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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 전남과학대학교

신입생 모집안내

교육부 재정지원사업, 자율개선대학선정
그랜드슬램(WCC, SCK, LINC+)달성대학

세계적 수준의
전문대학 WCC

2020신입생
수시모집

대학기관평가인증
KAVE

부사관학군단
시범대학 RNTC

특성화전문대학
SCK

간호교육
인증평가

산학협력 선도
전문대학 LINC+

수시1차 : 9월 6일(금) ~ 9월 27일(금)
수시2차 : 11월 6일(수) ~ 11월 20일(수)

57500 전남 곡성군 옥과면 대학로 113
TEL. 061)360-5000 FAX. 061)363-6137

입시상담

1588-5051
www.cntu.ac.kr

희망을 향한 두드림 !
전남과학대학교는 꿈의 실현을 위한 내일의 비전과 함께 합니다

02

03

04

글로벌 리더를 위한

전국 최고의

창조적경제를 이끌

학비 걱정없는

글로벌 인재 양성의 요람

취업명문대학

창의 인재 양성

즐거운 대학생활

•글로벌 리더 육성을 위한 해외 어학연수
•어학역량강좌 개설 (TOEIC, 생활언어)
•해외취업 멘토링 프로그램 운영

•전국대학 취업평가 최상위 달성
•실무중심의 교육과정 운영
•전 학과 현장형 강의실 100% 완비

•창의교육의 WATCH 프로그램 운영
•전교생 WooAm 인성교육 실시
•산업체 실무형 Omx 교육체제 운영

•최고의 복지시설과 기숙사시설 완비
•다양한 장학혜택에 의한 학비감면
•전공·문화동아리 적극지원

CNT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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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전문대학 기관평가인증 취득
교육부 세계적 수준의 전문대학 WCC 획득
교육부 자율개선대학 선정
교육부 교육역량강화사업 선정
교육부 평생학습활성화지원사업 선정
교육부 학교기업사업 선정
고용노동부 청년직장체험프로그램 선정
전국 최초의 부사관학군단 시범대학 선정
간호교육인증평가 획득
교육부 산학협력 선도전문대학(LINC+) 사회맞춤형학과중점형(졸업 후 취업약정) 선정

전형일정
모집구분

원서접수

면접고사

합격자 발표

1차

9월 6일(금) ~ 9월 27일(금)

10월 5일(토)
10:00

10월 11일(금)

2차

11월 6일(수) ~ 11월 20일(수)

11월 23일(토)
10:00

11월 27일(수)

12월 30일(월) ~ 1월 13일(월)

1월 18일(토)
10:00

1월 22일(수)

12월 11일(수) ~ 12월 13일(금)

수시모집

정시모집

합격자 등록

2월 6일(목) ~ 2월 10일(월)
*수시최종등록

수시1,2차 충원합격

12월 14일(토) ~ 12월 23일(월)

정시 충원합격 및 추가모집

2월 11일(화) ~ 2월 29일(토)

※ 본 대학 홈페이지를 통해 합격 유무를 확인할 수 있음.
※ 수시모집 최초 합격 및 충원 합격자는 등록여부와 관계없이 합격한 사실만으로도 정시지원이 금지됨.
※ 충원 합격자 발표 시 연락이 되지 않은 수험생 및 기간 내에 등록하지 못한 경우 미등록으로 합격이 취소 처리되며 미등록에 의한 합격취소가 불합격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므로 등록 여부와 관계없이 정시모집에 지원할 수 없음.

원서접수
접수방법

접수처 및 이용방법

전화

•전국어디서나 1588-5051 061)360-5050, 5433

우편

•(57500) 전남 곡성군 옥과면 대학로 113 전남과학대학교 교학처 입시홍보실
(원서, 제출서류, 전형료 등 등기우편으로 송부, 당일 도착분 인정)
- 전형료 : 20,000원

인터넷

•uwayapply.com •jinhakapply.com
회원가입 → 전남과학대학교 선택 → 유의사항 확인 → 원서작성 → 전자결제(전형료 납부) → 접수 및 수험표 확인
→ 지원자 구비서류는 대학에 등기 발송 - 인터넷 접수 시 전형료 25,000원(수수료 포함)

모집인원
수시모집
수업
연한

4년

모집단위

2년

작업치료과
치위생과

정시모집
정원외

정원내

정원외

대졸 농어 저소 만학도
대졸 농어 저소 만학도 순수
및성인 계 일반 특별 계
및성인
일반 특별 계
계
자 촌 득층 재직자
자 촌 득층 재직자 외국인
150 44

14

17

7

82

38

60 43 11

54

4

4

4

2

14

4

2

55 39 10

간호학과(간호교육인증평가 획득) 188 150
물리치료과

3년

모집
정원

정원내

38

12

4

5

2

23

6

2

2

2

1

7

49

4

2

2

1

9

4

2

6

1

1

1

1

4

120 86 22 108

4

2

2

4

12

9

3

12

2

1

1

2

6

2

1

1

4

1

1

1

1

20 24

안경광학과

30 21

6

27

2

1

3

특수장비과

60 43 11

54

4

2

6

특수통신과

40 28

8

36

3

1

4

화학부사관과

30 21

6

27

2

1

3

특전부사관과

40 28

8

36

3

1

4

전투부사관과

40 28

8

36

3

1

4

3

1

4

헬기정비과

40 28

8

36

드론제작운항과

30 21

6

27

2

1

3

게임제작과

30 21

6

27

2

1

3

3

3

6

e스포츠과

40 28

8

36

3

1

4

호텔커피칵테일과

30 21

6

27

2

1

3

호텔조리김치발효과

30 21

6

27

골프산업과

30 21

6

27

2

2

4

2

1

3

3

3

2

1

3

4

1

5

5

5

3

1

4

5

5

2

1

3

5

10

2

1

3

생활체육과

50 36

9

45

태권도체육과

35 24

7

31

경호보안과

30 21

6

27

건축과(야)

30 21

6

27

뷰티미용과

35 24

7

31

3

1

4

대체의학과

30 21

6

27

2

1

3

사회복지과

45 32

8

40

4

1

5

아동복지재활과

35 24

7

31

3

3

6

3

1

4

음악과

33 23

6

29

5

5

10

3

1

4

자동차과

33 23

6

29

3

1

4

화훼원예과

30 21

6

27

2

2

4

2

1

3

계

5

1,279 918 210 1,218 78

23

26

47 174 119 32 151 18

※ 음악과, 호텔조리김치발효과는 평생학습자 학과로 만 25세 이상 지원 가능.
※ 건축과(야)는 야간 모집학과임.
※ 정원조정에 따라 모집정원이 변경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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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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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남과학대학교 학과소개 }
취업 분야가 무궁무진한 자연과학계열

간호학과 간호교육인증평가 획득 •상담교수 김영미 010-8824-4032
인성, 지성, 실무역량을 바탕으로 인간존중을 실천하는 글로벌한
전문직 간호사 양성
취득면허 및 자격_ 간호사, 보건교사, 보건교육사, 조산사 및 13
개 분야 전문간호사(별도 교육과정 이수 후), ICDL(국제IT), 노인
미술, 심리상담사, 심폐소생술 등
졸업 후 진로_ 간호사(대학, 종합병원), 간호·보건·교정직공무
원, 산업간호사, 보건의료심사, 보건교사, 연구간호사, 전문간호
사(보건, 마취, 정신, 가정, 감염관리, 산업, 응급, 노인, 중환자, 호
스피스, 종양, 임상, 아동) 창업(노인요양·사회복귀시설), 해외
간호사, 국내·외 대학원 진학 등

물리치료과

•상담교수 전경희 010-4519-8819

국민과 지역사회의 보건 향상을 이끌 물리치료 전문가 양성
취득자격_ 물리치료사, 스포츠 마사지사(1·2급), 경락마사지사
(1·2급), 척추교정사(1·2급), 치료교정사(1·2급), balance테이핑
(1·2급), 뇌교육사 등
졸업 후 진로_ 대학병원, 종합병원, 일반 병·의원, 재활전문기
관, 아동발달센터, 장애인 복지관, 노인전문 요양기관, 보건기관,
공무원, 특수학교 교사, 프로스포츠팀, 각종 의료 유사업종 문화
시설 운영

작업치료과

•상담교수 김은성 010-4135-6674

10대 인기 직업 리스트 1위, 작업치료사! (자료 : 한국일보)
인구 고령화·웰빙 문화 확산 등 의료기술 발달에 ‘작업치료사’
수요 증가
취득자격_ 작업치료사(국가 면허), 카이로프락틱사, 스포츠 및 경
락마사지사, 뇌전문가, 보조공학사, 인지활동지도사, 심폐 소생
술, 병원코디네이터, 심리상담사 등 다수 자격증 획득 기회 제공
졸업 후 진로_ 대학병원, 종합병원, 보건소, 군의료 공무원(9급상
당), 재활 전문병원, 장애인 복지관, 요양병원 및 기관, 장애인 고
용촉진공단, 특수학교, 특수 어린이집, 발달장애 연구소개설, 개
인클리닉, 4년재 대학(동신대학교, 인제대학교 특별전형 편입)

치위생과

졸업 후 진로_ 치과병(의)원, 종합병원 치과, 군의료원(육군부사
관), 보건소, 국민건강보험공단, 산업체 의무실 치과, 기자재 관련
업체, 구강관련 산업체, 대학 및 기관 연구소,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안경광학과

•상담교수 이영환 010-6292-4564

국민의 안 보건과 시력의 교정·보정을 담당하는 검안전문 안경
사 양성, 의무부사관(국내 유일)
취득자격_ 안경사(면허), 광학기사
졸업후 진로_ 안경원 취업 및 개원, 종합병원 및 안과 병원의 검
안사, 의무부사관, 콘택트렌즈 관련 업체, 안경 및 광학기기 유통
업체, 안경렌즈 및 안경테 관련 업체, 광학기기 연구원 및 전문
관리 요원, 국내·외 대학원 진학

뷰티미용과

•상담교수 이정례 010-2682-6121

21세기 뷰티산업을 선도하며 창의력을 발휘하는 미래지향적인
전문 미용인 양성
취득자격_ 미용사면허증 헤어, 피부, 네일, 메이크업
국가공인자격증 헤어, 피부, 네일, 메이크업
민간자격증 패션코디네이터, 방송분장사, 웨딩플래너, 두피
관리사, 모발관리사, 속눈썹연장술
졸업후 진로_ 헤어디자이너, 메이크업아티스트, 피부관리사, 네
일리스트, 패션코디네이터, 웨딩스페셀리스트, 화장품회사 미용
재료 관련 회사, 방송국, 연예인코디네이터, 두피모발관리사, 학
원강사, 학교외래강사, 미용분야 개인창업 등

대체의학과

•상담교수 오민탁 010-9557-8880

웰빙과 힐링의 건강관리 전문적인 지식과 HTAM(Healing
Therapy Alternative Medicine) 프로그램의 활성화를 중심으로
기술을 습득하여 창의적인 대체의학 전문인 양성
취득 가능 자격_ 카이로프랙틱 2급, 발관리사 2급, 필라테스 지
도자, 아로마 테라피스트 2급, 병원코디네이터
졸업 후 진로_ 한약자원과 등 4년제 대학 편입 후 한약도매관리
사 취득 / 전통약주 및 발효차 효소 관련 한방카페 창업 / 한방병
원, 요양병원, 대체의학센터 등 취업 / 대체요법관련 창업 및 평
생교육원, 문화센터 전문강사 활동

•상담교수 허희영 010-6331-5370

아름다운 미소를 디자인하는 국민 구강건강 관리 전문가 양성
취득자격_ 치과위생사, 치과코디네이터, 치과건강보험청구사3급

www.cntu.ac.kr

입시상담 1588-5051

화훼원예과

•상담교수 최용수 010-7605-5262

지역 농·산업에 맞는 묘목을 개발하고 보급하며 이끌어 갈 수
있는 친환경 6차 농·산업 전문가 양성
취득자격_ 시설원예 산업기사, 조경 산업기사, 식물보호 산업기
사, 종자 산업기사, 화훼장식 기능사, 유기농 기능사 / 유기농 산
업기사, 산림산업기사, 임업종묘기능사, 작품충족 후 꽃꽂이 사
범 2·3급, 건설기술인협회 조경 초급기술자격 취득
졸업 후 진로_ •공무원 - 농촌지도직 / 농협·축협·원협 / 토
지개발공사 및 도로공사(조경 직종) •자영업 - 화원경영 / 플로
리스트 활동 / 농약 및 종자판매업 •농업관련 종묘회사 •본
학과 학사학위 전공심화과정 진학, 육군3사관학교 진학

호텔조리김치발효과

졸업 후 진로_ 어린이집(보육교사, 장애영유아 보육교사), 초등 &
유치원 돌봄교사, 지역사회 복지관, 사회복지시설(노인, 장애인,
지역아동센터, 정신장애인 등), 사회복지 전담 공무원, 종합병원
의 사회복지 사업실, 다문화가정 지원센터, 요양원 등

사회복지과

•상담교수 박효아 010-8621-7746

인간의 존엄성과 사회정의의 신념을 바탕으로 사회복지의 전문
지식과 기술을 가진 사회복지사 양성
취득자격_ 사회복지사 2급, 건강가정사, 미술심리상담사, 스포
츠마사지 자격증, 실버로빅 2급

한국 발효음식의 전통계승과 한식 세계화에 이바지할 조리 분야
전문가 양성

졸업후 진로_ 지역사회복지관, 사회 복지시설(노인, 장애인, 아
동, 정신장애인 등), 사회복지전담공무원, 정신병원, 종합병원의
사회사업실, 사회복지단체(사회복지사 협회, 복지재단, YMCA
등), 건강가정지원센터, 다문화가정 지원센터 등

취득자격_ 조리기능사(한식/양식/중식), 제과제빵기능사, 김치발
효기능사 자격인증, 전국최초전통발효양성과정(김치발효/장류발
효(된장, 고추장)/전통주발효/장아찌발효

세계를 향해 도전을 꿈꾸는 체육ㅣ예술계열

•상담교수 김춘순 010-4158-9965

졸업 후 진로_ 김치관련 대기업·중소 기업체의 김치생산 및 제
품개발 분야, 외식 산업체·단체급식업체 종사 / 창업 (한식당,
김치 및 전통장류제조, 베이커리, 레스토랑) / 식품조리 분야의
연구원 및 강사, 4년제 대학 편입학
※ 본 학과는 평생학습자학과로 만 25세 이상 지원 가능함

호텔커피칵테일과

•상담교수 한순숙 010-3021-2772

국내 최초 음료전문학과로 외식산업을 선도해갈 식음료전문
가 양성
취득자격_ 바리스타1급/2급, 커피지도사1급/2급, 티마스터, 로
스트마스터, 조주기능사, 우리술조주사, 칵테일지도사2급, 소믈
리에2급, 호텔서비스사, 초콜릿소믈리에, 쇼콜라티에
졸업 후 진로_ 바리스타(커피전문가), 바텐더(칵테일전문가), 소
믈리에(와인전문가), 믹솔로지스트(음료개발전문가), 대학강사, 고
교강사, 학원강사, 호텔리어(호텔서비스사), 외식산업체

사회속의 인간 인문사회계열

아동복지재활과

•상담교수 김혜영 010-2609-4537

전문지식과 실무를 겸비한 4차 산업시대의 보육전문가 및 복지
융합 전문인 양성
[복지국가 진입 정책에 따른 실무형 인재양성(연계산업체를 통
한 실무교육 강화)]
취득자격_ 국가자격증 보육교사 2급, 사회복지사 2급, 장애 영
유아보육교사, 요양보호사
민간자격증 미술심리상담사, 실버인지놀이 지도사

생활체육과

•상담교수 박승권 010-9669-1980

국민체육 진흥을 위해 힘쓸 이론과 실기를 겸비한 전문 생활체
육지도자 양성
취득자격_ 스포츠지도사(생활·전문·유소년·노인·장애인),
건강운동관리사, 축구심판, 배드민턴심판, 국술지도사, 방과 후
체육지도사, 인성지도사, 스포츠마사지사, 전문체형관리사, 유아
체육지도사, 평생교육사
졸업 후 진로_ 시·군 스포츠센터 스포츠지도사, 경기지도자,
초·중·고 특기적성교사, 축구지도자, 볼링지도자, 배드민턴지
도자, 국술원관장 및 사범, 댄스스포츠지도자, 요가지도자, 생활
체육평생교육지도자, 각종 문화복지체육센타, 스포츠 트레이너,
헬스장 운영, 스포츠마사지숍 운영, 4년제 체육관련 학과편입
•2016년 전국체전 볼링 2인조 금메달 곽호완, 허진선(2학년)
•2017년 청소년 볼링 국가대표선수 양다솜(1학년), 이주형(2학년)

경호보안과

•상담교수 조장헌 010-6625-3760

신변보호사, 국가주요시설, 산업시설의 안전관리, 정보보안 무인
경비업체, 탐정, 비서업무, 사회안전관리를 담당하는 안전/보안
전문가 양성
취득자격_ 경비지도사, 신변보호사, 정보관리사, 탐정사, 체형교
정사, 심폐소생술, 스포츠마사지, 운동처방사, 경호지도사자격,
응급처치강사, 각종 무도단증
졸업 후 진로_ 청와대 경호실, 민간경비업체, S1(세콤), ACT캡스,
텔레캅, 코스원, 경찰공무원, 군 간부(장교·부사관), 국가기관 청
원경찰, 공항검색요원, 대기업 비서실, 4년제대학 편입, 육군3사
관학교 편입학 등

태권도체육과

•상담교수 신영호 010-5092-3579

세계를 향한 꿈과 야망! 태권도를 통한 무한 가능성 창출!!
태권도지도자를 향한 현명한 진로!!!

취득자격_ 자동차정비산업기사, 자동차정비기사, 자동차정비기
능장, 건설기계정비산업기사, 일반기계산업기사

취득자격_ 생활스포츠지도자, 경기지도자, 유아체육지도자, 도봉
술도지도자, 합기도지도자, 해동검도 및 각종 무도지도자, 경기
지도자, 경호무술지도자, 경호원, 스포츠마사지, 체육교정사, 운
동처방사 등

졸업 후 진로_ 자동차검사업체(교통안전공단 및 지정검사장), 자
동차제조업체 (기아, 현대, 르노삼성, 쉐보레 등), 수입차정비업체
(벤츠, BMW, 도요타 등), 자동차보험회사(대물담당)

졸업 후 진로_ 우리대학 태권도학과 심화과정(3,4학년)진학, 대
학교 및 대학원 진학, 초·중등 체육전담교사, 방과 후 특기적성
태권도 강사, 태권도장 및 각종 무술도장 운영 및 지도자 활동,
스포츠센터, 체대입시학원 운영, 해외파견 태권도사범, 보안요원,
경호·경비업체 취업, 중·고등 체육교사, 대학 강사 및 교수, 부
사관학군단(RNTC)선발 후 부사관 임관

골프산업과

•상담교수 오정준 010-3605-5121

골프 선수 육성 및 골프산업 관련 전문 인력 양성
취득자격_ 국가공인자격증 스포츠 지도사(2급), 경기지도자(편
입), 스포츠 경영관리사(편입)
골프관련자격증 골프프로 (티칭, 세미, 정프로), 프로캐디, 캐디
마스터, 클럽피팅, 골프 트레이너
전공관련자격증 테이핑 / 마사지, 유아·청소년·노인 관련 응
급처치강사, 퍼스널 트레이너, 레크리에이션지도자
졸업 후 진로_ 프로골퍼, 4년제 편입, 골프코스 설계사, 골프코스
및 잔디전문 관리사, 골프장 및 용품점 경영, 투어프로, 클럽피팅
전문가, 생활체육지도자, 골프 지도자 및 트레이너, 골프경기 진
행 보조원 등

음악과

•상담교수 구제창 010-2720-5632

전문음악인 및 음악지도자 양성
취득자격_ 국가공인자격증 2급문화예술교육사
민간자격증 음악심리상담사(음악치료), 우쿨렐레 지도자, 오카
리나 지도자 등
졸업 후 진로_ 음악 전문활동, 해외 자매학교(이탈리아)유학, 음
악학원 및 교습소 운영, 학원 및 방과 후 교사 활동, 합창단 활동
및 지휘, 각종 음악 단체 및 국악단체 활동
※ 본 학과는 평생학습자학과로 만 25세 이상 지원 가능함

21세기 미래 멀티 플레이어 공학계열

자동차과

•상담교수 하종호 010-9600-1445

자동차 전공동아리 활성화!
- 전국대학생 자작자동차경주대회 참가/입상(한국자동차공학회)
- 국제 전기자동차경주대회 참가/입상(교통안전 연구원)

※ 수입자동차 진단 및 정비교육 실시(벤츠, BMW, 폭스바겐, 아우디 등)
- 타대학에서 실시하지 않는 교육

e스포츠과

•상담교수 이유찬 010-9142-0408

2007년 개설된 국내 유일의 e스포츠 전문가 과정으로 게임·스
포츠·미디어 그리고 IT(4차 산업 핵심기술)가 융합된 e스포츠인
맞춤형 전문 교육
선수 및 지도자 과정_ 종목별(LOL, OW, PUBG, APEX 등) e스포
츠 팀 결성, 스크림(scrimmage) 훈련, 대회팀 결성, 자체 아레나
훈련, 대회 및 대외활동 지원.
e스포츠 미디어 산업과정_ e스포츠 언론, 정책, 산업, 미디어 콘
텐츠 제작 및 중계 실습, e스포츠 마케팅, 매니지먼트, 홍보 & PR
이론과 실습 병행.
졸업 후 진로 _ e스포츠 선수(프로 게이머), e스포츠 감독 & 코치,
e스포츠 정책 & 산업 연구원, e스포츠 전문 방송사, 홍보, PR 기
업 및 언론사 입사, e스포츠 전문 1인 미디어 사업, e스포츠 매니
지먼트 및 기획사 등

건축과(야)

•상담교수 구 협 010-6680-5755

상상을 현실로 이끄는 가상공간설계 전문가 양성
취득자격_ 건축산업기사, 실내건축산업기사, 건축설비산업기사,
건설안전산업기사, 건축일반시공산업기사, 조명디자이너, 방수산
업기사 등
졸업 후 진로_ •건축시공분야(종합건설회사, 전문건설회사, 건
설자재 회사 등) •건축설계, 계획분야(설계사무소, 감리사무소,
건설회사설계실 등) •건축행정분야(관공서 공무원, 학원, 연구
소, 컨설팅, 중개사무소 등) •건축구조분야(구조사무소, 구조계
산사무소, 구조안전설계사무소 등) •각종 공사(주택공사, 도로
공사, 수자원공사, 도시개발공사 등) •디자인분야(인테리어 전
문회사, 디자인회사, 조경회사, 학원, 건축모형 제작회사) •기술
전문용역회사(투시도 제작회사, 내역사무소, 기술연구소 등)

게임제작과

•상담교수 안태홍 010-3643-9696

미래 콘텐츠 산업의 핵심 분야인 게임 산업의 중추 인력 양성
취득자격_ 게임기획, 게임프로그래밍, 게임그래픽디자인, 일반IT
계열 관련자격증 등
졸업 후 진로_ 온라인 게임업체, 모바일게임업체, AR/VR 게임업
체, 기타 IT 관련업체

드론제작운항과

•상담교수 오창주 010-2547-0890

4차 산업시대 핵심분야인 드론전문가 양성(부사관, 조종, 제작,
정비, 항공촬영, 교관, 측량, 응용)
취득자격_ 초경량비행장치조종자, 드론조종사 및 교관, 지도조
종자, 드론관리자, 항공촬영, 전기·지도제작·측량관련 국가
자격증
졸업 후 진로_ 드론부사관, 드론활용 공공기관, 항공관련 산업
체, 측량산업체, 지도제작산업체, 무인항공방제업체, 드론제작
업체, 드론정비업체, 드론파일럿, 방송국, 신문사, 산업체 드론
운영요원, 재난감시보안요원, 항공사 드론관련 정비요원, 택배
물류업체 등

군사전문지식 습득 군특수학과

특수장비과

•상담교수 김병헌 010-5118-1772

특수장비과는 전차, 장갑차, 자주포 운용 및 정비 전문기술부사
관 양성하는 학과입니다. 육군과 협약에 의해 부사관 선발 시 가
산점이 적용이 되며, 군 가산복무 지원금을 받는 선발 과정을 거
쳐 장학혜택을 받습니다. 신입생은 부사관학군단 후보생 지원과
특수장비과 졸업생은 국방부 협약에 의해 개설된 3,4학년 과정
인 특수장비공학과 지원이 가능합니다.
•남학생, 여학생 모두 지원가능
•부사관 학군단 후보생 지원
•대한민국 최초 육군본부와의 협약으로 특수장비과 운영
•전차, 장갑차, 자주포 운용 및 정비 분야 기술부사관 진출(가산
점 특전)
•군장학생 최종 선발 시(2개 학기) 육군본부로부터 장학금 지급
(약540만원)
•부사관 학군단 후보생 합격을 위한 별도의 교육과정 운영
•부사관 합격을 위한 체계적인 교육과정 (필기, 체력검정, 면접
준비 등)을 통한 장학생 합격률 상승
•국방부와의 협약으로 현역 부사관 사이버 강의 진행(e-Military
University)
•국방부와의 협약으로 3,4학년 특수장비공학과 학사학위과정
운영에 따라 부사관 복무 중 학업가능, 특수장비과 졸업생 유리
•부사관 임관 시 공무원 8·9 급에 준하는 급여와 대우 20년
이상 근무 전역 후 연금 혜택(하사 1년 : 월 평균 200만원(수
당포함), 중사 2년 : 월 평균 250만원)
•장기복무 부사관 선발에 매우 유리
•장교 진출 대비 육군3사관학교 진학 가능
•기계 및 지게차, 굴삭기, 용접관련, 자동차 정비, 드론 관련 회사
취득자격_ 드론 자격증, 지게차 및 굴삭기 운전기능사, 자동차정
비기능사, 용접기능사, 태권도, 궤도장비정비산업기사 / 기능사,
컴퓨터활용능력
졸업 후 진로_ 부사관, 육군3사관학교, 군무원, 산업체

특수통신과

•상담교수 박찬우 010-5072-5734

국방부·육군본부 학군 제휴 협약된 특수군사학과로 국내 유일
의 특수통신분야 기술부사관 양성 학과입니다. 군장학생 선발
과정을 거쳐 장학혜택을 받으며, 졸업후 드론운용, 전술통신, 전
산운영, 위성통신 등의 다양한 정보통신 주특기 부사관으로 임
관하는 학과입니다.
•국내 유일 특수통신분야 전문 기술부사관 양성
•육군본부와 학·군제휴협약에 의해 신설한 광주, 전남·북 유
일의 특수기술부사관 양성 학과
•드론조종 및 촬영실습, 레이더, 열영상, 위성통신, 전술통신 정
비 및 운영
•부사관 장학생 선발시 재학기간(2학기)동안 육군본부로부터
장학금 지급(540만원)
•졸업 후 부사관 임관 후 육군3사관학교 진학 가능(장교)
•부사관 학군단(RNTC) 후보생 합격을 위한 별도의 교육과정 운영
•부사관 임관시 공무원 9급에 준하는 급여와 대우 복지혜택
•숙소제공, 대학교 및 대학원 진학기회 부여, 자녀학비지원
•전역후 군무원 또는 방위산업체 취업시 가산점 부여
•관련 자격증 취득을 통한 부사관 임관 및 장기복무시 가산점
확보(6개-12개 이상 취득)
•재학 중 체력단련 및 실무 부대현장 실습을 통한 군생활 적응
능력 향상
•육군본부에서 추천한 군 출신 교수에 의한 군 초급간부로서
갖추어야할 자질 향상 교육
•국방부와 협약으로 3·4학년 학사학위과정 운영에 따라 부사
관 복무 중 학업가능
•현역 부사관 사이버 강의 진행 (e-Military University)
취득자격_ 무선통신산업기사, 전파통신산업기사, 정보통신산업
기사, 정보처리산업기사, 항공촬영조정자 드론촬영전문가 자격
증, 드론 초경량 비행장치 국가자격증
졸업 후 진로_ •육군 정보통신 기술부사관 임관(드론봇 운용,
전술통신, 특수통신, 정보체계) •육군 3사관학교 진학 희망시
진학반 운영(학교 자체 프로그램) •군 기술군무원 및 방위산업
체 취업(한화탈레스, 두산 인프라코어, LIG) •전산 및 정보통신
분야 산업체 취업, 통신관련 업체 취업

부사관학군단 RNTC
호남지역 유일의 부사관 학군단 최초 창설
“학군단 합격 시 임관 보장, 부사관의 엘리트 및 빠르고 안전한 과정”

화학부사관과

•상담교수 김민우 010-8743-8158

육군 화생방전문 기술부사관 및 민간 화학 및 환경분야 전문가
양성, 부사관학군단 후보생 전국 최다 배출학과
•군장학생 선발 및 육군에서 2개 학기(1년) 전액 장학금 지원
•부사관학군단 선발을 위한 자격증 취득 및 특별강의(필기, 체
력, 면접)
•학군제휴대학협의회 소속 교내 유일 학과로서 육군과 직접 소
통, 부사관 선발자료 획득 제공(교내 부사관 임관율 1위)
•육군 소속부대와 지속적인 소통을 통해 부사관 임관 후 지속
적이고 체계적인 관리 지도
취득자격_ 대기환경, 수질환경, 폐기물, 위험물 산업기능사(기사),
위험물안전관리자, 화학분석기능사, 화공산업기사, 화학류 산업
기능사(기사), 컴퓨터활용능력, 워드프로세서 등
졸업 후 진로_ 군 화생방분야 전문 기술부사관 임관, 군 기술군
무원, 방위산업체, 육군3사관학교 생도 진학(장교), 군경력 인정
경찰 및 소방공무원으로 직업 전환, 각 기업체 환경관리 및 위험
물안전관리자, 기타 환경분야 담당연구원 및 임무수행원, 첨단
정밀 화학분야 실험실 및 산업체 진출

헬기정비과

•상담교수 박계향 010-9339-5286

육군항공 헬기정비 기술부사관 및 민간용 헬기정비 관련 기술전
문가 양성

특전부사관과

•상담교수 정명열 010-2335-3095

특수전 사령부 그리고 제 11공수 특전여단과 학ㆍ군 제휴 협약
을 맺은, 최고의 특수전 전문가로 구성된 교수진으로 여러분을
진정한 특전인으로 만들어 드리겠습니다.
제 2의 태양의 후예를 꿈꾸며 “나를 넘어! 한계를 넘어! 특별한
당신을 위해 특전부사관과에 도전하라!”
취득자격_ 산악 / 수상 인명구조 강사, 응급처치강사, 스킨스쿠
버자격증, 위험물관리기사, 무선설비기사, 정보처리자격증, 심리
상담사, 태권도 / 특공무술 유단
졸업 후 진로_ 남·여 일반 및 특전부사관 진출, 육군3사관학교
진학(장교 임관), 전역 후 특수경찰, 소방, 레저, 인명구조, 무술
분야, 방위산업체 진출

전투부사관과

•상담교수 오정진 010-4032-3831

정보력을 기반으로 미래의 전장을 책임질 최정예 육군 전투병과
부사관 양성, 전국 유일 2년 전액 군가산복무지원금 수혜(모집인
원 25% 선발) 학과!
취득자격_ 태권도단증, 특공무술단증, e-Test(워드 / 엑셀 / 파워
포인트), 심리상담사, 마음설계전문강사, 정보처리기능사, 실용수
학등
졸업 후 진로_ 군부사관 임관, 육군3사관학교 진학(장교 임관),
군무원, 민간산업체 취업 등

취득자격_ 항공산업기사, 항공기체정비기능사, 항공장비정비기
능사, 항공기관정비기능사, 항공전자정비기능사, 항공기 관련 민
간 자격증
졸업 후 진로_ 육군항공 헬기정비 기술부사관 임관, 육군3사관학교
진학(장교 임관), 군 기술군무원, 방위산업체, 민간항공정비 분야 등

{ 전남과학대학교
}
오시는길

57500 전남 곡성군 옥과면 대학로 113 TEL. 061)360-5000 FAX. 061)363-6137

www.cntu.ac.kr

|

입시상담

1588-505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