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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람을 품다Cherish the people
미래를 품다Embrace the future
명품교육으로 명품인재를 품다
학생중심 · 교육중심 · 취업중심 대학으로서의 정체성을 확고히 다짐으로써

21세기 뉴리더가 될 명품인재를 길러내는 것을 최우선 과제로 삼아 매진할 것
입니다. 충청대학교의 명품교육 시스템은 학생 여러분이 현재를 가늠하고
미래를 모색하는 소중한 자산이 될 것입니다.

A masterwork of an education embraces the
most talented human resources
Widely recognized as a student-, education-, and employment-centered
university, Chung Cheong has as its top priority the fostering of the
talented human resources of the masterpieces who are to become our
new 21st century leaders. Chung Cheong University’
s education system
of masterwork will mold them into a valuable asset.

인재양성의 뜻을 품다
Cherish a goal of fostering talented human resources
1980년 8월 설립자 오범수 선생을 중심으로 대학설립추진위원회를 구성하고 청주시 흥덕구 강내면 월곡길 38 일대를
교지로 선정, 성실 · 협동 · 창의의 창학이념을 바탕으로 국가발전에 기여할 인재양성의 뜻을 품었다.

History 연혁

1981~1997

1998~2005

충청학원, 그 드라마의 시작

멈출 수 없는 도전, 멈추지 않는 도전

Chung Cheong school, the beginning of the story

A life of neverending challenge

1981 학교법인 충청학원 교육부 인가

으로 교명 변경
1998 ‘충청대학’

Issued a college charter by the Ministry of Education under the name of
'Chung Cheong school'

Change of the name to‘Chung Cheong College’

설립자 오범수 선생 이사장 취임

Expansion of entrance quota to 3,000 students

The founder, BeomSu Oh assumed the position of Chairman, Board of Trustees

으로 개교, 초대 한원전 학장 취임
1983‘충청실업전문대학’
Opened as
‘Chung Cheong Industrial College’
The first president, Han Wonjeon, assumed the presidency

충청학보 창간
Chungcheong school newspaper started publication

1985 제1회 학위수여식(졸업생 400명)
The 1st commencement ceremony which had 400 graduates

1988 대학본부‘월강대’준공
Completion of the construction of the administration building,‘Wolgangdae’

으로 교명 변경
1990‘충청전문대학’

Change of the name to‘Chung Cheong Junior College’

1993 입학정원 2,000명 돌파(입학정원 2,000명 인가)
Expansion of entrance quota to 2,000 students

1994 산업체위탁교육 승인
Authorized as an Industry-Commissioned Education Institution

1996 제12회 학위수여식(총 졸업생 10,000명 돌파)
The 12th commencement ceremony and the expansion of the total amount of
graduates to 10,000

1997 설립자 오범수 선생 별세
The passing away of the founder, BeomSu Oh

제2대 오경호 이사장 · 제5대 정종택 학장 취임
The 2nd Chairman, Board of Trustees, KyungHo Oh and the 5th President,
ChongTeck Chung took office.

신입생 3,000명 돌파
세계태권도문화축제 개최
Hosting of the World Taekwondo Festival

특성화프로그램 최우수대학 선정
Selected as the best college for specialized programs

2000 창업보육센터 개원
Opening of Startup Incubator Center

컨벤션센터 준공
Completion of the construction of Convention Center

중소기업 지도 대학 선정(TRITAS)
Selected as university to guide small and medium companies

2001 김대중 대통령 제17회 학위수여식 참석

Presence of President, DaeJung Kim at the 17th commencement ceremony

주문식 교육 지원 대학 선정
Selected as a customized education support college

2002 ISO 14001(환경인증체제) 인증

Certification of ISO 14001(Environment Management System)

국가지정 문화관광축제 지원 대학 선정
Selected by the government as a culture and tourism festival supporting
university

2003 개교 20주년 기념식

The 20th anniversary of its founding

산학협력 우수전문대학 선정
Selected for promotion project of industry and academy cooperation

2004 문예관(아트홀) 준공

Completion of construction of Culture and Arts Hall(Art Hall)

산학협력 촉진사업 선정
Selected for promotion project of industry and academy cooperation

2005 제 21회 학위수여식(총 졸업생 30,000명 돌파)
The 21st commencement ceremony and the expansion of the total amount of
graduates to 30,000

교육인적자원부발표 취업률 전국 1위
Announced by Ministry of Education & Human Resources Development
as a university with the top employment rate

교육은 명품 인성은 일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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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University establishment promotion committee was organized in August, 1980 by the founder, BeomSu Oh, selecting
38 Wolgok-gil Gangnae-myeon, Heungdeok-gu, Cheongju-si as the campus site. A higher education based on the
foundational philosophy of sincerity, cooperation, and creativity is dedicated to the fostering of human resources.

2006~2011

2012~2015

끝없는 열정, 새로운 역사를 만들어가다

누가, 전문교육의 미래를 묻거든

With boundless enthusiasm, together we are making a
new history.

When someone asks about the future of professional
education

2006 한국생산성본부 국가고객만족도 전문대학부문 2위

로 교명 변경
2012 ‘충청대학교’

We awarded the 2nd place in the Korea Productivity Center's National
Customer Satisfaction among junior colleges

전문대학 특성화사업 선정
Selected for a specialized junior college project

2007 학사학위 전공심화과정 설치인가

Authorized for the opening of the Bachelor's degree courses

학교기업 지원 사업 선정
Selected for a project of entrepreneurship grant

2008 교육역량강화사업 선정

Selected for an educational empowerment project

지방기업 주문형 인력양성사업 선정
Selected for customized human resources fostering project for local
companies

2009 제8대 정종택 총장 취임

The 8th president, ChongTeck Chung assumed the Presidency

산학협력중심대학 선정
Selected as an industry and academy cooperation-centered college

공공부문 인재개발 우수기관(Best HRD) 인증
Certified as an excellent institution(Best HRD) of talented human resources
development for the public sector

산학협동 최우수대학 선정
Certified and selected as the best college(Best HRD) for industry and academy
cooperation

2010 신 학생회관 준공
Completion of construction of the new student union building

교육역량강화사업 3년 연속 선정
Selected for an education empowerment project 3 years in a row

제3대 오경나 이사장 취임
The 3rd Chairman, Board of Trustees KyungNa Oh took office

2011 제9대 유선규 총장 취임

The 9th president, SunGyu Yoo assumed the presidency

정종택 명예총장 추대
ChongTeck Chung was honored as Honorary President

간호학과 4년제 승격

Dept. of Nursing was raised to the status of 4-year regular course

예비기술창업자 육성사업 선정
Selected for promotional project of start-ups

Change of the name to‘Chung Cheong University’

2013 개교 30주년
The 30th anniversary of its founding

교육역량강화사업 선정
Selected for education empowerment project

전문대학 기관평가 인증
Certified for institution assessment of junior college

2014 산학협력선도전문대학(LINC)사업 선정
Selected for promotion project

교육부 특성화전문대학육성사업(Ⅳ평생직업교육대학) 선정
Selected by Ministry of Education & Human Resources Development
for specialized junior college promotion project(Ⅳ lifelong vocational
education college)

국가고객만족도 전문대학부문 전국 4위, 충청권 1위
We awarded the 2nd place in the Korea Productivity Center's National
Customer Satisfaction among junior colleges and the 1st place in Chung
Cheong area

2015 제31회 학위수여식(총 졸업생 53,803명)
The 31st commencement ceremony and the expansion of the total
amount of graduates to 53,803

제4대 유선규 이사장 · 제10대 오경나 총장 취임
The 4th Chairman, Board of Trustees, SunGyu Yoo, and the 10th president,
KyungNa Oh took office

교육부 특성화사업 연차평가 최우수대학 선정
Selected by Ministry of Education & Human Resources Development
as the best university for specialized project annual assessment

교육부 대학구조개혁평가 최우수 'A' 등급
Graded with the best 'A' by Ministry of Education in its university restructuring
assessment

간호교육인증평가 인증 / 간호학과
Certified from Korean Accreditation Board of Nursin Education
/Dept. of Nursing

The Vision of
Chung Cheong University
충청대학교의 비전

교육은 명품 인성은 일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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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품이란 값으로 환산할 수 없을 만큼 그 자체만으로 무한한
가치를 가진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최고의 명품교육으로
미래를 대비하는 동시에 창의적 전문성과 뛰어난 성품을
함께 갖춘 우수한 인재를 양성합니다.

A Masterwork is something that has great value but no price.
An education which is a masterwork happens not by accident
but by consciously fostering our talented human resources on
the object of our precious future, neglecting neither personality
nor creative professionality.

대학의 비전
Vision of the University
최상급 실무 전문가를 양성하는 명품교육 대학
충청대학교의 특성화전략과 대학 역량강화를 기반으로 학생 중심, 교육
중심, 취업중심의 명품교육 실천과 글로벌 리더십 및 열정을 갖춘 일품
인재를 육성한다.
Chung Cheong University strives to make an excellent education to
foster top quality working-level professionals.
Our strategy and grant status allows us to realize student-centered,
education-centered, and employment-centered education of masterwork
and fostering talented human resources of masterpiece with global
leadership and passion.

대학의 교육목표
Educational Goal of University
대학의 창학 이념인 성실, 협동, 창의를 바탕으로 국가 사회에 봉사할 수
있는 건전한 인격 도야의 학문과 기술을 연마시켜 국가발전에 기여할
전문직업인 양성을 교육 목표로 한다.
Based on the University foundational philosophy of sincerity·cooperation·cr
eativity, Chung Cheong University has a goal to foster professional workers
who can voluntarily participate in the community, acquire valuable practice
time, and contribute to national development.

대학의 사명
Mission of University
실무중심의 명품교육, 쾌적한 교육환경, 산학협력의 최적화, 구성원
능력의 무한 향상을 통하여 최고의 전문 직업인을 양성함으로써 최고
수준의 취업강교(就業强敎)로 발돋움한다.
With its practice-centered education of a masterwork, pleasant educational
environment, optimization of industry and academy cooperation, and
boundless improvement of members’ability, Chung Cheong University
is fostering top quality professional workers and attaining to be the best
university which is strong for employment.

도전과변화
충청대학교의힘입니다.

Challenges and Changes
are the power of Chung Cheong University.

충청대학교는 경부와 중부고속도로, 경부선과 호남선의 분기역인 KTX오
송역, 청주국제공항 등 사통팔달의 교통과 세종시 정부청사, 오송생명과
학단지, 대덕R&D특구, 오창과학산업단지 등 국가핵심기관이 인접해 있
어 지리적 접근성이 가장 우수한 대학입니다. 이러한 지리적 강점을 극대
화하면서 지역사회와의 활발한 상호교류를 통해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전문대학으로 성장하였습니다.
충청대학교는 지난 1983년 도내에서는 처음으로 최적의 실무능력을 갖춘
전문직업인을 양성하기 위한 첫발을 내딛고 그동안‘교육보국’
을 기치로
사회에서 필요로 하는 명품인재를 양성하는 데 정성을 쏟아왔습니다.
그러나 저출산에 따른 학령인구 감소, 고령화로 인한 성인학습자 증가 등
새로운 교육환경의 패러다임으로 대학도 많은 변화를 요구받고 있습니
다. 인구구조의 변화, 산업기술의 고도화, 국제화 등 고등교육의 변화에
민첩하게 대응하는 교육선진국처럼 우리 충청대학교도 일과 학습을 병
행하면서 평생에 걸쳐 수준 높은 학습을 할 수 있는 미래형 고등 직업교육
대학을 만들기 위해 힘써 나가고자 합니다.
충청대학교는 실무교육의 명품화, 산학협력의 긴밀화, 행정시스템의 효
율화를 3대 미션으로, 교육수요자에게 맞춤형 교육프로그램을 제공하여
학벌이 아닌 능력중심사회 구현에 앞장서겠습니다
충청대학교는 끊임없는 도전과 혁신를 통하여 새로운 대학교육의 모델
을 제시하고 정부, 지방자치단체, 산업체, 지역사회와 함께 힘을 모아
‘더 큰 교육’
‘더
, 큰 대학’을 만들어 여러분의 성원에 보답하겠습니다.
여러분께서도 힘을 보태주시고 많은 사랑을 부탁드립니다.

이사장

Chung Cheong University is centrally located and very accessible
due to our transportation infrastructure including Gyeongbu
Expressway, Jungbu Expressway, Osong Station, a KTX junction
station between the Gyeongbu line and the Honam Line, and
Cheongju International Airport and the adjacency to national
institutions like Sejong City Government Complex, Osong BioHealth
Science Technopolis, Daedeok R&D District, and Ochang Science
& Industrial Complex. Maximizing this geographical advantage,
Chung Cheong University has developed as a representative junior
college in Korea through its active interaction with local community.
Since Chung Cheong University was established as the first junior
college in Chungbuk area in 1983, we have been putting all of our
energy into developing our human capital who are crucial for an
advanced society. We have successfully adapted to many serious
challenges such as reduction in the number of students due to low
fertility and increase of adult learners due to aging. Responding
to new dynamics in the environment of higher education, such
as change of population structure, improvement of industrial
technology, and globalization, Chung Cheong University is making
efforts to provide a model of university in the future where everyone
can work and study at the same time confirming a life long learning.
Given 3 missions of practical education of masterwork, industry and
academy close cooperation, efficient administrative system, Chung
Cheong University is leading to realize ability-centered society not
judged by only academic accomplishment, providing customized
programs for education consumers.
Chung Cheong University is moving forward to be a model of the
new university education through its ceaseless challenges and
change. For this goal, all members of university will make ‘greater
education,’and‘greater university’together with the government,
local government, industries, and local communities.
Please support us in these worthy goals.

유선규

Chairman, Board of Trustees SunGyu Yoo

교육은 명품 인성은 일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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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요자중심의교육을
펼쳐나가겠습니다.
충청대학교는 1983년 개교한 이래 5만 5천여 명의 전문 인재를 배출하
여 국가와 지역 발전에 이바지해 왔습니다. 중부권 최고의 명품 전문대
학으로서 공학, 인문사회, 자연과학, 예체능 분야의 특성화된 학과를 중
심으로 산업체와의 긴밀한 유대관계를 확대하였고 성실, 협동, 창의의
창학 이념을 구현하기 위해 모두가 노력해 왔습니다. 그 결과 교육부에
서 주관한 대학구조개혁평가에서 전국 140여 전문대학 중 4위를 차지하
며 최우수 A등급을 획득하는 쾌거를 이뤘습니다.
또한 전문대학 특성화지원사업 중‘평생직업교육대학 육성사업’
에선
정되어 전국 전문대학 중 최고의 국고를 지원받아 성인학습자를 위한
다양한 평생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한 결과, 1차년도 사업의 연차평가
에서 가장 좋은‘매우 우수’
등급을 받아 우리대학의 저력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제 충청대학교는 재학생 뿐만 아니라 다양한 계층의 교육수요자에게
대학의 문을 활짝 열어 언제나, 누구나 전문적인 직업교육을 받을 수 있
도록 대학의 체제를 개편하고 있습니다. 교육제도 선진국에서와 같이 일
과 학습을 병행하면서 생애주기별로 직업교육을 받을 수 있는 새로운 형
태의 대학교육을 뿌리내리기 위해 한걸음 먼저 달려가고자 합니다.
충청대학교는‘최상급 실무형 전문가를 양성하는 명품교육’을 목표로
모두가 함께하는 행복교육, 평생을 함께하는 직업교육을 위해 정진하고
자 합니다.
여러분의 아낌없는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총장

오 경 나 President KyungNa Oh

Chung Cheong University will expand
consumer-oriented education.
Since its foundation in 1983, Chung Cheong University has produced
around 55,000 alunmi and contributed to local and national
development. As the best junior college in Jungbu region(Central
Part of South Korea), it is expanding its close ties with industries,
centering on specialized departments of Engineering, Humanities
& Social Sciences, Natural Science, and Arts & Physical Education.
In order to realize its foundational philosophy of sincerity·coopera
tion·creativity, all of us tried our best. As a result, Chung Cheong
University won the 4th place out of about 140 junior colleges in
Korea and achieved an A grade from university restructuring
assessment hosted by the Ministry of Education.
In addition, as it was selected as being a‘lifelong vocational
education college’of specialized junior college support project,
Chung Cheong University is operating various lifelong education
programs for adult learners, supported with the most national
subsidy out of nationwide junior colleges. It was confirmed once
again that Chung Cheong University has the potential energy by
winning the best grade of ‘Very Excellent’ from 1st year of the
project.
Now, Chung Cheong University is opening its door to various
classes of educational customers as well as present students and
reorganizing its system for anyone to get professional vocational
education at any time. Just like advanced countries of educational
system, Chung Cheong University is taking the 1st step to establish
a new form of university education in which everyone can work and
study at the same time and get vocational education on a life-long
basis.
Chung Cheong University is devoting itself to happy education
with everyone and lifelong vocational education with its goal of
‘education of masterwork to foster top quality practical
professionals.’
Please give us your earnest care and support so we can accomplish
our goals together.

Embrace
Education of Masterwork
명품교육을 품다

교육은 명품 인성은 일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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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자의 열정이 학생의 열정으로 전이되는
전문교육의 중심 충청대학교
교육인증제를 통해 열정이
실력으로 검증됩니다.

Chung Cheong University,
a hall of professional education
where the passion of educator is in a dynamic interplay
with the students’
enthusiasm. Training Certification
helps to verify and solidify their enthusiasm and ability.

교육인증제 Training Certification
●

교육인증제 실시

●

교육인증의 혜택

Management of Training Certification

Benefits of Training Certification

충청대학교는 교육품질 개선과 대학경쟁력 강화를 통한

‘교육 인증제’
의 활성화를 위하여 각 산업체에 대한 적극

전문직업인 양성을 위하여‘교육인증제’를 실시하고 있

홍보를 시행하며 포인트 장학, 교양학점을 연계하여 인증

습니다. 인성, 전공, 취업역량 강화를 위하여 학생들이 대학

획득 학생에게는 취업 우선 추천의 혜택이 주어집니다.

에서 제시하는 기준을 충족하면 졸업 시 총장 명의의 인증서

To activate‘Training Certification,’it is actively
promoted to each industry and students winning
training certification are given benefits of priority for
employment recommendation in connection with point
scholarship and liberal credits.

를 부여하는 제도입니다.
Chung Cheong University utilizes
‘training certification’
to foster professional workers by improving
their education quality and strengthening their
competitiveness. To strengthen the student body's
personality and skill-set, their content-knowledge, and
employability, we designed a system wherein students
can participate in. by meeting criteria the university
provides, students can strengthen the chances of
success. At graduation, the president presents students
with certification.

●

교육인증의 내용
Essence of Training Certification
사회봉사, 멘토링 또는 집단상담 프로그램, 인성역량 개발,
리더십, 인성관련, 대내외 수상, 전공자격증, 전공관련 대외
수상, 전산정보화능력, 취업캠프, 취업역량개발, 취업진로
상담, 외국어 프로그램 참여 등 자신의 능력 향상을 위한
도전의 기록입니다.
The essence of training certification is the record of
ability improvement. Students can participate more fully
in the training certification by step-by-step verifiable
progress implied in various activities such as social
volunteering, mentoring or group counseling program,
personality development, leadership, personalityrelated in-school or our-of-school awards, majorrelated certifications, major-related award, computer
and information technology capability, employment
camp, employment ability development, employment
career counseling, and foreign language program.

5만 5천 명에 달하는 동문 네트워크,
맞춤식 인재교육을 지원하는 교수진,
글로벌 리더 양성 프로그램 등
명품 충청인을 양성하는
명품교육으로 앞서갑니다.

Chung Cheong University is in the lead of its education of masterwork to foster Chung Cheong people
of masterpiece through alumni network of up to
55,000, the faculty to support customized talented
human resources and global leader training programs.

명품인재양성 Fostering Talented Human Resources of Masterpiece
●

맞춤형 인재양성의 요람

●

취업중심대학

A cradle to foster customized talented human
resources Education Accreditation carried out

An Employment-centered University

대학의 사명을 최고수준의 취업강교로 정하고 현장중심 맞

로적성검사를 실시, 적성에 맞는 진로지도를 수행하고 있

춤형 교육과 1,500여(2015.6기준)업체와의 산학네트워크

습니다. 취업진로상담실을 운영하여 취업 전문컨설턴트의

로 기업이 원하는 맞춤형전문가를 양성하고 있습니다. 학

개인별 맞춤 취업지도와 1대1상담, 그룹상담, 모의 면접 등

교육은 입학에서 취업까지라는 사명으로 입학과 동시에 진

과별 특성화 전략을 수립하고 매년 산업체 수요조사를 통

을 통해 개인별 취업 역량을 향상시키고 있으며, LG화학,

해 교과과정을 개편하는 등 수요자 중심의 교육을 실현하

SKC, SK하이닉스, 삼성모바일 , LG디스플레이 등 대기업

고 있으며, 현장 실습형 커리큘럼과 첨단기자재를 통한 실

과 산학협력 및 주문식 교육협약을 체결, 대기업 취업 맞춤

무형 학습체제를 구축, 기업에서 요구하는 맞춤식 명품인

반과 우수 중소 기업반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재를 육성하고 있습니다.
With its mission of being a top quality university
associated with strong at employment, Chung Cheong
University is producing professional workers industries
demand. With a network of 1,500 industries, we have
established specialized strategies for each department,
reorganized curriculums after surveying the demand of
industry, and realized consumer-centered Through its
field training-based curriculum and the establishment
of a practical learning system via high-tech equipment,
Chung Cheong University is fostering customized
talented human resources which industries demand.

Upon entrance to your exit, we are responsible for your
success. Because of that, we conduct career aptitude
tests right after entrance and perform career guidance
according to students’ aptitudes. Employment and
career counselling center is operated by professionals.
Here, we can provide you with customized career
guidance, one-on-one counselling, group counselling,
and mock interviews. Via industry and academy
cooperation with major companies like LG Chemical,
SKC, SK Hynix, Samsung Mobile, LG Display, etc. and
customized training agreement, two types of courses
are operated, one customized for major companies and
the other for excellent small and medium companies.

교육은 명품 인성은 일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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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mbrace
The Most Talented
Human Resources
최고의 인재를 품다

Enjoy
The Perfect
Learning Environment
완벽한 교육환경을 품다

교육은 명품 인성은 일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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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텔리전트 기숙사, 컨벤션센터와 아트홀,
북카페, 누림마당, 실내체육관, 풋살장 등
학생을 위한 최적의 교육환경에서
완벽을 추구합니다.

Wherever they might be, students are surrounded by
the best.
In the best educational environment with intelligent
dormitories, a convention center, the Art Hall,
a Book Cafe, an Enjoyment yard, a gymnasium, a football field, students are in pursuit of perfection.

행복한 대학 Happy University
●

풍성한 장학제도
Generous Scholarships

●

고객만족 우수대학
Customer Satisfaction Excellence University

충청대학교는 성적은 물론 학생 개개인의 특기와 가정형편

충청대학교는 학생중심대학입니다. 한국생산성본부의

등에 따라 학생들에게 풍성한 장학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2014년도 국가고객만족도(NCSI)조사에서 전문대학 부분

리더십장학, 만학장학, 가족장학, 자아성취장학, 복지장학 등

100여 종에 이르는 다양한 교내 및 교외장학금이 학생들의
든든한 힘이 되어 주고 있습니다.

- 총 장학금액 157억6천만원
- 학생 1인당 장학금 지급액 2,989천원
- 전액장학금 수혜자 48%
(2015년 대학정보공시)
Chung Cheong University is supporting students with
generous scholarships according to need and ability to
pay. Various on-campus and off-campus scholarships
of 100 kinds including Leadership Scholarship,
Opsimath Scholarship, Family Scholarship, Selffulfillment Scholarship, and Welfare Scholarship are
given to the students as a generous support.
- The total amount of scholarship is 15.76 billion won.
- 2,989,000 won of scholarship is allocated to each
student.
- Beneficiaries paid of full scholarship occupy 48 % of
total students(University Information Disclosure in
2015)

전국 4위! 충청권 1위!를 차지하였습니다. 우리 충청대학교
는 대학의 모든 가치가 학생을 향해 있습니다.
Chung Cheong University is a student-centered
University. It won the 4th place nationwide and the 1st
place in Chungcheong region from the National Junior
College by National Customer Satisfaction Index (NCSI)
in the Korea Productivity Center in 2014! All values of
Chung Cheong University are aiming toward all students.

대학구조개혁평가
최우수 A등급! (2015. 교육부)
인증받은 최고의 교육으로
특별한 인재를 집중 육성합니다.

Awarding an‘A’
, the top grade possible, the university
restructuring assessment by the Ministry of Education
in 2015 said Chung Cheong University was performing well!
With the certified best education, Chung Cheong
University is intensively fostering specially talented human resources.

국가가 인정한 대학 University Certified by the Government
간호교육인증평가 인증 / 간호학과 (한국간호교육평가원)
Certified from Korean Accreditation Board of Nursing Education / Dept. of Nursing

대학 구조개혁 평가 최우수 A등급 / 전문대학 전국 4위 (2015.08.31 / 교육부)
Graded‘A’from university restructuring assessment / The 4th place of nationwide junior college (the Ministry of Education on August 31st, 2015)

전문대학 유지취업률 1위 중부권(충남북·세종) (2015.08.17 / 한국교육개발원)
The 1st place of employment maintenance rate of junior college out of Chungboo-region(Chungnambuk·Sejong-si)
(Korea Education Development Institute on August 17th, 2015)

특성화사업 연차평가 최우수 A등급 (2015.06.08 / 교육부)
Graded‘A’from annual evaluation of specialized project (the Ministry of Education on June 8th, 2015)

NCSI 국가고객만족도 전문대학부문 전국4위, 충청권1위 (2014.12.08 / 조선일보, 미국미시간대)
The 4th place nationwide and the 1st place in Chungcheong region from the National Junior College by National Customer Satisfaction Index (NCSI)
(Chosun Ilbo and University of Michigan in the U.S. on December 8th, 2014)

교원양성기관평가 A등급 / 유아교육과 (2014.10.13 / 교육부)
Graded‘A’from evaluation of teacher training institutes / Dept. of Early Childhood Education (the Ministry of Education on October 13th, 2014)

계약학과(ICT융합학과) 우수 A등급(2014.07.08 / 중소기업청)
Graded the excellent‘A’from the management of Department of Agreement(Dept. of ICT fusion)(the Small and Medium Business Administration on July 8th, 2014)

특성화사업(Ⅳ유형 평생직업교육대학) 선정 (2014.07.07 / 교육부)
Selected for the specialized project(Ⅳ type of lifelong vocational education college)(the Ministry of Education on July 7th, 2014)

산학협력선도전문대학(LINC) 선정 (2014.05.08 / 교육부)
Leaders in INdustry college Cooperation

Selected as a Leaders Industry University Cooperation(LINC)(the Ministry of Education on May 8th, 2014)

전문대학 기관평가 인증 (2014.01.01 / 교육부)
Certified from the institution assessment of junior college(the Ministry of Education on December 30th, 2013)

교육역량강화사업 선정 (2013.12.30 / 교육부)
Selected for educational empowerment project (the Ministry of Education on December 30th, 2013)

인적 자원 개발 우수기관 인증 (2009.10.27 / 교과부, 행안부)
Certified as an Excellent Human Resources Development University
(the Ministry of Education, Science and Technology and The Ministry of Public Administration and Security on October 27th, 2009)

교육은 명품 인성은 일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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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ursue a
Greater Tomorrow
더 큰 내일을 품다

학과소개

Introduction of Departments
자연과학계열

Division of Natural Science

공학계열

Division of Engineering

인문사회계열

Division of Humanities & Social Sciences

예 · 체능계열

Division of Arts & Physical Education

교육은 명품 인성은 일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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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감 있는 교육으로
전문인재를 품다.
With its field-focused and practice-centered education
Chung Cheong University embraces
the professional human resources
잠재력을 일깨워 줄 특화된 교육 커리큘럼과
현장성 있는 실용교육으로 당당한 실력을 갖춘
프로 충청인을 양성합니다.
With its specialized curriculum to arouse students’
potential and field practical education, Chung Cheong
University is fostering competent professional workers
among Chung Cheong population.

Division Of

Natural Science
자연과학계열
■

4년제 · 간호학과

■

course of 4 years

· Dept. of Nursing

■

3년제 · 응급구조과

■

course of 3 years

· Dept. of Emergency Medical Technology

· 의료미용과

· Dept. of Medical Cosmetology

· 치위생과
■

2년제 · 식품영양외식학부

-식품영양전공 / 식품전공 / 호텔외식조리전공

· Dept. of Dental Hygiene
■

course of 2 years

· Faculty of Food Nutrition & Food Service Industry

-Major of Food Technology / Major of Food Nutrition / Major of Hotel Food Service Culinary

· 미용예술과

· Dept. of Beauty Arts

· 보건의료정보과

· Dept. of Medical Information

· 식의약품분석과

· Dept. of Food and Drug Analysis

교육은 명품 인성은 일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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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호학과

응급구조과

의료미용과

Dept. of Nursing

Dept. of Emergency Medical Technology

Dept. of Medical Cosmetology

인간을 존중하고 더불어 사는 삶을 소중히 여기며, 치료적

국가적 재난, 자연재해, 각종 사고 현장에서 응급처지, 환

의료미용과는 의료분야에 종사할 뷰티 전문가로서 국제

돌봄관계를 형성하여 대상자의 건강을 유지, 증진시키고

자이송 등 응급환자에 대한 생명을 유지하고 이차적인 손

적 감각과 더불어 의료와 미용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과 기

질병예방, 건강회복 및 고통 경감을 도모하여 안녕을 촉진

상을 방지하여 불의의 사고와 재난으로부터 국민의 생명

능, 태도를 함양한 인재를 양성합니다.

하는 과학적이며 전문적인 간호실무능력을 갖춘 전문직

을 보호하고 양질의 응급의료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전

간호사를 양성합니다.

문 응급의료인력 1급 응급 구조사를 양성합니다.

치위생과

식품영양외식학부

미용예술과

Dept. of Dental Hygiene

Faculty of Food Nutrition
& Food Service Industry

Dept. of Beauty Arts

치위생과는 구강질환 예방과 치료 및 공중구강보건사업

식품영양전공 / 식품전공 / 호텔외식조리전공

아름다움을 추구하는 것은 인간 본연의 욕망입니다. 미용

을 위한 지식과 기술을 습득하고, 치과 임상 현장의 다양

식생활 산업의 전문화 · 고도화에 맞춰 개설한 학문분야로

예술과는 커트, 펌, 염색, 모발, 두피관리, 헤어스타일링 등

한 욕구를 적극적으로 반영하여 진료능력과 환자상담 및

서, 국민 건강증진을 목표로 한 식품영양 분야, 식생활패

의 전문지식을 통하여 헤어디자이너, 두피관리사, 미용매

병원경영관리자 등 직업윤리가 투철한 21C 구강보건 분

턴의 변화 및 관광레져문화의 발달을 이끌어 갈 외식산업

니저를 양성하고 있으며, 뷰티메이크업, 아트메이크업,

야의 전문 인력을 양성합니다.

분야, 다양한 식품의 개발과 식품의 안전을 보장하는 식품

분장, 네일 미용 등의 전문지식을 통하여 메이크업 아티스

개발 관리분야의 전문 인재를 양성합니다.

트, 네일 아티스트등의 미용전문인을 양성합니다.

보건의료정보과

식의약품분석과

Dept. of Medical Information

Dept. of Food and Drug Analysis

보건의료정보과는 기초의학, 의무기록, 보건행정 전문지

식의약품분석과는 전국 대학에 단 하나 밖에 없는 특성화

식 및 정보습득을 통하여 국가보건의료 기관이나 병원에

된 학과로 의약품, 식품, 화학약품, 화장품 등을 제조하거

서 체계적인 의료보건 정보수집, 분석, 처리를 지원, 관리

나, 생산된 제품 및 수입 제품의 성분 및 품질을 체계적이

할 수 있는 병원행정 및 병원정보 전문가를 양성합니다.

고 과학적인 기술로 분석하는 식의약 전문분석기술자를
양성합니다.

Division Of

Engineering
공학계열
■

3년제
2년제

Major of Architecture

건축인테리어 학부 - 건축전공은 건축전반을 이해할 수
있는 건축설계에서 시공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분야의 기

· 건축인테리어학부
-건축전공 / 인테리어디자인전공

■

건축인테리어학부 - 건축전공

초과정과 현장직무 중심의 이론과 실습 교육을 통해 창의
적 설계능력과 과학적 시공능력을 갖춘 건축기술 전문 인
력을 양성합니다

· 전기전자학부
-반도체장비전공 /전기전공

· 항공자동차기계학부
-항공기계전공 / 자동차전공 / 기계전공

· 군사학부
-군사기술경영전공 / 국방정보통신전공

· 전자컴퓨터학부
- 전자통신전공 / 컴퓨터정보전공

· 생명화공과
· 소방안전과
· 토목과
· 품질경영과
· 항공보안과
■

■

건축인테리어학부 -인테리어디자인전공

Major of Interior Design
건축인테리어학부 - 인테리어디자인 전공은 실내공간의

course of 3 years

· Faculty of Architecture & Interior

심리적, 미학적, 환경적 여건을 고려하여 인간생활의 패

- Major of Architecture / Major of Interior Design

턴 및 욕구에 대한 가치의 극대화를 목표로 디자인에서 시

course of 2 years

· Faculty of Electrical Electronic Engineering

공까지 모든 과정에 능통한 건축 인테리어 전문 디자이너

- Major of Semiconductor Equipment / Major of Electricity

를 양성합니다.

· Faculty of Aerospace, Automobile & Machine Design

- Major of Aerospace Machine / Major of Automobile / Major of Machine Design

· Faculty of Military Science

- Major of Military Technique / Major of Military Information Communication

· Faculty of Electronic Computer

- Major of Electronic Communication / Major of Computer Information

· Dept. of Biological and Chemical Engineering
· Dept. of Fire Protection and Safety
· Dept. of Civil Engineering
· Dept. of Quality Managment
· Dept. of Aviation Security

전기전자학부
Faculty of Electrical & Electronic Engineering
반도체장비전공 / 전기전공
전기전자학부는 반도체장비전공과 전기전공으로 구성된

25년 전통의 학부로 현장 중심의 전문 기술 습득과 실질
적인 · 산학협동, 창업 전공 동아리 등의 학생활동을 통한
SK하이닉스, 삼성디스 플레이, LG화학의 트랙으로 다양
한 분야의 취업을 보장하는 최고의 학부로 인성과 기술능
력을 겸비한 전문 인력을 양성합니다.

교육은 명품 인성은 일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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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자동차기계학부

군사학부

전자컴퓨터학부 - 컴퓨터정보전공

Faculty of Aerospace,
Automobile & Machine Design
기계설계전공 / 자동차전공 / 항공기계전공

Faculty of Military science

Major of Computer Information

항공자동차 기계학부는 각종 CAD/CAM/CAE 설비와 3차

군사학부는 군의 첨단 정보화와 과학화 추세에 부응하고

컴퓨터 정보 기술을 바탕으로 형성된 21세기 지식 정보화

원 시뮬레이션, 항공기, 자동차 및 교육 장비 등 자동차와

미래 전쟁장을 주도해 나갈 군의 간부가 될 예비학생들에

시대는 컴퓨터 실무 능력을 갖춘 인재들이 미래 사회를 주

항공 및 우주 분야의 개발을 위한 첨단 기자재를 보유하고

게 국가관과 안보관을 확립함은 물론 국가와 지역사회 발

도적으로 이끌어가는 역할을 담당하게 될 것입니다. 이와

산업체에 즉시 투여할 수 있는 전문화된 교육 프로그램으

전에 필요한 우수한 전문기술인력을 양성합니다.

같은 시대적 요구에 부응하기 위하여 산업체 실무 능력을

군사기술경영전공 / 국방정보통신전공

로 전문기술 능력과 인성을 겸비한 현장 실무형 전문 인

갖춘 전문적인 컴퓨터 기술인을 양성합니다.

재를 양성합니다.

전자컴퓨터학부 - 전자통신전공

생명화공과

소방안전과

Major of Electronic Communication

Dept. of Biological and Chemical Engineering

Dept. of Fire Protection and Safety

‘스마트한 디지털 대한민국’
을 지향하는 전자통신전공은

생명화학공학은 전통적 기간산업인 화학공업을 근간으

고도화된 현대사회에 있어서 소방안전에 대한 수요는 무

전자 및 정보통신 산업분야의 취업과 자격증 취득에 필요

로, 화학적 기법과 생물학적인 기법에 의한 다양한 물질의

한히 증대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소방안전과에서는 소방

한 학생중심 교육으로 하드웨어 및 소프트웨어 분야에서

양산에 관련된 기본기술과 생산공정, 그리고 환경 및 에너

안전 관련 이론 및 실무 교육을 바탕으로 현장에 즉시 투

가장 경쟁력 있는 전문기술인을 양성합니다.

지문제를 복합적으로 활용 할 수 있는 중견기술인의 양성

입할 수 있는 현장 적응형 소방전문인을 양성합니다.

에 목적으로 제약산업, 신소재, 신재생에너지, 화장품 분
야의 전문기술인을 양성합니다.

토목과

품질경영과

항공보안과

Dept. of Civil Engineering

Dept. of Quality Management

Dept. of Aviation Security
항공보안과는 국제공항(인천, 김포, 김해, 제주, 청주 등)

토목과는 국가산업의 기본이 되는 각종 토목시설의 계획,

품질경영은 국내최고의 품질경영전문가의 자부심과 전

조사, 설계, 시공 및 유지관리를 위하여 기초이론과 실험

통을 이어갈 수 있는 학생중심의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의 항공보안 분야의 취업은 물론 삼성S1, ADT Korea 캡

실습을 통해 고도의 응용기술을 습득하고 산업체요구에

기업이 요구하는 현장 실무교육과 경영관리기법을 교육

스등 일반보안 분야에도 높은 취업률을 자랑합니다. 국내

부응하며 지역사회의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유능하고 성

하여 졸업과 동시 현장투입이 가능한 품질경영전문가를

유일의 정규 항공보안 인재양성 전문교육기관이며, 인천

실한 중견기술인을 양성합니다.

양성합니다.

국제공항공사 및 한국공항공사 관할 공항의 견학및 현장
실습 전문가들의 특강을 통하여 철저한 실무 중심의 교육
으로 항공보안 전문인재를 양성합니다.

Division Of

Humanities & SocialSciences
인문사회계열
■

■

3년제 · 경찰행정과

■

course of 3 years

· Dept. of Police and Public Administration

· 아동보육과

· Dept. of Child Care & Education

· 유아교육과

· Dept. of Early Childhood Education

2년제 · 경영회계학부
- 경영전공 / 회계전공

· 항공호텔관광학부

■

course of 2 years

· Faculty of Business & Accounting
- Major of Business / Major of Accounting

· Faculty of Aviation, Hotel and Tourism

- 항공관광전공 / 호텔 · 바리스타전공 / 일본어통역전공

- Major of Aviation Tourism / Major of Hotel·Barista / Major of Japanese Interpretation

· 사회복지과

· Dept. of Social Welfaree

교육은 명품 인성은 일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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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행정과

아동보육과

유아교육과

Dept. of Police Administration

Dept. of Child Care & Education

Dept. of Early Childhood Education

평생직장을 향한 행복한 여정, 대학-교수-학생이 공무원

전문 보육인이 갖춰야 할 아동보육 전반에 관한 체계적 학

대한민국 유아교육의 중심! 31년 전통의 유아교육과는 미

합격을 위한 공무원 시험에 전념합니다. 멋진 꿈, 뜨거운

습과 실습을 통해 보육교사로서 필요한 자질을 습득하고,

래의 주역인 유아들이 풍부한 감성과 바른 인성을 지니고

열정, 정교한 필승 전략과 전혀 새로운 혁신적 합격시스

아동보육에 필요한 사랑과 봉사의 정신을 갖춘 올바른 품

해맑게 자랄 수 있도록 안내하는 참된 지식과 소양을 지닌

템을 갖추고 대한민국을 책임질 전문경찰인력을 양성합

성을 겸비하여 아동의 전인적 발달을 돕는 전문적인 지식

전문 유치원교사를 양성합니다.

니다.

과 역량을 갖춘 유능한 보육교사를 양성합니다.

경영회계학부

항공호텔관광학부 - 항공관광전공

항공호텔관광학부 - 호텔 · 바리스타전공

Faculty of Business & Accounting

Major of Aviation Tourism

Major of Hotelier · Barista

경영회계학부는 경영 및 회계 마인드 형성과 실무능력을

전국 대학 학과 평가에서 2회 연속 최우수 학과로 선정된

실무 위주의 교과과정과 서비스마인드를 강조하는 수업

중점 학습해 졸업 후 자신이 원하는 곳에서 최상급 전문가

항공호텔관광학부는 20년 이상의 역사와 다양한 국제행

을 통하여 최고의 호텔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역량과

양성을 목표로 현장에 즉각 활용할 수 있는 경영 및 회계

사, 해외 홈스테이 프로그램 등 현장중심의 실무교육을 통

마음이 담긴 커피를 만드는 바리스타의 자세를 갖추도록

실무 능력의 극대화를 위한 교육프로그램을 마련하여 공

해 관광산업의 꽃인 관광전문가를 양성합니다.

경영전공 / 회계전공

인된 최상급 전문가를 양성합니다.

하여, 준비된 식음료 및 숙박서비스 전문가로서의 자질과
자신감이 돋보이는 바리스타 자격증을 소지한 호텔리어
를 양성합니다.

항공호텔관광학부 - 일본어통역전공

사회복지과

Major of Japanese Interpretation

Dept. of Social Welfare

일본어통역과는 능숙한 일본어 구사력을 기르고, 일본어

우리 모두가 꿈꾸는 세상은 누구나 인간다운 삶을 누릴 수

통·번역 및 현장실무 능력이 탁월한 전문직업인으로 국제

있는 복지사회입니다. 사회복지학부에서는 건강한 삶이

경쟁시대를 선도할 인재를 양성합니다.

보장되고 인격의 존엄성이 구현되는 복지 사회를 위하여
거룩한 인간애를 가지고 사랑을 실천하는 사회복지 전문
인을 양성합니다.

Division Of

Arts & Physical Education
예 · 체능계열
■

2년제 · 디자인학부
- 시각디자인전공 / 패션디자인전공

· 예술학부
- 방송광고제작전공 / 실용음악전공

· 사회체육과

■

course of 2 years

· Faculty of Design

- Major of Visual Communication Design / Major of Fashion Design

· Faculty of Art

-Major of Television & Advertising Production / Major of Applied Music

· Dept. of Sport & Leisure Stud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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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자인학부 - 시각디자인전공

디자인학부 - 패션디자인전공

예술학부 - 방송광고제작전공

Major of Visual Communication Design

Major of Fashion Design

Major of Television & Advertising Production

국가 전략 4대 지식기반 서비스 산업으로 선정된 디자인

패션디자인과는 미적감각과 의류제작 기능을 고루 갖춘

방송국, 광고기획사와의 산학 연계를 통하여 영상 및 광

산업. 충북 제일의 디자인 전문대학 충청대학교 시각디자

실무형 전문가를 양성하기 위해 현장과 밀착된 디자인교

고 문법 등의 기본이론을 습득하고 광고 및 방송 프로그

인과가 담당하고 있습니다. 첨단 교육시설, 동아리 활동

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패션디자인, 서양복 · 한복구성,

램, 기업홍보영상 등을 기획 · 연출 · 제작 실무과정의 입

을 통한 포트폴리오식 맞춤 교육을 통한 디자인 프라이드

염색공예, 패션드로잉, 패션마케팅, 패턴 등 학문적 토대

체교육을 실시하여 영상산업을 이끌어 갈 전문방송인을

로 꿈의 디지털 세계를 이끄는 전문 인력을 양성합니다.

와 실기를 바탕으로 진정한 프로패션디자이너를 양성합

양성합니다.

니다.

예술학부 - 실용음악전공

사회체육과

Major of Applied Music

Dept. of Sport & Leisure Studies

실용음악 전공은 2,000석 규모의 컨벤션센터와 333석의

산업화 도시화에 따른 사회발전과 여가시간의 증대로 건

아트홀, 야외음악당 등 최고의 음향시설을 자랑하는 실용

강도모 및 삶의 의욕을 향상시킬 수 있는 스포츠 활동이

음악과는 보컬, 기악, 실용작곡, 뮤지컬(배우, 기획, 제작),

매우 필요한 때에, 체계적이고 조직적인 학문연구와 실기

클래식 분야의 연주자, 기획자, 교육자로서 대한민국 문화

교육을 통하여 스포츠의 생활화, 대중화, 체육인구의 저변

산업을 이끌어갈 젊은 인재를 양성합니다.

확대를 위한 국민생활 체육진흥에 일익을 담당할 유능한
사회체육지도자를 양성합니다.

배움의 깊이로

학사학위 전공심화과정

가치를 더하다.

학사학위 전공심화과정은 실무와 기술중심의 심화교육을 통해 전문기술

Learning in depth enhances
the value of your knowledge.

Bachelor's Degree Courses

인력양성을 양성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전문대학을 졸업하거나 또는 동
등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로서 충청대학교에서 소정의 과정
을 이수할 경우 4년제 학사학위를 취득할 수 있는 제도로 산업체경력있
는(유경력) 과정과 산업체경력없는(무경력)과정으로 구분되어 운영하고
있습니다.
Bachelor's degree courses are a system to foster professional technical
manpower through practice and technique-centered intensive education.
Junior college graduates or people recognized with equivalent or higher
education can achieve B.A. degree of 4 years after taking required courses.
There are 2 types of courses for the experienced and the unexperienced
from industries.

입학자격 Requirements for the Program
• 산업체경력있는(유경력) 과정
지원하는 학과와 전문학사 학위과정이 동일 계열이어야 하며 전문대학
전문학사학위 입학이후 관련분야의 산업체에서 1년 이상 재직 경력이
있어야 함.
• 산업체경력없는(무경력) 과정
지원하는 학과와 전문학사 학위과정이 동일 계열이어야 함
• Course for those with work experience
Entrance to this course requires that your previous work experience
and your major fall in line with your future major.
• Course for those without work experience
Entrance to this course requires that your previous major falls in line
with your future major.

모집학과 Available Departments
• 무경력과정 : 토목공학과 / 사회복지학과 / 일본어통역학과 / 실용음악과
의료미용학과 / 인테리어디자인학과
• 유경력과정 : 치위생학과
• Course for those with work experience: Dept. of Civil Engineering / Dept.
of Social Welfare / Dept. of Japanese interpretation /Dept. of applied
music / Dept. of Medical Cosmetology / Dept. of interior design
• Course for those without work experience: Dept. of Dental Hygiene

교육은 명품 인성은 일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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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체위탁교육과정

계약학과

입학지원 당시부터 졸업 시까지 산업체(기관/단체)에서 입학기준 그 이

정보통신기술을 기반으로 하여 ICT(정보통신기술)융합분야 기초 전문인

Industry Commissioned Education Courses

Department of Agreement

전의 재직중인 직장인(자영업자, 대표자)들이 무(無)시험으로 입학하여

재를 양성하는 국가지원의 재교육 사업으로, 중소기업의 경쟁력 강화와

소정의 교육과정을 이수하고 주간 정규학생과 동일한 전문학사학위를

산업체 재직자 중심의 창의적이고 혁신적인 인재를 양성하는 전문학사

취득할 수 있는 과정입니다.

학위과정입니다.

From admission to graduation, employed workers for industries(institute/
organization) can enter this education without any test, take the required
curriculum, and achieve the same junior college degree as regular
student’
s.

It is a junior college degree acquisition course to foster creative and
innovative human resources for improving competitiveness of small
and medium enterprise workers as a reeducating project supported by
the government to produce professionals in the field of ICT(Information
Communication Technology) convergence on the basis of Information
communication technology.

입학자격 Requirements for the Program
• 고등학교 졸업 또는 이와 동등이상의 학력이 있는 자로 2016. 3. 1 이전의
근무경력(전직장포함)이 9개월 이상인 직장인 및 자영업자(대표자).
• 산업체의 범위 : 5인 이상 상시 근로하는 산업체(단체), 국가지방자치단체
및 공공단체
• High school graduates or workers or independent businessman with the
equivalent or higher education and at least working experience of over
9 months(including previous workplace experience) before March 1st,
2016.
• Range of industries: Industries(organization) with more than 5 regular
workers, local governmental organizations, and public organizations

모집학과 Available Departments
• 공학계열 : 전기전자학부(반도체장비전공, 전기전공) / 토목과 / 품질경영과
건축인테리어학부(인테리어디자인전공, 건축전공)_3년제
• 인문사회계열 : 경영회계학부(경영전공, 회계전공) / 사회복지과
• 자연과학계열 : 식품영양외식학부(식품영양전공, 호텔외식조리전공)
미용예술과 / 의료미용과_3년제
• Engineering: Faculty of Electrical and Electronic Engineering (Major of
Semiconductor Equipment, Major of Electricity) / Dept. of Civil Engineering
/ Dept. of Quality Management , Faculty of Architecture and Interior
Design(Major of Interior Design, Major of Architecture) -course of 3 years
• Humanities and Social Science: Faculty of Business & Accounting(Major of
Business, Major of Accounting) /Dept. of Social Welfare
• Natural Science: Faculty of Food Nutrition & Food Service Industry (Major of
Food Nutrition, Major of Hotel food service Culinary) / Dept. of Beauty Arts /
Dept. of Medical Cosmetology -course of 3 years

입학자격 Requirements for the Program
• 중소기업(중소기업청 업체분류 기준 적용)에 6개월 이상 재직중인자로서
소속 산업체장이 입학을 수락하고, 협약서에 추천을 받은 자
• 고등학고 졸업 이상 또는 관련 법에 따라 이와 동등한 학력이 있다고 인정
되는 중소기업 또는 중견기업(기업분류상 대기업 재직자 제외) 재직자
Requirements for the Program
• Employed workers of small and medium enterprises (according to the
standard by the Small and Medium Business Administration) with working
experience of more than 6 months, who are permitted by their CEO and
recommended by the agreement.
• As a high school graduate or a person recognized with the equivalent or
higher education, employed workers for small and medium enterprises
or medium companies(excluding major company workers according to
classification of company)

모집학과 Available Departments
ICT융합학과
• Dept. of ICT Convergence

LOVE U 4EVER

평생직업교육 특성화 대학
Lifelong Vocational Education College
30여년 전문교육의 길만을 걸어온 충청대학교가 평생직업교육
특성화를 더하여 더 큰 대학으로 거듭납니다.
당신이 원하는 시간에 당신이 원하는 곳에서 당신이 원하는
맞춤교육 서비스로 당신의 빛나는 내일을 지원하겠습니다.
For 30 years, Chung Cheong University has followed the footsteps
of professional education and now is reborn as a bigger university
with the lifelong vocational education specialization added.
Wherever and whenever you want, customized education service
you need will support your shining tomorrow.

분야
서비스 · 문화산업
실버 · 휴먼케어
디자인 · ICT산업
첨단 · 산업기술

대상
미취업자
실직자
경력단절여성
창업희망자
재직자

4EVER
21세기는 평생직업교육의 시대입니다.
The 21st century is an era of lifelong vocational education.
평생직업교육은 whenever(언제든), wherever(어디서든), whoever(누구든),
whatever(무엇이든)라는 '4ever'를 추구하는 다양한 형태의 직업교육을 통해 일과
학습을 통합하여 평생학습사회를 구현하는 새로운 개념의 교육체제입니다.

지원
자격증 취득지원
취창업 지원
수강료 지원
기숙사 지원

Lifelong vocational education is a concept of education system wherein one
realizes one's dream continually and at one's own pace throughout life according
to changing circumstances, needs, and desires. By integrating working and
learning that way, job advancement is available ‘4ever'(forever): whenever (at
any time), wherever (anywhere), whoever (anyone), and whatever (whatever).

교육은 명품 인성은 일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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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하다

Include

충청대학교에 평생직업교육을 더했습니다.
Chung Cheong University includes lifelong vocational education.
충청대학교는 전문대학 특성화사업의 일환으로 교육부에서 지원하는 평생직업교육대
학 육성사업에 충청권에서 유일하게 선정되어 전국 전문대학중 최고액을 지원받았으
며, 연차평가(2015년 6월 교육부 발표)에서 최우수 등급을 받았습니다.
Chung Cheong University was selected uniquely in Chungcheong area for lifelong
vocational college training project supported by the Ministry of Education as part
of the college characterization projects. We received the maximum amount of
financial benefits among all of the colleges in Korea, and we were graded an ‘A’
in annual evaluations (Ministry of Education announced in June, 2015).

나누다

Share

국고지원혜택을 지역민과 나누겠습니다.
Chung Cheong University shares the benefits and support of the
national treasury with our local residents.
전국 전문대학 중 최고의 국고지원혜택을 지역주민과 나누기 위해 다양한 평생직업
교육과정을 개설하고 수강료 환급, 취업 장려금, 자격증 취득 장려금 등 맞춤형 지원제
도를 마련하였습니다.
Uniquely among the junior colleges nationwide, Chung Cheong University
has prepared customized support systems, such as a wide range of lifelong
vocational education courses, tuition reimbursement, employment subsidies,
and certification incentives in order to share the most national treasury support
benefits with our local residents.

NCS
NCS 기반 실무형 교육을 구현하겠습니다.
We will implement the NCS-based practical education.
NCS(국가직무능력표준)를 기반으로 하여 각종 산업에서 요구되는 직무를 성공적으
로 수행하기 위해 필요한 능력을 체계적으로 교육과정에 반영하여 산업현장에 적합
한 실무형 인재를 양성합니다.
Following the standards of NCS(National Competency Standard), Chung Cheong
University is fostering practically talented individuals who are ready for their
desired industrial sites through the systematic reflection of skills. They are able to
successfully perform the duties required by various work-places.

Win-Win Infrastructure
of Industry and University

기업과 대학의
상생인프라
산학협력단 Team of Industrial-Academic Cooperation
산학협력활동 추진전략의 체계적 지원체제구축과 산학협력 계약체결 및 이
행, 산학협력과 관련한 각종사업 수행 및 회계의 관리, 지식재산권의 취득 및
관리,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및 산업체 등과 체결한 산학협력사업의 총괄 · 조
정 등의 사업수행을 통하여 대학의 산학협력 모델개발과 확산으로 취업중심
형 인력양성 및 중소기업 기술지원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Chung Cheong University is contributing to technological support for small
and medium enterprises and the production of employment-centered
human resources by developing and proliferating the industry and academy
cooperation model through the establishment of a support system of
promotion strategies, contract conclusion and fulfillment of industry and
academy cooperation, various project performances and accounting
management related to industry and academy cooperation, acquisition and
management of intellectual property rights, and overall control and adjustment
of industry and academy cooperation projects with both the local and national
government and industry.

센터 Centers
창업보육센터 / 중소기업산학협력센터 / 테크노센터 / 공학기술연구원
Startup Incubator / Small and Medium Business and Academy Cooperation Center /
Techno Center / Engineering Technology Institution

학교기업 Industry of University
공학기술연구원
Engineering Technology Institution

부설연구소 Affiliated R&D Institutes
건설재료연구소 / 사회복지연구소 / 사회과학연구소 / 전기기술연구소 / 영상문화콘텐
트개발연구소 / 식품산업혁신연구소 / 충청U-헬스케어연구소 / 국제이미지전략연구
소 / 문화콘텐트기술연구소 / 신산업지역특화연구소
Construction Materials Research Institute / Social Welfare Institute / Social Sciences
Institute /Electric Technology Institute / Video Content Cultural Development Institute /
Food Industry Innovation Institute /Chungcheong U-Healthcare Institute / International
Image Strategic Study Institute / Cultural Content Technology Research Center / New
Industrial Area specialization Institute

위탁기관 Consigned Organization
충북노인종합복지회관 Chungbuk Senior Welfare Center
충청북도에 거주하는 어르신들의 건강증진, 여가활용, 교육문화증진, 일자리제공 등 노
인증진에 필요한 전문화 특성화된 노인복지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도에서 설립하여
충청대학교가 위탁받아 운영하는 시설입니다.
Founded in 1998, it is a facility commissioned to Chung Cheong University in order to
provide the elderly living in Chungcheongbuk-do with welfare services, such as health
promotion , leisure-time use, educational and cultural promotion, job offers, etc.

교육은 명품 인성은 일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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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원 Education Center
직업세계와 과학기술의 급격한 변화에 대응하여 고용가능성과 직업생산성
높일 수 있는 다양한 학습분야의 전문교육원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In response to the rapid changes in technology and the occupational world,
we operate a specialized institute in the various learning areas to improve
employment prospects and job productivity.

평생교육원 Lifelong Education Center
평생교육원은 학점은행제, CEO아카데미, 교원특수분야 연수, 직업교육 등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으로 지역사화 발전과 평생교육 진흥의 중추적 역할
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We are performing an important role to promote development of local
community and lifelong education through various educational programs,
such as credit bank system, CEO academy, special area training for teacher,
and vocational education.

관광교육원 Tourism Education Center
충청북도에서 유일한 관광교육기관으로 해외여행인솔자 양성과정 및 관광
호텔종사원 교육을 통해 전문 관광인력을 배출하고 있습니다.
As the only tourism education center in Chungcheongbuk-do Province,
we are producing tourism professionals through overseas tour conductor
training course and education designed specially for hotel workers.

요양보호사교육원 Care Worker Education Center
노인요양 및 재가시설에서 신체 및 가사지원서비스 등의 업무를 전문적으로
수행하는 요양보호사를 양성하고 있습니다.
We are fostering geriatric care workers to professionally perform senior
care and physical or housekeeping support service at elderly home care
facilities.

보육교원연수원 Child Care Teacher in-service Training Center
충청북도 내 보육시설 종사자 보수교육을 실시합니다.
We provide supplementary education to child care teacher of day-care
centers in Chungcheongbuk-do Province

외식산업교육원 Restaurant Industry Education Center
외식산업 전문인력이 갖추어야 할 전문적인 소양과 서비스 기능향상을 위한
각종 교육을 실시합니다.
We provide various types of education for professional knowledge and
improvement of service functions which food industry professionals should
have.

명품시설이
명품교육을 만든다
Our facility of masterpiece
helps create our education of masterwork.
부속기관 Affiliated Institutions
교육은 개인의 발전뿐만 아니라 국가와 미래사회까지 발전시키는 가장 바른 길입니
다. 충청대학교는 이러한 교육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도서관, 박물관, 신문사 등 부속
기관을 운영하며 교육기관으로서의 역할을 다하고 있습니다.
Education is the key to the development and the success of our country. Our future, as
a society and as individuals, depends on the strong foundation which only education
can provide. Our affiliated institutions such as the library, museum, newspaper, etc.
help to provide that foundation.

정보관리실 Information Management Office

도서관 Library

대학 행정업무의 전산화와 학술전산망을 구축하고 교직원의 연구, 학생들

교육, 연구, 학습 등에 필요한 자료를 체계적이고 종합적으로 수집 · 정리하

의 교육 및 실습을 지원하는 등 대학구성원들의 정보화능력 향상과 편의를

여 학생 및 교직원이 원하는 정보와 지식을 신속 · 정확하게 제공하고 있으

도모합니다.

며 지역내 연구인력과 지역주민을 위한 교양 ·학술정보 자료센터로서의

Build and staff a computerized study of the academic computer network
of the university administration, such as promoting the information and
convenience of the ability to enhance students' university members to
support education and training

역할을 겸하고 있습니다.
The library provides prompt and correct knowledge and information
which students and faculties want by systematically and synthetically
collecting and organizing references which are necessary for education,
research, and learning, etc. It also plays a role as a liberal arts and
academic information center for local research manpower and local
residents.

교육은 명품 인성은 일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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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관 Dormitories
원거리 학생의 편의제공을 위한 시설로 2인 또는 3인 1실의 현대식 시설을
갖추고 있으며 A관 276명 B관 206명 등 총 482명을 수용할 수 있습니다.
As a facility provided for the convenience of students to commute far
away, the dormitories are composed of modern facilities with rooms
for 2 or 3 people and can accommodate a total of 482 people, including
Building A for 276 students and Building B for 206.

박물관 Museum
1985년 9월 개관한 이래 4,800여 점의 수장 유물과 연구활동을 통해 우리
나라 역사연구의 중요한 한 축으로서의 자리 매김을 확고히 했으며 역사와
문화연구 기관으로서의 위상도 높여가고 있습니다.
Since the museum was opened in September, 1985, it has been firmly
recognized as an important place for Korean history research with
around 4,800 pieces of relics and has recently enhanced its status as a
research institute of history and culture.

신문사 Newspaper
대학이 개교한 1983년에 창간됐으며 충청대신문 발행을 통해 학내 구성원과
동문 및 지역사회와 정보를 공유하고 의사소통을 원활하게 하고 있습니다.
In1983 when the University was founded, Chung Cheong University
Newspaper was also launched to share information with the campus
members, alumni, and local community for better communication.

상담실 Counseling Center
상담실은 학생들이 어려움과 고민을 해결하고 잠재력을 개발하여 보다 성
숙한 사람으로 발전하고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도움을 주는 곳입니다.
Counseling center is a place to help students with difficulty or
distress to solve and assist them to develop their potentiality to
become more mature citizens and enjoy their lives.

Chung Cheong University

Campus Life

1월
12월

2월

학생을 품다
미래를 꿈꾸다

충청대학교 월별 행사 Chung Cheong University Monthly events
1월
2월

해외자원봉사 Leadership연수
학위수여식
입학식
신입생 오리엔테이션

3월

평생직업교육대학 - 봄학기
외국어능력향상 프로그램
신입생 환영회
군사학부 - 착복식
화이트데이 - 사탕나눠주기
해외자매대학 교환학생프로그램

4월

실용음악과 대학로 거리공연
도서관 전자정보 박람회

5월

월강문화축제 (월강체전+월강Festival)
취업특강 / 취업캠프
상담실 - 충청멘토링
간호학과 - 나이팅게일 선서식
치위생과 - 선서식
항공관광전공 - Wing수여식

Embrace students
Dream of the future

11월

자랑스런 충청인

10월

Proud Chung Cheong University student

의료미용과 김 은 성

EunSung Kim of Dept. of Medical Cosmetology

(은메달/피부미용분야)

(Silver Medal / Skin Care area)

국제기능 올림픽 출전 Participation in World Skills Competition

9월

교육은 명품 인성은 일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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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대학교에는 학생들을 위한 축제와 체육대회, 졸업전시회 등
함께 준비하고 보람을 느낄 수 있는 행사들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In Chung Cheong University, events for students’participation and benefit are ready, such as festival, athletic meeting, and graduation exhibitions.

3월

6월

마음성장프로그램(힐링모션 마음톡톡)
도서관 - 다독왕 선발대회

7월

영어캠프
글로벌 해외 집중 어학 연수
하계 방학 일본 홈스테이 프로그램
전문대학 Expo참여
평생직업교육대학 - 여름학기

8월

해외자원봉사 Leadership연수
충청멘토링 - 삶의 멘토를 찾아서
학생회 - 테마여행
후기 학위수여식

9월

2부 월강Festival
외국어능력향상 프로그램
평생직업교육대학 - 가을학기
월강문화 공모전

8월

4월

10월 학습성과종합발표회
취 · 창업기업설명회 / 취업경진대회
심리상담 - 어울림 마당
복학생 프로그램 - 영화로 만나는 나의 꿈
학생회 - 스포츠 대회, e스포츠대회
총동문골프대회

5월

11월 취업특강 / 취업캠프
마음성장프로그램 - 만학도를 위한 힐링모션
수험생 초청 입시설명회
학생간부선거
응급구조과 - 생명의 별 선서식
간호학과 - 핀수여식
12월 영어캠프
마음성장프로그램 - 숲으로 떠나는 힐링여행
평생직업교육대학 - 겨울학기
글로벌 해외 집중 어학 연수
도서관 - 다독왕 선발대회

7월

6월

Chung Cheong University

Campus Map
17만㎡의 넓은 캠퍼스에 들어선
20여동의 건물 하나하나에는

충청대학교의 교육의지가 담겨있습니다.
Every single one of over 20 buildings on spacious campus of 170,000㎡
includes education willingness of Chung Cheong University.

88 Plaza
Amphitheater

공학기술연구원
Engineering Technology Institution

Sports stadium

Library/Museum

Futsal stadium

Head Office

Tennis Court

The 1st Dormitory

Outdoor Basketball Court

Lifelong Education Center /Reserve Battalion
The 1st Parking Lot

The 1st Startup Incubator Center

The 2nd Parking Lot

Convention Center

The 3rd Parking Lot

The 2nd Startup Incubator Center

The 4th Parking Lot

The 2nd Dormitory

The 5th Parking Lot

The 3rd Dormitory
Professor’
s research building /Art Hall

학생회관 / 실내체육관 / 제3창업보육센터

Student Union Building /Gymnasium /The 3rd Startup Incubator Center

Chung Cheong Senior Welfare Center

대학정문(홍광문)

Main gate of university(Honggwangmun)

H 본관 Head Office

P 교수연구동 / 아트홀

Professor’s research
building / Art Hall

교육은 명품 인성은 일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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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정문

학교버스정류장

A

B 강의동

Lecture Hall

F 도서관 / 박물관

Library/Museum

L 컨벤션센터

Convention Cent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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