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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과학기술 특성화대학! 취업·창업 제1대학 실현

충북보건과학대학교



University president of 

GREETINGS

/ 인사말

북보건과학대학교 총장 박용석입니다.

우리 충북보건과학대학교가 개교한지 25년이라는 시간이 흘렀습니다.

그동안 우리 대학교는 3만여 동문을 배출하여 명실상부한 고등직업기술교육기관으로써 

지역사회와 함께 발전해 왔습니다.

창의적 전문 인재 양성으로 취업·창업 제1대학 실현이라는 대학의 비전하에 창의·

품성·봉사의 교육목표를 가지고 지역전략산업 맞춤형, 학생 눈높이 맞춤형, 산업체 

인력 수요 맞춤형 인재를 육성하기 위해 NCS 기반의 교육과정 운영, 취업역량인증제, 

학생평생책임지도체제로 현장 맞춤형 실무인재를 양성하기 위해 전 교직원이 합심 

하여 학생이 행복한 대학으로 자리매김 하였습니다.

특히, 저희 대학은 보건·의료분야와 과학·기술분야로 대학을 특성화하여 교명을 

충북보건과학대학교로 변경하였고, 간호학과가 수업연한을 4년제로 지정받아, 학사 

학위 전공심화과정을 운영하고 있으며, 현재 보건계열을 비롯한 특성화 학과의 

학사학위 취득을 실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취업률도 교육부 발표 대전·충청권 전문대학 중 1위를 꾸준히 기록하였고, 전국 

전문대학 중 최상위 취업률 및 각종 교육부 발표 대학 지표에서도 특성화 전문대학 

육성사업, LINC 육성사업 최상위를 달성하였으며, 특히 충청호남권 NCS거점센터 

대학으로 지정받아 교육의 내실을 가진 명문사학으로 발돋움하고 있습니다.

학생이 주인인 충북보건과학대학은 앞으로 내실이 있는 고등직업기술을 연마시켜 

국가와 사회에 꼭 필요한 인재를 양성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빠르게 변하는 세계의 흐름에 능동적으로 대처하면서 새로운 발전과 도약의 

시대를 열어가는 충북보건과학대학교를 남다른 애정과 관심으로 지켜봐 주시기 

바라며 여러분의 변함없는 지지와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충북보건과학대학교  총장

충북보건과학대학교는

중부권의 실무중심 

명문대학으로 우뚝서는 그날까지 

힘찬 날갯짓을 멈추지 않고, 

미래 지역사회에 봉사하는 인재를 

키우는데 앞장서겠습니다.

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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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ungbuk Health & Science University
President

Yong-Seok Park

Chungbuk 
Health & Science University 
will not spare any effort until 
it becomes The prestigious 
university attaching importance 
to applied science in the central 
district, and take the initiative 
in fostering talented people 
who work for communities 
in the future. 

  am Park Yongseok, the chancellor of Chungbuk Health and Science University.

 This year marks the 25th anniversary of CHSU.

So far, CHSU has developed into a higher vocational and technical education institution 

in the local community, producing over 30,000 of alumni.

With the vision of becoming the top university in employment and startup, all of our staff work 

hard together to foster creative professionals who are suited to the local strategic industries 

and various industrial demands and create a university where students are happy, by 

providing NCS-based curricula, operating a job competency certification system, and offering 

lifelong support for students.

Particularly, CHSU is specialized in health and medical fields and science and technological 

fields, for which the school’s name has been changed. Also, after the nursing department was 

certified as a 4-year program, the university offers advanced major courses in the healthcare 

and other divisions in which students can earn a bachelor’s degree.

Furthermore, CHSU has maintained its top rank in graduate employment rate among 

vocational colleges in Daejeon and Chungcheong Provence, in addition to ranking high in 

other indexes announced by Ministry of Education such as specialized vocational education 

and LINC fostering among vocational colleges in South Korea. Especially, it was designated 

NCS center hub of the Chungcheong-Honam Region as a renowned institution with strong 

competence in education.

CHSU, where students are the top priority, will continue reinforcing vocational education and 

producing professionals that are essential for the country and society.

I hope to see your continuing support for and attention to our effort in responding to fast 

changes in the world and achieving new developments in the future.

I

CHSU
I teach well! We’ll get a job wel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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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보건과학대학교의 역사
사람을 존중하고, 인재를 키웁니다!

1990. • 학교법인 주성학원 설립인가

1991. • 주성전문대학 설립인가

1992. • 초대학장 한원영 박사 취임 

 • 주성전문대학 개교 및 제1회 입학식

1993.  • 국내최초 산업체위탁교육 협약 - (주)대농

1994.  • 제1회 졸업식

1995. • 사회교육원 개원

1996. • 사회교육원 어학당 개원

1997. • 정보통신분야 우수대학 선정

1998. • 주성대학으로 교명 변경

2005.  • 제5대 박재국 이사장 및 제6대 정상길 학장 취임

2006. • 노동부, 중소기업직업훈련컨소시엄 사업자 선정

2007. • 충북직업능력개발센터 개소식

2008. • 제 9회 중소기업 기술혁신대전 산학연 부분 지식경제부 장관상 수상

2009. • 초대 총장 정상길 박사 취임

2011. • 제 7대 이사장 박재택 취임 및 제 2대 총장 박용석 박사 취임

2012. • 충북보건과학대학교 교명 변경 인가

 • 캐나다 BCIT 대학교와 MOU 체결

 • 충북태양광발전주식회사와 태양광 발전소 건립협약 체결

2013. • 간호과 수업연한 4년제 지정

 • 오송첨단의료산업진흥재단과 MOU 체결

2014. • 기관평가인증대학선정(고등직업교육평가인증원)

 • 행복기숙사 개관(230명 수용)

 • 일학습병행제 기관 선정

2015.  • 박근혜대통령‘취업·창업 맞춤형통합교육’현장 방문(2월 4일)

 • 한국을 빛낸 창조경영 대상 수상(총장 박용석)

 • 청주 한국병원과 의료 지정병원 협약

 • 국민안전처 연안체험활동 안전교육위탁기관 지정

 • 안전보건교육센터 개소

 • 제3대 박용석 총장 취임

2016. • LG생활건강기술연구원, 창조경제혁신센터 업무 협약식

 • 국내 최초 대학개설 (사)한국커피협회와 공동 한국바리스타사관학교 개교 

 • 제23회 학위수여식(48명 학사학위, 33개학과 1040명 전문학사)

 • 2016학년도 입학식(28개학과 1,314명/ 전공심화 61명)

 • 필리핀 혹슨대학과 교류협약 체결

 • 필리핀 한국어학당 클락센터 개소

 • 2016 특화BI 보육역량강화사업 최우수 대학 선정

 • 산학협력 선도대학(LINC)육성사업 매우 우수 대학 선정(교육부)

 • 특성화전문대학(SCK)육성사업 매우 우수 선정(교육부)

 • 충청호남권 NCS거점센터 대학 지정(교육부)

1998-2011

2016-

1990-1997

2012-2015

UniVeRSitY 

HISTORY
/ 학교역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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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iSTory of 
CHUngbUk HealTH and SCienCe UniverSiTy 
respecting humans, fostering professionals.

1990. • Received approval for establishment of Juseong School
1991. • Received approval for establishment of Juseong Vocational College
1992. • Dr. Han Yeongwon was appointed the first dean
  • Opened Juseong Vocational College. held the 1st entrance ceremony
1993. • Signed the Korea’s first industry-commissioned education with Daenong Corp.
1994. • Held the 1st graduation ceremony
1995. • Opened the Social Education Center
1996. • Opened the language school in SEC
1997. • Named outstanding college in IT field

1998. • Changed the name to Juseong College
2005. • Park Jaeguk was appointed the 5th chairman and Jeong Sanggil the 6th dean
2006. •  Selected for vocational training consortium for small and medium businesses by 

Ministry of Labor
2007. • Opening ceremony of Chungbuk Vocational Skill Development Center
2008. •  Won the Ministry of Knowledge Economy award in the industry-academy cooperation sector, 

at the 9th Innovative Technology Show
2009. •  Jeong Sanggil was appointed the 1st chancellor
2011. •  Park Jaetaek was appointed the 7th chairman and Park Yongseok the 2nd chancellor
2012. •  Received approval to change name to Chungbuk Health and Science University
 •  Signed an MOU with BCIT, Canada
 •  Signed an agreement to build a solar power plant with Chungbuk Solar Power Corp.

2013. •  Nursing dept. was designated a 4-year program
 •  Signed an MOU with Osong Medical Innovation Foundation
2014. •  Selected as a college accreditation institution (KAVE) 
 •  Opened the Happy Dormitory (capacity: 230)
 •  Selected as a ‘work and study system’ institution
2015. •  President Park Geun-Hye visits the ‘employment- and startup-customized education site’ (Feb. 4)
 •  Won the Creative Management Award’ (chancellor Park Yongseok)
 •  Signed an agreement with Cheongju Hankook General Hospital as a designated Hospital
 •  Designated safety education institution for coastal activities by Ministry of Public Safety 

and Security 
 •  Opened Safety and Health Education Center 
 •  Park Youngseok was appointed the 3rd chancellor

2016. •  Held a ceremony for signing a cooperation agreement with LG Household & Healthcare 
Research Center and Center for Creative Economy and Innovation

 •  Opened Korea Barista Academy with Korea Coffee Association for the first time 
as a Korean university.

 •  Held the 23rd degree ceremony (granting bachelor’s degree to 48 graduates, associate 
degree to 1040, in 33 departments)

 •  Held 2016 entrance ceremony (1,314 students in 28 departments/ 61 in advanced programs)
 •  Signed an exchange agreement with Jocson College, Philippines
 •  Opening of Korean langauge school Clark center in Philippines
 •  Selected as a 2016 top college in specialized BI reinforcement
 •  Selected as a top LINC-leading college (Ministry of Education)
 •  Selected as a top SCK-leading college (Ministry of Education)
 •  Designated NCS center hub college in Chungcheong-Honam Region (Ministry of Education)

1990-1997

2013-2015

2016-

1998-2011

CHSU
I teach well! We’ll get a job wel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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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추진
방향

중점과제
(추진전략)

•보건의료·과학기술 분야 특성화 대학 정립

•실무 중심의 평생직업교육대학 구축

•365 열린 캠퍼스의 지역공동체대학 조성

•학생이 오고싶은 대학

•학생을 키울 줄 아는 대학

•지역사회가 신뢰하는 대학

•모두가 행복한 대학

대학 발전계획

CHUnGBUK HealtH & SCienCe 
UniVeRSitY

Guide

/ 학교안내

창의

창의 역량을 갖춘 

전문 인재 양성

품성

품성을 겸비한 

참된 인재 양성

봉사

봉사를 생활화하는 

나눔 인재 양성

사명

우리 대학은 대한민국 교육의 근본이념을 기본으로 하여 고등교육과 

평생직업교육을 통해 국가 발전에 이바지하는 전문인재를 양성한다.

비전
창의적 

전문인재 양성으로
취업ㆍ창업
제1대학 실현

교육목표

전략체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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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licy
Direction

Goals
(strategies)

•  Establish the specialization system in health 
  and science fields
•  Build a life-long vocational college focused 
  on practical education
•  Create a local community college with 
  a 24/7 open campus

• A college desired by students
• A college helping students develop themselves
• A college trusted by local community
• A college where everyone is happy

Development Plan

Creativity

Fostering experts 
who have creativity

Character

Fostering experts who 
have great character

Service

Fostering experts who 
serve the community

Mission

Chungbuk Health & Science University fosters experts who contribute to the 
national development through higher education and lifelong education based 
on the fundamental ideology of capital.

Vision
•  Outstanding in 
   employment & Startup 

•  Cultivating specialist

Goal of education

Strategy system

CHSU
I teach well! We’ll get a job wel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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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 특성화

교육 특성화
취업역량인증제 실시

평생직업교육대학
운영

지역전략특화산업과의 연계 강화를 통한 

우수한 전문인력 양성을 위해 

보건의료계열과 과학기술계열을 중심으로 하여 

사회서비스계열, 부사관계열, 예체능계열 등 

5개 계열로 구분하여 특성화를 추진한다.

CHUnGBUK HealtH & SCienCe 
UniVeRSit Y 

충북보건과학대학교

보건의료
계열

사회서비스
계열

과학기술
계열

부사관
계열

예체능
계열

전공역량
·전공과목
·현장실습
·전공자격증

정보역량
·전문교육
·컴퓨터활용
·IT자격증

사회역량
·인성교육
·직업윤리
·봉사활동

+

진로
상담

기초능력 
파악

학점취득

+
자격증취득

학점취득

+
교육인증

자격 또는
교육인증

전공학위

+
인증내용

취업역량 강화 취업역량 인증 학위증서개별역량 파악

평생
교육원

대학
본부

산학
협력단

대학생활

•전문교육  
•직업교육

직장생활

•보수교육 •재취업교육 
•심화교육 •창업교육

실버생활

•평생교육 
•은퇴교육

입 학 졸 업 은 퇴

직장1(직업1)   직장2(직업2)

직장1(직업1)

10 



2

3

365 열린캠퍼스와 
커뮤니티의 운영

대학 특성화 전략
NCS기반 교육과정과 맞춤형실무학기제를 통한 보건의료·과학기술 특성화대학 정립

• 지역전략산업에 기반을 둔 사회맞춤형 인재 육성 프로그램 운영 : 전체 학과 NCS기반 교육과정 

운영

• 학생눈높이 맞춤형 교육 프로그램 운영 및 성과 창출 : 60여 개의 세부 교육 특성화 프로그램 운영

• 직무능력+인성+안전보건능력을 갖춘 현장맞춤형 인재 육성 : 인성교육, NCS기반 교육 및 안전 

보건통합교육을 통한 산업체가 요구하는 인재 배출

3대 교육특성화 프로그램 운영

• 맞춤형 실무학기제 실시 : 학위과정 마지막 1학기를 전반기, 후반기 학기로 구분하여 취업맞춤형 

교육, 실습, 과제 등 실시

• 취업역량인증제 실시 : 입학 직후 개인별 진로적성상담과 기초학습능력을 파악 후 취업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정규 및 비정규 교육 실시 후 졸업 시 엄격한 심사에 의하여 인증서 수여

•  3단계 집중형 역량강화 프로그램 실시 : 방과 후 시간 및 방학 중 기초학습부터 전공심화내용까지 

단계별로 취업, 창업 역량 강화

충청·호남권 특성화 Ⅱ영역 NCS거점센터 대학 선정

• 능력중심사회 실현을 위한 NCS기반 교육과정 확산, 정착하기 위하여 선도모델을 창출하고 

대학간 네트웍의 중심축 역할

• NCS기반 교육과정 운영 관련 쟁점을 발굴하고 해결하며, 대학 간 멘토링 실시 및 우수사례를 

공유하고 확산하기 위한 거점 역할 수행

1

대학 캠퍼스

Anyone Anytime Anywhere Anything서비스 제공

학기제 방학스쿨 주말스쿨 사이버 시간제서비스 유형

교육/학습 산학협력 창업보육 스포츠/레저 휴식/휴양콘텐츠 분야

인프라 구성

인더스트리존커뮤니티존

스포츠존 에듀케이션존

캠퍼스 주변 인프라

대학 연계 외부 인프라

CHSU
I teach well! We’ll get a job well!

Chungbuk  Health  &  Science  University  11





보건의료계열
Department of Health and Medical 

과학기술계열
Department of Science and Technology

사회서비스계열
Department of Social Service

부사관계열
Department of Sergeant

예체능계열
Department of Arts and Physical Education

내일이 행복한 대학,

충북보건과학대학교

Department of 

Information
/ 학과안내

Tomorrow 
               Univ.
Tomorrow 
               Univ.CHUnGBUK HealtH & SCienCe 

UniVeRS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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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호학과

•방사선과 

•응급구조과 

•임상병리과 

•작업치료과 

•치기공과 

•치위생과 

•보건행정과 

•언어재활보청기과

•바이오생명제약과

•의료재활과학과 

•바이오의료정보과

보건·의료계열

Department 
of Health 
and Medical

보건의료 
및 BT산업을 
선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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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SU
I teach well! We’ll get a job well!

Dep. of HealtH anD MeDiCal

간호학과

사랑과 봉사정신을 바탕으로 

미래를 주도할 빛이 되자

Lead the future with love and service

교육목표

•  창의적인 전문직 간호사

• 품성을 겸비한 대상자 중심 간호사 양성

• 봉사를 생활화하는 나눔 간호사 양성

취업분야

임상간호사, 조산사, 전문간호사, 보건직  

공무원, 산업체 건강관리실, 의료보험 심사

직, 병원행정관리직, 간호장교 및 해외취업

방사선과

인간존중을 바탕으로 하는 

창의적인 역량을 갖춘 실무 중심형 

방사선 전문인 양성

Foster professional radiologists with 
creative and practical competence with 
respect toward people

교육목표

• 전문직업인으로서 창의적 사고를 높이는 

방사선 전문인 양성

• 인간존중을 최우선하는 직업윤리를 실천

하는 방사선 전문인 양성

• 예절과 생명존중 교육을 강화하여 인간

중심의 봉사심을 강조하는 방사선 전문인 양성

취업분야

방사선사, 보건직 공무원(보건소, 보건진료소), 

의료기기 회사

Dept. of 
Radiologic Technology

Educational goal
•  Foster radiology specialists who develop their 

professional creativity
•  Foster radiologists who practice professional 

ethics focused on respect for humanse
•  Foster radiologists who emphasize service 

for humanity based on manners and respect 
for life

Working area
Radiologist, healthcare-related civil servant 
(community health center, health clinics), 
medical device company

Dept. of 
Nursing Science

Educational goal
•  Foster creative and professional nurses
•  Foster nurses with dignity who focuses 
  on the subjects
•  Foster nurses who practice service 
  and sharing
 
Working area
Clinical nurse, maternity nurse, specialized 
nurse, health service civil servant, corporate 
healthcare service, health insurance reviewer, 
hospital administration, nursing officer, 
overseas job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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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업치료과

창의, 품성, 봉사정신을 갖춘 

작업치료사가 가장 빠르게 되는 길

Fastest way to become an 
occupational therapist with creativity, 
dignity, and spirit of service

교육목표

• 짝 선배(멘토링) 제도로 학습에서 학교적응

까지 책임지는 학과

• 신체적, 정신적, 사회적 문제를 보이는 아동

부터 노인에 이르기까지 생애주기에 맞춘 

작업(Occupation)을 이용하여 독립적인 일

상생활을 수행하고, 사회생활에 참여 및 복

귀할 수 있도록 돕는 보건전문인 양성

취업분야

종합병원, 병ㆍ의원, 국민건강보험공단 요양

직 공무원, 재활훈련기관, 노인전문병원, 장애

인종합복지관, 치료감호소, 요양기관, 보건소, 

교육청의 특수교육지원센터, 특수학교, 어린

이집, 장애전담어린이집, 통합어린이집 등

임상병리과

보건의료 생명과학분야를 선도하는 

전문 임상병리사

Professional clinical pathologists who 
lead the field of health, medicine, and 
life science

교육목표

• 질병진단에 필요한 진단의학적 전문지식을 

갖춘 임상병리사 양성

• 채혈사, 감염관리사, 정도관리전문가 특화

교육으로 현장실무능력 향상

• 대학병원 현장실습을 통한 맞춤형 임상병

리 직무기술 습득

취업분야

대학병원, 종합병원, 병의원, 건강관리협회, 

인구보건협회, 산업보건협회, 보건소, 적십자

혈액원, 한마음 혈액원, 전문임상검사센터, 

임상연구소, 산업의학연구소, 검역소, 국·공립 

및 정부출연연구소, 민간기업 연구소, 국립보

건원, 국립과학수사연구소, 보건환경연구원, 

제약회사, 의료기기회사 등

응급구조과

생명 존중과 인간 사랑을 실천하는

응급구조사 양성

Foster emergency medical 
technicians who practice respect 
for life and love for humanity

교육목표

• 전문응급구조에 대한 지식과 실기를 바탕

으로 인간의 존엄성과 생명에 대한 경외심

을 가지고 국가와 지역사회에 필요한 응급

구조사 양성

• 전문인에게 요구되는 성숙한 인격함양과 

봉사정신을 기르고 올바른 직업관 확립을 

위한 인성교육

• 미래지향적이며 지식기반 사회가 요구하는 

지식과 실무능력을 겸비한 창의적인 응급

구조사 양성

취업분야

대학 및 종합병원, 소방공무원, 권역응급의

료센터, 지역응급의료센터, 지역응급의료기

관 및 병원, 해양경찰청, 국립공원관리공단, 

응급환자이송단, 산업체 안전요원, 의무부사

관, 응급처치 강사, 법무부 공무원, 보건직 

공무원 등

Department of  InformatIon
학과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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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teach well! We’ll get a job well!

Dep. of HealtH anD MeDiCal

Dept. of 
Occupational Therapy

Educational goal
•  Help students adapt properly by providing a 

1:1 mentor
•  Foster healthcare professionals who help 

people of different age groups from children 
to the elderly with physical, mental, and social 
problems so that they can live independent 
lives and participate in or return to society 
through occupation.

 
Working area
General hospital, hospital, clinic, caregiver civil 
servant at National Health Insurance Service, 
rehabilitation center, geriatric      hospital, wel-
fare center for the disabled, Institute of Forensic 
Psychiatry Ministry of Justice, medical care 
institution, community health center, special 
education support  center of Ministry of Educa-
tion, special school, day care center, special day 
care center, integrated day care center

Dept. of 
Clinicalm Pathology

Educational goal
•  Foster clinical pathologists with professional 

knowledge in medical diagnosis
•  Improve students’ practical, field-oriented 

skills as phlebotomists, nosocomial infection 
controllers, and quality control professionals

•  Teach customized professional skills required 
in clinical pathology based on field training at 
hospital

 
Working area
University hospital, general hospital, hospital, 
clinic, Korea Association of Health Promotion, 
Planned Population Federation of Korea, Korean 
Industrial Health Association, community 
health center, Korean Redcross Blood Service, 
Unison Blood enter, clinical laboratory, clinical 
research center, industrial medicine research 
center, quarantine station, national/public and 
government-sponsored research center, 
corporate research center, Korea National 
Institute of Health, National Forensic Service, 
Institute of Health Environment, pharmaceutical 
company, medical device company, etc.

Dept. of 
Emerygency Medical Technology

Educational goal
•  Foster emergency medical technicians 
   who, based on their professional knowledge 
and practical skills, provide emergency 
medical services necessary for the country 
and local community, based on respect for 
human dignity and life.

•  Help students develop a mature personality  
   and spirit of service and establish appropriate  
professionalism

•  Foster creative and future-oriented emergency 
medical technicians who have the knowledge 
and practical competence required by the 
knowledge-based society

 
Working area
University and general hospitals, fire-fighting  
officer, regional/local emergency medical 
center, local emergency medical institutions and 
hospitals, Korea Coast Guard, Korea National 
Park Service, emergency patient transport 
service, industrial safety officer, duty sergeant, 
first aid instructor, civil servant at Department of 
Justice, healthcare-related civil servant

Department of  InformatIon
학과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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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행정과

건강한 삶과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추구하는 충북 최초의 보건행정과

The first college department 
of health administration in Chungbuk 
promoting healthy life and high-quality 
medical services

교육목표

• 원무행정, 건강보험 및 병원관련 업무의 

실무능력 배양 ⇒ 병원행정사 양성

• 의무기록 및 데이터관리 실무능력 배양 ⇒ 

의무기록사 양성

• 보건교육 및 보건정책을 수립하는 전문인 

양성 ⇒ 보건교육사 양성

취업분야

종합병원, 각종 병ㆍ의원등에서 의무기록사, 

병원행정사, 의료보험사, 보건직공무원, 보건

교육사, 의료정보업체, 보험심사직

치위생과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교육으로 

치과위생사+ 를 추구하는 명품 치위생과

Foster top-notch dental hygienists 
by providing professional and 
systematic education

교육목표

• 구강질환의 예방을 위한 예방치과 진료자 

양성

• 환자의 질적 만족도를 향상시키기 위한 병

원 관리자 양성

• 건강증진의 교육전문가인 보건교육사 양성

취업분야

치과병의원, 대학병원, 종합병원, 기업체 의무실, 

보건소, 국민보험관리공단, 국군병원, 치과

기자재 관련업체, 치과재료 연구소

치기공과

충북 유일의 치기공과, 

꿈의 전문직을 위한 무한 비상

As the only dental laboratory science 
department in Chungbuk,
we support your dream for becoming         
a professional in the field

교육목표

• 임플란트, 치과교정장치, CAD/CAM을 

이용한 치과보철물 제작 및 상담 전문 

컨설턴트 양성

• 치과보철물 및 구강보건 향상에 기여하는 

치과 보철 전문가인 치과기공사 양성

• 학문과 인격을 겸비하여 국민구강 보건

산업과 국제화시대의 요구에 부응하는 

치과기공사 양성

취업분야

치과기공소, 치과대학병원, 치과재료 연구소, 

치과재료업체, 해외취업 등

Department of  InformatIon
학과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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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p. of HealtH anD MeDiCal

Dept. of 
Dental Hygiene

Educational goal
• Foster preventive dentistry professionals 
  helping prevention of oral diseases
•  Foster hospital managers who improve 
  qualitative satisfaction of patients
•  Foster healthcare educators who promote 

health improvement through education
 
Working area
Dental hospital/clinic, university hospital, 
general hospital, corporate healthcare office, 
community health center, National Health 
Insurance Service, National Army Hospital, 
dental apparatus company, dental material 
research center 

Dept. of 
Dental Technology

Educational goal
•  Foster professional technicians who produce 

dental implant, orthodontic appliance, and 
prosthetic appliance using CAD/CAM, as well 
as professional dental consultants

•  Foster dental laboratory technicians who 
contribute to improvement of prosthesis and 
oral health

•  Foster dental laboratory technicians who meet 
the needs of the national and global oral health 
industries with knowledge and professionalism

 
Working area
Dental laboratory lab, dentistry hospitals, 
dental material lab, dental material supplier, 
overseas jobs

Dept. of 
Medical & Computer 
Health Administration

Educational goal
•  Teach professional skills required for hospital 

administration, health insurance, and other 
hospital-related tasks 

 ⇒ Foster hospital administrators
•  Teach professional skills required for medical 

record and data management 

 ⇒ Foster medical record administrators
•  Foster professionals who establish healthcare 

education and policy 

 ⇒ Foster health education specialists
 
Working area
General hospital, medical record administrator 
at hospital/clinic, hospital administrator, 
medical insurance specialist, healthcare-related 
civil servant, health education specialist, 
medical information company, insurance 
reviewer

Department of  InformatIon
학과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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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이오의료정보과

생명의료정보를 관리하는 BT와 IT가 

융합된 바이오의약품질과학 전문가! 

취업 걱정 뚝!

Foster sought-after specialists in bio 
pharmaceutical quality management 
combining BT and IT and bio medical 
information management

교육목표

• 생명공학과 정보과학의 융합기술을 적용하

여 의료기관 및 제약 회사에서 필요로 하

는 의약 품질보증(QA), 품질관리(QC) 분야, 

유-헬스케어(U-Healthcare) 기반의 의료 

정보서비스 구축 및 소프트웨어를 개발·

관리할 수 있는 창의적 실무인력 양성

• 제약, 의료, 보건과학 분야의 바이오의약 

정보산업 융합기술 지원을 위한 창의적 전

문인력 양성

• 의료기관, 제약회사 등에서 필요로 하는 제

약 공정, 품질관리, 품질보증 및 다양한 생

명 의약정보 분석인력 양성

취업분야

제약회사, 의료기관, 의료 장비회사, 의료 IT

업체 등

의료재활과학과

21세기 재활치료분야의 핵심직종인

‘의지보조기기사’를 취득하여 신체적 

약자를 위해 헌신하고 삶의 질을 향상시킬

‘의료재활 서비스 전문가의 꿈’을 이루어 

드립니다.

We help you realize your dream 
of becoming a medical rehabilitation 
specialist with the ‘orthotist/
prosthetist’ certificate, to help improve 
quality of life of people with physical 
disabilities.

교육목표

• 재활병원 및 요양병원, 종합병원 재활의학

팀의 핵심멤버인 의지보조기기사 양성

• 병원 및 산학연계를 통한 의료재활 서비스 

전문가 양성

• 첨단재활장비 관련 전문가인 보조공학사 

양성

취업분야

대학병원 및 종합병원, 재활병원, 요양병원, 

의료재활 서비스 분야, 첨단의료분야, 보건의

료직공무원

언어재활보청기과

의료·보건계열의 숨은 진주

새로운 유망 직종‘언어재활 + 보청기’

Speech rehabilitation and hearing 
aid are emerging professional fields in 
medical and healthcare industries

교육목표

• 언어장애로부터 원만한 언어활동을 할 수 

있도록 치료 및 교정기술 학습

• 선천적(또는 후천적)인 청각장애를 가진 

장애인들의 치료 및 재활법 학습

• 노인과 소음성 난청환자들의 청력을 검사

하고 분석하는 실무기술 학습

취업분야

종합 및 대학병원의 언어치료실과 청력검사

실, 일반병원의 이비인후과, 언어치료센터, 

언어교정센터, 사회복지관, 언어치료ㆍ재활

분야의 공무원, 특수교사

바이오생명제약과

대기업 제약회사 취업의 관문

Prepare to work for 
major pharmaceuticals

교육목표

• 의약품 및 바이오의약품 제조 NCS 기반 

교육과정 운영을 통한 취업·창업이 우수한 

인재양성

• 글로벌 일반의약품 및 바이오의약품 분야 

GMP/GLP 전문기술인력 양성

취업분야

제약회사, 국공립 연구소 등

Department of  InformatIon
학과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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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p. of HealtH anD MeDiCal

Dept. of
Bio Informatics

Educational goal
•  Foster creative specialists in the field of 
  pharmaceutical quality assurance (QA) 
  and quality control (QC) demanded by medical  
  institutions and pharmaceuticals, 
  and professional developers and managers   
  of medical information services based on  
  U-healthcare
•  Foster creative professionals who can 
  provide bio pharmaceutical and information 
  convergence support in the fields 
  of pharmaceutics, medicine, 
  and healthcare science
•  Foster bio, medical information analysts 
  related to pharmaceutical processes, 
  QA, and QC in medical institutions 
  and pharmaceuticals
 
Working area
•  Pharmaceutical company, medical  institution, 
  medical device company, 
  medical IT company, etc.

Dept. of 
Prosthetics & Orthotics

Educational goal
•  Foster orthotists / prosthetists who are crucial 

members in rehabilitation medicine 
  at rehabilitation hospitals, geriatric care 
  hospitals, and general hospitals
•  Foster medical rehabilitation specialists 

through cooperation with hospitals and 
relevant industries

•  Foster assistive technology professionals 
with knowledge in state-of-art rehabilitation 
equipment

 
Working area
University / general hospital, rehabilitation hospital, 
geriatric care hospital, medical rehabilitation, 
state-of-art medical service, healthcare-related 
civil servant

Dept. of 
Speech Therapy / Hearing Aid

Educational goal
•  Learn therapeutic and corrective techniques to 

help treat language disorder ands and improve 
speech activities

•  Learn treatment and rehabilitation 
  techniques for people with congenital
  (or acquired) hearing impairment
•  Learn professional skills to examine and 

analyze hearing ability of the elderly and 
  noise-induced deafness
 
Working area
Speech therapy and hearing test at general
/ university hospital, ENT, speech therapy 
center, speech clinic, community welfare center, 
civil servants related to speech therapy 
/ rehabilitation, special education teacher

Dept. of 
Biopharmacy

Educational goal
•  Foster pharmaceutical professionals based 
  on the NCS-curriculum related to medicine 
  and bio pharmaceuticals
•  Foster GMP/GLP professionals in global 

general and bio pharmaceutical industries
 
Working area
Pharmaceuticals, national / public research 
center, etc.

Department of  InformatIon
학과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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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도체전자과

•에너지전기과 

•컴퓨터응용기계과 

•자동차과 

•토목과(야간) 

•호텔제과음료과 

과학기술계열

Department 
of Science and 
technology

앞선 
과학기술의 
세상이 
열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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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도체전자과

입학이 대기업 취업으로 연계되는 

취업률 100% 도전 반도체전자과

The Semiconductor Electronics 
division aims at 100% employment rate 
by helping students find a job  at major 
corporations

교육목표

• 반도체, 로봇, 태양전지, 스마트폰 등 반도

체 전자제조 장비운용, 유지보수, 테스트 

전문가 양성

• SK하이닉스, 동부하이텍과 취업약정 협약

• 산학협력선도전문대학육성 및 특성화전문

대학 육성 대상 학과

취업분야

반도체분야, 전자·디스플레이분야, 태양전지

분야 등

에너지전기과

미래의 신직업 신성장동력산업–에너지

Energy is an emerging field 
as a source of future economic growth

교육목표

• 창의적인 실무 능력을 갖춘 에너지·전기 

중심 전문 인력 양성

• 태양광 등 미래 에너지 산업의 주역이 될 

전기 기술 기반 전문 인력 양성

• 대기업/중견기업 중심 생산 장비 운영 및 

유지보수 현장 전문 인력 양성

취업분야

에너지관리공단, 한국전력공사, 전기전자 기술

공무원, 태양광, 전지 및 LED 업체 등

Dept. of 
energy electrical engineering

Educational goal
•  Foster professionals in energy and electrical 

engineering with creative professional skills
•  Foster professionals in electrical engineering 

who will lead the future energy industries such 
as solar power

•  Foster professionals specialized in operation 
and maintenance of manufacturing equipment 
for large /  medium-sized companies

 
Working area
Korea Energy Agency, KEPCO, civil servant 
related to electrical engineering and electronics, 
battery and LED company, etc.

Dept. of 
Semiconductor Electronic 
Engineering

Educational goal
•  Foster professionals in operation, 
   maintenance, and test of semiconductor 
manufacturing equipment  for semiconductor, 
robots, solar cells, and smartphones

•  Employment agreement with SK Hynix 
  and Donbgu Hitek
•  Designated LINC and SCK leading college
 
Working area
Semiconductor, electronics, display,     
solar cell, etc.

Dep. of SCienCe anD teCHnoloG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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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텔제과음료과

호텔제과음료과에서 맛있고 달콤한 

새로운 인생을 시작하세요

Start your new sweet, delicious life 
by studying in the department of Hotel 
Bakery and Beverage

교육목표

• 서비스마인드를 바탕으로 창의성과 실험 

정신을 갖춘 고급 기능 인력 및 산업체 관

리직 인재 양성

• 다양한 기술을 학습한 창의적 역량을 갖춘 

외식 산업 전문기능인 양성

• 사회와 직장 생활영역에서 올바른 인성을 

지닌 인재 양성

취업분야

대형제과회사, 프랜차이즈 제과점, 호텔 제

과파트, 와인 수입회사, 전문 와인바, 소물리

어, 생두 수·출입 업무, 원두 회사, 커피 머

신 수·출입 업무, 호텔 F&G, 커피전문점 바

리스타 등 

컴퓨터응용기계과

SK하이닉스 산학협약, LG화학 산학추천제

로 입학과 동시에 취업의 꿈을 이루는 곳

Industry-academy cooperation 
agreement with SK Hynix 
and industry-academy recommendation 
system with LG Chem help students 
secure jobs while studying

교육목표

• SK하이닉스 반도체장비 주문식교육 실시

• LG화학 전지제조분야 전문기술인 양성

• 삼성전자 반도체장비 전문기술인 양성

취업분야

반도체분야, 자동화분야 설비엔지니어 외, 공

공기관 기계직종 공무원 및 공기업

자동차과

창의성과 품성을 겸비한 자동차기계 

전문기술인 양성

Fostering automobile machinery 
professionals with creativity and dignity

교육목표

• 현대기아자동차 위탁교육 및 산학협동대학 

동시 선정(전국 4개 대학)

• 충북 유일의 한국산업인력공단 인증 자동

차국가 기술자격 시험장 운영

• 자격증의 꽃‘자동차정비기능장’누계 78명 

배출

취업분야

자동차정비검사 및 손해보험 분야, 산업체 설

비유지보수 및 성능시험 분야 등

토목과(야간)

토목분야 기술자격증의 전원 취득 및 

경쟁력을 갖춘 건설기술자의 양성

Fostering qualified and competitive 
civil engineers by ensuring all students 
obtain the civil engineer certificate

교육목표

• 토목공학의 기초이론과 실용적 건설실무지

식의 습득

• 산학협동교육을 통한 실무형 교육과정 운영

• 환경친화적 안목과 건전한 가치관을 가진 

토목기술자의 양성

취업분야

기술직공무원, 정부투자기관, 건설시험소, 건

설회사, 설계·감리회사, 지적측량회사, 안전

진단회사, 건설자재회사, 레미콘회사 등

Department of  InformatIon
학과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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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pt. of 
Food Science for Bakery 
and Beverage

Educational goal
•  Foster creative, experimental service 
  professionals and industrial managers
•  Foster restaurant industry professionals 
  with a wide variety of skills
•  Foster professionals who show dignity 
  in society and workplace
 
Working area
Major confectionery manufacturer, 
franchise bakery, hotel bakery department, 
wine importer, specialized wine bar, sommelier, 
green bean import / export, 
coffee bean company, coffee machine import /
export, hotel F&G, barista, etc.

Dep. of SCienCe anD teCHnoloGY

Dept. of 
Civil Engineering

Educational goal
•  Learn basic theories of civil engineering 
  and acquire professional and practical 
  knowledge in construction
•  Offer field-oriented curriculum through 

industry-academy cooperation
•  Foster civil engineers who have an 
  environmentally-friendly vision and wholesome  
  values
 
Working area
Technical civil servant, government-investment 
agencies, construction laboratory, 
design /supervision firm, cadastral surveying, 
safety inspection firm, construction material 
company, ready-mixed concrete company, etc.

Dept. of 
Computer Applied Mechanical 
Engineering

Educational goal
•  Provide semiconductor equipment 
  education customized for SK Hynix
•  Foster professional technicians in battery 

manufacturing for LG Chem
•  Foster professional technicians in 
  semiconductor equipment manufacturing      
  for Samsung Electronics
  
Working area
Semiconductor, automation system, 
equipment engineering, etc., 
machinery-related civil servants at public 
institutions or public enterprises

Dept.of 
Automotive Engineering

Educational goal
•  Selected for commissioned education and 

industry-academy cooperation by Hyundai Kia 
Motor (as one of total 4 colleges in the country)

•  The only HRDSK-certified institution in Chun-
gbuk offering a test for automotive technician 
qualification

•  Total 78 graduates obtained
  ‘master craftsman motor vehicle 
   maintenance’ license
 
Working area
Car maintenance, car inspection, 
property insurance, industrial equipment 
maintenance and repair, performance test, etc.

Department of  InformatIon
학과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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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경영과(야간)

•복지행정과(야간) 

•사회복지과 

•경찰행정과 

•아동보육청소년과

사회서비스계열

Department 
of Social 
Services

사랑으로 
키우는 
아름다운 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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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행정과(야간)

사랑과 봉사정신을 바탕으로 

미래를 주도할 빛이 되자

Lead the future 
with love and sprit of service

교육목표

• 사회서비스를 위한 창의적 복지행정전문

가 양성

• 수용적 품성을 갖춘 상담심리전문가 양성

• 자원봉사 활성화를 통한 봉사의 생활화

취업분야

사회복지관, 국제구호단체, 노인요양시설, 대

형병원, 건강가정지원센터, 다문화가족지원센

터, 사회복지관, 건강가정지원센터, 다문화가

족지원센터, 국제구호단체, 노인요양시설, 건

강가정지원센터,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창업경영과(야간)

18년의 경험과 노하우를 드립니다. 

청주권 유일의 야간 경영학과

As the only night business 
management course in Cheongju, 
we share our knowledge and 
experience of 18 years

교육목표

• 체계적인 창업교육과 경영관리분야 교육

• 경쟁력있는 비즈니스맨 양성을 위한 세무

회계분야, 컴퓨터활용 교육

• 비즈니스매너, 부동산 상식, 재테크와 경제 

등 비즈니스 교양교육

취업분야

일반기업, 금융기관, 유통업, 서비스업, 창업

지원기관 등 취업과 창업

Dept. of 
Start-up Business & Management

Educational goal
•  Teach systematic startup and management
•  Foster competitive businesspeople based on 

taxation, accounting, and computer education
•  Teach business manners, real estate, asset 

management, and economy

Working area
General company, financial institution, 
distribution industry, service industry, 
startup-support agency, and startup

Dept. of 
Public Welfare Administration

Educational goal
•  Foster creative welfare administrators in 

social service
•  Foster counseling psychology specialists with 

receptive attitude
•  Practice service in daily life by engaging in 

volunteer work

Working area
Social welfare center, international relief 
organization, geriatric care center, 
large hospital, Healthy Family Support Center, 
multicultural family support center
 

Dep. of SoCial SeRViC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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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보육청소년과

아이가 행복한 세상 만들기! 

청소년이 행복한 세상 만들기! 

Create a world where children    
and youths are happy

교육목표

• 아이의 꿈을 키우는 현장 실무중심 보육

교사 양성

• 청소년활동, 보호, 복지 등 청소년현장에

서 청소년 성장을 지원하는 청소년지도자

의 양성

취업분야

보육교사, 초등돌봄교실교사, 유치원 종일반

교사, 아동방과후교사, 육아종합지원센터, 아

동교육문화센터, 청소년수련원, 청소년수련

관, 유스호스텔, 문화의 집, 야영장, 청소년쉼

터, 방과후 아카데미, 청소년기관 및 단체 등

경찰행정과 

국가와 사회발전에 기여하는 경찰행정 

분야의 인재양성

Foster professionals in police      
administration contributing to       
national and social development

교육목표

• 경찰과 관련된 이론과 실무를 통한 현장

교육의 강화

• 공직사회 진출을 위한 공무원시험 관리

제도 운영

• 산학협력 및 2+2연계교육 체결로 더욱 쉬

워진 취업 및 편입학

취업분야

경찰, 소방, 행정직, 군무원, 일반산업체 관리

직, 로펌, 변호사, 법무사, 금융기관, 청원경찰, 

공항경비, 보안업무 등

사회복지과

꿈을 이룰 수 있는 사회복지과! 

사회복지사와 보육교사의 꿈을 동시에 

이루세요

Achieve your dream of becoming 
a social worker and nursery teacher 
at the same time!

교육목표

• 이론과 사무능력을 갖춘 전문 사회복지사 

양성

• 미래 국가 인재를 양성하는 보육교사 양성

취업분야

사회복지공무원, 사회복지관, 자활후견기관, 

자원봉사센터, 재가복지센터, 노인복지시설, 

노인주간보호시설, 재가노인복지센터, 지역아

동센터, 아동복지시설, 건강 가정지원센터, 이

주여성지원센터, 다문화가정지원센터, 보육교

사, 아동방과후교사, 초등돌봄보육교사, 누리

과정보조교사, 교육문화센터 강사

Department of  InformatIon
학과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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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p. of SoCial SeRViCeS

Dept. of 
Child Care and Youth

Educational goal
•  Foster field-oriented nursing teachers 
  who help children grow their dreams
•  Foster youth-leaders who support youths’ 

development through youth activities, 
  protection, and welfare

Working area
Nursing teaher, elementary student caregiver, 
kingergarten teacher, after-school teacher, 
child care support center, child education 
and culture center, youth training center, 
youth hostel, culture house, camping site, 
youth shelter, after-school academy, 
youth-related institutions and organizations, etc.

Dept. of 
Police Administration

Educational goal
•  Reinforce field education through theories 
  and practice related to police
•  Provide civil service examination management 

for students to find a job in the public sector
•  Employment and transfer became easier 

thanks to the industry-academy cooperation 
and 2+2 linked education

 
Working area
Police, firefighting administration, 
military civil worker, general industrial manager, 
law firm, lawyer, judicial scrivener, 
financial institution, security guard, 
airport security, security

Dept. of 
Social Welfare

Educational goal
•  Foster professional social worker 
  with theoretical and practical competence
•  Foster nursery teachers as future national 

human resources

Working area
Social welfare civil servant, social welfare 
center, rehabilitation guardianship agency, 
volunteer work center, domiciliary care center, 
senior welfare center, elderly daycare center, 
domiciliary senior welfare center, 
local child welfare center, immigrant women 
support center, multicultural family support 
center, nursery, after-school teacher, 
elementary school children caregiver, 
Nuri-program assistant teacher, instructor 
at education and culture center

Department of  InformatIon
학과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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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정보부사관과

•정보통신부사관과

부사관계열

Department 
of  
Sergeant

대한민국의 
평화를 지키는

 I’m her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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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통신부사관과

군복무·취업(국가공무원) 동시 해결하자!

Finish the military service and find a job 
(civil servant) at the same time

교육목표

• 전자, 정보통신분야의 기술 부사관

  (육·해·공·해병대·여군)의 지름길

• 육군 및 해병대와 학·군 협약체결 

   - 가산점 부여, 병영체험 실시 등 혜택

• 육군 사전선발제에  의한 1학년 때 부사관  

조기선발 혜택

취업분야

군 통신장비 운용관리 및 네트워크운용관리, 

방송국, 정보통신, 이동통신업체, 육군3사관

학교 진학

건설정보부사관과

가자! 군공무원으로!

학위, 자격증, 장학금, 군복무, 취업을 

동시에 해결

Get a degree, certificate, scholarship, 
job, and finish military service at once!

교육목표

• 국내 최초로 건설관련 학군제휴협약학과

(육군, 해병대 공병 부사관 교육기관)

• 전문학사+자격증+장학금+군복무+취업을 

동시에 해결

• 지형공간정보 및 특수콘크리트 전문인력 

양성

취업분야

육ㆍ해ㆍ공군ㆍ해병대 공병기술부사관, 건설

회사, 육군3사관학교 진학

Dept. of 
National Defense Construction

Educational goal
•  Korea’s first construction-related college 

department to provide military-college joint 
training (army, navy, battalion NCO education 
institution)

•  Get an associate degree + certificate + 
scholarship + job and finish military service 
at once

•  Foster specialists in geospatial information 
and special concrete

 
Working area
Technical sergeant in the army, navy, marine, 
air force, construction firm, further education 
at Korea Army Academy at Yeong-cheon

Dept. of 
Military Electronic 
Info-communication Eng.

Educational goal
•  Shortcut to becoming a technical NCO
  (army, navy, air force, marine, women’s army)  
  in electronics/ICT
•  Military-college cooperation agreement with 

the army and marine corps
  –   benefits including extra points and military 

experience
•  Advantage of being selected an NCO in the 

first year of the program based on the army’s 
pre-selection system

 
Working area
Operation and management of military 
communication and network equipment, 
broadcast stations, mobile operator, 
further education at Korea Army Academy 
at Yeong-cheon

Dep. of SeRGea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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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건강관리과

•태권도외교과 

예체능계열

Department 
of arts 
and physical 
education

미래의 
글로벌 인재를 
양성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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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권도외교과

Global Jump. Global Leader! 

글로벌 태권도 인재양성학과

Global Jump, Global Leader of 
taekwondo professionals

교육목표

• 태권도의 체계적인 학문성과 문화성을 

지닌 지도자 양성

• 이론과 실무를 겸비한 태권도외교지도자 

양성

• 진취적이고 국제적 안목을 갖춘 창의적인 

인재 양성

취업분야

태권도체육관 운영, 태권도코치 및 트레이너, 

실업팀선수, 중등학교 방과 후 실기교사, 심

판, 경찰 및 해양경찰공무원, 각 시·도 태권

도관련 단체임원, 특수경비원, 사설경호원, 체

육관련 연구원, 생활체육지도자, 유아체육지

도자, 레크레이션 지도자

Dept. of Leisure Sports
Educational goal

Educational goal
•  Foster sport and health management experts 

who help improve fitness based on proper 
physical exercise and training and treat 
lifestyle-related diseases by applying scientific 
and systematic programs in the field of sport 
rehabilitation

•  Foster specialized instructors in the field of 
exercise prescription and people with special 
needs

 
Working area
Sport instructor, fitness trainer, exercise 
prescription specialist, exercise prescription 
specialist at hospital and health center, sport 
facility management, etc.

Dept. of Taekwondo Diplomacy

Educational goal
•  Foster taekwondo instructors with systematic 

knowledge and cultural expertise
•  Foster taekwondo diplomacy leaders with 

theoretical and practical competence
•  Foster creative professionals with progressive 

and global visions

 Working area
Taekwondo studio management, taekwondo 
coach and trainer, professional team athlete, 
middle/high school after-school program 
instructor, referee, police and coast guard 
civil servant, municipal / provincial taekwondo 
official, special guard, private security guard, 
sport-related researcher, sport-for-all instructor, 
child sport instructor, recreation instructor

스포츠건강관리과

꿈을 향해 질주하는 스포츠건강관리과!

Achieve your dreams in Sport and 
Health Management

교육목표

• 운동부족 및 성인질환이 급증학고 있는 현

대에 예방의학 분야로 올바른 체력관리를 

통한 건강증진은 물론 스포츠재활 분야로 

체계적이고 과학적인 프로그램 적용을 통

해 성인질환을 치료하는 스포츠건강관리 

분야의 전문가를 양성

• 생활체육의 세부분리 및 영역확대로 인한 

운동처방 및 특수대상자 등 새로운 영역의 

전문지도자 양성

취업분야

종목별 지도자, 체력관련 전문트레이너, 운동

처방사, 병원, 보건소 운동처방사, 재활센터, 

스포츠강사, 체육시설업 운영 등

Dep. of aRtS anD pHYSiCal eDUC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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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학협력단
Industry-Academy Cooperation Center

평생교육원
Life-long Education Centers

청소년수련관
Youth Training Centers

자연학습원
Natural Learning Park

생활체육연수원
Sport-for-all training center

내일이 행복한 대학,

충북보건과학대학교

Tomorrow 
               Univ.CHUNGBUK HEALTH & SCIENCE 

UNIVERSITY

부설기관 / Affiliated institut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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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학협력단은 

대학의 교육목표인

‘ 창의, 품성, 봉사 ’를 실현하기 

위하여 대학이 보유하고 있는 

우수한 연구 인력과 첨단 연구장비 

및 실험기자재를 활용하여 대학과 

산업체간의 산학협력체제 구축, 

상호 협력사업의 활성화를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The Industrial-Academic 
Cooperation Group

The Industry-Academy 
Cooperation Group aims at building 
an industry-academy cooperation 
system and activating mutual 
cooperation businesses by 
utilizing excellent research 
personnel, advanced research 
equipment and experimental 
equipment of the university in 
order to realize ‘creativity, character, 
and service’, the educational goal 
of the university.

Affiliated  institutions
부설기관

산학협력단

I 주요 추진사업 I

산학협력단은 주요사업으로 기업의 재직자 교육, 안전보건통합교육 등의 인력양성사업,

창업보육사업, 연구개발사업 등을 운영하고 있다.

국가인적자원개발

컨소시엄

중소기업 재직근로자의 직업능력 개발을 위한 연계 컨소시엄 사업으로 직무능력 

향상 훈련에 소요되는 비용을 지원하는 직업훈련제도

일학습병행제

듀얼공동훈련센터

중소기업의 신입사원을 학습근로자로 전환하여 기업단위 NCS기반 자격프로그램을 

개발, 현장과 현장외 훈련을 통해 일과 학습을 병행하는 제도

창업보육사업 산학공동연구개발 및 기술지원과 산·학·연·관 상호협력을 통한 기술 집약형 

산업체를 발굴 육성하고, 창업교육 및 창업동아리 지원을 통한 창업역량을 강화

산학공동 연구과제 산·학이 기술 개발에 필요한 인적ㆍ물적 인프라를 공유하고, 연구활동을 지원함

으로써 기업의 애로기술 해결을 통한 경쟁력 제고

I 연구소 및 센터 소개 I

충북직업능력개발원 가족회사의 학습근로자 및 재직근로자의 직무능력 향상을 위한 교육프로그램
을 개발, 운영

보건환경산업연구소 의용소재·전자의료기기·의료정보 분야에 대한 산학공동의 신기술 개발, 상품화 
연구, 제품 특성 평가 및 분석 업무 등 지원

바이오의약연구소 유전자치료기술 개발 및 유전자치료제 제품화 지원, 제약 및 바이오산업분야 산업
체인력 및 재학생 대상 GMP 교육과정 운영지원

창업보육센터 예비창업자와 초기창업자에게 성공창업을 위한 인큐베이팅(공간, 기술개발, 경
영컨설팅, 상품화, 마케팅, 지식재산권 등) 지원

자동차기술교육센터 자동차 정비분야 재직자 교육과 학과 교육과정과 연계된 실무교육 기회를 제공

중소기업산학협력센터 중소기업의 현장 애로기술 해결을 지원하기 위하여 대학 및 연구기관의 기술개발, 
기술지원 전문인프라 및 유관기관 연계 지원

안전보건통합센터 국가적인 안전 및 보건에 대한 의식을 제고하고 청년취업자의 실용적인 예방 및 
안전관리 능력 배양

I ReseaRch InstItutes and centeRs I
Chungbuk Research Institute for 
Vocational Education & Training

Develop and offer educational programs for learning workers and general workers 
at family businesses to improve professional abilities

Health and Environment 
Research Center

Support industry-academy joint development, commercialization, evaluation, 
and analysis of new technologies for biomedical materials, electronic medical 
equipment, and medical information

Bio Medical Research 
Center

Support for development and commercialization of gene therapy technology 
and medicine, and for GMP curriculum for bio-industry employees and students

Business incubation 
Center

Support incubating of prospective or new startups (space, technological development, 
management consulting, commercialization, marketing, intellectual property right, etc.)

Automotive technical 
training Center

Provide field-oriented training for automotive maintenance workers and students

SMB Industry-Academy 
Center

Support for technology development by university and research institutions 
and link to relevant professional infrastructure and organizations to help small 
and medium businesses resolve technical problems

Safety and Healthy 
Center

Improve national awareness related to safety and health, and practical prevention 
and safety management skills of young professionals

I MajoR pRojects I
Consortium for HRD Ability 
Magnified Program

Consortium aiming to help small and medium business employees develop 
professional competence, by sponsoring relevant costs

Work-Study Dual 
Training Center

Program that allows new recruits at SMBs to study and work at the same time through 
NCS-based qualification programs and field and out-of-field trainings

Business Incubation Program aiming to discover technology-intensive businesses based on industry-academy 
joint research, technical support, and industry -academy - research - government 
cooperation, and support startup education and clubs

Industry-academy joint 
research

Share human and material infrastructure for industrial and academic technology 
development and support research activities to reinforce business competitivene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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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꿈이 있어 인생은 즐겁습니다. 

당신의 평생 꿈을 도와드립니다 ’

평생교육원은 

대학의 전문적인 인적 / 물적 자원을 

통하여 다양하고 전문적인 평생교육 

프로그램을 실시, 지역주민을 위한 

평생학습체제를 구축하고 지역사회의 

복지증진과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Life-long Education 
Centers

Life is pleasant because there 
is a dream. We support your 
lifelong dream.
Lifelong Education Institute 
implements various professional 
lifelong education programs through 
professional human/material 
support of the university, 
establishes lifelong learning 
systems for people in the 
community, and makes efforts to 
contribute to welfare and the 
quality of life of the community.

Affiliated  institutions
부설기관

평생교육원

학점은행제

고등학교 졸업 이상의 학력을 가진 사람이 정규대학을 입학하지 않고도 학위를 취득할 수 있는 

제도

성인교육

지역주민의 교육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개설 운영

주문식교육

산업체 재직근로자 직무능력 향상 및 주문형 교육과정의 직업교육과 교원을 대상으로 실시되는 

교원직무연수와 프로그램 개발 운영

민간자격증

우리 대학 주관으로 시행되는 자격증 과정으로 검정 기준, 검정 과목, 응시자격 등 검정 수준을 국가

에서 공인받아 운영

Credit Bank System
A system that allows people with a high school diploma to obtain a degree without going to an 
official college/university.

Adult education
Offer various programs to fulfill educational needs of local residents. 

Personalized education
Offer personalized vocational education to help industrial professionals to improve job skills, 
and programs linked to teachers’ job training. 

Private certification
Organized by CHSU, the certification program has been certified regarding its criteria,      
subjects, and qualification, by the govern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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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역 청소년의 

놀이터+문화터+쉼터+만남의 터

Youth Training 
Centers

Playground +cultural place + 
resting place + place to meet 
for the youth in Cheongju

Affiliated  institutions
부설기관

청소년수련관

Youth Management 
Committee

Propose youths’ autonomous and voluntary opinions and policy ideas.

Free semester system 
for middle schools

Registered as a career experience support network (Kkumgil), the organization 
offers career exploration and planning programs customized for students needs 
through school (student) matching.

Career volunteer 
club union Wi-Fi

Offer education, experience, and volunteer activities, focused on career and 
vocational experiences.

Youth after-school 
academy

Offer integrated programs including cognitive training, leisure activities, 
personality education, etc. for youths of low-income or working parents families 
(to reduce gaps between social classes through various welfare services, 
following the 5-schoolday/week system)

The Duke of 
Edinburgh's 
International Award

Help the youth aged between 14 and 25 regularly practice four selected areas 
(self-development, physical training, volunteer work, adventure activities) and 
promote healthy self-growth

Patriotism Promotion 
Program

Patriotism promotion program selected by Ministry of Patriots & Veterans Affairs, 
providing lectures on historical patriots and field trip to historical sites where 
participants engage in volunteer cleaning activity.

Support for youth 
with disabilities

Step-by-step sociability improvement program (for youths with disabilities to 
develop sociability and independence based on external resources).

청소년운영위원회 청소년기 관의 대표 청소년들로서 주체적이고 자발적인 청소년들의 의견  제시 
및 정책 제언

중학교 자유학기제 진로체험지원전산망(꿈길) 체험 기관으로 등록하여 학교(학생) 매칭을 통한 학생 
맞춤형 진로탐색·설계 프로그램 지원

진로봉사동아리연합
Wi-Fi

동아리 활동과 진로 및 직업체험이 함께 이루어 질 수 있도록 교육 및 체험, 봉사 
활동이 동시에 이루어짐

청소년방과후
아카데미

맞벌이, 저소득층 가정의 청소년을 대상으로 방과 후 인지교육, 여가활동, 인성교
육 등 통합 프로그램 운영(주 5일 수업(토요 휴업일)시행에 따른 다양한 복지적 서
비스를 제공하여 계층 간 격차를 완화하고 사회 통합을 지원)

국제청소년
성취포상제도

만 14세∼25세의 청소년들이 자발적으로 계획한 4개 영역(자기개발, 신체단련, 봉
사활동, 모험활동)을 정기적으로 실시함으로써 건강한 자기성장을 지원함

나라사랑보훈
프로그램

국가보훈처 공모 선정 사업으로 호국인물에 대한 이론강의 사적 유적지를 탐방하
고 정화 활동을 하는 교육과 봉사를 겸비한 나라사랑실천프로그램

장애청소년지원
프로그램

사회성증진 프로그램(장애청소년 대상 지원 프로그램으로 장애청소년의 사회성 
증진과 자립심 향상을 위한 단계적 프로그램으로 진행하며 장애 청소년 관련 외
부 자원을 활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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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연학습원은 

청소년의 ‘마음치유’ 를 추구하는 

힐링의 학습원, 청소년의 ‘꿈과 끼’를 

만들어주는 꿈의 학습원, 

지역사회와 더불어 ‘행복’ 을 나누는 

나눔의 학습원으로 

‘건강한 청소년과 행복한 충북도민’을 

위한 행복지원센터로서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Healing learning center to heal the mind of the youths
Through various specialized programs and facilities as well as beautiful nature, the center support 
the youths in growing as wholesome and happy people by sharing friendship, care, and passion 
with other youths.

Dreaming learning center to help develop dreams and talents of the youths
The center offers opportunities for the youths to develop determination and hope through training 
activities.

Sharing learning center to share happiness with the local community
The center offers integrated training activities using the history and culture of the college and region, 
to create a happy community where the youths and older generation communicate with each other.

Natural Learning Park

Natural Learning Park fulfills its role 
as a happiness support center for 
Chungbuk residents and youths, 
as a learning park that promotes 
mental and psychological healing 
of the youths, helping youths grow 
their dreams and talents, and sharing 
happiness with the local community.

Affiliated  institutions
부설기관

자연학습원

청소년의 ‘마음치유’를 추구하는 힐링(Healing)의 학습원

몸과 마음의 여유가 부족한 현대 청소년들에게 수려한 자연환경과 특화된 시설, 전문화된 다양한 

프로그램운영을 통해 학우들과 함께 우정·다정·열정을 나누며, 건전하고 행복한 청소년으로 성장할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 제공

청소년의 ‘꿈과 끼’를 만들어 주는 꿈(Dreaming)의 학습원

수련활동을 통해 호연지기를 기르고 건강한 신체와 마음을 만들어 가치 있는 미래의 꿈과 희망을 

갖고 건강한 청소년으로 성장할 수 있는 기회 부여

지역사회와 더불어 ‘행복’을 나누는 나눔(Sharing)의 학습원

대학 및 지역의 역사와 문화를 활용한 복합 수련활동을 통해 지역사회에 봉사하는 청소년, 세대 간 

함께하는 소통을 통하여 행복한 세상 만들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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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 프로그램 내      용

학교단체 수련활동 학교단체를 대상으로 환경, 인성, 행복을 주제로 2박3일 활동 캠프 연 중

청소년 리더십 캠프 학교단체 간부학생을 대상으로 1박2일 리더십 함양 캠프 연 중

장애인 사회적응훈련 캠프 발달 장애인 대상으로 환경을 통한 사회적응 훈련 캠프 연 3회

찾아가는 청소년 수련활동 찾아가는 청소년 환경교육 연 8회

청소년자원봉사활동 ‘한울’ 청소년들이 자발적으로 하는 봉사활동 동아리 ‘한울’ 연 중

노인 치매 예방 교실 충북지역 노인을 대상으로 환경과 재활, 낙상·치매 예방 등 노인치매예방 교실 연 8회

국제청소년성취포상제 국제청소년성취포상제 (탐험활동) 연 4회

청소년녹색사관학교 초등학생, 중학생 대상의 청소년 환경교육 프로그램 연 12회

어린이생태탐사단 초등학생 저학년 대상의 생태 탐사 프로그램 연 12회

청소년 안전 교육 캠프 청소년을 대상으로 재난·응급 상황 시 대처법을 배우는 캠프 연 12회

행복 가족 캠프 환경교육과 공동체 놀이를 통해 가족 간 행복 지수를 높이는 캠프 연 2회

청소년진로직업 캠프 학교단체, 일반청소년의 대상으로 내 꿈을 알고 내 미래를 그리는 진로 직업 캠프 연 중

자유학기제 지원 사업 학교단체 자유학기제 지원 사업 연 중

도민 환경 교육 충북도민을 대상으로 환경 교육 사업 연 중

대학생 자원봉사가(환경지도사) 
교육 지원

대학생을 대상으로 환경 교육 사업 연 4회

유아 숲 체험(누리관정) 교실 유아대상 숲 체험 및 환경 교육 프로그램 연 4회

다문화 청소년 지원 사업 다문화 청소년 대상으로 환경과 인성 문화를 주제로한 교육 프로그램 연 2회

Program Content

School group trainings 3-day camp for school groups, focusing on environment, humanity, and happiness

Youth leadership camp 2-day leadership camp for student leaders

Social adaptation training camp 
for people with disabilities Social adaptation training camp for people with developmental disorders

Visiting Youth activities Visiting environmental education for the youths

Youth volunteer group ‘Hanwul’ Hanwul is a youth volunteer group

Dementia prevention course Dementia prevention course for the senior citizens in Chungbuk, regarding rehabilitation,
and fall and dementia prevention

The Duke of Edinburgh's 
International Award The Duke of Edinburgh's International Award (exploration activities)

Youth Green Academy Youth environmental education program for elementary and middle school students

Children ecology explorers Ecology exploration program for lower-grade elementary school students

Youth safety education camp At the camp, youths learn how to respond to disaster and emergency sitautions

Happy Family Camp Aiming to increase happiness among family members based on environmental education
and group activities

Youths career camp Career camp for school groups and general youths to help them discover their dreams and
plan for future caree

Support free semester system Support free semester system

Environmental education 
for residents Environmental education for Chungbuk residents

Support for educating college 
volunteers (environment instructors Environmental education program for college students

(Nuri program) Experience 
the forest classroom Forest experience and environmental education for children

Support for multicultural youths Environment and humanity education program for multicultural yout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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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주민들에게 

건전한 여가활동의 기회와 다양한 

생활체육 프로그램을 보급하여 

지역주민들의 문화적 생활수준을 

증진시키고 건강한 신체활동 및 

수영 활동을 통해 생활체육의 

정착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Sport-for-all 
training center

The center offers opportunities 
for wholesome leisure activities 
and various sport-for-all programs 
to local residents, to help raise the 
level of cultural life and health and 
establish sport-for-all in the local 
community

auxiliary organ
부설기관

생활체육연수원 운영 프로그램 내      용

생활
체육
과정

수영, 아쿠아로빅,
스피닝

청소년기관의 대표 청소년들로서 주체적이고 자발적인 청소년들의 
의견  제시 및 정책 제언

연중
에어로빅, 요가 성인들의 체력향상과 건강증진을 위하여 지속적인 프로그램 운영

헬스, GX 운동처방과 병행하여 종합적인 신체활동 프로그램으로 운영

방학특강
방학기간을 통하여 건전한 여가활동 및 체력증진에 도움을 주고, 
안전사고에 대처할 수 있는 능력배양

연2회

위탁
교육
사업

교원직무연수
도교육청 및 단재교육연수원과 연계하여 교사들의 체력향상과 
직무에 관한 교육 실시

연2회

교원안전요원연수
도교육청과 연계하여 안전사고 예방 및 안전사고 발생 시 교원들의 
대처 능력 교육실시

연2회

노인운동
지자체와 연계하여 지역 노인들의 건강증진을 위하여 노인의 
체력과 정서에 맞는 운동 실시

연2회

지원
사업

무료수영
노인, 장애인, 소년소녀가장, 저소득층자녀를 대상으로 무료수영
을 실시하여 이미지 쇄신

연4회

주부윷놀이대회
윷놀이를 통하여 친목을 도모하고 프로그램의 참여도를 높여 중점
사업목표 달성

연1회

노인문화축제 소외된 불우한 노인들을 초청하여 경로효친사상 고취 연1회

생활체육수영대회 회원들에게 갈고 닦은 기량을 펼칠 수 있는 기회 제공 연1회

Program Content

Sport for

All  Programs

Swimming, aquarobic, 
spinning

Healthy, stress-relieving leisure activities for all residents from children 
to the senior citizens

Aerobics, yoga Continuous program to help adults improve physical fitness and health

Health, gx Comprehensive physical activity program accompanied by exercise 
prescription

Special program for 
school vacations

Wholesome and healthy leisure activities during school vacations 
and instruction to respond to safety-related accidents

Commissioned 
Education

Teachers’ job training
Teachers’ training in fitness and professional skills, 
offered in association with the provincial office of education and 
Danjae Education Training Institute

Teachers’ safety training Teachers training in preventing and responding to safety-related 
accidents, offered in association with the provincial office of education

Senior Exercise Exercise suited to fitness and emotional health of the elderly, to promote 
health of local senior citizens in association with the local government

Support 
project

Free swimming lessons Free swimming lessons for senior citizens, disabled people, 
youth breadwinners, and children of low-income family

Housewife Yutnori Game Yutnori game to promote friendship and community participation of local 
residents

Senior culture festival Festival inviting isolated, underprivileged senior citizens to promote 
respect for the elderly

Sport-for-all swimming 
competition Opportunity for members to show their competitiveness in swimm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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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rganization 

Chart

/ 대학기구표

교 학 처

교무지원실

•교무과

•NCS지원센터

   - NCS지원과

•교수학습지원센터

   - 교수학습과

•전산센터

   - 전산과

•원격학습지원센터

학생복지실

•학생과

•학생상담센터

•품성교육센터

•장애다문화학생   

  지원센터

•보건실

•덕암학사

•예비군대대

•도서관

입학실

•입학과

•취업창업지원센터

   - 취업실습과

•현장실습지원센터

•평생교육과

•  자유학기제·진로

   직업체험교육센터

•기획평가과

•특성화정책과

취업창업지원처 평생교육원기  획  처

부 총 장

특성화사업단

NCS거점센터

LINC사업단

창업교육센터

제 위원회

총  장 명예총장

산학협력단

•산학협력과

   - 산학협력계

•안전보건교육센터

•충북직업능력개발원

•창업보육센터

•센터/연구소

행정지원실

   •총무과

      - 산학협력계

   •시설과

대학신문방송사

홍보실

•언론지원과
•국제교류과

2016. 9. 1.



❶ 취·창업맞춤형통합교육_ 대통령 방문

❷ 청년 취업·창업의 날

❸ 청청청 페스티벌_청년희망콘서트

❹ 한국을 빛낸 창조경영대상 수상

❺ 청청청 페스티벌_ 청년버스

❻ 지역기관과의 각종 MOU협약

Campus  

life
캠퍼스 라이프

❶ ❷

❸

❻❺❹

42 



Campus 

Close Up
캠퍼스 클로즈업

spring 
Summer 

Fall 
Wint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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