를 듣고 

마케팅과 관련하여 많은 지식을 얻

을 수 있었습니다. 지식을 바탕으로 

졸업 작품전인 캡스톤디자인에 참

가하면서 거시적 환경 분석을 바탕

으로 업체를 선정하고 직접 선정한 

업체를 PPT와 판넬, 팜플렛 제작을 

하여 대중들 앞에서 발표를 해보고 

온라인 홍보를 통해 마케팅을 해보

니 회사 입사할 때에 도움이 많이 

되었습니다. 

또한 3, 4년제로 경영학 심화과정도 

가능하니 마케팅경영과 선배로서 

과에 자긍심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취업을 하고 싶다면 지금 바로 마케

팅과로 오세요!학교에서 스펙을 쌓

아갈 수 있는 좋은 기회라고 생각합

니다! 

마케팅과
Department of Marketing

+ 무슨 일을 할 수 있을까?

중견/중소기업의 마케팅부서, 온라인마케팅부서, 영업부서, 인터넷 기반 비즈니스 기업

1인기업 창업, 온라인 크리에이터, 유투버, 인플루언서 

+ 선배들이 활약하고 있어요

더클래스효성㈜, ㈜에스지코코스메틱, ㈜썬파크, 모아몰 등 다수

+ 취득할 수 있는 자격증

•	공인	:	유통관리사 2�3급, 소비자전문상담사, 멀티미디어콘텐츠제작전문가, 전자상거래운용사, 

텔레마케팅관리사, 컴퓨터활용능력, MOS 

•민간	:	온라인마케팅관리사, SNS마케팅관리사 1�2급 외 다수

 마케팅과 특장점

마케팅과는 기본적인 경영학을 기반으로 하는 마케팅 전문인력이 되기 위한 경영학원론, 

인적자원관리, 소비자행동론, 회계원리 등의 마케팅 전공 수업과 시대변화에 맞추어 IT를 

바탕으로 AI시대의 다양한 활용 기술들과 관련된 교육과정을 진행합니다. 

우리 학과는 전통적 마케팅 지식과 첨단 AI시대의 정보기술이라는 두 가지 영역을 접목하여 

‘융합형마케터’를지향하며 이를 위한 인재양성을 하고 있습니다. 

학과수업뿐만 아니라 마케팅과의 핵심 엔진인 ‘마폴리(마케팅 포트폴리오 동아리)’를 통해 

선후배가 함께 어울려 취업 전에 실제 기업 현장의 마케팅 업무를 즐겁게 배우면서 대학생활의 

충분한 경험을 가질 수 있습니다.

4차산업혁명 시대의 AI, 빅데이터와 같은 기술환경을 이해하는 능력과 전통적인 비즈

니스 마케팅 역량을 융합하여 기업의 목표달성을 이뤄낼 수 있는 융합형 전문 마케터를 

양성하는 학과입니다. 빠르게 변화하는 시대의 트렌드를 읽어내고 다양한 산업에서 

최고의 마케팅 역량을 발휘할 수 있도록 현장업무에 필수적인 교과목들과 마케팅적인 

창의력과 사고 개발을 위한 교육과정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2년제



12 /

추천사

2022 인천재능대학교 신입생모집요강

+ 졸업 후 나의 미래는?

1~3년 신입사원

4~6년 주임

7~9년 계장

10년~ 대기업 대리(팀장)

인 문 사 회 과 학 부  l  경 영 계 열

유통물류과 특장점과감히 선택하라.

선택을 한 후에 본인의 미래를 

위해 내가 무엇을 할 것인지

집중을 하라.

김영길	/	2000학년도	졸업생

치크리트	소속	/	대표

벌써 학교를 졸업한지가 어느새 21년

이라는 시간이 흘렀습니다. 현재는 

유통물류 & 회계와 마케팅경영으로 

세분화 되어 있지만, 당시의 저는 경

영과를 졸업하였습니다. 그 당시 교

수님들과 선후배님들과의 인연으로 

현재까지 만남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학교를 선택하던 시기에 개인적으

로 선택의 갈림길에서 어디를 지원

해야 할지 고민하다가 저의 적성과 

향후 제가 하고 싶은 일들이 무엇인

지 생각을 하다 보니 재능대학을 선

택하였고 2년 후 저는 졸업과 동시

에 취업을 하게 되었습니다. 업무상 

국내유통과 물류뿐만 아니라 해외

거래 업무까지 상당부분 학교수업

과 연관되는 업무가 많아서 많은 도

움이 되었으며 회사에서 기반을 잡

는데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저희 회사는 국내뿐만 아니라 해외

에 현지법인을 설립하여 운영하기

도 하고 현지파트너들과 거래를 하

고 있으며, 저는 현지법인에 주기

적으로 감사를 다녀오고 있는데 대

학시절의 배움과 교수님들의 현재

의 조언까지 많은 도움이 되고있습

니다. 이러한 저의 경험으로 사촌 

조카도 20학번 유통물류학과를 추

천 현재 재학 중이고, 당사 젊은 친

구들도 9명이나 재능대학교를 졸업 

및 재학 중입니다.

+ 무슨 일을 할 수 있을까?

유통기업(LG하이프라자, 서브웨이코리아 등), 전문물류기업(CJ대한통운, GS네트웍스 등)

해외취업(호주, 홍콩등의 유통물류기업)

+ 선배들이 활약하고 있어요

 CJ대한통운, GS네트웍스, LG하이프라자, Swatch Korea, Subway Korea, 뷰티플휴먼 등

+ 취득할 수 있는 자격증

유통관리사, 물류관리사, 보세사 등

“동북아경제 중심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는 인천지역의 요구를 반영하여 현장중심의 

교육을 통해 유통물류 현장을 선도할 글로벌 유통물류전문가를 양성한다”는 교육 목표

하에 국내의 대기업(CJ 대한통운, GS네트웍스, LG하이프라자 등)과 산학협약을 통한 

현장실습 연계형 취업을 시행하고 있으며 홍콩, 호주 등의 국가에도 해외 현장실습 연계형 

취업을 시행하고 있다. 

•  유통물류과는 전문화 특성화 교육을 통해 유통물류전문인 양성을 학과 목표로 합니다.

•  유통물류과는 국제 무역질서와 유통시장의 개방으로 국경없는 경쟁이 강화되는 시대를 맞이

하여 그 중요성이 확대되고 있습니다. 유통물류과에서는 유통 경영에 대한 기초지식 뿐만 

아니라 문제해결 능력 배양을 통해 마케팅 전략을 배우고 있습니다.

Department of Distribution Logistics

유통물류과

2년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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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졸업 후 나의 미래는?

1~3년 사립 및 국·공립유치원 교사(유치원 정교사 2급 취득) 

4~6년 유치원 내 중간관리층인 주임교사(유치원 정교사 1급 취득)

8~10년
교육과정 개발 및 교사·유아·학부모 관리 등 유치원 주요 업무 관리 

(유치원 원감자격 취득) 

15년~20년
유치원 운영 및 교원양성/유아교육 프로그램 개발 

(유치원 원장자격 취득)

인 문 사 회 과 학 부  l  교 육 복 지 계 열

 유아교육과 특장점

“노는 게 제일 좋아요”

아이를 좋아하고 놀이를

좋아한다면 유아교육과에서

재능을 키워보세요!

김은숙	/	1997년도	졸업생

한국숲교육협회	/	상임이사

한국에서 최초로 11년 전에 숲에서 

아이들과 함께 놀이를 시작한 한국

숲교육협회 상임이사 김은숙(현 인

하대학교 교육대학원 초빙교수)입니

다. 유치원 교사가 되고 싶어서 유아

교육을 전공하게 되었고, 대학에서 

배웠던 내용을 토대로 교육이 실천

되고 있는 ‘대학부속유치원’에서 실

습을 통해 유치원 교사로서의 기본

을 익히게 되었습니다. 대학에서 배

웠던 놀이이론은 저에게 ‘유아와 놀

이’를 유아교육현장에서 실천하는 

바람직한 방안에 대하여 생각하게 

하였고, 대학 졸업 후 교사생활을 하

며 ‘아이들은 놀이할 때가 가장 행복

하구나!’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우리 인간 모두는 노는 것을 좋아하

나 어른이 되니 시간이 있어도 놀지 

못하곤 합니다. 그래서 아이들에게 

행복함과 즐거움을 어린 시기부터 

경험할 수 있도록 하는 숲이라는 공

간 속에서 놀이시간을 제공하며 자

유롭게 놀이할 수 있는 방안을 지금

까지 연구하고 실천하고 있습니다. 

2020년부터 우리나라의 유아교육과

정은 유아 중심 놀이중심으로 진행

이 됩니다. 이에 아이를 좋아하고 노

는 것을 좋아한다면 인천재능대학교 

유아교육과에 오셔서 즐거운 대학생

활과 졸업 후 아이들과 행복한 삶을 

누리는 유치원 교사로서의 재능을 

키워보시기 바랍니다.

+ 무슨 일을 할 수 있을까?

사립유치원 교사, 국공립유치원 교사, 국공립어린이집 교사, 직장어린이집 교사, 유아교육 관련 

전문가 등

+ 선배들이 활약하고 있어요

•	유치원	:	금호유치원, 상동하늘유치원, 프라임예지유치원, 영보유치원, 숲속유치원, 한샘

유치원, 인천재능대학교 부속유치원 외 다수

•		어린이집	: 공립아람어린이집, 충청남도청 어린이집, 동국제강인천어린이집, 이화어린이

연구원 외 다수

+ 취득할 수 있는 자격증

유치원 정교사 2급 자격증, 보육교사 2급 자격증

• 전공이론, 전공실기, 모의수업, 비정규 프로그램 등을 통한 현장맞춤형 유아교사 양성 교육

과정 운영

•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캡스톤디자인 발표회를 통한 취업역량 강화

• 멘토링, 세자매프로그램등 학과 맞춤형 인성함양교육을 통한 인성 갖춘 유아교사 양성

• 필수교양교과목(실무영어회화), 취업동아리(Jazz Chant BookartClub) 등 글로벌 역량 갖춘 

유아교사 양성을 위한 교육과정

유아교육과
Department of Early Childhood Education

1982년 인천 최초로 설립된 유아교육과로, 오랜 전통과 명성에 걸맞는 수많은 유아교육 

전문가를 배출해 왔습니다. 졸업생들은 대부분 서울·인천을 비롯한 각 지역 유아교육 

현장에서 원장, 원감, 교사 및 장학사 등으로 활동하며 우리나라 유아교육 발전에 기여

하고 있습니다.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맞아 유아교육과는 ‘AI시대를 선도하는 유아교육

서비스 역량을 갖춘 인재 양성’이라는 새로운 인재상을 수립하였으며, 이를 바탕으로 

새로운 시대가 요구하는 전문역량 및 윤리의식을 갖춘 유아 교사 양성을 위한 체계화

된 교육과정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3년제 학사취득	4학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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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인천재능대학교 신입생모집요강

+ 졸업 후 나의 미래는?

1~3년 보육교사

4~6년 주임

7~9년 원감

10년~ 원장(시설장)

아동보육과 특장점

꿈을 이룰 나의 모습을 상상하며 

다가오는 기회를 놓치지 말아요 

김고운	/	2014학년도	졸업생

인천시청두루미어린이집

주임(담임)	/	7년

저는 현재 인천시청두루미어린이집

에서 근무하고 있는 7년차 교사 김

고운입니다. 어느 날 문득, 아이들

과 함께하는 시간 속에 행복을 느끼

는 저를 발견하여 보육교사의 꿈을 

키워나갔습니다. 인천재능대학교 아

동보육과에 입학하여 2년 동안 교수

님들의 도움을 받으며 성공적인 취

업을 위해 체계적으로 준비했습니

다. 강의실에서 영유아보육 관련 다

양한 영역을 공부하고 보육현장에

서 이를 실제 체험하고 실습함으로

써 보육전문가로 성장할 수 있었습

니다. 또한, 교수님들의 지속적인 멘

토링은 학과와 대학생활 그리고 진

로와 취업 등 여러 부분에서 큰 도

움이 되었습니다. 한편, 저 스스로의 

노력에도 최선을 다했습니다. 경력

개발과 취업과 관련된 프로그램을 

통한 폭넓은 기회를 얻으려 노력했

고 기회를 만나서는 그것을 제 것으

로 만들기 위해 정말 많은 공을 들

였습니다. 

저는 현재 꿈꾸던 어린이집의 교사

로 꾸준히 근무하며 더없이 행복한 

삶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후배 여러

분도 항상 큰 꿈을 꾸고 아이들과 

행복과 사랑을 나누는 보육교사로

서의 모습을 상상하며 도전하시기 

바랍니다. 예비 보육교사분들을 응

원합니다!

+ 무슨 일을 할 수 있을까?

국공립�민간�직장어린이집 교사, 육아종합지원센터, 아이사랑꿈터, 어린이 장난감 대여점 및 

보육 관련 기관 전문요원, 영유아교육 교구·교재 개발 기업처 등

+ 선배들이 활약하고 있어요

•	국공립어린이집	:	연지어린이집, 시립소하누리어린이집, 목련어린이집, 서창꿈별어린이집, 

외 다수

•	직장어린이집	:	인천시청두루미어린이집, 인천세관어린이집, 인천공항세관어린이집, 인천

공항제1꿈나무어린이집 외 다수

•보육기관	: 도담도담 장난감월드, 부평구육아종합지원센터, 서구육아종합지원센터 등

+ 취득할 수 있는 자격증

보육교사 2급 자격증, 아동미술심리지도사, 창의성지도사, 유아국악지도사, 베이비마사지

지도사,페이스페인팅지도사, 풍선아트지도사 등

•  인성과 창의성, 전문성을 겸비한 보육교사를 양성할 수 있는 체계화된 교육시스템

•  90%가 넘는 높은 취업률과 인천·경기·서울지역 매우 우수한 보육기관 취업

•  국가자격증인 보육교사 2급 자격증 외 아동심리상담과 아동미술치료 등 전문화된 영역의 

자격증 취득

•  인천·경기·서울지역에서 활동하고 있는 수많은 선배들과의 긴밀한 네트워킹 등 풍부한 인적 

자산

우리 아이들의 꿈과 미래를 위한 “인생 최초의 선생님!”

이론과 현장실습을 통한 현장 실무형 교사, 글로벌 마인드와 역량을 겸비한 창의적인 교사,

올바른 인성으로 서번트리더십을 발휘하는 어린이집 보육교사 양성

Department of Child Care

아동보육과

인 문 사 회 과 학 부  l  교 육 복 지 계 열

2년제 학사취득	3·4학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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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졸업 후 나의 미래는?

1~3년 생활복지사 또는 사회복지사, 사회복지직 공무원

4~6년 사회복지현장 선임 사회복지사

7~9년 사회복지현장 팀장, 과장

10년~ 사회복지현장 부장, 시설장

인 문 사 회 과 학 부  l  교 육 복 지 계 열

사회복지과 특장점

내 인생에 큰 변화 실무중심,

취업중심의 인천재능대학교

사회복지과

최지윤	/	2016학년도	졸업생

성ㆍ미가엘종합사회복지관	소속

사회복지사	/	만	2년

안녕하세요. 성·미가엘종합사회복지

관에서 만 2년 근무하고 있는 14학

번 최지윤 사회복지사입니다.

저는 강의시간에 교수님들이 생생

하게 들려주는 사회복지현장 경험

들을 듣고 현장에 대한 호기심과 선

한 영향력을 끼치는 사람이 되고 싶

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만큼 현장 경험이 있고 실력이 뛰

어난 교수님에게 직접 배울 수 있

습니다. 또한, 학교와 사회복지현장

이 연결되어있어 각 분야별 봉사동

아리 운영과 다양한 사회복지실습

을 통해 지식과 실력을 겸비한 사회

복지사로 거듭날 수 있었습니다. 취

업 준비가 막막하게만 느껴질 때 취

업특강으로 자기소개서 작성법 및 

모의면접을 진행하여 지금까지 약 

1500명 이상의 졸업생을 배출하였

습니다. 수도권 지역 곳곳의 사회복

지 기관에서 근무하고 있는 졸업생

들이 있어 타 기관에 상황이나 기관 

프로그램, 새로운 복지 정보 등을 

공유할 수 있는 네트워크가 형성되

어 있어 큰 강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선택의 기로에 놓인 여러분 내 

인생에 큰 변화를 일으킬 일생일대

의 기회를 놓치지 마세요! 여러분들

의 인생에 많은 도전과 모험, 그리

고 기회가 함께하기를 바랍니다. 

+ 무슨 일을 할 수 있을까?

김포시노인복지관, 동구노인인력개발센터, 동구한마음종합복지관, 미추홀노인인력개발센터, 

부천시오정노인복지관, 삼산종합사회복지관, 인천동구다문화가족지원센터, 해성보육원 등

+ 선배들이 활약하고 있어요

김포시노인복지관, 미추홀노인인력개발센터, 해성보육원, 동구노인인력개발센터, 부천시오정

노인복지관, 삼산종합사회복지관, 인천동구다문화가족지원센터, 동구한마음종합복지관 등 

+ 취득할 수 있는 자격증

사회복지사 2급, 전공심화과정 진학을 통한 사회복지사 1급, 풍선아트 등 그 외 민간자격증 

취득 가능

•  다양한 사회복지실천현장 경력을 보유한 교수진

•  우수 사회복지 기관들과의 복지분야별 산학협력 체계 구축

•  다양한 정기자원봉사활동과 현장실습을 통한 취업역량 강화

•  우수 사회복지 기관 취업선배들의 후배 멘토링 활발

•  아동, 청소년, 장애인, 노인, 종합 사회복지기관 취업

•  사회복지전담공무원으로 공공복지 분야 진출

•  학사학위과정 운영을 통한 4년 학위 취득 및 사회복지사 1급 응시 자격 부여

사회복지과
Department of Social Welfare

사회복지과는 실력과 인성을 겸비한 역량있는 사회복지사를 양성합니다.

이를 위해 인천을 비롯한 서울, 경기지역 등의 다양한 사회복지기관과 네트워크를 구

축하고 있습니다. 또한 사회복지현장에서 원활하게 소통하고 공감하며, 창의적으로 

문제를 해결해 나갈 수 있는 전문 인력으로 성장하도록 체계적으로 교육과정을 운영

하고 있습니다. 산학협력을 맺은 사회복지 기관과 함께 학생 봉사동아리를 구성하여 

현장에 이해를 높이고 있습니다.

2년제 학사취득	3·4학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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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인천재능대학교 신입생모집요강

+ 졸업 후 나의 미래는?

1~2년 신입승무원(Cabin Crew) 9년~12년 선임사무장(Senior Purser)

3~5년 부사무장(Assistant Purser)
13년~ 수석사무장(Chief Purser)

6~8년 사무장(Purser)

인 문 사 회 과 학 부  l  항 공 관 광 계 열

 항공서비스과 특장점

항공서비스과

꿈으로 가는 지름길

양성은	/	2018학년도	졸업생

아시아나항공	소속	/	사원	/	3년

안녕하세요. 예비22학번 여러분~ 

저는 18년도 졸업생입니다. 

제 글을 보시고 여러분의 학교 선택

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으면 좋

겠습니다. 

우선, 저는 입시설명회에서 처음 뵙

게 된 교수님의 가족과도 같은 친근

함에 반하여 인천재능대학교 항공

서비스과를 선택하였습니다. 예상대

로 학생에 대한 교수님들의 남다른 

애정으로 멘토링제를 통해 꾸준히 

피드백을 받았고, 학과에서 제공하

는 대내외 활동들을 통해 저는 외향

적인 성향으로 바뀌게 되었습니다. 

그 후 학교의 하계·동계 토익캠프

로 승무원 지원을 위한 자격을 갖추

고, 아시아나항공 승무원 체험교실

과 인천공항공사 실습을 통해 실력

도 갖출 수 있었습니다. 그렇게 준

비한 결과, 저는 원하던 꿈과 직장

을 얻을 수 있었고 여러분들도 교수

님들만 믿고 따라간다면 꿈을 이룰 

수 있을 거라고 확신합니다. VR실습

실을 비롯한 최신식 시설을 갖춘 인

천재능대학교 항공서비스과에서 후

배님들의 재능을 마음껏 펼쳐보시

길 바라며 모두 하늘 위, 공항에서 

뵙는 그날까지 후배님들 응원하겠

습니다^^!

+ 무슨 일을 할 수 있을까?

항공사(항공객실승무원, 항공지상서비스직), 여행사, 면세점, 호텔, 백화점, 리조트, 테마파크, 

기업체(임원비서), 서비스 직종 전문가 

+ 선배들이 활약하고 있어요

(주)대한항공, 아시아나항공(주), (주)티웨이항공, 이스타항공(주), (주)진에어, (주)제주항공, 

에어부산(주), 삼성바이로로직스, 동방항공, 카타르항공, 하이난 항공, (주)에어코리아, (주)유니

에스, 케이에이(주), 에이에이치(주), 스위스포트코리아(주), 삼성물산(주)에버랜드, (주)하나투어, 

(주)자유투어, (주)신세계인터내셔날, CJ(주), (주)신세계푸드, (주)신세계백화점, 현대오일뱅크, 

(주)서브원 곤지암CC리조트, (주)호텔신라, 신라면세점, 콘래드서울 외 다수

+ 취득할 수 있는 자격증

어학자격증(TOEIC, TOEIC　Speaking, 신HSK, JLPT), 항공예약발권자격증, 컴퓨터 활용능력 

자격증, CPR(심폐소생술자격증), 서비스경영자격증 등 

체계적인 이론·실습 및 현장 교육과 생활교육을 통한 유능한 승무원을 양성하고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서비스 전문가로서 갖추어야 할 국제적인 문화감각배양과 세련된 국제적 

매너 및 능숙한 외국어 구사능력을 갖춘 항공·관광·서비스산업의 미래지향적 리더를 양성

합니다.

•기본 소양을 갖춘 인성 교육

•항공 서비스 분야의 승무원이 되기 위한 기내서비스 및 서비스 예절 교육

•자기 관리를 위한 메이크업 및 이미지 메이킹 교육

•현장 실습을 바탕으로 하는 서비스 실무 교육 

•기업체 인사 업무 및 현장 책임자 초빙 특강 

Department of Airline Services

2010년에 설립되어 ‘미래사회에 기여하는 창의성과 인성을 갖춘 글로벌 항공서비스 전문 

인재 양성’이란 비전 아래 현장중심형 직업교육을 통한 항공서비스 전문인재, 올바른 

인성을 겸비한 창의융합인재, 세련된 국제 매너와 능숙한 외국어 구사 능력을 갖춘 

글로벌 서비스 인재 양성을 교육목표로 항공·관광·서비스산업의 미래지향적 리더를 양성

합니다.

2년제 학사취득	3·4학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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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졸업 후 나의 미래는?

인 문 사 회 과 학 부  l  항 공 관 광 계 열

호텔관광과 특장점

배진영	/	2013학년도	졸업생

오크우드	프리미어	인천	호텔	소속	

매니저	/	호텔경력	8년

학창시절 전 세계 호텔 체인에서 일

하고 싶은 꿈을 꾸며 학교에서 진

행하는 “글로벌 해외 현장학습 미

국 하와이” 프로그램을 2달간 현지 

미국 하와이 Hawaii Travel Agency

에서 근무하며 하와이 호텔 전반에 

대한 호텔관광시스템과 호텔학습

을 통해 호텔리어 꿈을 펼치며 호텔

업무를 접하게 되었으며 과외수업

을 통해 외국어 능력에 대한 학습을 

꾸준히 키워나갔으며 학교 졸업 후 

“하버파크호텔”에서 프론트 데스크

의 업무를 보며 더욱더 나은 특1급

의 호텔의 호텔리어 꿈을 키우며 열

심히 도전하는 나를 찾기 위한 노력

을 통해 내 자신의 꿈을 이루려 노

력하는 내일의 관광인이 되고자 항

상 노력하였습니다. 

본인이 근무하는 오크우드 프리미

어 인천은 동북아시아 경제 허브

인 인천자유경제구역 송도 국제업

무단지 포스코타워에 위치해 있으

며, 저희 호텔은 부대시설은 물론, 

인천 유일의 반려견 동반 가능 호텔

로서 최고급 호텔 서비스를 함께 제

공하고 있습니다. 광활한 서해와 하

늘, 세련된 도시의 파로나믹 전망을 

동시에 감상하실 수 있습니다. 호텔 

65층의 바 & 다이닝과 36층 레스토

랑에서는 다채로운 요리와 음료를 

즐기실 수 있는 최고의 호텔에 여러

분의 도전을 기대하고 선배 관광인

으로써 후배들의 멋진 도전을 응원

합니다.

+ 무슨 일을 할 수 있을까?

호텔식음료서버, F&B전문가(바리스타, 소믈리에, 조주사), 호텔리조트 객실접객원, 호텔예약 

및 고객상담, 호텔관리 사무분야, 레스토랑 지배인, 외식업체 영업사원(커피전문점, 대기업 

프랜차이즈 전문점), 여행업 여행상품상담분야, 여행업 항공예약수배분야, 면세점 판매분야, 

면세 여행상품 판매분야, 항공사 지상직분야등

+ 선배들이 활약하고 있어요

신라호텔, 롯데호텔, 그랜드힐튼호텔, 그랜드하얏트호텔, W호텔, 그랜드하얏트호텔, 인천송두

쉐라톤, 롯데호텔제주, 그랜드엠베서더호텔, 리베라호텔, 오크우드호텔, 인천파라다이스호텔, 

하버파크호텔, Sky72골프&리조트, CJ푸드빌, CJ건설나인브릿지, 홀리데이인 호텔 등

하나투어, 모두투어,㈜세중, ㈜롯데관광개발, 노랑풍선, 여행박사, 참좋은여행사, 투어2000 등

㈜부루벨코리아, ㈜구찌코리아,㈜버버리코리아, ㈜인비트윈, ㈜샤넬코리아, 롯데면세점, 신라

면세점, 신세계 면세점 등

+ 취득할 수 있는 자격증

항공예약발권사무원자격증(TOPAS, SABRE), 국내여행안내사, 국외여행인솔자, 서비스평가사. 

(新)HSK 등

•  학과 활동을 통한 서비스와 열정, 태도 우선

•  학과 사전모의 입사 면접을 통한 우수 예비 졸업생 우선 추천

•  전공 CEO특강을 통한 우수업체로 취업연계

•  조주기능사, 커피바리스타, 호텔서비스사 등 1인 2개 이상 전공 자격증 취득

2006년에 설립되어 실무 적용능력을 추구하는 교육과정을 운영 하여 사회가 요구하는 

쓸모 있는 인재를 양성하는 것이 목표입니다. 관광학문을 기초로 인성과 예절 및 긍적

적인 태도를 중시하며, 경쟁력 있는 어학실력을 갖추어 호텔�관광 서비스업에 걸맞은 

품성으로 사회적 인맥을 형성하고 기업에서 최고로 인정받는 인재를 양성한는 것이 비전

입니다.호텔관광과는 가장 기본적인 서비스 마인드와 태도를 중시하며 호텔서비스분야 

및 여행 항공서비스분야, 면세 전문가 양성이라것을 교육목표를 두고 있습니다.

호텔관광과
Department of Hotel & Tourism

구분 호텔&리조트 산업체 여행업 면세산업

3년 접객/식음 서비스원 상품상담 실무자 명품상담 및 판매

5년 접객/식음 서비스주임 상담 팀장 고객/매장관리 브랜드지배인

7~8년 접객/식음 서비스 지배인 여행 상품개발 팀장 고객/매장관리 부점장(차장)

10~12년 접객/식음 서비스 과장/차장  여행항공 상품기획 부장 고객/매장관리 점장(차/부장)

15년 접객/식음서비스 디렉터(부장) 여행(항공)업 관리자 면세(명품)업 관리자

20년 총지배인 여행(항공)업 이사(대표) CEO/임원

2년제



+ 졸업 후 나의 미래는?

1~3년 병원 간호사

4~6년 병원 책임간호사

7~9년 병원 수간호사

10년~ 병원 간호부장(병원 간호본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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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인천재능대학교 신입생모집요강

자 연 과 학 부  l  간 호 보 건 계 열

간호학과 특장점
박채연	/	2021년도	졸업생

연세대학교	의료원	소속

인천재능대학교에서 4년간 경험했

던 것들은 제가 더 큰 세상으로 나

아갈 수 있는 도약이 되었습니다. 

1학년부터 다양한 활동을 할 수 있

도록 짜여진 커리큘럼 덕분에 관심

이 있던 동아리들에 입부할 수 있었

으며, 연합 봉사 동아리 ‘희망의 날

개’에 가입하여 어린이들을 대상으

로 구강교육을 진행했습니다. 

제가 가진 능력과 지식을 활용하여 

도움이 필요한 사람에게 베푼다는 

것에 대한 즐거움과 보람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또한, 학교에서 지원하

는 취업동아리에 입부하여 1학년 때

부터 취업에 대한 준비를 차근차근

히 할 수 있었고, 1, 3학년 때 KOICA 

해외현장활동에 참여하였습니다. 

베트남 시민들을 대상으로 헬스 페

어를 개최하였고, 보건 교육도 진행

하였습니다. 다른 나라의 의료 시스

템을 접하며 의료계 전반에 대한 식

견이 넓어졌습니다. 

2학년 때 학생회를 했던 경험을 바

탕으로 3학년 때는 학회장을 맡았

고, 항상 앞장서서 학생들의 요구사

항에 귀를 기울였습니다. 학생회 부

장들과 소통하며 단 하나의 공통된 

목표를 가지고 동고동락하며 함께

하는 즐거움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학생을 최우선으로 생각하여 다양

한 지식과 경험을 쌓도록 도와주는 

인천재능대학교 덕분에 저의 대학 

시절은 그 무엇보다도 밝게 빛날 수 

있었습니다. 꿈꾸고 노력하는 학생

을 위한 인천재능대학교, 이 곳에서 

여러분들의 원하는 것들을 이루시

기 바랍니다.

+ 무슨 일을 할 수 있을까?

국내 상급종합병원, 대학부속병원 및 종합병원의 간호사, 시립병원, 공립병원, 보건소 및 

보건지소의 간호직 공무원 또는 보건직 공무원, 간호장교, 사업장 건강관리실의 산업간호사,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등 공공기관 간호사 연구원 등

+ 선배들이 활약하고 있어요

서울대학교병원, 연세대학교 세브란스병원,고려대학교의료원, 이화여대부속 목동병원, 이대

서울병원, 건국대학교 부속병원, 한양대학교부속병원, 국립암센터, 건강보험공단 일산병원, 

인하대학교부속병원, 가천대길병원, 가톨릭대학교 인천성모병원, 관동대학교 국제성모병원, 

순천향대 부천병원 등 외 다수

+ 취득할 수 있는 자격증

간호사 면허증, BLS provider 자격증 등 

Department of Nursing Science

간호학과

2012년에 설립되어 ‘미래사회에 기여하는 글로벌 직업교육 선도 양성’이란 비전 하에 

과학적 간호실무능력을 갖춘 혁신적 간호전문인, 보건의료 현장중심 융복합능력을 갖춘 

창의적 간호재능인, 글로벌 간호역량을 발휘하는 능동적 간호세계인을 교육목표로 간호

실무능력과 글로벌 역량을 갖춘 전문직 간호사를 배출하고 있습니다. 

• 보건복지부의	간호교육인증을	획득한	교육과정	운영	및	교육	성과

 :   국가, 사회, 간호전문직의 요구에 부합되는 수준의 교육과정 운영 및 교육여건을 구비

하여 우수한 교육성과를 달성

• 상급종합병원	및	대학부속병원	임상	경력을	갖춘	우수한	교수진

• 분야별	최고	수준의	임상실습	교육	실시

• 간호역량향상	및	학과	적응을	도모하기	위한	학과	특성화	프로그램	운영

 : 신입생을 위한 또띠프로그램, 기초학습능력 향상교육 프로그램 운영

 : KOICA 해외현장활동, 미국 Bloomfield College 글로벌 현장학습 실시

 : 학과 자체 동아리 8개(봉사동아리 ‘희망의 날개’ 외)

학사취득	4학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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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졸업 후 나의 미래는?

1~3년
AI·Big data 분석 및 연구, 보건의료정보관리사, 병원행정사, 병원코디네이터, 공공기관 

인턴~6급, 보건직 공무원, 국책연구기관

4~6년
AI·Big data 분석 및 연구, 보건의료정보팀 주임, 병원행정부서 주임, 공공기관 행정직, 

심사직 5급, 손해사정사

7~9년

의료서비스 모델과 연계된 인공지능 전문가, Big data 분석전문가, 보건의료정보팀 

대리, 병원행정부서 대리, 공공기관 행정직, 심사직 4급, 공공기관 7급~6급, 국책연구

기관 책임급, 손해사정사

인천재능대학교 

보건의료행정과는 내 삶의 길잡이

홍◯민	/	2021학년도	졸업생

인천백병원	소속

원무팀	직원	/	1년	미만

저는 군대를 전역한 후 24살이라는 

늦은 나이에 보건의료행정과에서 입

학하게 되었습니다. 새로운 시작에 

두려움이 많았지만 학과의 적극적인 

지도와 지원으로 의학기초와 질병분

류, 보건행정 등의 전문지식을 배우

고 체계적인 자격증 캐시백 프로그

램을 통해 재학 중 5개의 자격증을 

취득할 수 있었습니다. 또한 온새미

로 등의 동아리 활동을 통해 공모전 

참여, 모의면접, 국가고시 대비 등 

자격증 취득과 취업을 위한 준비를 

차근차근 할 수 있어서 더 높은 꿈

을 향해 나아갈 수 있었습니다. 

보건의료행정과는 2년 전 헤매고 있

던 저에게 삶의 네비게이션이 되어

주었고, 졸업 후 취업 매칭까지 부

모와 같은 마음으로 이끌어 주셨기

에 저는 졸업과 동시에 인천백병원

에 취업하여 안정적으로 근무하고 

있습니다. 요즘 각광을 받고있는 의

료기관의 행정, 보건의료정보관리

사, 보험심사 분야에서 일하고 싶다

면 인천재능대학교 보건의료행정가 

답이라고 후배들에게 말하고 싶습

니다. 탄탄한 교육과정과 마음이 따

뜻한 교수님들이 여러분을 기다리

고 있고 의료현장에서는 우리 선배

들이 길을 닦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삶의 길잡이가 되어주는 인

천재능대학교에서 꿈을 이루어 보

세요.

추천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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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 연 과 학 부  l  간 호 보 건 계 열

보건의료행정과 특장점

+ 무슨 일을 할 수 있을까?

•	병원행정	및	보건의료정보	분야	:	상급종합병원, 종합병원, 병원, 전문병원, 요양병원(원무과, 

보험심사과, 의료정보과, 총무과, 기획실, 재무관리 인사과, 관리과, 홍보과, 구매과, 종합검진

센터, 의료데이터분석실, QI(의료의질향상))

•	공무원,	공사·공단	및	연구기관	: 보건직공무원, 질병관리본부,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

심사평가원, 한국보건의료관리연구원, 보건사회연구원, 한국보건산업진흥원, KOICA(한국

국제협력단), KOFHI(한국국제보건의료재단)

•	일반기업	및	협회	: 한국건강관리협회, 한국인구보건복지협회, 대한병원협회, 대한의사협회, 

대한한의사협회, 대한병원행정관리자협회, 제약회사, 보험회사, 손해사정사

 + 선배들이 활약하고 있어요

인천백병원, 인천세종병원, 부천세종병원, 나은병원, 나누리병원, 온누리병원, 튼튼병원, 명지

성모병원, 부천대성병원, 부천우리병원 플러스병원, 청라국제병원, 우성메디칼 외 다수 

+ 취득할 수 있는 자격증

보건의료정보관리사, 위생사, 병원행정사, 건강보험사, 병원코디네이터, 보험심사평가사1�2급, 

손해사정사, 컴퓨터 활용능력1�2급 자격증, 금연상담코치 자격증, 의료기관행정사 등

•  AI시대에 보건의료데이터 관리를 위한 현장 중심 교육

•  보건의료정보관리사 국가고시 면허증 취득을 위한 중점 교육

•  보건행정 관련 다양한 자격증 취득을 위한 중점 교육

•  산/학/관(의료기관-대학-인천시) 연계 발전 계획에 따른 안정적 취업처 확보

•  IT 융합 첨단 기술을 이용한 실무교육, 글로벌 역량 강화 교육,  핵심 서비스 교육 제공

•  전공 동아리, 멘토링 프로그램, 스터디그룹운영을 통한 경쟁력 있는 전문 인재 양성

보건의료정보관리교육평가 인증학과(2021년)로 보건의료정보관리사 면허 취득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수도권 주요 의료기관 및 송도 국제도시의 의료복합단지에 근무할 보건의료행정 

전문가를 양성합니다. 보건의료산업현장에서 필요한 교육시설을 완비하여 보건의료정보

관리사 및 보험심사청구, 원무행정, 총무행정 등 보건의료 전 분야 진출을 위한 병원행정 

전문인재 및 손해사정사를 양성합니다. 

Department of Health & Medical Administration

보건의료행정과

3년제



+ 졸업 후 나의 미래는?

1~2년 피부관리사, 체형(교정)관리사, 건강관리 컨설턴트 헬스트레이너

3~4년
피부관리 팀장, 체형(교정)관리팀장, 건강관리 컨설턴트 팀장

헬스 트레이너 팀장

5~6년
피부관리 과장, 체형(교정)관리과장, 건강관리 컨설턴트 과장

헬스 트레이너 과장 

7년~
피부 관리실 원장, 체형(교정)관리실 원장, 건강관리센터 창업 

헬스케어센터 창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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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관리과 특장점김지희

인앤양에스테틱	소속	/	대표

건강관리과는 앞으로 피부관리의 

트렌드를 정확히 읽고, 앞서 나아가

고 있다. 건강한 신체에서 S 바디 라

인과 맑고 투명한 피부가 만들어진

다는 인체 해부학을 기반으로 새로

운 시대의 에스테틱션의 상을 만들

어주고 있다. 

이제는 투명하고 촉촉한 피부는 단

순히 피부에서 해결되는 것이 아니

고, 인체의 근육학 및 이에 따른 순

환 경로를 정확히 이해하고, 이에 

맞는 정확한 처방과 관리를 제시하

는 것이 새로운 시대가 요구하는 전

문에스테틱션이다. 단순한 피부관리

는 홈케어 디바이스(가정용 초음파 

기기, 가정용 레이저 기기 등)의 발

달, 세포 생리학을 근거로 만든 최

첨단 바이오 화장품 원료 등으로 집

에서 스스로 충분히 가능하다. 그러

므로 새로운 시대가 요구하는 전문

적인 에스테틱션은 인체 전체의 원

활한 순환기능을 통해 근본적으로 

피부 투명도를 높이고, 얼굴라인을 

아름답게 만들어야 하는데, 이런 점

에서 단순한 피부관리를 넘어선 건

강관리학과는 새로운 시대가 요구

하는 학문을 수행하고, 앞으로 10년 

후에 AI로봇과 경쟁을 해야 하는 미

래의 에스테틱션들에게 특별한 경

쟁력을 만들어 줄 것이다.

이에 맞추어 기존의 단순 피부관리

의 틀을 넘어서, 인체 해부학적 교

육의 커리큘럼과 알찬 교육내용, 현

장경험을 겸비한 실력있는 교수님

들의 애정어린 격려와 배려는 새로

운 기회를 만들어 줄 것입니다.

+ 무슨 일을 할 수 있을까?

•	피부	및	신체	건강관리	분야	:	피부관리사, 체형관리사, 다이어트 지도사, 스파테라피스트, 

아로마테라피스트, 병원, 미용학원 강사 등

•운동건강관리	분야	: 건강관리사, 헬스 컨설턴트 & 트레이너, 요가(필라테스)강사 등

•토탈헬스케어	분야	: 종합건강관리사, 디지털헬스케어 전문가 등

+ 선배들이 활약하고 있어요

㈜약손명가, ㈜여리한다이어트㈜아우라, 슬로우바디, 인앤양에스테틱, 터닝포인트 짐, 맘스테틱, 

더벨스파, 키웰스파

+ 취득할 수 있는 자격증

미용사(피부)면허증, 피부미용사, 생활스포츠지도사, 운동건강지도사(이상 국가자격), 필라테스/

요가(민간자격), 미용사면허증 등

•  토탈 헬스케어를 통한 지역사회와 국민건강 증진에 기여하며, 국내·외 웰니스시장을 선도

할 토탈 헬스케어 전문가양성을 목표로 합니다.

•  노령인구의 증가와 함께 안티 에이징산업의 발달로 피부관리와 헬스를 융합하여 노화에 

대비한 신체의 건강증진을 합니다.

Department of Health Management

피부 및 신체 건강을 위한 전인적(全人的) 건강관리 방법을 배우는 융·복합학과로 웰니스

(Wellness) 시대의 토탈 헬스케어 전문가 양성을 목표로 합니다. 국내외 유명 스킨케어 

회사와 헬스케어 업체, 빅데이터 기반 스마트 건강관리 기업 등과 연계하여 현장맞춤형 

교육과정을 운영함으로써 4차 산업혁명 시대의 웰니스 토탈 헬스케어산업을 선도해 

나가는 최신 트랜드 학과입니다.

건강관리과

2년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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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졸업 후 나의 미래는?

1~3년
바이오의약품 생산자, 품질관리자, 바이오연구소 생산자, 품질관리자, 개발자

바이오기기 생산자, 개발자

4~6년 대리, 전문가

7~9년 과장, 관리 책임자

10년~ 바이오의약품 생산총괄, 통합 관리자

20 /

추천사 

자 연 과 학 부  l  바 이 오 생 명 계 열

송도바이오생명과 특장점

Department of Song-Do Bio Life Engineering

송도바이오생명과

바이오 전문가로 향하는

배움의 계단 ‘송도바이오생명과’

홍도희	/	2021학년도	졸업생

삼성바이오로직스

프로	/	1년	이하

송도바이오과를 졸업하고 현재 송

도에 있는 삼성바이오로직스에서 

근무하고 있는 졸업생입니다.

1학년부터 시행되는 교수님과의 일대

일 멘토링 수업과정을 통해서 차근차

근 어느 방향 쪽으로 진로를 결정할 

지 계속 피드백을 주시면서 제가 가

고자 하는 방향을 걸어갔습니다.

수업방식에 있어서는 가장 기본적

인 일반화학부터 시작하여 생화학, 

바이오의 필수적 규범인 GMP 과정 

등을 배울 뿐만 아니라 그 이론수업

에서 배웠던 과정을 직접 실험에 접

목시키는 과정을 병행하여 본인이 

주도하는 방식에 실습과 레포트 만

들기 방식을 통해서 기본 소양을 탄

탄하게 갖출 수 있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방학 때는 진로와 관련된 자

격증 교육과 심화교육 학습을 통해

서 자기계발뿐만 아니라 취업에 많

은 도움을 주었습니다.

현재 송도바이오과는 2021년부터 

송도캠퍼스로 실습실을 새롭게 구

축하여 훨씬 더 높은 수준의 Quality

와 Safety로 실습을 할 수 있습니다.

새로운 교육 과정인 Upstream proc 

ess와 Downstream process 실습 

과정을 통해서 바이오 공정에 대해 

훨씬 더 쉽게 다가가고 이해할 수 

있을 것 입니다. 바이오의 문을 활짝 

열고 들어갈 송도바이오과 학생 여

러분들을 환영합니다.

+ 무슨 일을 할 수 있을까?

바이오제약 생산, 개발, 품질관리 분야, 바이오 연구소 및 분자진단 생산, 품질관리, 개발 분야, 

바이오기기 생산, 개발 분야 

+ 선배들이 활약하고 있어요

송도바이오산업단지 내 삼성바이오로직스, CJ, 바이오 대기업, 벤처 업체, 병원 연구소, 대학 

연구소, 정부출연기관 연구소 외 다수

+ 취득할 수 있는 자격증

바이오화학제품제조산업기사, 의공산업기사, GMP기술인, 밸리데이션기술인 등

•		기업	미러형	실습교육	:	송도캠퍼스 내 바이오 기업 미러형 실습실 구축

•		지역적	우월성	:	인천 송도 바이오 밸리, 송도 AI 혁신 클러스터 구축으로 인한 산학 인프라. 

삼성 바이오로직스, 삼성 바이오에피스, Cytiva,Sartorius, XenoHelix 등, 바이오 대기업 및 

벤처, 연구소와 산학 협력

•		풍부한	교육	인프라	이용	:	인천 내 인천대, 겐트대 등 타 학교와 연계 연구

2022년 3년제 신설을 시작으로 인천 송도 바이오클러스터에 최적화된 바이오헬스 특화 

인재양성 교육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우리대학 바이오캠퍼스가 자랑하는 JEIU BIO 

Laboratory 시설을 구축하여, 바이오의약품, 의료기기 등 최신 바이오산업 미러링 교육을 

시행하여 바이오헬스 산업 변화를 주도하는 우수 전문기술 인재를 양성할 계획입니다.

3년제



+ 졸업 후 나의 미래는?

1~3년 바이오의약품 생산자, 품질관리자, 오염물질 분석사, 미생물 분석 및 배양

4~6년 대리, 전문가

7~9년 과장, 관리 책임자

10년~ 바이오의약품 생산총괄, 통합 관리자

22 /

추천사 

2022 인천재능대학교 신입생모집요강

자 연 과 학 부  l  바 이 오 생 명 계 열

 송도바이오과 특장점
학생들의 가능성을

열어주는 인천재능대학교

송도바이오과

김민희	/	2021학년도	졸업생

	DM	바이오	소속	/	사원	/	1년	이상

인천재능대 송도바이오과를 졸업하

고 바이오 의약품 회사에서 근무하

고있는 졸업생입니다. 바이오에 관

심이 많아 재능대학교 송도바이오

과에 입학하게 되었습니다.

입학 전에는 어떤 회사에 어떤 업무

를 하고 싶은지 잘 알지 못하였지

만, 송도바이오과에 오게되면서 그

런 걱정은 사라졌습니다. 

실제로 제약회사에서 쓰이는 시스

템들을 배우니 제약회사에 취업을 

해도 직무에 있어서 어려움은 많이 

없겠다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교수님들이 저의 목표 달성을 위해 

교수님분들이 자세히 알려주었기 

때문에 제 목표를 달성 하였던거 같

습니다. 저와 같은 꿈을 가지고 계

신 분들은 꼭 송도바이오과에 진학

하여 꿈을 이루시길 바라겠습니다.  

+ 무슨 일을 할 수 있을까?

바이오의약품/의약외품 품질분석 및 품질관리자, GMP 실무자, 줄기세포, 의약품, 진단키트 

연구개발 등의 바이오 벤처 연구원, 바이오 관련 대학 연구소, 공공기관 및 정부 출연기관 개발 

및 분석 연구원

+ 선배들이 활약하고 있어요

송도바이오산업단지 내 삼성바이오로직스, CJ, 바이오 대기업, 벤처 업체, 병원 연구소, 대학 

연구소, 정부출연기관 연구소 외 다수

•기업	미러형실습교육	:	송도바이오캠퍼스내바이오 기업 미러형실습실 구축

•	지역적	우월성	:	인천 송도 바이오 밸리, 송도 AI 혁신 클러스터 구축으로 인한 산학 인프라 

삼성 바이오로직스,삼성 바이오에피스,Cytiva,Sartorius, Xenohelix등, 바이오 대기업 및 벤처, 

연구소와 산학 협력

•풍부한	교육	인프라	이용	: 인천내인천대, 겐트대등 타 학교와 연계 연구

역동적으로 변화하는 바이오산업에 발맞춰 2021년 송도바이오캠퍼스로 이전하여, 바이오 

인프라가 반영된 GLP, GMP 기반 실습실 구축과 동시에, 기업체 미러형AI 바이오 실습

실을 구축하여 기업체 실무 교육과 바이오의약품 생산자, 공정분석 및 관리자, 의약품/

의약외품품질분석 및 품질관리자, GMP 실무자 배출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송도바이오과
Department of Song-Do Bio Engineering

2년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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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졸업 후 나의 미래는?

1~3년 연구보조원, 품질관리사원

4~6년 연구원, 품질관리대리

7~9년 선임연구원, 품질관리과장

10년~ 책임연구원, 품질관리부장

22 /

추천사 

자 연 과 학 부  l  바 이 오 생 명 계 열

바이오코스메틱과 특장점

질 높은 교육 환경과 우수한

취업률을 가진 학과,

인천재능대학교

바이오코스메틱과

장소영	/	2021학년도	졸업생

한국콜마㈜	소속	/	연구소	사원

6개월

한국콜마 피부천연물연구소에서 미

생물 시험을 담당하고 있는 2019학

번 졸업생 장소영입니다. 저는 고등

학교 졸업 후 1년의 공백기를 가진 

채 입학하여 동기들보다 조금 늦게 

시작하였습니다. 그런 제가 2년 뒤 

국내 최고의 화장품 ODM 회사로 

유명한 한국콜마에 입사할 수 있었

던 건 바로 대학 덕분입니다.

대학생활 동안 NCS 기반의 체계적

인 수업을 이수하여 실제 현장에서 

필요한 이론적 지식과 실무적 기술

을 터득할 수 있었습니다. 학과의 

최첨단 실습실은 화장품 제조현장

을 그대로 옮겨놓은 것 같아서 800

여 개가 넘는 원료를 활용한 실습을 

통해 자심감과 흥미를 가지며 공부

에 집중할 수 있었습니다. 특히 한

국콜마 등의 산업체 탐방과 현장실

습은 대학 졸업 후 진로를 결정하는 

데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저의 성장에 발판이 되어 준 인천

재능대학교 바이오코스메틱과는 연

구, 품질, 마케팅 등 화장품 산업으

로 취업을 희망하는 모든 분께 무조

건 추천해드리고 싶은 학과입니다. 

저의 추천을 믿고 도전하시기 바랍

니다.  

+ 무슨 일을 할 수 있을까?

화장품 연구원, 품질관리사, 제조전문가, 제조판매관리자, 맞춤형화장품조제관리사, 상품기획, 

미용강사

+ 선배들이 활약하고 있어요

삼성바이오로직스, 아모레퍼시픽, 엘지생활건강, 더페이샵, 올리브영, 한국콜마, 코스맥스, 

코스메카코리아, 엔프라니, 한국화장품, 유씨엘, 피앤케이, 내추럴스토리, 서울화장품, 화성

코스메틱, 씨앤씨인터내셔날, 에스겔코스메틱, 크레비스, 나투젠, 샤넬, 랑콤, 에스티로더, 

지방시외 다수

+ 취득할 수 있는 자격증

맞춤형화장품조제관리사, 바이오화학제품제조기사, 화학분석기사, 품질경영산업기사, 위험물 

산업기사

•	최고의	취업경쟁력	: 희망 취업처로 취업이 가능한 다양한 취업처 확보 

•	화장품만들기(기초화장품, 색조화장품, 향수등) 실습을 통한 재미있고 즐거운 대학생활

•	화장품 자격증 취득 프로그램 운영(취업동아리, 저자 특강 및 핵심직무능력 프로그램 등)

•	화장품/바이오의 다양한 실무경력을 겸비한 훌륭한 교수진

바이오코스메틱과
Department of Biocosmetic

최첨단 실습실을 갖추고 있으며 바이오, 화장품 전문가 양성을 위한 체계적인 맞춤형 

이론 및 현장 실습을 실시하여 연구개발 및 품질관리 능력을 갖춘 창의적인 리더를 양성

합니다.

2년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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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 연 과 학 부  l  호텔외식조리계열

+ 졸업 후 나의 미래는?

1~3년 정사원, 이급조리사 7~9년 대리, 파트장

4~6년 주임, 일급조리사 10년~ 과장, 팀장

호텔외식조리과 특장점

호텔외식조리과

영국 현지 취업을 위한 학교의 

지원과 본인의 노력을 꾸준히 

노력하여 위기를 기회로 만들자

정종인	/	2018학년도	졸업생

	런던	포시즌	호텔	소속

	세컨	쿡	/	4년

2018년에 2월에 인천재능대 호텔외

식조리과를 졸업하여 WKC(영국 킹

스웨이 칼리지)와의 공동교육 프로

그램을 통해 국제조리자격증 2급을 

취득하였습니다. 

졸업 후 개인적으로 영국의 진주 레

스토랑에서 3개월 근무를 하고 한국

으로 유턴하여 포시즌호텔 이태리

식당 보칼리노에서 2년간 근무하면

서 영국 워킹홀리데이 비자 취득을 

위해 독학으로 아이웰츠 교재로 공

부하여 비자 취득을 한 후 인천재능

대학교 전공심화 과정을 마무리한 

뒤 2020년 2월에 영국에 코너드 호

텔안에 있는 미슐랭 2스타인 헬렌다

로즈 레스토랑에서 한달간 근무를 

하고 난 후 런던에 있는 포시즌 호

텥에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코로나 사태로 인해 다소 어

려운 상황이지만 해외에서 인정받

는 조리사가 되기 위해 최선의 노

력으로 위기의 상황을 극복하고 기

회로 전환시켜 남은 1년 6개월 동안 

런던 레스토랑에서 훌륭한 쉐프의 

길을 끝까지 이어 가고 있습니다. 

+ 무슨 일을 할 수 있을까?

국내·국외 호텔(호텔조리사), 대기업 외식업체 레스토랑조리사, 제과제빵 전문점 제과제빵사, 

대기업 단체급식 전문 조리사, 유명 레스토랑 전문 조리사, 식음료 서비스 경영인, 외식업체 

메뉴개발자, 푸드스타일리스트, 요리학원 강사, 개인 레스토랑 창업, 전공심화 4학년 과정 편입

+ 선배들이 활약하고 있어요

•	해외	: 두바이 버즈알아랍 호텔(7성급), 하얏트 호텔, JW매리엇트 호텔, 리츠칼튼 호텔, 힐튼 

호텔, 대사관(캐나다, 이태리, 이스라엘, 세르비아 우크라이나), 호주 스시베이, 싱가폴 토다이, 

영국(고든램지 레스토랑, The Ned Hotel, Galvin at Windows, 진주 런던 레스토랑)

•	국내	: 포시즌스 호텔, 쉐라톤 워커힐 호텔, 파라다이스 호텔, 신라호텔, 조선 호텔, 반야트리 

호텔, 롯데 호텔, 프라자 호텔, 힐튼 호텔, 하얏트 호텔, 페어몬트 호텔, 인터컨티넨탈 호텔, 

(주)신세계 푸드, (주)CJ 푸드빌, (주)아워홈, (주)SG 다인힐, (주)현대그린푸드

+ 취득할 수 있는 자격증

양식조리기능사, 한식조리기능사, 중식조리기능사, 일식조리기능사, 제과·제빵기능사, 조리

산업기사(한식, 양식, 일식, 중식), 식품제조기사, 조주기능사, 커피바리스타, 소믈리에, 떡제조

기능사, 와인관리조리사, 푸드플레이팅 디자이너, 음식평가사, 케이크 디자이너, 슈가크레프트, 

설탕공예

	•		조리·외식	산업의	체계적인	교육을	통한	조리	인재양성

  산업체 현장 경험이 풍부한 우수교원을 중심으로 현장실무 중심의 교육과정 운영하여 

글로벌 음식문화 산업을 선도하는 조리인재를 양성합니다.

	•		현장교육	중심	조리실습실

  한식, 양식, 일식, 중식, 제과·제빵, 한식 디저트 실습실, 현장과 동일한 시설을 경험할 수 

있는 현장미러링실습실 등 총9개의 실습실에서 조리 교육을 받을 수 있습니다.

	•		LINC+(산학협력선도전문대학육성사업)을	통한	취업	약정형	프로그램

  산업체 인사에 의한 수업 진행, 현장견학, 조리대회출전 준비, 커피바리스타 자격증 취득 

등을 운영합니다.

Department of Hotel & Foodservice Culinary Arts

2008년에 설립되어 ‘글로벌 외식조리 현장에서 바로 통하는 조리 인재양성’이란 비전 

아래 최첨단 실습실과 현장경험이 풍부한 최고의 교수진의 실무 중심 교육과정 70% 

이상으로 운영하여 취업에 강한 인재를 양성하고 있으며 해외 학교 영국 런던 킹스웨

이칼리지와 공동교육 프로그램 운영과 해외 산업체 등과 연계를 통하여 활발한 해외 

취업과 국내 우수의 기업체와 산학 협력을 통한 외신 사업을 선도할 전문 조리 인재를 

배출하고 있습니다.

2년제 학사취득	4학년 전문학사	취득	일학습병행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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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졸업 후 나의 미래는?

1~6년 SW개발자, 시스템운영자, UI/UX개발자

7~9년 SW분석/설계자, 시스템설계자, UI/UX설계자

10년~ SW개발전문가, 시스템전문가, UI/UX전문가

추천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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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컴퓨터정보과 특장점

AI컴퓨터정보과

개발자가 되고 싶으신가요?

장◯원	/	2019학년도	졸업생

	㈜휴먼웨이즈	소속

연구원	/	1년	3개월	

㈜휴먼웨어즈에서 웹과 모바일앱을 

개발 및 담당하는 장◯원 연구원입

니다.

포스트코로나 시대를 맞이하면서 

정보화 시대답게 전 세계적으로 코

딩 열풍이 불고 인기 있는 직업이 

되었는데, 지금도 제가 그 인기 있

는 직업으로 활동하고 있는 사실에 

행복합니다. 컴퓨터를 좋아하는 저

에게, 제가 몰랐던 기술들을 배울 

수 있게 기회를 제공해 주셨으며, 

저는 학교에서 배운 미래 산업의 핵

심 기술들을 기반으로 학교와 MOU

를 맺고 있는 훌륭한 회사인 ㈜휴먼

웨어즈에 입사하여 현재 앱과 웹을 

자유자재로 여러 가지 개발을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교수님들께서 전문 지식들을 학생

의 입장에서 생각하고 쉽게 전달하

고자 하는 노력 덕분에 더욱 쉬운 

학습이 가능했고, 최대한의 효율로 

공부를 재미있게 할 수 있었습니다. 

여러 가지를 혼자 공부하다 보면 모

르는 내용들이 나오기 마련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물음표들이 쌓이고 

쌓여서 느낌표가 될 것이며, 물음표

를 재미있게 대답해 주는 곳이 “AI

컴퓨터정보과” 라고 생각합니다.

미래에 대해 함께 고민하고 성장하

는 AI컴퓨터정보과에서 같이 공부해

보는 건 어떨까요?

+ 무슨 일을 할 수 있을까?

인공지능/빅데이터 활용 소프트웨어 개발, 웹 소프트웨어 개발, 모바일 소프트웨어 개발, 

패키지 소프트웨어 개발, 정보보안 소프트웨어 개발, 임베디드 소프트웨어 개발, 웹퍼블리셔, 

DB관리, 서버관리, 네트워크관리, 보안관리 등

+ 선배들이 활약하고 있어요

일반 기업체 전산부서, 소프트웨어 개발업체, 인공지능 서비스 개발업체, 빅데이터 업체, IOT를 

활용한 서비스 개발업체, 웹서비스 개발업체, 홈페이지/인터넷 쇼핑몰 구축/운영업체, 시스템

운영 및 정보보안관련 업체

+ 취득할 수 있는 자격증

정보처리산업기사, 정보보안산업기사, 정보통신산업기사, GTQ(그래픽기술), Oracle의 OCAJP/

OCPJP(Java), Oralce의 OCP(DB), Cisco의 CCNA(네트워크), Red Hat의 RHCE(리눅스) 등

•  4차 산업혁명에 따른 최신 지능정보기술 융복합교육과정 운영(파이썬, 코딩드론, 코딩로봇, 

빅데이터, 머신러닝, 딥러닝, 캡스톤디자인)

•  웹&앱개발 실무와 정보처리산업기사 자격증 취득에 필요한 필수 교과목 운영(HTML, Java, 

JSP, JavaScript/jQuery, 컴퓨터구조, 데이터베이스, 운영체제, 시스템분석/설계, 네트워크, 

자료구조/알고리즘, C프로그래밍)

•  교육과정 및 교과목 운영에 필요한 실습환경(실습실, 기자재) 구축

•  산학협력협의체 운영 등 협약업체와 긴밀하게 현장실습 및 취업 협의/협조

•  LINC+ 사회맞춤형 스마트미디어융합반 운영

•  전문학사과정(3년제) 운영 및 연계된 학사과정(4학년) 운영

지능정보기술(AI, IOT, Cloud, Big Data, Mobile)을 활용한 창의융·복합 웹&앱 개발 전문

인력 양성을 목표로 컴퓨터·인터넷·모바일 분야의 지식과 기술을 습득하고, 최신 인공

지능 및 정보기슬 융·복합능력을 갖추도록 교육과정을 운영하고 있으며, 직무 분야별 

맞춤 취업 상담과 지도를 실시하고 있다.

Department of Artificial Intelligence Computer Information Technology

3년제 학사취득	4학년



+ 졸업 후 나의 미래는?

1~3년 전자기기 조립, 전장 배선, 반도체 장비 조립, 전자 부품 생산

4~6년 전자기기 설계, PLC 설계, 반도체 장비 설계, 전자 부품 설계

7~9년
전자기기 개발·제조, 자동화 설비 개발·제조

반도체 장비 개발·제조, 전자 부품 개발·제조

10년~
전자기기 제조 전문가, 스마트 제조 전문가, 반도체 장비 전문가

전자부품 전문가

2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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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응용전기전자과 특장점

+ 무슨 일을 할 수 있을까?

전자관련대기업, 반도체장비관련업체, 전자기기소프트웨어 및 CAD관련업체, 전자부품관련

업체, 전자기기관련업체(산업용전자기기, 가전기기, 방송장비 등) 

+ 선배들이 활약하고 있어요

추천사 : 삼성바이오로직스, 한미반도체, 스태츠칩팩코리아, 유니셈

+ 취득할 수 있는 자격증

산업기사(전기, 전자, 전자계산기 제어, 생산자동화, 반도체설계, 의공, 전자캐드), ATC CAD 

오퍼레이터(ATC센터)

4차산업혁명시대를 선도하고

새로움에 도전을 원한다면 인천

재능대학교 전자과로 오세요

김형주	/	㈜아이엔에스컴퍼니

대표이사

공부를 잘해서 온 대학이 아니라 초

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를 자연스

럽게 흐르는 강물처럼 학교에 흘러 

들어 왔다고 표현해도 과언이 아닌 

듯 싶습니다. 그저 한 구성원으로 12

년을 보낸 저에게 대학 또한 그저 

지나가는 곳이라 생각했습니다. 하

지만 자유시간과 스스로 결정 할 수 

있는 권한은 많아 졌지만 비젼을 제

시 해 주는 선배와 스승님을 만날 

수 있었던 곳이 바로 재능대학교 전

자과 선배님과 교수님분들과 선배

님들이 계셨습니다. 전자회로도만

을 가르친 것이 아니라 인생의 회로

도를 제시 해주었기에 지금 제가 대

한민국 석탑산업훈장과 벨기에 슈

발리에 훈장을 받을 수 있었고 지금 

제가 후배를 설득하고 싶어 저의 모

교! 저의 인생 초석이 되었던 전자

과를 추천드립니다. 인생은 반도체

와 같습니다. 지금 외부의 어떤 변

화가 여러분한테 전달되고 있나요? 

그 영향으로 도체가 될 수 있고 절

연체가 될 수 있습니다. 새로운 인

새의 패러다임을 느낄 수 있는 4차

산업혁명의 기본이 되는 전자혁명 

도전해 보세요. 그리고 실천해 보세

요. 이제 선배로써 여러분을 환영해 

주고 싶습니다.

급변하는 전기·전자산업을 주도할 전문기술인 양성을 목표로, 전기산업기사 관련 교과목을 

포함하여 CAD, 디지털 공학 등의 기초 이론 강의와 AI 기반의 응용 기술을 교육과정으로 제공

합니다. 이러한 교육과정을 통한 직무능력 향상으로 산업체에서 필요로 하는 우수기술 인력

으로 성장합니다.

AI응용전기전자과

4차 산업혁명의 핵심인 ICT 분야의 직무를 수행할 실무형 중간 기술자 양성을 목표로 

현장 중심의 교육과정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전기·전자기술 분야의 현장 경쟁력을 향상

시키고 인성과 실력을 겸비한 미래형 전기·전자전문 기술인을 배출하기 위한 교육과 

다수의 전기·전자 관련 자격증 취득을 위한 교육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취업 진로 분야는 

전자기기 개발 및 유지보수 분야, 반도체 장비 유지보수 분야, 스마트 제조 및 생산 

자동화 분야, 전기 공사 및 시설관리 분야이며, 취업시 원활한 현장 실무 적응이 가능

하도록 현장 맞춤형 실습 위주의 교육 과정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Department of Application of Artificial Intelligence Electric and Electronics

2년제 학사취득	4학년 전문학사	취득	일학습병행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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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졸업 후 나의 미래는?

1~3년 유·무선통신 공무, 네트워크 유지보수, 서버 운영자, SW 테스팅 운영자, 정보통신기기 제조

4~6년 유·무선통신 구축, 네트워크 운영자, 서버 관리자, SW 테스팅 관리자, 정보통신기기 조립

7~9년 유·무선통신 유지보수, 네트워크 설계자, 서버 어드민, SW 테스팅 관리자, 통신회로 관리자

10년~ 유·무선통신 설계자, 네트워크 전문가, 서버 전문가, SW 테스팅 전문가, 통신회로 전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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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 학 부  l  인 공 지 능 계 열

AI정보통신과 특장점 시작하기 전에 두려움부터

갖지말고, 자신감을 갖고

도전하길 바랍니다

김현정	/	2017학년도	졸업생

디아이웨어(정보보안파트)

사원	/	5년

안녕하세요. 15학번 졸업생이며, 현

재는 디아이웨어라는 회사에 다니

고 있는 김현정입니다.

저는 재수생이었으며, 대학교 과가 

곧 내 미래의 직업과 일맥상통할 거

란 생각에 고민하다 컴퓨터 기술을 

익히면 어디든 취업할 수 있을 거라 

생각하여 고등학교 졸업 후 1년이란 

텀이 있었기에 좋지 못한 성적으로 

입학하였습니다. 하지만 저는 1년 

늦게 시작한 걸 후회하지 않고 '1년 

늦게 입학한 만큼 대학교 2년이란 

세월을 허투루 보내지 말자'란 생각

을 항상 잊지 않고 학업에 열중하였

고, 그 결과 성적장학금을 받을 수 

있었으며, 총무 활동까지 하며 대학

교 생활에 적극적으로 임했습니다. 

그러다 교수님 추천으로 좋은 기회

가 생겨 CJ올리브네트웍스란 회사

에 계약직으로 입사하였으며, 회사

에 입사 후에 계약직이란 생각을 버

리고 열심히 맡은 일에 최선을 다하

니 정규직 전환이 되어, 계약직 생

활까지 총 5년 근무 중입니다.

+ 무슨 일을 할 수 있을까?

S/W테스팅, 서버구축 및 응용, 네트워크 구축 및 운용, 이동통신 기지국 관리, 통신방송장비

기사, 반도체장비 유지보수

+ 선배들이 활약하고 있어요

인피닉, 큐드, 테스트이엔씨, 시스템 어워드, 엔텍정보통신, 디아이웨어, KT서비스, SK브로드

밴드, LG유플러스, 콤텍정보통신, KT-MOS, 블루네트웍스, SBS방송국, 평화방송, YTN, 삼성

전자, LG전자

+ 취득할 수 있는 자격증

사무자동화산업기사, 정보통신산업기사, 무선설비산업기사, 정보처리산업기사, 정보기기운용

기능사, PC정비사, 네트워크 관리사, 리눅스 마스터, CCNA, LPIC, MOS, 컴퓨터활용능력, 전산

회계, CSTS 자격증

•  AIoT실습실을 구축하여 첨단 인공지능 기술 실습

•  테스트베드 공간을 마련하여 현장형인공지능 교육

•  AIoT자율주행차를 통해 데이터 수집 등 실무중심 교육

•  AI 활용 기술을 갖춘 전문가로서 미래를 선도

AI정보통신과
Department of Artificial Intelligence,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

4차 산업혁명의 핵심인 인공지능, 정보통신 및 테스팅 전문 인력을 양성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인공지능과 사물인터넷(AIoT) 융합 교육, 네트워크 및 서버 관리 전문 교육, 

인터넷 서비스 유지보수 교육, 산업체 인사가 참여하는 취업 연계형의 실무 중심 SW/

HW 테스팅 교육 등 학생들이 4차 산업혁명 시대의 주요 분야에서 선도적인 역할을 담당

할 수 있도록 현장 실무형 지식과 기술을 실습 위주로 교육합니다. 

2년제 전문학사	취득	일학습병행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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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년 인공지능 산업체 신입사원

4~6년 인공지능 운용/개발 기술자/엔지니어

7~15년 인공지능 산업체/벤처기업 중간 관리자

15년~ 인공지능 산업체/벤처기업 대표/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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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인천재능대학교 신입생모집요강

인공지능융복합과 특장점

김현철

	(사)인공지능협회	소속	/	협회장

	

모든 국민이 인공지능을 가장 잘 활

용하는 나라를 만들겠다는 국가 전

략과 함께, 우리는 이미 인공지능을 

사회 전반의 변화를 이끌어내는 일

종의 시대적 주제의식으로 마주하

고 있습니다. 

국가 산업발전을 위해서, 아이들 교

육의 방향 설정을 위해서, 유망 직업

과 창업의 경쟁력을 위해서라는 여

러 이유로 인공지능이 요구됩니다. 

더 이상 인공지능에 대한 막연한 미

래예측 보다는 지금 이자리에서 적

극적으로 세상을 변화시키는 행동

이 의미 있는 때가 다가오는 것 같

습니다. 

이러한 인공지능 세상의 도래에 발

맞추어 ‘모든 인간은 무한한 가능성

을 가지고 있으며 누구나 유능한 인

재로 양성될 수 있다’는 ‘재능교육스

스로학습철학’의 건학 이념과 ‘자율·

창의·봉사’의 교훈을 갖는 인천재능

대학교에서 인공지능 선도대학으로

의 기치를 내걸고 ‘AI융복합과’를 신

설한 것은 매우 시의적절하다고 생

각합니다.

인공지능 기술을 갖추어 국가 경쟁

력 강화에 이바지할 인재로 성공하

도록 시작부터 길을 안내해 줄 인천

재능대학교 AI융복합과를 적극 추천

합니다.

+ 무슨 일을 할 수 있을까?

인공지능/빅데이터 활용 소프트웨어 개발, 가상현실 강사, 휴머노이드로봇 강사, UI/UX 콘텐츠

개발자, 빅데이터분석가, 웹 소프트웨어 개발, 웹퍼블리셔, DB관리, IT 문해강사, 코딩강사 등

+ 선배들이 활약하고 있어요

기업전산부서, 소프트웨어 개발업체, 인공지능 서비스 개발업체, 빅데이터 업체, 웹서비스

개발업체, 데이터분석관련 기업

+ 취득할 수 있는 자격증

구글 공인 텐서플로 개발자, 구글 공인 교육전문가, IT 문해 교육지도사, 빅데이터분석기사, 

인공지능활용지도사, 정보처리산업기사, 프로그래밍능력자격(CPQ), 정보보안산업기사, 컴퓨터

운용사, 인터넷정보관리사, 컴퓨터활용능력, 웹 디자인 기능사, MOS 등

AI융복합과는 에듀테크 분야로 특성화를 준비하고 있으며 에듀테크 산업협회, 재능교육을 

비롯한 에듀테크 기업들, 인공지능협회와 T3Q와 같은 인공지능 전문 기업들과 협력하여 교육

과정 및 훈련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생존하기 위해 필요한 협업능력, 의사소통 능력을 향상시키고 스스로 

학습을 구현하기 위해 그룹스터디, 플립러닝, 발표식/토론식 수업, 산학협력 프로젝트 과정

이 운영됩니다.

빅데이터와 AI 기술을 잘 활용하는 전문 기술 인력양성을 위해 설립되었습니다. 졸업과 

동시에 취업을 지원하기 위해 에듀테크산업협회, 재능교육을 비롯한 에듀테크 기업들, 

인공지능협회, T3Q, 씨에스리, 뉴로클과 같은 인공지능 전문 기업들과 산학협력으로 

교육과정을 개발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4차 산업혁명 시대의 필수 역량인 협업능력, 

의사소통능력, 창의력을 향상시키고 스스로학습을 구현하기 위해 그룹 스터디, 플립러닝, 

발표식, 토론식 수업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AI융복합과

공 학 부  l  인 공 지 능 계 열

Department of AI Convergence

2년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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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졸업 후 나의 미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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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 학 부  l  디 자 인 계 열

실내건축디자인과 특장점

기회라고 생각했을 때 

멈추지 않고 도전할 수 있는

인천재능대학교 실내건축디자인과

정성주	/	2020학년도	졸업생

㈜한샘	소속

리하우스	디자이너	/	6개월

저는 디자인이 너무 좋아서 입학하

였고 학교에 다니면서 실내건축이

라는 직종에 대해 더욱 자세히 알게 

되어 너무나 만족스러웠습니다. 또

한, 제가 수강하는 과목의 과제들도 

취업에 큰 도움이 될 줄 몰랐습니

다. 시간이 지나 졸업을 하고 저는 

‘한샘’이라는 회사에 면접을 보게 되

었습니다. 떨렸지만 학교에서 배웠

던 프로그램들을 능숙하게 사용하

며 제 스스로의 능력으로 취업을 할 

수 있었습니다.

제가 프로그램을 능숙하게 사용할 

수 있었던 이유는 저의 노력도 있었

지만, 가장 큰 이유는 교수님들께서 

이끌어 준 수업 덕분이었습니다. 처

음엔 어렵게만 느껴졌던 프로그램

들을 학생들의 수준에 맞춰 이해하

기 쉽게 교육해 주시기 때문에 졸업

할 때쯤엔 재학생 대부분이 건축 관

련 프로그램 고수가 되어 있을 정

도였습니다.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

로 입학했지만, 마지막엔 모두가 건

축에 대한 많은 것을 배우고 졸업을 

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진로에 고민 중이신 여러분! 학교 

다닐 때 어렵고 힘들다고만 느껴졌

던 것들이 취업 후엔 스펙과 능력으

로 바뀌게 됩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실내건축과를 선택하여 더 나은 미

래로 바꿔보시길 바랍니다!

+ 무슨 일을 할 수 있을까?

인테리어디자인 회사, 건축설계사무소, 환경디자인 및 전시디자인 회사, 건축 및 건설관련 회사

+ 선배들이 활약하고 있어요

㈜계선, ㈜한샘, ㈜디자인데오, ㈜이오이, TSENG, 성민엔지니어링, 미래환경건축사 사무소, 

㈜시공테크, ㈜SE공간환경디자인그룹, KCC, 한국화학시험연구소, ㈜삼진일렉스, ㈜CJ건설, 

대우건설, ㈜GS건설

+ 취득할 수 있는 자격증

•	국가자격증	: 실내건축기사/산업기사, AutoCAD자격증, 컬러리스트(산업)기사, 전산응용제도

기능사, 건축산업기사, 건축설비산업기사, 건설안전산업기사, GTQ 그래픽스기술자격 등

•	민간자격증	:	GTQi(일러스트), ATC캐드마스터 등

•  현장 실무형 인테리어디자이너 양성 

•  사회성과 인성을 겸비한 초급 디자이너 양성 

•  창의적인 디지털 디자인 전문 인력 양성 

건축물의 실내공간을 대상으로 기능적, 심미적, 기술적 조건을 최적화하여 쾌적한 실내

환경을 디자인하는 ‘인테리어 디자이너’를 양성하는 학과입니다. 창의적이고 개성 있는 

공간을 창출하기 위해 사고력, 관찰력, 표현력, 디자인 편집능력 등의 기초교육을 시작

으로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디자인 교육 시스템을 갖추고 있습니다. 

실내건축디자인과
Department of Interior Architecture Design

1~3년 실내건축시공, 설계·디자인(전공 취업)

4~5년 대리(중급기술자)

6~7년 과장(고급기술자)

8~10년 팀장(특급기술자)

11~15년 실장(총괄매니저)

20년 실내건축 디자인회사 설립

2년제



+ 졸업 후 나의 미래는?

1~3년 연주자, 세션, 음악학원 강사, 초·중·고 방과후 강사, 프리랜서

4~6년 전문연주자, 음악학원 전임강사, 작곡가, 편곡가

7~9년 전문연주자, 보컬디렉터, 음악학원 원장, 작·편곡가, 음향엔지니어 

10년 ~ 전문 뮤지션, 대학교수, 공연기획사, 무대기획자, 음악프로듀서 

추천사 

30 /2022 인천재능대학교 신입생모집요강

예 술 학 부  l  예 능 계 열

실용음악과 특장점

실용음악과

조◯화	/	2019년도	졸업생

제이에스아이사운드	/	대표	/	1년	

안녕하세요. 2019년 인천재능대학교 

실용음악과를 졸업하고 인천에서 <제

이에스아이사운드> 레코딩, 믹싱 스

튜디오를 운영하고 있는 조◯화입

니다. 저는 어린 시절부터 ‘나 혼자

만의 힘으로 음원을 발매할 수 있는 

능력을 가져보자’라는 꿈이 있었습

니다. 그 중 가장 관심이 있었던 ‘보

컬’을 시작으로 대학교에서의 전문 

교육을 받기 시작했으며 2학년 재학 

중 ‘작곡’으로 전공을 변경하여 졸업 

후 현재는 작ㆍ편곡, 레코딩, 믹싱 

엔지니어링 등 다 양한 음악활동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재능대학교에서의 첫 수업은 저에

게 진정한 음악을 배울 수 있는 곳

이라는 것을 느끼게 해주었고, 노래

밖에 할 수 없었던 저는 악기 수업, 

앙상블 수업, 음악 이론과 컴퓨터 

음악 수업 등을 통해 다양한 분야를 

접하게 되 면서 저의 전공은 물론이

고 현장에 필요한 여러 음악적 역량

들을 키울 수 있었으며 모든 수업들

은 현재의 저를 있게 해준 발판이 

되었습니다. 또한 음악과 더불어 진

로에 대해 아낌 없는 조언과 따뜻한 

격려, 진심 어린 응원을 보내주신 

교수님과의 멘토링 시간은 당시 앞

으로 열심히 나아갈 수 있게 한 정

말 큰 힘이 되었습니다. 

대학교 진학은 기초교육과정을 마

치고 사회에 나가기 위해 내딛는 첫 

발 판이라고 생각합니다. 음악을 통

한 소통과 공감, 선후배와 함께 성

장해 나갈 수 있는 이 곳! 인천재능

대학교 실용음악과에서 여러분의 

멋진 꿈을 펼치시길 바랍니다.

+ 무슨 일을 할 수 있을까?

가수, 싱어송라이터, 보컬 트레이너, 뮤지컬 배우, 실용음악 강사, 전문 연주가, 스튜디오 세션, 

팝 오케스트라 단원, 음악학원 운영, 방송, 영화, 드라마, 광고, 뮤지컬, 게임음악 작곡가, 편곡가, 

음악프로듀서, 음악감독, 음반제작자, 사운드 디자이너, 사운드 엔지니어, 음향전문가, 기획사, 

레코딩 스튜디오

+ 선배들이 활약하고 있어요

고운소리미디어, 여울뮤직, 제스티브 레이블, JSI Sound, ENGT 스튜디오, 키아나 엔터테인먼트, 

비전실용음악학원, SOL 엔터테인먼트, ㈜에이블테크, 내외경제TV, 세종프로사운드 외 다수

+ 취득할 수 있는 자격증

ProTools, Logic Pro X, Cubase 등 DAW 관련 자격증, 실용음악지도사, 실용음악강사 자격증 

등 

•  인천지역 유일의 실용음악과

•  전문 뮤지션 및 음악콘텐츠산업의 신진인력 양성

•  현장실무중심의 전공기초 교육

•  컴퓨터음악 특성화 프로그램 운영

•  다양한 실전무대 경험을 통해 창작 및 연주능력 배양

•  전문 스튜디오 녹음실습 및 음원제작

•  멘토링 기반 인성교육

21세기 뉴미디어 시대의 다양한 문화·예술 산업에 기여하고 창작 및 공연예술 분야의 

중추적 리더 역할을 할 수 있는 실용음악 전문 인재 양성을 목표로, 체계적인 이론과 

실기 중심의 전공 교육, 직업기초능력 함양을 위한 교양 교과 및 인성교육, AI 연계 

컴퓨터음악 특성화 교육 프로그램 운영을 통해 글로벌 창의 역량을 강화함으로써 전문 

음악인으로서의 기본 소양과 덕목을 갖춘 음악 교육전문가, 대중음악 창작 및 공연 실무

인재를 배출하고 있습니다. 

Department of Applied Music

2년제



JEI UNIVERSITY 31

Department of Beauty Art

+ 졸업 후 나의 미래는?

추천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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뷰티아트과 특장점

헤어디자이너의 멋진 꿈과

미래가 열리는 곳!

길대희	/	2018학년도	졸업생

26도헤어	소속	/	디자이너	/	3년

인천재능대학교 뷰티아트과는 저에

게 있어 꿈과 미래가 열리는 중요한 

문이었다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

다. 군대 다녀와서 복학하고 평범한 

대학 생활을 하다 졸업을 하게 될 

줄 알았는데, 뜻하지 않게 호주 시

드니에 취업할 수 있는 기회가 찾아

왔습니다.

호주 시드니에서 보낸 1년은 제 인

생에 있어 잊을 수 없는 황금 같은 

시간이었습니다. 이국적인 뷰티샵

에서 일했던 소중한 경험, 아름다운 

자연환경, 멋진 외국인 친구들, 자유

로운 여행의 추억이 아직도 어제의 

일처럼 또렷합니다.

인천재능대학교 뷰티아트과는 저

에게 넓은 세상을 열어주었고, 막

연하게 ‘성공하는 미용인이 되겠다’

가 아닌 구체적이고 실현 가능한 글

로벌 헤어디자이너가 되고자 하는 

목표와 자신감을 가지고 한국에 돌

아왔습니다. 저는 현재 26도헤어에

서 근무 중에 있습니다. 이곳에서 

K-Beauty의 진정한 실력을 탄탄히 

쌓아 호주뿐 아니라 그 어디라도 넓

은 세상에 나아가 K-Beauty를 탑재

한 K-Hair Designer의 진가를 발휘

하기 위해 오늘도 최선을 다하고 있

습니다. 

여러분도 뷰티아트과에서 멋진 꿈

과 미래를 마음껏 펼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단언컨대, 인천재능대학

교 뷰티아트과 찐!! 입니다. 

+ 무슨 일을 할 수 있을까?

헤어디자이너, 메이크업아티스트, 네일아티스트, 뷰티스타일리스트, 디자이너 등

+ 선배들이 활약하고 있어요

•	헤어	:	준오헤어, 박승철헤어, 고헤어, 차홍아르더, 리차드프로헤어, 꾸아퍼스트, 순수, 휴이엠, 

토니&가이등

•	메이크업	:	순수, 차홍아르더, 살롱6, 보보리스, 까라디, 한국분장, 차지연웨딩, 샤넬, 디올, 

랑콤, 에스티로더, 시세이도, 나스 등

•네일아트	:	포쉬네일, 루미가넷, 핑크네일등

+ 취득할 수 있는 자격증

•국가자격증	:	미용사(헤어), 미용사(메이크업), 미용사(네일)

•민간자격증	:	헤어(트리콜로지스트 2급), 메이크업(뷰티스타일리스트 2급, 3급)

전문적인 지식과 실력을 겸비한 뷰티아트전문가를 양성하기 위하여 과학적인 이론과 실기 

위주의 교육을 행하고 있으며 또한, 헤어디자인, 메이크업, 네일아트등 미용 전반에 관한 교과

과정을 진행하고 실력과 인성을 갖춘 전문 뷰티스타일리스트를 양성으로 우량 산업체와 산학

협력을 통한 취업을 도모하고 있습니다.

NCS 기반의 미용직무를 중심으로 과학적인 전문지식과 실무중심의 교육을 통해 지역과 

사회발전에 기여하는 창의적인 인재 양성을 목표로 국내외 우수·우량 산업체와의 활발한 

산학협력을 통해 미래사회에 기여하는 뷰티아트 전문가 양성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뷰티아트과

구분 헤어 메이크업 네일아트

1~3년 어시스턴트 주니어, 메이크업 디자이너 어시스턴트, 디자이너

4~6년 디자이너 메이크업 디자이너 디자이너

7~9년 수석 디자이너 시니어, 메이크업 아티스트 디자이너

10년 ~
스페셜 디자이너, 관리자, 

교육강사, 원장
스페셜 메이크업 아티스트 원장

2년제 전문학사	취득	일학습병행	운영



+ 졸업 후 나의 미래는?

1~3년 스튜디오 보조, 방송국 조연출, 스튜디오 카메라맨, 촬영편집담당

4~6년 스튜디오 과장, 방송국 과장

7~9년 스튜디오 부장, 방송국 차장

10년 ~ 스튜디오 대표, 프로덕션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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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영상미디어과 특장점

사진영상미디어과

열정은 삶의 에너지다.

지금이 그 에너지를 발산할 때

탁영한	/	1998년도	졸업생

㈜프리몬	소속	/	대표	/	5년

안녕하세요. 주식회사 프리몬 대표 

탁영한입니다. 

열정으로 가득 찬 대학생활을 보낸 

후 어느덧 저는 한 기업을 운영하는 

막중한 책임을 짊어진 대표라는 위

치에 올랐습니다.

대학에서 전공한 사진은 예술과 비

즈니스를 넘나들면서 성공의 발판

을 마련하기 위한 탁월한 선택이었

습니다.

가끔 대학 생활을 추억하면 많이 아

쉽기도 하지만, 졸업 이후로도 전공

을 살려 끊임없이 노력한 결과

현재는 사진과 영상 이외의 VR,AR 

콘텐츠기획과 다양한 분야에서 성

공적인 삶을 이어나가고 있습니다.

성공하는 인생에서 가장 필요한 것

은 열정이고 열정은 세상을 움직이

는 힘입니다. 

현재 인천재능대학교는 인공지능

(AI) 특화대학으로 우리는 인공지능

(AI)의 시대와 더불어 언택트 시대를 

대비하기 위하여 기본적인 기술과 

활용은 사진과 영상에 있으며, 사진

영상미디어과에서 VR,AR,MR로

확장할 수 있는 콘텐츠를 배우고, 

개발하는 것이 격변하고 있는 시대

에 앞장설 수 있는 방법입니다.

대학에서 다양한 시각예술 콘텐츠

를 익히고 열정은 간직하며 아름답

고 추억에 남는 대학생활을 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무슨 일을 할 수 있을까?

무인상사진스튜디오·웨딩사진스튜디오·베이비사진스튜디오·광고사진(패션/요리)스튜디오·

쇼핑몰(소셜커머스) 포토디렉터, 방송국, 방송영상촬영 및 영상편집 관련업체, 디지털전문

출력소, 이미지리터쳐, DSLR촬영전문가, 신문·잡지 사진기자, 프리랜서 사진가

+ 선배들이 활약하고 있어요

 한국경제TV, KBS미디어, MBN, Mnet, (주)아트청스튜디오, JTBC 등

+ 취득할 수 있는 자격증

사진기능사, 컴퓨터그래픽스운영기사, 웹디자인기능사, 디지털영상편집자격증, 멀티미디어

콘텐츠제작전문가, GTQ자격증, 무인동력비행장치4종(무인멀티콥터)

본 학과는 인천에 위치한 32년 전통의 사진, 영상관련 학과로서 사진과 영상미디어 

분야를 주도할 창의적이고 올바른 인성을 겸비한 참된 인재 양성에 주력해 오고 있으며, 

이를 뒷받침하여 4차 산업혁명과 인공지능(AI) 시대를 대비한 1인 방송과 유튜브 크리

에이터 등 학생 자신의 상상력을 자유롭게 펼칠 수 있도록 기술적, 예술적인 창의성 

교육에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  가족회사 및 산학협력 업체에서의 현장실습과 취업

•  지역사회 행사에 사진영상을 통한 적극적 참여와 봉사

•  영상업체와의 산학협력 체결 및 청년취업아카데미 프로그램 참여 등 방송국 취업 지원

•  웹무비연구소 운영을 통한 스마트 콘텐츠 개발 및 참여

•  동문회 활성화로 학과와 졸업생 유대관계 강화

Department of Photography & Media Arts

2년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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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졸업 후 나의 미래는?

외식조리분야
외식조리와 관련한 외식조리사로 취업(풀무원푸드앤컬쳐, CJ프레시웨이, 

신세계푸드)

단체급식분야 단체급식 분야의 단체급식조리사로 취업(현대그린푸드, 아워홈, 신세계푸드)

외식 창업 외식조리분야의 창업(한식, 중식, 일식, 이태리 식당)

카페 창업 카페 창업

베이커리 창업 베이커리 창업

기타 소형 외식업체 창업, 프랜차이즈업체 창업

추천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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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래 창 업 학 부  l  호 텔 외 식 조 리 계 열

외식조리창업과

+ 무슨 일을 할 수 있을까?

특급호텔 조리사, 대기업 외식업체 조리사, 전문 레스토랑 조리사, 단체급식 조리사, 유명 

제과제빵업체 파티쉐, 전문 요리학원 강사, 푸드스타일링 전문가, 국내외 메뉴 R&D전문가, 

외식업체 창업자, 국내외 외식 컨설턴트, F&B 전문가

+ 선배들이 활약하고 있어요

JOSUN HOTELS & RESORTS, Four Seasons Hotel, Hyatt Hotel, JW Marriott Hotel, 파라다이스 

시티 호텔, 쉐라톤 워커힐 호텔, 반얀트리 호텔, 신라 호텔, 롯데 호텔, 힐튼 호텔, ㈜신세계 

푸드, ㈜CJ 푸드빌, ㈜아워홈 FNC, ㈜서울랜드 외식사업부, ㈜풀무원 푸드앤컬쳐, ㈜엔타스, 

쉐라메르 제과점, 안스 베이커리, ㈜ 디딤푸드, ㈜현대그린푸드 외 다수 취업 및 외식 창업 지원 

+ 취득할 수 있는 자격증

양식조리기능사, 한식조리기능사, 중식조리기능사, 일식조리기능사, 제과·제빵기능사, 조리산

업기사(한식, 양식, 일식, 중식), 식품제조기사, 조주기능사, 커피바리스타, 소믈리에, 떡제조

기능사, 와인관리조리사, 푸드플레이팅 디자이너, 음식평가사, 케이크 디자이너, 슈가크레프트, 

설탕공예

외식조리창업과 특장점

• 교육과정 및 교과목 운영에 필요한 현장적합형 실습환경 구축

• 대기업(현대그린푸드 아카데미, 신세계 푸드반)과 협약하여 현장실습 및 취업 연계

• LINC+사회맞춤형 외식산업선도반(국내외식기업), WCCA반(해외취업) 운영

• 전문학사과정(2년제) 운영 및 연계된 학사과정(4년제) 운영

• 특급호텔(조선호텔, 리츠칼튼호텔 등) 출신의 교수진 강의

외식조리창업과는 산업체 현장 경험이 풍부한 교수진 직강의 체계적인 교육을 통해 성인 

학습자를 대상으로 글로벌 음식문화 산업을 선도하는 외식조리 창업 인재를 양성합니다. 

한식실습실, 양식실습실, 동양조리실습실, 제과·제빵실습실, 한식디저트실습실과 현장

과 동일한 시설을 경험할 수 있는 현장미러링실습실에서 현장실습 중심의 외식조리 취·

창업 교육을 실시합니다.

Department of Food Service and Culinary Arts Start up

두렵고 힘든 첫 한걸음,

거듭해 나가 기회를 잡으세요!

김병수	/	2008년도	졸업생

웨스틴	조선호텔	소속

스시조	내	조리사

현재 서울 조선호텔 스시조에서 조

리사로 근무하고 있는 김병수입니

다. 저는 인천재능대학교에 입학시 

막연하게 목표의식도 없이 대학을 

얼른 졸업하고 취업할 생각만 갖고 

있었습니다. 

또한 외국어나 조리 스킬에 있어서

도 동기들에 비해 눈에 띄는 학생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호텔 출신 교

수님들께 보고 배우며 호텔 조리사

로써의 꿈을 키워가며 실무 위주의 

교육 환경에서 남들과 달리 나만의 

재능을 찾으려 노력했습니다. 그러던 

중 일식을 전공하고 싶던 저에게 교

수님께서 조선호텔 스시조의 채용시

험을 알려주셔서 용기를 내어 도전

하였고 인턴 채용에 합격했습니다. 

이후 동기들과의 경쟁으로 힘든 시

기에 교수님들께서 인성과 마음가

짐에 관한 상담과 조언을 해주셔서 

현재 내가 일과 병행하며 할 수 있

는 작은 일들을 하나하나씩 이뤄낸 

결과 당당히 정직원 채용에도 합격

하고 인정받아 일본 조리 전문지식

과 고급기술(수타소바, 수타우동)을 

전수받아 전담을 맡게 되고 유창한 

일본어를 구사할 수 있게 되어 일본 

미슐랭 3스타인 업장에도 연수를 가

게 되는 등 많은 혜택을 누릴 수 있

는 기회를 얻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들도 한걸음 나아가 기회를 잡으시

길 바랍니다.

2년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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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인천재능대학교 신입생모집요강

미 래 창 업 학 부  l  보 건 복 지 계 열

인천어린이집연합회	국공립분과	소속

회장	허현주	

국가와 지역 산업이 필요로 하는 전

문기술인 양성에 앞장서고 있는 인

천재능대학교에 감사의 말씀을 전

합니다. 

인천재능대학교가 2021년 대학의 

평생교육체제 지원사업(LiFE사업)에 

선정된 것은 그 간의 학교의 노력

이 빛을 발한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이번 사업 선정은, 인천재능대학교

가 수도권 성인학습자들을 위한 전

문 고등직업교육기관으로서 확실히 

자리 매김하는 계기가 될 것입니다. 

특히, 성인학습자를 위한 미래창업

학부에 복지케어과가 개설된 것을 

뜻깊게 생각합니다. 

인천재능대학교는 그 동안 수도권 

보육인력 양성에 크게 기여해 왔습

니다. 이러한 축적된 역량을 바탕으

로 미래창업학부 복지케어과에서는 

성인학습자에게 맞춤화된 교육과정

을 통해 전문적인 보육인력을 양성

해 나갈 것입니다. 

앞으로도 우리 인천어린이집 연합

회와의 돈독한 협력관계를 바탕으

로 아동의 행복한 삶을 지원하고 여

성이 가정과 직장생활을 양립할 수 

있는 복지사회를 만들어 가는데 앞

장서 나갑시다. 

복지케어과는 보다 질 높은 복지케어서비스를 지향하는 시대적 요구 속에 사회복지·요양

보호·아동보육 전문자격으로 취업과 창업을 희망하는 성인학습자에 맞춤화된 교육을 

제공합니다. 복지케어과에서는 사회복지경영전공, 요양보호관리전공, 아동보육상담

전공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	사회복지경영전공	:	노인장기요양시설을 경영할 수 있도록 특화된 교육과정 제공, 

100세 시대 케어 분야를 선도하는 사회복지사 양성

•	아동보육상담전공	: 봉사정신과 서번트 리더십을 갖추고 아동을 이해하고 사랑하는 

보육전문가 양성

•	요양보호관리전공	: 수준 높은 요양서비스, 노인 건강증진을 위한 보건교육을 수행할 

수 있는 요양보호 전문의료인 양성

복지케어과
Department of Welfare and Care

•	사회복지경영전공

 - 국가공인자격증과 전문학사 학위 취득 동시 달성

 - 사회복지기관 창업자를 양성하는 특화된 교육과정 제공

 - 기관창업, 취업, 진학 등 개인별 입학 목표 달성을 위한 맞춤화된 지원

 - 다양한 사회복지분야 근무 경력을 갖춘 현장전문가 출신 교·강사 

 - 사회복지현장 밀착형 교육 운영

 - 사회복지기관 창업자와 만남의 날 진행

 - 다양한 분야 산학협력기관 및 전문가를 통한 현장중심 교육 진행

•아동보육상담전공

 - 보육교사 2급 자격증과 전문학사 학위 취득 동시 달성

 - 대학 교수진 및 산업현장 전문가 직강의 현장실무형 교육

 - 사회복지경영전공·요양보호관리전공 자격증 연계 가능 

 - 대학의 산학협력체제에 기반한 성인학습자 맞춤형 취업 연계

•요양보호관리전공

 - 국가공인자격증(요양보호사)와 전문학사 학위 취득 동시 달성

 -  본인의 적성과 희망 진로를 고려하여 복수의 자격증을 보유한 경쟁력 있는 서비스 요양

보호 전문기술인 양성 

 - 대학 우수 교수진, 산업현장 전문가가 가르치는 성인학습자맞춤형 산학 연계형 강의 

 - 대학의 산학협력체제에 기반한 성인학습자맞춤형 취업 연계 

복지케어과 특장점

2년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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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진섭	/	2019년도	졸업생

예은노인복지센터장

사회복지는 인간의 삶 그 자체이며 

사회복지 분야는 휴먼서비스, 감성

서비스 분야입니다. 

전 국민 누구나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도록 돕는 사회복지 서비스는 앞

으로 그 중요성이 더욱 부각 될 것

입니다. 또한 치매국가책임제로 인

하여 노인장기요양에 대한 시민들

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으며, 노인장

기요양 시설 운영에 대한 관심 역시 

증대되고 있습니다.

사회복지사나 시설 운영자가 되기 

위한 사회복지사 자격증 취득은 교

육 노하우와 철학을 가진 LiFE선정 

대학 인천재능대학교에서 시작하실 

것을 추천합니다.

+ 무슨 일을 할 수 있을까?

•		사회복지경영전공	: 노인장기요양기관 창업, 노인·장애인·아동 등 사회복지분야, 보건의료

분야(의료사회복지사, 정신보건사회복지사), 기타 분야(장애인돌봄교사, 학교사회복지사, 

자원봉사활동관리자) 등

•		아동보육상담전공	:	기업체 및 공공기관의 직장어린이집, 시·도 국공립어린이집, 사회복지

법인어린이집, 민간어린이집, 전국의 장애 전문 또는 통합 어린이집어린이집, 육아종합지원

센터, 아동상담센터, 건강가정지원센터, 다문화가족지원센터, 학사과정 진학(아동보육학과 

심화과정)

•		요양보호관리전공	:	요양병원, 요양원, 노인주거 복지시설, 노인 의료복지시설, 재가노인

복지시설-보건소, 보건지소, 보건 진료소, 기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기관, 단체 등

+ 선배들이 활약하고 있어요

•		사회복지경영전공	:	김포시노인복지관, 미추홀노인인력개발센터, 해성보육원, 동구노인

인력개발센터, 부천시오정노인복지관, 삼산종합사회복지관, 인천동구다문화가족지원센터, 

동구한마음종합복지관 등 

•		아동보육상담전공	

 - 국공립어린이집 : 연지어린이집, 시립소하누리어린이집, 묵련어린이집 외 다수 

 - 직장어린이집 : 인천시청어린이집, 인천세관어린이집, 인천공항세관어린이집 외 다수

 - 보육기관 : 도담도담 장난감월드, 부평구육아종합지원센터, 서구육아종합지원센터 외 다수

•요양보호관리전공	:	병원, 요양병원, 재가 요양센터, 생활복지기관 외 다수

+ 취득할 수 있는 자격증

•		사회복지경영전공	:	사회복지사 2급, 방과후아동지도사, 미술심리상담사, 풍선아트 등 

•		아동보육상담전공	: 보육교사 2급, 아동미술심리상담치료사, 유아레크리에이션지도사 등  

•		요양보호관리전공	: 요양보호사 1급, 보건교육사 3급, 케어매니저, 노인심리상담사, 실버

인지놀이지도사 등 

+ 졸업 후 나의 미래는?

1~3년 사회복지사 또는 생활지도원, 노인요양시설 창업

4~6년 사회복지기관 선임사회복지사

7~9년 사회복지기관 팀장, 과장

10년 ~ 사회복지기관 부장, 시설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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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케팅빅데이터과
Department of Marketing and Big Data

미 래 창 업 학 부  l  경 영ㆍ인 공 지 능 계 열

추천사 

마케팅빅데이터과 특장점한국시니어인공지능협회

회장	이강재

인천재능대학교가 성인학부인 미래

창업학부 빅데이터활용전공을 신설

하는 것에 대해서 인공지능융복합

과에 재학중인 한사람으로서 먼저 

축하를 드립니다. 

저는 좀 늦은 나이지만 뜻한 바가 

있어 지인들과 함께 인공지능융복

합과에 입학을 했고, 더 나아가 학

우들과 한국시니어인공지능연구회 

활동을 하면서, 인공지능분야 전문

가들과 함께 한국시니어인공지능협

회를 창립하여 시니어분들의 인공

지능서비스 활용교육과 자격증 취

득을 지원하여 시니어의 일자리 창

출을 이루고자 합니다. 

누구나 처음은 막막하고 힘이 드는 

부분이 많습니다. 처음 시도하는 성

인학부의 빅데이터활용전공이지만 

좋은 교육시설과 시니어 맞춤형 교

육으로 운영되기 때문에 충분히 성

공하리라 생각합니다. 퇴직 후 힘들

고 막막한 상황이라도 꿈과 비젼, 

가치를 향해서 도전하십시오. 저의 

도전과 성공이 여러분의 도전에 이

정표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 무슨 일을 할 수 있을까?

•		온라인마케팅전공	:기업 마케팅부서, 온라인마케팅부서, 영업부서, 1인 기업 창업, 온라인 

크리에이터, 유투버, 인플루언서

•		빅데이터활용전공	:	인공지능/빅데이터 활용 소프트웨어 개발, 가상현실 강사, 휴머노이드

로봇 강사, UI/UX 콘텐츠개발자, 빅데이터분석가, 웹 소프트웨어 개발 등

+ 선배들이 활약하고 있어요

•		온라인마케팅전공	:	더클래스효성㈜, ㈜에스지코코스메틱, ㈜썬파크, 모아몰 등 다수

•		빅데이터활용전공	:	기업 전산부서, 소프트웨어 개발업체, 빅데이터 분석/관리업체 등

+ 취득할 수 있는 자격증

•		온라인마케팅전공	:	온라인마케팅관리사, 유통관리사, 전자상거래운용사 등

•		빅데이터활용전공	:	정보처리산업기사, 빅데이터분석기사, 구글 공인 텐서플로 개발자 등

	•	온라인마케팅	전공	:	4차산업혁명 시대의 새로운 기술 환경을 이해하고 기업의 전통적 

마케팅 역량을 활용하는 취업 및 창업능력을 갖춘 온·오프라인 융합형 전문 마케터의 

양성

	•	빅데이터활용	전공	:	전문대학 최초 인공지능을 활용한 빅데이터 기술과 블럭체인, 

핀테크, 가상현실 분야에서 실무 융합 인력 양성 교육

	•온라인마케팅	전공

 - 전문학사 학위 취득 및 재학 중 복수의 공인자격증 취득

 - 학습조직(스터디클럽)과 창업동아리를 통한 재학 중 현장 경험 전문 마케터 양성 

 - 대학 우수 교수진,산업현장 전문가가 가르치는 성인학습자맞춤형 강의 

	•빅데이터활용	전공

 - 전문대학 최초 AI 빅데이터활용전공개설

 - AI+X 교과과정 및 AI 마이스터양성 교육과정 운영

 - 산학협력단 지원을 통한 지도 체제 : 지도교수 + 산업체 경영자(전문가)

 - 교육-취업-창업 공유 및 협력 교육 프로그램 운영

+ 졸업 후 나의 미래는?

구분 취업처 창업

온라인

마케팅전공

정보통신업체, 온라인유통/판매업체

중소기업 영업/마케팅부서 등
인터넷 쇼핑몰, SNS 인플루언서 등

빅데이터

활용전공

AI 빅데이터 분석업체, 온라인커머스 서비스

업체, IT-정보통신업체, 보안 관제 업체 

AI빅데이터 분석업체, VR개발 스타트업 

IT-정보통신 개발 스타트업

2년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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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집시기 전형구분 전형명 모집단위명 모집인원 전형방법

수시1차

정원내 

일반전형
일반전형

전체분야(항공서비스과 제외) 729 학생부100%

항공서비스과 56 학생부40% + 면접60%

정원내 

특별전형

일반고전형 전체분야 84 학생부100%

특성화고전형 전체분야 23 학생부100%

대학

자체

기준

성인친화

전형

외식조리창업과, 복지케어과

마케팅빅데이터과
167 서류100%

실기전형 실용음악과 16 학생부20% + 실기80%

글로벌

인재전형

간호학과, 호텔외식조리과

마케팅과, 경영과 회계정보전공

항공서비스과, 호텔관광과

7

학생부100%

(공인영어성적 가산점)

(학생부 등급 1~6.0등급)

소계 1,082

수시2차

정원내 

일반전형
일반전형

전체분야(항공서비스과 제외) 196 학생부100%

항공서비스과 15 학생부40% + 면접60%

정원내 

특별전형

일반고전형 전체분야 53 학생부100%

특성화고전형 전체분야 17 학생부100%

대학

자체

기준

성인친화

전형

외식조리창업과, 복지케어과

마케팅빅데이터과

수시 1차 

미달 시 이월
서류100%

실기전형 실용음악과 20 학생부20% + 실기80%

글로벌

인재전형

간호학과, 호텔외식조리과, 마케팅과

경영과 회계정보전공

항공서비스과, 호텔관광과

7

학생부100%

(공인영어성적 가산점)

(학생부 등급 1~6.0등급)

소계 308

정시

일반전형 일반전형

수능전형
전체분야(항공서비스과 제외) 71 수능100%

항공서비스과 1 수능40% + 면접60%

내신전형
전체분야(항공서비스과 제외) 19 학생부100%

항공서비스과 1 학생부40% + 면접60%

정원내 

특별전형

대학 

자체

기준

성인친화

전형

외식조리창업과, 복지케어과

마케팅빅데이터과

수시 2차 

미달 시 이월
서류100%

실기전형 실용음악과 14  학생부20% + 실기80%

소계 106

수시/정시

정원외

특별전형

수급자 및 차상위
전체분야(실용음악과 제외) 67 학생부100%

실용음악과 4 학생부20% + 실기80%

농어촌 출신 전체분야 7 학생부100%

특성화고교 등을 

졸업한 재직자 전형

외식조리창업과, 복지케어과

마케팅빅데이터과
19 서류100%

전문대학이상 

졸업자

전체분야

(간호학과, 실용음악과 제외)
83

서류100%

(서류 : 전적대학 성적증명서)

간호학과 16
서류60% + 면접40%

(서류 : 전적대학 성적증명서)

실용음악과 4
서류20% + 실기80%

(서류 : 전적대학 성적증명서)

북한이탈주민

(통일인재양성)
전체분야 20 학생부100%

외국인 전체분야 ◈ 면접100%

소계 220

합계 1,716

주1)	수시모집	시	미충원	인원은	정시모집으로	이월하여	모집(지원	전에	본교	홈페이지	모집요강을	반드시	확인바람)

주2) 정원외전형은 수시1차부터 모집하며 미충원 인원은 수시2차, 정시모집 순으로 각각 이월하여 모집

전형요약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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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2021학년도 2022학년도(변경)	 비고

학과 

신설

- 송도바이오생명과 3년제 학과 신설

- 외식조리창업과

성인학습자를 위한 

학과 신설
- 복지케어과

- 마케팅빅데이터과

학과명 

변경

세무회계과

경영과 경영서비스전공

전공 분리 모집

경영과 회계정보전공

마케팅경영과 마케팅과

스마트유통물류과 유통물류과

항공운항서비스과 항공서비스과

인공지능컴퓨터정보과 AI컴퓨터정보과

인공지능전자과 AI응용전기전자과

인공지능정보통신과 AI정보통신과

인공지능융복합과 AI융복합과

실내건축과 실내건축디자인과

학제 

변경

보건의료행정과(2년제) 보건의료행정과(3년제)

2년제 → 3년제로 변경

인공지능컴퓨터정보과(2년제) AI컴퓨터정보과(3년제)

전형 

신설

- 일반전형(수시) 신설
고등학교 졸업학력 인정자 

모두 지원 가능

- 성인친화전형(수시) 신설 성인학습자를 위한 전형 신설

-
정원외 특성화고교 등을 졸업한 

재직자 전형 신설

마이스터고/특성화고 졸업, 일반고 

직업교육과정(1년) 이수, 학력인정평생

교육시설에서 직업교육과정 이수한 자 

중 산업체 3년 이상 재직자

전형명 변경 학생부전형(정시) 내신전형(정시)
학생부 종합전형과의 전형 혼선 방지

[내신전형은 교과성적만 반영]

지원자격 

확대
외국계고 졸업자 지원 불가 외국계고 졸업자 지원 가능

일반전형(수시)

내신전형(정시)

2022학년도 입시전형 주요 변경 사항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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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집학과 및 모집인원03
가. 정원내(수시모집)
※ 수시 1차 모집 결원 발생 시 수시2차 모집 및 정시모집 순으로 이월하여 모집

전형구분
수
업	
연
한

입
학	
정
원

수시1차 수시2차

일반
전형

특별전형
일반
전형

특별전형

일
반
전
형

일
반
고

특
성
화
고

글
로
벌
인
재

성	
인	
친	
화	
전	
형

실
기

일
반
전
형

일
반
고

특
성
화
고

글
로
벌
인
재

성	
인	
친	
화	
전	
형

실
기모집단위

인문

사회

과학부

경영

계열

경영과●
경영서비스전공 2 25 12 5 4 2

회계정보전공 2 25 11 5 1 3 2 1

마케팅과★ 2 30 20 1 6 1

유통물류과 2 50 38 10

교육복지

계열

유아교육과● 3 64 31 3 21 3

아동

보육과●

아동미술보육전공
2 50 38 10

아동심리상담보육전공

사회복지과● 2 60 46 12

항공관광

계열

항공서비스과● 2 75 56 1 15 1

호텔관광과 2 90 68 1 18 1

자연

과학부

간호보건

계열

간호학과 4 65 10 2 10 2

보건의료행정과 3 60 20 10 15 10

건강관리과★ 2 50 38 10

바이오

생명

계열

송도바이오생명과● 3 20 14 4

송도바이오과★ 2 60 46 12

바이오

코스메틱과

★

화장품연구개발

2 60 46 12뷰티피부효능평가

바이오품질관리

호텔외식

조리계열

호텔외식

조리과

●★

호텔조리전공
2 100 76 1 20 1

베이커리카페전공

공학부

인공지능

계열

AI컴퓨터정보과★ 3 60 46 12

AI응용

전기전자과

●★

전기전공
2 75 58 15

전자전공

AI정보통신과★ 2 60 46 12

AI융복합과 2 30 23 5

디자인계열 실내건축디자인과 2 60 46 12

예술

학부

예능

계열

실용

음악과

보컬

2 50 16 20
악기

싱어송라이터

작곡/컴퓨터음악

뷰티아트과★ 2 60 46 12

사진영상미디어과 2 50 34 14

미래

창업

학부

호텔외식

조리계열
외식조리창업과 2 30 30

보건복지

계열

복지

케어과

사회복지경영전공

2 92 92요양보호관리전공

아동보육상담전공

경영�인공

지능계열

마케팅

빅데이터과

온라인마케팅전공
2 45 45

빅데이터활용전공

계 1,496 785 84 23 7 167 16 211 53 17 7 0 20

※	 :	면접,	실기	반영	전형

※	★ :	산업체	협약반	운영	학과

※	● :	4년제	학사학위(전공심화)	개설	학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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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정원내(정시모집)
※ 수시 1차 모집 결원 발생 시 수시2차 모집 및 정시모집 순으로 이월하여 모집

전형구분 수업	
연한

입학	
정원

정시

일반전형 특별전형
모집단위 수능 내신 성인친화전형 실기

인문

사회

과학부

경영

계열

경영과●
경영서비스전공 2 25 1 1

회계정보전공 2 25 1 1

마케팅과★ 2 30 1 1

유통물류과 2 50 1 1

교육복지

계열

유아교육과● 3 64 5 1

아동

보육과●

아동미술보육전공
2 50 1 1

아동심리상담보육전공

사회복지과● 2 60 1 1

항공관광

계열

항공서비스과● 2 75 1 1

호텔관광과 2 90 1 1

자연

과학부

간호보건

계열

간호학과 4 65 41

보건의료행정과 3 60 5

건강관리과★ 2 50 1 1

바이오

생명

계열

송도바이오생명과● 3 20 1 1

송도바이오과★ 2 60 1 1

바이오

코스메틱과★

화장품연구개발

2 60 1 1뷰티피부효능평가

바이오품질관리

호텔외식

조리계열

호텔외식

조리과

●★

호텔조리전공
2 100 1 1

베이커리카페전공

공학부

인공지능

계열

AI컴퓨터정보과★ 3 60 1 1

AI응용

전기전자과

●★

전기전공
2 75 1 1

전자전공

AI정보통신과★ 2 60 1 1

AI융복합과 2 30 2

디자인계열 실내건축디자인과 2 60 1 1

예술

학부

예능

계열

실용

음악과

보컬

2 50 14
악기

싱어송라이터

작곡/컴퓨터음악

뷰티아트과★ 2 60 1 1

사진영상미디어과 2 50 1 1

미래

창업

학부

호텔외식

조리계열
외식조리창업과 2 30

보건복지

계열

복지

케어과

사회복지경영전공

2 92요양보호관리전공

아동보육상담전공

경영�인공

지능계열

마케팅

빅데이터과

온라인마케팅전공
2 45

빅데이터활용전공

계 1,496 72 20 0 14

주1) 수시 모집 지원시 복수지원 가능(학과 수 제한 없음)

주2) 정시 모집 지원시 복수지원 가능(학과 수 제한 없음)

주3)  수시모집 미충원 인원은 정시모집으로 이월하여 모집하며, 전형별 모집인원은 변동될 수 있으므로 지원 전 본교 홈페이지 모집요강 반드시 확인바람

주4) 출신 고교의 계열 및 전공과 관계없이 전체학과 지원 가능하며 전문대학은 수시 6회 제한 없음

주5) 수시1차 합격 여부 상관없이 수시2차 지원 가능(단, 수시합격자는 정시지원 불가)

주6) 면접고사 : 항공서비스과, 실기고사 : 실용음악과

주7)  실용음악과 실기고사 : 보컬(가요/성악/재즈/팝 중 택1), 악기(피아노, Bass, Drum, Guitar, 관현악기 중 택1), 싱어송라이터(자작곡을 보컬 또는 악기 연주) 

중 택하여 시행하며, 작곡/컴퓨터 음악은 집필고사 시행, 실기고사 종목별 모집인원 별도 없으며, 총점순 모집

주8) ● 표시 : 학사학위 전공심화과정 개설 학과

 -  운영 학과(학사취득 3ㆍ4학년) :  항공서비스학과, 경영학과, 아동보육학과, 사회복지학과, 호텔외식조리학과, 송도바이오생명학과, AI응용전기전자학과

 - 운영 학과(학사취득 4학년) : 유아교육학과

주9)  ★ 표시 : 산업체 협약반 운영 학과(산업체와 취업 약정을 맺고 2학년을 대상으로 학생을 선발 교육하여 졸업 후 해당 산업체로 취업)

   :  마케팅과, 건강관리과, 송도바이오과, 바이오코스메틱과, 호텔외식조리과, AI컴퓨터정보과, AI응용전기전자과, AI정보통신과, 뷰티아트과

주10) 전문학사 취득 일학습병행 운영 학과 : 유통물류과, 호텔외식조리과, AI응용전기전자과, AI정보통신과, 뷰티아트과

주11) 전체 학과 주간만 모집(야간 학과 없음)

※	 :	면접,	실기	반영	전형

※	★ :	산업체	협약반	운영	학과

※	● :	4년제	학사학위(전공심화)	개설	학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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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정원외
※ 수시 1차 모집 결원 발생 시 수시2차 모집 및 정시모집 순으로 이월하여 모집

전형구분 수
업
연
한

입
학
정
원

정원외	특별전형

전문대
이상
졸업자

특성화고교	
등을	졸업한
재직자	전형

농
어
촌

수급자	및	
차상위

북한이탈주민
(통일인재양성)

외국인
전형모집단위

인문

사회

과학부

경영

계열

경영과●
경영서비스전공 2 25 4 1 1 ◈

회계정보전공 2 25 4 1 1 ◈

마케팅과★ 2 30 4 1 1 ◈

유통물류과 2 50 4 2 1 ◈

교육복지

계열

유아교육과● 3 64 3 1 2 ◈

아동

보육과●

아동미술보육전공
2 50 4 2 1 ◈

아동심리상담보육전공

사회복지과● 2 60 4 1 4 1 ◈

항공관광

계열

항공서비스과● 2 75 ◈

호텔관광과 2 90 4 4 1 ◈

자연

과학부

간호보건

계열

간호학과 4 65 16 11 ◈

보건의료행정과 3 60 4 3 1 ◈

건강관리과★ 2 50 4 3 1 ◈

바이오

생명

계열

송도바이오생명과● 3 20 4 1 1 ◈

송도바이오과★ 2 60 4 3 1 ◈

바이오

코스메틱과

★

화장품연구개발

2 60 4 1 3 1 ◈뷰티피부효능평가

바이오품질관리

호텔외식

조리계열

호텔외식

조리과

●★

호텔조리전공
2 100 4 2 5 1 ◈

베이커리카페전공

공학부

인공지능

계열

AI컴퓨터정보과★ 3 60 4 1 3 1 ◈

AI응용

전기전자과

●★

전기전공
2 75 4 4 1 ◈

전자전공

AI정보통신과★ 2 60 4 3 1 ◈

AI융복합과 2 30 4 3 1 ◈

디자인계열 실내건축디자인과 2 60 4 3 1 ◈

예술

학부

예능

계열

실용

음악과

보컬

2 50 4 4 ◈
악기

싱어송라이터

작곡/컴퓨터음악

뷰티아트과★ 2 60 4 1 3 1 ◈

사진영상미디어과 2 50 4 2 1 ◈

미래

창업

학부

호텔외식

조리계열
외식조리창업과 2 30 4 ◈

보건복지

계열

복지

케어과

사회복지경영전공

2 92 10 ◈요양보호관리전공

아동보육상담전공

경영�인공

지능계열

마케팅

빅데이터과

온라인마케팅전공
2 45 5 ◈

빅데이터활용전공

계 1,496 103 19 7 71 20 ◈

주1)  정원외 전형 수시1차 미충원 인원은 수시2차, 정시모집 순으로 각각 이월하여 모집하며, 전형별 모집인원은 변동될 수 있으므로 지원 전 본교 홈페이지 

모집요강 반드시 확인바람

주2) 수시1차 합격자 발표 후 수시2차 정원외 전형 모집인원 홈페이지 공지 예정 

 수시2차 합격자 발표 후 정시모집 정원외 전형 모집인원 홈페이지 공지 예정

주3) 정원외 전형은 전형내 복수지원 불가(단, 자격요건을 충족하면 전형간 복수지원 가능)

 ex) 기초생활수급자이면서 농어촌 학교 출신자인 경우 2개 전형 복수지원 가능

주4) 간호학과 면접고사는 전문대 이상 졸업자 전형만 실시

주5) 실기고사 : 실용음악과

주6) ● 표시 : 학사학위 전공심화과정 개설 학과

 - 운영 학과(학사취득 3ㆍ4학년) :  항공서비스학과, 경영학과, 아동보육학과, 사회복지학과, 호텔외식조리학과, 송도바이오생명학과, AI응용전기전자학과

 - 운영 학과(학사취득 4학년) : 유아교육학과

주7)  ★ 표시 : 산업체 협약반 운영 학과(산업체와 취업 약정을 맺고 2학년을 대상으로 학생을 선발 교육하여 졸업 후 해당 산업체로 취업)

 - 운영 학과 :  마케팅과, 건강관리과, 송도바이오과, 바이오코스메틱과, 호텔외식조리과, AI컴퓨터정보과, AI응용전기전자과, AI정보통신과, 뷰티아트과

주8) 전문학사 취득 일학습병행 운영 학과 : 유통물류과, 호텔외식조리과, AI응용전기전자과, AI정보통신과, 뷰티아트과

주9) 전체 학과 주간만 모집(야간 학과 없음) 

※	 :	면접,	실기	반영	전형

※	★ :	산업체	협약반	운영	학과

※	● :	4년제	학사학위(전공심화)	개설	학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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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형 및 등록 일정

지원방법 및 전형료

04

05

구분

일정

수시1차 수시2차 정시

원서접수 2021.9.10.(금) ~ 10.4.(월) 24:00 2021.11.8.(월) ~ 11.22.(월) 24:00 2021.12.30.(목) ~ 2022.1.12.(수) 24:00

서류제출

2021.10.11.(월)까지 2021.11.29.(월)까지 2022.1.19.(수)

* 등기우편 또는 방문 제출

(주소 : 인천광역시 동구 재능로 178 인천재능대학교 본관 3층 입학학생처)

면접/실기고사 예약

2021.10.7.(목) 09:00 

~ 10.8.(금) 18:00

2021.11.25.(목) 09:00 

~ 11.26.(금) 18:00

2022.1.14.(금) 09:00 

~ 1.15.(토) 17:00

* 본교 입학홈페이지/선착순 예약, 미예약 시 임의배정

면접/실기고사

2021.10.16.(토) ~ 10.17.(일) 2021.12.4.(토) ~ 12.5.(일) 2022.1.22.(토) ~ 1.23.(일)

* 면접/실기고사는 지원 인원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합격자 발표 2021.10.29.(금) 2021.12.16.(목) 2022.2.8.(화)

예치금 등록 2021.12.17.(금) ~ 12.20.(월) 17:00 -

예치금 충원 등록 2021.12.21.(화) ~ 12.29.(수) 21:00 -

최종 등록 2022.2.9.(수) ~ 2.11.(금) 17:00

 ※ 면접/실기고사는 지원인원에 따라 연장 또는 단축 시행할 수 있음(면접확정일은 홈페이지에 공지 예정이므로 반드시 확인 요망)

구분 내	용

지원방법

■ 진학어플라이 및 유웨이어플라이에서 지원

■ 대학방문 접수

 - 본관3층 입학학생처 방문(주소 : 인천광역시 동구 재능로 178 인천재능대학교)

 - 접수시간 : 09:00 ~ 18:00

전형료

■ 면접 없는 학과 : 25,000원(인터넷 원서접수 수수료 5,000원 제외 금액)

■ 면접/실기고사 실시 학과 : 35,000원(인터넷 원서접수 수수료 5,000원 제외 금액)

 - 면접학과 : 항공서비스과(정원내), 간호학과(정원외 전문대졸이상 전형)

 - 실기학과 : 실용음악과(정원내�정원외)

■ 정원외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통일인재양성(북한이탈주민) 전형료 무료

 ※ 단, 인터넷 원서접수시 수수료 5,000원 발생

■ 미래창업학부(외식조리창업과, 복지케어과, 마케팅빅데이터과) 전형료 무료

 ※ 단, 인터넷 원서접수시 수수료 5,000원 발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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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자격06
전형구분 전형명 모집단위 지원자격

정원내

일반전형

일반전형(수시) 전체분야
• 고등학교 졸업(예정)자 또는 법령에 의하여 동등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된 자

• 외국계고교 졸업자 지원 가능(단, 내신 최저등급(9등급) 적용) 

일반

전형

(정시)

내신

전형
전체분야

• 고등학교 졸업(예정)자 또는 법령에 의하여 동등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된 자

• 외국계고교 졸업자 지원 가능(단, 내신 최저등급(9등급) 적용) 

수능

전형

• 고등학교 졸업(예정)자 또는 법령에 의하여 동등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된 자로 

 2022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응시자

정원내 

특별전형

일반고

전형
전체분야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 일반고, 자율고 고교 졸업(예정)자

 - 종합고등학교 인문과정 졸업(예정)자

 -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 졸업(예정)자 중 인문과정 이수(예정)자

 - 검정고시 출신자

특성화고

전형
전체분야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 특성화고 졸업(예정)자

 -  특수목적고(과학고, 외고, 국제고,예고, 체고, 마이스터고) 졸업(예정)자

 - 일반계 고교 졸업(예정)자 중 1학기 이상 직업과정 이수(예정)자

 -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 졸업(예정)자 중 실업(전문)과정 이수(예정)자

 - 종합고등학교 실업(전문)과정 졸업(예정)자

대학

자체

기준

글로벌

인재

전형

호텔관광과

항공서비스과

경영과 회계정보전공

마케팅과

호텔외식조리과

간호학과

하기 2가지 요건을 모두 만족하는 자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 일반고, 자율고 고교 졸업(예정)자

 - 특성화고 졸업(예정)자

 - 특수목적고 졸업(예정)자

 - 종합고등학교 졸업(예정)자

 - 3년이상 학제의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 졸업(예정)자 

•학생부 교과성적 1~6.00등급

성인

친화

전형

외식조리창업과

복지케어과

마케팅빅데이터과

	<유형1>	(만	30세	이상인	자)

• 만 30세 이상(1992. 3. 1 이전 출생자) 성인학습자 중·고등학교 졸업(예정)자 또는 법령에 

의하여 동등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된 자

	<유형2>	(특성화고교등을	졸업한	3년	이상	재직자)

• 마이스터고/특성화고 졸업, 일반고 직업교육과정(1년) 이수, 학력인정평생교육 시설에서 

직업교육과정 이수한 자 중 산업체 3년 이상 재직자

실기전형 실용음악과 •고교 졸업(예정)자 또는 동등이상의 학력이 인정된 자

정원외 

특별전형

전문대 이상 

졸업자
전체분야

•전문대학 졸업자 및 전문대학 이상 동등 학력 인정자

•일반(4년제) 대학 졸업자, 2년 이상 수료자 

특성화고교 등을 

졸업한 재직자 전형

외식조리창업과

복지케어과

마케팅빅데이터과

• 마이스터고/특성화고 졸업, 일반고 직업교육과정(1년) 이수, 학력인정평생교육시설에서 

직업교육과정 이수한 자 중 산업체 3년 이상 재직자

농어촌 

출신
전체분야

	<유형1>	(중�고	졸업	및	학생본인,	부,	모	농어촌	연속거주자)

• 농어촌지역(읍�면지역) 또는 도서�벽지지역(태백시 포함)에 소재한 학교에서 중�고등학교

의 모든 교육과정을 이수한 졸업(예정)자로서, 중�고등학교 재학기간 동안 학생본인, 부, 

모가 모두 농어촌지역 또는 도서�벽지지역에 연속하여 거주한 자

	<유형2>	(초�중�고	졸업	및	학생본인	농어촌	연속거주자)	

• 농어촌지역(읍�면지역) 또는 도서�벽지지역(태백시 포함)에 소재한 학교에서 초�중�고등

학교의 모든 교육과정을 이수한 졸업(예정)자로 초�중�고등학교 재학기간 동안 학생본인이 

농어촌지역 또는 도서�벽지지역에 연속하여 거주한 자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
전체분야

• 고교 졸업(예정)자 또는 동등 이상의 학력이 인정된 자 중 기초생활수급권자, 차상위

계층자(복지급여 수급 대상자), 한부모가족 지원대상자

북한이탈주민 전체분야

•다음 사항을 모두 만족하는 자 

 - 고교 졸업(예정)자 또는 동등 이상의 학력이 인정된 자

 - 귀순 북한동포 보호법의 적용대상자로 대학입학자격이 있는 자

  (단, 내신 성적 등급산출 불가일 경우 최저등급(9등급) 적용)

외국인 전체분야

•부모 모두가 외국인인 외국인으로서 국내외 고등학교 졸업(예정)자

•외국 소재 학교에서 초�중·고교에 상응하는 교육과정을 모두 이수한 외국인

 ※ 한국어능력시험(TOPIC) 3급 이상 소지자(외국인만 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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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출서류07
구분 전형명 제출서류 비고

정

원

내

수

시

일반전형

일반고전형

실기전형

•학교생활기록부 1부.(온라인동의자 제외)

•검정고시자 : 검정고시 합격증 및 성적증명서 1부.

•외국계고교 졸업자 : 아포스티유 또는 영사확인 증명서(졸업)

- 학교생활기록부 제출 대상자

 : 2014년 2월 전 졸업자

 :  2014년 2월 후 졸업자 중 온라인 제공   

비대상교 출신자 및 온라인 제공 비동의자

- 검정고시자 관련 제출 대상자

 : 온라인 제공 비동의자

 : 2015년도 전 및 2021년도 2회차 합격자

- 검정고시 대입전형 온라인 제공 동의 방법

 :  합격증 발급 시도교육청 나이스 대국민서비스 

홈페이지 → 확인/온라인 제출 신청

  (2015년 1회차 ~ 2021년 1회차 합격자)

- 글로벌인재전형 공인영어시험성적 

 :  TOEFL(IBT), TEPS, NEWTEPS, TOEIC 중 택1 

(선택사항)

특성화고전형 •학교생활기록부 1부.(온라인동의자 제외)

글로벌

인재전형

•학교생활기록부 1부.(온라인동의자 제외)

•공인영어시험성적증명서(해당자만) 1부.

성인친화

전형

	<유형1>	(만	30세	이상인	자)

 - 학교생활기록부 1부.(온라인동의자 제외)

 - 검정고시자 : 검정고시 합격증 및 성적증명서 1부.

 - 자기소개서 및 이력서(대학 제공 양식) 각 1부.

	<유형2>	(특성화고교등을	졸업한	3년	이상	재직자)

 - 학교생활기록부 1부.(온라인동의자 제외)

 -  자기소개서 및 이력서(대학 제공 양식) 각 1부.

 -  재직기간 명시 재직증명서(3년 이상 재직 및 경력 증명 필요/이력서 

상 경력사항에 기재한 재직 및 경력 전체) 1부.

 -  4대보험 가입증명서 1부.

 -  영세창업, 자영업자 증명서(3년 이상 경력증명 필요/이력서상 경력

사항에 기재한 재직 및 경력 전체) 1부.

 -  필요시 3년 이상 재직 사실 확인에 필요한 추가서류 요청 가능

정

시

내신전형

•학교생활기록부 1부.(온라인동의자 제외)

•검정고시자 : 검정고시 합격증 및 성적증명서

•외국계 고교 졸업자 : 아포스티유 또는 영사 확인 증명서(졸업)

수능전형 수능성적표(성적증명서) 1부.
 2022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응시자 중 온라인

제공 비동의자

정

원

외

전문대 이상 

졸업자

•전적대학 졸업증명서 1부.(4년제 대학 2년이상 수료자 : 수료증명서)

•전적대학 성적증명서 1부.(환산 평균 성적이 100점 만점으로 기재된 것)

특성화고교 

등을 졸업한 

재직자 전형

•학교생활기록부 1부.(온라인동의자 제외)

•자기소개서 및 이력서(대학 제공 양식) 각 1부.

•재직기간 명시 재직증명서(3년 이상 재직 및 경력 증명 필요/이력서상 경력사항에 기재한 재직 및 경력 전체) 1부.

•4대보험 가입증명서 1부.

•영세창업, 자영업자 증명서(3년 이상 경력증명 필요/이력서상 경력사항에 기재한 재직 및 경력 전체) 1부.

•필요시 3년이상 재직 사실 확인에 필요한 추가서류 요청 가능

농어촌 출신

	<유형1>	(중�고	졸업	및	학생본인,	부,	모	농어촌	연속거주자)

 -  중, 고등학교 학교생활기록부 각 1부.

 -  지원자, 부, 모 주민등록초본 각 1부.(접수마감일 기준 1개월 이내, 주소변동사항 전체 기재된 것)

 -  가족관계증명서 1부.(이혼가정의 경우 부 또는 모의 혼인관계증명서, 지원자 본인의 기본증명서 추가제출)

-  학교장 추천서(우리대학 소정 양식) 

<유형2>	(초�중�고	졸업	및	학생본인	농어촌	연속거주자)

 -  초, 중, 고등학교 학교생활기록부 각 1부.

 -  지원자 주민등록초본 1부.(접수마감일 기준 1개월 이내, 주소변동사항 전체 기재된 것)

 -  학교장 추천서(우리대학 소정 양식)

기초생활수급자
•학교생활기록부 1부.(온라인동의자 제외)

•수급증명서 및 주민등록등본 각 1부.

차상위 계층

•학교생활기록부 1부.(온라인동의자 제외)

•차상위계층 확인증명서 및 주민등록등본 각 1부.

 -  차상위 복지급여 수급 확인서(장애수당, 자활급여, 우선돌봄, 한부모가정지원 사업 대상자) : 시, 군, 구청, 주민센터 발급

 - 차상위본인부담경감 대상자 확인서 : 국민건강보험공단 발급

통일인재양성

(북한이탈주민)

•학교생활기록부 1부.(온라인동의자 제외)

•북한이탈주민등록 확인서 1부.

외국인

•학교생활기록부 1부.(온라인동의자 제외)

•외국계 고교 졸업자 : 아포스티유 또는 영사 확인 증명서(졸업) 1부.

•한국어능력시험(TOPIC) 3급 이상 합격증명서(외국인만 해당) 1부.

 ※ 별도 제출한 대입전형자료(학교생활기록부, 수능성적표 및 각종 증명서류)에 대하여 위�변조 사실이 발견될 경우, 입학이 취소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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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형방법08
가. 전형별 요약

전형유형 모집단위

요소별	반영비율	(%)

기타	세부기준
학생부

수
능

면
접

실
기

서
류교

과

비
교
과

일반전형

일반고전형

특성화고전형

전체학과

(면접학과 제외)
100

(학생부	반영방법)

1~3학년 전체 중 최우수 2개학기 적용(전체교과 반영)

항공서비스과 40 60

(학생부	반영방법)	

1~3학년 전체 중 최우수 2개학기 적용(전체교과 반영)

(면접내용) 본교 홈페이지 내 면접 예상(기출) 질문 공지 참조

성인친화전형

외식조리창업과

복지케어과

마케팅빅데이터과

100

(서류	반영방법)

학교생활기록부, 이력서, 자기소개서를 기반으로 학교생활 

충실도, 인성 및 지역 인재 성장가능성을 종합적으로 판단

글로벌인재전형

호텔관광과

항공서비스과

경영과 회계정보전공

마케팅과

호텔외식조리과

간호학과

100

(학생부	반영방법)

1~3학년 전체 중 최우수 2개학기 적용(전체교과 반영)

(공인영어성적)	가점

토익기준 500점 이상부터 가점

TOEFL(IBT), TEPS, NEWTEPS, TOEIC 중 택1 

공인영어성적 배점 기준표 참조

실기전형 실용음악과 20 80

(학생부	반영방법)

1~3학년 전체 중 최우수 2개학기 적용(전체교과 반영)

(실기고사	방법)

(보컬,	피아노,	Bass/Drum,	Guitar/관현악기) : 자유곡 1곡

(싱어송라이터)	: 본인 자작곡 1곡

(작곡/컴퓨터음악) : 전통화성 전반에 걸친 화성풀이

수능전형

전체학과

(면접학과 제외)
100

(수능	반영방법)

국수탐 택2(백분위 반영), 영어는 최대 10%까지 가산점 처리

(등급반영, 미응시자도 지원 가능)

항공운항서비스과 40 60

(수능	반영방법)	

국수탐 택2(백분위 반영), 영어는 최대 10%까지 가산점 처리

(등급반영, 미응시자도 지원 가능)

(면접내용)	본교 홈페이지 내 면접 예상(기출) 질문 공지 참조

내신전형

전체학과

(면접학과 제외)
100

(학생부	반영방법)

1~3학년 전체 중 최우수 2개학기 적용(전체교과 반영)

항공서비스과 40 60

(학생부	반영방법)

1~3학년 전체 중 최우수 2개학기 적용(전체교과 반영)

(면접내용)	본교 홈페이지 내 면접 예상(기출) 질문 공지 참조

정원외 

전문대졸이상

전체학과

(간호학과,

실용음악과 제외)

100 (서류) 전적대학(교) 성적 100%

간호학과 40 60
(서류)	전적대학(교) 성적 60%

(면접내용)	본교 홈페이지 내 면접 예상(기출) 질문 공지 참조

실용음악과 80 20

(서류)	전적대학(교) 성적 20%

(보컬,	피아노,	Bass/Drum,	Guitar/관현악기) : 자유곡 1곡

(싱어송라이터) : 본인 자작곡 1곡

(작곡/컴퓨터음악) : 전통화성 전반에 걸친 화성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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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원외 특성화고교 등을 

졸업한 재직자 전형

외식조리창업과

복지케어과

마케팅빅데이터과

100

(서류	반영방법)

학교생활기록부, 이력서, 자기소개서를 기반으로 학교생활 

충실도, 인성 및 지역 인재 성장가능성을 종합적으로 판단

정원외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전체학과

(실용음악과 제외)
100

(학생부	반영방법)

1~3학년 전체 중 2개학기 선택(전체교과 반영)

실용음악과 20 80

(학생부	반영방법)

1~3학년 전체 중 최우수 2개학기 적용(전체교과 반영)

(보컬,	피아노,	Bass/Drum,	Guitar/관현악기) : 자유곡 1곡

(싱어송라이터)	: 본인 자작곡 1곡

(작곡/컴퓨터음악) : 전통화성 전반에 걸친 화성풀이

정원외 농어촌학생

통일인재양성
전체학과 100

(학생부	반영방법)

1~3학년 전체 중 최우수 2개학기 적용(전체교과 반영)

정원외 외국인 전체학과 100 ※ 추후공지

나. 면접고사

일정안내

※ 우리대학 홈페이지에서 [면접장소 및 수험생 준수사항]을 반드시 확인하고 면접고사에 응시하여야 함

※ 면접대상 인원에 따라 면접 실시 기간이 연장 또는 단축될 수 있음

※	개인별	면접시간은	원서접수	후	면접예약시스템을	통해	선착순	예약	및	배정

	 (기간	내	미신청시	임의로	날짜	및	시간	배정)	

평가 ■ 적성, 태도, 학업계획

준비물 ■ 신분증 또는 학생증 ※	반드시	사진이	부착되어	있어야	함

복장

■ 면접에 적합한 단정한 복장으로 준비(교복 및 정장)

 •교복 : 고등학교 지정 교복, 교복 착용 시 운동화 착용 가능

 •정장 : 흰색 계통의 상의, 검정색 계통의 하의와 정장 구두

 •헤어 : 단정하게 정리(단발머리는 단정하게 고정, 긴 머리는 쪽머리 또는 포니테일)

기타 ■ 자기소개 준비(30초 분량) / 면접 예상(기출) 질문 : 본교 입학홈페이지 입시공지사항 참조

다. 실기고사

학과 실기과목	내용 비		고

실용

음악과

보컬

(가요, 성악, 재즈, 팝)

자유곡 1곡

• 실기시간은 심사위원이 충분히 심사하였다고 판단하면 중지할 

수 있음

• 필요한 경우 준비한 곡 외에 즉석에서 간단한 테스트도 실시할 

수 있음

•피아노, 드럼, 앰프 이외의 악기는 본인이 지참하여야 함

• 반주밴드(리듬섹션)는 본 대학에서 지원 가능하며, MR이나 

반주자 동반 가능

• 수시모집은 실기고사 성적이 최저학력기준   

(800점 만점 중 320점에 미달하는 경우 불합격 처리함)

•싱어송라이터 응시자는 본인 자작곡 악보 5부 현장 제출

악기

(피아노, Bass/Drum, Guitar/관현악기)

싱어송라이터 본인 자작곡 1곡

작곡/컴퓨터음악
전통화성 전반에 

걸친 화성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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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적 반영 방법09
가. 정원내 전형

전형구분 모집전형	및	학과 성적	반영방법 비고

일반전형

일반고전형

특성화고전형

전체학과

(면접고사, 실기고사 실시학과 제외)
내신 100%(600점)

•최우수 2개 학기 적용(자동반영)

•내신 기본점수 240점

항공서비스과 내신 40%(600점) + 면접 60%(900점)
•2개 학기 선택

•내신 기본점수 240점

성인친화

전형

외식조리창업과

복지케어과

마케팅빅데이터과

서류 100%(600점)

• 학교생활기록부, 이력서, 자기소개

서를 기반으로 학교생활 충실도, 

인성 및 지역 인재 성장가능성을 

종합적으로 판단

글로벌

인재전형

호텔관광과, 항공서비스과

경영과 회계정보전공, 마케팅과

호텔외식조리과, 간호학과

내신 100%(600점) + α (공인영어성적 가산점)

•최우수 2개 학기 적용(자동반영)

•내신 기본점수 240점

• 공인영어시험 배점 기준표에 의한 

가산점 부여(최대 30점, 선택사항)

실기전형 실용음악과 내신 20%(200점) + 실기 80%(800점)
•최우수 2개 학기 적용(자동반영)

•내신 기본점수 80점

수능전형

전체학과

(면접고사, 실기고사 실시학과 제외)

수능 100% [600점 만점 + α (영어 가산점)]

[최우수 영역 2개(600점) + 영어 가산(최대 60점)]
•최우수 2개 영역 반영

  (영어 제외 / 탐구영역은 백분위가 

가장 높은 1개 과목 반영)

• 영어-등급별 가산점 적용(선택사항

이므로 미응시자도 지원 가능)

•수능 기본점수 240점

항공서비스과

수능 40% [600점 만점 + α (영어 가산점)] 

+ 면접  60%(900점)

 [최우수 영역 2개(600점) + 영어 가산 최대(60점)] 

+ 면접 900점

내신전형

전체학과

(면접고사, 실기고사 실시학과 제외)
내신 100%(600점)

•최우수 2개 학기 적용(자동반영)

•내신 기본점수 240점

항공서비스과 내신 40%(600점) + 면접 60%(900점)
•최우수 2개 학기 적용(자동반영)

•내신 기본점수 240점

※ [일반고전형]	지원자 중 위탁교육과정(직업과정, 대안 교육과정, 위탁기관 등) 이수자의 경우 위탁과정 이 수학기 성적 미반영

 단, 성적반영 가능한 학기가 1학기만 존재할 경우 나머지 학기 성적은 9등급으로 반영

※	[특성화고전형]	지원자 중 위탁교육과정(직업과정,대안 교육과정, 위탁기관 등) 이수자의 경우 위탁과정 성적 1개 학기 이상 반영 필수

나. 정원외 전형

모집전형
성적	반영방법

(간호학과,	실용음악과	제외)
	간호학과 실용음악과

외식조리창업과	

복지케어과

마케팅빅데이터과

전문대졸 이상
전적대학(교)성적 

100%(600점)

전적대학(교) 성적 60%(600점) 

+ 면접 40%(400점)

전적대학(교) 성적 20%(200점) 

+ 실기 80%(800점) 
-

농어촌 학생 내신 100%(600점) - - -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내신 100%(600점) 내신 100%(600점)

내신 20%(200점) 

+ 실기80%(800점)
-

통일인재양성

(북한이탈주민)
내신 100%(600점) - - -

특성화고교 등을 

졸업한 재직자 전형
- - - 서류 100%(600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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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학교생활기록부 성적 반영

1)	반영비율	및	반영요소

모집구분 전형유형 졸업년도	구분
학생부	반영	학기 요소별	반영비율(%)

1-1 1-2 2-1 2-2 3-1 3-2 교과 출결 특별 봉사 기타

수시 전체학과
졸업예정자 2개 학기 선택

100% 반영 안함
졸업자 2개 학기 선택

정시 전체학과
졸업예정자

2개 학기 선택 100% 반영 안함
졸업자

2)	반영과목

전형유형

국민공통교과 선택교과
점수산출

활용지표반영

교과목수
반영방법 반영교과

반영

교과목수
반영방법 반영교과

전체 본인이 선택한 2개 학기 전과목 반영함

보통교과
이수단위

석차등급

전문교과

(성취평가제)

이수단위

원점수

과목평균

표준편차

※ 단, 이수단위, 석차등급, 원점수, 과목평균, 표준편차 등 활용이 불가하여 점수산출이 불가한 교과목은 제외됨

3)	교과성적	산출	방법

2022년 2월

졸업예정자

■ 내신성적 계산공식

 •[40 + 7.5 × (9-환산등급)] × 학과별 내신만점기준 / 100

■ 내신성적 계산방법 

 •환산등급 = (1학기 환산등급 + 2학기 환산등급) / 2

 •학기 환산등급 = (해당학기 과목별 환산등급 합) / (해당학기 이수단위 합)

 •과목별 환산등급 = (과목별 이수단위) × (과목별 석차등급)

 • 성취평가제에 따른 전문교과의 과목별 석차 등급은 과목별 원점수, 과목평균, 표준편차를 이용하여 표준점수(Z)를  

구하고, 표준점수에 대한 석차 백분율을 등급으로 적용함.

※ 표준점수(Z)는 소수점 셋째자리에서 반올림하여 둘째자리까지 사용함.

※ 석차등급 산출 :  표준점수(Z)에 따른 석차등급을 조건표에 따라 적용

2022년 2월전 

졸업자 및

검정고시출신자

■ 대학 자체 기준에 따름.

표준점수(Z) =
원점수 - 과목평균

표준편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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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수능 성적 반영

1)	반영비율

전형

유형

모집

단위

점수활용

지표

수학능력시험	영역별	반영비율
비고

국어 수학 영어 탐구 한국사

수능

전형

전체

학과

백분위 

(영어는 

등급 반영)

50% 50%

최대 

10% 

가산점

50%
응시

여부

-  영어를 제외한 최우수 백분위 2개 과목 (영역) 반영(100%) 

및 영어 가산점 (최대 10%, 등급반영) 

-  탐구영역은 사탐/과탐/직탐 중 최우수 백분위 1개 과목 반영

2)	수능성적	반영	점수	산출	방법

산출방법

■ 대상 : 전체학과

■ 반영방법 : 최우수영역 2개(600점) + 영어 가산점(최대60점) = 600점 만점(최대 660점까지 가능)

■ 최우수 2개 영역 산출방법 : [{80 + (최우수 2개영역 백분위 합 × 0.6)} / 2] × 600/100

영어가산점
등급 1~5등급 6등급 7등급 8등급 9등급

60점 만점 기준 60점 51점 42점 33점 24점

마. 서류평가 방법

전형구분 계열학과

서류

자기소개서

출결
산업체

경력
총계(%)세부

역량

지원동기 졸업	후	진로계획

①	인성/가치관

②	진실성		③	적극성

①	목표의식	

②	학업의지	③	도전정신

정원내 성인친화전형 외식조리창업과

복지케어과

마케팅빅데이터과

비율 40% 40% 20% - 100%

정원외 특성화고교 등을 

졸업한 재직자 전형
비율 30% 30% 20% 20% 100%

바. 동점자 처리 기준

1)	일반전형/일반고전형/특성화고전형/실기전형/내신전형/정원외전형(정원외	전문대졸이상	전형	제외)

■ 1순위 - 내신총점 우수자 순(1-1. 반영 2개학기 합 / 1-2. 최신 학기 / 1-3. 차순위 학기)

■ 2순위 - 이수단위 합 최고 순(2-1. 반영 2개학기 합 / 2-2. 최신 학기 / 2-3. 차순위 학기)

■ 3순위 - 이수과목수 합 최고 순(3-1. 반영 2개학기 합 / 3-2. 최신 학기 / 3-3. 차순위 학기)

■ 4순위 - 상위등급 과목수 합 최고 순(4-1. 반영 2개학기 합 / 4-2. 최신 학기 / 4-3. 차순위 학기)

2)	수능전형

■ 1순위 - 국어�수학 과목 중 백분위 우수자 순 (1-1. 최고점 / 1-2. 차점 / 1-3. 최저점)

■ 2순위 - 탐구영역 중 과목 백분위 우수자 순 (2-1. 최고점 / 2-2. 차점 / 2-3. 최저점)

■ 3순위 - 한국사 과목 등급 우수자 순 (3-1. 최고점 / 3-2. 차점 / 3-3. 최저점)

■ 4순위 - 영어 과목 등급 우수자 순 (4-1. 최고점 / 4-2. 차점 / 4-3. 최저점)

3)	정원외	전문대졸이상	전형

■ 1순위 - 전형총점 우수자 순 ■ 2순위 - 상위 학위 취득자

■ 3순위 - 전적대학 취득 성적이 높은 자 ■ 4순위 - 전적대학 취득 이수학점이 많은 자

4)	성인친화전형/특성화고교등을	졸업한	3년	이상	재직자	전형

■ 1순위 - 전형총점 우수자 순 ■ 2순위 – 자기소개서 총점 우수자 순

■ 3순위 - 자기소개서 지원동기 점수 우수자 순 ■ 4순위 - 자기소개서 졸업 후 진로계획 점수 우수자 순

■ 5순위 - 출결 총점 우수자 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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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격자 발표 및 등록10
구분 수시1차	 수시2차	 정시	

합격자 발표일 2021.10.29.(금) 2021.12.16.(목) 2022.2.8.(화)

예치금 등록 2021.12.17.(금) ~ 12.20.(월) 예치금 300,000원 -

최종 등록 2022.2.9.(수) ~ 2022.2.11.(금)

홈페이지 우리대학 홈페이지(www.jeiu.ac.kr) 접속 후 합격자 조회 클릭 → ‘로그인 조회’ 또는 ‘수험번호로 조회’ 선택 → 합격여부 조회

ARS 060-700-3311 발신 → 대학코드 ‘50’ 입력 → 합격여부 안내멘트 청취 

※ ARS를 통해 발표하는 합격자 발표는 소정의 수수료가 징수되오니 가급적 홈페이지에서 확인

※ 합격자 선정 전형처리 과정이 예정보다 일찍 완료될 경우 조기에 합격자를 발표할 수 있음.

수험생 유의사항12
가. 대입 복수지원 및 이중 등록 위반 주의<고등교육법 시행령 42조>

■ 전문대학은 수시모집 지원 6회 제한이 없음(4년제 대학만 해당)

■ 복수지원금지

	 •	수시모집에	합격한	자(최초합격자	및	충원합격자)는	등록(예치금	납부)하지	않았더라도	「정시모집	및	추사	모집」에	지원할	수	없음.	위반자는	입학	

후에라도	입학무효	처리됨.

■ 이중등록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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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중 등록 

사실이 확인되면 입학을 무효로 함.

 •전문대학(대학, 산업대학 및 교육대학 포함)과 특별법에 의해 설치된 대학·각종 학교 간에는 복수지원과 이중등록 금지원칙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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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원서접수 시 유의사항

■  우리대학 원서접수는 진학사어플라이, 유웨이어플라이(접수 대행업체)의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가입 절차에 따라 회원가입 후 개인정보 활용 동의를 

거쳐 접수해야 하며, 반드시	1개	업체에서만 접수해야 함.

 •전형료 : 25,000원(단, 면접 및 실기고사 실시학과 전형료는 35,000원)

 •정원외 전형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통일인재양성(북한이탈주민) 전형료 무료(※ 단, 인터넷 원서접수시 수수료 5,000원 발생)

 •미래창업학부(외식조리창업과, 복지케어과, 마케팅빅데이터과) 전형료 무료(※ 단, 인터넷 원서접수시 수수료 5,000원 발생)

 • 입학원서를 접수한 후에는 취소가 불가하며, 접수서류 및 전형료는 반환하지 않음(천재지변 및 질병에 의해 면접 또는 실기고사에 불참하여 불합격 

처리된 수험생이 전형료 환불 신청을 할 경우 우리대학 전형료 반환 기준에 의거 일부 전형료 반환 가능)

■ 일반고전형, 특성화고전형, 글로벌인재전형, 실기전형은 특별전형에 해당함.

■		지원자격에	해당하는	서류	및	학교생활기록부(온라인	동의자	제외)를	제출일까지	본	대학	입학학생지원팀에	제출하여야 하며, 미제출시 불합격 처리함. 

(단, 정원외 전형 통일인재양성 전형의 경우 학교생활기록부 미제출시 최저등급처리)

충원 등록11
충원합격자 

발표 및 등록 기간

■ 수시 : 2021.12.21.(화) ~ 12.29.(수) 21:00 

■ 정시 : 2022.2.12.(토) ~ 2.28.(월) 까지

안내사항
■ 합격자발표 후 미등록 및 등록포기자로 인하여 결원이 발생될 경우 성적순(예비합격순)에 따라 충원함.

■ 충원합격 통보 시 연락이 두절될 경우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으며, 등록을 포기한 경우 다음 후보자에게 자동 연락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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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락처를 잘못 기재하거나 변경되어 연락이 불가능하거나 연락 불능으로 인한 불이익이 발생되지 않도록 주의하기 바람.

	 ※		충원	시	연락	가능한	전화번호(추가연락처	포함)를	원서접수	시	정확히	입력해야	하며,	충원합격자	개별통보(전화충원)시	5회	이상	연락	시도에도	

연락이	안	되는	경우	불합격	처리하고	다음	순위자로	충원함.

다. 입시전형 일정 및 충원 합격자 발표

•우리 대학은 학업능력이 아닌 신체적, 정신적, 인종적 차이에 따른 특정 학생에 대한 입학차별이 없음.

•입학원서 및 추가 제출서류 위조 시 입학 후에라도 입학무효 처리함.

•수시모집에서	미충원	된	인원은	정시모집에서	선발함.

•모집인원이 미달되는 경우에는 다른 전형에서 성적순으로 충원함.

•‘대학 구조조정 및 정원조정’에 따라 모집학과 및 정원이 변경될 수 있음.

•전형일정은	지원자	현황에	따라	일부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	시	입학홈페이지를	통해	공지함	

•추후 전형별	모집인원이	변동될	수	있으므로, 지원 전 필히 본교	홈페이지	내	모집요강	확인을 요함.

•면접고사, 실기고사 불참자의 경우 고사성적을 ‘0점’ 처리 함.

•합격자 발표 후 미등록 및 등록포기자로 인하여 결원이 발생될 경우 성적순에 따라 충원함.

•신입생 모집요강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본 대학 입학전형관리위원회의 심의에 따라 처리함.

•검정고시 출신자는 본 대학 내신성적 처리기준에 의함.

•충원 합격자는 개별통보를 실시함.

•충원합격 통보 시 연락이 두절될 경우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으며, 등록을 포기한 경우 다음 후보자에게 자동 연락됨.

•원서접수 시에 본인이 입력한 개인정보는 합격자발표 ARS업체에 제공할 수 있음.

•입학원서에 기재한 사항의 오류 또는 첨부서류의 미비, 연락두절 등으로 인한 불이익에 대해서는 일체책임을 지지 않음.

•자세한 사항은 입학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시기 바라며, 미확인으로 인한 불이익은 지원자 책임임.

라. 코로나19 관련 안내

•코로나19	진행	상황에	따라	전형	일정,	면접	방법	등이	변경될	수	있음.

•변경사항	발생	시	입학홈페이지	공지	및	대상자	연락처로	문자	발송(연락처	오기로	인한	불이익은	지원자	책임임)

등록포기 및 환불안내13
■ 등록기간 내에 고지서에 명시되어 있는 지정은행 전국지점에 납부하여야 함.

■  등록기간 내에 납부한 등록금의 환불은 반환기일(학기 개시일)까지는 전액을 반환하며, 반환기일 후 포기자는 교육부령 ‘학교 수업료 및 입학금에 

관한 규칙’에 의거하여 반환함.

■ 등록금 환불은 대학방문 및 홈페이지에서 인터넷으로 신청이 가능하며 환불 신청한 다음 날 원서에 기재된 은행 계좌로 입금됨.

■ 토요일과 일요일은 은행휴무로 환불하지 않음.

※ 입학전형료의 반환과 관련한 안내 : 고등교육법 시행령

■ 제42조의3(입학전형료) ② 법 제34조의 4제 4항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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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사항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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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0일  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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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⑤  대학의 장은 제4항에 따른 반환 방법 중 반환 대상자가 금융기관의 계좌로 이체하는 방법을 선택하는 경우에는 반환할 금액에서 금융기관의 

전산망을 이용하는데 드는 비용을 차감하고 반환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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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학전형료의 반환과 관련한 안내 : 고등교육법 시행령

■  입학전형 종료 후 전형료 수입 대비 지출에 따른 잔액이 발생할 경우 전형료를 납부한 수험생에게 납부한  전형료(원서접수 수수료 제외)에 비례

하여 반환할 수 있음.(단, 은행 송금 수수료가 반환해야 할 금액과 같거나 초과할 때에는 반환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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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학제도 안내14

장학종류 선발기준
장학금액

(1인	기준)

수혜

인원

선발시기	및	

지급
대상학과 선정방법

신입생 

입학 성적 

우수 장학금

•입학성적 전체 수석 학생

 -  단, 1학년 2학기부터는 직전학기 

성적 4.0 이상자에 한하여 지급

 등록금 전액(4개 학기)

(단, 1학년 2학기부터 직전

학기 평점4.0 이상)

1명

입학시 성적우수 

학생 선발 

(최초 합격자 

등록 시 감면고지)

전체학과 

최초

합격자 중 

학과별로 

성적순 선발

•입학성적 전체 차석 학생

 -  단, 1학년 2학기부터는 직전학기 

성적 4.0 이상자에 한하여 지급

등록금 전액(2개 학기)

(단, 1학년 2학기부터 직전

학기 평점4.0 이상)

1명

•학과별 수석학생
1학년 1학기 

등록금 전액
1명

•AI우수인재

 (성인친화전형, 글로벌인재전형 제외)

1학년 1학기

등록금 전액

모집

인원의 

20%

미래창업

성인학습

장학금

•미래창업학부 입학한 학생 등록금 전액(2개 학기)
모집

인원
학기 중

외식조리창업과

복지케어과

마케팅빅데이터과

한국장학재단 

국가장학금 

신청 필수

재학생

성적우수장학금, 간부장학금, 복지장학금, 보훈장학금, 교직원 복지장학금, 성적향상장학금, 학사학위과정전공심화장학금, 재능

사랑나눔장학금, 모범학생장학금, JEI Start프로그램우수장학금, 재능사랑장학금, 재능한가족장학금, 취업장려장학금, 근로

장학금, EWE마일리지장학금, 봉사장학금, CashBack장학금, 어학프로그램우수장학금, 편입학장학금, JEI서비스자격인증제

장학금 등

교외

장학금

푸른등대기부장학, 인천비전협회, 한국방정환재단, 성혜장학회, 하림장학재단, 시흥시교육청소년재단, 약손명가, 여리한다이어트, 

재환회, 이승후장학, 푸른등대삼성기부, 투어파크, 뷰티플휴먼, 케이티그룹, 크는나무스포츠, 트래비스, 유니스타, 대한통운, 

무라야마장학, 메디치이앤에스, 김영탁장학, 유코리아, 장태성장학, 조중헌장학, 연수김안과의원, 김희수(프레스타지), 오진수 

아트코스장학, SK인천석유화학, 교수장학, 직원장학, 한우리장학재단, 정호이엔씨장학(최호선), 다우리유통장학 등

※ 신입생 장학금의 경우 등록금 우선감면 원칙이며, 등록금 이내 지급

※ 장학생은 정원내전형(수시/정시)으로 선발하며, 동점자 처리기준은 신입생 선발과 동일함.

※ 장학생 중 미등록자 및 입학 포기한 경우 추가로 재선발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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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서접수 필수 확인 사항15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에 대한 동의

인천재능대학교는 현장접수로 대입 원서접수 및 전형과정을 운영하고 있으며, ㈜유웨이어플라이, ㈜진학어플라이는 인천재능대학교의 위탁을 받아 

지원자의 대입 원서접수 및 대입 전형과정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대입 원서접수 및 대입 전형과정에서 수집된 지원자의 개인정보는 아래와 같은 

범위 내에서 처리되며 그 과정에서 대학 및 수탁자인 ㈜유웨이어플라이, ㈜진학어플라이는 「개인정보 보호법」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아래 기재된 

수집 항목, 목적, 보유 및 이용기간 범위 내에서 처리됩니다.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에 대한 동의(필수)

목적 항목 보유기간

대입 원서 접수 및

대입 전형

이름, 주민등록번호(재외국민과 외국인 전형 등의 경우 : 외국인등록번호 또는 여권번호) 

모집단위(지망학과), 국적, 공통원서비밀번호, 주소, 전화번호, 휴대전화번호, 추가전화번호

(1개), 이메일, 학교정보(최종학력구분, 재학/출신 고교명, 졸업(예정)연도, 고교 전화번호)

처리목적 달성 시까지

■ 개인정보 보유기간의 경과, 처리목적 달성 등 개인정보가 불필요하게 되었을 때에는 지체 없이 해당 개인정보를 파기합니다.

■ 입학자에 한해 학사행정업무(학사, 취업관리, 현장실습, 봉사활동, 통계, 병역, 장학, 학생상담, 설문 등)에 이용됩니다.

■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동의자에 한하여 원서접수 및 입학정보 안내(문자, 전화, 우편, 전자우편 등)를 제공합니다.

■ 출신고교의 원활한 진학관리를 위하여 교사에 한해 각 해당 고교 학생별 지원·합격·등록 현황을 제공합니다.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에 대한 동의(선택)

목적 항목 보유기간

대입 원서 접수 및 대입 전형 추가전화번호(1~4개), 환불계좌정보(은행명, 계좌번호, 예금주 이름), 자기소개서 처리목적 달성 시까지

고유식별정보 수집 및 이용에 대한 고지사항

※ 고등교육법시행령 제73조에 따라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아래의 개인정보를 수집 및 이용합니다.

개인정보	처리사유 개인정보	항목 수집	근거

대입 원서 접수 및 대입전형
주민등록번호

(재외국민과 외국인 전형 등의 경우 : 외국인	등록번호 또는 여권번호)

고등교육법시행령 제73조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개인정보 취급 위탁에 대한 동의

대입 원서 접수 및 대입 전형을 위해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를 위탁하고 있으며, 관계 법령에 따라 위탁 계약 시 개인정보가 안전하게 관리될 수 있도록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대입 원서 접수 및 대입 전형 과정에서 개인정보의 위탁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지원하시는 각 대학의 입학처 홈페이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지원자(만14세미만의	경우,	법정대리인)는	개인정보의	수집	및	이용에	동의하십니까?

           동의함      동의하지 않음

※ 개인정보의 수집 및 이용 동의에 대해 거부할 수 있으나 동의 거부 시 대입원서 접수의 제한이 있을 수 있습니다.

지원자(만14세미만의	경우,	법정대리인)는	개인정보의	수집	및	이용에	동의하십니까?

           동의함      동의하지 않음

※ 개인정보의 수집 및 이용 동의에 대해 거부할 수 있으나 동의 거부 시 대입원서 접수의 제한이 있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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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탁업체 위탁업무	내용
위탁업무처리	

개인정보항목

개인정보의	

보유·이용기간
기타

한국교육학술정보원
학교생활기록부 

온라인 추출
이름, 주민등록번호

처리목적 달성 시 또는 

위탁계약 종료 시까지

한국교육학술정보원
검정고시 대입전형

자료 온라인 추출
이름, 주민등록번호, 합격정보, 과목성적정보

처리목적 달성 시 또는 

위탁계약 종료 시까지

한국교육과정평가원 수능성적 온라인추출 이름, 주민등록번호
처리목적 달성 시 또는 

위탁계약 종료 시까지

한국대학교육협의회/

한국전문대학교육협의회

지원방법위반 및 이중

등록 조항 위반자 사전 

예방, 위반자에게 통보

모집시기, 이름, 주민등록번호(재외국민과 외국인 

전형 등의 경우 : 외국인등록번호 또는 여권번호), 

수험번호, 대학코드, 합격/예치금구분, 접수장소, 

접수일자, 지원결과, 전형유형, 모집단위명, 계열

코드, 출신고교코드, 출신고교유형코드, 졸업연도, 

등록일자구분

처리목적 달성 시 또는 

위탁 계약 종료 시까지

고등교육법 

시행령제42조, 

제42조의2

한국대학교육협의회
수시 모집 지원 횟수 

검색 및 통보

대학코드, 모집시기, 수험번호, 이름, 주민등록

번호(재외국민과 외국인 전형 등의 경우 : 외국인

등록번호 또는 여권번호), 모집단위명, 접수시간, 

접수장소, 합격여부, 예치금납부여부

처리목적 달성 시 또는 

위탁계약 종료 시까지

주민번호 :

암호화된 상태로 

제공

한국대학교육협의회/

한국전문대학교육협의회

지원자의 자기소개서, 

교사추천서의 유사도 

검색 및 대학 통보

대학코드, 수험번호, 이름, 주민등록번호(재외국민

과 외국인 전형 등의 경우 : 외국인등록번호 또는 

여권번호), 고교코드, 자기소개서, 교사추천서

처리목적 달성 시 또는 

위탁계약 종료 시까지

주민번호 :

암호화된 상태로 

제공

한국대학교육협의회

표준 공통원서접수시스

템 관련 대입원서접수

정보 연계

이름, 주민등록번호(재외국민과 외국인 전형 등

의 경우 : 외국인등록번호 또는 여권번호), 국적, 

공통원서비밀번호, 주소, 전화번호, 휴대전화

번호, 추가전화번호, 이메일, 모집단위(지망학과), 

학교정보{최종학력구분, 재학/출신 고교명, 졸업

(예정)연도, 고교 전화번호}, 은행명, 예금주 이름, 

계좌번호, 자기소개서(고교 학업 노력 및 경험 

내역, 고교 교내 활동 내역, 고교 배려나눔 협력

갈등 내역, 대학별 자율문항)

※ 즉시 연계 

수행함으로 

개인정보 

보유하지 않음

한국대학교육협의회 개인정보보호 모니터링
ID, 접속정보, 개인민감정보 복호화 내역, 

접속IP주소

처리목적 달성 시 또는 

위탁계약 종료 시까지

개인정보보호를 

위한 필수사항

한국대학교육협의회 대학원서 일치성 검사
대학명, 수험번호, 성명, 모집단위, 전형유형, 

접수기간

처리목적 달성 시 또는 

위탁계약 종료 시까지

대학원서접수

대장의 원서

일치성 검사 

서비스를 위한 

필요 사항

한국대학교육협의회

고등학교 졸업예정자 중 

졸업자격 미취득자의 

대학 진학 현황 검색 

및 후속조치

고교명, 고교졸업자격 미취득사유, 수능응시

여부, 이름

고등교육법 제33조 

근거 수집 및 

활용종료 시 까지

한국대학교육협의회

수능시험 대리응시자 

확인을 위한 수능응시

원서 요청 명단 수합

학력정보(출신고교, 검정고시, 기타수능응시

자격정보), 수능수험번호, 이름

고등교육법 제34조 

근거 수집 및 

활용종료 시 까지

㈜유웨이어플라이, 

㈜진학어플라이
대입원서접수대행

이름, 주민등록번호(재외국민과 외국인 전형 등

의 경우 : 외국인등록번호 또는 여권번호), 국적, 

공통원서비밀번호, 주소, 전화번호, 휴대전화

번호, 추가전화번호, 이메일, 모집단위(지망학과), 

학교정보{최종학력구분, 재학/출신 고교명, 졸업

(예정)연도, 고교 전화번호}, 은행명, 예금주 성명, 

계좌번호,자기소개서(고교 학업 노력 및 경험 

내역, 고교 교내 활동 내역, 고교 배려나눔 협력

갈등 내역, 대학별 자율문항)

처리목적 달성 시 또는 

위탁계약 종료 시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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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티스소프트

(ARS 업체)

합격자발표 및 충원/

환불 대행 업체

모집시기, 성명, 수험번호, 대학코드, 합격/예치금

구분, 접수장소, 접수일자, 지원결과, 전형유형, 

모집단위명, 모집차수, 계열코드, 출신고교코드, 

졸업연도, 등록일자구분, 제3자정보제공동의

여부, 핸드폰번호, 전화번호, 기타 연락처, 계좌

번호, 은행명

처리목적 달성 시 또는 

위탁계약 종료 시까지

㈜상상인커뮤니케이션

(서비스 업체)

카카오톡을 통한 

알림톡 메시지 안내
성명, 전화번호, 모집시기명, 모집단위명

처리목적 달성 시 또는 

위탁계약 종료 시까지

한국장학재단
국가장학신청, 

학자금 대출
이름, 주민번호, 지원학과, 납부여부

처리목적 달성 시 또는 

위탁계약 종료 시까지

주민번호 :

암호화된 상태로 

제공

신한은행 예치금 및 등록금 납부 이름, 수험번호, 가상계좌번호, 금액
처리목적 달성 시 또는 

위탁계약 종료 시까지

주민번호 :

암호화된 상태로 

제공

지원자(만14세	미만의	경우,	법정대리인)는	개인정보	처리	위탁에	동의하십니까?

  동의함      동의하지 않음

※ 개인정보 처리 위탁에 대해 거부할 수 있으나 동의 거부 시 대입 원서 접수의 제한이 있을 수 있습니다.

※ 주의 :  2014년 2월 전 졸업자, 2014년 2월 이후 졸업자 중 온라인 제공 비대상교 및 비동의자, 검정고시 온라인 제공 비동의자의 경우 학교생활

기록부를 해당 대학에 직접 제출하여야 합니다(온라인 제공 불가).

개인정보 제3자 제공에 대한 동의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고 있습니다.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

제공받는	자의

개인정보	이용목적

제공하는

개인정보	항목

제공받는	자의	

보유�이용기간
기타

지원자 출신 고등학교 진학 자료 제공 성명, 등록 대학, 모집 단위명 처리목적 달성시까지

지원자(만14세	미만의	경우,	법정대리인)는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에	동의하십니까?

           동의함      동의하지 않음

※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에 대해 거부할 수 있으며 거부 시에도 대입 원서를 접수할 수 있습니다.

대입 지원 위반 안내 확인

■  수시모집에서 합격자(최초, 충원)는 수험생의 등록의사와 관계없이 합격으로 처리되며, 수시 최초 합격자나 충원 합격자는 정시모집 또는 추가

모집에 지원이 불가합니다.

■  수시모집 등록금을 2개 이상의 대학에 납부한 경우(등록예치금 납부도 정식등록으로 처리), 이중등록 금지 위반으로 모든 대학의 입학이 취소

됩니다.

■ 동일 대학의 모집군이 같은 모집단위(계열/학과/전공)에 복수지원을 금지하며, 이를 위반한 경우에는 대입지원 위반자로 대학 입학이 취소됩니다.

■  학년도와 학기가 동일한 2개 이상의 대학에 합격한 자는 최종적으로 하나의 대학에만 등록해야 하며, 이를 위반한 경우에는 이중등록 금지 위반

으로 모든 대학의 입학이 취소됩니다. 

■ 최종 등록마감 후, 모든 대학 지원자의 지원/합격/등록 자료를 전산 검색하여 “대입지원 위반자”로 검출되는 경우에는 대학 입학이 취소됩니다.

위	내용을	확인하셨습니까?		  확인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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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 확인 및 지원 자격, 전형 일자 확인

■ 이 원서는 지원자 본인만 작성하여 지원할 수 있습니다. 차후 이를 위반한 경우에 대학 입학 무효 등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지원 대학의 모집요강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전형일자가 동일한 모집군에 지원하였는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모집요강의 지원 자격 및 최저학력기준 등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위	내용을	확인하셨습니까?		  확인함

대입 허위지원 방지와 지원 자격 조작 방지에 관한 확인

■ 대입 허위지원을 할 경우 형법상 업무방해죄에 해당되며 이에 따라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 특별전형 지원 시 지원 자격이 허위인 것으로 밝혀진 경우 합격이 취소됩니다.

위	내용을	확인하셨습니까?		  확인함

대입 수시모집 합격 확인

본인은	2022학년도	수시모집에	지원하여	합격(최초합격,	충원합격)한	사실이	있습니까?	

	  예   아니오

※ 대입 수시모집에 지원하여 합격한 경우 대입 정시모집에 지원할 수 없습니다.

대입지원위반사항 및 학생부 유의사항

복수지원	및	이중등록	위반	주의

1.	관련	근거	:	고등교육법시행령	제42조	및	제42조의2,	3

2.	복수지원	및	이중등록	금지를	위반하면	입학이	취소됨

3.	주의사항

 가. 복수지원 허용범위 : 수시모집 대학(산업대학, 교육대학, 전문대학 포함)에 있어서 전형기간이 같아도 복수지원이 가능함.

	 나.		수시모집에	합격한	자(최초합격자	및	충원합격자)는	등록(예치금	납부)하지	않았더라도	정시모집,	추가모집에	지원할	수	없으며	

이를	위반시	입학이	무효됨.

 다. 수시모집 시 1개 이상의 대학에 합격한 자는 반드시 1개의 대학에만 등록 가능함.

 라.  정시모집 기간 중 전문대학 간, 전문대학과 4년제 대학 간에 복수지원이 가능하며 4년제 대학의 정시모집에 지원하여 합격하였

을 경우에도 전문대학에 지원 가능함.

 마. 이중등록과 입학지원방법을 위반한 자는 추후 전산자료를 검색하여 확인될 경우 입학 무효 처리됨.

대입전형	자료	온라인	제공	안내	및	유의사항

■	제공개요	: 학생부자료 온라인제공에 동의한 자의 대한 학생부 자료를 지원대학에 온라인으로 송부

■	제공대상	: 2014년 2월 ~ 2022년 2월 졸업(예정)자 중 온라인제공 대상교 출신자(교육과정 등의 이유로 일부 학교 제외)

 ※ 조기졸업자 및 조기졸업예정자 포함

	 ※	온라인제공	비동의자,	온라인제공	비대상교	출신자,	2014년	2월	전	졸업자는	지원대학에	학생부	사본	제출

 ※ 대학수학능력시험 : 2022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응시자 중 온라인제공 비동의자는 성적표, 성적증명서 등을 지원대학에 제출

■	학생부자료	온라인	제공	동의	방법

 ※ ON-LINE 접수자 : 인터넷 창의 매뉴얼에 따라 동의 여부 표시

 ※ OFF-LINE 접수자 : 원서에 기재되어 있는 동의 여부 란에 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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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과명

면

접

/

실

기

수시1차 수시2차 정시

일반고전형 특성화고전형 일반고전형 특성화고전형 수능전형 내신전형

내신	등급 내신	등급 내신	등급 내신	등급 수능	백분위 내신	등급

평균 최저 경쟁률 평균 최저 경쟁률 평균 최저 경쟁률 평균 최저 경쟁률 평균 최저 경쟁률 평균 최저 경쟁률

세무회계과
[경영과 경영서비스전공]

6.41 7.76 4.04 5.47 7.16 9.17 6.37 7.84 4.06 6.10 7.04 8.5 44.50 38.00 14 5.55 7.13 0.88
세무회계과

[경영과 회계정보전공]

마케팅경영과
[마케팅과]

5.86 8.07 8.08 5.52 6.7 9.17 6.53 8.04 6.17 5.09 5.98 11.5 31.13 12.00 15.75 5.18 6.62 2.14

스마트유통물류과
[유통물류과]

6.62 8.49 3.4 5.58 7.31 7 5.69 7.14 3 4.91 6.68 6.6 - - 8.2 5.59 6.19 0.51

유아교육과 5.14 6.18 7.55 3.88 4.48 9.67 5.31 6.31 5.52 3.69 4.09 9.67 45.83 31.00 13.8 3.43 3.43 19

아동보육과 5.98 7.63 5.94 5.48 6.88 7.1 6.79 7.79 4 5.5 6.85 6 - - 25 5.49 6.81 0.83

사회복지과 5.9.0 8.07 7.91 4.47 5.99 6.89 6.01 7.96 5.69 4.51 6.43 9.8 31.90 18.50 11.14 - - 4.67

항공운항서비스과
[항공서비스과]

◈ 5.98 7.48 11.66 5.86 6.57 7.4 6.10 7.67 7.58 5.80 8.34 8 9.50 9.50 2.5 8.25 8.25 0.56

호텔관광과 6.63 8.18 5.31 5.41 7.57 12.75 6.73 8.23 4.77 6.41 8.21 12.6 20.50 20.50 9.6 5.73 5.73 0.8

간호학과 2.68 3.17 20.55 - - - 2.62 3.05 17.64 - - - 75.62 70.50 19.17 - - -

보건의료행정과
[학제변경 2년제→3년제]

5.69 6.78 10.24 5.65 7.56 7.8 5.66 7.31 8.35 4.42 5.30 8 41.00 21.50 20.75 4.50 4.73 21

건강관리과 5.88 8.68 5.2 6.44 8.46 4.8 6.31 8.35 4 5.20 7.69 6.75 45.67 33.50 7.8 5.57 5.57 2.7

송도바이오생명과
[신설학과]

- - - - - - - - - - - - - - - - - -

송도바이오과 5.68 6.95 5.08 3.51 4.54 7.6 5.38 6.93 5.3 3.29 3.86 8 62.90 54.00 24 3.46 3.46 22

바이오코스메틱과 5.74 8.19 3.28 4.64 6.89 9.4 6.15 7.31 2.95 4.99 6.51 5 60.00 60.00 10 6.33 6.73 0.83

호텔외식조리과 6.34 8.46 5.08 3.99 5.31 11.29 6.67 8.38 5.23 3.84 5.61 14.33 36.83 19.00 7.2 6.27 6.27 7.5

인공지능컴퓨터정보과
[AI컴퓨터정보과]

[학제변경 2년제→3년제]
6.39 7.52 6.2 4.34 6.14 6.6 6.18 7.04 4.55 5.59 6.10 8 45.63 37.50 15.5 5.47 6.26 1.72

인공지능전자과
[AI응용전기전자과]

6.96 8.20 2.73 5.08 6.06 5.7 6.60 7.49 2.37 4.69 6.46 4.88 49.75 39.50 14.33 5.85 7.43 0.74

인공지능정보통신과
[AI정보통신과]

6.64 8.12 3.41 6.23 7.31 3.75 7.23 7.39 2.44 5.41 8.46 4.57 40.00 29.50 12.8 7.29 7.94 0.83

인공지능융복합과
[AI융복합과]

6.07 8.39 2.83 - - 4.8 6.38 8.40 2.57 6.19 7.42 6.75 17.50 10.50 17.67 5.83 7.05 1.4

실내건축과
[실내건축디자인과]

5.69 7.41 6.76 4.88 6.44 8.2 6.53 7.66 4.85 5.23 6.35 9.6 43.00 42.50 15.75 5.59 7.37 2.44

뷰티아트과 5.87 8.43 8.6 3.43 3.97 16.6 6.29 8.07 5.7 3.71 4.10 13.33 18.50 18.50 5.2 - - 4

사진영상미디어과 5.96 7.80 8.33 4.55 5.17 7.6 6.19 6.82 6 4.17 5.52 9.33 - - 10.4 - - 6.5

외식조리창업과
[신설학과]

- - - - - - - - - - - - - - - - - -

복지케어과[신설학과] - - - - - - - - - - - - - - - - - -

머케팅빅데이터과
[신설학과]

- - - - - - - - - - - - - - - - - -

실용

음악과

보컬

◈

평균 최저 경쟁률 평균 최저 경쟁률

- 5.44 7.59 13

피아노

Bass/Drum
5.77 6.65 10 5.64 8.28 4.1

Guitar

작곡/
컴퓨터음악

[실지전형] 일반고/특성화고 구분 없음

※ 실용음악과 종목(보컬, 악기 등) 구분없이 모집

※※ 면접고사 및 실기고사 점수가 포함되지 않음으로 평균점수가 최종점수보다 낮을 수 있음

전년도 성적 현황별첨



58 /2022 인천재능대학교 신입생모집요강

배점
TOEFL

(IBT)
TEPS

NEW

TEPS
TOEIC

30

120 941~990 556~600 990

119 931~940 547~555 -

118 922~930 541~546 -

117 912~921 533~540 985

116 902~911 527~532 975~980

115 891~901 515~526 970

114 879~890 508~514 965

113 866~878 499~507 960

112 853~865 490~498 955

111 840~852 481~489 945~950

110 828~839 470~480 940

109 815~827 462~469 930~935

108 803~814 455~461 925

107 791~802 445~454 915~920

106 778~790 437~444 910

105 766~777 430~436 900~905

25

104 754~765 421~429 895

103 742~753 415~420 885~890

102 731~741 406~414 880

101 720~730 399~405 870~875

100 710~719 392~398 865

99 700~709 385~391 855~860

98 690~699 380~384 850

97 682~689 375~379 845

96 673~681 371~374 835~840

95 665~672 364~370 830

94 657~664 359~363 820~825

93 650~656 355~358 815

92 642~649 351~354 805~810

91 635~641 347~350 800

20

90 627~634 341~346 790~795

89 620~626 337~340 785

88 613~619 333~336 775~780

87 607~612 330~332 770

86 600~606 327~329 760~765

85 593~599 322~326 750~755

배점
TOEFL

(IBT)
TEPS

NEW

TEPS
TOEIC

20

84 586~592 318~321 745

83 579~585 314~317 735~740

82 571~578 309~313 725~730

81 564~570 305~308 715~720

80 556~563 301~304 705~710

15

79 549~555 295~300 695~700

78 541~548 292~294 680~690

77 534~540 287~291 670~675

76 527~533 284~286 660~665

75 521~526 281~283 655

74 514~520 278~280 645~650

73 508~513 273~277 635~640

72 502~507 269~272 630

71 496~501 266~268 620~625

70 490~495 262~265 615

69 484~489 259~261 605~610

10

68 478~483 256~258 595~600

67 471~477 252~255 585~590

66 465~470 249~251 575~580

65 459~464 246~248 565~570

64 453~458 242~245 555~560

63 447~452 239~241 545~550

62 442~446 236~238 540

61 436~441 233~235 530~535

60 431~435 229~232 525

59 426~430 226~228 515~520

58 421~425 223~225 510

57 417~420 221~222 505

56 413~416 219~220 500

0

55 409~412 216~218 490~495

54 405~408 214~215 485

53 402~404 213 480

52 398~401 210~212 475

51 395~397 208~209 -

50 391 이하 207 이하 470미만

글로벌인재전형 공인영어시험 배점기준표별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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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래 전형을 지원하는 미래창업학부(외식조리창업과, 복지케어과, 마케팅빅데이터과) 지원자만 작성합니다.

☐ 성인친화전형 ☐ 특성화고교 등을 졸업한 재직자 전형 

자 기 소 개 서

■	유의사항

1. 흑색 필기구(연필 제외)를 사용하여 자필로 작성하거나 워드프로세서로 작성하십시오.

2. 자기소개서의 모든 항목(Ⅰ, Ⅱ, Ⅲ)은 지원자가 반드시 작성하여야 합니다.

3. 자기소개서 문항 답변에서 필요시 행을 추가하거나 별지 작성 첨부해도 무방합니다.

4. 자기소개서의 기술내용과 관련한 증빙자료가 있다면 첨부하여 제출하여 주십시오. 

5. 모든 서류는 원본으로 제출하여야 하며, 필수 서류 미제출시 입학 사정에서 제외됩니다.

6. 접수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으며, 원서접수 완료 이후에는 접수된 사항에 대해 수정할 수 없습니다. 

Ⅰ.	지원자	인적사항

성	명 생년월일 지원학과

지원전형

(※필수 선택)

정원 내 성인친화전형 (       )

정원 외 특성화고교 등을 졸업한 재직자 전형 (       )

※ 지원하고자 하는 전형에 ◯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Ⅱ.	서약서

2022학년도	신입생	모집

자기소개서 및 이력서(대학 제공 양식)별첨

서   약   서

본 자기소개서의 내용은 사실에 입각하여 본인이 직접 작성하였으며, 사실을 과장하거나 조작하였을 경우 평가과정에서 

불이익을 받게 되며, 합격 이후에라도 허위가 드러나면 합격 또는 입학이 취소될 수 있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지원자     서명 혹은 날인

인천재능대학교 총장 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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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자기소개서

1. 지원학과로의 진학을 희망하시는 이유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① 인성/가치관 ② 진실성 ③ 적극성 위주로 작성 바람)

2022학년도	신입생	모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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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학교 졸업 후의 진로 및 취업 계획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① 목표의식 ② 학업의지 ③ 도전정신 위주로 작성 바람)

2022학년도	신입생	모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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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래 전형을 지원하는 미래창업학부(외식조리창업과, 복지케어과, 마케팅빅데이터과) 지원자만 작성합니다.

☐ 성인친화전형 ☐ 특성화고교 등을 졸업한 재직자 전형 

이   력   서

■	유의사항

1. 흑색 필기구(연필 제외)를 사용하여 자필로 작성하거나 워드프로세서로 작성하십시오.

2. 이력서의 모든 항목(Ⅰ, Ⅱ, Ⅲ)은 지원자가 반드시 작성하여야 합니다.

3. 이력서 문항 답변에서 필요시 행을 추가하거나 별지 작성 첨부해도 무방합니다.

4. 이력서의 기술내용과 관련한 증빙자료가 있다면 첨부하여 제출하여 주십시오. 

5. 모든 서류는 원본으로 제출하여야 하며, 필수 서류 미제출시 입학 사정에서 제외됩니다.

6. 접수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으며, 원서접수 완료 이후에는 접수된 사항에 대해 수정할 수 없습니다.

Ⅰ.	지원자	인적사항

성	명 생년월일 지원학과

지원전형

(※필수 선택)

정원 내 성인친화전형 (       )

정원 외 특성화고교 등을 졸업한 재직자 전형 (       )

※ 지원하고자 하는 전형에 ◯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Ⅱ.	서약서

2022학년도	신입생	모집

서   약   서

본 자기소개서의 내용은 사실에 입각하여 본인이 직접 작성하였으며, 사실을 과장하거나 조작하였을 경우 평가과정에서 

불이익을 받게 되며, 합격 이후에라도 허위가 드러나면 합격 또는 입학이 취소될 수 있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지원자     서명 혹은 날인

인천재능대학교 총장 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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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이력사항

1. 학력 사항

졸업년월일 학교명 학과명

yyyy.mm.dd.	~	yyyy.mm.dd. ◯◯고등학교

2. 경력 사항

기간 근무개월수 회사명 직책 부서 업무내용

yyyy.mm.dd.	~	

yyyy.mm.dd.
◯◯년	◯◯개월

2022학년도	신입생	모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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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농어촌학생 특별전형을 지원하는 지원자만 작성합니다.

농어촌학생 학교장 추천서 

(지원자격 확인서)

인적사항

성     명 유형구분 <유형1> ▢ / <유형2> ▢

지원학과

생년월일 연락처

지원자격

•	<유형1> 농어촌지역(읍�면지역) 또는 도서�벽지지역(태백시 포함)에 소재한 학교에서 중�고등학교의	모든	교육과정을 이수한 

졸업(예정)자로서, 중�고등학교 재학기간 동안 학생	본인,	부,	모가	모두 농어촌지역 또는 도서�벽지지역에 연속하여 거주한 자

•	<유형2> 농어촌지역(읍�면지역) 또는 도서�벽지지역(태백시 포함)에 소재한 학교에서 초�중�고등학교의	모든	교육과정을 

이수한 졸업(예정)자로 초�중�고등학교 재학기간 동안 학생	본인이 농어촌지역 또는 도서�벽지지역에 연속하여 거주한 자

초·중·고등학교	재학사항

학교명 재학기간(전출사항 포함) 학교주소(정확한 주소 기재)

초등학교  도(시) 군(구) 읍·면(동) 

초등학교  도(시) 군(구) 읍·면(동) 

중학교  도(시) 군(구) 읍·면(동) 

중학교  도(시) 군(구) 읍·면(동) 

고등학교  도(시) 군(구) 읍·면(동) 

고등학교  도(시) 군(구) 읍·면(동) 

거주지	정보(초등학교	1학년	입학일	부터	작성)

구분 거주기간 거주지역(주민등록 초본상의 거주지)

지원자의

주소변동 내역

 도(시) 군(구) 읍·면(동) 

 도(시) 군(구) 읍·면(동) 

 도(시) 군(구) 읍·면(동) 

위 학생은 고등교육법시행령에 규정하고 있는 농어촌학생 특별전형 대상자로 인정되어 추천합니다.

        년 월 일

   학교주소 :

   전화번호 :

        고등학교장 (직인)

인천재능대학교 총장 귀하

 ※ 재학사항 및 거주지 정보와 관련하여 필요한 경우 행을 추가하여 기재할 수 있음.

 ※ 서류 위조 시 합격이후에도 불합격 처리함.

농어촌학생 학교장 추천서별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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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단	교육환경을	자랑하는	강의·실습	시설	등	각	건물에	

다양한	휴게공간과	편의시설로	학생의	직무능력을	높인	대학생활의	즐거움을	더합니다.

인천재능대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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