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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C대학교는 기독교 진리를 바탕으로 한 일치, 자유, 사랑을 실천합니다. 

익숙하게 편안한, 차별화 되지 않은 길을 가는 인재가 아닌, 

역동적으로 도전하고 새로운 세계를 리드할 인재양성에 박차를 가합니다. 

미래를 향한 열정과 노력이 빛나는 KC대학교가 되겠습니다.

앞서 걷는      사람

변화를 이끄는      사람

Vision
1958년 기독교 진리를 

바탕으로 설립된 KC대학교는 

일반 종합대학교로서 

세상을 변화시키는 창의적인 

인재를 키웁니다.

Motto
네가 많은 증인 앞에서 

내게 들은 바를 충성된 

사람들에게 부탁하라

그들이 또 다른 사람들을 

가르칠 수 있으리라. 

(딤후 2:2)

Ideal
기독교 진리를 

바탕으로 한 

일치, 자유, 사랑

Objective
영성, 인성, 지성과 

국제적 감각을 갖춘 

선한사마리아인 

인재 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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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로 58주년을 맞이하는 KC대학교는 Otter Creek교회와 선교사님들의 기금, 헌신과 봉사를 통해 건립되었

고, 그들의 기독교 신앙에서 우러나오는 나눔과 섬김의 정신이 오늘의 우리로 성장하게 하였습니다.

우리 KC대학교는 그러나 현재의 모습에 머물지 않고 더 앞으로 나가려고 합니다. 무한 경쟁의 사회 속에서, 혁

신과 변혁이 요구되는 대학의 환경 속에서 굴하지 않고 대학의 참된 이상과 가치를 포기하지 않으려 합니다. 

KC대학교는 남을 행복하게 함으로써 자신도 행복해지는 삶의 이치를 깨닫고, 이 사회에 도움이 되는 선한 사마

리아인 인재를 키우고자 합니다. 이를 위해 대학의 모든 인력, 재정과 역량을 쏟아 부으려 합니다. 지난 역사적 

자산을 바탕으로 새로운 변화를 시작하려 합니다. 

‘작지만 강한 대학’의 비전을 가지고 ‘선한 사마리아인의 양성 특성화대학, Business Model을 통한 재정 자립

대학, 서울서부지역 거점대학, 지역사회 기여대학’을 목표로 학생들을 열심히 가르치고 있습니다. 학사구조개

혁, 재정확보노력, 지역기업과의 협력네트워크를 구축하여 대학의 경쟁력을 높여가고 있습니다. 

이제 KC대학교는 설립의 초심과 혁신의 심장을 가지고 ‘브랜드 가치가 높은 대학, 세계로 나가는 대학, 학생을 

위하는 대학’으로 성장할 것입니다. 

새로운 변화를 시작한 KC대학교에서 세계를 이끌어 갈 인재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KC대학교

총장직무대행   김 희 봉

학생을 생각하는
강소强小 대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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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화시대

글로벌 리더를 키우다
KC대학교는 같은 Church of Christ 기반의 미국 명문 자매대학들과 

그 밖의 미국, 중국, 일본 등 해외 우수대학들과의 체계적인 교류 협력관계를 

구축하여 내실있는 프로그램을 운영함으로써 글로벌한 마인드와 

소통능력을 갖춘 인재를 양성합니다.

국제화시대 글로벌 인재의 산실 KCU

◆ 국제화의 일환으로 영어, 중국어 교육 및 실용중심의 외국어 전공교육프로그램 강화

◆ 미국, 중국, 일본 등 외국의 우수대학들과 자매결연 체결 및 상호 학점교류

◆ 교환학생 및 복수학위제 프로그램 실시로 학생들의 글로벌 마인드 함양

◆ 외국인 교수진 중심의 현장 영어 및 중국어 교육 실시

◆ 일정자격을 갖춘 희망자에게 자매대학 유학 및 글로벌 프로그램 참여 기회 부여

  KCU + GLOBALIZATION

국제 협정체결 대학 및 기관 현황 

국명 대    학    명 체결내용

U.S.A 

 Oklahoma Christian University 학술+학점교류+복수학위

 Harding University  학술

 Lubbock Christian University 학술

 Freed-Hardeman University  학술+학점교류

 Abilene Christian University  학술+학점교류

 South Carolina University 학술

 Ohio Valley University 학술

 Harding University Graduate School of Religion 학술

 Nations University 학술

China

 Jilin Normal University 학술+학점교류+복수학위

 YanBian University of Science & Technology 학술+학점교류

 Shandong University of Technology 학술+학점교류

 Nanjing Normal University 학술+복수학위

Japan  Ibaraki Christian University 학술+학점교류

Indonesia  Evangelical Theological College 학술

Mongolia
 Huree University of Information & Communication Technology  학술+학점교류

 Ulaanbaatar University  학술+학점교류

Philippines  CEBU Doctor’s University 학술+어학연수

Malaysia  Berjaya University College of Hospitality Malaysia 학술+인턴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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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 시대를 이끌어 가는 KCU 글로벌 프로그램

2+2 복수학위 프로그램

미국 Oklahoma Christian University, 

중국 남경사범대학과 2+2 복수학위 학술교

류 협정에 의해 본교에서 2년 수학 후, 해외 

교류대학에서 2년간 수학하고 양교 학위를 

취득하는 프로그램입니다.

교환학생

해외 교류대학에서 6개월 또는 1년간 유학

하며 자신의 전공과 관심분야를 보다 깊이 

있게 공부할 수 있는 재학생 대상의 프로그

램입니다. 어학능력 및 학점 등 일정 자격요

건을 갖춘 재학생에게 기회가 주어집니다. 

교류대학에서 취득한 학점은 전공과 교양의 

구분에 따라 본교 학점으로 인정됩니다.

단기해외어학연수

여름, 겨울방학을 이용하여 해외 교류대학

에서 단기간 집중 영어, 중국어 수업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는 프로그램입니다. 단기간 

집중 연수로 외국어에 자신감을 가지게 되

며, 현지 문화 체험을 통해 국제적 감각을 키

울 수 있습니다.

글로벌테마탐방

학생들이 자기주도적으로 관심 전공 분야의 

해외 탐방을 계획하고 이에 따라 외국기관 및 

단체를 방문하여 탐방을 수행합니다. 학생들

은 탐방의 계획, 실행을 통해 창의적 문제해

결능력, 비판적 사고력, 협동심을 키울 수 있

으며, 다양한 문화체험을 할 수 있습니다.

글로벌인턴십

방학 기간 중 전공과 연계된 해외기관에서 

단기 글로벌 인턴십을 수행할 수 있도록 지

원하는 프로그램입니다. 인턴 경험은 급변

하는 시대적 요구에 부합하여 실전 업무 능

력을 향상시킬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합니다.

글로벌리더십 트레이닝

학문적 우수성과 리더자질을 겸비한 학생들

을 대상으로 선발하여 해외에서 자기주도적 

글로벌 프로젝트를 수행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합니다. 글로벌 리더로서의 자질 향상을 

통해 사회와 시대가 요구하는 경쟁력 있는 

인재로 성장할 수 있습니다.

단기비전트립 프로그램

KC대학교에서는 여름, 겨울방학 1~2주동안 해외 단기봉사활동을 진행합니다. 2000년도 

부터 실시한 단기 비전트립은 몽골, 방글라데시, 인도, 터키, 시리아, 그리스, 아이티, 중국 

등을 방문하였으며, 선발된 학생들은 봉사활동을 떠나기 한 달 전부터 봉사 프로그램을 준비

하여 현지의 열악한 환경 개선을 위해 현지 주민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인성과 전문성을 겸하다

● 서울시 지원 2년 연속(2010, 2011)지역사회 청소년 대상 리더십 교육사업 선정

● 창의적 인성교육과 심화훈련을 위한 KCU리더십센터 설립 및 운영

● 매 학기 리더십 장학금 지급 

● 전교생 대상 정규교과목 운영 (1학기-내안의 리더 찾기, 2학기-리더의 세상보기)

● 비교과 프로그램 제공 (리더십 캠프, 리더십 특강, 비전 페스티벌, 셀프 프로젝트 등)

● MBC ‘일밤’의 단비팀과 함께 해외봉사 프로젝트 진행

● 지역봉사, 해외봉사 등 언제나 학생들과 함께 사랑을 나누는 일에 앞장

KCU는 리더십 프로그램과 통일교육 특성화 사업을 통해 

더 나은 미래를 열어가기 위한 끊임없는 노력을 해오고 있습니다.

세상의 중심이 되는 교육에 KCU가 있습니다.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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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상의 중심이 되는

KCU의 발걸음

2
청소년대상 리더십 

교육사업 선정

년 연속
 KCU + LEADE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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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성과 전문성을 겸하다

● 서울시 지원 2년 연속(2010, 2011)지역사회 청소년 대상 리더십 교육사업 선정

● 창의적 인성교육과 심화훈련을 위한 KCU리더십센터 설립 및 운영

● 매 학기 리더십 장학금 지급 

● 전교생 대상 정규교과목 운영 (1학기-내안의 리더 찾기, 2학기-리더의 세상보기)

● 비교과 프로그램 제공 (리더십 캠프, 리더십 특강, 비전 페스티벌, 셀프 프로젝트 등)

● MBC ‘일밤’의 단비팀과 함께 해외봉사 프로젝트 진행

● 지역봉사, 해외봉사 등 언제나 학생들과 함께 사랑을 나누는 일에 앞장

KCU 남북 통합 지원 특성화 사업

● 남북통합지원센터(SSNI)운영

● 교과목 개발 및 교양, 전공과목 운영

● 매 학기 SSNI 장학금 지급(탈북학생 별도)

● ‘통일 지역 봉사단’ 운영 

● 초·중 대상 통일교육 시행

● SSNI 월례회, 선후배 모임, 전문가 특강 등 행사 개최

● 탈북경유지 미얀마 방문(2013년 교육부 역량강화 사업)

● 미국국무부 사업 선정(2012년 “탈북 대학생 대상 통일리더 양성사업”)

● 교육부 수도권 대학 특성화 사업 진행(2007-2008년)

'통일 전문 인재'
이수증 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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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문사회계열 자율전공

2017 KC대학교 정시모집 학과소개

KCU가 새롭게 모집하는 

인문사회계열 자율전공은 2학년 때(진급시) 

학과를 자율선택할 수 있습니다. 

또한, 학과 선택후 학과간 복수전공이 

가능합니다.

• 사회복지학과 • 상담심리학과

• 경영학과 • 정보시스템학과

• G2국제어학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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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문사회계열 자율전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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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출산 고령화로 인한 다양한 가족과 노인문제 외 빈곤과 여성, 장애인, 보육 문제 등의 사회문제 

해결을 목적으로 하는 사회복지 실천가 양성을 목표로 합니다. 

• 사회복지사 2급 자격증(보건복지부 장관)

• 보육교사 2급 자격증(보건복지부 장관)

• 건강가정사(여성가족부 장관)

• 통일사회복지사(KC대학교 총장)

• 사회복지공무원

• 어린이집 교사

• 학교사회복지사

• 정신건강사회복지사

• 종합사회복지관 및 노인·장애인 복지관

• 아동복지기관 및 시설, 아동보호전문기관

• 건강가정 지원센터(다문화지원센터)

• 하나센터, 북한인권 기관 및 개발단체

• 국제 개발 협력 단체 및 국내외 NGOs

• 서울 시립 강서노인 복지관 위탁 운영

• 대학 소재 지역에 13개의 종합사회복지관, 노인·장애인 복지관 등 다양한 복지시설 

• 사회복지 이론과 실천 현장의 통합으로 교육 효과 최대화

• 소그룹 운영을 통한 관심 영역 심화 및 선후배 결속력 강화  

• 통일과 국제화를 선도하는 교육과정 운영 

• 다양한 현장 실습 기회 부여(사회복지현장실습, 남북통합 실습, 국제사회복지실습 등)

학과소개

자격 및 이수증

졸업 후 진로

장점

인문사회계열 자율전공
사회복지학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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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 KC대학교 정시모집 학과소개

현대인들의 성격, 학습, 진로, 사회적응 문제를 해결하고 정신건강을 증진시키기 위하여 상담이론 및 

기법을 교육하고, 현장실습을 통한 상담실무 역량을 강화하여 심리상담, 진로 및 직업 상담, 학습 상담 

등의 분야에서 활동할 수 있는 상담심리 전문가 양성을 목표로 합니다. 

• 청소년상담사 3급(한국청소년상담복지개발원)

• 직업상담사 2급(한국산업인력공단)

• 독서심리상담사 2급(한국심성교육개발원)

• 상담심리사 2급(한국상담심리학회)

• 전문상담사 2급(한국상담학회)

• 임상심리사 2급(한국산업인력공단)

• 또래상담지도사(한국청소년상담복지개발원) 등

• 전문상담기관

• 심리치료센터

• 정신 의료기관

• 학교 상담실

• 아동/청소년 상담기관

학과소개

자격증

졸업 후 진로

• 서울에 있는 몇 안 되는 대학의 상담심리학과

• 기초심리학 및 상담이론과 실제에 관한 연구 및 상담훈련과 실습을 겸비

• 대학 내 학생상담센터에서의 상담실습과 비교과교육의 연계

• 강서교육복지센터와 산학협력/연계된 상담 및 임상실습 교과과정 구축  

• (사)한국심성교육개발원과 산학협력/연계된 독서심리상담사 2급 자격증 교과과정 구축

• 또래상담을 비롯한 다양한 소그룹 모임

• 평생지도교수제를 통한 졸업 후 진학 및 취업지도 

장점

KCU가 새롭게 모집하는 인문사회계열 자율전공은 2학년 때(진급시) 학과를 자율선택할 수 있습니다. 

또한, 학과 선택후 학과간 복수전공이 가능합니다.

인문사회계열 자율전공
상담심리학과

• 기업 상담실

• 직업 상담기관

• 건강가정지원센터

• 사회복지기관 및 재활시설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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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경영조직의 경영현상에 관한 이론과 실습을 연구, 교육함으로써 21세기 현대 사회의 발전을 창

조적으로 주도하고 책임질 수 있는 전문 경영인의 육성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경영학 일반으로부

터 회계, 마케팅, 재무, 인사관리, 경영전략, 정보관리 등 기업 활동에 필수적인 모든 내용을 체계적

으로 학습하여 학문적 이론을 배경으로 실무 능력을 향상시킴으로써, 미래의 경영자가 갖추어야 할 

핵심역량을 갖춘 인재가 될 수 있도록 교육하고 있습니다.

• 공인회계사

• 세무사

• 관세사

• 유통관리사

• 사회조사분석사

• 물류관리사

• 공인노무사 등 다수

• 일반기업, 공기업 등 각종 기관이나 조직

• 회계/세무법인

• 은행/증권 등 금융업

학과소개

자격증

졸업 후 진로

• 평생 지도 교수제를 통한 학생지도의 심화

• 전문 리더십 프로그램을 통한 사회성과 잠재 역량 개발 강화

• 다양한 학습 / 취업 소그룹 활동을 통한 전문성 훈련의 심화

• 직장체험 및 인턴십 프로그램을 통한 현장 경험 / 경력 강화

• 자격증 취득 지원을 통해 1인 1개 이상의 전공자격증 취득 필수화

• 다양한 해외교류프로그램 참여: 자매대학 교환학생, 어학연수, 글로벌 기업탐방 등

장점

인문사회계열 자율전공
경영학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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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 KC대학교 정시모집 학과소개

디지털 경제로 패러다임이 바뀌는 지식정보화 시대에 정보기술과 경영지식을 기반으로 경영정보 전문

가 양성에 집중하고 있으며 인터넷 기반의 e-Business 시대를 주도하는 기업의 경영정보 전문가로

서 이론교육과 실무교육을 병행합니다. 또한 빅데이터 분석을 기획하고 경영에 전문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빅데이터 분석 전문가를 양성합니다.

• 빅데이터 분석사

• 정보처리기사

• OCJP(JAVA)

• 컴퓨터활용능력

• 전산(세무)회계 외 다수 

일반기업, 공기업 등 조직 및 정보기술 관련 전문회사/컨설팅 회사 등

• 경영정보전문가

• 정보시스템 관련부서

• 프로그래머

• 빅데이터 분석 전문가

• E-비지니스 기획 및 구축 운영 전문가

• IT 전문 회사 기술 영업 및 서비스

• IT벤처 창업 외 다양한 분야 

학과소개

자격증

졸업 후 진로

• 평생지도교수제를 통한 학생 지도의 심화

• 전문리더십 프로그램을 통한 사회성과 잠재 역량 개발 강화

• 다양한 학습/취업 소그룹 활동을 통한 전문성 훈련의 심화

• 직장체험 및 인턴십 프로그램을 통한 현장 경험 / 경력 강화

• 자격증 취득 지원을 통해 1인 1개 이상의 전공자격증 취득 필수화

• 다양한 해외교류프로그램 참여: 자매대학 교환학생, 어학연수, 글로벌 기업탐방 등

장점

인문사회계열 자율전공
정보시스템학과

KCU가 새롭게 모집하는 인문사회계열 자율전공은 2학년 때(진급시) 학과를 자율선택할 수 있습니다. 

또한, 학과 선택후 학과간 복수전공이 가능합니다.



15KC University

21세기 국제화 시대를 선도해 나가기 위하여 기독교 이념의 바탕위에 “G2 국제어(영어, 중국어) 전문

가 양성”을 목표로 합니다. 전공교육과정을 통해 국제어를 이해하고 활용할 수 있는 전문적, 실질적 

언어능력과 영어와 중국어 관련 비즈니스 실무능력을 익히게 됩니다. 미국과 중국의 여러 자매대학과

의 2+2 복수학위제, 교환학생 프로그램은 국제화 역량을 함양해줍니다.

• 미국 Abilene Christian University, Oklahoma Christian University를 비롯한 자매

대학과의 교환학생, 2+2복수학위과정 제공

• 중앙미디어네트워크와의 MOU를 통한 중앙데일리(영어신문) 기자체험 인턴십 실시

• English Drama Festival, English Newsletter 활동

• 중국어 Presentation 대회, 중국어 연극 등 활동

• 중국 남경사대, 길림사대를 비롯한 여러 자매대학과의 교환학생, 2+2복수학위과정 제공

• International Zone을 통한 영어, 중국어 Clinic

• 평생 지도 교수제를 통한 개인별 역량 개발 지도

• 다양한 글로벌프로그램 참여기회 제공: 교환학생, 단기어학연수, 해외현장실습 등   

학과소개

자격증

졸업 후 진로

장점

• TOEIC(영어듣기·읽기시험)

• TEPS(영어듣기·읽기·말하기·쓰기시험)

• NEAT(영어듣기·읽기·말하기·쓰기시험)

• TOEFL(영어듣기·읽기·말하기·쓰기시험)

• IELTS(영어듣기·읽기·말하기·쓰기시험)

• TOEIC-Speaking(영어말하기시험)

• OPIc(영어, 중국어말하기시험)

• TESOL 자격증(영어교육)

• 신HSK(중국어능력시험)

• HSKK(중국어회화능력시험)

• BCT(비즈니스 중국어시험)

• CPT(중국어실용능력시험)

• 관광통역안내사

• FLEX, TCT, TSC 등 다수 

• 방송국, 출판사, 광고회사 등 일반 기업 

• 외국계 기업

• 통번역

• 무역회사

• 관광 서비스 분야

• 국제기구 및 외교관련 기관

• 영어·중국어 어학원

• 영어·중국어 관련 대학원 진학 및 유학

• 해외 취업

인문사회계열 자율전공
G2국제어학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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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악 산업 분야의 발전을 

리드하는 중심에 

KCU 음악콘텐츠학과가 

있습니다

음악콘텐츠학과

2017 KC대학교 정시모집 학과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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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악콘텐츠학과는 팝, 가요, 애니메이션, 게임, 광고(CF), 영화모바일 음악 등의 제작과 

보컬, 밴드공연 및 피아노 전문연주를 겸비한 멀티 플레이어(Multi Player) 인재양성을 목표로 

합니다.  

• 작/편곡, 연주, 컴퓨터음악 프로그래밍, 레코딩, 믹싱&마스터링, 유통의 통합적 교육

• 음악 산업 분야에서 활동하는 강사진과 프로그램에 의한 현장 중심의 교육

• 스타일과 장르에 구분 없이 전문적인 연주력 향상을 위한 체계적인 교과목 운영

• 피아노 어드벤처, 오르프 음악교육 등 다양한 자격증 취득 프로그램 운영

• 보컬, 건반, 베이스, 기타, 드럼 등의 전문 세션 및 다양한 공연 팀 운영

• 가요, 영화, 드라마음악, 뮤지컬 작/편곡가

• 프로듀서, 엔지니어, 사운드 디자이너, A&R, 디렉터

• 지상파 및 CATV 방송기술직

• 뮤직프로덕션 운영 및 공연기획자 

• 음악학원 운영자 및 음악교사

• 가수, 트레이너, 전문 연주자 및 싱어송 라이터

연주/공연

컴퓨터음악 프로그래밍

작/편곡

유통

믹싱/마스터링

레코딩

음악 콘텐츠 
All in One

학과소개

세부목표

졸업 후 진로

• 최적의 컴퓨터 환경과 소프트웨어 지원으로 학교와 홈 스튜디오를 연결한 

    상시적 작업 여건 조성

• 음반 산업 표준 솔루션 AVID Pro Tools 공인 자격증 취득을 위한 프로그램 개설

• 방송국 프로그램 실무체험 및 인턴실습

• 스몰밴드앙상블, 피아노앙상블, 아카펠라 및 다양한 공연 팀 지역사회 활동 프로그램 운영

• 디지털싱글앨범(Digital Single Album) 제작

장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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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체적 건강 뿐만 아니라

정신건강까지 돌보는 인성과 지성을 

갖춘 간호사를 지향합니다

간호학과

2017 KC대학교 정시모집 학과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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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명존중과 인류애를 바탕으로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공동체 역량과 전공 실무역량 및 글로

벌 역량을 두루 갖춘 전문 간호 인력을 양성합니다. 병원의 환경과 유사한 최첨단 실습환경을 구축하고 

지역보건·의료기관에서의 임상교육과 실습 체계를 갖추고 있습니다.  

• 간호사

• 전문간호사 

   (보건, 마취, 정신, 가정, 감염관리, 산업, 응급, 노인, 중환자, 호스피스, 종양, 임상, 아동의 13개 분야)

• 조산사 

• 정신보건 간호사

• NCLEX-RN(미국간호사 면허)외 다수

• 종합병원 간호사

• 간호직 공무원

• 보건간호사

• 산업간호사

• 제약회사

• 건강보험심사평가원

• 보험회사

• 연구소, 교수

• 노인간호센터 창업

• 해외 취업

• 2016년에 신설되어 최첨단 실습실 및 강의실에서 수업

• 개인별 역량 개발지도

• 평생지도교수제 운영 : 졸업후에도 추후 관리 및 지도

• 미국 그리스도의 교회 재단 간호대학과의 교류 기회 제공

• 지역사회를 기반으로 한 실습 및 취업 기회 제공 

• 다양한 해외프로그램 참여 기회 제공 : 리더십, 인턴십, 어학연수, 봉사 등

연세대학교 

세브란스병원

이화여자대학교

의료원

순천향대학교 

부천병원

더와이즈황병원

임상실습 및
MOU 체결기관

학과소개

자격·면허증

졸업 후 진로

장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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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신설된 

KCU 식품영양학과는

건강과 위생, 안전을 위한 

전문 인재 양성에 

앞장섭니다

식품영양학과

2017 KC대학교 정시모집 학과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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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과소개

자격증

졸업 후 진로

장점

영양개선을 통한 건강한 식생활의 실천, 건강한 신체 유지, 식량자원의 효과적인 이용 등에 관련된 

생명과학의 탐구와 국민건강 증진방안 그리고 각종 영양프로그램의 개발을 위한 식품·영양학 분야

의 우수한 전문인을 양성하고자 합니다.

• 영양사  

• 식품기사

• 식품산업기사   

• 위생사  

• 보건교육사    

• 조리산업기사(한식, 양식, 일식, 중식)     

• 조리기능사(한식, 양식, 일식, 중식)  

• 제과제빵기능사 

• 영양관련 분야 취업

    단체급식 영양사, 학교급식 영양사, 산업체 영양사, 병원 영양사, 다이어트 및 영양 컨설턴트,   

    상담영양사, 임상영양사

• 식품관련 분야 취업

    농·수·축산관련 식품제조가공업체의 생산, 가공 및 품질관리, 기술직 및 식품위생직 공무원, 

    롯데·농심·오뚜기·풀무원 등 식품업체

• 외식관련 분야 취업

    외식업체 매니저, 외식산업체, 외식관련 컨설팅업체 

• 조리관련 분야 취업

    단체급식업체, 호텔의 식품관련 부서, 제과제빵업  

• 연구관련 분야 취업

    식품회사 연구개발부서, 국공립 식품개발 연구소 및 위생연구소

• 유통관련 분야 취업

    식품유통업체, 식품유통 컨설팅업체

• 최첨단 실습기자재 및 실험·실습실 완비

• 교수와 학생간의 밀착 멘토링을 통한 맞춤형 지도

• 이론과 실습을 겸비한 현장능력 강화 프로그램 운영

• 취업에 유리한 다양한 전문 자격증 취득 기회 제공

• 글로벌 인재 양성을 위한 해외연수 및 인턴십 프로그램 참여 기회 제공

조리관련

식품관련

외식관련 연구관련

유통관련

영양관련

졸업 후
진로



2017 KC대학교 정시모집 학과소개

학과소개
신학과는 1958년에 본교 개교와 함께 출범한 전통 있는 학과로서, 그리스도의 교

회 정신을 계승 발전시키고 있습니다. 또한 신학과는 초대교회를 지향하며 모범적 

성서관을 배양함으로써 교회와 국내외에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는 목회자와 선교

사, 국가와 인류사회에 기여하는 기독교 지도자 양성을 목적으로 합니다.

목회자, 기독교 관련 기관의 전문가, 언론인으로 진출졸업 후 진로

22

KCU 신학과는 사회에 

기여하는 기독교 지도자를

양성하고자 설립된

전통있는 학과입니다

신학과



장학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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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내 장학명 지급 대상자 금액

전체수석 수시/정시 수석 입학자, 각 학부 전체 수석인 자 

등록금전액국가고시합격자 장학금 재학 중 5급 국가고시 또는 이에 준하는 시험 합격자

북한이탈주민 장학금 북한이탈주민보호대상자로 결정된 자로 평균성적이 만점의 7할 이상인 자

성적장학금
수시/정시 각 학부 수석 입학자, 각 학부 학년별 전공 수석인 자

직전학기 재학인원의 성적순위 6%이내인 자

일정액

섬김 장학금 생활 형편이 어려운 자로 각 부서에서 근로하는 자

봉사 장학금 총학생회 등 각종 학생활동에 봉사하고 있는 자

총장 장학금 학업성적이 우수하고 가정형편이 어려운 자

공로 장학금 사회, 학교, 그리스도의교회 등 현저하게 기여한 공로가 있어 해당 기관장이 추천한 자

복지 장학금 국가장학금 신청자 중 생활형편이 어려운 자

외국인유학생 장학금 외국 국적을 가진 자로 대외교류위원회에서 추천한 자

국외교환학생 장학금 국외대학과의 교류협정에 의해 교환학생으로 선정된 자

외국어능력

최우수자 장학금
외국어능력 인증제에 의해 최우수 학생으로 선발된 자

특별 장학금 가계곤란자 등 장학위원회 심의를 거쳐 추천된 자

디딤돌 장학금 복학생으로 생활이 어려운 자

장학사정관제 장학금 교내장학금 미 수혜자 중 생활형편이 어려운 자

SSNI 장학금 남북통합 특성화 교과목을 이수한 자로 특성화 사업 관련 행사 및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한 자

리더십 장학금 리더십 교과목을 이수한 자로 리더십 관련 행사 및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한 자

운초 장학금 등록횟수 2회 이내인 자로 성적이 우수한 자

자기계발장학금 학교에서 추진하는 각종 자기계발프로그램에 참여하여 주관부처의 성취도 인정 및 추천을 받은자

교직원 장학금 학교법인 및 대학교 교직원 본인, 배우자, 직계자녀 등록금전액

(입학금제외)교역자 장학금 그리스도의교회에서 1년 이상 봉직한 교역자 본인, 배우자, 직계자녀

가족 장학금 본교에 형제, 자매, 부부 등 2인 이상 재학중인 자 1인당 50만원

장애학생, 부모 장학금 장애인 학생 또는 장애인 부모를 둔 학생으로 가정형편이 어려운 자 50만원

성적향상 장학금 직전학기 학사경고자 중 당해 학기 성적 3.5이상 인 자 10만원

구분 장학명 지급 대상자 금액

동문 및 교직원 

장학금

동문회, 교수협의회, 직원협의회, 

해외동문, 일본해외동문, 문명식

성적이 우수하고 생활형편이 어려운 자

자긍심을 가지고 대내외적 활동을 통해 모교를 알리는 데 공헌한 자

신앙심이 두터우며 교회봉사에 충실한 자

일정액

권진숙 성적이 우수하고 생활형편이 어려운 사회복지학부 학생

좋은동문 좋은동문장학회가 지정한 자

제자사랑 각 학부별 선발기준에 의거 선발된 자

팔일회 성적이 우수하고 생활형편이 어려운 그리스도의 교회 출석자

써니&제인정 기탁자의 지명이나 취지에 따라 선발된 자

그리스도의 교회 

장학금

일산교회, 목동교회, 부산중앙교회, 대학교회

성산동교회, 아주교회, 울산강남교회

성적이 우수하고 생활형편이 어려운 신학부 학생

그리스도의 교회에 출석자 우선 선발

서대문교회, 동성교회 기탁자의 지명이나 취지에 따라 선발된 자

목회자기도동지회, 부천교회 성적이 우수하고 생활형편이 어려운 그리스도의 교회 출석자

기관 및 기타 

장학금

큰사랑교회 기탁자의 지명이나 취지에 따라 선발된 자

본솔장학금 본솔장학재단에서 선발된 자 등록금 전액

국가 장학금

국가장학금(Ⅰ.Ⅱ유형)
국가장학금 신청자 중 일정 소득분위 이내인 자로 한국장학재단에서 

선발된 자

일정액국가근로장학금
국가근로장학금 신청자 중 일정 소득분위 이내인 자로 

각 부서에서 근로할 자

대학생청소년 교육지원사업 대학생청소년교육지원사업 신청자 중 멘토링 활동을 할 자

서울희망(하이서울) 서울장학재단에서 선발된 자

•장학안내 - 대학홈페이지(www.kcu.ac.kr) →  빠른메뉴 → 장학안내



최소전공학점

인증제

졸업이수학점 130학점 중 교양 38학점, 전공 39학점으로 최소화함으로써 복수전공, 부전공을 통한 다양한 학문 탐색을 가능하게 

합니다.

복수전공제도
두 개 이상의 전공을 이수하게 함으로써 타 전공의 학문연구를 통하여 종합적인 사고력을 함양하고, 두 개의 학위를 취득함으로써 

유리한 조건으로 사회에 진출하여 쉽게 적응할 수 있습니다.

부전공제도 재학 중 여러 전공의 학문을 연구하여 한 학위로서 복합전공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전과(부)제도
1년 이상 수료한 학생에게 전공을 변경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여 본인의 적성에 맞는 전공으로 전과(부)하여 학업의 성취도를 

높이고 적응력을 향상시켜 적극적으로 학업에 전념할 수 있습니다.

조기졸업
학업성적이 우수한 학생에게 추가학점이수 등을 통하여 한 학기 수업기간을 단축하여 조기졸업을 하게 함으로써 사회진출을 

앞당길 수 있습니다.

복수학위취득
복수학위 학술교류협정에 의하여 본교 및 자매대학교 학사학위를 취득할 수 있습니다.

(미국 Oklahoma Christian University, 중국 남경사범대학 등)

교환학생 

본 대학과 학점교류협정을 맺은 해외대학에서 1학기 또는 1년간 교환학생으로 수강하여 이수한 과목의 학점을 본교 학점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 미국 : Oklahoma Christian University, Abilene Christian University

• 중국 : 남경사범대학, 길림사범대학, 연변과학기술대학, 산동이공대학

• 일본 : Ibaraki Christian University

첨단강의실 운영
정보통신 산업의 발달로 디지털 교육매체를 활용한 강의가 증대됨에 따라, 최첨단 시설을 갖춘 강의실에서 첨단기자재를 활용한 

강의를 시행중이며, 멀티미디어실, 정보검색실 등의 교육지원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Glocal Clinic 운영
외국어학부 영어과, 중국어과 교수님들이 학생들의 영어와 중국어 실력 향상을 위해 한 학기동안 1:1 혹은 다인 1조를 이루어 영어와 

중국어를 가르치는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종합인력개발센터

성공적인 사회진출을 도모하기 위한  체계적인 프로그램을 기획·운영하고 있습니다. 

• 경력개발시스템 Eureka : 자기 주도적인 진로설정과 역량 진단 및 개발, 포트폴리오 관리

• 진로 및 취업 상담 : 개인 맞춤형 진로 설정 및 취업 지원 원스탑 서비스

• 특성화 프로그램 : 취업캠프, 직무아카데미, 취업 페스티벌, 입사지원서워크숍, 특강 등

• 취·진로 교과목 : 성공취업과 커리어 디자인. 진로내비게이션, 취업직전실습 운영

• 전문 인재반 : 공무원 입직 및 고급 전문 자격증 취득을 위한 종합지원

• 잡까페, 취업세미나실 : 취·진로 관련 전문 정보 제공 및 관련 활동 지원

교수학습 지원센터

교수학습지원센터에서 개발운영 중인 “학습역량강화” 프로그램은 다음과 같습니다.

• 학습법특강 : 효율적인 시간관리, 자기관리 등에 대한 전문가 특강, 선배가 전하는 학습노하우 특강

• 학업동기부여(Step Up) :  자신의 학습유형을 파악하고 보다 효율적인 학습전략을 마련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1일 캠프 프로그램

• 학업성취도향상(Jump Up) : 효과적인 학업 수행을 도모하기 위해 튜터링 및 스터디 그룹을 구성하여 학기 중 팀별 학습 진행

• 글쓰기 워크숍·클리닉 : 글쓰기 실력을 증진하기 위한 특강 및 첨삭지도 제공

• 글쓰기능력향상대회 : 전문적이고 비판적인 글쓰기 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학생들에게 학문적 글쓰기에 필요한 기초 교육과 

                                  함께 글쓰기 관련 전문 컨설팅을 지원

•  영어글쓰기대회 및 중앙데일리 기자체험(논리력향상) 인턴십 :  영어글쓰기대회를 통해 선발된 일정 인원이 중앙데일리 본사에서 

직접 인턴기자로서 훈련을 받고 영어기사를 써보는 활동 진행

• 영어신문스터디그룹 지원 사업 : 그룹별 영어신문 스터디그룹 활동을 통해 영어 쓰기와 읽기 능력 향상 

학생상담센터

학생상담센터는 재학생들이 보다 즐거운 대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건강한 사회인으로 성장하도록 돕는 심리상담기관입니다. 

• 개인상담 : 전문상담사와 1:1 만남을 통해 개인의 어려움을 보다 효율적으로 해결하기 위하여 개인상담을 진행함(주 1회 50분)

• 집단상담 : 전문심리상담자가 8~10명의 학생들과 주제별 집단으로 상담을 진행함 

                   (자아성장, 자기관리, 대인관계 향상, 이성관계, 진로탐색, 학습방법탐색, 스트레스 대처훈련 등)

• 심리검사 해석상담 : 표준화된 심리검사를 통해 자신을 객관적으로 파악하도록 돕기 위해 1:1로 진행함 

                               (MBTI성격유형검사, U&I학습유형검사, Strong진로탐색검사, MMPI, K-WAIS 등)

• 집단심리검사 및 워크숍 : 신입생 전체를 대상으로 심리검사 및 해석 워크숍을 진행함

• 교육 및 훈련 : 상담 교육 및 훈련을 받은 또래상담자가 어려움을 호소하는 또래학생과 상담을 진행함

                        또래상담에 대하여 슈퍼비젼을 실시하여 상담 교육을 진행함

• 특강 : 재학생들이 관심을 가지는 주제로 전문가를 모시고 특강을 실시함(연애특강, 진로특강 등)

학사제도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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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학년도 입시 주요사항

C O N T E N T S

복수지원ㆍ이중등록ㆍ충원합격 유의사항 _26

Ⅰ. 전형일정 _27

Ⅱ. 모집인원  _28

Ⅲ. 전형방법  _29

Ⅳ. 면접·실기시험 _32

Ⅴ. 전형별 세부내용

    ● 학생부위주(학생부교과)

     1. 일반전형-수능위주 _33

     2. 일반전형-실기위주 _34

     3. 농어촌학생(정원외) _35

     4. 특성화고교졸업자(정원외) _36

     5. 기회균등할당제(정원외) _37

     6. 특수교육대상자(정원외) _38

Ⅵ. 입학원서 접수안내 _39

Ⅶ. 지원자 유의사항 _41

Ⅷ. 장학안내 _42

Ⅸ. 생활관안내 _42

Ⅹ. 등록·등록포기·환불안내 _42

캠퍼스맵 / 교통 안내 _43

1. 신설학과 안내

① 인문사회계열자율전공(사회복지학과, 상담심리학과,

    경영학과, 정보시스템학과, G2국제어학과)

    음악콘텐츠학과 (2017 신설)

    - 정시[다]군 : 인문사회계열자율전공(일반전형 57명)

                          음악콘텐츠학과(일반전형 13명)

    - 정원외 정시 : 인문사회계열자율전공

                          (농어촌, 기회균등할당제, 특수교육)

                          음악콘텐츠학과(기회균등할당제)

 

② 간호학과, 식품영양학과 (2016 신설)

    - 정시[다]군 : 간호학과 (일반전형 15명) 

                          식품영양학과 (일반전형 15명) 

    - 정원외 정시 : 간호학과 (특성화고교, 기회균등할당제)

                          식품영양학과 (기회균등할당제)

  * 정원외 정시 선발인원은 수시 미선발인원에 한함.

 

2. 학교생활기록부 반영방법

     - 정시 : 3학년 전과목 교과성적 100% 반영(석차등급활용)

3 수학능력시험 반영방법 (정시)

     - 국어, 수학, 영어 중 최고점 1과목 50% 반영 + 한국사 25% 

        + 사탐, 과탐, 직탐 중 최고점 1과목 25% 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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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세부내용

복수지원

및

이중등록

유의사항

• 수시모집 대학(교육대학, 산업대학, 전문대학 포함)의 합격자(충원합격자 포함)는 등록여부와 관계 없이 ‘정시모집 및 

추가모집’에 지원할 수 없음

   ※  홈페이지를 통해 (충원)합격을 통보받고 등록하지 않은 자와 전화로 (충원)합격을 개별 통보받고 등록포기 의사를 밝힌 

자도 수시모집 합격자임

• 정시모집에서 군별모집을 실시하는 대학(교육대학 포함, 전문ㆍ산업대학 제외)에 지원하는 경우, 동일모집군에서는 

하나의 대학에만 지원할 수 있음(정시 가ㆍ나ㆍ다군 각각 하나의 대학에만 지원 가능)

   ※  동일 모집군에 2개 이상의 원서를 접수한 경우, 지원자의 의사와 관계 없이 입학원서 접수순으로 횟수 초과한 

입학원서는 모두 취소되므로 이를 유의하여 신중히 지원하여야 함

 • 정시모집에서 복수의 대학에 합격(충원합격 포함)한 자는 합격한 대학 중 1개 대학에만 등록하여야 함

 • 정시모집에서 합격한 대학에 이미 등록한 자가 다른 대학에 충원합격하여 그 대학에 등록하고자 할 경우에는 기 등록한 

대학에 등록포기 의사를 즉시 전달하여야 하며, 정시모집 미등록 충원 마감일[2017. 2. 16(목) 16:00] 이전까지 

등록포기 처리가 완료되어야 함

   - KC대학교 등록포기 및 등록금 환불신청 : 대학 입학안내 홈페이지에서 온라인으로 신청

 • 대학(교육대학 포함)의 정시모집에 합격하고 등록한 자는 ‘추가모집’에 지원할 수 없음 

※ 추가모집 기간 전 까지 정시모집에 등록 포기한 자는 추가모집에 지원 가능 

※ 산업대학, 전문대학의 정시모집 등록자는 등록을 포기하지 않아도 추가모집에 지원 가능

• 「대학(교육대학ㆍ산업대학ㆍ전문대학 포함)」과 「특별법에 의해 설치된 대학ㆍ각종학교」 간에는 복수지원과 이중등록 

금지원칙을 적용하지 않음

【위반 시 조치사항】

• 입학전형이 종료된 후 복수지원 및 이중등록 위반 사실이 한국대학교육협의회 위반자검색시스템을 통해 적발될 경우 

입학을 취소함(기 납부한 등록금은 반환하지 않음)

•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하거나 이에 협조하여 공정한 학생선발 업무를 방해한 경우 입학취소 처리하며, 관련 법령에 의거 

별도의 처벌을 받을 수 있음(기 납부한 등록금은 반환하지 않음)

충원합격

유의사항

• 합격자 중 미등록 또는 등록포기 인원이 발생할 경우 모집단위별 예비후보 순위에 따라 충원합격자를 선발하여 발표함

• 1차ㆍ2차 충원합격자 발표는 수험생에게 개별 통보하지 않으므로 반드시 대학 입학안내 홈페이지에서 본인이 직접 확인한 

후 등록기간 내 등록하여야 하며, 합격을 확인하지 않아 발생되는 불이익에 대한 모든 책임은 수험생 본인에게 있음

• 3차 충원합격자 발표부터는 입학원서에 기재된 전화번호로 개별 통보하므로 이 기간 중에는 충원합격에 관한 연락이 

가능하도록 수험생 또는 보호자가 대기하여야 함(입학원서에 기재된 연락처로 3회까지 시도하여 연락되지 않는 경우 

등록포기로 간주하여 차순위 예비후보에게 합격을 통보함)

• 입학원서에 기재된 연락처의 오류 또는 연락두절로 인하여 발생되는 불이익에 대한 모든 책임은 수험생 본인에게 있음

복수지원ㆍ이중등록ㆍ충원합격 유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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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시

Ⅰ. 전형일정

구분 전형일정 비고

입학원서 접수기간 2016. 12. 31(토) ~ 2017. 1. 4(수) 21:00
•<jinhakapply.com>

•24시간 인터넷 접수만 가능

서류 제출기한

(해당자에 한함)

2017. 1. 5(목) 17:00까지

(서류제출 마감일 우편 소인까지 인정함)

• 제출서류, 시험시간 등 세부사항은

  전형별 세부내용 참조

면접시험

신학과 2017. 1. 17(화) ~ 1. 18(수) 중 지정일

• 시험시간 및 장소는 홈페이지 공지사항

   참조 (2017.1. 안내예정)

인문사회계열자율전공

간호학과

식품영양학과

2017. 1. 24(화) ~ 1. 25(수) 중 지정일

실기시험 음악콘텐츠학과 2017. 1. 24(화) ~ 1. 25(수) 중 지정일

최초합격

합격자 발표 2017. 2. 2(목) 14:00이후

• 최초합격자 및 1ㆍ2차 충원합격자는 대학 

입학안내 홈페이지에 발표함

• 최종 충원합격자부터는 예비후보 순위에 

따라 전화로 개별 통보함

• 등록방법 : 합격자조회에서 등록금 고지서 

출력후 가상계좌로 납부

• 등록금 납부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추후 

대학 합격자 조회에 게재되는 ‘등록안내문’ 

참조

• 등록기간 내에 정해진 절차에 따라 

등록금을 납부하지 않을 경우 불합격 

처리됨

합격자 등록 2017. 2. 3(금) ~ 2. 6(월) 16:00

충원합격

1차

발표 2017. 2. 7(화) 

등록 2017. 2. 7(화) ~ 2. 8(수) 16:00

2차

발표 2017. 2. 9(목) 

등록 2017. 2. 9(목) ~ 2. 10(금) 16:00

최종

발표 2017. 2. 16(목) 21:00까지

등록 2017. 2. 17(금) 16:00까지

※ 상기 전형일정은 사정에 따라 일부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 시에는 추후 대학 입학안내 홈페이지(ibsi.kcu.ac.kr)에 공지함

※  수시모집 등록결과에 따른 모집단위별 모집인원 변동사항은 2016. 12. 30(금) 12:00 대학 입학안내 홈페이지에 공지하며, 수시 환불인원 발생으로 인한 모집인원 

변동사항은 수시로 공지함

※ 정시모집 최종 등록결과에 따라 추가모집을 실시할 수 있으며, 모집인원 및 세부사항은 2017. 2. 17(수) 17:00 대학 입학안내 홈페이지에 공지함



Ⅱ. 모집인원

1. 정원내

계열 모집단위
입학

정원

모집

인원

정시

수능위주 실기위주

일반학생 일반학생

나군 다군 다군

인문사회

신학과 25 26 5

인문사회

계열

자율전공

사회복지학과

180 182 57

상담심리학과

경영학과

정보시스템학과

G2국제어학과

자연
간호학과 40 40 15

식품영양학과 30 30 15

예체능 음악콘텐츠학과 35 35 13

합계 310 313 5 87 13

2. 정원외

계열 모집단위 모집인원

정시

학생부교과 실기위주

농어촌학생 특성화고교 기회균등할당제 특수교육대상자 기회균등할당제

인문사회

신학과 2 △

인문사회

계열

자율전공

사회복지학과

12 △ △ △

상담심리학과

경영학과

정보시스템학과

G2국제어학과

자연
간호학과 5 △ △

식품영양학과 2 △

예체능 음악콘텐츠학과 2 △

합계 23

※  수시모집 등록결과에 따른 모집단위별 모집인원 변동사항은 2016. 12. 30(금) 12:00 대학 입학안내 홈페이지에 공지하며, 수시 환불인원 발생으로 인한 모집인원 

변동사항은 수시로 공지함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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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전형방법

1. 전형요소별 반영비율                                                                                    [총점은 200점이며 전형요소별 배점은 ‘전형요소별 반영비율’×2임]

정원

구분

모집

시기
전형유형 전형명 선발모형

전형요소별 반영비율(%)

학생부

교과
면접 실기 수능

정원내 정시
수능위주

일반학생

(신학과)

일괄합산

30
신학과

(합/불)
70

일반학생

(인문사회계열자율전공, 간호학, 식품영양학)
100

실기위주 일반학생 20 80

정원외 정시
학생부교과

농어촌학생, 특성화고교, 기회균등할당제, 

특수교육대상자 일괄합산
70 30

실기위주 기회균등할당제 30 70

※ 수능위주 나군 일반전형 신학과만 합/불 면접시험 반영함

※ 전형요소별 성적반영은 소수점 셋째자리에서 절삭한 후 합산하여 처리함

2. 선발방법

가. 전형의 모집단위별 성적 총점순으로 선발하며, 동점자 발생 시 ‘동점자 처리기준’을 적용함

나.  서류기간내 미제출(미비)자, 지원자격 미달자, 면접ㆍ실기시험 시 신분증 미확인자 및 결시자, 부정행위자는 사정대상에서 제외함

다. 학교생활기록부 교과성적은 반영교과 석차등급에 의한 성적을 반영함

라. 지원자가 모집인원에 미달된 경우라도 지원자격 및 대학에서의 수학능력이 현저히 부족하다고 판단되는 자는 선발하지 아니함

마. 모집요강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신입생 선발 입시관리위원회 결정에 따라 처리함

   

정원구분 전형명 선발모형 동점자 처리기준

정원내 일반학생

신학과, 

인문사회계열자율전공 일괄

합산

1순위 : 수능 영어영역 반영점수   2순위 : 수능 국어영역 반영점수   3순위 : 연장자

간호학, 식품영양학과 1순위 : 수능 영어영역 반영점수   2순위 : 수능 수학영역 반영점수   3순위 : 연장자

음악콘텐츠학과 1순위 : 실기시험 반영점수          2순위 : 학생부 성적                   3순위 : 연장자

정원외

농어촌학생, 특성화고교, 

기회균등할당제, 특수교육대상자
일괄

합산

1순위 : 학생부 성적                   2순위 : 면접                            3순위 : 연장자

기회균등할당제 (음악콘텐츠학과) 1순위 : 실기시험 반영점수          2순위 : 면접                            3순위 : 연장자

3. 최고점 / 최저점

선발비율
전형요소 반영비율

학생부 실기 면접 수능 총점

비율 20 30 70 70 80 30 70 100 100%

최고점 40 60 140 140 160 60 140 200
200점

최저점 24 36 84 0 0 36 84 0

동점자 처리기준

정시모집



4.대학수학능력시험 성적 반영

가. 반영교과 및 반영비율

전형

유형

점수

활용지표

영역별 반영비율(%)

비고반영과목 1 반영과목 2 반영과목 3

국어 수학 영어 한국사 사회탐구 과학탐구 직업탐구

일반전형 백분위 50% (최고점 1과목) 25% 25% (최고점 1과목) 가산점 부여 없음

※ 모집단위별 영역이 1개라도 없는 경우 지원할 수 없음

나. 한국사 등급별 반영점수

등급 1 2 3 4 5 6 7 8 9

반영점수 100 95 90 85 80 75 70 65 60

다. 반영점수 산출방법

수능성적 반영점수 산출식  = [ (반영과목 1 X 0.5)  +  (반영과목 2 X 0.25)  +  (반영과목 3 X 0.25) ]  X  2

5. 학교생활기록부 교과성적 반영

가. 반영교과 및 반영비율

모집단위
반영교과 및 반영비율(%)

활용지표 비고
학년 교과목 비율

신학과

음악콘텐츠학과
3 전과목 100%

석차등급

(9등급)

• 전학년 동일하게 적용

• 재학생·졸업생 동일하게 적용 : 3학년 1·2학기 반영

• 반영교과 내 학생이수 전과목 반영

나. 학교생활기록부 석차등급 환산점수 산출 방법

     1) 석차등급이 있는 경우(석차등급으로 점수 산출)

◎ 교과별 석차등급 환산점수 평균 산출 방법 (소수점 셋째자리에서 절삭)

     ▶ 교과별 석차등급 환산점수 평균 =
∑ (반영과목 석차등급점수)

∑ (반영과목 수)

※ 반영과목 등급이 기재되지 않은 과목은 제외하고 산출함

     2) 석차등급이 없는 경우(석차백분율로 점수 산출)

◎ 과목별 석차백분율 산출 방법(소수점 셋째자리에서 절삭)

     ▶ 반영과목별 석차백분율 =
석차

 × 100
이수자수(재적자수)

◎ 교과별 석차등급 산출 방법(소수점 셋째자리에서 절삭)

     ▶ 교과별 석차등급 환산점수 평균 =
∑ (반영과목 석차등급점수)

∑ (반영과목 수)

※ 반영과목 중 석차나 이수자(재적자)수가 기재되지 않은 과목은 제외하고 산출함

     3) 석차등급 및 석차백분율에 따른 석차등급점수

석차등급 1 2 3 4 5 6 7 8 9

석차백분율 0~4 4.01~11 11.01~23 23.01~40 40.01~60 60.01~77 77.01~89 89.01~96 96.01~100

석차등급점수 200 190 180 170 160 150 140 130 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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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KC University

대학 입학안내 홈페이지(ibsi.kcu.ac.kr)에 탑재되어 있는 ‘학생부 성적 산출 프로그램’을 활용하면

개인별 학생부 교과과정(석차등급 환산점수)을 쉽게 산출해 볼 수 있습니다.

다. 비교내신대상자 학생부 교과성적 반영 방법

전형명 적용대상 반영방법

전모집단위

2009년 이전 졸업 수능성적 각 영역 최고 1과목을 합산하여 평균 성적을 반영

=  
    ∑ 영역별 등급의 반영점수  

         5

201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성적 중 국어영역 1과목, 

수학영역 1과목, 영어영역 1과목, 탐구영역 최고 1과목, 

한국사 등급의 반영점수를 각각 합산하여 평균 점수를 적용

검정고시

일반계고교직업과정위탁생

공업계 2+1 체제 이수자

외국의 고등학교 과정 이수자 

교과교육 소년원의 고교과정 이수자

등급 1 2 3 4 5 6 7 8 9

반영점수 200 190 180 170 160 150 140 130 120

6. 고등학교 졸업 학력 인정 대상자 [외국에서 초·중·고등학교 과정을 수학한 경우]

가. 전 교육과정 이수자의 국내 학교 재학 및 국내 체류 관련

     - 해외에서 전 교육과정을 이수하면 국내 초·중·고등학교 재학 여부와 관계없이 전 교육과정 이수자로 인정합니다.

     - 해외에서 전 교육과정을 이수하면 방학, 해외 학교 및 해당 국가에서 정한 휴일에 국내에 임시로 체류하는 경우에도 전 교육과정 

        이수자로 인정합니다.

나. 초·중·고 전 교육과정 이수 기준

1) 외국에서 초·중·고 12년 이상의 학교교육과정을 수료한 자

     - 해외 1개 국가에서 초·중·고등학교 전 과정을 이수한 경우 인정

     - 2개국 이상에서 초ㆍ중·고등학교 교육과정을 이수한 경우

학년제 인정여부 및 인정조건 비고

10학년 이하 미인정 단, 학년제로 인해 부족한 학교 교육과정※의 

기간만큼은 해당국 대학에서 이수한 과정 기간을 

고등학교 과정이수로 인정
11학년제

초·중·고등학교 과정의 마지막 3년을 해당국에서 이수한 경우 

고등학교 과정으로 인정

- 단, 2개국 이상에서 11년 이상의 초ㆍ중·고등학교 과정을  

   이수해야 인정
12학년제 -

13학년 이상
10학년~12학년 또는 11학년~13학년을 해당국에서 이수한 

경우 고등학교 과정으로 인정 
-

     - 부족한 학교교육과정 : 해당국 학년의 총 이수 연수와 교육부에서 제시하고 있는 12년 간의 차이 연수

     -  단, 해외 2개국 이상에서 12년 이상의 초·중·고등학교 과정을 이수한 자가 전·편입학 하는 과정에서 해당국 간의 학제차이로 

        불가피하게 총재학기간이 1학기(6개월) 이내에서 부족하게 된 경우 예외적으로 인정함 

     ※ 해당국의 교육관계 법령 등에 의한 학제상 월반(전·편입학 시 월반은 미인정) 또는 조기졸업제도가 허용된 경우 초·중·고등학교 12년 과정 중 월반 또는 

         조기졸업으로 인하여 부족하게 된 경우에도 예외적으로 인정 

 

2) 기타

     - 동일학년(학기) 중복 수료로 인한 수학기간은 인정하지 않습니다.

     - 외국 검정고시, 홈스쿨링, 사이버학습 등 학력인정방법은 인정하지 않습니다.

정시모집

학생부 성적 산출 프로그램 활용 



1. 면접시험

모집군 모집단위 평가내용 및 평가방법 시험시간

나군
신학과

(정원외 포함)

• 평가내용 : 인성, 품성, 사고력, 의사소통력 등을 평가

• 면접방법 : 면접위원을 선정하여 면접기준표에 의거 구술시험을 통한 면접을 실시함

                  (면접위원 3인, 수험생 5인) 

3~5분

다군

인문사회계열자율전공,

간호학과,

식품영양학과

(정원외만 해당)

• 평가내용 : 인성, 품성, 사고력, 의사소통력 등을 평가

• 면접방법 : 면접위원을 선정하여 면접기준표에 의거 구술시험을 통한 면접을 실시함

                  (면접위원 3인, 수험생 5인) 

3~5분

음악콘텐츠학과

(정원외만 해당)

• 평가내용 :  본교 인재상 부합정도 및 지원한 전공 관심도, 이해도, 인성, 가치관, 

학업성취가능성 등을 평가

• 면접방법 : 면접위원을 선정하여 면접기준표에 의거 구술시험을 통한 면접을 실시함 

                  (면접위원 3~5인, 수험생 1인)  

5분내외

일정

신학과 2017. 1. 17(화) ~ 1. 18(수) 중 지정일

인문사회계열자율전공

간호학과

식품영양학과

음악콘텐츠학과

2017. 1. 24(화) ~ 1. 25(수) 중 지정일

2. 실기시험

모집단위 실기종목 실기내용 시험시간

음악콘텐츠학과

피아노(클래식/실용)

보컬

기타

드럼

베이스

 • 연주 자유곡 1곡 (장르와 스타일에 제한 없음, 자작곡 가능)

 - 모든 연주는 암보연주를 원칙으로 함

 - 반주용 MR은 Audio CD 또는 USB 메모리(MP3파일)로 준비하여야 함

    : wave 형식, mp3 형식가능하며 MP3 Player, MD, 휴대폰 음원 사용불가

 - 반주자는 수험생 본인이거나 수험생이 동반하여야 함

 - 본인이 반주할 경우 반주용 악보(가사 삭제)를 볼 수 있음

 - 시험당일 심사위원용 악보 사본 5부를 반드시 제출하여야 함 

 - 포트폴리오 제출 가능 (심사위원용 사본 5부를 반드시 제출하여야 함) 

    (심사위원용 악보·포트폴리오는 시험장에서 복사 불가)  

 - 드럼 연주자는 본인 스틱 준비/학교에 비치된 드럼 사용

    (필요한 경우 본인의 페달만 허용함)

 - 기타, 베이스 연주자는 본인의 이펙터 사용 허용함

 - 추가 질의를 실시할 수 있음 

3분내외

 ※ 피아노, 드럼, 앰프 이외의 악기는 수험생 본인이 준비하여야 함

일정 음악콘텐츠학과 2017. 1. 24(화) ~ 1. 25(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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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시모집

Ⅴ. 전형별 세부내용 

1. 일반전형 – 수능위주[나군/다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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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에 응시한 자

모집단위 및 모집인원 28쪽 참조

전형방법

모집군 모집단위 선발모형
전형요소별 반영비율

학생부교과 수능 면접 실기 총점

나군 신학과 

일괄합산

30% 70% 합/불

100%

다군
인문사회계열자율전공

간호학과, 식품영양학과
100%

면접시험

• 시험일시

모집군 모집단위 시험일자 시험시간

나군 신학과 2017. 01. 17(화) - 10. 18(수) 지정일 09:00 부터

• 시험장소 : 개인별 입실시간과 장소는 시험 3일 전 대학 입학안내 홈페이지에 공지함

                   (배정된 시험일시와 장소는 변경할 수 없으며 ‘수험생 안내문’을 반드시 확인하여야 함)

• 시험내용 : 32쪽 참조

서류제출

제출대상 제출서류

2011년 2월 이전 졸업자

• 학교생활기록부 1부학생부 온라인 제공 비동의자

및 미제공 고교출신자

검정고시출신자

• 검정고시 합격증명서 1부

• 검정고시 성적증명서 1부

    (검정고시 온라인 제공 비동의자 또는 미제공자에 한함)

외국 고등학교 졸업자

• 외국고등학교 졸업증명서 1부

• 고등학교 전과정 성적증명서 1부

• 고등학교 재학기간 출입국사실증명서 1부

※ 아포스티유 확인서 또는 재외교육기관 확인서 (영사확인서)

※ 외국국적 소지자는 한국어능력시험 “TOPIC 4급” 이상 취득자 

▶ 모든 제출서류는 2016. 10. 01(토) 이후 발급된 서류만 인정함

▶ 전형기간 중 필요에 따라 개별적으로 평가에 관한 추가서류를 요구할 수 있음

▶ 제출기한 : 2017. 01. 05(목) 17:00까지 <서류제출 마감일 우편 소인까지 인정함>

▶ 제출방법 : 등기우편 또는 방문 제출

                   (입학원서 접수사이트에서 ‘서류봉투 부착용 주소라벨’을 출력하여 서류봉투에 부착 후 제출)

▶ 제출장소 : (07661) 서울특별시 강서구 까치산로 24길 47 KC대학교 교무처 입학관리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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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일반전형 – 실기위주[다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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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집단위 및 모집인원 28쪽 참조

전형방법

모집단위 선발모형
전형요소별 반영비율

학생부교과 수능 면접 실기 총점

음악콘텐츠학과 일괄합산 20% 80% 100%

실기시험

• 시험일시

모집단위 시험일자 시험시간

음악콘텐츠학과 2017. 01. 24(화) - 01. 25(수) 지정일 09:00 부터

• 시험장소 : 개인별 입실시간과 장소는 시험 3일 전 대학 입학안내 홈페이지에 공지함

                   (배정된 시험일시와 장소는 변경할 수 없으며 ‘수험생 안내문’을 반드시 확인하여야 함)

• 시험내용 : 32쪽 참조

서류제출

제출대상 제출서류

2011년 2월 이전 졸업자

• 학교생활기록부 1부학생부 온라인 제공 비동의자

및 미제공 고교출신자

검정고시출신자

• 검정고시 합격증명서 1부

• 검정고시 성적증명서 1부

    (검정고시 온라인 제공 비동의자 또는 미제공자에 한함)

외국 고등학교 졸업자

• 외국고등학교 졸업증명서 제출

• 고등학교 전과정 성적증명서 제출

• 고등학교 재학기간 출입국사실증명서 제출

※ 아포스티유 확인서 또는 재외교육기관 확인서 (영사확인서)

※ 외국국적 소지자는 한국어능력시험 “TOPIC 4급” 이상 취득자

▶ 모든 제출서류는 2016. 10. 01(토) 이후 발급된 서류만 인정함

▶ 전형기간 중 필요에 따라 개별적으로 평가에 관한 추가서류를 요구할 수 있음

▶ 제출기한 : 2017. 01. 05(목) 17:00까지 <서류제출 마감일 우편 소인까지 인정함>

▶ 제출방법 : 등기우편 또는 방문 제출

                   (입학원서 접수사이트에서 ‘서류봉투 부착용 주소라벨’을 출력하여 서류봉투에 부착 후 제출)

▶ 제출장소 : (07661) 서울특별시 강서구 까치산로 24길 47 KC대학교 교무처 입학관리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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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농어촌학생(정원외) -  학생부위주(학생부교과)

지원자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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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방자치법」 제3조에 의한 읍·면 지역 / 「도서·벽지교육진흥법시행규칙」 제2조에 의한 지역

• 농어촌 소재지 중·고등학교 6년 교육과정을 이수 및 본인·부모 모두 농어촌에 거주한 자

• 농어촌지역 인정 사유

    ① 고등학교 재학 기간 중 행정구역 개편 등으로 읍·면 지역이 동으로 변경된 경우

    ② 고등학교 재학 기간 중 도서·벽지 지역이 해제된 경우

• 특수목적고(과학고, 외국어고, 국제고, 예술고, 체육고) 출신자 제외

※ 특수목적고(과학고, 외국어고, 국제고, 예술고, 체육고) 출신자는 지원할 수 없음

※ 지원자격 기간 내 무단전출 및 기타 사유로 인한 직권(신고)말소 등이 1일이라도 있는 경우(부모 포함) 지원할 수 없음

모집단위 및 모집인원 28쪽 참조

전형방법
모집단위 선발모형

전형요소별 반영비율

학생부교과 면접 실기 총점

인문사회계열자율전공 일괄합산 70% 30% 100%

면접시험

• 시험일시

모집단위 시험일자 시험시간

인문사회계열자율전공 2017. 1. 24(화) - 1. 25(수) 중 지정일 09:00 부터

• 시험장소 : 개인별 입실시간과 장소는 시험 3일 전 대학 입학안내 홈페이지에 공지함

                  (배정된 시험일시와 장소는 변경할 수 없으며 ‘수험생 안내문’을 반드시 확인하여야 함)

• 시험내용 : 32쪽 참조

서류제출

제출대상 제출서류

공통

• 농어촌학생 특별전형 추천서 1부 [출신학교장의 직인을 날인하여 제출]

• 중학교 학교생활기록부 1부

• 가족관계증명서(지원자 본인 명의) 1부

• 부ㆍ모ㆍ학생 주민등록등본 및 초본 각 1부 

   [재학기간 내 주소지 변동사항이 기재되어야 함]

• 부와 모의 직장 소재지를 입증할 수 있는 서류 각 1부

   - 재직증명서, 사업자등록증명원(자영업), 농업인확인서 등

※ 지원자격 기간 내 재직한 직장 모두 제출하여야 함

2011년 2월 이전 졸업자

• 고등학교 학교생활기록부 1부학생부 온라인 제공 비동의자 

및 미제공 고교출신자

   ※가족관계증명서로 부모사실관계를 확인할 수 없거나 부모의 예외 적용자인 경우, 기본증명서(지원자 본인 명의,) 주민등록등본,

   혼인관계증명서, 제적등본, 친권확인서류 등 사실관계 증빙이 가능한 모든 서류를 함께 제출하여야  함

▶ 모든 제출서류는 2016. 12. 01(목) 이후 발급된 서류만 인정함

▶ 전형기간 중 필요에 따라 개별적으로 평가에 관한 추가서류를 요구할 수 있음

▶ 제출기한 : 2017. 01. 05(목) 17:00까지 <서류제출 마감일 우편 소인까지 인정함>

▶ 제출방법 : 등기우편 또는 방문 제출

                   (입학원서 접수사이트에서 ‘서류봉투 부착용 주소라벨’을 출력하여 서류봉투에 부착 후 제출)

▶ 제출장소 : (07661) 서울특별시 강서구 까치산로 24길 47 KC대학교 교무처 입학관리과

※ 우리 대학은 농어촌학생 지원자격에 해당하는 재학기간을 2016학년도부터 6년(중학교 입학일부터 고등학교 졸업일까지)으로 확대함



4. 특성화고교졸업자(정원외) - 학생부위주(학생부교과)

지원자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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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특성화 고등학교 졸업(예정)자로서 동일계열 전공자

    ① 해당 고교에서 전 교육과정(입학일부터 졸업일까지)을 이수하고 전문교과를 30단위 이상 이수한 자

    ② 특성화고와 같은 교육과정을 운영하는 학과가 있는 일반고(종합고) 포함

※ 지원자격 기간 내 특성화고 이외의 학교에서 재학한 사실이 있는 경우 지원할 수 없음

   (단, 입학 후 7일 이내에 특성화고로 전입학한 경우에는 예외로 인정함)

• 지원제한 :   마이스터 고등학교, 보통과(7차일반), [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 제90조의 규정에 따른 ‘특수목적고등학교’, 

제91조의 3과 제91조의 4의 ‘자율형고등학교’, [초ㆍ중등교육법] 제54조의 ‘고등기술학교’, 제60조의 

규정에 따른 ‘각종학교’, [평생교육법] 제31조의 규정에 따른 ‘평생교육시설 중 교육감이 고교졸업 이하의 

학력을 인정하는 시설’ 등의 졸업예정자는 지원할 수 없음

모집단위 및 모집인원 28쪽 참조

전형방법
모집단위 선발모형

전형요소별 반영비율

학생부교과 면접 실기 총점

간호학과 일괄합산 70% 30% 100%

면접시험

• 시험일시

모집단위 시험일자 시험시간

간호학과 2017. 1. 24(화) - 1. 25(수) 중 지정일 09:00 부터

• 시험장소 : 개인별 입실시간과 장소는 시험 3일 전 대학 입학안내 홈페이지에 공지함

                  (배정된 시험일시와 장소는 변경할 수 없으며 ‘수험생 안내문’을 반드시 확인하여야 함)

• 시험내용 : 32쪽 참조

서류제출

제출대상 제출서류

공통
• 특성화고교 출신자 특별전형 확인서 1부

※ 출신 학교장의 직인을 날인하여 제출 

2011년 2월 이전 졸업자

• 학교생활기록부 1부학생부 온라인 제공 비동의자

및 미제공 고교출신자

▶ 모든 제출서류는 2016. 10. 01(토) 이후 발급된 서류만 인정함

▶ 전형기간 중 필요에 따라 개별적으로 평가에 관한 추가서류를 요구할 수 있음

▶ 제출기한 : 2017. 01. 05(목) 17:00까지 <서류제출 마감일 우편 소인까지 인정함>

▶ 제출방법 : 등기우편 또는 방문 제출

                   (입학원서 접수사이트에서 ‘서류봉투 부착용 주소라벨’을 출력하여 서류봉투에 부착 후 제출)

▶ 제출장소 : (07661) 서울특별시 강서구 까치산로 24길 47 KC대학교 교무처 입학관리과

모집단위명 교육과정의 기준학과명

간호학 간호학과

동일계열 기준학과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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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기회균등할당제전형(정원외) - 학생부위주(학생부교과), 실기위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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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 제1호(수급권자), 제2호(수급자) 및 같은 조 제11호에 따른 차상위계층에 해당하는 자

모집단위 및 모집인원 28쪽 참조

전형방법

모집단위 선발모형
전형요소별 반영비율

학생부교과 면접 실기 총점

인문사회계열자율전공
간호학과, 식품영양학과 일괄합산

70% 30%
100%

음악콘텐츠학과 30% 70%

면접시험

/

실기시험

• 시험일시

모집단위 시험일자 시험시간

인문사회계열자율전공

간호학과, 식품영양학과

음악콘텐츠학과

2017. 1. 24(화) - 1. 25(수) 중 지정일 09:00 부터

• 시험장소 : 개인별 입실시간과 장소는 시험 3일 전 대학 입학안내 홈페이지에 공지함

                    (배정된 시험일시와 장소는 변경할 수 없으며 ‘수험생 안내문’을 반드시 확인하여야 함)

• 시험내용 : 32쪽 참조

서류제출

제출대상 제출서류

2011년 2월 이전 졸업자

• 학교생활기록부 1부학생부 온라인 제공 비동의자
및 미제공 고교출신자

검정고시출신자
• 검정고시 합격증명서 1부
• 검정고시 성적증명서 1부 (검정고시 온라인 제공 비동의자 또는 미제공자에 한함)

외국고교 졸업(예정)자

• 외국고등학교 졸업증명서 1부
• 고등학교 전과정 성적증명서 1부
• 고등학교 재학기간 출입국사실증명서 1부
※ 아포스티유 확인서 또는 재외교육기관 확인서 (영사확인서)
※ 외국국적 소지자는 한국어능력시험 “TOPIC 4급” 이상 취득자

기초생활수급자 •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지원자 본인 명의) 1부

차상위 건강보험본인부담 
경감 대상자

• 차상위 본인부담경감대상자 증명서(국민건강보험공단 발급) 1부

차상위 장애수당 대상자 • 장애수당 수급자 확인서(시ㆍ군ㆍ구청, 읍ㆍ면ㆍ동주민센터 발급) 1부

차상위 장애인연금 
부가급여 대상자

• 장애인연금 수급자 확인서(시ㆍ군ㆍ구청, 읍ㆍ면ㆍ동주민센터 발급) 1부

차상위 자활급여 대상자 • 자활근로자 확인서(시ㆍ군ㆍ구청, 읍ㆍ면ㆍ동주민센터 발급) 1부

한부모가족 지원 대상자 • 한부모가족 증명서(시ㆍ군ㆍ구청, 읍ㆍ면ㆍ동주민센터 발급) [지원자 본인 명의] 1부

우선돌봄 차상위가구의 학생
• 우선돌봄 차상위 확인서(시ㆍ군ㆍ구청, 읍ㆍ면ㆍ동주민센터 발급) 
    [지원자 본인 명의] 1부

※  차상위 건강보험본인부담 경감 대상자, 차상위 장애수당 대상자, 차상위 장애인연금 부가급여 대상자, 차상위 자활급여 대상자는 본인 명

의 증명서(확인서)가 아닌 경우 가족관계증명서와 주민등록등본 각 1부(지원자 본인 명의)를 추가로 제출하여야 함

▶ 모든 제출서류는 2016. 10. 01(토) 이후 발급된 서류만 인정함

▶ 전형기간 중 필요에 따라 개별적으로 평가에 관한 추가서류를 요구할 수 있음

▶ 제출기한 : 2017. 01. 05(목) 17:00까지 <서류제출 마감일 우편 소인까지 인정함>

▶ 제출방법 : 등기우편 또는 방문 제출

                   (입학원서 접수사이트에서 ‘서류봉투 부착용 주소라벨’을 출력하여 서류봉투에 부착 후 제출)

▶ 제출장소 : (07661) 서울특별시 강서구 까치산로 24길 47 KC대학교 교무처 입학관리과



6. 특수교육대상자(정원외) - 학생부위주(학생부교과)

지원자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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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의하여 등록된 장애인 또는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 등에 의한 상이 

등급자로서 장애인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 15조  제 1항 제1호(시각장애), 2호(청각장애), 4호(지체장애), 7호(의

사소통장애), 9호(건강장애)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

모집단위 및 모집인원 28쪽 참조

전형방법
모집단위 선발모형

전형요소별 반영비율

학생부교과 면접 실기 총점

신학과, 인문사회계열자율전공 일괄합산 70% 30% 100%

면접시험

• 시험일시

모집단위 시험일자 시험시간

신학과 2017. 1. 17(화) ~ 1. 18(수) 중 지정일 09:00 부터

인문사회계열자율전공 2017. 1. 24(화) ~ 1. 25(수) 중 지정일 09:00 부터

• 시험장소 : 개인별 입실시간과 장소는 시험 3일 전 대학 입학안내 홈페이지에 공지함

                  (배정된 시험일시와 장소는 변경할 수 없으며 ‘수험생 안내문’을 반드시 확인하여야 함)

• 시험내용 : 32쪽 참조

서류제출

제출대상 제출서류

공통 • 장애인증명서 또는 장애인등록증 원본 1부 

2011년 2월 이전 졸업자

• 학교생활기록부 1부 학생부 온라인 제공 비동의자

및 미제공 고교출신자

검정고시출신자

• 검정고시 합격증명서 1부

• 검정고시 성적증명서 1부 

   (검정고시 온라인 제공 비동의자 또는 미제공자에 한함)

외국고교 졸업(예정)자

• 외국고등학교 졸업증명서 1부

• 고등학교 전과정 성적증명서 1부

• 고등학교 재학기간 출입국사실증명서 1부

※ 아포스티유 확인서 또는 재외교육기관 확인서 (영사확인서)

※ 외국국적 소지자는 한국어능력시험 “TOPIC 4급” 이상 취득자

▶ 모든 제출서류는 2016. 10. 01(토) 이후 발급된 서류만 인정함

▶ 전형기간 중 필요에 따라 개별적으로 평가에 관한 추가서류를 요구할 수 있음

▶ 제출기한 : 2017. 01. 05(목) 17:00까지 <서류제출 마감일 우편 소인까지 인정함>

▶ 제출방법 : 등기우편 또는 방문 제출

                   (입학원서 접수사이트에서 ‘서류봉투 부착용 주소라벨’을 출력하여 서류봉투에 부착 후 제출)

▶ 제출장소 : (07661) 서울특별시 강서구 까치산로 24길 47 KC대학교 교무처 입학관리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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Ⅵ. 입학원서 접수 안내

1. 접수기간                                                                          

모집시기 접수기간 비고

정시모집 2016. 12. 31(토) ~ 2017. 01. 04(수) 21:00 24시간 접수 가능

2. 접수사이트 및 연락처

접수사이트 연락처 e-mail 비고

진학어플라이

(jinhakapply.com)

전화 : 1544 - 7715

팩스 : 02-722-5453
apply@jinhakapply.com

100% 인터넷 접수만 

실시하므로 접수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접수사이트 

연락처로 문의

3. 전형료

전형명 전형료 접수수수료

일반전형 45,000

5,000원

면접시험이 있는 모집단위 및 전형 60,000

예체능계열 (음악콘텐츠학과) 80,000

국가유공자,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등에 해당하는자

- 본교 기회균등할당제전형에 지원하는 자는 원서 접수시 면제

- 그 외 전형에 지원하는 경우 2017.01.26.(목) 오후5시까지 

   환불신청서 작성시 환불함(신분을 증명할 수 있는 증빙서류 제출하여야 함)

면제

※ 결재된 전형료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4. 전형료 환불기준

1. 본 대학교에서 시행하는 각종 고사에 미응시한 자는 전형료를 환불하지 않음

2.  아래 각 호에 해당하는 자는 고등교육법 제34조의4/고등교육법시행령 제42조의3 에 의거하여 접수수수료를 제외한 전형료 전액 또는 

   일부를 환불함

    (1) 응시생의 착오로 인한 입학전형료 과납의 경우 : 과납한 금액 전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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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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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질병(사고)으로 의료기관에 입원하여 입학전형에 응시하지 못한 경우 : 입학전형료 전액

          - 해당 증빙서류를 제출받은 후 심의를 거쳐 본교가 인정한 자에 한함

    (5)  입학 전형 종료 후 입학전형 관련 손실 · 지출에 따른 잔액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학교방문 또는 금융기관 계좌이체 

          방식으로 입학전형 응시생에게 반환합니다.(단, 입학전형료 반환금액이 금융기관 전산망 사용료 미만일 경우 반환하지 않음)

 ※ 은행계좌는 사용 가능여부를 반드시 확인한 후 예금주명과 계좌번호를 정확하게 입력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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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접수방법  

1단계 : 사이트 접속 및 회원가입 2단계 : 입학원서 작성(입력) 및 접수

※ 입학원서 접수 당시 작성(입력)한 모든 사항은 입학 전형자료 이외의 다른 용도로 사용하지 않음

※  입학원서 접수 시 오기 또는 누락 등이 없도록 각별히 유의하여 작성(입력)하여야 하며, 입력착오(누락) 등으로 인하여 발생되는 문제에 대한 모든 책임은 지원자 본인에게 있음

※ 기타 자세한 사항은 ‘입학원서 접수사이트의 안내사항’ 참조

•진학어플라이

•입학원서 접수사이트 회원가입

•반드시 지원자의 정보를 이용하여 가입하여야 함

•메인화면의 접수대학 명단에서 KC대학교 선택

•유의사항을 꼼꼼하게 확인

사이트 접속

회원가입

유의사항 확인

•지원사항, 지원자정보, 학력사항 등 입학원서 작성

•접수마감일(2017. 1. 4) 21시까지 입력 및 저장을 완료하여야 

  접수가 가능하며, 입력사항을 저장하지 않았을 경우 원서접수 불가함

•입학원서 접수사이트의 전형료 결제방법 선택

  (입학원서 접수사이트의 결제 방법에 따름)

•전형료 결제(결제 완료 후 전형료 취소 불가)

•전형료 결제 후 입력사항 변경은 불가함

•접수증 및 수험표 출력 후 본인 소지

•서류 제출 대상자는 ‘서류봉투 부착용 주소라벨’을 출력하여 

   서류봉투에 부착 후 등기우편으로 발송하거나 직접 방문 제출

•작성한 입학원서 내용 확인

사이트 접속

결제방법 선택

전형료 결제(접수완료)

접수증 출력

작성내용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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Ⅶ. 지원자 유의사항

1. 학교생활기록부 온라인 제공 안내

   가. 학교생활기록부는 지원자가 온라인 제공에 동의한 경우 교육부 온라인제공시스템을 통해 우리 대학에 제공됨

   나. 제공대상 : 2012년 2월 졸업자 및 그 이후 졸업자(조기졸업자 및 조기졸업예정자 포함)

   다. 아래 1)~3)에 해당되는 지원자는 ‘학교생활기록부 1부’를 반드시 제출하여야 함

        1) 2011년 2월 졸업자 및 그 이전 졸업자

        2) 입학원서 접수 시 지원자가 학교생활기록부 온라인 활용에 동의하지 않은 경우

        3) 학교생활기록부 온라인 제공 비대상교 또는 비동의 고교 졸업(예정)자 [출신고교에 문의]

2. 검정고시 온라인 제공 안내

   가. 검정고시 대입전형자료는 지원자가 온라인 제공에 동의한 경우 나이스 대국민서비스(http://www.neis.go.kr)를 통해 우리 대학에 제공됨

   나. 제공대상 : 2012년 1회차 ~ 2016년 1회차 검정고시 합격자 

   다. 제공방법(절차)

        1) 나이스 대국민서비스 접속 → 검정고시 온라인 제공 동의 및 신청 완료 → 제공동의 확인번호 생성

        2) 우리 대학 원서 접수 시 검정고시 온라인 제공 동의 및 제공동의 확인번호 입력

   라. 아래 1)~2)에 해당되는 지원자는 검정고시 합격증명서 1부를 반드시 제출하여야 함

        1) 2011년 2회차 합격자 및 그 이전 합격자

        2) 원서 접수 시 검정고시 온라인 활용에 동의하지 않은 경우

3. 입학시험 성적은 일체 공개하지 않음

4.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입학원서 접수(전형료 결제) 후에는 기재사항을 변경할 수 없음

5.  시험당일 휴대전화, 무전기 등 통신기기와 전자사전, 카메라 등 전자기기를 소지하고 시험장에 입실할 수 없으며 이를 위반하였을 경우에는 부정

행위자로 간주하여 처리함

6. 시험당일 수험표와 신분증을 반드시 지참하여야 함 

   • 수험표 출력 : 진학어플라이 원서접수 사이트에서 출력     

   • 신분증 종류 :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청소년증

7.  정시모집 등록자(충원등록 포함)가 등록을 포기하고자 할 경우 반드시 2017. 2. 16(목) 16:00 이전까지 대학 입학안내 홈페이지에서 “등록포기 

환불신청서”를 작성하여야 함 [등록포기(환불) 신청방법 및 절차는 대학 입학안내 홈페이지(ibsi.kcu.ac.kr) 참조]

8.  입학원서에 작성(입력)된 연락처가 전형기간 중 변경될 경우 반드시 입학관리과로 변경 통보하여야 하며, 입학원서에 기재된 연락처의 오류 또는 

연락두절로 인해 발생되는 모든 불이익(합격 취소 등)에 대한 책임은 지원자 본인에게 있음

9. 입시의 공정성 확보를 위하여 다음과 같이 이의 신청ㆍ처리절차를 수립하여 진행함 

   • 이의 신청접수 → 이의 타당성 확인 → 입시공정관리대책위원회 심의 → 위원회 결정사항 통보

10.  입학원서 작성 시 입력사항을 허위로 작성하였거나 제출서류를 위ㆍ변조한 경우,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합격 또는 입학한 사실이 확인될 경우에

는 합격 또는 입학을 취소함

11. 고등학교 졸업예정자가 고등학교 졸업자격을 취득하지 못할 경우 입학을 취소함

12.  본 모집요강 내용(요강에 명시한 각종 안내사항 포함)은 지원자에게 개별통보하지 않으므로 내용을 정확하게 숙지하여야 하며, 모집요강 내용 

미숙지로 인해 발생되는 모든 불이익에 대한 책임은 지원자 본인에게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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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 홈페이지(www.kcu.ac.kr) → 빠른메뉴 → 장학제도 → 장학금지급기준 → 신입생

•생활관 ( ☎ 02-2600-2426 )

구분 호실현황 수용인원 비고

남자동 3인실 16실 48명

여자동 2인실 3실 / 3인실 13실 45명

계 93명

1. 합격자는 등록기간에 등록금을 납부하여야 함.(일정참조 27쪽)

2. 합격자의 기한 내 등록금 미납 또는 추가합격자 선발 시 부재 및 전화번호 오류에 의한 미등록자는 모두 불합격으로 처리함

3.  정시모집에 합격하고 등록금을 납부한 자가 등록을 포기하고자 할 경우 2017. 2. 16(목) 16:00 이전까지 입학관리과(TEL:02-2600-2446)

에 ‘등록포기신청서’를 반드시 제출하여야 함 [홈페이지(http://ibsi.kcu.ac.kr)→ 「합격포기신청」 클릭 후 ‘등록포기신청서’작성]

4. 등록포기신청서에는 필히 본인이 직접 작성하여야 하며, 환불계좌번호가 입학원서 작성 시 계좌번호와 동일하여야 함

5. 미등록 충원시한 이후 학기 개시일까지 등록을 포기한 경우에는 교육부령 「학교수업료 및 입학금에 관한 규칙」에 따라 등록금을 환불함

Ⅸ. 생활관안내

Ⅷ. 장학안내

Ⅹ. 등록•등록포기•환불 안내



캠퍼스 맵 / 교통 안내

캠퍼스 맵

교통안내

지하철 이용

•5호선 화곡역3번출구 → KC대학교 학교버스 무료 환승 (방학중에는 운행하지 않음)

•5호선 화곡역4번출구 → 마을버스(01번) 하이웨이주유소 방향 → KC대학교 정류소에서 하차 후 도보 5분

•9호선 등촌역2번출구 → KC대학교 학교버스 무료 환승 (방학중에는 운행하지 않음)

버스 이용 강서구청 앞 하차시

•지선버스 : 5712, 6514, 6627, 6629, 6645

•간선버스 : 604, 606, 650, 652, 673

•부천버스 : 70, 70-2, 70-3

버스 이용 강서구청사거리 앞 하차시

•지선버스 : 5712, 6514, 6627, 6629, 6645

•간선버스 : 601, 604, 606, 642, 650, 652

•부천버스 : 70, 70-2, 70-3

자가이용시

가양대교 (88올림픽도로)에서 오실 경우 강서구청 사거리에서 P턴 → 하이웨이주유소 → KC대학교

07661 서울특별시 강서구 까치산로 24길 47   입학상담 : 02-2600-2446~8  http://ibsi.kcu.ac.kr

•일반버스 : 2, 60, 60-1, 60-3, 69, 88

•좌석버스 : 300

•공항버스 : 6000, 6003, 6008

➊ 본관 ➋ 창의관 ➌ 진리관(생활관) ➍ 음악관

➎ 도서관 ➏ 성서관 ➐ 학생복지관(KCU카페) ➑ 과학관 신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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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661 서울특별시 강서구 까치산로 24길 47

Tel. 02-2600-2446~8  Fax. 02-2600-2469

www.kcu.ac.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