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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용교육의 기본에 충실한

 명품대학”

 우송정보대학

 50년의 가치를 더욱 빛나게 만들어 갑니다!



➊ 50년 전통이 이룬 선•후배의 휴먼인프라

➋ 어디서나 5분! 대전 교통의 중심 (대전역, 대전복합터미널, 지하철 5분거리)

➌ 미래 취업 성공을 위한 취업진로시스템

➍ 특화된 교육과정

➎ 문화와 휴머니즘의 감성 컨텐츠 우송예술회관

➏ 글로벌 인재양성을 위한 해외어학연수 및 해외전공탐구

➐ 집과 같은 편안함! 최신식 기숙사 (1인/2인/4인/6인)

➑ 시내•외 무료 셔틀버스 운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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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청 2013년 산학맞춤 기술인력 양성사업 선정!

교육부 교육역량 강화사업 3년 연속 선정!

www.wsi.ac.kr

50년 전통이 이룬
선후배의 휴먼인프라

▶ 6만여명의 졸업생 인맥 네트워크

▶ 중부권 최대 규모의 5,000여명이

   함께 하는 대학

 대전교통의 중심,
 문화교육의 중심

▶ 대전역, 대전복합터미널, 지하철 5분거리

▶ 우송인의 문화공간 우송예술회관

▶ 현대적 시설, 중부권 최대의 우송도서관

미래취업 성공을 위한
취업진로시스템

▶ 대기업 취업률이 높은 대학 (삼성, LG 등)

▶ 현장인턴십교육으로 취업역량강화 

▶ 원어민에 의한 외국어교육으로 

   글로벌 리더 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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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정시모집 모집인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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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과제빵학부 : 제과제빵실무전공, 제과제빵창업전공
■ 식품영양조리학부 : 식품영양전공, 조리과학전공
■ 호텔관광학부 : 글로벌관광서비스전공, 호텔외식경영전공, 호텔웨딩컨벤션전공
■ 뷰티디자인학부 : 메이크업전공, 피부관리전공, 헤어디자인전공
■ 애완동물학부 : 동물관리전공, 애견미용케어전공
■ 기계자동차설비학부 : 기계전공, 에너지클린룸설비전공, 자동차전공

※ 전공 선택은 입학 후 본인이 자유로이 선택할 수 있다. 단, 전공별 선택인원이 20명 미만일 때에는 개설하지 않을 수 있다.
※ 간호과 정원내 모집인원은 남, 여를 구분하여 모집함. (단, 정원외 모집인원은 남, 여 구분없이 모집함)
※ 수시모집 예치금 등록여부에 따라 학부/학과 전형별 모집인원은 변경 될 수 있음.

구 분 학 부 / 학 과 주야
입 학
정 원

정 원 내

일반 특별 독자 계

호  텔
외  식
조  리
계  열

글로벌명품조리과 주간 30 2 2

식품영양조리학부 주간 80 2 1 3

외식조리과 주간 80 2 1 3

제과제빵학부 주간 80 2 1 3

조리부사관과 주간 40 2 2

호텔관광학부 주간 180 2 1 3

호텔서비스사관과 주간 60 2 1 3

뷰  티
디자인
아  트
계  열

귀금속디자인과 주간 40 1 1

뷰티디자인학부 주간 180 2 2

시각디자인과 주간 40 1 1

실용음악과 주간 60 10 10

애완동물학부 주간 70 2 1 3

영상콘텐츠과 주간 40 1 1 2

기  계
전  자
컴퓨터
계  열

기계자동차설비학부 주간 180 2 1 3

기계전자자동화과 주간 60 2 2

전자정보과 주간 100 1 1 2

컴퓨터정보과 주간 80 2 1 3

보  건
교  육
복  지
계  열

간호과(3년제) 주간 75
남 6
여 6 

남 1
여 1

14

병원행정과 주간 90 2 1 3

사회복지과
주간 85 2 1 3

야간 30 1 1 2

사회체육과 주간 40 2 2

아동보육과 주간 60 2 1 3

언어재활과(3년제) 주간 40 2 2

유아교육과 주간 120 3 1 4

경  영
세  무
보  안
계  열

경호보안과 주간 60 2  2

샵마스터·유통경영과 주간 80 2  2

세무정보과 주간 60 1 1 2

건  축
소  방
철  도
계  열

리모델링건축과 주간 50 1 1 2

소방안전관리과 주간 70 2 1 3

철도운수경영과 주간 80 2 1 3

철도차량·운전과 주간 80 2 1 3

철도토목과 주간 60 2 1 3

합                계 2,480 78 21 2 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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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입학전형 일정안내

구      분 전 형 일 정 비       고

교 내 접 수 2014. 01. 13 (월) ∼ 2014. 01. 14 (화) •본 대학 지정 접수처에서 17시까지

2013. 12. 20 (금) ∼ 2014. 01. 14 (화)

자격관련 제출서류 마감 : 2014. 01. 16 (목) 18시

•인터넷접수 홈페이지에서 17시까지

  - 유웨이어플라이 / 진학어플라이

합 격 자 발 표 2014. 01. 24 (금)

•실용음악과만 실시

•접수증 하단 및 홈페이지 참조

인 터 넷 접 수
우 편 접 수

등 록 금 등 록 2014. 02. 03 (월) ∼ 02. 05 (수)

면접/실기고사 2014. 01. 17 (금)

•본 대학 홈페이지에서 확인

•지정된 금융기관에서 납부

전 형 료 전형료 20,000원 / 실기고사료 15,000원 (입학원서는 홈페이지에서 다운받아 사용)

※ 면접고사 응시자는 본인의 사진이 부착된 신분증을 반드시 지참

   - 면접고사의 면접시간은 본인이 선택할 수 있음.

※ 실기고사 응시자는 본인의 사진이 부착된 신분증 및 사진 1매를 반드시 지참

   - 실용음악과는 면접과 실기를 동시에 실시함 (접수증 하단 면접고사 시간 확인)

※ 2014학년도 수시(1차, 2차)모집에 합격한 자(최초합격자 및 충원합격자)는 등록(예치금납부)여부에 관계없이 정시모집 및  

   추가모집에 지원할 수 없으며 이를 위반시 입학이 무효됨.

※ 이중등록자 및 복수지원 위반자에 대하여는 입학을 취소함

※ 정시모집에서 합격하고 등록포기로 인한 결원이 발생할 경우 후보순위에 따라 전화로 개별통보 하므로, 이 기간중에는 

    추가합격에 관한 연락이 가능하도록 항상 수험생 본인 또는 보호자가 대기하여야 하며 연락불가, 등록의사 불분명 및 

    미등록의 경우에는 입학의사가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차순위 예비 합격후보자로 충원하게 된다.

WOOSONG COLLE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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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전형별 지원자격 및 제출서류 안내

1) 일반전형

지 원 자 격

•고등학교 졸업(2014년 2월 졸업예정)자 또는 이와 동등이상의 학력자로서 아래 지원 자격 중 
한 가지에 해당되는 자

   1. 특성화고교(전문계고교)·예체능고교 및 일반고 학생 중 직업(위탁)과정 이수자

※ 단, 아래학과는 관련 해당학과만 지원 가능

- 외식조리과, 제과제빵학부 : 조리 및 제과제빵관련과 졸업(예정)자만 해당

- 사회체육과 : 체육고등학교 졸업(예정)자만 해당

   2. 국가자격증 또는 국가공인 민간자격증 소지자

※ 단, 아래학과는 해당 자격증만 지원 가능

- 외식조리과, 제과제빵학부 : 복어조리, 식육처리, 식품, 양식, 한식, 중식, 일식, 제과제빵 관련 자격증

- 유아교육과 : 보육교사 2·3급, 초·중등교육법에 의한 교원자격증 전체, 간호사, 간호조무사, 
워드프로세서 2급이상, 컴퓨터활용능력 2급이상

- 뷰티디자인학부 : 미용사(일반, 피부) 국가기술자격증, 이용사 국가기술자격증, 간호조무사

   3. 취업자나 경력자(개인사업자)

   4. 독자기준 지원 자격에 해당하는 자

제 출 서 류

공    통

•입학원서 1부 (인터넷접수자는 미제출)

•학교생활기록부 사본 1부 (2008년 2월이전 졸업자 해당)
  - 2009년 2월 졸업부터 2014년 2월 졸업예정자 중 학생부 전산자료 사용동의자는 미제출

•고등학교 졸업학력 검정고시 합격자 : 합격증명서 1부, 성적증명서 1부

2) 특별전형

•모집단위별 지원 자격기준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서류 1부독자기준

특성화고
(전문계고)

•학교생활기록부 1부 (2008년 2월이전 졸업자 해당)

•직업(위탁)과정 이수자는 해당 위탁학교의 확인서 1부

자 격 증 •국가자격증 및 국가공인 민간 자격증 사본 1부

취 업 자
경 력 자

•재직(경력)증명서 1부

•다음 서류중 본인이 편리한 대로 한가지만 선택제출

  1.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1부

  2. 국민연금 가입내역 조회통지서 1부

  3. 고용보험 피보험자 자격확인서 1부

•개인사업자 및 자영업자

  1. 사업자등록증명서 및 납세사실증명서

  2. 폐업사실증명서 및 납세사실증명서

지 원 자 격 •고등학교 졸업(2014년 2월 졸업예정)자 또는 이와 동등이상의 학력자

제 출 서 류

•입학원서 1부 (인터넷접수자는 미제출)

•학교생활기록부 사본 1부 (2008년 2월이전 졸업자 해당)
- 2009년 2월 졸업부터 2014년 2월 졸업예정자 중 학생부 전산자료 사용 동의자는 미제출

•고등학교 졸업학력 검정고시 합격자 : 합격증명서 1부, 성적증명서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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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학교생활기록부 반영방법

    가. 학년별 및 교과별 반영 방법

구   분 반영과목
1학년 2학년 3학년 교과 비교과

학년별 반영(%) 요소별 반영
점 수 반 영

전학과 전체전형 전과목 100% 100% - 석차등급

    나. 졸업연도별 성적산출 방법

구   분 성 적 산 출

2008년 2월 졸업자 ~ 2014년 2월 졸업예정자 석차등급 적용

1999년 2월 졸업자 ~ 2007년 2월 졸업자 과목별 석차백분율 산출하여 석차등급 적용

1998년 2월 졸업자
1학년은 학기별 계열석차백분율 산출하여 석차등급 적용
2·3학년은 과목별 석차백분율 산출하여 석차등급 적용

1997년 2월 졸업자
1·2학년은 학기별 계열석차백분율 산출하여 석차등급 적용
3학년은 과목별 석차백분율 산출하여 석차등급 적용

1996년 2월 이전 졸업자 (1996년 2월 졸업자 포함) 학기별 계열석차백분율 산출하여 석차등급 적용

고교졸업학력검정고시 합격자 취득평균점수로 백분율 산출하여 석차등급 적용

외국 고등학교 과정 이수자 및
학교생활기록부 성적이 없는 자

최하등급 반영

※ 성적 표시가 안된 교과목은 제외한다. (이수, 우수, 보통, 미흡 등)

※ 기타 사유로 성적확인이 불가한 경우 해당학기를 최하점수(9등급) 처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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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전형방법

구   분 학 생 부 성 적 수 능 성 적 총   점

일반전형

특별전형

 400점(50%)

 400점(100%)

800점(100%)

 400점(100%)

400점(50%)

1) 성적반영 비율 및 점수

면 접 성 적학 생 부 성 적 기 초 화 성 법실 기 성 적 시 창 총   점

 300점(30%) 25점(2.5%) 500점(50%) 1,000점(100%)150점(15%) 25점(2.5%)

    - 전 학부/학과 (실용음악과 제외)

    - 실용음악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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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학교생활기록부성적(석차등급) 산출 순서

2008년 2월 졸업자

~ 2014년 2월 졸업예정자

① 등급환산값 구하기 : 과목별 등급 × 이수단위수

② 석차등급 구하기 : 등급환산값의 합 / 이수단위의 합

③ 학년 석차등급 : (1학기 + 2학기 석차등급) / 2

④ 종합 석차등급 : 학년 석차등급의 합/해당 학년의 수

1999년 2월 졸업자

~ 2007년 2월 졸업자

 ① 석차백분율 산출하기 : (석차/재적수) × 100

 ② 환산등급 구하기 : 산출된 석차백분율로 과목별 환산등급을 구한다.

     - 백분율 산출하여 「학교생활기록부 교과성적 산출표」에 대비하여           

        환산등급을 부여 석차등급을 산출하여 적용한다.

 ③ 등급환산값 구하기 : 과목별 환산등급 × 이수단위수

 ④ 석차등급 구하기 : 등급환산값의 합 / 이수단위수의 합

 ⑤ 학년 석차등급 : (1학기 + 2학기 석차등급) / 2

 ⑥ 종합 석차등급 : 학년 석차등급의 합/해당 학년의 수

1998년 2월 졸업자

1996년 2월 이전 졸업자

(1996년 2월 졸업자 포함)

 ① 1학년 성적은 1996년 2월 이전 졸업자 성적 산출방법 적용

 ② 2·3학년 성적은 1999년 2월 ~ 2007년 2월 졸업자 성적 산출방법 적용

1997년 2월 졸업자
 ① 1·2학년 성적은 1996년 2월 이전 졸업자 성적 산출방법 적용

 ② 3학년 성적은 1999년 2월 ~ 2007년 2월 졸업자 성적 산출방법 적용

 ① 학기별 백분율 산출하기 : (석차/재적수) × 100

 ② 환산등급 구하기 : 산출된 백분율로 학기별 석차등급을 구한다.

     - 백분율 산출하여 「학교생활기록부 교과성적 산출표」에 대비하여           

        환산등급을 부여 석차등급을 산출하여 적용한다.

 ③ 학년 석차등급 : (1학기 + 2학기 석차등급) / 2

고교졸업학력검정고시 합격자

※ 성적산출방법 예시는 홈페이지 (http://ent.wsi.ac.kr/)참조

 ① 백분율 산출 : (100-취득평균점수) × 2.5

 ② 백분율 산출하여 「학교생활기록부 교과성적 산출표」에 대비하여

     환산등급을 부여 석차등급을 산출하여 적용한다.

    다.  학교생활기록부 성적산출 계산방법

LOOK AT YOUR DREAM

  WOOSONG COLLEGE



환산등급 석차백분율(%) 석차등급범위
환 산 점 수

전체학과 실용음악과

1 0.00001 ~ 4.00000 1.00 ~ 1.99 400 300

2 4.00001 ~ 11.00000 2.00 ~ 2.99 395 295

3 11.00001 ~  23.00000 3.00 ~ 3.99 390 290

4 23.00001 ~ 40.00000 4.00 ~ 4.99 385 285

5 40.00001 ~ 60.00000 5.00 ~ 5.99 380 280

6 60.00001 ~ 77.00000 6.00 ~ 6.99 375 275

7 77.00001 ~ 89.00000 7.00 ~ 7.99 370 270

8 89.00001 ~ 96.00000 8.00 ~ 8.99 365 265

9 96.00001 ~ 100.00000 9.00 ~ 9.99 360 260

※ 석차등급범위는 소수점 셋째자리 버림
※ 검정고시자는 환산된 석차백분율에 적용하여 환산등급과 환산점수를 부여한다.

환산등급 평균평점의 성적 백분위 범위 환 산 점 수

1 100.00 ~ 95.00 400

2 94.99 ~ 90.00 395

3 89.99 ~ 85.00 390

4 84.99 ~ 80.00 385

5 79.99 ~ 75.00 380

6 74.99 ~ 70.00 375

7 69.99 ~ 65.00 370

8 64.99 ~ 60.00 365

9 59.99 ~ 360

※ 평균평점의 성적백분위는 소수점 셋째자리 버림

    라.  학교생활기록부 교과성적 산출표

    마.  전문대학•대학졸업자전형 성적 산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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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대학수학능력시험 성적반영 방법

    가. 대학수학능력시험의 응시계열에 관계없이 지원할 수 있다.

    나. 국어·수학·영어·탐구영역중 우수한 2개영역의 백분위점수 평균을 활용한다.

    다. 국어·수학·영어영역의 A형, B형 구분없이 반영한다. 

    라. 탐구영역의 반영은 선택한 탐구영역(사회탐구, 과학탐구) 과목중 성적이 좋은 1과목의 백분위를 활용한다.

    마. 2014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성적만 활용하며, 시험에 응시하지 못한 학생도 지원은 가능하나 이 경우
        대학수학능력시험 성적은 최하점수(0점) 처리하여 반영한다.

    바. 2014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성적자료는 온라인 제공하므로 본인 동의가 필요하며, 본 대학 입학원서를 
        제출하는 것으로 별도의 동의절차 없이 온라인제공에 동의하는 것으로 간주한다.

    사. 2014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성적 산출표

5) 동점자 처리기준

구   분 우  선  순  위

정 원 내

정 원 외

일반전형

특별전형

독자전형

농어촌전형

성인재직자전형

저소득층전형

대학졸업자전형

① 대학수학능력시험 성적 우수자

② 전체 내신성적 평균 석차등급 우수자

③ 3학년 석차등급 우수자

① 전체 내신성적 평균 석차등급 우수자

② 3학년 석차등급 우수자

③ 2학년 석차등급 우수자

① 전체 내신성적 평균 석차등급 우수자

② 3학년 석차등급 우수자

③ 2학년 석차등급 우수자

① 이수학점이 많은 자

※ 동점자 처리기준에 규정되어있지 아니한 사항에 대해서는 입학전형위원회에서 별도로 정하는 바에 따라 처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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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역별 백분위 평균점수비 율(%) 구성비(%)구 분 환산 점수

1

2

3

4

5

6

7

8

9

4

7

12

17

20

17

12

7

4

0.001 ~ 4.000

4.001 ~ 11.000

11.001 ~  23.000

23.001 ~ 40.000

40.001 ~ 60.000

60.001 ~ 77.000

77.001 ~ 89.000

89.001 ~ 96.000

96.001 ~ 100.000

96.001 ∼100.000

89.001 ∼ 96.000

77.001 ∼ 89.000

60.001 ∼ 77.000 

40.001 ∼ 60.000

23.001 ∼ 40.000

11.001 ∼ 23.000

4.001 ∼ 11.000

0.001 ∼  4.000

400

395

390

385

380

375

370

365

360

  WOOSONG COLLEGE



5. 지원자 유의사항
1) 각 모집전형 [일반전형, 특별전형, 농어촌전형, 성인재직자전형, 저소득층전형, 전문대학·대학졸업자전형] 중 

   하나의 전형만으로 지원할 수 있다.

2) 제출서류의 허위기재 또는 변조 등 부정한 방법으로 합격 또는 입학한 사실이 확인될 경우에는 입학한 후라도

   합격 또는 입학을 취소할 수 있다.

3) 해당 전형에 관련된 제출서류가 서류제출 마감일까지 도착하지 않을 경우에는 서류 미제출로 전형대상자에서 제외한다.     

4) 제출된 서류 및 전형료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접수 후에는 인적사항을 제외한 기재사항은 변경하거나 

   취소할 수 없다.

   - 단, 전형료를 납부한 후 천재지변, 질병, 기타 사고 등 수험생의 귀책이 아닌 사유로 전형에 응시할 수 

     없을 경우, 원서접수 마감전에 증빙서류를 제출하면 해당 전형료의 일부 또는 전액을 환불할 수 있다.

5) 입학원서상의 모든 기재사항은 기재요령에 따라 정확하게 작성하여야 하며, 기재의 착오·누락·오기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지원자 본인이 책임진다.

6) 본 신입생모집요강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본 대학 입학전형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한다.

6. 합격자 사정(선발) 원칙
1) 학부/학과 전형유형별 지원자 중에서 총점 순위에 따라 선발한다.

2) 모든 전형의 모집인원이 미달되거나 결원이 있을 경우에는 타 전형에서 충원한다.

3) 제출서류를 기한 내에 제출하지 않은 자 또는 지원자격에 미달하는 자는 전형대상자에서 제외한다.

4) 면접고사 및 실기고사 결시한 자는 전형 대상자에서 제외한다.

5) 본 요강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본 대학 입학전형관리위원회에서 심의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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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부 / 학과명 등록금 입학금

경호보안과, 사회복지과, 샵마스터유통경영과, 세무정보과, 아동보육과, 

유아교육과, 철도운수경영과, 호텔관광학부, 호텔서비스사관과 
2,384,000

간호과, 귀금속디자인과, 기계자동차설비학부, 기계전자자동화과, 

리모델링건축과, 병원행정과, 뷰티디자인학부, 사회체육과, 소방안전관리과, 

시각디자인과, 식품영양조리학부, 실용음악과, 애완동물학부, 언어재활과, 

영상콘텐츠과, 전자정보과, 철도차량운전과, 철도토목과, 컴퓨터정보과

조리부사관과

글로벌명품조리과, 외식조리과, 제과제빵학부

2,875,000

3,485,000

3,877,000

510,000

510,000

510,000

510,000

※ 상기금액은 2013학년도 납부금액으로 2014학년도에는 변경될 수 있음.

▨ 다학기제 운영에 따른 수업일수 및 등록 안내

구     분 1-1학기 1-2학기 2-1학기1-여름학기 1-겨울학기 2-여름학기 2-2학기

 15주 5주 15주 5주 15주 5주 15주 수업일수

 100% 100% 100% 100% 등 록 금

7. 합격자 발표 및 등록안내
1) 합격자 발표는 본교 홈페이지를 통하여 본인이 직접 합격여부 및 등록에 관한 절차를 확인하고 본 대학 

   홈페이지에서 합격통지서, 등록금고지서, 합격자 안내문을 출력하여 등록기간내에 납부해야 한다.

2) 등록기간내에 등록하지 아니한 자는 입학의사가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처리한다.

3) 전형별 최초합격자가 등록을 포기할 경우 후보자 순위에따라 선발하여 통보한다. 

4) 후보합격자는 개별통지하며 당일 연락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합격을 취소하고 차 순위자를 선발한다.

5) 전 학년도 (2013학년도) 학부/학과별 등록금

  WOOSONG COLLEGE



2) 우편접수 방법

우편접수 주소 300-715 대전광역시 동구 동대전로 171   입학홍보처 (042 - 629 - 6486 ~ 6487)

전      형      료 전형료는 우체국에서 통상환으로 교환하여 원서와 함께 발송

접   수   확   인 본 대학 홈페이지(입학종합서비스 홈페이지 - 접수확인)에서 확인

가. 우편 배달사고 및 기타 사유로 인하여 접수 종료일 마감시간까지 도착하지 않은 원서나 제출서류가 누락된     

    원서는 접수되지 않는다. 【우편접수는 반드시 등기우편으로 발송】

나. 우편접수시 통상환으로 전형료를 납부하여야 하며, 정부수입인지(증지)는 해당되지 않는다.

8. 인터넷 원서접수 및 우편접수 안내

1) 인터넷 원서접수 방법

인 터 넷  원 서 접 수  사 이 트 
유웨이어플라이 http://www.uwayapply.com/

진학어플라이  http://www.jinhakapply.com/

가. 2개 사이트 중 1개를 선택하여 지원하여야 하며, 결제가 정상 처리된 후 접수로 인정됨.

나. 인터넷접수 완료 후, 전형별 관련서류를 본 대학 입학홍보처로 직접방문 또는 우편(발송봉투에 반드시 접수번호 기재)

    으로 정해진 기간내에 제출해야 함.

다. 인터넷접수와 다른 형태의 접수(교내, 우편)를 병행하는 경우 이중지원으로 지원사항이 무효로 될 수 있으며, 

    인터넷 접수도 한 업체만을 통하여 지원하여야 함.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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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계좌 ○ ○○

본인계좌 ○ ○

본인계좌 ○ ○

부모계좌 ○ ○○○ ○

부모계좌 ○ ○○ ○

부모계좌 ○ ○○ ○

※ 환불 제출서류 목록

대 출 여 부
신   청 
구   분

대출상환
방     법

관계증명
서     류

타 대 학
합격서류

신  청

미신청

본인 상환

(타대학합격)

재단 상환

-

본 인 본 인부 모 부 모

신 분 증 통 장 사 본

9. 등록금 반환에 관한 사항

1)  입학포기원 제출에 따른 반환금액 (대학등록금에 관한규칙 제6조 2항 : 교육부령 제83호)

입학포기원 제출일

학기 개시일 전일

환 불 금 액

전액 반환

학기 개시일부터 30일까지 입학금을 제외한 등록금의 6분의 5 해당액 반환

※ 장학생이 입학포기를 한 경우에는 납부한 금액을 기준으로 환불됨.

2) 접수방법

    ① 본교 홈페이지를 통한 입학포기서 작성 및 접수

    ② 해당학과에 방문 또는 팩스를 이용한 직접 제출

3) 제출서류

     본인 및 보호자의 신분증, 본인 및 보호자의 통장사본(보호자 통장으로 환불할 경우,  

     보호자 통장사본과 보호자 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등본 또는 건강보험증 사본을 지참), 기타 서류

4) 토·일요일, 공휴일은 반환하지 아니한다.

5) 입학식 이후의 환불은 「대학 등록금에 관한 규칙」에 의거하여 환불한다.

  WOOSONG COLLE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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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신입생 장학금은 중복수혜를 할 수 없으며 중복대상 시 장학금이 많은 장학금을 지급

 ※ 위 기간 중 장학금 미신청자는 입학 후 추가 신청기간(2014. 03. 03 ∼ 03. 07)에 신청 가능 함.

 ※ 장학금 및 학자금대출 문의 : 학생복지처 (042-629-6212∼6213, 6311) / 팩스 (042-629-6135)

10. 신입생 장학제도 안내

우송정보대학  2014학년도 정시 신입생 모집요강

1)  교내 장학금

장학금명 선 발 기 준

영어성적
우수장학금

일본어, 중국어 
성적우수
장학금

입학성적
우수장학금

•TOEIC 600점 이상(이에 상응하는 영어 공인점수)

•일반계고 : 고교 1,2학년 외국어(영어) 평균성적 2등급 이내인 자 

•특성화고 : 고교 1,2학년 외국어(영어) 평균성적 1등급 이내인 자

•검정고시 출신자 : 영어 취득점수 96점 이상인 자

•2007년 2월 이전 졸업자 : 공인 TOEIC 600점 이상인 자

  ※ 재학 중 성적(평점) 4.0이상 계속 지급

•등록금 전액감면

•입학금 전액감면

•등록금 전액감면

•입학금 전액감면

합격자발표시 

선           발

•JPT 650점 이상(이에 상응하는 일본어 공인점수)

•HSK 5급 이상(이에 상응하는 중국어 공인점수)

  ※ 재학 중 성적(평점) 4.0이상 계속 지급

•학과 모집전형별 입학성적이 상위 20% 이내인 자

•최초합격자만 선발(추가합격자는 선발 제외)
•100만원 감면

합격자발표시 

선           발

합격자발표시 

선           발

재능장학금
•지원학과와 관련된 국가기술자격증 3개 이상 취득자

•기능사 이상(한국산업인력공단) 취득자
•100만원 감면

만학장학금 •본 대학과 협정 체결한 산업체 중 만학도(만40세이상)
•등록금 30%감면

•입학금 전액감면
3월 경

3월 경

연계장학금

협약장학금

대학졸업

특별장학금

가계지원

장 학 금

•연계전형에 의하여 입학한 자

•본 대학과 연계프로그램 교육 고교 출신자
•입학금 전액감면

합격자발표시 

선           발
•본 대학과 협약 체결한 고교 출신자 •입학금 전액감면

장애학생

지원장학금
•장애등급이 1~4 이내인 학생 중 가계곤란자

다문화가정
지원장학금

•4년제 대학졸업 후 입학자 •등록금 50%감면
원서접수시

신        청
•2년이상 대학졸업(수료) 후 입학자 •등록금 20%감면

•다문화가정 본인 및 자녀 중 가계곤란자 

•기초생활수급권자(국가장학금 기준 적용)

•소정금액

  (국비+교비)

한국장학재단

사이트에서

회원가입 후

신청(12월∼2월)

가족장학금
•본 대학에 재학중인 2인 이상의 직계가족 

•부자·녀, 모자·녀, 형제, 자매, 남매
•30만원 현금지급 

•가계곤란자(가계소득 1~8분위 이내)

입상장학금 •지원학과와 관련된 전국규모의 경시·경연대회 입상자 •100만원 감면
원서접수시

신        청

장학금액 (1인당) 신청 및 선발시기



장 학 금 명 신  청  방  법

국가장학금

(Ⅰ유형)

국가장학금

(Ⅱ유형)

학자금대출

•한국장학재단 사이트에서 회원 가입 후 신청 (2013. 12 ∼ 2014. 2) 

   - 은행 발급용 공인인증서 준비

•한국장학재단 학생 가계 소득분위 파악 및 대학 제공

•학생 가계 소득분위에 따라 장학금 감면 또는 현금 지급

•학생 가계 소득분위에 
   따라 차등 지급

•학생 가계 소득분위에 
   따라 차등 지급

•등록금내 대출

•생활비 대출

•국가Ⅱ유형 장학금은 별도 신청 없이 국가Ⅰ유형 장학금

  신청으로 가능 

•한국장학재단 학생 가계 소득분위 파악 및 대학 제공

•학생 가계 소득분위에 따라 장학금 감면 또는 현금 지급

•한국장학재단 사이트에서 회원 가입 후 신청 (2013. 12 ∼ 2014. 2) 

  - 은행 발급용 공인인증서 준비

•본 대학 등록금 납부기간에 반드시 대출 실행을 완료하여야 함 

•이자율 년 3.9% 발생 (2013년 기준)

2013년 장학금액 (1인당)

2)  국가장학금 및 학자금대출 : 한국장학재단 주관

 ※ 국가장학금은 신입생, 재학생, 편입생, 복학예정자 등 누구나 신청할 수 있으며, 국가장학금을 반드시 신청해야 장학금을 

    수혜 받을 수 있음. 

 ※ 문의 : 한국장학재단 콜 센터 (1599-2000) / 학생복지처 (042-629-6212 ~ 6213, 6311) 

3) 교외 장학금 (본 대학 입학 후 재학중에 선발) 
    : 교외 장학재단, 사회단체, 기업 및 개인이 위탁한 재원에서 지급하는 장학금

    - 우송장학재단, 한국지도자육성장학재단, 충남영재육성장학재단, 아산사회복지재단, 의용소방대원자녀장학금, 

       군위탁장학금, 대한건설협회, 한국종합건설기계설비협회, 세보엠이씨, 뉴성모간호학원, 기탁장학금 등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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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실  기  내  용

1과 2중 

선택 하나

유의사항

면  접  내  용시창 및 기초화성법

1. 시창 (25점)

2. 기초 화성법 (25점)

- 입시곡외에 음이름,

   Major Scale, 조표, 

   초견 등 음악 기초

   지식과 관련된 구술

   면접진행

- 인성 구술 면접

1. 보컬 자유곡 2곡 (가요 1곡, 팝 1곡)

   1) MR 반주 1곡   

   2) 본인의 실연 악기 반주 또는 무반주 1곡

   3) 위의 1)과 2) 모두 준비

2. 보컬 자작곡 2곡

   1) MR 반주 1곡

   2) 본인의 실연 악기 반주 또는 무반주 1곡   

   3) 위의 1)과 2) 모두 준비

- 보컬 자유곡은 반복되는 부분 없이 2절 후렴구가 반드시 

   포함되어야 하며 MR의 시작되는 부분에 맞추어 MR 편집 

   또는 시작되는 부분의 시간을 확히 기재하여 준비함. 

   (예 : 2분 31초부터 시작 등)

- 보컬 자유곡 2곡 모두 각 6부씩 제출하며 시험은 암보로   

   진행함.

- 보컬 자작곡 2곡 모두 Lead Sheet (멜로디, 가사, 코드, 

   섹션 포함) 제출

1. 실기고사 종목 중 한 가지라도 결시할 경우는 불합격 처리함.

2. 실기고사 총점이 0점일 경우는 불합격 처리함.

3. 본인의 실연 악기 반주는 피아노 사용을 권장함.

4. MR인 경우 곡 전체에 코러스 삽입은 절대 불가함.

5. 실기면접시 음악 기초 지식을 추가 질문할 수 있음.

6. 실기고사시 시험곡의 완곡을 준비하며, 응시시간은 심사위원의 종료시까지 진행함.

7. 실기고사 당일 수험표 및 응시자 본인의 사진이 부착된 신분증 (주민등록증, 여권, 운전면허증, 고등학교학생증)을 

   반드시 소지해야만 응시자격이 주어지며, 신분증을 분실한 경우는“주민등록발급신청확인서”(주민센터발급)를 

   반드시 지참하여야 함.

8. 실기고사에 관한 기타사항은 본 대학 실용음악과 홈페이지에 공지되며, 원서접수마감일 이후 지원자가 반드시 

   확인하여야 함. (문의 : 실용음악과 학과사무실 042-629-6274)

 실용음악과 실기 및 면접 안내

우송정보대학  2014학년도 정시 신입생 모집요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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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 육 고 •체육고등학교 졸업(예정)자  

자 격 증

취 업 자

기    타

•투기종목 유단자(태권도, 유도, 합기도, 권투, 검도, 우슈 등), 생활체육지도자, 경기지도자, 종목별

   심판, 경호, 응급처치법강사, 수상안전법 강사, 수상인명 구조원, 스포츠경영관리사, 동력수상레저

   기구조정면허, 영양사, 사회복지사, 장애복지지도원, 보육교사, 간호조무사, 레크레이션지도자

•체육, 보건 관련산업체 및 단체 종사자 (증빙자료 제출)

•체육회, 교육청 및 각 산하 연맹에서 임명한 전용지도자 (재직증명서 및 임명장 제출)

•복지시설의 스포츠·보건지도자(아동/노인/장애우) (경력·재직증명서 및 증빙자료 제출)

•연수원(수련원)에서 지도자 (경력·재직증명서 및 증빙자료 제출)

•기관부설(구청/동사무소/대학)사회교육원 수료자나 지도자 (수료증명서 및 기관장 확인 증명서 제출)

•선수등록 - 대한체육회 산하단체(연맹이나 협회)에 선수등록을 필한 자

•고교재학중 스포츠동아리에서 활동한 자 (담임교사 및 담당지도교사 추천 및 확인서)

•댄스스포츠 / 에어로빅 : 국내대학 및 언론사 주관대회 입상자, 정부(시·도포함) 주관대회 입상자,  

   사설협회에서 주관한 대회 입상자

사회체육과 특별전형 자격기준

해당 학부/학과 자     격     기     준

간 호 과 •TOEIC 600점 이상, JLPT N4 이상 성적 소지자

제  출  서  류

해당 성적증명서

특별전형 독자기준에 의한 자격기준 및 제출서류

  WOOSONG COLLEGE

“실용교육의
기본에 충실한 명품대학”



학부 및 학과안내

■글로벌명품조리과

■식품영양조리학부

   식품영양전공ㅣ조리과학전공

■외식조리과

■제과제빵학부

   제과제빵실무전공ㅣ제과제빵창업전공

■조리부사관과

■호텔관광학부

   글로벌관광서비스전공ㅣ호텔외식경영전공ㅣ

   호텔웨딩컨벤션전공

■호텔서비스사관과

호텔외식조리계열

■귀금속디자인과

■뷰티디자인학부

   메이크업전공ㅣ피부관리전공ㅣ

   헤어디자인전공

■시각디자인과

■실용음악과

■영상콘텐츠과

■애완동물학부

   동물관리전공ㅣ애견미용케어전공

뷰티디자인아트계열

■간호과

■병원행정과

■사회복지과

■아동보육과

■언어재활과

■유아교육과

■사회체육과

보건교육복지계열

“실용교육의 기본에 충실한 명품대학” 우송정보대학



■간호과

■병원행정과

■사회복지과

■아동보육과

■언어재활과

■유아교육과

■사회체육과

보건교육복지계열

■경호보안과

■샵마스터·유통경영과

■세무정보과

경영세무보안계열

■기계자동차설비학부

   기계전공ㅣ에너지클린룸설비전공ㅣ

   자동차전공

■기계전자자동화과

■전자정보과

■컴퓨터정보과

기계전자컴퓨터계열

■리모델링건축과

■소방안전관리과

■철도운수경영과

■철도차량·운전과

■철도토목과

건축소방철도계열



학/과/소/개

글로벌명품조리과는 세계적인 수준의 조리 전문 기술과 
글로벌한 인력양성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를 위해 본 
학과에서는 세계적인 수준의 첨단 실습시설과 시스템(Block)
을 적용한 실습교육을 실시하고 있으며, 세계 탑(Top) 쉐프 
수준의 교수진의 직강으로 외국어와 전문기술을 갖춘 
교육과정과 외국 유명 조리대학 및 산업체와의 글로벌 협력 
교육체계를 기반으로 글로벌 인재를 양성한다.

- 해외 교육기관과 협력하여 연계교과 운영 예정

- 실무중심 교육으로 경쟁력 제고

- 100% 해외 유명 교수진

졸/업/후/진/로

국내외 유명 호텔 및 레스토랑 취업, 프랜차이즈 외식업체, 

조리관련 연구소, 요리관련 전문가, 4년제 대학의 편입 및 

유학 해외 인턴쉽을 통한 해외 업체 취업
글로벌명품조리과
세계적인 수준의 조리 
전문 기술과 글로벌한 

인력 양성!
학과사무실 : 042)629-6297

입시상담교수 : 이현주

042)629-6493 / 010-8923-9279  julie-hjlee@wsi.a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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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텔외식조리계열

글로벌명품조리과

외식조리과

식품영양조리학부

제과제빵학부

조리부사관과

호텔관광학부

호텔서비스사관과



학/과/소/개

웰빙의 식문화를 선도하는 식품영양조리학부는 식품의 
영양과 조리에 대한 전문지식을 익히고 실무기능을 배양하여 
단체급식업체와 전문외식업체에서 활동할 영양사, 조리사 및 
식품관련 전문인을 양성한다.

졸/업/후/진/로

● 식품영양전공

산업체영양사, 학교급식영양사, 병원급식영양사, 위탁급식    

영양사, 관리상담영양사, 마케팅영양사, 식품업체 품질관리   

요원,  위생사, 식품연구소연구원, 식품위생직공무원 등

● 조리과학전공

조리사(호텔, 단체급식업체, 외식업체), 푸드스타일리스트, 

외식업체매니저, 요리학원강사, 실기교사 등

식품영양조리학부

SMART 시대!
스마트 영양사, 
스마트 조리사!

학과사무실 : 042)629-6150

입시상담교수 : 조갑연 

042)629-6400 / 010-4407-1095   kycho@wsi.ac.kr

http://food.wsi.ac.kr

학/과/소/개

외식조리과는 올바른 인성과 튼튼한 기본 기술 그리고 
철저한 직업의식을 갖춘 전문 기능인 양성을 목표로 하고 
있다. 첫째, 국내에서 최초로 블록식(Block)식 실습시스템을 
운영함으로서 조리실기의 교육의 전문성을 높이고 있으며, 
둘째, 세계적 수준의 첨단 실습교육 실습실과 레스토랑을 
갖추고 있다. 셋째, 풍부한 현장경험과 교육철학을 가진 
국내외 교수진의 철저한 지도를 통하여 국내 최고수준의 
교육과 취업률 상위의 학과로 인정 받고 있다.

졸/업/후/진/로

호텔 및 전문식당 조리사, 프랜차이즈 외식업체, 단체급식업체, 

식음(조리)관련 연구소, 요리관련전문가, 교육기관 강사(요리   

학원, 문화센터, 여성복지관, 기업 조리교실 강사), 4년제 대학

의 편입 및 유학, 해외 인턴쉽 등 점차 전문화되고 다양한 분야

로의 진출이 가능외식조리과
외식조리 전문가의 요람!

학과사무실 : 042)629-6297

입시상담교수 : 김태형

042)629-6216 / 010-9429-3905  knifelife@hanmail.net

http://culinary.wsi.a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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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영양전공ㅣ조리과학전공



학/과/소/개

제과제빵학부의 목표는 인성과 지식•기술을 고르게 갖추고 
제과제빵 산업을 이끌어 나갈 역량이 풍부한 인재를 양성하
고자 한다. 이를 위해 전문화된 실습실과 최적의 강의시스템
을 보유하고 있으며 학습능력과 창의적인 전공능력 향상을 
위해 자율학습실, 전공동아리를 운영하고 있다. 또한 취업에 
필요한 실무능력과 산업체 적응력을 높이기 위해 현장경험이 
풍부한 내•외국인 교수진의 전문적 지도와 실무 중심형       
집중식 실습교육과정을 운영하고 있다. 

졸/업/후/진/로

호텔제과사, 레스토랑 디져트 담당제과사, 제과제빵분야 

요리학원강사, 대형 제과점 및 자영업, 프렌차이즈업체 

제과사, 제과관련업체 연구기관 연구원, 제과제빵관련 

교육기관 강사(문화센터, 여성복지관, 기업 제과제빵교실 

강사), 4년제 대학의 편입 및 유학, 해외 인턴쉽 등 점차 

전문화되고 다양한 분야로의 진출이 가능

학/과/소/개

조리부사관과는 육군본부와 협약을 맺어 국내 최초로 개설된 
전국 유일의 조리관련군 특성화 학과이다. 본 학과에서는 군 
현장중심의 조리능력과 위생관리 실무능력을 겸비한 
급양관리 전문가를 양성하기 위해 국내 최고 수준의 
조리실습 시스템과 시설, 특성화된 블록식 교육과정, 외국인 
교수진을 갖추고 있다. 본 학과 졸업생들은 다양한 조리 관련 
자격증 및 위생 관련 자격증을 취득한 후 전 학생이 군공무원
(부사관/군 장학금 지급)으로 복무하므로 취업과 동시에 
병역의무를 동시에 해결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졸/업/후/진/로

군 공무원(부사관), 호텔 및 전문식당 조리사, 프랜차이즈, 

외식업체, 단체급식업체, 식음료(조리관련 연구소), 교육기관 

강사(평생교육원, 문화센터, 여성복지관, 기업조리교실 등), 

제과/제빵사, 4년제 대학편입 및 유학(해외 인턴쉽), 기타 

조리관련 신업종, 8급 공무원에 해당하는 급양관리 부사관 

임관, 육군 본부에서 운영하는 휴양시설 급양관리 업무     

(ex. 계룡스파텔) 등

조리부사관과

제과제빵학부

파티쉐의 꿈을
이루는 곳!

국내 최초 전국 유일,
병역과 취업을 동시에 해결!

학과사무실 : 042)629-6299

입시상담교수 : 김원모 

042)629-6269 / 010-3269-1711  wmkim@wsi.ac.kr

학과사무실 : 042)629-6830

입시상담교수 : 김석주 

042)629-6198 / 018-403-5846   sjkim@wsi.ac.kr

http://bread.wsi.ac.kr

http://nco.wsi.ac.kr

ㅣ호텔외식조리계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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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과제빵실무전공ㅣ제과제빵창업전공



학/과/소/개

호텔기업이 요구하는 현장맞춤형 실무교육을 통해 글로벌  
감각을 지닌 정통 호텔리어를 양성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1. 호텔서비스 기초 이론 교육, 2. 서비스매너 CS 
교육, 3. 서비스 외국어 교육, 4. 국내외 특급 호텔에서의 현
장실무교육을 합숙형태로 시행한다. 현장실무교육은 현장실
습과 현장집합교육으로 이루어지며 현장집합 교육은 다년간 
실무 유경험자가 담당한다.

졸/업/후/진/로

● 호텔분야

국내 및 해외 특급호텔, 프랜차이즈 호텔, 카지노 호텔, 콘도, 

크루즈 업체

● F&B(식음료)분야 

국내 및 해외 체인 레스토랑, Cafe, Bar 등 전문 음료 업체

● 관광분야

컨벤션 센타, 테마파크, 리조트, 골프장, 스키장, 스파, 

여행사, 항공사, 면세점 업체

호텔서비스사관과
호텔산업의 정통과 품격 

높은 전문 호텔리어 양성!

http://hotelier.wsi.ac.kr

학/과/소/개

세계화(글로벌리제이션) 추세에 부응하고 관광선진국으로의 
도약을 위해 요구되는 서비스 분야를 글로벌관광서비스전공, 
호텔외식경영전공, 호텔웨딩컨벤션전공으로 나누어 산업체
에서 요구하는 풍부한 서비스 인성과 전문 실무능력 그리고 
원활한 의사소통 능력을 보유한 맞춤형 관광서비스 인재양성
을 목표로 한다.

졸/업/후/진/로

● 글로벌관광서비스전공

환태평양지역 국가들을 비롯한 해외 주요 국가들의 항공사, 

호텔, 크루즈, 전문레스토랑과 국내 쉐라톤워커힐/W호텔, 

리츠칼튼호텔, 한화프라자호텔 등 서울 지역 19개 특1급호텔, 

주류 및 음료업체(바리스타)

● 호텔외식경영전공

국내외 특급 비지니스호텔 및 리조트호텔, 컨벤션호텔, 

카지노호텔, 테마파크, 글로벌브랜드 외식업체, 국내 유명 

프랜차이즈외식업체, 고급전문레스토랑, 와인 칵테일 바, 주류 및 

음료업체(바리스타)

● 호텔웨딩컨벤션전공

웨딩플래너, 호텔리어, 결혼상담관리사, 국제결혼상담관리사, 

웨딩컨설팅업체, 웨딩코디네이터, 웨딩이벤트매니저, 레크리

에이션지도사, 웨딩이벤트연출플라워디자이너, 웨딩스타일리

스트, 웨딩드레스매니저, 웨딩영상연출가, 웨딩예물매니저, 

허니문투어전문가, 웨딩메이크업, 웨딩한복전문가, 혼수관련

업체매니저, 파티플래너, 파티기획연출가, 푸드스타일리스트, 

이벤트기획·연출가, 케이터링서비스, 외식사업체 매니저

호텔관광학부

내일을 만드는 글로벌리더!

http://tourism.wsi.a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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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과사무실 : 042)629-6870

입시상담교수 : 전의숙

042)629-6871 / 011-228-0124 dyou9020@hanmail.net

학과사무실 : 042)629-6259, 6229, 6463

입시상담교수 : 김수경 

042)629-6257 / 010-5656-3357   3357@wsi.ac.kr

글로벌관광서비스전공ㅣ호텔외식경영전공ㅣ
호텔웨딩컨벤션전공



학/과/소/개

21세기 현대 사회는 귀금속에 높은 부가가치 창출을 위한    
지속적인 전문 디자이너를 필요로 하는 분야이다. 귀금속   
디자인과는 귀금속에 관련된 다양한 분야를 이론과 대한민국 
귀금속명장과 실무교육 중심을 바탕으로 문화사업에 필요한 
소프트웨어와 개성 있는 문화콘텐츠 개발을 통하여 경쟁력 
있는 디자이너 양성을 목표로 하고 있다. 

졸/업/후/진/로

주얼리디자이너, 웨딩주얼리마케터, 웨딩주얼리 코디네이터, 

귀금속관련업체, 보석딜러, 보석마케터, 보석가공디자이너, 

보석감별사, 보석감정사, 악세사리디자이너, 백화점 전문   

매장, 주얼리 MD 및 유통, 관광상품디자이너, 생활소품디자

이너, 아트숍 창업, 개인공방, 주얼리온라인쇼핑몰, 디스플레

이어, 미술학원강사, 동일계열 4년제 편입 등 귀금속디자인과
귀금속·보석교육의 

선두주자!

학과사무실 : 042)629-6171

입시상담교수 : 조정희 

042)629-6531 / 010-6277-7783   jocrafts@wsi.ac.kr

http://jewelry.sds.a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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뷰티디자인아트계열

귀금속디자인과

뷰티디자인학부

시각디자인과

실용음악과

영상콘텐츠과

애완동물학부



학/과/소/개

취업수요가 가장 많은 2개 분야에서 전문디자이너가 되도록 
교육하여 졸업 후 오프라인 미디어를 위한 그래픽디자이너, 
인터넷•모바일 등 온라인 미디어를 위한 비주얼 전문디자이
너가 된다. 오프라인은 편집, 광고, 브랜드, 이벤트그래픽 등 
시각•그래픽분야이며 온라인은 웹사이트 레이아웃, 모바일 
그래픽, 애니메이션 및 모션그래픽 등의 시각효과를 활용하
는 웹•모바일컨텐츠 비주얼을 위한 분야이다. 시각디자인과 
더불어 또 다른 유망분야인 온라인 비주얼디자인을 연계 전
공하여 다재다능한 디자이너로서 취업의 기회가 훨씬 넓어지
고 쉽게 취업이 된다.

졸/업/후/진/로

편집디자이너, 광고디자이너, 모바일그래픽디자이너, 컴퓨터

그래픽디자이너, 브랜드(포장)디자이너, 타이포그래피 디자이

너, 캐릭터/플래시애니메이션 디자이너, 웹•모바일 기획/컨

텐츠 제작 등의 온라인미디어 비주얼관련 디자이너가 되며 

디자인 전문회사, 일반 기업홍보실 및 디자인실, 잡지회사, 

광고대행사, 신문사 편집실, 인쇄관련 업체, 오픈마켓•쇼핑

몰, 컨텐츠•포털업체, 웹사이트 제작 및 관리업체, 사인물 

제작업체, 팬시회사, 이벤트업체, 디자인학원, 미술학원, 유치

원 등으로 취업

시각디자인과
실무·실용교육 

취업특성화 학과!

학과사무실 : 042)629-6166 

입시상담교수 : 김영민

042)629-6173 / 010-4214-6562   ymkim@wsi.ac.kr

http://media.sds.ac.kr

학/과/소/개

21세기를 선도하는 Global Beauty Specialist를 양성하는     
미용전문교육기관이며, 산학공동 기술프로젝트에 의해 개발
된 기술집약적 현장형 실습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피부관리
전공, 헤어디자인전공, 메이크업전공으로 전공분리형 심화 
교육을 통하여 우수한 인재를 양성하고 있다.

● 맞춤형 특성화 코스

- 준오헤어 브랜드 코스 : 서울 준오아카데미 직강, 졸업 후 
준오헤어 취업 100%

- 메디컬 에스테틱 코스 : 재학 중 간호조무사 자격증 취득 
연계 교육과정, 졸업 후 피부과 성형외과 병원부설 스킨케어 
취업

졸/업/후/진/로

피부관리사, 간호조무사, 스파전문가, 헤어디자이너, 화장품

회사, 미용학원강사, 병원부설메디칼에스테티션, 두피관리사, 

특수분장사, 메이크업아티스트, 무대분장사, 네일아티스트, 

웨딩코디네이터, 간호조무사 자격증

● 졸업 후 취득 자격증

- 국가자격증 : 미용사국가면허증, 피부미용사국가자격증,  

간호조무사자격증

- 민간자격증 : 일본 칼라테라피스트, 아로마테라피 2급,    

경락 2급, 발관리사, 두피관리사, 고전머리사, 메이크업 1,2,3

급, 네일아트 1,2,3급 등

뷰티디자인학부

21C 세기를 선도하는  
Global Beauty Specialist 양성!

학과사무실 : 042)629-6144, 6248, 6577 

입시상담교수 : 정지영

042)629-6164 / 010-4572-5374   young@wsi.ac.kr

http://cosme.sds.ac.kr

27

메이크업전공ㅣ피부관리전공ㅣ헤어디자인전공



학/과/소/개

1997년 11월 대전에서 최초로 설립된 대중음악에 관련된 
학과로서 대중음악의 창의성, 독창성을 개발하고 현 
사회에서 대중음악의 실제 제작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갖도록 교육함을 목표로 한다. 현재 대중음악은 점점 더 전문 
기술을 요구하는 음악 산업으로 발전하고 있다. 이에 
우송정보대학 실용음악과는 컴퓨터음악, 연주, 보컬(댄스) 
전공을 필두로 보다 더 세분화되고 전문적인 교육을 
실시하여, 현대 대중문화·예술에 쉽게 융화될 수 있도록 
하며, 신화의 김동완, 이민우, Fly To The Sky의 환희, 
쾌걸춘향 OST, IZi 응급실의 김준한(드럼), 이동원(기타), AB 
에비뉴의 한보라, V.O.S의 박지헌, 최현준, 김경록 등 유능한 
대중음악 전문인을 양성한 학과이다.

졸/업/후/진/로

대중가수, 엔터테이너, 전문안무가, 대중음악작곡가, 편곡가, 

작사가, CF•영화•드라마작곡가, 음반제작자, 음반제작시 

코러스 및 악기 세션활동, 전문연주자, 보컬트레이너, 

실기지도교사, 실용음악학원장 및 강사, 대중음악의 모든분야

학/과/소/개

편집 및 영상 콘텐츠 제작관련 교과목을 교육하고 다양한 
멀티미디어 현장 기술을 교육하며 체계적이고 창조적인 
현장중심 교육을 통하여 창작능력을 학습하여 방송 제작 
현장의 연출, 촬영, 편집 등 방송영상 분야 및 창의적인 
영상미디어 제작 분야 전문 인력 양성을 목표로 21세기 
방송영상 분야 및 영상미디어 분야를 이끌어 나갈 전문 
지식을 갖춘 창조적 인재를 양성한다.

졸/업/후/진/로

MBC, KBS, SBS 등 공중파 방송국, 각종 케이블 방송국, 

기업홍보부, 광고홍보대행사, 인터넷신문사, 인터넷방송국, 

원격교육기관, 미디어교육기관, 영상프로덕션 창업, 디지털 

저널리스트, 디지털 프로듀서, 포스트 프로덕션, 온라인 

영상제작회사, web서비스 회사, 영화사, 영상특수효과회사, 

영화특수효과회사, 디지털 콘텐츠분야 창업, 대기업 

사내방송, 인터넷 쇼핑몰 영상제작 전문가 등

실용음악과

영상콘텐츠과

수많은 스타들을 
배출한 실용음악의 메카!

방송영상 제작 
교육의 메카!

학과사무실 : 042)629-6274

입시상담교수 : 김혜지 

042)629-6189 / 010-8889-8433   hjkmusic@wsi.ac.kr

학과사무실 : 042)629-6436 

입시상담교수 : 이용환  

042)629-6430 / 016-407-4639   ywlee@wsi.ac.kr

http://music.wsi.ac.kr

http://broadcasting.sds.ac.kr

ㅣ뷰티디자인아트계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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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과/소/개

반려동물을 가족처럼 사랑하고 생명의 존엄성을 우선으로 교
육하는 전통있는 학과이다. 애완동물학부는 동물관리전공과 
애견미용케어전공으로 나뉘어 각 전공의 분야를 집중적으로 
교육시킴으로써 전문화된 기술을 습득시키고, 커리어맵에 의
한 전공특화교육을 실시함으로써 졸업 후 역량있는 전문인으
로써 활동할 수 있는 교육 시스템을 가지고 있다. 동물병원, 
애견샵 등이 포함되어있는 우송애완동물아카데미관에서 교
육하며, 일본치바애견동물전문학교의 현지학기수업(학비지
원, 희망학생 파견) 프로그램을 가지고 있다.

졸/업/후/진/로

동물원, 아쿠아리움 조련사, 팻샵, 국내 및 국외 애견미용사, 

동물간호복지사, 애견훈련소, 애완동물 사육 및 번식장, 사료

생산 및 유통분야, 실험동물관련 회사, 대덕 연구단지 및 오

창생명공학단지 등의 각종 연구소의 실험동물분야, 공항 및 

항만 마약탐지견센타, 4년제 대학 편입
애완동물학부

동물사육, 애견미용, 
동물간호와 해외유학의 
꿈이 이루어지는 학과! 학과사무실 : 042)629-6177

입시상담교수 : 이형석 

042)629-6175 / 010-4666-2537 animal@wsi.ac.kr

http://animal.sds.a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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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관리전공ㅣ애견미용케어전공



학/과/소/개

간호과는 윤리와 인간애를 바탕으로 인간의 안녕과 건강을 
책임지는 실무에 강한 전문 간호인 양성에 교육목표를 두고 
있다. 실무중심의 교육과정 운영, 최신 실습실과 다양한 임상
실습현장의 확보를 통해 임상 현장에서 원하는 전인간호수행
능력을 갖춘 유능한 전문가를 양성하고 있다. 또한 편입, 전
공심화과정, 학점은행제 등 계속적인 학업을 통한 학생의 자
기개발 및 자아실현이 용이하여 참된 전문 간호인력으로 할
수 있도록 안내할 것이다.

졸/업/후/진/로

● 자격증 - 졸업과 동시에 간호사면허증, 보건교육사 자격증 

(국가시험 합격 후)을 취득할 수 있으며, 간호사면허 취득 후 일

정기간의 교육과정 이수시 조산사, 13개분야 전문간호사 자격

을 취득할 수 있다.

● 활동분야 - 임상간호사(국내외 의료기관), 간호직 및 보건

직 공무원(보건복지부, 질병관리본부, 보건소, 보건지소, 보건진

료소), 소방직공무원, 산업장 간호사, 조산사, 사례관리사, 보험

심사간호사, 그 외 분야별 전문간호사

간호과
3P(Personality, 

Professionalism, Practice)의
간호 인재 양성!학과사무실 : 042)629-6740

입시상담교수 : 정영희 

042)629-6404 / 010-4634-3823  jeongyh@wsi.ac.kr

http://nursing.wsi.a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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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교육복지계열

간호과

병원행정과

사회복지과

아동보육과

언어재활과

유아교육과

사회체육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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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과/소/개

21세기 복지사회를 이끌어갈 사회복지사와 보육교사에게 
요구되는 가치와 전문지식 그리고 전문기술을 함양하도록 
하여 우수한 사회복지사, 보육교사를 양성한다. 장애를 갖게 
된 대상자들이 일상생활로의 성공적인 복귀를 위한 
재활복지에 필요한 케어기술을 함양하여 직업재활, 심리재활, 
중독재활 등의 현장에서 활동할 재활복지전문가를 양성한다.

졸/업/후/진/로

사회복지전담공무원, 보육시설, 아동시설, 청소년시설, 

노인복지시설, 장애인복지시설, 사회복지관, 병원, 학교, 

생활시설(노인, 장애인, 아동), 이용시설 근무 사회복지사

사회복지과
지역사회가 요구하는 
유능한 사회복지사!

학과사무실 : 042)629-6293

입시상담교수 : 이용규

042)629-6408 / 010-3410-6408   navi@wsi.ac.kr

http://social.wsi.ac.kr

학/과/소/개

핵심교육(병원행정서비스-의무기록사, 병원행정사, 의료보험
사, 보험심사평가사)과 특성화교육(의료서비스-병원코디네이
터, 간호조무사과정)을 알차게 교육시켜 유능한 병원행정서
비스 및 의료서비스 전문인을 양성하여, 98%이상 취업을 달
성하고 있다. 특히 『간호조무사과정』은 간호학원과 연계하여 
간호교육비를 “학업장려 장학금”으로 전액 학교에서 지급하
고, 간호조무사 자격증을 100%취득한다. 병원행정과 의료서
비스 교육을 받으므로 병원장들이 병원사무장 또는 최 적임
자로 평가하는 명품학과이다.

졸/업/후/진/로

병원행정 관련부서(종합병원 원무과, 총무과, 기획실, 관리과 

등), 건강보험청구 및 심사분야, 병원사무장, 의무기록사 관련

부서(대학병원 의무기록실 등), 병원코디네이터, 간호조무사, 

요양보호사, 공무원 분야(보건직, 의료기술직, 의무부사관),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생명보험회사 보험

심사과 또는 보상과, 4년제 대학 관련학과 편입학 및 3년제 

간호학과 특별전형 신입학 등 여러분야로 진출하므로 98% 

이상 취업하는 명품학과이다.

병원행정과
21C 병원행정 및  
의료서비스 전문가!

학과사무실 : 042)629-6410

입시상담교수 : 우경환 

042)629-6366 / 010-5465-0964   khwoo@wsi.ac.kr

http://medical.wsi.ac.kr



학/과/소/개

복지사회 실현과 공보육에 대한 요구 증가 등에 의해 보육의 
필요성이 점차 더 부각되고 있다. 이에 아동보육과에서는 아
동에게 질 높은 보육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전문적 지식과 
기술을 갖춘 유능한 보육전문교사를 양성하고자 한다.

졸/업/후/진/로

어린이집(국공립, 법인, 직장, 민간, 가정보육시설) 보육교사 

및 시설장, 보육시설 내 특수교사, 사회복지사, 보육정보센터 

및 어린이회관 보육 전문요원, 복지 시설 보육사(아동복지  

시설, 지역사회 복지관), 영유아 교육 관련 업체, 4년제 대학 

편입

● 취득자격  

- 국가자격 : 보육교사 2급, 보육시설 내 특수교사, 사회복지사

- 선택취득자격 : 응급처치 강사, 유아레크레이션 지도자, 

종이접기 지도자, 동화구연 지도자 등

학/과/소/개

‘의사소통’은 현대인의 생활에 필수적인 요소로 개개인의 
사회적•정서적 측면에 매우 큰 영향을 미친다. 급속한 
고령화와 사고 및 질환으로 언어치료 대상자는 증가하고 
있으며, 언어치료 서비스에 대한 요구도 증가하는 추세이다. 
이에 우송정보대학 언어재활과는 인간 존중의 정신적 바탕 
위에 개개인의 의사소통 문제를 해결하고 나아가 국가의 
복지 정책에 기여하는 전문적인 언어재활사를 양성하는데 그 
목적을 둔다.

졸/업/후/진/로

종합병원 언어치료실, 개인병원의 언어치료 크리닉(이비인 

후과, 신경과, 재활의학과, 소아과, 성형외과, 정신과), 복지관 

언어치료실, 장애아전문(통합) 어린이집 언어치료사, 언어   

치료센타 창업, 다문화지원센터•특수교육지원센터 언어   

치료사

● 취득자격  

- 언어재활사 2급 

- 선택 : 보육교사 2급, 사회복지사 2급 등

언어재활과

아동보육과
Global 시대에 맞는
Global 교사!

실무중심의 현장맞춤형 
언어치료전문가 양성!

학과사무실 : 042)629-6850

입시상담교수 : 이정희 

042)629-6157 / 010-9782-0848  lee3112@hanmail.net

학과사무실 : 042)629-6840

입시상담교수 : 김정연 

042)629-6842 / 010-9245-9035  slpkim@wsi.ac.kr

http://child-educare.wsi.ac.kr

http://slp.wsi.ac.kr

ㅣ보건교육복지계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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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과/소/개

학문적 지식을 갖춘 역량 있는 유능한 생활체육 및 종목별 
엘리트경기지도자를 육성하고자 수상스키, 래프팅, 윈드서핑, 
수영, 스키, 볼링, 헬스, 골프, 구기운동, 인체해부생리, 
트레이닝방법론, 스포츠심리학, 운동처방, 물리치료, 
스포츠마사지, 유아체육, 레크레이션(치료), 태권도, 풋살 
등의 교육으로 선수들의 경기력 향상 및 상해예방과 
생활체육지도자 3급, 여가체육지도자 등 전문지식과 자질을 
갖춘 훌륭한 스포츠 인재를 양성한다.

졸/업/후/진/로

유치원 및 유아원체육지도자, 종목별 전문지도자, 생활체육

지도자(42개 전종목), 병원 및 의료시설(물리치료사), 스포츠

창업, 프로스포츠 팀 닥터, 기업 및 전문리조트스포츠센터, 

수상레저 관련업체(수상스키, 래프팅, 윈드서핑, 수영 강사), 

헬스 및 트레이너, 스포츠이벤트사, 동계스포츠(스키강사),  

사회복지기관

사회체육과
전문지식과 자질을 갖춘 

훌륭한 스포츠 인재를 양성!

학과사무실 : 042)629-6187

입시상담교수 : 강권표

042)629-6180 / 010-5443-4437  kpkang@wsi.ac.kr

http://social.wsi.ac.kr

학/과/소/개

유아교육과는 미래인재육성을 위한 유아교사양성을 목표로 
유아교육에 대한 이론을 바탕으로 실습을 강화하여 유아교육 
전문가로서의 자질을 갖추도록 한다. 국가자격으로는 무시험
검정으로 유치원 2급 정교사와 보육교사 2급을 취득할 수 있
다. 30년간 배출된 3600여명의 졸업생은 높은 취업률을 유
지하며 공립유치원 교사, 유치원장, 어린이집 원장, 보육교사 
등 현장에서 맡은 일을 성실히 수행하고 있다.

졸/업/후/진/로

유치원 교사(초등병설 유치원, 사립 유치원), 보육교사(국•공

립 어린이집, 법인 어린이집, 직장 보육시설, 민간보육시설) 

원장(유치원, 어린이집, 학원) 학원 및 문화센터 강사, 유아관

련업체, 편입(4년제 대학)

● 취득자격

- 국가자격 : 유치원교사 2급, 보육교사 2급

- 선택취득자격 : 종이접기 지도사, 동화구연 지도사,  

유아체육 지도사, 유아국악 지도사, 몬테소리 교육교사 등

유아교육과
미래 유아교육을  
책임진다!

학과사무실 : 042)629-6158

입시상담교수 : 박찬수 

042)629-6156 / 010-9084-6788   joypcs@wsi.ac.kr

http://childhood.wsi.a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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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과/소/개

최고 수준의 경호•보안전문인력을 양성함을 목표로 경호•
보안전문교육을 하고 전원이 신변 보호사 및 경비지도사    
자격증과 무술 유단증을 취득한 후 대형 보안업체와 인턴십 
및 주문식교육 협약을 맺어 맞춤식 실습교육을 마친 후 대형
경호•보안업체에 정예요원으로 취업하도록 한다.

졸/업/후/진/로
대형 경호•보안전문업체, 경호•보안 전문요원, 경비지도사, 

신변보호사, 청원경찰 등 

경호보안과
내일을 향해 쏴라!  
꿈은 이루어진다!

http://security.wsi.ac.kr

34

경영세무보안계열

경호보안과

샵마스터·유통경영과

세무정보과

학과사무실 : 042)630-9930

입시상담교수 : 엄상용 

042)630-9933 / 010-3422-9261   syohm@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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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과/소/개

기업을 포함한 모든 조직에서 문서작성 등의 사무관리업무와 
기업조직에서 증빙처리 등의 기업회계업무 그리고 부가가치
세•소득세•법인세신고 등의 세무업무를 처리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춘 인재를 양성한다. 

졸/업/후/진/로

세무정보과를 졸업하여 세무전문인이 되면 경제가 어려운 

때에도 안정적으로 정규직 직장에 취업가능. 

기업조직(제조업, 유통업, 금융업, 서비스업 등), 비영리조직   

(병원, 학교, 사회복지법인 등), 개인기업의 회계 및 세무업무, 

사무관리업무, 세무공무원, 회계법인 및 세무회계사무소     

분야, 편입학

세무정보과
미래의 삶에 

확실한 보증수표!

학과사무실 : 042)630-9920

입시상담교수 : 장병식

042)630-9921 / 010-2418-1835     bsjang@wsi.ac.kr 

http://tax.wsi.ac.kr

학/과/소/개

▶ 샵마스터전공 : 서비스산업분야의 전문적인 지식과 매장
의 제품 연출 관련 기술을 습득(샵마스터 3급, 1급 자격증, 
VMD 자격증, 컬러리스트 자격증 취득) 후 백화점, 대형유통
업체, 보석, 패션 관련 매장 등의 명품관 및 도소매 판매점의 
전문 샵마스터(Shop Master)와 리테일 M.D.를 양성한다. 

▶ 유통경영전공 : 일반기업의 물류•유통•마케팅 분야에서 
필요한 전문경영지식과 재테크 실무기법을 교육(물류유통, 
전산회계관련 자격증 취득)하여 각종기업의 인사, 생산, 마케
팅, 회계경리, 경영정보처리 등의 분야에서 종사할 경영관리 
전문가를 양성한다. 삼성전자(주)와 중부유일의 소매유통과
정 맞춤식 교육을 통해 삼성전자 유통부문 관련사에 취업   
한다

졸/업/후/진/로

대형판매점(백화점, 대형할인점의 샵마스터)/명품관(보석, 

의류, 각종고가브랜드 상품 판매점의 샵마스터), 대형로드샵, 

패션매장창업/일반기업체의 물류, 유통, 마케팅 전문 M.D./ 

일반 기업체의 기획, 인사, 총무, 마케팅, 재무관리, 경영전략, 

광고홍보, 물류유통 분야관리직/공사, 국영기업체 등의 기획, 

총무, 재무분야관리직, 삼성전자(주) 소매유통과정수료후 2년 

경력인정과 승진특혜

샵마스터•유통경영과
부자의 꿈을 이루기  
위한 KNOW-HOW!

학과사무실 : 042)630-9910

입시상담교수 : 김은주 

042)630-9913 / 011-429-7601   kimejoo@hanmail.net

http://shopmaster.wsi.ac.kr



 

학/과/소/개

▶1977년 개설되어 현재 35년의 유구한 역사 (전국2위)

▶9,800여명의 졸업생이 전국 기간산업체에서 중추적인    
산업역군으로 근무하고 있음

▶오늘날 기계분야는 컴퓨터를 이용한 최첨단 기계를 
사용하는 최적의 환경에서 근무하는 하이테크 분야

▶앞으로 정보 및 지식기반사회의 시대가 도래 할수록 가장  
호평받는 분야

▶취업 걱정이 없는 우수산업 전문 분야 (희망자 100% 
정규직으로 취업)

졸/업/후/진/로

대기업(삼성전자, 삼성전기, LG디스플레이, 유한킴벌리 등  

다수), 철도공사, 지하철공사 등의 국영기업체, 중소기업, 연

구소, 벤처기업, 기계직, 소방직 공무원, 군무원 등, 4년제 대

학 편입 : 충남대, 서울산업대, 한밭대, 우송대, 한남대, 충주

대 등 다수, 자동차관련업체 창업(중소기업체 사장), 정비업체

(현대자동차(주)블루헨즈, 삼성서비스센터, 1급정비업체 등),    

자동차관련 서비스업체 및 보험회사의 보상직(현대해상,    

삼성화재, 제일화재, 현대화재 등)

기계자동차설비학부

취업과 성공을 보장하는 
기계자동차설비학부!

학과사무실 : 042)629-6344

입시상담교수 : 오상진 

042)629-6342 / 010-2281-8247    sjoh@wsi.ac.kr

http://car.wsi.ac.kr

기계전자컴퓨터계열

기계자동차설비학부

기계전자자동화과

전자정보과

컴퓨터정보과

기계전공ㅣ에너지클린룸설비전공ㅣ
                          자동차전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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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과/소/개

정보화 사회에서 자동화, 지능화, 첨단화 되어가고 있는 
전자산업현장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하여 학과 내 
디지털전자코스, 전자통신코스를 두어 전문화된 과정을 
집중적으로 교육하여 능력 있는 전문 기술인을 양성한다.

졸/업/후/진/로

삼성전자, LG전자, 하이닉스, KT, SKT 등 대기업, 정부기관, 

정부출연 연구소, 국가•지방자치 단체공공기관, KBS, TJB 

등 방송 분야, 대덕연구개발특구의 벤처기업, LG전자•

삼성전자 서비스 등 C/S 분야, 4년제 편입

전자정보과
디지털전자, 

전자통신분야전문화된 
기술인 양성!

학과사무실 : 042)629-6360 

입시상담교수 : 명기환

042)629-6358 / 010-7561-8766   khmyung@wsi.ac.kr

http://digital.wsi.ac.kr

학/과/소/개

▶ 제조업 기반기술인 기계와 전기, 전자, 제어의 융합화된 
Mechatronics 기술의 중심 Center로서의 역할

▶ 현장실무의 맞춤식 교육을 지향하여 전문 Mechatronics  
Engineer 육성의 산실 (LG이노텍, Brand 반 등)

▶ 미래정보사회와 복합화, 융합화되는 자동차 산업분야에 
대한 폭넓은 지식과 핵심기술(Core Technology)에 대한 
기반기술의 습득

▶ 생산자동화 핵심기술인력을 양성하기 위한 최신의 현장 
실무중심의 교과목과 첨단 실험 실습 정비를 보유하여, 
산업현장에 필요한 생산기술인력 및 설비, 유지 보수 
전문인력 양성

졸/업/후/진/로

중공업, 전자, Display, 반도체 등의 주요 제조업체의 공장 

자동화•생산기술 및 보전 분야, 주요 자동화설비 업체의 

설계, 제작 및 시운전 담당 Engineer, 물류 자동화업체 및 

Robot, 유공압제어분야 등 우수 산업체의 기술, 보전, 중부직

기계전자자동화과
현장 맞춤식 실무중심의  
Mechatronics
전문 엔지니어 양성! 학과사무실 : 042)629-6512 

입시상담교수 : 박해동

042)629-6513 / 010-3577-8154   phd7777@wsi.ac.kr

http://me-auto.wsi.a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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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과/소/개

정보화 시대에 첨단 IT 산업 분야의 미래를 이끌 열정과 
혁신적인 아이디어를 갖춘 인재 양성을 목표로 한다. 

웹 모바일 코스는 유무선 환경에 맞는 웹 콘텐츠 제작 및 
모바일 앱 개발 능력을 갖춘 전문 인력을 양성하고, IT융합 
코스는 유비쿼터스 기술을 기반으로 기존 전통산업들의 IT 
및 디지털화를 지원할 수 있는 SW와 HW의 융합 기술을 
갖춘 전문 인력을 양성하고, 대덕이노폴리스벤처코스는 
대덕이노폴리스벤처협회와 연계하여 회원 기업의 수요를 
기반으로 회원 기업이 필요로 하는 실무능력을 보유한 
프로그램 개발 인재를 육성한다.

졸/업/후/진/로

삼성전자, LG전자, 하이닉스, 올레KT, SK브로드밴드 관련  

업체, 웹컨텐츠 제작 서비스 분야, 웹마스터, 웹디자인, 웹프

로그래머, 컴퓨터그래픽 관련업체, 멀티미디어 제작업체,   

인터넷쇼핑몰 구축 및 관리, ISP, 공공기관 전산실, 국가 공공

연구기관, IT•BT 관련 산업분야, 의료산업분야, 국방군수  

산업분야, 기업부설연구소, 기타 IT분야 벤처기업 창업 등

컴퓨터정보과
웹 모바일 콘텐츠,
프로그래머 및 IT융합분야의 
인재 양성!

학과사무실 : 042)629-6254

입시상담교수 : 홍명우 

042)629-6387 / 010-3934-7272   mwhong@wsi.ac.kr

http://cit.wsi.ac.kr

ㅣ기계전자컴퓨터계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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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과/소/개

리모델링건축과는 1970년 중경공업전문대학 건축과로 개설
된 이래 현재까지 5,300여명의 졸업자를 배출한 지역 명문 
학과이다. 향후 리모델링건축 시장의 규모가 약 10조원에 달
하는 유망한 분야이기 때문에 교육과정 전반을 리모델링을 
위한 교육내용으로 운영하고 있다. 따라서 본 학과는 리모델
링에 필요한 건축과 인테리어를 주 교육과정으로 채택하여 
분야별 전문기술인 양성을 목적으로 현장 중심의 교육과정으
로 인재를 양성하고 있다. 또한 1인 1자격증 취득을 목표로  
실무 중심형 교육과정을 운영하고 있다. 

졸/업/후/진/로

산업기사 취득 후 졸업과 동시에 한국건설인협회 초급기술자

로 등록(4년제 대학졸업자와 동일), 시청•공단•공사 등의 

국영기업체, 건설회사, 인테리어 디자인사무소, 설계사무소, 

리모델링 관련 업체, 건축직 공무원, 군무원, 취업 후 경력을 

쌓은 후 창업, 다수 4년제 대학 편입

리모델링건축과
건축가 및 

인테리어디자이너, 
양성기관!

학과사무실   042)630-9940

입시상담교수 : 노진상 

042)630-9951 / 010-3278-1095   rjs2006@wsi.ac.kr

http://archi.sds.ac.kr

건축소방철도계열

리모델링건축과

소방안전관리과

철도운수경영과

철도차량•운전과

철도토목과



학/과/소/개

국내 최초로 1987년에 미래사회 안전에 대한 수요를 
예측하고 개설한 학과이다. 경제 성장에 따른 생활수준의 
향상으로 소방 분야의 중요성이 날로 증대됨에 따라 
화재예방과 국민의 안전과 행복을 생각하는 소방 전문인 
양성을 목표로 하고 있다.

졸/업/후/진/로

● 소방공무원(특별채용, 공개채용)

특별채용은 소방안전관리과 졸업자만 응시 가능, 국영•

대기업의 안전 및 환경팀, 소방시설의 시공, 설계, 감리업체, 

산업체, 대형 건축물의 소방안전관리자, 4년제 편입

학/과/소/개

2004년 KTX개통 그리고 2009년 한국형 고속철도 KTXⅡ가 
호남선에 운행되고 있는 가운데 6대광역시 지하철 운영확대, 
남북철도 그리고 대륙횡단 철도에 이르기까지 철도교통의 
가치가 최근 몇 년간 급속도로 증가하였고, 중요시되고 있다. 
또한 꿈의 고속철도 KTX와 대전도시철도 1호선 개통과 함께 
2호선 계획이 현실화되고 있다. 이에 따라 향후 안전하고 
빠른 철도운송업계의 인력수요는 지속적으로 증가함으로 본 
학과는 신핵심역량을 키워 경쟁우위를 확보할 수 있도록 
합리적인 지식과 기술능력을 갖춘 철도운수경영의 전문인을 
양성하고, 진취적인 사고와 비전을 가진 유능한 여러분을 
철도가족이 되도록 학과 교수들은 헌신적인 지도와 열성적인 
노력을 다하고 있다.

졸/업/후/진/로

한국철도공사(KORAIL) 및 자회사, 한국철도시설공단, 

도시철도공사(6대광역시), 철도관련협력업체, KTX승무원, 

공무원 및 공기업, 부산김해경전철, 신분당선, 서울메트로, 

기관사(철도공사, 지하철, 경전철) 및 관제사

소방안전관리과

철도운수경영과

국민의 안전과 행복을 
생각하는 실천가!

철도운전(기관사, 관제사) 및 
서비스경영 전문가 배출!

학과사무실 : 042)629-6396

입시상담교수 : 허만성 

042)629-6397 / 010-3405-2566   mshur@wsi.ac.kr

학과사무실 : 042)629-6409

입시상담교수 : 주용준 

042)629-6372 / 010-6411-6098   yjju@wsi.ac.kr

http://fire.wsi.ac.kr

http://railroad.wsi.ac.kr

ㅣ건축소방철도계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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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과/소/개

철도토목공학은 인류에게 주어진 자연환경을 보존하고 
개발하여 인류문명에 최대한의 편의를 제공하기 위한 
사회기반시설과 현대 교통문화의 선도적 역할을 하고 있는 
철도에 대하여 연구하는 학문이다. 철도토목과는 도로, 철도, 
지하철, 교량, 터널, 하천, 항만, 공항, 댐, 발전소, 상하수도, 
지도제작, 공단조성 및 도시계획 등의 국토개발에 대한 계획, 
조사, 설계, 시공, 감리 등을 담당하여 자연친화적인 
국토조성에 이바지하기 위한 전공과목의 이론 및 실험•
실습을 배우는 과이다.

졸/업/후/진/로

철도, 토목직 공무원(국토해양부, 특별시, 광역시, 도청, 시청, 

군청), 국영기업체(토지주택공사, 농어촌공사, 수자원공사, 도로

공사, 철도공사, 철도시설공단 등), 시공건설회사(동우그룹), (주)

보우건설, (주)신승엔지니어링, (주)GGS엔지니어링, 성보C&E,  

(주)한일철도, 에코레일(주), 계룡건설, 금성백조건설, 시그마건

설, 정암 E&C 등), 엔지니어링회사(설계분야, 감리분야 : 한국기

술개발공사, 도화종합설계공사, 유신설계, 경동기술공사, 건설

시험(한국건설품질시험소, 도화지질, 윤성ENG 등), 4년제 대학 

3학년 편입(충남대학교, 한밭대학교, 공주대학교, 3사관학교 

등), 기타 건설, 철도 모든 분야에 진출

철도토목과
국토건설과 철도기관사 

양성의 중심!

학과사무실 : 042)629-6379

입시상담교수 : 민인기

042)629-6380 / 018-228-0833   ikmin@wsi.ac.kr

http://civil.wsi.ac.kr

학/과/소/개

전동차, 경전철, 자기부상열차, 고속전철 등 각종 철도차량의 
운전, 설계, 제작, 운영, 검수 및 유지보수 등 각 분야별 
전문지식 함양을 통한 철도차량 기관사 및 관련 분야 
전문기술자 양성을 교육의 목표로 한다.

졸/업/후/진/로

한국철도공사 기관사 및 핵심기술자, 전국 각 지방자치단체

의 도시철도공사 기관사 및 핵심기술자, 철도관련 국영기업

체, 대기업 및 차량부품제작사로 진출, 철도시설관리 업체와 

도시철도, 고속철도, 지하철 및 경전철 등 관련 민간 기업체

로 진출

※ 대전 지하철 1호선 개통 및 향후 2•3•4호선이 계획 단

계에 있으며, 각 지방별 도시철도와 지하철 연장, 남북한 철

도 연결계획 및 향후 호남고속전철, 틸팅열차, 차세대고속전

철사업 추진 등 2020년까지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따라 다

수의 철도기술자가 요구됨.

※ 우송디젯철도아카데미에서 철도운전면허 교육

철도차량•운전과
철도차량 기관사 및  
관련분야 전문기술인 양성!

http://railcar.wsi.a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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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과사무실 : 042)629-6405

입시상담교수 : 이상혁 

042)629-6391 / 016-402-1766  hvaclee@wsi.ac.kr



“참된 전문가”의 길을 계획한다면,

“실용교육의 전당” 우송정보대학의 문을 두드리십시오.

M E M O







기   차

버   스

승용차

지하철

605번 (동광장역)

102번, 103번, 311번 (중앙시장)

311번  (서대전역 사거리) 20분 소요서대전역

대전역

10분 소요

30분 소요

대전복합터미널

서부시외버스터미널

5분 소요
(동광장)

102번 (대전복합터미널 건너편)

702번 (대전역 하차 - 환승) - 605번  

대전IC진입 - 동부 사거리(좌회전) - 가양사거리(직진) - 학교(10분소요)

대전도시철도 1호선 대동(우송대)역 6번 출구

판암IC진입 - 제2수치교앞 사거리(우회전) - 대동오거리(우회전) - 학교(12분소요)

구  분 도  착  역 버  스  노  선 택시이용

찾아오시는 길

T. 042)629-6114   T. 042)629-6486~7    www.wsi.a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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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1  우송어학센터

S2  우송IT교육센터

S3  우송뷰티센터

S4  우송아카데미관 

S5  우송오토센터

01  HRD기숙사

02  사회체육관

03  청운1숙(남)

04  청운1숙(여)

05  베스티안우송병원

E1  테크노관  

E2  국제경영관 

E3  학술정보관 

E4  학군단

E5  체육관

E6  학생회관 

E7~E10  솔지오

E11  솔스터디홀
      (크로톤빌센터)

W1  우송도서관 

W2  국제교육센터

W3  유학생기숙사(청운2숙)

W4  공학관 

W5  정보과학관 

W6  교양교육관

W7  우송관

  W8   우송유치원

  W9   정례원 

  W10  가정관

  W11  체육관 

  W12  구)도서관

  W13  우송타워

  W14  CULINARY CENTER

W15  사회관 

W16  학생회관

W17  미디어관

W18  우송예술회관

▶ 서울역에서 (KTX) 대전역까지 50분 거리 -

    대전역 동광장에서 도보로 학교까지 10분거리

▶ 지하철 1호선 대동(우송대)역에서 도보로

    학교까지 7분거리

서캠퍼스(W) 동캠퍼스(E) 외부건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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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용교육의 기본에 충실한 명품대학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