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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모집단위 및 모집인원

계열
모집단위

입학정원

수시1차 모집인원 맞춤형교육과정운영

정원내 전형 정원외 전형

학부(과) 전공 일반전형
특별전형

소계
기회균형선발전형 전문대학이상졸업자전형

만학도및 성인재직자전형
소계대학자체 고른기회 농·어촌학생 저소득층

인
문
사
회

유아교육과(3년제) 106 52 10 22 84 1 1 3 3 8
글로벌외국어학부 영어전공 50 26 4 9 39 ◆일본어전공
경찰경호학부 경찰행정전공 100 51 10 18 79경찰경호전공

경영회계학부
경영전공

70 38 5 12 55 ◆세무회계전공
마케팅유통전공

관광학부
호텔경영전공

99 31 5 12 48 ◆관광경영전공
항공서비스전공 29 29

사회복지학부 사회복지전공 150 78 15 24 117 ◆사회복지상담전공

자
연
과
학

외식산업학부
호텔조리전공

210 109 17 41 167 ◆외식경영전공
제과제빵전공
커피바리스타전공

화훼플로리스트과(★) 20 15 15 ◆
식품영양학과(3년제) 30 16 2 5 23 ◆
보건의료행정과(3년제) 90 46 9 16 71 ◆
안경광학과(3년제) 100 51 10 18 79 ◆
치위생과(3년제) 84 34 5 12 51 4 5 4 2 15
방사선과(3년제) 72 30 4 10 44 4 5 4 2 15
간호학과(4년제) 160 42 5 17 64 5 5 11 21

공
학

컴퓨터정보학부 컴퓨터정보전공 60 29 7 9 45 ◆컴퓨터게임전공
스마트미디어영상학부 뉴미디어영상전공 60 29 7 9 45 ◆AR/VR영상전공

예
체
능

스포츠레저학부
레저스포츠전공

150
48 48 2 2  2 618 18태권도전공

스포츠지도전공 27 27

실용음악학부
 보컬전공

200
60 60

2 2 2 6 기악전공
 (건반,기타,베이스,드럼) 20 20
 컴퓨터음악작곡전공 40 40

디자인학부
시각디자인전공

120
20 2 5 27

실내건축디자인전공 20 2 5 27
패션디자인전공 20 2 5 27

만화애니메이션학부
(3년제)

만화전공 150 35 5 10 50 2 2 3 7애니메이션전공 19 2 4 25
뷰티코디네이션학부 토탈뷰티전공 90 52 5 10 67 ◆리챠드프로헤어전공

방송광고영상학부(★) 방송영상전공 60 48 48광고영상전공
계 2,231 1,106 160 273 1,539 20 22 22 14 78

 ※ 유아교육과, 경영회계학부, 사회복지학부, 치위생과, 컴퓨터정보학부, 스마트미디어영상학부는 산업체 경력없이 전공심화과정으로 학사학위 취득이 
가능합니다.

 ※ 간호학과: 간호교육인증평가 5년 인증 획득 2021.12.12.~2026.12.11.(한국간호교육평가원)
 ※ 수시모집에서 계획된 모집인원만큼 선발되지 않은 인원(정원외 포함)은 정시로 이월되어 모집합니다.
 ※ 동일한 모집시기에 복수지원(2개 이상의 모집단위에 지원)은 불가합니다
 ※ 20명 미만의 전공은 개설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표시는 신설학과입니다.
 ※ ‘◆’표시는 맞춤형교육과정을 운영하는 학부(과)입니다. (「p.15 맞춤형교육과정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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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전형일정
1. 원서접수

접수기간 접수방법 비고

2021.9.10.(금)
      ~ 10.4.(월)

마감당일
17:00까지

단, 인터넷접수는
마감일 24:00까지

가능합니다.

방문
접수

본 대학 접수창구
(자유관 1층 입학관리처)

    09:00 ~ 17:00
※ 토·일요일 및 공휴일은
   접수하지 않습니다.

인터넷
접수

원서접수 대행업체에 접속
(www.uwayapply.com, 또는 www.jinhakapply.com)

⇩
통합회원 가입

⇩
공통원서 작성

⇩
 백석문화대학교 선택(유의사항 및 모집요강 반드시 숙지) 

⇩
원서작성(대학별 추가사항) 및 확인

⇩
전형료(수수료) 결제 

⇩
접수 확인 및 출력(수험표)

⇩
제출서류 발송(원서를 제외한 제출서류가 있는 경우만 해당)

※대행업체를 통한 
  인터넷 접수 시 전형료
  와 별도의 수수료를 
  결제해야 합니다.
※본교의 자체접수 시스템
  을 이용한 접수는 무료
  입니다.
※토·일요일 및 공휴일
  도 접수 가능

본교의 자체 원서접수 시스템을 통한 접수 가능
(https://apply.bscu.ac.kr)

우편
접수

 ∘ 입학원서와 지원자격 증빙서류(해당자)를 등기로 송부 
 ∘ 보낼주소: 충남 천안시 동남구 백석대학로 1-2(자유관103호) 입학관리처
 ∘ 봉투에 “입학원서 재중” 표기

※ 접수마감일 도착분에 
   한 함

※ 모든 제출서류(해당자에 한함)는 2021.10.5.(화),17:00까지 제출해야 합니다. (미제출시 불합격 처리됨)

2. 면접·실기고사 : 일부 학부(과)에 한함
전형구분 학부(과) 실기 또는 면접 고사일

전체

유아교육과, 관광학부(항공서비스전공),치위생과, 방사선과, 간호학과, 스포츠레저학부(스포츠지도전공) 면접고사
2021.10.26.(화) ~ 10.27.(수)

스포츠레저학부(레저스포츠/태권도전공),
실용음악학부, 만화애니메이션학부 실기고사

※ 면접/실기고사 일자(시간) 및 입실장소는 2021.10.15.(금),15:00부터 본교 입학홈페이지를 통하여 확인(조회) 가능
※ 대상인원이 적은 학부(과)는 해당기간 중 하루(1일)만 실시될 수 있습니다. 
 
3. 합격자 발표 및 등록

구분 일정 방법 비고

합격자 발표 2021.11.5.(금)
본 대학

입학홈페이지에서 
확인

개별통보는 하지 않음
※ 미확인으로 인한 피해는 본 대학에서 

책임지지 않습니다.

합격자 등록예치금 납부 2021.12.17.(금) ~ 12.20.(월) 해당은행
가상계좌로 납부

등록예치금납입의뢰서는 본 대학
홈페이지에서 조회(확인) 가능

미등록 충원 합격자 발표 2021.12.20.(월),19:00
 ~ 2021.12.29.(수) 전화통보

전화를 통한 개별통보
※연락두절로 인한 피해는 본 대학에서 

책임지지 않습니다.

미등록 충원 합격자 등록 2021.12.21.(화) ~ 
2021.12.29.(수)

해당은행
가상계좌로 납부

등록예치금납입의뢰서는 본 대학
홈페이지에서 조회(확인) 가능

등록금 납부
(예치금 납부자에 한함) 2022.2.9.(수) ~ 2.11.(금) 해당은행

가상계좌로 납부
등록금납입의뢰서는 2022.2.7.(월)부터
본 대학 홈페이지에서 출력가능(예정)

※ 등록의사가 있는 수시합격자는 등록예치금을 반드시 해당 기간 내에 납부해야 하며 이후, 예치금을 제외한 나머지 등록금을 등록금납부 기간
에 추가로 납부해야 합니다.(해당 기간 내 등록금을 납부하지 않을 경우 등록포기 처리됩니다.)

※ 수시합격자(최초합격자와 충원합격자 모두)는 등록여부와 관계없이 본 대학 및 타 대학의 정시 및 추가모집에 지원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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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지원자격 및 제출서류
1. 공통 지원자격 : 고등학교 졸업(예정)자 또는 관련 법령에 따라 이와 동등한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
2. 정원 내 전형

전형구분 지원자격 제출서류

일반전형
∘고교 졸업자 및 졸업예정자
∘고등학교 졸업학력 검정고시 합격자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에 따른 위와 동등이상의 학력 인정자

∘아래 성적관련 서류 중 해당서류
 -학교생활기록부 1부(온라인제공 동의자 제외) 
 -검정고시 ‘합격증명서’와 ‘성적증명서’ 각 1부
  (온라인제공 동의자 제외)

특별
전형

대학
자체

특성화
고교

∘특성화고 ․ 특수목적고(공업고, 실업고, 농림업고, 해양고) 
 , 일반(종합)고의 직업교육분야 교육과정을 운영하는 
 학과 졸업(예정)자
※ 특수목적고교 중 ‘과학고, 국제고, 외국어고, 예술고,
   체육고’는 제외

∘학교생활기록부 1부(온라인제공 동의자 제외)

취업자 ∘취업자 또는 취업경력자

∘아래 성적관련 서류 중 해당서류
 -학교생활기록부 1부(온라인제공 동의자 제외) 
 -검정고시 ‘합격증명서’와 ‘성적증명서’ 각 1부
  (온라인제공 동의자 제외)
∘산업체 재직(경력)증명서 (본 대학 양식) 1부
∘국민건강보험 자격취득(상실) 확인서 또는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 1부

특기자

∘자격기본법에 의한 국가자격 또는 민간자격 취득자
∘단증, 체육관련 자격증 소지자
※각종 어학능력검정시험을 통한 점수나 등급은 제외
 (TOEIC, JPT, HSK 등)
※소지한 자격(증)이 지원한 학부(과)와 관련성이 없어도 지원

가능

∘아래 성적관련 서류 중 해당서류
 -학교생활기록부 1부(온라인제공 동의자 제외) 
 -검정고시 ‘합격증명서’와 ‘성적증명서’ 각 1부(온라인
  제공 동의자 제외)
∘자격취득확인서 1부 또는 자격증 사본(원본대조필) 1부  
(자격증 취득사항이 학교생활기록부에 기재되어 있는
   경우, 제출하지 않아도 됨)

추천자
∘출신 고교 담임교사가 추천한 자
∘기독교인으로 해당 교회 목회자가 추천한 자
∘본 대학 지망학부(과)에 열정과 소질이 있는 자기
 추천자

∘아래 성적관련 서류 중 해당서류
 -학교생활기록부 1부(온라인제공 동의자 제외) 
 -검정고시 ‘합격증명서’와 ‘성적증명서’ 각 1부(온라인
  제공 동의자 제외)
∘추천자전형 추천서(본 대학 양식) 1부

경력자
∘대한체육회 가맹단체종목에 대한 전문체육 ‘선수등

록’ 경력이 있는 자.
※ 스포츠레저학부 (스포츠지도전공)에 한함

∘아래 성적관련 서류 중 해당서류
 -학교생활기록부 1부(온라인제공 동의자 제외) 
 -검정고시 ‘합격증명서’와 ‘성적증명서’ 각 1부(온라인
  제공 동의자 제외)
∘ 대한체육회 전문선수등록 증명서 1부
※ 동호인선수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고른
기회

지역
인재

∘대전광역시, 세종특별자치시, 충청남도, 충청북도에
 소재하는 고교 졸업(예정)자
※ 본 전형을 통해 입학한 자는 위 자격기준을 ‘졸업일’ 까지
   유지해야 하며 이를 위반 시, 입학이 취소됩니다. 

∘학교생활기록부 1부(온라인제공 동의자 제외)
※ 졸업 후 지원자격의 변동사항을 확인하기 위해 추가 서류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국가
보훈

대상자
∘국가보훈기본법 제3조 제2호의 ‘ 국가보훈대상자’ 로
서
 국가보훈 관계 법령에 따른 교육지원 대상자

∘아래 성적관련 서류 중 해당서류
 -학교생활기록부 1부(온라인제공 동의자 제외) 
 -검정고시 ‘합격증명서’와 ‘성적증명서’ 각 1부(온라인
  제공 동의자 제외)
∘대학입학 특별전형대상자 증명서 1부
  (지방보훈청 및 보훈지청 발급)

※ 인터넷 원서접수자는 입학원서를 제외한 나머지 서류만 제출합니다.
※ 대입전형자료 온라인제공 동의자는 해당서류를 제출하지 않습니다.(온라인제공 동의 가능자는 아래와 같습니다.)
  • 학생부: 2014년~2022년 고졸졸업(예정)자        •검정고시(성적증명서/합격증명서): 2015년 1회차 ~ 2021년 1회차
※ 대입전형자료 온라인 제공 비 동의자 및 제공불가 고교졸업(예정)자는 해당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 모든 제출 서류(해당자에 한함)는 2021. 10. 5.(화), 17:00까지 제출하여야 합니다. (미제출 시 불합격 처리함)
※ 스포츠레저학부(스포츠지도전공)은 대학자체 특별전형 중 <경력자> 자격으로만 지원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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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정원외특별전형
전형구분 지원자격 제출서류

기회
균형
선발

농․어촌
학생

∘ 아래 기준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 [①유형] 해당지역에 소재하는 중․고등학교에서 전 교육과

정을 이수하고 졸업(예정)한 자로서 재학기간 중 본인과 
부모 모두 해당지역에 거주한 자

 - [②유형] 해당지역에 소재하는 초․중․고등학교에서 전 교육
과정을 이수하고 졸업(예정)한 자로서 재학기간 중 본인
(부모는 상관없음)이 해당지역에 거주한 자

 ※ 해당지역: 지방자치법 제3조에 따른 읍․면지역 또는 도서․벽지교육
진흥법 제2조에 따른 도서․벽지 지역

 ※ 단, 특수목적고 중 과학고, 국제고, 외국어고, 예술고, 체육고는 제외
 ※ 초․중․고교 재학 중 행정구역 개편으로 읍․면지역이 동으로 변경되거

나 도서․벽지지역이 해제된 경우에는 해당 각급학교의 입학당시를 
기준으로 적용합니다.

 ※ 본 전형을 통해 입학한 자는 위 자격기준을 ‘졸업일’ 까지 유지해야 
하며 이를 위반시, 입학이 취소됩니다. 

[공통사항]
∘고등학교 학교생활기록부 1부(온라인제공 동의자 제외)
∘농․어촌 특별전형 추천서(본 대학 양식) 1부
※ 지원자격 확인을 위해 추가적인 서류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①유형]
∘본인․부․모의 주민등록초본 각 1부(주소 변동사항 포함)
∘가족관계증명서(본인기준) 1부.
∘중학교 학교생활기록부 1부.

[②유형]
∘본인의 주민등록초본 1부(주소 변동사항 포함)
∘초․중학교 학교생활기록부 각 1부

※ 졸업일 이후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추가서류 제출 필요
   (추가서류 및 제출시기는 별도로 안내)

저
소득층

기초생활
수급권자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수급권자

∘아래 성적관련 서류 중 해당서류
 -학교생활기록부 1부(온라인제공 동의자 제외) 
 -검정고시 ‘합격증명서’와 ‘성적증명서’ 각 1부
  (온라인제공 동의자 제외)
∘아래 확인(증명)서 중 해당서류
 ※ 제출일로부터 7일 이내에 발급받은 서류
 - 수급자증명서 1부 (본인명의)
 - 차상위계층확인서 1부(본인명의)
 - 한부모가족증명서 1부(본인명의)

차상위계층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 제10호에 따른 차
상위계층

한부모가족
지원대상자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 및 제5조의2에
 따른 지원대상자

전문대학이상
졸업자

∘전문대학 및 대학교 졸업(예정)자 또는 동등학력 인정자
※ 간호학과는 대학 전 학년 평균성적이 100점
   만점기준에 80점 이상인 자에 한함

∘대학 또는 전문대학 졸업(예정)증명서 1부
∘대학 또는 전문대학 전 학년 성적증명서 1부
 ※ 백분위 점수가 기재된 성적 증명서 제출 

만학도
및

성인재직자

만학도 ∘주민등록상 1997년 2월 28일 이전 출생자

∘아래 성적관련 서류 중 해당서류
 -학교생활기록부 1부(온라인제공 동의자 제외) 
 -검정고시 ‘합격증명서’와 ‘성적증명서’ 각 1부
  (온라인제공 동의자 제외)
∘주민등록초본 1부

성인
재직자 ∘산업체 근무 경력이 2년 이상 있는 자

∘아래 성적관련 서류 중 해당서류
 -학교생활기록부 1부(온라인제공 동의자 제외) 
 -검정고시 ‘합격증명서’와 ‘성적증명서’ 각 1부
  (온라인제공 동의자 제외)
∘산업체 재직(경력)증명서 1부
∘국민건강보험 자격취득(상실) 확인서 1부

※ 인터넷 원서접수자는 입학원서를 제외한 나머지 서류만 제출합니다.
※ 대입전형자료 온라인제공 동의자는 관련서류를 제출하지 않습니다.(온라인제공 동의 가능자는 아래와 같습니다.)
  • 학생부: 2014년~2022년 고졸졸업(예정)자        •검정고시(성적증명서/합격증명서): 2015년 1회차 ~ 2021년 1회차
※ 대입전형자료 온라인 제공 비 동의자 및 제공불가 고교졸업(예정)자는 관련서류를 제출합니다.
※ 모든 제출 서류(해당자에 한함)는 2021. 10. 5.(화), 17:00까지 제출하여야 합니다. (미제출 시 불합격 처리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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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전형방법 및 전형요소별 성적 반영비율
1. 전형방법
  가. 학교생활기록부(검정고시, 전적대학), 면접고사, 실기고사 성적을 각 전형별 성적 반영비율에 따라 1,000점
     으로 환산한 총점 순으로 선발합니다.
  나. 실기고사 결시자는 불합격 처리합니다.
  다. 면접고사 결시자는 면접고사 점수를 0점으로 처리하고, 학생부 성적만 반영합니다.
2. 전형요소별 성적 반영비율

전형구분 학부(과) 전형유형
반영비율(점수)

학생부성적 수능 면접고사 실기고사 계

전체

면접 또는 실기고사 시행 학부(과)를
제외한 나머지 학부(과) 학생부 100%

(1,000점) - - - 100%
(1,000점)

유아교육과, 관광학부(항공서비스전공),
치위생과, 방사선과, 간호학과 면접 70%

(700점) - 30%
(300점) - 100%

(1,000점)

스포츠레저학부(스포츠지도전공) 면접 40%
(400점) - 60%

(600점) - 100%
(1,000점)

스포츠레저학부(레저스포츠/태권도전공),
실용음악학부, 만화애니메이션학부 실기 40%

(400점) - - 60%
(600점)

100%
(1,000점)

※ “전문대학이상졸업자전형”은 학생부 성적 대신 전적대학 성적을 반영합니다.

3. 학교생활기록부 성적 반영방법
전형구분 학부(과) 반영과목 수 활용지표 비고

전체
아래 3개 학과를 제외한

나머지 학부(과) 전 과목 석차등급 3학년 1학기까지(5개 학기)중 
최우수 1개 학기 전 과목 평균등급

치위생과, 방사선과, 간호학과 전 과목 석차등급 3학년 1학기까지(5개 학기)중 
우수한 4개 학기 전 과목 평균등급

※ 학교생활기록부 온라인제공 동의자의 성적은 전산시스템을 통해 자동으로 평균등급을 계산하여 반영합니다.
※ 학기별 평균등급은 아래의 항목을 모두 만족할 경우에만 유효합니다.
  - 이수과목이 6과목 이상이어야 합니다.
  - 등급을 확인할 수 있는 교과목 수가 4과목 이상이어야 합니다.
    {등급확인이 가능한 교과목: 1~9등급으로 표기되어 있거나, 환산정보(원점수, 표준편차, 과목평균)가 기재되어 등급계산이 가능한 교과목}
※ 과목별 「등급」 이나 「환산정보(원점수․표준편차․과목평균)」없이 「이수상태(이수,우수,보통,미흡 등)」 만 표기된 과목은 이수과목 수에는 포함하나, 

등급계산에서는 제외합니다.(등급계산에서 제외되는 과목은 동점자 처리를 위한 ‘이수단위 합’ 계산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 학교생활기록부 성적이 없는 자의 내신등급은 9등급으로 처리합니다.(단, 검정고시 합격자는 검정고시 과목별 성적을 등급으로 환산하여 반영합니다.)
※ 과목별 이수단위가 기재되어 있지 않은 경우, 이수단위의 합은 과목수로 합니다.
※ 과목별 석차가 없는 경우, 학년(계열)석차 → 학급석차 순으로 적용합니다.
※ 학기별 석차가 없는 경우에는 학년별 석차를 적용합니다.(동점자 처리를 위한 이수학기는 해당학년 ‘2학기’로 적용. 단, 3학년은 ‘1학기’ 적용)

4. 검정고시 합격자 성적 반영방법
전형구분 반영과목 수 활용지표 비고

전체 전 과목 과목별 취득점수 과목별 취득점수를 “[별첨2]등급별 환산점수표”에
적용한 후 1~9등급으로 환산하여 반영

5. 전적대학 성적 반영방법
전형구분 반영학기 활용지표 비고

전문대학이상졸업자전형 이수학기 전체 평점평균 이수학기 전체의 평점평균을 해당배점 기준으로 환산
[ 평균(평점) / 만점(평점) × 해당배점주1] ]

 주1) 해당배점: 학부(과)별 성적반영 비율에 따른 만점점수(1,000점 / 700점 / 400점)

6. 가산점 반영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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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형구분 학부(과) 가산점 대상 기준 가산점

전체

아래 학과를 제외한 나머지 학부(과)
* 가산점 반영 제외학과 *
안경광학과 치위생과
방사선과 간호학과

 - 지원 학부(과)와 관련된 자격(증) 취득자
  ※ [별첨5]에 기재된 자격(증)만 인정 
 - 지원 학부(과)와 관련된 각종 경연대회 입상자  ※ 2019.3.1.이후의 입상실적만 해당됩니다.

50점

 - 어학능력검정시험을 통한 점수(등급)
가산점 TOEIC JPT HSK
100점 500이상 500이상 3급이상
50점 300이상 300이상 2급이상

  ※ 제출일 기준 2년 이내의 성적만 해당됩니다.
  ※ CPT가산점은 CPT시험관리위원회의 HSK급수 대조표에 따라
     201이상(50점), 351이상(100점)으로 합니다.

점수/등급별
차등 적용

※ 중복적용은 불가하며, 가장 높은 가산점에 해당하는 1개 기준만 적용됩니다.
※ 가산점 대상 자격(증)은 “[별첨5]학부(과)별 가산점 대상 자격증” 참조
  - [별첨5]이외의 자격(증)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 경연대회 등의 입상실적 인정여부는 본 대학 「입학전형관리위원회」에서 심의·결정합니다.
  - 출신고교의 교내 경연대회는 인정되지 않습니다.
※ 가산점 기준 확인을 위한 제출 서류는 아래와 같습니다. [서류제출 기한: 2021. 10. 5.(화), 17:00까지]

자격(증) 경연대회 입상실적 어학성적
자격취득확인서 원본 또는
자격증 사본(원본대조필) 입상실적증명서 원본 해당 어학시험의

성적표(성적확인증명서) 원본
    ‣ 학교생활기록부에 해당자격(증) 취득사항이 기록되어 있는 경우, 자격(증) 관련 서류는 제출하지 않아도 됨

Ⅴ. 면접고사 
전형구분 학부(과) 일시 및 장소 공지 면접일자 복장 준비물

전체

유아교육과
관광학부(항공서비스전공)

치위생과
방사선과
간호학과

스포츠레저학부(스포츠지도
전공)

2021.10.15.(금)
,15:00

입학홈페이지를
통해 공지함

2021.10.26.(화)
~ 10.27.(수)

 ►공통사항
  ‧ 학생신분에 적합한 단정한 
   옷차림
  ‧ 공정한 면접을 위해, 출신고교가  
   확인 될 수 있는 교복착용 금지
 ►관광학부(항공서비스전공)
  ‧ 긴 머리는 묶음머리 권장

수험표 및
신분증(여권 등)

※ 수험생은 홈페이지를 통해 개인별 면접고사 날짜(시간)와 장소를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 면접고사 당일 수험생은 신분증과 수험표를 반드시 지참해야 합니다.
   - 학생증, 회원증 등을 통한 본인확인은 불가하며, 주민등록증이 미 발급된 학생은 청소년증을 지참해야 합니다.
   - 신분증은 주민등록증, 청소년증, 여권, 운전면허증 등과 같이 사진과 주민등록번호를 같이 확인할 수 있어야 합니다.
   - 신분증 미 지참시 면접 및 실기고사 참여가 불가합니다.
※ 면접고사 결시자는 면접접수는 0점으로 처리하고, 학생부 성적으로만 성적이 산출됩니다.(면접고사 결시에 따른 불합격

처리가 되지 않습니다)

Ⅵ. 실기고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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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일정 및 내용
  가. 일정: 2021.10.26.(화)~27.(수), 
   ※ 확정된 일자․시간․입실장소는 2021.10.15.(금), 15:00이후 본교 입학홈페이지를 통해 확인 가능
  나. 내용
전형
구분 학부(과) / 전공 실기고사 내용 비고

전체

실용
음악
학부

보컬  자유곡 1곡 부르기 ∘피아노, 드럼, 앰프 이외의 개인사용 악기는 본인 지참
∘연주 및 노래 악보 5매를 실기고사 당일 제출
∘반주자 1인 대동 가능
∘MR을 사용할 경우, USB단자를 지닌 이동디스크에 담아 수험생이 지참

기악
(건반,기타,베이스,드럼)  자유곡 1곡 연주

컴퓨터
음악작곡

 ① 자작곡 1곡 연주
 ② 창작품 1곡 제출
    (3분 내외)
 ※ ①, ② 중 선택

∘악보 5매 제출
∘제작과정, 코드진행 및 의도를 포함한 작품해설 A4 1~2장 내외로 5매 제출
∘②의 경우, USB로 제출되는 음원은 일반적인 PC(음악 재생 소프트웨어)에서 재생
이 가능한 포맷으로 제출

※ 작품에 대한 질문과 기초악전 및 기초 작곡법에 대한 질문이 있을 수 있음
스포츠
레저
학부

레저스포츠  윗몸일으키기
 제자리멀리뛰기 ∘ 운동복 지참

태권도  품세(고려)
 태권도 기본발차기 ∘ 태권도복 지참

만화
애니

메이션
학부

만화  칸만화
(4절지채색)

∘ 준비물: 연필, 지우개, 채색도구(파렛트,붓,물감,물통,색연필등)
※ 파스텔은사용금지(픽사티브 금지), 오일파스텔 가능
   라이터(건조를 위한) 사용금지
※ 고사장에는 준비물 이외에 부정행위를 유발할 수 있는 어떠한 물품도
   소지할 수 없습니다.(연습용 종이, 자료집, 휴대폰, 기타 전자기기 등)
※ 주제는 시험당일 발표됩니다.애니메이션  상황표현

(4절지채색)
※ 수험생은 홈페이지를 통해 개인별 실기고사 날짜(시간)와 장소를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 실기고사 당일 수험생은 신분증(여권 등)과 수험표를 반드시 지참해야 합니다.
   - 학생증, 회원증 등을 통한 본인확인은 불가하며, 주민등록증이 미 발급된 학생은 청소년증을 지참해야 합니다.
   - 신분증은 주민등록증, 청소년증, 여권, 운전면허증 등과 같이 사진과 주민등록번호를 같이 확인할 수 있어야 합니다.
   - 신분증 미 지참시 면접 및 실기고사 참여가 불가합니다.
※ 반주자는 본 대학에서 지원하지 않으며, 실기고사 결시자는 불합격 처리합니다.
※ 반주 MR 또는 창작품(결과물) 제출은 USB단자를 지닌 이동디스크 이용

2. 스포츠레저학부 실기고사 종목별 배점표
윗몸일으키기 배점표

   성별 남자 여자점수
100 70회 이상 60회 이상
98 69 59
96 68 58
94 67 57
92 66 56
90 65 55
88 64 54
86 63 53
84 62 52
82 61 51
80 60 50
78 59 49
76 58 48
74 57 47
72 56 46
70 55 45
68 54 44
66 53 43
64 52 42
62 51 41
60 50 40
58 49 39
56 48 38
54 47 37
52 46 36
50 45 이하 35 이하

제자리 멀리뛰기 배점표
   성별 남자 여자점수

100 284㎝이상 231㎝이상
96 279~283 226~230
92 274~278 221~225
88 269~273 216~220
84 264~268 211~215
80 259~263 206~210
76 254~258 201~205
72 249~253 196~200
68 244~248 191~195
64 239~243 186~190
60 234~238 181~185
56 229~233 176~180
52 224~228 171~175
48 219~223 166~170
44 218이하 165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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Ⅶ. 동점자 처리기준
전형구분 전형유형 처리기준

1순위 2순위 3순위 4순위

전체
(전문대학이상졸업자전형 제외)

학생부 교과목등급평균
우수자

이수단위 합이
높은 자

이수과목 수가
많은 자

선택학년학기가
높은 자

면접 교과목등급평균
우수자

면접성적
우수자

이수단위 합이
높은 자

이수과목 수가
많은 자

실기 실기성적
우수자

교과목등급평균
우수자

이수단위 합이
높은 자

이수과목 수가
많은 자

전문대학이상졸업자전형

학생부 전적대학 백분율 
점수가 높은 자

전적대학 취득학점이 
많은 자

면접 전적대학 백분율 
점수가 높은 자

면접성적
우수자

전적대학 취득학점이 
많은 자

실기 실기성적
우수자

전적대학 백분율 
점수가 높은 자

전적대학 취득학점이 
많은 자

Ⅷ. 합격자 사정
1. 모집단위별로 총점 순위에 따라 모집인원의 100%를 선발합니다.
2. 동점자 처리기준을 적용한 결과, 최종 동점자는 전원 합격 처리합니다.
3. 정원내 전형의 각 전형별 합격자 수가 모집인원에 미달될 경우에는 아래 우선순위에 따라 전형 간 상호충원 할 수 있습니다.
  ① 정원내 특별전형 간 상호충원 합니다.
  ② 일반전형과 정원내 특별전형 간 상호충원 합니다.
4. 스포츠레저학부(각 전공별로 구분)와 관광학부(항공서비스전공과 그 외 전공으로 구분), 디자인학부, 만화애니메이션학

부는 전공별로 인원을 선발(전형별 상호충원까지 실시)하고 이후 미달인원이 발생되면 전공과 상관없이 총점 순으로 
충원할 수 있습니다.

5. 실용음악학부는 전공별로 인원을 선발하고 미달인원이 발생할 경우 아래와 같은 순서로 충원합니다. 
   (기악→컴퓨터음악작곡→보컬)
6. 서류 미제출자(서류 미비자 포함) 및 지원방법 위반자는 불합격 처리합니다.
7. 면접고사 결시자는 면접고사 점수를 0점 처리하고, 학생부 성적만 반영합니다.
8. 실기고사 결시자는 불합격 처리합니다.
9. 입학원서 등의 제출서류가 위․변조되거나 자격미달 또는 불법행위로 합격한 사실이 판명될 경우 합격 또는 입학을 취소

합니다.
10. 지원자 중 본 대학 입학전형관리위원회의 심의 결과, 대학에서의 수학능력이 부족하거나 기타 사유로 수학이 불가능  

하다고 판단된 자는 선발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11. 신입생 모집요강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본 대학「입학전형관리위원회」에서 심의·결정합니다.

Ⅸ. 지원자 유의사항
1. 온라인제공 비동의자, 온라인제공 비대상교 출신자, 2013년 2월(포함) 이전졸업자는 본 대학에 학교생활기록부 사본을 제출해야 합니다.
2. 모든 제출서류는 원본 제출을 원칙으로 하되, 사본 제출 시 반드시 출신학교 또는 해당 기관의 원본대조필 날인을 받은 

것이어야 합니다. (단, 원본대조필한 사본을 복사한 것은 인정하지 않습니다.)
3. 본 대학의 모든 지원자는 연락처를 정확히 기재해야 하며, 원서접수 이후 연락처가 변경된 경우에는 즉시 본 대학 

입학관리처로 통보해야 합니다. (☎ 041-550-0563~5)
◦ 추가합격자 발표는 개별통보(전화 또는 SMS) 하므로 연락이 두절되어 추가합격 사실을 인지하지 못한 경우, 수험생 본인이 

책임져야 합니다. 
4. 접수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으며, 입학원서 접수 후에는 입학원서의 지원사항을 정정하거나 변경할 수 없습니다.
5. 최초 합격자는 개별 통보하지 않으므로, 미확인으로 인한 불이익에 대해서는 수험생이 책임을 지며 추후 어떠한 사유로도 이

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6. 합격자는 본 대학 입학홈페이지에서 ｢합격통지서｣와 ｢등록(예치)금납입의뢰서｣를 확인하고 이를 통하여 등록 및 각종 

유의사항 등에 대한 지침을 전달받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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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전형료

구분
전형료(원)

서류/면접
평가

실기
평가

온라인
수수료 계

유웨이어플라이
/ 진학어플라이

 • 전 모집단위(실기고사 실시 모집단위 제외) 20,000 - 5,000 25,000
 • 실기고사를 실시하는 모집단위 20,000 20,000 5,000 45,000
 ※ 기초생활수급자 / 국가보훈대상자 • 온라인접수의 경우 수수료는 부과될 수 있음 • 수급자증명서(원본) 또는 대학입학 특별전형    대상자 증명서(원본)를 제출한자에 한하여 면제    (제출기한: 2021.10.5.(화),17:00까지)

- - 5,000 5,000

오프라인
접수자

•본교에 방문하여 입시상담을 통해 접수한 자•입시박람회에서 입시상담을 통해 접수한 자•고교방문홍보 시 설명회나 상담을 통해 접수한 자•원서를 우편으로 접수한 자 면제
• 본교의 자체 온라인 접수시스템을 통해 접수한 자 

◦ 전형료 환불(고등교육법 제34조의4 제4항 관련)
가. 응시자의 착오로 과납한 경우: 과납한 금액
나. 대학의 잘못으로 입학전형에 응시하지 못한 경우: 납부한 금액
다. 천재지변으로 인하여 입학전형에 응시하지 못한 경우: 납부한 금액
라. 질병 또는 사고로 입원하거나 본인의 사망으로 입학전형에 응시하지 못한 경우: 납부한 금액
마. 실기고사 불참 사실을 사전(실기고사일 전일까지)에 신고한 경우: 실기고사비(20,000원)

◦ 전형료 잔액 반환(고등교육법 제34조의4 제5항 관련)
가. 입학전형 관련 수입·지출에 따른 잔액이 발생될 경우에는 해당 학년도 4월 30일까지 입학전형에 응시한 사람이

      납부한 입학전형료에 비례하여 반환합니다.
나. 반환금은 입학원서 제출 시 작성한 계좌번호로 입금되며 이를 기재하지 않은 경우 직접 방문을 통하여 반환 받을 

      수 있습니다.
다. 금융기관의 전산망을 이용하여 반환하는데 드는 비용은 차감되고 반환될 수 있습니다.

8. 등록금 환불
   가. 본 대학에 등록금 납부 후 입학을 포기하는 자는 환불신청을 통하여 등록금을 환불 받을 수 있습니다.
       (단, 토․일요일 및 공휴일은 환불되지 않습니다.)

 

반환사유 발생일 반환금액
 2022.2.11.(금)부터 입학 당일   등록금 전액 환불(입학금 포함)
 학기개시일부터 30일 경과 전   등록금의 5/6 해당액 환불(입학금 제외)
 학기개시일에서 30일이 경과된 날부터 60일 까지   등록금의 2/3 해당액 환불(입학금 제외)
 학기개시일에서 60일이 경과된 날부터 90일 까지   등록금의 1/2 해당액 환불(입학금 제외)
 학기개시일에서 90일이 경과된 날부터   반환하지 않음

   나. 신청방법 : 2022.2.11.(금)부터 본교 입학홈페이지(http://ipsi.bscu.ac.kr)에서 신청 가능
    
9. 기타사항
   가. 모든 전형에서 동일한 모집시기 내 복수지원은 불가합니다.
   나. 수시모집에 합격한 자(최초합격‘자 및 충원합격자)는 본 대학 및 타 대학의 다른 모집시기(정시, 추가 모집)에 지원할 수 

없습니다.
     - 수시모집에 합격 후 등록을 하지 않았거나, 등록할 의사가 전혀 없는 경우, 또는 합격 사실을 인지하지 못한 경우라도 

합격자의 범위에 포함됩니다. 
   다. 수시모집에 2개 이상의 대학에 합격한 자는 반드시 1개 대학에만 등록해야 합니다.
     - 위 “나”, “다”항 위반 시 고등교육법시행령 제42조 및 제42조의2에 의거 합격 및 입학이 취소됩니다.
   라. 학부 내 전공 중, 희망하는 학생이 20명 미만인 전공은 개설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마. 본 대학은 2년제 대학입니다.
       단, 유아교육과, 식품영양학과, 보건의료행정과, 안경광학과, 치위생과, 방사선과, 만화애니메니션학부는 3년제이며, 
           간호학과는 4년제입니다.
   바. 본 대학은 기독교대학으로 재학 중 채플(대학예배) 교과목을 필수로 이수하여야 합니다.

http://ipsi.bscu.a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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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첨 1] 내신성적 계산 방법
1. 2008 ~ 2022년 졸업(예정)자
  가. 과목별 환산값 = 이수단위 수 × 등급

※ 단, 성취평가제로 평가되는 전문교과(A~E등급)와 같이 등급없이 ‘원점수’, ‘과목평균’, ‘표준편차’만 기재된 과목의 등
급은 아래 수식을 활용하여 1~9등급으로 계산됩니다.

 
 ➜

X = 원점수
m = 과목평균
σ = 표준편차

➜
 Z점수를 구한 다음 → 이 값을
“[별첨4]Z점수 석차백분율/석차등급 조견표”
 에 대입하여 등급 산출

 예) 원점수(90점), 과목평균(75.4점), 표준편차(12점)를 위 식을 활용하여 계산한 결과, Z = 1.22
  (소수점 셋째자리에서 반올림)가 됩니다. 

     이 값을 [별첨4]에 대입하면 해당과목은 3등급으로 환산됩니다.

  나. 평균등급 = 이수단위수
과목별환산값

  다. 환산점수 : 평균등급을 소수점 첫 번째 자리에서 반올림하여 [별첨2]의 등급에 적용합니다.

2. 1999 ~ 2007년 졸업자

  가. 과목별 석차백분율 = 재적수
석차

동석차
×

  나. 과목별 등급 : 석차백분율을 [별첨 2]에 적용하여 등급을 계산합니다.
  다. 과목별 환산값 = 이수단위수×등급
  라. 평균등급 = 이수단위수

과목별환산값

  마. 환산점수 : 평균등급을 소수점 첫 번째 자리에서 반올림하여 [별첨 2]의 등급에 적용합니다.

3. 1997 ~ 1998년 졸업자
1997년 졸업자 1998년 졸업자

- 1,2학년 성적은 1996년 이전졸업자 방법 적용
- 3학년 성적은 1999~2007년 졸업자 방법 적용

- 1학년 성적은 1996년 이전졸업자 방법 적용
- 2~3학년 성적은 1999~2007년 졸업자 방법 적용

4. 1996년 이전 졸업자
  가. 해당학기 석차백분율 = 재적생수

석차
×

  나. 등급 및 환산점수 : 석차백분율을 [별첨 2]에 적용하여 등급 및 점수를 계산합니다.

5. 검정고시 합격자
  가. 과목별 등급환산 : 검정고시 과목별 취득점수를 [별첨 2]에 적용하여 등급을 계산합니다.
  나. 평균등급 = 과목수

과목별등급

  나. 환산점수 : 평균등급을 소수점 첫 번째 자리에서 반올림하여 [별첨 2]의 등급에 적용합니다.

6. 전문대학이상졸업자전형 응시자(전적대학 성적)
  가. 평점평균 : 제출된 성적표에 기재된 이수학기 전체 평점평균을 적용합니다.
  나. 환산점수 :  만점평점

평균평점
×해당배점 

  ※ 해당배점 : 모집단위별 성적반영비율에 따른 전적대학성적 만점점수(1,000점 / 700점 / 400점)
모든 전형의 최종성적은 1,000점 만점의 환산점수로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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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첨 2] 등급별 환산점수표
등급 석차백분율(%) 검정고시 과목별 취득점수 학생부 반영비율에 따른 환산점수

40% 70% 100%
1 0.00 ~ 4.00 98.41 ~ 100.00 400 700 1,000
2 4.01 ~ 11.00 95.61 ~ 98.40 390 680 970
3 11.01 ~ 23.00 90.81 ~ 95.60 380 660 940
4 23.01 ~ 40.00 84.01 ~ 90.80 370 640 910
5 40.01 ~ 60.00 76.01 ~ 84.00 360 620 880
6 60.01 ~ 77.00 69.21 ~ 76.00 350 600 850
7 77.01 ~ 89.00 64.41 ~ 69.20 340 580 820
8 89.01 ~ 96.00 61.61 ~ 64.40 330 560 790
9 96.01 ~ 100.00       ~ 61.60 320 540 760

[별첨 3] 면접고사 점수 산출표
번호 면접고사 등급

반영점수
30% 60%

1 AA 300 600

2 AB 285 580

3 AC BB 270 560

4 AD BC 250 540

5 BD CC 230 520

6 CD 210 500

7 DD 190 480

[별첨 4] Z점수/석차등급 조견표
Z점수 석차등급 Z점수 석차등급

        1.76 이상 1 (-)0.26 ~ (-)0.73 6
1.75 ~ 1.23 2 (-)0.74 ~ (-)1.22 7
1.22 ~ 0.74 3 (-)1.23 ~ (-)1.74 8
0.73 ~ 0.26 4      (-)1.75 이하 9

0.25 ~ (-)0.25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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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첨 5] 학부(과)별 가산점 대상 자격(증)
번호 학부(과) 인정자격

1 유아교육과 보육교사(보건복지부)

2 글로벌외국어학부 관광통역안내사-영어/일본어/중국어(한국산업인력공단), 샵마스터(한국직업연구진흥원)

3 경찰경호학부 일반경비지도사(한국산업인력공단), 기계경비지도사(한국산업인력공단), 한국사검정능력시험(국사편찬위원회)

4 경영회계학부
AT(한국공인회계사회), CS Leaders(한국정보평가협회), ERP(한국생산성본부), SMAT(한국생산성본부), 
세무회계(한국세무사회), 유통관리사(대한상공회의소), 자산관리사(한국금융연수원), 전산세무회계(한국세
무사회), 전산회계운용사(대한상공회의소), 회계관리(삼일회계법인), 전자상거래(대한상공회의소), 사회조
사분석사(한국산업인력공단), 

5 관광학부
(항공서비스 제외)

관광통역안내사(한국산업인력공단), 국내여행안내사(한국산업인력공단), 호텔경영사(한국산업인력공단), 
호텔관리사(한국산업인력공단), 호텔서비스사(한국산업인력공단), 조리(한국산업인력공단), 조주(한국산업
인력공단), 식품가공(한국산업인력공단), 비서(대한상공회의소), 국제의료관광코디네이터(한국산업인력공
단),

6 사회복지학부 보육교사(보건복지부), 사회복지사(보건복지부), 사회조사분석사(한국산업인력공단), 주거복지사(한국주거
학회)

7 외식산업학부 조리(한국산업인력공단), 제과/제빵(한국산업인력공단), 식품가공(한국산업인력공단), 조주(한국산업인력공
단),

8 식품영양학과 식품가공(한국산업인력공단), 조리(한국산업인력공단)

9 보건의료행정과 병원행정사(대한병원행정관리자협회), 국제의료관광코디네이터(한국산업인력공단), 사회조사분석사(한국산
업인력공단)

10 컴퓨터정보학부
PC정비사(한국정보통신자격협회), PC Master(한국정보평가협회), 네트워크관리사(한국정보통신자격협
회), 리눅스마스터(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 웹디자인(한국산업인력공단), 인터넷정보관리사(한국정보통신
진흥협회), 정보기기운용기능사(한국산업인력공단), 정보처리(한국산업인력공단)

11 스마트미디어영상학부
PC정비사(한국정보통신자격협회), PC Master(한국정보평가협회), 네트워크관리사(한국정보통신자격협
회), DIAT-멀티미디어제작(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 웹디자인(한국산업인력공단), 멀티미디어콘텐츠제작전문
가(한국산업인력공단)

12 디자인학부

GTQ(I)(한국생산성본부), 건축도장(한국산업인력공단), 광고도장(한국산업인력공단), 샵마스터(한국직업연
구진흥원), 실내건축(한국산업인력공단), 웹디자인(한국산업인력공단), 전산응용건축제도(한국산업인력공
단), 전자캐드(한국산업인력공단), 제품응용모델링(한국산업인력공단), 패션스타일리스트(한국직업연구진
흥원), 비주얼머천다이징[VMD](한국직업연구진흥원), 컴퓨터그래픽스(한국산업인력공단),
ACU(Autodesk), ACE(Adobe),컬러리스트(한국산업인력공단)

13 만화애니메이션학부 컴퓨터그래픽스(한국산업인력공단), 컬러리스트(한국산업인력공단), ACU(Autodesk), 
ACE(Adobe), GTQ(I)(한국생산성본부)

14 뷰티코디네이션과
미용사(일반,종합,메이크업,네일,피부)(한국산업인력공단), 맞춤형화장품조제관리사(식품의약품안전
처), 뷰티분장사(한국메이크업미용사회), 방송/무대분장사(분장예술인협회), 공연예술분장사/업스타
일디렉터(한국메이크업전문가직업교류협회), 업스타일아티스트(한국업스타일전문가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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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입 복수지원 및 이중등록 위반 주의 안내 
복수지원 및 이중등록 금지를 위반하면 입학이 취소됩니다.

□ 관련 근거 : 고등교육법 시행령 제42조 및 제42조의2
□ 주요사항
  ○ 수시모집 대학(산업대학, 교육대학, 전문대학 포함)에 합격한 자(충원합격자 포함)는 등록여부와 

관계없이 정시 및 추가모집 대학(산업대, 전문대 포함)에 지원할 수 없습니다.
  ○ 입학할 학기가 같은 2개 이상의 대학(산업대학, 교육대학, 전문대학 포함)에 합격한 자는 하나의 

대학에만 등록해야 합니다.
  ○ 수시모집에 복수합격한 자는 수시모집 등록기간 내에 충원합격 대학을 포함하여 1개 대학에만 

등록해야 합니다.  
  ○ 이미 대학에 등록한 자가 다른 대학에 등록하고자 할 경우에는 선 등록한 대학을 포기한 후, 충

원 합격 대학에 등록합니다. 
  ○ 전형 종료 후 모든 대학 신입생의 지원·합격·등록상황을 확인하여, 금지된 복수지원과 이중
     등록 사실이 확인 되면 입학을 무효로 합니다.
  ○ 특별법에 의해 설립된 대학은 복수지원 및 이중등록 금지 규정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 복수지원 및 이중등록 금지원칙이 적용되지 않는 대학
     - 육·해·공군사관학교, 경찰대학, 과학기술원(한국, 광주, 대구경북, 울산), 한국폴리텍대학, 한국

방송통신대학교, 한국예술종합학교, 한국전통문화대학교, 한국농수산대학 등 고등교육법 외 다
른 법령에 따라 설치된 대학‧각종학교

□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백석문화대학교 입학관리처(041-550-0563~5)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장애학생 지원
□ 안내사항
  • 장애인 보조기구 지참 허용, 시험시간 연장 등을 포함한 편의를 제공 받을 수 있습니다. 
   -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4조(차별의금지), ‘고등교육법’ 제34조(학생의 선발 방법 등)
  • 원서접수 기간에 장애학생지원센터에 미리 문의하여 상담하셔서 면접시 필요한 지원 요청을 하

여야 합니다. 장애인등록증 사본을 반드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휠체어, 목발, 한소네, 장애학생도
우미 등 지원)

□ 장애학생지원센터는 목양관 114호에 위치하고 있으며, 궁금한 사항은 장애학생지원센터에 문의하
시기 바랍니다. ☎ 041) 550-2708 

□ 학사학위 전공심화 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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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업체 위탁교육과정
□ 산업체 위탁교육과정

       직장인(근로자)들의 업무능력 향상을 위한 무시험 서류전형으로, 대학에 입학하여 소정의       
       교육과정을 이수하면 전문학사 학위를 취득할 수 있도록 한 직장인(근로자)만을 위한 
       정규교육과정

      � 산업체 위탁교육 혜택
       매학기 신입생, 재학생 전원 장학금 지급(최소 수업료의 30% 지급)

      � 지원자격
       고등학교 졸업 또는 동등 이상의 학력자로서 산업체(직장 등)에서 9개월 이상 재직 중인 자

      � 모집학부 및 모집인원(2021학년도 기준)

       

계열 모집학부 모집인원(명)
인문사회계열 경영회계학부 70

사회복지학부 150
공학계열 컴퓨터정보학부 40

스마트미디어영상학부 40
합계 300  

     � 제출서류
      ① 산업체위탁교육 입학원서(백석문화대학교 소정양식) 1부
      ② 고등학교 졸업(예정)증명서 또는 검정고시합격증 사본(원본지침) 1부
      ③ 재직증명서 등
       ※ 자세한 사항은 백석문화대학교 산업체 위탁교육 홈페이지 참고 및
          전화(041-550-0545)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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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춤형 교육과정
□ 맞춤형 교육과정

       기존 학생들과 달리 산업체재직자 또는 성인학습자의 특성과 교육욕구에 적합한 교육과정 및 방법으로 
평일야간 및 주말을 이용한 대면수업과 온라인 강의를 이용한 비대면 수업을 탄력적으로 운영하는 정
규교육과정을 말한다.

      � 맞춤형 교육과정 혜택
       매학기 신입생, 재학생 전원 장학금 지급(최소 수업료의 30% ~ 최대 100% 지급)

      � 지원자격
       고등학교 졸업(예정)학력 이상이면 누구나 지원 가능(수능성적 필요 없음)

      � 지원 방법
       원서 작성 시, 이수과정으로 ‘맞춤형 교육과정’을 선택
       일반전형, 정원내 특별전형 지원자 모두 해당 과정 선택 가능
       
      � 선택 시기
       수시/정시 모집 원서작성 시 선택해야 함
       등록금 납부 전 변경 가능(선택 취소 또는 재 선택 가능)

      � 수업 운영 방식   
       대면(평일 야간 또는 토요일) 수업 + 비대면(온라인) 수업
       대면 수업(1일) + 비대면 수업(5일 분할 배정)
         - 단, 안경광학과는 대면수업 2일
       운영학부(과) 사정에 따라 대면수업의 요일은 변경될 수 있음

      � 운영학부(과) 및 대면수업 방식
번호 학부(과) 취득 가능 자격(증) 수업연한

1 글로벌외국어학부 관광통역안내사(영어, 일본어) 등 2년제

2 경영회계학부 전산회계, 전산세무, 투자상담사, 증권분석사 등 2년제

3 관광학부 국내여행안내사, 호텔서비스사, 문화관광해설사 등 2년제

4 사회복지학부 사회복지사(2급) 무시험취득 2년제

5 외식산업학부 조리/제빵기능사, 커피바리스타, 조주사 등 2년제

6 식품영양학과 식품분석사, 위생사, 식품산업기사 등 3년제

7 보건의료행정과 보건의료정보관리사, 병원행정사, 보건교육사 등 3년제

8 안경광학과 안경사면허, IACLE, SMAT 등 3년제

9 컴퓨터정보학부 정보처리산업기사, 네트워크관리사 등 2년제

10 스마트미디어영상학부 멀티미디어콘텐츠제작전문가, 모바일컨텐츠개발자 등 2년제

11 뷰티코디네이션학부 미용사(헤어․네일․피부․메이크업) 등 2년제

12 화훼플로리스트과 화훼장식산업기사, 원예심리상담사, 컬러리스트 등 2년제

※ 각 학부(과)별 “다문화지정 이주민을 위한 한국어 과정 운영 
※ 10명 미만의 전공은 개설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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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학년도 백석대학교 연계교육과정 운영 현황
백석문화대학교 백석대학교 

학부(과) 전공 편입 가능학부 전공(과) 

 유아교육과
 사회복지학부

 사회복지학
 아동복지학
 청소년학
 노인복지학

 사범학부  유아교육과
 유아특수교육과

 글로벌외국어학부  영어  어문학부  영어학
 일본어  일본어학

 경찰경호학부  경찰행정
 경찰경호  경찰학부

 경찰행정학
 범죄학
 교정보안학

 경영회계학부  경영
 세무회계

 경상학부
 경영학
 회계학
 국제통상학

 관광학부
 관광경영학
 호텔경영학
 글로벌호텔비즈니스

 관광학부

 호텔경영 
 관광경영

 경상학부
 경영학
 회계학
 국제통상학

 관광학부 
 관광경영학
 호텔경영학
 글로벌호텔비즈니스
 항공서비스

 항공서비스  관광학부
 관광경영학
 호텔경영학
 글로벌호텔비즈니스
 항공서비스

 사회복지학부  사회복지
 사회복지상담  사회복지학부

 사회복지학
 아동복지학
 청소년학
 노인복지학

 외식산업학부  호텔조리
 외식경영  관광학부

 관광경영학
 호텔경영학
 글로벌호텔비즈니스

 컴퓨터정보학부  컴퓨터정보
 컴퓨터게임  ICT학부

 소프트웨어학
 멀티미디어학
 정보통신학
 정보보호학
 인공지능제어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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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석문화대학교 백석대학교 
학부(과) 전공 편입 가능학부 전공(과) 

 스마트미디어영상학부  뉴미디어영상전공
 AR/VR영상전공

 ICT학부

 소프트웨어학
 멀티미디어학
 정보통신학
 정보보호학
 인공지능제어학

 디자인영상학부
 시각디자인
 산업디자인
 영상애니메이션
 인테리어디자인

 스포츠레저학부
 레저스포츠
 태권도
 스포츠지도

 사범학부  특수체육교육과

 스포츠과학부
 레저스포츠산업
 스포츠건강관리 
 유소년스포츠
 태권도

 실용음악학부
 보컬
 기악(건반/기타/베이스/드럼)
 컴퓨터음악작곡

 문화예술학부
 피아노
 뮤지컬
 실용음악

 디자인학부
 시각디자인
 실내건축디자인
 패션디자인  디자인영상학부

 시각디자인
 산업디자인
 영상애니메이션
 인테리어디자인 만화․애니메이션

 학부
 만화
 애니메이션

    ☞ 선발인원은 입학정원의 3%이며, 모집단위별 10% 이내에서 선발합니다.
    ☞ 연계 학부(전공․과)는 다소 변경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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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학상담 안내
부서명 성명 E-mail 상담전화

입학관리처
김훈희 bbonis@bscu.ac.kr

041-550-0563~5이주형 ljhgogo13@bscu.ac.kr
이현주 abcd@bscu.ac.kr

 ※ 홈페이지 : http://ipsi.bscu.ac.kr

□ 학부(과)상담 안내
학부(과)

학부(과)장
학부(과)사무실

성   명 전화번호 E-mail
유아교육과(3년제) 심은희 041-550-0513 ehshim@bscu.ac.kr 041-550-2205

글로벌
외국어학부

영어전공 임순교 041-550-6954 sklim@bscu.ac.kr
041-550-0407

일본어전공 정찬희 041-550-0889 jch22@bscu.ac.kr
경찰경호학부 장권영 041-550-6921 dla0003@bscu.ac.kr 041-550-2292

경영회계학부 장동학 041-550-1288 dhjang@bscu.ac.kr 041-550-0452

관광학부 김우진 041-550-0460 wjkim@bscu.ac.kr 041-550-2203

사회복지학부 권향임 041-550-0529 imhyang@bscu.ac.kr 041-550-0418

외식산업학부 안호기 041-550-0714 hk626@bscu.ac.kr 041-550-0607
화훼플로리스트과 박에스더 041-550-0563 esther_p@hanmail.net 041-550-0563

식품영양학과(3년제) 이진미 041-550-0618 jmlee@bscu.ac.kr 041-550-8717
보건의료행정과(3년제) 권경희 041-550-2338 kkh2356@bscu.ac.kr 041-550-0739

안경광학과(3년제) 박중철 041-550-2065 jcpark@bscu.ac.kr 041-550-2906

치위생과(3년제) 김해선 041-550-2186 haesun@bscu.ac.kr 041-550-2138

방사선과(3년제) 정회원 041-550-2266 hwjeong@bscu.ac.kr 041-550-0732

간호학과(4년제) 김현경 041-550-2918 hgkim@bscu.ac.kr 041-550-2152
컴퓨터정보학부 김민영 041-550-0600 mykim@bscu.ac.kr 041-550-0591

스마트미디어영상학부 박상용 041-550-0601 joy@bscu.ac.kr 041-550-2873

스포츠레저학부 이만형 041-550-2978 man42@bscu.ac.kr 041-550-0779

실용음악학부 김순태 041-550-0686 stkim@bscu.ac.kr 041-550-0680

디자인학부 이기열 041-550-0401 01075716543@bscu.ac.kr 041-550-0646

만화애니메이션학부 이승진 041-550-0641 anipop88@bscu.ac.kr 041-550-0819

뷰티코디네이션과 김영준 041-550-0459   yjkim@bscu.ac.kr 041-550-0878

방송광고영상학부 김수민 041-550-0563 smkim@bscu.ac.kr 041-550-0563

http://www.bsc.a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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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체 재직(경력)증명서

 발급번호 :

인적사항

성    명

생 년 월 일 전화번호

경력사항

회 사 명
사업자

등록번호

근무부서 직위(직급)

재직(경력)기간

                년       월       일부터

         년      개월 근무

                년       월       일까지

회 사 주 소

 우편번호 :

증 명 서

발급부서

부 서 명

담당자 성명                         전화번호

경 력 구 분        □ 재직자                  □ 퇴직자

위 내용은 사실과 틀림없음을 증명합니다.

     년        월       일

산업체(기관)명 :

대   표   자 : 직  인

  백석문화대학교총장 귀하

  주 1) 재직 중인 지원자는 현재 근무 중인 산업체에서 작성하며, 퇴직한 지원자는 최종 근무 산업체에서 작성합니다.
     2) 첨부서류 : 모집요강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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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천자전형 추천서

추 천 구 분

담임교사 교회목회자 본인

지원자

성    명  생 년 월 일

전화번호 휴 대 전 화

추천자 성    명  
지원자와의

관계
소속

기관명
(자기추천자는 기재하지 않음)

추 천 사 유

     ※ 간략하게 기록

위 학생은 귀 대학 추천자전형의 지원자격을 갖추었으므로 입학을 추천합니다.

                                             년        월        일

                                                           추천자 :                           (직인 또는 서명)

   백석문화대학교총장 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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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촌 특별전형 추천서

지

원

자

성  명 생 년 월 일

주소 연락처 

집

학교

지원자격

[해당란에 

“○”표기]

[     ]  [①유형] 중․고등학교 전 교육과정(6년)을 해당지역주2)에서 이수하고 졸업(예정)한 자

[     ]  [②유형] 초․중․고등학교 전 교육과정(12년)을 해당지역주2)에서 이수하고 졸업(예정)한 자

재

학

사

실

학   교   명 주          소 재  학  기  간

초등학교        도(시)         군         읍(면)        년     월 ～         년     월

       도(시)         군         읍(면)        년     월 ～         년     월

중학교        도(시)         군         읍(면)        년     월 ～         년     월

       도(시)         군         읍(면)        년     월 ～         년     월

고등학교        도(시)         군         읍(면)        년     월 ～         년     월

       도(시)         군         읍(면)        년     월 ～         년     월

위 학생은 고등교육법시행령 및 귀 대학에서 규정하고 있는 농․어촌 특별전형 대상자로 인정되어

입학을 추천합니다.

                                             년        월        일

고등학교장 직 인

  백석문화대학교총장 귀하
※ 지원자격

 [①유형] 중․고등학교 전 교육과정(6년)을 해당지역에서 이수하고 졸업(예정)한 자 - 본인 및 부모 모두 해당지역 거주

  - 첨부서류: 본인․부․모의 주민등록 초본(주소 변동사항 모두 표기) 각 1부, 중학교 학생부 1부. 가족관계증명서 1부.

 [②유형] 초․중․고등학교 전 교육과정(12년)을 해당지역에서 이수하고 졸업(예정)한 자 – 본인만 해당지역 거주

  - 첨부서류: 학생 본인의 주민등록 초본(주소 변동사항 모두 표기) 1부. 초․중학교 학생부 1부. 

 주2) 해당지역 : 지방자치법 제3조에 따른 읍․면지역 또는 도서․벽지교육진흥법 제2조에 따른 도서․벽지 지역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