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19학년도 전주대학교

수시 학생부종합전형 안내

문화융합대학 수시 학생부종합전형 학과소개자료

문화융합대학 인재상 창조적예술인재형
문화예술 및 인문사회학적 지식과 소양을 기반으로 정보기술에 

대한 예술적 상상력과 창의력을 갖춘 인재

학과명 학과 소개(강점)
2019학년도 수시 
학생부종합전형 

모집 여부

게임콘텐츠학과

★  게임콘텐츠학과는 미래의 게임콘텐츠 산업을 이끌어갈 창의적이고 실무에 강한 

인재 양성을 목표로 하고 게임제작 실무에 필요한 게임기획, 게임프로그래밍, 

게임그래픽 분야 국가자격 등 취득과 세계적인 게임엔진(Unity, Unrel)을 

배웁니다.

○

스마트미디어학과

★  스마트미디어학과는 창의적 사고와 소프트웨어적 사고를 통한 프로그래밍 

지식기반 ICT기술에 대한 지식을 쌓으며 실제 프로젝트를 진행하며 의사 소통 

태도 및 문제해결 태도를 증진합니다.

○

경기지도

학과

축구

전공
★  경기지도학과는 세부 전공에 관련된 기본적인 실기능력과 실무에 필요한 

교육과 자격증 취득을 하고 이를 통해 현장실습, 국내·외 인턴쉽을 통하여 

전공분야에서의 우수한 전문 인력을 육성하여 전공분야에 따른 진출 능력을 

배양하는데 목표를 둡니다.

×

태권도

전공
×

공연방송연기학과

★  공연방송연기학과는 <연기>, <기술>, <방송미디어>로 세분화된 전공트랙을 운영 

하며, 연극영화(중등)정교사(2급) 교직과정 및 문화예술교육사 2급 (교수역량 

교과목) 교육과정을 운영합니다. 또한, 연중 5편 이상의 작품 제작 및 국내외 

단체의 산학협력 공연 참여기회를 제공 (1학년 1학기부터 작품 실기제작 투입)

합니다.

○

산업디자인학과

★  산업디자인학과는 2018학년 교육부에서 선정한 4차 산업혁명 혁신선도 

대학의 참여 학과로서 실무중심의 혁신적 전문디자인 교육과정을 제공합니다. 

또한 2016년 교육부 대학특성화사업(CK사업)에 선정되어 전통 문화기반의 

산업디자이너 양성 전문 기관으로서 3년간 교육비 9억원을 지원 받았습니다.

×

생활체육학과

★  생활체육학과는 이론과 실기가 적절히 조화된 수준 높고 체계적인 교과과정 

으로 보다 과학적이고 체계적인 사고방식과 이론을 바탕으로 실천적인 스포츠 

지도방법과 전문적 지도능력을 갖춘 생활체육지도자를 양성합니다.

×

시각디자인학과
★  시각디자인학과는 감성과 예술성이 필요한 파인아트 영역에서부터 산업의 

이해를 필요로 하는 논리적인 영역까지 매우 다양한 분야의 학습이 가능 합니다.
○

영화방송학과

★  영화방송학과는 첨단 영상 제작 환경과 우수한 교수진을 보유한 영화 방송 전문 

교육학과로 영상 제작 이론과 기술습득에 중점을 둔 균형 있는 영화 방송 전문 

인재를 양성하고 있습니다.

○

예술심리치료학과

★  예술심리치료학과는 예술치료 전문가를 양성하는 과정으로 사람을 아끼고 

사랑하는 자세를 가진 예술심리치료 분야의 전문가 양성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본 학과의 교과과정과 임상훈련과정을 마치면 예술심리치료사, 

음악치료사, 미술치료사 등의 자격증 취득이 가능합니다.

○

음악학과

관현악

전공

★  관현악전공은 연주가, 음악교육가 및 음악경영자를 육성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이를 위해 매년 추계정기연주회, 협주곡의 밤, 현악합주, 관악합주 연주는 물론 

클나무 오케스트라와의 MOU체결로 학생들이 전문연주자 들과 함께 연주 

함으로서 실무능력 강화와 개인팀 프로젝트, 캡스톤 디자인을 통하여 음악 

경영자로서 경험을 쌓을 수 있도록 심도 있는 교육을 지향하고 있습니다.

×

피아노

전공

★  피아노전공은 피아노전공 학생들의 연주기회가 많고, 학생들과 교수님들의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개인(팀)프로젝트, 캡스톤 디자인). 또한 

학생들이 졸업 후 취업을 할 수 있게 음악창업, 음악경영, 우쿠렐레 자격증 

강의를 개설하여 진행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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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게임콘텐츠학과

★ 2017학년도, 2018학년도 입시결과 자료

 • 본 자료로는 합격 여부를 판단할 수 없으며, 참고자료로만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 학생부종합전형은 서류(학교생활기록부, 자기소개서)의 모든 내용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평가하기 때문에 내신 성적만으로 합격 가능여부를 예측할 수 없습니다.

전형유형 전형명
2018학년도 최종등록자 기준 2017학년도 최종등록자 기준

경쟁률 평균 80% CUT 최저 경쟁률 평균 80% CUT 최저

학생부종합 일반학생 5.20:1 5.8 6.6 7.2 3.12:1 6.1 7.0 7.7

※ 최종등록자 기준이란 합격자 중 등록한 자(충원합격자 포함)를 의미합니다.

※ 성적 산출 방법(기본점수 및 실질 반영점수)은 학생부 1,000점=기본점수 700점+실질 반영점수 300점입니다.

★ 2019학년도 전형유형별 모집인원 및 전형방법

•서류평가는 학교생활기록부(교과 및 비교과) 및 자기소개서를 중심으로 인성, 적성, 잠재력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합니다(9page 참조).

•면접평가는 학교생활기록부와 자기소개서를 토대로 개별면접 문제를 기본 면접 질문으로 활용하여 평가합니다(10page 참조).

전형유형 전형명 모집인원(명) 전형방법 수능최저학력 기준

학생부종합
일반학생 20 •1단계(5배수): 서류 100%

•2단계: 1단계 성적 70%+면접 30%

   ※ 1단계 선발 시 동점자는 전원 선발

없음
고른기회대상자 1

★ 2019학년도 전형유형별 지원자격 및 제출서류

•고교 이수계열(문과, 이과)과 구분 없이 교차지원 가능합니다.

•고른기회대상자전형(국가보훈대상자)으로 원서접수 할 경우 전형료는 면제 됩니다(단, 원서접수 수수료는 제외).

전형유형 전형명 지원자격 제출서류

학생부종합

일반학생
•국내 고등학교 졸업(예정)자

   ※ 검정고시 출신자, 외국의 고등학교 과정 이수자 등 학교생활기록부가 없는 자는 지원할 수 없음

① 학교생활기록부

② 자기소개서

※  고른기회대상자전형 

으로 지원하는 경우 

지원자격 확인을 위한 

추가 증빙서류를 구비 

하여 제출해야 합니다 

(2019학년도 수시모집

요강 참조).

고른기회

대상자

• 고등학교 졸업(예정)자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된 자 중 아래의 자격요건 

중 하나에 해당하는 자

자격요건

1. 국가보훈대상자
국가보훈 기본법 제3조 제2호의 국가보훈대상자로서 국가보훈관계 법령에 

따른 교육지원 대상자

2. 만학도 2018.1.1.기준 만 25세 이상인 자(1993.1.1. 이전 출생자)

3. 서해5도 학생

서해5도 지역(백령도, 대청도, 소청도, 연평도, 소연평도와 인근 해역)에 

소재하는 국내 정규 고등학교 졸업(예정)자로서 지원 자격 중 1개 이상에 

해당하는 자(8page 참조)

•  자기소개서는 한국대학교육협의회가 정한 3개 공통문항만을 활용하며, 인터넷 원서접수 시 해당 사이트에서 입력해야 합니다(우편 혹은 

방문제출은 허용치 않음).

• 고른기회대상자전형 지원자 중 검정고시 출신자나 외국 고등학교 출신자에 한하여 학교생활기록부를 대신하는 활동서류 목록표(본교 소정 

양식, 전주대학교 입학홈페이지에서 다운 받아 작성)와 관련 증빙서류(A4, 20매 이내)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Noti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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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ept. of Game Contents

 진로방향(취업)

 교육 과정

 학과와 어울리는 적성

 고등학생 대상 전공탐색 및 대입정보 제공 프로그램 안내

학과 인재상

국내외 게임 산업이

요구하는 산업 맞춤형

창의적 인재

설립연도

재학생 비율
남자 62.1%, 여자 37.9%

(2017.10.1., 재학생 기준)
홈페이지 http://www.jj.ac.kr/game

취업률
36.1%

(2016.12.31., 2016년도 졸업자 기준)
전화번호 063-220-3181

•학교생활 내 규칙을 준수하고, 교내모임을 조직하고 갈등을 적극적으로 해결하려고 나서는 자

•전공교과목 이수, 게임콘텐츠학과 관련 활동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참여하려는 자

•자신이 원하는 바를 적극적으로 탐색하고 새로운 관점을 수용하는 자세를 갖고 있는 자

•게임 산업에 대하여 이해도가 높으며 체험을 해본 자

학년 전공필수 과목 전공선택 과목

1학년 게임기초프로젝트 스토리텔링

2학년 - 아이디어발상

3학년 게임프로젝트(캡스톤디자인) 게임기획실무(캡스톤디자인)

4학년 졸업작품프로젝트(캡스톤디자인) 게임품질관리

  교육과정 이수기준표(2018학년도 재학생 기준)

구분 채플 교양필수 학문기초
전공

졸업학점
전필 전선 심화 계

이수기준 4회 25 6 12 24 24 60 130

분야 직무 취득가능 자격증

게임산업

게임기획자

게임국가기술자격증게임프로그래머

2D/3D 그래픽전문가

IT관련개발 업체 및 연구소 -

장소 프로그램명 주제 및 소개 시기(예정) 신청방법 문의

대학 내

학과체험의 날 게임제작의 이해와 VR콘텐츠 체험

2018.5.26.(토) ①  전주대 중·고교연계 프로그램 사이트 

접속(http://jjprogram.jj.ac.kr/)

② 로그인

③ 해당 프로그램 선택

④ 신청(학생 개별 신청)

063-220-32372018.6.23.(토)

2018.7.28.(토)

전주대 진로진학 

박람회

진로탐색, 학과 상담, 학과 체험, 입시 

상담, 전형체험 등 운영
2018.8월

추후 전주대 입학처 홈페이지

(http://iphak.jj.ac.kr) 공지사항 참조
063-220-3289

고교 내

JJ입시설명회 학생부종합전형의 이해 2018.4월~8월 ①  전주대 중·고교연계 프로그램 사이트 

접속(http://jjprogram.jj.ac.kr/)

② 로그인

③ 해당 프로그램 선택

④ 신청(교사 개별 신청)

063-220-3275

JJ직업특강 게임제작자: 게임제작자와 스토리텔링

2018.5월~12월 063-220-3224
JJ교양특강

사회과학, 인문학, 자연과학, 진로 기초 

교양 특강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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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마트미디어학과

★ 2017학년도, 2018학년도 입시결과 자료

 • 본 자료로는 합격 여부를 판단할 수 없으며, 참고자료로만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 학생부종합전형은 서류(학교생활기록부, 자기소개서)의 모든 내용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평가하기 때문에 내신 성적만으로 합격 가능여부를 예측할 수 없습니다.

전형유형 전형명
2018학년도 최종등록자 기준 2017학년도 최종등록자 기준

경쟁률 평균 80% CUT 최저 경쟁률 평균 80% CUT 최저

학생부종합
일반학생 3.27:1 6.6 7.2 7.5 5.00:1 6.4 6.8 7.2

창업인재 2.50:1 6.8 7.0 7.1 - - - -

※ 최종등록자 기준이란 합격자 중 등록한 자(충원합격자 포함)를 의미합니다.

※ 성적 산출 방법(기본점수 및 실질 반영점수)은 학생부 1,000점=기본점수 700점+실질 반영점수 300점입니다.

★ 2019학년도 전형유형별 모집인원 및 전형방법

•서류평가는 학교생활기록부(교과 및 비교과) 및 자기소개서를 중심으로 인성, 적성, 잠재력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합니다(9page 참조).

•면접평가는 학교생활기록부와 자기소개서를 토대로 개별면접 문제를 기본 면접 질문으로 활용하여 평가합니다(10page 참조).

전형유형 전형명 모집인원(명) 전형방법 수능최저학력 기준

학생부종합

일반학생 15 •1단계(5배수): 서류 100%

•2단계: 1단계 성적 70%+면접 30%

   ※ 1단계 선발 시 동점자는 전원 선발
없음

창업인재 2

고른기회대상자 1

기회균형선발 2 •서류 100%

★ 2019학년도 전형유형별 지원자격 및 제출서류

•고교 이수계열(문과, 이과)과 구분 없이 교차지원 가능합니다.

•고른기회대상자전형(국가보훈대상자)과 기회균형선발전형으로 원서접수 할 경우 전형료는 면제 됩니다(단, 원서접수 수수료는 제외).

전형유형 전형명 지원자격 제출서류

학생부종합

일반학생
•국내 고등학교 졸업(예정)자

   ※ 검정고시 출신자, 외국의 고등학교 과정 이수자 등 학교생활기록부가 없는 자는 지원할 수 없음

① 학교생활기록부

② 자기소개서

※  고른기회대상자전형, 

기회균형선발전형으로

지원하는 경우 지원자격

확인을 위한 추가 증빙

서류를 구비하여 제출 

해야 합니다(2019학년도

수시모집요강 참조).

창업인재
•국내 고등학교 졸업(예정)자 중 창업에 관심 있는 자

   ※ 검정고시 출신자, 외국의 고등학교 과정 이수자 등 학교생활기록부가 없는 자는 지원할 수 없음

고른기회

대상자

• 고등학교 졸업(예정)자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된 자 중 아래의 자격요건 

중 하나에 해당하는 자

자격요건

1. 국가보훈대상자
국가보훈 기본법 제3조 제2호의 국가보훈대상자로서 국가보훈관계 법령에 
따른 교육지원 대상자

2. 만학도 2018.1.1.기준 만 25세 이상인 자(1993.1.1. 이전 출생자)

3. 서해5도 학생
서해5도 지역(백령도, 대청도, 소청도, 연평도, 소연평도와 인근 해역)에 
소재하는 국내 정규 고등학교 졸업(예정)자로서 지원 자격 중 1개 이상에 
해당하는 자(8page 참조)

기회균형

선발

• 고등학교 졸업(예정)자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된 자 중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 제1호(수급권자), 제2호(수급자), 제10호(차상위계층)에 의한 대상자, “한부모 

가족지원법”제5조 또는 제5조의 2에 따른 지원대상자

   ※  대상: 기초생활수급자(생계, 의료, 주거, 교육급여), 차상위 건강 보험 본인부담 경감 사업 대상자, 

차상위 장애수당 사업 대상자, 차상위 장애인 연금 부가급여 사업 대상자, 차상위 자활급여 사업 대상자, 

한부모가정 지원 사업 대상자, 차상위계층 확인서 발급 사업 대상자(구 우선 돌봄 차상위 사업)

•  자기소개서는 한국대학교육협의회가 정한 3개 공통문항만을 활용하며, 인터넷 원서접수 시 해당 사이트에서 입력해야 합니다(우편 혹은 

방문제출은 허용치 않음).

• 고른기회대상자전형, 기회균형선발전형 지원자 중 검정고시 출신자나 외국 고등학교 출신자에 한하여 학교생활기록부를 대신하는 활동 

서류 목록표(본교 소정 양식, 전주대학교 입학홈페이지에서 다운 받아 작성)와 관련 증빙서류(A4, 20매 이내)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Noti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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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ept. of Smart Media

 진로방향(취업)

 교육 과정

 학과와 어울리는 적성

 고등학생 대상 전공탐색 및 대입정보 제공 프로그램 안내

학과 인재상

‘스마트한 창의적 도전자’

다양한 스마트미디어를 다루는

지식과 기술을 학습함으로써

국가 문화산업에 기여하는

ICT 분야의 창의적 인재

설립연도 (2015.3월 입학기준) 학과통합 및 명칭변경

재학생 비율
남자 71.3%, 여자 28.7%

(2017.10.1., 재학생 기준)
홈페이지 www.jj.ac.kr/smart

취업률
53.3%

(2016.12.31., 2016년도 졸업자 기준)
전화번호 063-220-2295, 2330

•스마트 미디어 개발분야

•데이터베이스 관리자

•스마트폰 어플 등을 포함한 IT 기업의 프로그래머

•디지털 콘텐츠 제작분야

•기타 컴퓨터 사용기술 관련 제반분야(공무원, 공기업 등)

학년 전공필수 과목 전공선택 과목

1학년 스마트미디어개론 논리적문제해결, 컴퓨터프로그래밍

2학년 자바프로그래밍, 웹프로그래밍기초
데이터베이스실습, 스마트폰어플개발기초, 고급웹프로그래밍, OSS프로그래밍, 영상처리, 빅데이터 

기초, UI&UX

3학년 -
인터넷서버구축과관리, 시스템분석및설계, 데이터마이닝, 스마트폰어플개발고급, 가상현실, 사물인터넷, 

빅데이터분석

4학년 - 캡스톤디자인, 뉴미디어, 스마트콘텐츠창업, 스마트유통기술, 웨어러블컴퓨터

  교육과정 이수기준표(2018학년도 재학생 기준)

구분 채플 교양필수 학문기초
전공

졸업학점
전필 전선 심화 계

이수기준 4회 25 6 9 27 24 60 130

분야 직무 취득가능 자격증

ICT ICT 프로그래밍 및 응용 개발

정보처리기사
스마트 앱 앱 프로그래밍 및 응용 개발

데이터베이스 데이터베이스 구축 및 관리

디지털미디어 디지털콘텐츠 제작 및 관리

장소 프로그램명 주제 및 소개 시기(예정) 신청방법 문의

대학 내
전주대 진로진학 

박람회

진로탐색, 학과 상담, 학과 체험, 입시 

상담, 전형체험 등 운영
2018.8월

추후 전주대 입학처 홈페이지

(http://iphak.jj.ac.kr) 공지사항 참조
063-220-3289

고교 내

JJ입시설명회 학생부종합전형의 이해 2018.4월~8월 ①  전주대 중·고교연계 프로그램 사이트 

접속(http://jjprogram.jj.ac.kr/)

② 로그인

③ 해당 프로그램 선택

④ 신청(교사 개별 신청)

063-220-3275

JJ직업특강 IT리더: 4차 산업혁명과 스마트미디어

2018.5월~12월 063-220-3224
JJ교양특강

사회과학, 인문학, 자연과학, 진로 기초 

교양 특강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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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지도학과(축구전공)
    Dept. of Sports Coaching(soccer)

 진로방향(취업)

 교육 과정

 학과와 어울리는 적성

 고등학생 대상 전공탐색 및 대입정보 제공 프로그램 안내

★ 학생부종합전형으로는 모집하지 않음

학과 인재상

축구전공 분야에서의

전문적인 지식과 실무를 겸비한

우수한 지도자 양성

설립연도 2015년

재학생 비율
남자 89.0%, 여자 11.0%

(2017.10.1., 경기지도학과 재학생 기준)
홈페이지

http://www.jj.ac.kr/

sportscoaching/

취업률

59.5%

(2016.12.31., 2016년도 경기지도학과 졸업자 기

준)

전화번호 063-220-3256

•기본적인 스포츠에 대한 애정과 열정을 가지고 있는 자

•스포츠에 대해 체계적이고 전문화된 교육을 받고자 하는 자

•축구의 전공분야에 대하여 실무에 필요한 실기능력을 키우고자 하는 자

•축구의 전공분야에 관한 자격증을 취득하고자 하는 자

•축구의 전공 관련의 실무경험을 미리 준비해보고 취업을 하고자 하는 자

학년 전공필수 과목 전공선택 과목

1학년 한국체육사 스포츠개론, 스포츠리더십, 축구C급과정(1)-(2), 해양훈련, 스포츠분석, 스키

2학년 스포츠경영학, 축구코칭론
축구B급과정(1)-(2), 유소년축구실기(1)-(2), 스포츠영양학, 축구경기규칙(1)-(2), 전공영어(1), 축구 

코디네이션

3학년 스포츠와매스미디어, 스포츠마케팅
축구A급과정(1)-(2), 축구체력육성법(1)-(2), 스포츠데이터분석, 운동역학, 축구전술과분석, 웨이트 

트레이닝

4학년 - 축구경기분석, 축구현장실습(1)-(2), 축구영상분석, 에이전트육성론, 스포츠법

  교육과정 이수기준표(2018학년도 재학생 기준)

구분 채플 교양필수 학문기초
전공

졸업학점
전필 전선 심화 계

이수기준 4회 25 6 12 24 18 60 130

분야 직무 취득가능 자격증

체육관련협회 및 기관 시도별 체육협회, 대한축구협회 • 체육관련 체육국가공인자격증(생활·전문 스포츠 지도사, 

건강운동관리사, 유소년·노인·장애인전문 지도사 자격증 

등)

• 레저스포츠 관련 자격증(줄넘기, 수상스키, 보트면허, 트레 

이너 등)

•체육공인자격증(KFA 지도자, 심판자격증)

체육관련지도자
체육교사, 대학교수, 스포츠강사, 축구감독/코치, 축구클럽운영, 

트레이너 등

선수 프로팀 선수활동

기타 체육관련 종사 해설가, 스포츠에이전트, 스포츠기자, 경기분석관, 경기심판 등

장소 프로그램명 주제 및 소개 시기(예정) 신청방법 문의

대학 내
전주대 진로진학 

박람회

진로탐색, 학과 상담, 학과 체험, 

입시상담, 전형체험 등 운영
2018.8월

추후 전주대 입학처 홈페이지

(http://iphak.jj.ac.kr) 공지사항 참조
063-220-3289

고교 내

JJ입시설명회 학생부종합전형의 이해 2018.4월~8월
①  전주대 중·고교연계 프로그램 사이트 

접속(http://jjprogram.jj.ac.kr/)

② 로그인

③ 해당 프로그램 선택

④ 신청(교사 개별 신청)

063-220-3275

JJ교양특강
사회과학, 인문학, 자연과학, 진로 

기초 교양 특강 제공
2018.5월~12월 063-220-3224



2019학년도 전주대학교 수시 학생부종합전형 안내  103 

문
화
융
합
대
학

★ 경기지도학과(태권도전공)
     Dept. of Sports Coaching(TaeKwonDo)

 진로방향(취업)

 교육 과정

 학과와 어울리는 적성

 고등학생 대상 전공탐색 및 대입정보 제공 프로그램 안내

★ 학생부종합전형으로는 모집하지 않음

학과 인재상

태권도 전공분야에서의

전문적인 지식과 실무를 겸비한

우수한 지도자 양성

설립연도 2015년

재학생 비율
남자 89.0%, 여자 11.0%

(2017.10.1., 경기지도학과 재학생 기준)
홈페이지

http://www.jj.ac.kr/

sportscoaching/

취업률

59.5%

(2016.12.31., 2016년도 경기지도학과 졸업자 기

준)

전화번호 063-220-3255

•기본적인 스포츠에 대한 애정과 열정을 가지고 있는 자

•스포츠에 대해 체계적이고 전문화된 교육을 받고자 하는 자

•태권도의 전공분야에 대하여 실무에 필요한 실기능력을 키우고자 하는 자

•태권도의 전공분야에 관한 자격증을 취득하고자 하는 자

•태권도의 전공 관련의 실무경험을 미리 준비해보고 취업을 하고자 하는 자

학년 전공필수 과목 전공선택 과목

1학년 한국체육사 스포츠개론, 태권도전공&전문실기(1)기초, 수상스키, 스포츠분석, 태권도사, 골프(기초)

2학년 체육측정평가
유급자품새, 태권도시범, 태권도전공&전문실기(2)응용, 스포츠심리학, 운동생리학, 태권체조호신술, 

건강체력평가

3학년 스포츠마케팅, 스포츠교육학
골프(응용), 태권도전공&전문실기(3)실전, 운동상해, 스포츠사회학, 외교론, 겨루기방법론, 유단자품새, 

전공영어

4학년 - 태권도전공&전문실기(4)종합, 전공세미나, 도장경영론, 심판법, 트레이닝론

  교육과정 이수기준표(2018학년도 재학생 기준)

구분 채플 교양필수 학문기초
전공

졸업학점
전필 전선 심화 계

이수기준 4회 25 6 12 24 18 60 130

분야 직무 취득가능 자격증

체육관련협회 및 기관
시도별 체육협회, 국기원, 대한태권도협회, 세계태권도연맹, 

여성태권도연맹, 무카스, 태권소프트 등
• 체육관련 체육국가공인자격증(생활·전문 스포츠 지도사, 

건강운동관리사, 유소년·노인·장애인전문 지도사 자격증 

등)

• 레저스포츠 관련 자격증(줄넘기, 수상스키, 보트면허, 트레 

이너 등)

• 체육공인자격증(사범자격증, 대한태권도협회 겨루기&품새 

심판자격증)

체육관련지도자
체육교사, 대학교수, 스포츠강사, 태권도감독, 태권도코치, 

태권도장 운영, 트레이너 등

기타 체육관련 종사
실업팀 선수활동, 태권도공연팀 등

해설가, 스포츠에이전트, 스포츠기자, 경기분석관, 경기심판, 등

장소 프로그램명 주제 및 소개 시기(예정) 신청방법 문의

대학 내
전주대 진로진학 

박람회

진로탐색, 학과 상담, 학과 체험, 

입시상담, 전형체험 등 운영
2018.8월

추후 전주대 입학처 홈페이지

(http://iphak.jj.ac.kr) 공지사항 참조
063-220-3289

고교 내

JJ입시설명회 학생부종합전형의 이해 2018.4월~8월
①  전주대 중·고교연계 프로그램 사이트 

접속(http://jjprogram.jj.ac.kr/)

② 로그인

③ 해당 프로그램 선택

④ 신청(교사 개별 신청)

063-220-3275

JJ교양특강
사회과학, 인문학, 자연과학, 진로 

기초 교양 특강 제공
2018.5월~12월 063-220-3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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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연방송연기학과

★ 2017학년도, 2018학년도 입시결과 자료

 • 본 자료로는 합격 여부를 판단할 수 없으며, 참고자료로만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 학생부종합전형은 서류(학교생활기록부, 자기소개서)의 모든 내용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평가하기 때문에 내신 성적만으로 합격 가능여부를 예측할 수 없습니다.

전형유형 전형명
2018학년도 최종등록자 기준 2017학년도 최종등록자 기준

경쟁률 평균 80% CUT 최저 경쟁률 평균 80% CUT 최저

학생부종합 일반학생 6.67:1 5.3 5.8 6.1 7.00:1 6.0 6.0 6.1

※ 최종등록자 기준이란 합격자 중 등록한 자(충원합격자 포함)를 의미합니다.

※ 성적 산출 방법(기본점수 및 실질 반영점수)은 학생부 1,000점=기본점수 700점+실질 반영점수 300점입니다.

★ 2019학년도 전형유형별 모집인원 및 전형방법

•서류평가는 학교생활기록부(교과 및 비교과) 및 자기소개서를 중심으로 인성, 적성, 잠재력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합니다(9page 참조).

•면접평가는 학교생활기록부와 자기소개서를 토대로 개별면접 문제를 기본 면접 질문으로 활용하여 평가합니다(10page 참조).

전형유형 전형명 모집인원(명) 전형방법 수능최저학력 기준

학생부종합 일반학생 2

•1단계(5배수): 서류 100%

•2단계: 1단계 성적 70%+면접 30%

   ※ 1단계 선발 시 동점자는 전원 선발

없음

★ 2019학년도 전형유형별 지원자격 및 제출서류

•고교 이수계열(문과, 이과)과 구분 없이 교차지원 가능합니다.

전형유형 전형명 지원자격 제출서류

학생부종합 일반학생
•국내 고등학교 졸업(예정)자

   ※ 검정고시 출신자, 외국의 고등학교 과정 이수자 등 학교생활기록부가 없는 자는 지원할 수 없음

① 학교생활기록부

② 자기소개서

•  자기소개서는 한국대학교육협의회가 정한 3개 공통문항만을 활용하며, 인터넷 원서접수 시 해당 사이트에서 입력해야 합니다(우편 혹은 

방문제출은 허용치 않음).

Noti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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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ept. of Performing Arts & Broadcast Acting

 진로방향(취업)

 교육 과정

 학과와 어울리는 적성

 고등학생 대상 전공탐색 및 대입정보 제공 프로그램 안내

★ 비사범계열에 교직과정이 개설되어 있어 교직이수가 가능함
(교육부 승인사항이 변경될 경우 조정될 수 있음)

학과 인재상
공연예술과 방송영상

산업의 중추적 인재

설립연도 1999년

재학생 비율
남자 40.2%, 여자 59.8%
(2017.10.1., 재학생 기준)

홈페이지 http://www.play99.kr

취업률 66.7%(2016.12.31., 2016년도 졸업자 기준) 전화번호 063-220-3025

• 연기지망: 연기에 대한 열정과 관심이 커야 합니다. 기본적인 연기수련을 필요로 합니다. 물론 하고자 하는 자세가 더욱 중요하겠습니다. 입학 후, 깊고 

넓은 연기의 세계로 체계적인 교육을 받을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합니다. 창조적 활동에 자신감과 신념을 가진 성실한 사람이라면 더욱 좋습니다.

• 스텝지망: 연극을 비롯한 공연예술은 모든 예술이 집대성된 종합예술. 그러기에 어떤 분야든 조금씩 관심이 있다면 누구라도 지망 가능합니다. 물론 

기획, 연출, 극작, 조명, 음향, 무대기술 등에 약간의 사전지식이 필요합니다. 창조적 활동에 자신감과 신념을 가진 성실한 사람이라면 더욱 좋습니다.

학년 전공필수 과목 전공선택 과목

1학년 극장과예술(학문기초) 연기와신체언어, 연기(화술), 스테이지테크놀로지1, 연기와신체표현, 방송화술, 스테이지테크놀로지2

2학년 -
연극개론, 즉흥연기, 카메라연기1, 스테이지테크놀로지3, 미디어실습1, 연극사, 장면연기, 카메라연기2, 

스테이지테크놀로지4, 미디어실습2

3학년 -

메소드연기, TV연기, 중급연기, 미디어실습3, 연극워크숍, 문화예술교육개론, 연극교육론, 연극영화 

교육론, 극작, 인문분석연기, 영화연기, 고급연기, 미디어실습4, 연극제작, 연극교수학습방법, 연극영화 

교과교재연구및지도법

4학년
융합창작프로젝트(캡스톤디자인)1, 

융합창작프로젝트(캡스톤디자인)2

현장실습, 오디션테크닉, 연극교육프로그램개발, 현장실습, 오디션실전실습, 문화예술교육현장의이해와 

실습

  교육과정 이수기준표(2018학년도 재학생 기준)

구분 채플 교양필수 학문기초
전공

졸업학점
전필 전선 심화 계

이수기준 4회 25 6 6 30 34 70 130

분야 직무 취득가능 자격증

교육 교수, 교사, 예술강사 등 중등교사자격증, 문화예술교육사 자격증

연기 연극, 뮤지컬, 영화 배우 -

연출 연극, 뮤지컬, 영화 연출 -

무대예술 무대, 조명, 음향 디자이너 및 감독 무대예술 전문인 자격증

장소 프로그램명 주제 및 소개 시기(예정) 신청방법 문의

대학 내

학과체험의 날

무대스탭진 및 연기자가 되기 위한 
길라잡기

2018.5.26.(토)
①  전주대 중·고교연계 프로그램 사이트 

접속(http://jjprogram.jj.ac.kr/)
② 로그인
③ 해당 프로그램 선택
④ 신청(학생 개별 신청)

063-220-3237

극작의 세계와 연기대본 바로알기 2018.6.23.(토)

전주대 진로진학 

박람회

진로탐색, 학과 상담, 학과 체험, 입시 
상담, 전형체험 등 운영

2018.8월
추후 전주대 입학처 홈페이지
(http://iphak.jj.ac.kr) 공지사항 참조

063-220-3289

고교 내

JJ입시설명회 학생부종합전형의 이해 2018.4월~8월

①  전주대 중·고교연계 프로그램 사이트 
접속(http://jjprogram.jj.ac.kr/)

② 로그인
③ 해당 프로그램 선택
④ 신청(교사 개별 신청)

063-220-3275
JJ직업특강

극작가, 연출가: 신비로운 환타지를 
창조하는 마법사 등

2018.5월~12월
조명, 음향, 무대(감독): 공연장에서는 
무엇을 할까요?

JJ교양특강
사회과학, 인문학, 자연과학, 진로 
기초 교양 특강 제공

063-220-3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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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업디자인학과
    Dept. of Industrial Design

 진로방향(취업)

 교육 과정

 학과와 어울리는 적성

 고등학생 대상 전공탐색 및 대입정보 제공 프로그램 안내

★ 학생부종합전형으로는 모집하지 않음

학과 인재상

4차 산업혁명 시대를 이끌어가는

전통문화기반의 창의적이고

도전적인 산업디자이너

설립연도 2001년

재학생 비율
남자 23.0%, 여자 77.0%

(2017.10.1., 재학생 기준)
홈페이지

http://www.jj.ac.kr/

industrialdesign/

취업률
57.1%
(2016.12.31., 2016년도 졸업자 기준)

전화번호 063-220-2412

• 새로운 것을 만들거나 사물에 대한 관찰과 분석 그리고 표현하기를 좋아하며 상상력과 창의력이 풍부하고 열정적인 사람

• 논리적인 사고와 트렌드 분석을 즐기며 새로운 것을 공간이나 환경에 적용하는 것에 관심이 많은 사람

• 사물, 제품에 대한 형태나 기능에 관심이 많고 새로운 발상을 즐기는 사람

• 기계 다루는 것을 좋아하고 사람과 운송기기와의 관계에 대한 연구를 좋아하는 사람

• 문화에 관심이 많고 새로운 아이디어로 디자인을 기획하고 실행해보는 것에 흥미가 있는 사람

학년 전공필수 과목 전공선택 과목

1학년 기초디자인, 디자인표현기법 타이포그래픽스, 형태와구조, 문화유산의이해

2학년 창의아이디어발상법, 전통공예소재와기법
기초실내디자인, 기초제품디자인, 디자인인문학, 문화공간코디네이션, 문화제품인터렉션디자인, 

문화디자인기획, 전통공예소재와기법

3학년
운송디자인, 시스템가구디자인, 공공디자인, 

UX디자인

전통문화프로젝트기획, 운송디자인, 문화공간디자인, 문화제품디자인, 디자인과문화비평, 전통 

문화공간디자인, 전통문화제품디자인

4학년 창업문화프로젝트1, 창업문화프로젝트2
전통문화공간디자인프로젝트1,2, 문화제품디자인프로젝트1,2, 실내디자인워크샵1,2, 제품 

디자인워크샵1,2, 문화디자인창업, 디자인경영

  교육과정 이수기준표(2018학년도 재학생 기준)

구분 채플 교양필수 학문기초
전공

졸업학점
전필 전선 심화 계

이수기준 4회 25 6 22 14 24 60 130

분야 직무 취득가능 자격증

제품디자인 디자인 제품디자인기사(산업기사)

인테리어디자인 디자인, 설계 실내건축기사(산업기사)

자동차디자인 디자인 -

디자인기획 기획, 경영 및 관리 -

장소 프로그램명 주제 및 소개 시기(예정) 신청방법 문의

대학 내

학과체험의 날 산업디자인의 미래

2018.5.26.(토)
①  전주대 중·고교연계 프로그램 사이트 

접속(http://jjprogram.jj.ac.kr/)

② 로그인

③ 해당 프로그램 선택

④ 신청(학생 개별 신청)

063-220-3237

2018.6.23.(토)

전주대 진로진학 

박람회

진로탐색, 학과 상담, 학과 체험, 

입시상담, 전형체험 등 운영
2018.8월

추후 전주대 입학처 홈페이지

(http://iphak.jj.ac.kr) 공지사항 참조
063-220-3289

고교 내

JJ입시설명회 학생부종합전형의 이해 2018.4월~8월 ①  전주대 중·고교연계 프로그램 사이트 

접속(http://jjprogram.jj.ac.kr/)

② 로그인

③ 해당 프로그램 선택

④ 신청(교사 개별 신청)

063-220-3275

JJ직업특강 산업디자이너: 디자인의 이해

2018.5월~12월 063-220-3224
JJ교양특강

사회과학, 인문학, 자연과학, 진로 

기초 교양 특강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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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활체육학과
     Dept. of Physical Education

 진로방향(취업)

 교육 과정

 학과와 어울리는 적성

 고등학생 대상 전공탐색 및 대입정보 제공 프로그램 안내

★ 학생부종합전형으로는 모집하지 않음

학과 인재상
현장실무형 경쟁력을 갖춘

미래 생활체육전문인 양성

설립연도 1983년

재학생 비율
남자 77.6%, 여자 22.4%

(2017.10.1., 재학생 기준)
홈페이지 www.jj.ac.kr/sportscience/

취업률
75.0%

(2016.12.31., 2016년도 졸업자 기준)
전화번호 063-220-2419

• 생활체육 및 스포츠 활동에 관심이 있는 사람

• 운동과 스포츠 원리를 이해하고 지도를 해보고 싶은 사람

• 생활체육 관련 전문가가 되고 싶은 사람

• 건강과 영양에 관심이 많은 사람

학년 전공필수 과목 전공선택 과목

1학년 - 축구

2학년 스포츠심리학, 운동역학, 운동생리학 생활체육론, 해양스포츠, 골프1, 배드민턴1, 생활스포츠지도, 코칭역학, 운동기능해부학실습, 매직테니스

3학년 스포츠사회학
유아스포츠지도론, 스포츠영상및기록분석, 생활스포츠실기심화1, 기능성트레이닝, 테니스, 생활스포츠 

실기심화2, 스포츠경기력분석, 스포츠산업경영학, 트레이닝론실습, 배드민턴2

4학년 -
생활스포츠지도현장실습1, 노인·장애인스포츠지도론, 스쿼시, 승마, 스포츠인턴쉽·창업, 체육사및 

철학, 스키2, 생활스포츠지도현장실습2, 골프2, 구기스포츠

  교육과정 이수기준표(2018학년도 재학생 기준)

구분 채플 교양필수 학문기초
전공

졸업학점
전필 전선 심화 계

이수기준 4회 25 6 22 14 24 60 130

분야 직무 취득가능 자격증

스포츠지도자 생활, 노인, 유아, 장애인 스포츠지도자 국가공인 체육지도자(생활스포츠지도사, 유소년스포츠지도사, 노인스포츠 

지도사, 장애인스포츠지도사, 건강운동관리사, 전문스포츠지도사), 스포츠 

복지사, 청소년스포츠지도사. 레크레이션지도자, 축구심판 자격증, 수상인명 

구조자격증, 생활안전관리사, 휘트니스지도자, 수상동력면허, 스포츠마사지, 

스포츠테이핑 등, 2급 정교사 자격증(교육대학원 진학시)

체육 관련 교육자 교수, 교사, 방과후 강사

체육 행정가 체육유관 단체 행정직 계열

스포츠 사업가 스포츠분야 회사 경영

장소 프로그램명 주제 및 소개 시기(예정) 신청방법 문의

대학 내
전주대 진로진학 

박람회

진로탐색, 학과 상담, 학과 체험, 

입시상담, 전형체험 등 운영
2018.8월

추후 전주대 입학처 홈페이지

(http://iphak.jj.ac.kr) 공지사항 참조
063-220-3289

고교 내

JJ입시설명회 학생부종합전형의 이해 2018.4월~8월 ①  전주대 중·고교연계 프로그램 사이트 

접속(http://jjprogram.jj.ac.kr/)

② 로그인

③ 해당 프로그램 선택

④ 신청(교사 개별 신청)

063-220-3275

JJ직업특강 교육자 & 행정가: 그래, 지금부터!

2018.5월~12월 063-220-3224
JJ교양특강

사회과학, 인문학, 자연과학, 진로 

기초 교양 특강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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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각디자인학과

★ 2019학년도 전형유형별 모집인원 및 전형방법

•서류평가는 학교생활기록부(교과 및 비교과) 및 자기소개서를 중심으로 인성, 적성, 잠재력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합니다(9page 참조).

•면접평가는 학교생활기록부와 자기소개서를 토대로 개별면접 문제를 기본 면접 질문으로 활용하여 평가합니다(10page 참조).

전형유형 전형명 모집인원(명) 전형방법 수능최저학력 기준

학생부종합 일반학생 3

•1단계(5배수): 서류 100%

•2단계: 1단계 성적 70%+면접 30%

   ※ 1단계 선발 시 동점자는 전원 선발

없음

★ 2019학년도 전형유형별 지원자격 및 제출서류

•고교 이수계열(문과, 이과)과 구분 없이 교차지원 가능합니다.

전형유형 전형명 지원자격 제출서류

학생부종합 일반학생
•국내 고등학교 졸업(예정)자

   ※ 검정고시 출신자, 외국의 고등학교 과정 이수자 등 학교생활기록부가 없는 자는 지원할 수 없음

① 학교생활기록부

② 자기소개서

•  자기소개서는 한국대학교육협의회가 정한 3개 공통문항만을 활용하며, 인터넷 원서접수 시 해당 사이트에서 입력해야 합니다(우편 혹은 

방문제출은 허용치 않음).

Noti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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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ept. of Visual Communication Design

학과 인재상

지역사회에 기여할 수 있는

전통에 강한 실무형 디자이너와

실험적이면서 도전정신이

가득한 인재

설립연도 2001년

재학생 비율
남자 16.3%, 여자 83.7%

(2017.10.1., 재학생 기준)
홈페이지

http;//www.jj.ac.kr/

visual/

취업률
65.0%

(2016.12.31., 2016년도 졸업자 기준)
전화번호 063-220-3028

• 평소 상상력과 창의력이 남다르다고 생각하는 사람, 디자인이 생활에서 얼마나 중요하며 또한 인간과 사회에 어떤 영향을 미치고 공헌 하는지에 대해 

의미를 찾고자 하는 사람에게 최고의 선택이 될 것입니다.

• 시각디자인은 매체의 활용과 더불어 상상력과 기술력이 함께하는 무한한 표현의 영역을 다루게 됩니다. 여기서 시각디자이너는 감성과 예술성이 필요한 

영역에서부터 산업의 이해를 필요로 하는 논리적인 영역까지 매우 다양한 공부와 훈련이 필요합니다. 

• 늘 새롭게 일어나는 다양한 일들을 호기심 있게 바라보고, 때로는 엉뚱한 상상도 쉽게 할 수 있으면서도 그것을 매우 독창적이고 논리적으로 풀어내는 

능력을 갖추고 싶은 사람

학년 전공필수 과목 전공선택 과목

1학년 - 컴퓨터그래픽스(1), 그래픽디자인, 디자인과색채, 컴퓨터그래픽스(2)

2학년 타이포그래피

디지털그래픽스(1), 디지털포토그래피(1), 비주얼아이디어발상법(1), 일러스트레이션, 디지털 

그래픽스(2), 디지털일러스트레이션, 디지털타이포그래피, 디지털포토그래피(2), 비주얼 

아이디어발상법(2)

3학년

광고디자인(1)(캡스톤디자인), 모션그라픽스, 

에디토리얼 디자인(1), 광고디자인(2)(캡스톤 

디자인), 에디토리얼디자인(2)

디자인마케팅, 정보디자인, 인터페이스디자인, 커머셜포트그래피, 팬시디자인

4학년 -
미디어콘텐츠디자인(1), 아이덴티디자인(1), 패키지디자인(캡스톤디자인), 포스터디자인(1)

(캡스톤디자인), 미디어콘텐츠디자인(2), 아이덴티디자인(2), 포스터디자인2(캡스톤디자인) 

  교육과정 이수기준표(2018학년도 재학생 기준)

구분 채플 교양필수 학문기초
전공

졸업학점
전필 전선 심화 계

이수기준 4회 25 6 18 18 24 60 130

분야 직무 취득가능 자격증

컬러리스트 컬러작업 모든분야(제품, 그래픽, 영상 등) 컬러리스트기능사

편집디자이너 포스터, 팜플릿, 잡지디자인 시각디자인기사

제품디자이너 제품디자인 제품디자인기사

웹디자이너, 모션그래퍼, 인터페이스디자이너 웹디자인, 모션그래픽, 인터페이스디자인 컴퓨터그래픽스운용기능사

장소 프로그램명 주제 및 소개 시기(예정) 신청방법 문의

대학 내
전주대 진로진학 

박람회

진로탐색, 학과 상담, 학과 체험, 

입시상담, 전형체험 등 운영
2018.8월

추후 전주대 입학처 홈페이지

(http://iphak.jj.ac.kr) 공지사항 참조
063-220-3289

고교 내

JJ입시설명회 학생부종합전형의 이해 2018.4월~8월 ①  전주대 중·고교연계 프로그램 사이트 

접속(http://jjprogram.jj.ac.kr/)

② 로그인

③ 해당 프로그램 선택

④ 신청(교사 개별 신청)

063-220-3275

JJ교양특강
사회과학, 인문학, 자연과학, 진로 

기초 교양 특강 제공
2018.5월~12월 063-220-3224

 진로방향(취업)

 교육 과정

 학과와 어울리는 적성

 고등학생 대상 전공탐색 및 대입정보 제공 프로그램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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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화방송학과

★ 2017학년도, 2018학년도 입시결과 자료

 • 본 자료로는 합격 여부를 판단할 수 없으며, 참고자료로만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 학생부종합전형은 서류(학교생활기록부, 자기소개서)의 모든 내용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평가하기 때문에 내신 성적만으로 합격 가능여부를 예측할 수 없습니다.

전형유형 전형명
2018학년도 최종등록자 기준 2017학년도 최종등록자 기준

경쟁률 평균 80% CUT 최저 경쟁률 평균 80% CUT 최저

학생부종합 일반학생 8.60:1 5.2 5.5 5.6 10.20:1 5.7 6.0 6.2

※ 최종등록자 기준이란 합격자 중 등록한 자(충원합격자 포함)를 의미합니다.

※ 성적 산출 방법(기본점수 및 실질 반영점수)은 학생부 1,000점=기본점수 700점+실질 반영점수 300점입니다.

★ 2019학년도 전형유형별 모집인원 및 전형방법

•서류평가는 학교생활기록부(교과 및 비교과) 및 자기소개서를 중심으로 인성, 적성, 잠재력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합니다(9page 참조).

•면접평가는 학교생활기록부와 자기소개서를 토대로 개별면접 문제를 기본 면접 질문으로 활용하여 평가합니다(10page 참조).

전형유형 전형명 모집인원(명) 전형방법 수능최저학력 기준

학생부종합
일반학생 6

•1단계(5배수): 서류 100%

•2단계: 1단계 성적 70%+면접 30%

   ※ 1단계 선발 시 동점자는 전원 선발 없음

기회균형선발 2 •서류 100%

★ 2019학년도 전형유형별 지원자격 및 제출서류

•고교 이수계열(문과, 이과)과 구분 없이 교차지원 가능합니다.

•기회균형선발전형으로 원서접수 할 경우 전형료는 면제 됩니다(단, 원서접수 수수료는 제외).

전형유형 전형명 지원자격 제출서류

학생부종합

일반학생
•국내 고등학교 졸업(예정)자

   ※ 검정고시 출신자, 외국의 고등학교 과정 이수자 등 학교생활기록부가 없는 자는 지원할 수 없음 ① 학교생활기록부

② 자기소개서

※  기회균형선발전형으로

지원하는 경우 지원자격

확인을 위한 추가 증빙

서류를 구비하여 제출 

해야 합니다(2019학년도

수시모집요강 참조).

기회균형

선발

• 고등학교 졸업(예정)자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된 자 중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 제1호(수급권자), 제2호(수급자), 제10호(차상위계층)에 의한 대상자, “한부모 

가족지원법”제5조 또는 제5조의 2에 따른 지원대상자

   ※  대상: 기초생활수급자(생계, 의료, 주거, 교육급여), 차상위 건강 보험 본인부담 경감 사업 대상자, 

차상위 장애수당 사업 대상자, 차상위 장애인 연금 부가급여 사업 대상자, 차상위 자활급여 사업 대상자, 

한부모가정 지원 사업 대상자, 차상위계층 확인서 발급 사업 대상자(구 우선 돌봄 차상위 사업)

•  자기소개서는 한국대학교육협의회가 정한 3개 공통문항만을 활용하며, 인터넷 원서접수 시 해당 사이트에서 입력해야 합니다(우편 혹은 

방문제출은 허용치 않음).

• 기회균형선발전형 지원자 중 검정고시 출신자나 외국 고등학교 출신자에 한하여 학교생활기록부를 대신하는 활동서류 목록표(본교 소정 

양식, 전주대학교 입학홈페이지에서 다운 받아 작성)와 관련 증빙서류(A4, 20매 이내)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Noti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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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ept. of Film & TV

 진로방향(취업)

 교육 과정

 학과와 어울리는 적성

 고등학생 대상 전공탐색 및 대입정보 제공 프로그램 안내

학과 인재상

국내외 영화,

방송 산업이 요구하는

맞춤형 글로벌 인재

설립연도 1999년 영상만화전공(예체능대학 영상예술학부 소속)으로 시작

재학생 비율
남자 38.8%, 여자 61.2%

(2017.10.1., 재학생 기준)
홈페이지 http://www.jj.ac.kr/film/

취업률
52.9%

(2016.12.31., 2016년도 졸업자 기준)
전화번호 063-220-2395, 3287

• 협동심, 예술적, 인문학적 사고를 지니고 있는 자

• 평소 영화와 방송 보는 것을 좋아하고, 사진 찍기나 그림 그리기 등 시각적인 작업을 좋아하는 자

• 소설이나 만화 등 재미있는 이야기에 관심이 많고, 사람들과 어울려서 만드는 것을 좋아하는 자

    ※ 영화 방송의 특성이 종합 예술이다 보니 음악, 문학, 공연 등 다양한 문화 활동을 즐기는 사람들이 재능을 발휘할 수 있는 학과입니다.

학년 전공필수 과목

1학년 영상제작기초, 촬영초급, 문화예술교육개론, 영상문법, 영화읽기, 편집초급

2학년 방송제작워크샵, 시나리오작법, 영화사, 음향초급, 편집중급, 내러티브워크샵1, 아시아영화사, 영화연기연출, 음향중급, 촬영중급

3학년
내러티브워크샵2(캡스톤디자인), 디지털특수효과, 시나리오중급, 영화감독론, 촬영고급, HD영화제작(1)(캡스톤디자인), 방송기획론, 시나리오 

고급, 영화분석과비평, 음향고급

4학년 HD영화제작(2)(캡스톤디자인), 영화장르의이해, 편집고급, 모션그래픽, 방송다큐멘터리제작, 영화와문학, 창업마케팅(캡스톤디자인)

  교육과정 이수기준표(2018학년도 재학생 기준)

구분 채플 교양필수 학문기초
전공

졸업학점
전선 심화 계

이수기준 4회 25 6 36 18 54 130

분야 직무

영화 연출, 촬영, 편집, 음향, 조명, 시나리오, 영화제 기획, 배급, 평론

방송 PD, 작가, 촬영, 편집, 음향, 조명, CF 뮤직비디오 감독 

장소 프로그램명 주제 및 소개 시기(예정) 신청방법 문의

대학 내

학과체험의 날 영화 방송 제작의 이해 2018.5.26.(토)

①  전주대 중·고교연계 프로그램 사이트 

접속(http://jjprogram.jj.ac.kr/)

② 로그인

③ 해당 프로그램 선택

④ 신청(학생 개별 신청)

063-220-3237

전주대 진로진학 

박람회

진로탐색, 학과 상담, 학과 체험, 

입시상담, 전형체험 등 운영
2018.8월

추후 전주대 입학처 홈페이지

(http://iphak.jj.ac.kr) 공지사항 참조
063-220-3289

고교 내

JJ입시설명회 학생부종합전형의 이해 2018.4월~8월
①  전주대 중·고교연계 프로그램 사이트 

접속(http://jjprogram.jj.ac.kr/)

② 로그인

③ 해당 프로그램 선택

④ 신청(교사 개별 신청)

063-220-3275

JJ직업특강
방송 PD, 영화·촬영·편집 감독: 

영화방송인의 세계
2018.5월~12월 063-220-3224

JJ교양특강
사회과학, 인문학, 자연과학, 진로 

기초 교양 특강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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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술심리치료학과

★ 2017학년도, 2018학년도 입시결과 자료

 • 본 자료로는 합격 여부를 판단할 수 없으며, 참고자료로만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 학생부종합전형은 서류(학교생활기록부, 자기소개서)의 모든 내용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평가하기 때문에 내신 성적만으로 합격 가능여부를 예측할 수 없습니다.

전형유형 전형명
2018학년도 최종등록자 기준 2017학년도 최종등록자 기준

경쟁률 평균 80% CUT 최저 경쟁률 평균 80% CUT 최저

학생부종합 일반학생 5.75:1 4.9 5.8 6.4 4.63:1 5.3 6.2 6.8

※ 최종등록자 기준이란 합격자 중 등록한 자(충원합격자 포함)를 의미합니다.

※ 성적 산출 방법(기본점수 및 실질 반영점수)은 학생부 1,000점=기본점수 700점+실질 반영점수 300점입니다.

★ 2019학년도 전형유형별 모집인원 및 전형방법

•서류평가는 학교생활기록부(교과 및 비교과) 및 자기소개서를 중심으로 인성, 적성, 잠재력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합니다(9page 참조).

•면접평가는 학교생활기록부와 자기소개서를 토대로 개별면접 문제를 기본 면접 질문으로 활용하여 평가합니다(10page 참조).

전형유형 전형명 모집인원(명) 전형방법 수능최저학력 기준

학생부종합
일반학생 8 •1단계(5배수): 서류 100%

•2단계: 1단계 성적 70%+면접 30%

   ※ 1단계 선발 시 동점자는 전원 선발

없음
고른기회대상자 1

★ 2019학년도 전형유형별 지원자격 및 제출서류

•고교 이수계열(문과, 이과)과 구분 없이 교차지원 가능합니다.

•고른기회대상자전형(국가보훈대상자)으로 원서접수 할 경우 전형료는 면제 됩니다(단, 원서접수 수수료는 제외).

전형유형 전형명 지원자격 제출서류

학생부종합

일반학생
•국내 고등학교 졸업(예정)자

   ※ 검정고시 출신자, 외국의 고등학교 과정 이수자 등 학교생활기록부가 없는 자는 지원할 수 없음

① 학교생활기록부

② 자기소개서

※  고른기회대상자전형 

으로 지원하는 경우 

지원자격 확인을 위한 

추가 증빙서류를 구비 

하여 제출해야 합니다 

(2019학년도 수시모집

요강 참조).

고른기회

대상자

• 고등학교 졸업(예정)자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된 자 중 아래의 자격요건 

중 하나에 해당하는 자

자격요건

1. 국가보훈대상자
국가보훈 기본법 제3조 제2호의 국가보훈대상자로서 국가보훈관계 법령에 

따른 교육지원 대상자

2. 만학도 2018.1.1.기준 만 25세 이상인 자(1993.1.1. 이전 출생자)

3. 서해5도 학생

서해5도 지역(백령도, 대청도, 소청도, 연평도, 소연평도와 인근 해역)에 

소재하는 국내 정규 고등학교 졸업(예정)자로서 지원 자격 중 1개 이상에 

해당하는 자(8page 참조)

•  자기소개서는 한국대학교육협의회가 정한 3개 공통문항만을 활용하며, 인터넷 원서접수 시 해당 사이트에서 입력해야 합니다(우편 혹은 

방문제출은 허용치 않음).

• 고른기회대상자전형 지원자 중 검정고시 출신자나 외국 고등학교 출신자에 한하여 학교생활기록부를 대신하는 활동서류 목록표(본교 소정 

양식, 전주대학교 입학홈페이지에서 다운 받아 작성)와 관련 증빙서류(A4, 20매 이내)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Noti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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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ept. of Creative Arts Psychotherapy

 진로방향(취업)

 교육 과정

 학과와 어울리는 적성

 고등학생 대상 전공탐색 및 대입정보 제공 프로그램 안내

학과 인재상

예술과 과학이 융합되는

예술심리치료 분야

글로벌 인재 양성 

설립연도 2007년

재학생 비율
남자 17.8%, 여자 82.2%
(2017.10.1., 재학생 기준)

홈페이지 http://www.jj.ac.kr/cat/

취업률
55.2%
(2016.12.31., 2016년도 졸업자 기준)

전화번호 063-220-2046

•타인의 이야기 듣는 것을 좋아하는 사람                               •음악, 미술 또는 예술이 좋은 사람

•사람을 아끼고 사랑하는 사람                                              •자신에 대해 알아가고 싶은 사람

•남을 도와주는 것을 좋아하는 사람

학년 전공필수 과목 전공선택 과목

1학년 음악치료개론, 미술치료개론
발달심리학, 이상심리학, 예술치료표현기법1-기타, 예술치료표현기법2-평면, 예술치료표현기법4-

입체, 예술치료표현기법5-건반

2학년

음악치료심리진단과평가, 미술치료 

심리진단과평가, 음악치료임상기법, 

미술치료임상기법

아동음악, 아동미술, 예술치료표현기법3-기타응용, 예술치료표현기법6-매체탐구, 성인/노인을위한 

음악치료, 성인/노인을위한미술치료, 예술치료표현기법7-건반응용, 예술치료표현기법8-매체응용

3학년 예술치료임상실습과수퍼비젼1, 2
집단예술치료1, 2, 예술치료사례연구, 임상즉흥연주기법, 상담심리학, 예술심리치료임상실습세미나, 

놀이지도

4학년 - 예술치료인턴쉽과수퍼비젼1, 2, 예술치료매체와중재세미나, 예술치료세미나1, 2

  교육과정 이수기준표(2018학년도 재학생 기준)

구분 채플 교양필수 학문기초
전공

졸업학점
전필 전선 심화 계

이수기준 4회 25 6 24 27 21 72 130

분야 직무 취득가능 자격증

예술심리치료 병원 예술심리치료사

심리상담 학교 음악/미술치료사

예술 복지기관 직업상담사

사회복지 특수기관 보육교사

장소 프로그램명 주제 및 소개 시기(예정) 신청방법 문의

대학 내

학과체험의 날 예술치료 경험해보기

2018.5.26.(토)
①  전주대 중·고교연계 프로그램 사이트 

접속(http://jjprogram.jj.ac.kr/)

② 로그인

③ 해당 프로그램 선택

④ 신청(학생 개별 신청)

063-220-3237

2018.6.23.(토)

전주대 진로진학 

박람회

진로탐색, 학과 상담, 학과 체험, 입시 

상담, 전형체험 등 운영
2018.8월

추후 전주대 입학처 홈페이지

(http://iphak.jj.ac.kr) 공지사항 참조
063-220-3289

고교 내

JJ입시설명회 학생부종합전형의 이해 2018.4월~8월
①  전주대 중·고교연계 프로그램 사이트 

접속(http://jjprogram.jj.ac.kr/)

② 로그인

③ 해당 프로그램 선택

④ 신청(교사 개별 신청)

063-220-3275

JJ직업특강
음악치료사: 음악치료를 소개합니다

2018.5월~12월 063-220-3224
미술치료사: 미술치료를 소개합니다

JJ교양특강
사회과학, 인문학, 자연과학, 진로 

기초 교양 특강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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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악학과(Dept. of Music): 관현악 전공, 피아노 전공

 진로방향(취업)

 교육 과정

 학과와 어울리는 적성

 고등학생 대상 전공탐색 및 대입정보 제공 프로그램 안내

★ 학생부종합전형으로는 모집하지 않음
★ 비사범계열에 교직과정이 개설되어 있어 교직이수가 가능함

(교육부 승인사항이 변경될 경우 조정될 수 있음)

학과 인재상

음악 이론과 실기 능력을 겸비한

전문 연주자로서 현시대의 음악적

흐름과 수요에 부응하는

전문 음악가

설립연도 1999년 예체능학부(음악) 신설

재학생 비율
남자 13.7%, 여자 86.3%

(2017.10.1., 재학생 기준)
홈페이지 http://www.jj.ac.kr/music

취업률
58.7%

(2016.12.31., 2016년도 졸업자 기준)
전화번호 063-220-2391, 2392

• 음악연주를 좋아하는 사람

•악기를 배운 경험이 있는 사람

•음악교사가 되고 싶은 사람

•음악학과 관련된 직종에 종사하고 싶은 사람

학년 전공필수 과목 전공선택 과목

1학년 서양음악사, 전공실기, 합창합주지도법 시창, 청음, 연주

2학년 화성법, 전공실기, 합창, 합주 현·관악합주, 연주, 국악가창지도법, 실내악, 음악통론, 피아노문헌, 피아노세미나, 음악창업

3학년 대위법, 전공실기, 합창, 합주 현·관악합주, 연주, 피아노앙상블, 피날레, 피아노반주법, 사운드레코딩, 음악분석및형식론

4학년 전공실기, 합창, 합주
현·관악합주, 국악개론, 오케스트라실무와실습, 음악(국악)교수법, 음악분석, 음악인과직업, 

지휘법, 현대음악론, 음악경영

  교육과정 이수기준표(2018학년도 재학생 기준)

구분 채플 교양필수 학문기초
전공

졸업학점
전필 전선 심화 계

이수기준 4회 25 6 42 28 12 82 130

분야 직무 취득가능 자격증

교육
교수 중등교사 자격증 2급

강사 우쿠렐레 자격증 1·2급

장소 프로그램명 주제 및 소개 시기(예정) 신청방법 문의

대학 내
전주대 진로진학 

박람회

진로탐색, 학과 상담, 학과 체험, 

입시상담, 전형체험 등 운영
2018.8월

추후 전주대 입학처 홈페이지

(http://iphak.jj.ac.kr) 공지사항 참조
063-220-3289

고교 내

JJ입시설명회 학생부종합전형의 이해 2018.4월~8월
①  전주대 중·고교연계 프로그램 사이트 

접속(http://jjprogram.jj.ac.kr/)

② 로그인

③ 해당 프로그램 선택

④ 신청(교사 개별 신청)

063-220-3275

JJ교양특강
사회과학, 인문학, 자연과학, 진로 

기초 교양 특강 제공
2018.5월~12월 063-220-322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