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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년 교육부 대학 기본역량진단 평가 자율개선대학 선정

-  2019~2021(3년간) 교육부 전문대학 혁신지원사업(Ⅰ유형, 자율협약형 지원사업) 

선정

-  2019~2021(3년간) 교육부 전문대학 혁신지원사업(Ⅲ유형, 후진학선도형 지원사업) 

선정

- 전액 교비지원 해외유학 139명(미국, 일본, 중국)

- 미국 하와이 주립대학교KCC 공동학위 8명(2014~2019)
-  2019년 해외취업인원 30명 계획[유럽 현지가이드 7명(이탈리아, 체코, 스페인),  

싱가포르 11명, 터키 1명 취업자 포함, 2019.5 기준]

- 2020학년도 학사학위 전공심화과정 호텔조리학과 신규 인가 신청

- 기숙사 878명 입사 가능

- 장학금 지급율 61.5%(전체등록금 대비, 2017년 기준)

- 경강선 신둔도예촌역(한국관광대, 판교역에서 27분소요) 무료 셔틀버스 운영

-  2014~2018(5년간) 교육부 특성화 전문대학 육성 사업 선정

-  2015년 세계로 프로젝트 사업 선정  

(교육부/노동부)

- KCC 대학과의 공동학위제 시행

- 하와이 교육원 개설

- KCC와 학생 교류 협정체결

-  학사학위 전공심화과정 인가 호텔관광경영과(40명), 제과제빵학과(40명)

- 중국 남경사범대학과 학생교류 협정 체결

-  일본오카야마 상과대학과 학생교류 협정 체결

- 한국관광대학 설립인가

- 한국관광대학으로 교명 변경

2019

2018

2015

2012

2011

2007

2005

2002

2001

연혁 & 비전

실사구시의 정신을 바탕으로 한국관광산업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유능하고 성실한 

인재를 육성하여 나라의 부강에 이바지한다. 

體•仁•智 [ CHANGE ] : 체험에서 느끼는 지혜의 탄생

건학이념

핵심역량

교육목표

연혁

인재상

관광산업의 창의전문인 양성

관광 융합 글로벌 대학교

교훈

사명

비전

창의

참 인간교육 실천교육 전문직업인 양성교육

근면 봉사

직업중심
고부가 인재

KTC HISTORY 
&  VISION

창의융합
인재

글로벌
맞춤인재

體

仁 智

창의
Creativity

C
융합 
Hybrid

H
다재다능
Ambidexterity

A
협업

Networking

N
글로벌
Globality

G
전문성
Expertise

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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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교육

+Grow Up 교양교육과정이란? 

• “Grow Up”은 학생이 예비사회인으로서 올바르게 성장할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  전인적 품성과 지혜를 갖춘 현대인으로서 교양과 상식을 확장할 수 있는 한국관광대학교 교양교육과정

입니다.

+Grow Up 교양교육과정 수강신청은?

•  매 학기 학생들이 듣고 싶은 교양교과목을 자율적으로 수강신청 할 수 있습니다.

Grow Up 교양교육과정

· 경기문화기행

· 창업챌린지

· 심신단련과웰니스

· 뉴스포츠와협력

· 현장실무와창업

· 사회봉사

· 관광법규

· 관광학원론

· 자기관리와셀프힐링

· 현대사회와직업윤리

· 친절한스피치

· 예술로세상읽기

· 글로벌서비스매너

· 서비스人이미지메이킹

· 사회적기업

· 긍정심리학과부모교육

· 세계문화와여행

· 심리학콘서트 · 워드프로세싱의달인

· 독서와논리적글쓰기 · 미디어리터러시

· 서비스인간관계론 · 스타트업영어

· 감성지능과리더십 · 스타트업중국어

· 대인관계와의사소통 · 스타트업일본어

· 조직이해와문제해결 · 스마트영어

· 4차산업과데이터분석 · 스마트중국어

· 파워프레젠테이션 · 스마트일본어

소양교육

실용지식교육

Grow Up 
교양교육과정교양교육

+Beyond+ 전공교육과정이란? 

• “Beyond”는 자신의 능력을 넘어서 창의적·혁신적으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  학생의 전공능력을 키우고 연관 산업 분야로 확대하며, 학생 스스로 교육과정을 선택하는   

한국관광대학교 전공교육과정입니다.

+Beyond+ 전공교육과정 수강신청은? 

•  학과에서 개설하는 전공교과목, 대학에서 개설하는 특화교과목, 타과에서 개설하는 타과 전공 교과목을 

자율적으로 수강신청 할 수 있습니다.

Beyond+ 전공교육과정

항공
운송서비스

호텔
서비스

여행
레저서비스

호텔
제과제빵

외식프랜
차이즈 경영

호텔
외식 조리

비서사무
공공행정

Beyond+ 
전공교육과정

항공서비스과 전공기초 교육과정+α

대형 항공사 승무원 트랙, LCC 항공사 승무원 트랙

항공사 여객운송서비스 트랙, 외국 항공사 승무원 트랙

중국 항공사 승무원 트랙, 항공사 백오피스 트랙

기내식·음료 마에스트로 트랙

관광중국어과 
전공기초 

교육과정+α

중국 
호텔리어 트랙

군사과 
전공기초 

교육과정+α

조리부사관 트랙

관광레저
복지과 
전공기초 

교육과정+α

일본 사회복지
전문가 트랙
리조트 호텔 
서비스 트랙
레저관광 

전문가 트랙

국제비서과 
전공기초 

교육과정+α

회의의전 트랙
회계비서 트랙

의료관광비서 트랙
법률비서 트랙

호텔경영과 
전공기초 

교육과정+α

호텔 객실 트랙
호텔 식음료 트랙

호텔 백오피스 트랙
호텔 VIP 

서비스 트랙
글로벌 

호텔리어 트랙

관광경영과 
전공기초 

교육과정+α

T/C v4.0 트랙
TOPAS 

SellConnect 트랙
관광 F&B

서비스 트랙
리조트 카지노 트랙

디지털관광과 
전공기초 

교육과정+α

푸드&베이커리 
콘텐츠 트랙
해외여행 

관광상품상담 트랙
여행 사무시스템 트랙
호텔 사무시스템 트랙

디지털 비서 트랙

관광영어과
전공기초 

교육과정+α

글로벌 관광영어
통번역 트랙

글로벌 
관광안내원 트랙
글로벌 항공사 
지상직 트랙
글로벌 호텔 

프론트서비스 트랙
글로벌 관광 

백오피스 트랙

외식경영과 
전공기초 교육과정+α

외식 프랜차이즈 트랙
식음료 마에스트로 트랙
트랜드 메뉴 R&D 트랙

레스토랑 오너 
Start-up 트랙

호텔제과제빵과 
전공기초 교육과정+α

블랑제리 트랙
프랜차이즈 베이커리 트랙

파티세리 트랙
브런치 마스터 트랙

호텔조리과 
전공기초 교육과정+α

글로벌 쉐프 트랙, 호텔 쉐프 트랙
화인다이닝 레스토랑 쉐프 트랙

CFS&케이터링 트랙
오너쉐프 트랙, K 푸드 쉐프 트랙

푸드스타일링 트랙

관광일본어과 
전공기초 

교육과정+α

일본 
호텔리어 트랙

CURRICULU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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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학생들의 외국어 능력향상과 글로벌 인재양성의 일환으로 한학기(18주) 동안 대학에서 

전액교비지원하는 해외 유학 프로그램(미국, 일본, 중국) 실시

재학생들의 외국어 능력 향상을 위해 해외 유학 프로그램 대상자 및 희망자를 대상으

로 전액교비지원하는 어학캠프(영어, 일본어, 중국어) 실시 

현지 어학교육을 통하여 재학생들의 어학실

력을 향상시켜 향후 관광산업의 인재를 육

성하며 국제적으로 경쟁력 있는 인력을 양

성하여 국내 기업 및 외국 기업으로의 취업 

기회를 확대

주요 해외취업 국가는 싱가포르 49명, 오스

트레일리아 8명, 아랍에미레이트 7명, 뉴질

랜드 1명, 캐나다 1명 등의 영어권 국가이며, 

영어 공용 국가인 독일 1명, 크로아티아 2명

도 해외취업에 성공. 또한 홍콩 3명, 일본 4

명으로 높은 해외취업률 유지

해외유학

프로그램

해외지원 

프로그램

해외 

인턴십

해외 취업

64.3%

85.7%

64.7%

2016

2016

2017

2017

2018

2018

해외 인턴쉽

참여자 

취업비율 (%)

전액교비지원 

어학캠프(4~6주)

수도권 

전문대학

순위 1위

3위

1위

전액교비지원 해외유학 및 해외지원 프로그램

GLOBAL
PROGRAMS

[일본] 오카야마상과대학

2015

32
35

41 41 42(명)

2016 2017 2018 2019

71

122
105 99

120(명)

20162015 2017 2018 2019

[중국] 남경사범대학

2015

35 35
32

38 38(명)

2016 2017 2018 2019

[미국-하와이] 
Kapiolani Community College

2015

95
71

55
60 59(명)

2016 2017 2018 2019

한국관광대학교

※ 대학정보공시 5-다.졸업생의 취업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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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OB FIELD

관광
산업

하나투어, 모두투어, 롯데관광, CJ웰디스, 

롯데JTB, 코레일관광개발, SK투어비스, 한

진관광, 대한여행사, 넥스투어, 노랑풍선 등

주요취업처

관광숙박업

외식산업
여행 서비스업

호텔신라, 롯데호텔, 조선호텔, 더 플라자, JW메리어

트, 그랜드 하얏트, 포시즌스 호텔, 힐튼호텔, 임페리

얼 팰리스, 파라다이스 호텔, 그랜드인터컨티넨탈 호

텔, 엠베서더 호텔, 워커힐 호텔, 르메르디앙 호텔, ㈜

대명레저산업, 곤지암리조트, 삼성에버랜드, 아난티클

럽, 해비치호텔앤리조트, 반얀트리클럽앤스파 등

주요취업처

VIPS, 베니건스, 아웃백스테이크하우스, 세븐스프

링스, TGI프라이데이스, 바이킹스, ㈜휴림, 한국파

파존스, 한국도미노피자, 미스터피자, 스무디즈코

리아, 스타벅스, 커피빈, 한국외식업중앙회, ㈜아워

홈, ㈜썬앳푸드, CJ 프레시웨이, CJ푸드빌(주), ㈜

신세계푸드, 삼성 웰스토리 등

주요취업처

식음료, 객실, 판촉, 조리, 프론트, 마케팅/홍보, 사무

관리, 컴퓨팅 및 웹디자인, 통역사

담당업무

소믈리에, 파티쉐, 바리스타, 조리사, 메뉴개발사, 

조리연구원, 홍보마케팅, 사무관리, 회계, 식품위

생사, 외식창업컨설턴트, 컴퓨팅 및 웹디자인

담당업무
국내여행안내사, 관광통역사, 해외영업부, 

마케팅/홍보, 회계, 사무관리, 컴퓨팅 및 웹

디자인

담당업무

각 군(육군·해군·공군 및 해병대) 부사관

으로 임관, 육군 3사관학교 편입(4년제 정

규 학사 취득 후 장교로 임관), 국방 군무

원 및 방위산업체 근무 / 부사관 복무 중 

준사관 진출 관광 관련 업체 등

주요취업처

국방행정

사무행정관리, 병력통제 및 관리, 부대관

리, 교육훈련준비 및 교육훈련실시 등

담당업무

항공 교통 서비스업

대한항공, 아시아나항공, 진에어, 이스타항공, 티웨

이항공, 제주항공, 에어부산, 에어코리아, 아랍에미

레이트항공, 캐세이퍼시픽항공, 카타르항공, 싱가포

르항공, 한국철도공사, 인천국제여객터미널, 인천국

제공항, 스위스포트코리아, 유니에스 등

주요취업처

국내외 항공사 객실승무원, 지상직 서비스, 항공예

약발권, 항공사 VIP라운지, 예약센터, 공항보안검색

담당업무

SK하이닉스, 삼성전자, 현대자동차, KT, LG전자, 

포스코건설, SBS, JTBC, 제일기획, NH농협, 우

리은행, KB, 세무법인, 법무법인, 외국계기업 등

주요취업처

비서·사무

일정관리, 출장관리, 응대업무, 보고업무, 회의의

전관리, 사무정보관리, 국제업무지원, 문서관리, 

문서작성, 데이터관리, 사무행정, 사무환경조성, 

경영지원

담당업무

롯데면세점, 신라면세점, 한국관광공사면세점, 부

산항면세점, 워커힐면세점, AK면세점, 롯데백화

점, 현대백화점, 신세계백화점, 갤러리아백화점 등

주요취업처

관광소매업

영업직, 사무관리직, 회계, 홍보마케팅, 판매직, 면

세품 검수, 컴퓨팅 및 웹디자인

담당업무

병원 및 사회복지관 등의 사회복지시설, 사회복지 전담공
무원, 복합 레저시설, 스포츠클럽 및 피트니스센터, 유아
체육시설, 골프시설, 호텔 및 리조트, 여행사, 재활 및 특
수 치료시설, 사회복지관, 노인·장애인복지시설, 아동복
지시설, 병원 등

주요취업처

사회복지·
스포츠서비스업

노인·유아스포츠지도, 피트니스 트레이너, 재활프로그램 운영, 
골프 피트니스, 수상안전지도, 스포츠시설 관리, 실버여행상품 
기획, 웃음치료, 레크리에이션지도, 사회복지사업 기획 및 운영, 
독거노인 관리사업, 상담, 지역사회 조사, 자원개발 및 연계

담당업무



기숙사 및 전문 실습실

+수용인원 : 총 878명(266호실)
+ 편성 :  남 - 80호실 (4인1실) / 여 - 166호실(3인1실)  
+ 편의시설 :  각 방 샤워가능한 화장실, 에어컨, 인터넷(전용선),  

휴게실, 세탁실, 무인택배함

거영학사(생활관)

전문실습실

DORMITORY &
LABORATORY

DEPARTMENT
INTRODUCTION

호텔경영과  Hotel Management

관광경영과  Tourism Management

외식경영과  Restaurant Management

디지털관광과  Digital Tourism 

관광레저복지과  Tourism Leisure & Welfare 

항공서비스과  Airline Services

국제비서과  International Secretarial Studies

군사과  Military Force

관광영어과  Tourism & English

관광일본어과  Tourism & Japanese

관광중국어과  Tourism & Chinese

호텔조리과  Hotel Cuisine

호텔제과제빵과  Hotel Baking Science & Technology 

전문학사 학위과정 4년제 학사학위 전공심화과정

호텔관광경영학과
제과제빵학과
호텔조리학과 (2020학년도 신규 인가 신청)

※2년 과정 졸업 후 3학년 학사학위과정으로 
   입학 가능합니다.

학과안내
호텔연회 실습실

제빵 실습실조리 개발실

호텔 음료 실습실KTC 레스토랑

에어라운지바리스타 실습실

조리 제빵 실습실

항공 갤리 실습실

각 동마다 담당직원이 상주하여 학생들이 학업에 전념할 수 

있도록 노력하며 쾌적하고 안락한 생활을 위한 편의시설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2020 한국관광대학교 신입생 모집요강 16 / 17학과안내

▶  호텔경영과 전공기초 교육과정 + α  호텔 객실 트랙, 호텔 식음료 트

랙, 호텔 백오피스 트랙, 호텔 VIP서비스 트랙, 글로벌 호텔리어 트랙

▶ 취득자격증   호텔관리사, 호텔서비스사, 조주기능사, 소믈리에, 바리스타, 

ITQ, SMAT

▶  졸업 후 진로    

호텔, 리조트, 국내외 관광숙박업체, 항공사, 카지노, 테마파크, 한국

관광공사 및 관광 관련 정부기관, 외식업체 등  

주요 취업처 : 더플라자호텔, 신라호텔, 반얀트리클럽앤스파서울, 롯데

호텔, 대명리조트, 아시아나 등

▶  외식경영과 전공기초 교육과정 + α  외식 프랜차이즈 트랙, 식음료 

마에스트로 트랙, 트렌드 메뉴 R&D 트랙, 레스토랑 오너 Start-up 트랙

▶ 취득자격증   한식조리기능사, 양식조리기능사, 제과기능사, 제빵기능사, 

바리스타, 외식경영 관리사 

▶  졸업 후 진로    

호텔(그랜드 하얏트, 롯데호텔 등) 외식사업부, 프렌차이즈 업체(cj푸드

빌), 패밀리 레스토랑(아웃백), 단체급식 업체(삼성웰스토리, 현대 그린

푸드), 외식업 창업(뽕신), 커피업체(스타벅스, 이디야) 등

▶  관광경영과 전공기초 교육과정 + α  T/C v4.0 트랙, TOPAS 

SellConnect 트랙, 관광 F&B서비스 트랙, 리조트 카지노 트랙

▶ 취득자격증   국내여행안내사, 국외여행인솔자(TC), 항공예약발권(CRS), 

SMAT, 조주기능사, 소믈리에 

▶  졸업 후 진로    

여행사(하나투어, 모두투어), 호텔&리조트(신라호텔, JW메리어트, 대명

리조트, 한화리조트), 항공사 등

▶  디지털관광과 전공기초 교육과정 + α  푸드&베이커리 콘텐츠 트랙, 

해외여행 관광상품상담 트랙, 여행 사무시스템 트랙, 호텔 사무시스템 

트랙, 디지털 비서 트랙

▶ 취득자격증   ITQ, MOS, GTQ, GTQ-i, TOPAS, 빅데이터큐레이터,  

관광종사원, 국내여행안내사, 국외여행인솔자(TC)

▶  졸업 후 진로    

호텔, 항공사, 리조트 회사, 인터넷 여행사, 웹 콘텐츠 회사, 일반기업

체 사무원, 비서, 디자인회사 등

▶ 학과설명

-  실무와 전인격적 교육을 통한  

호텔관광 서비스 전문인 양성

▶ 학과설명

-  현장중심 맞춤형 교육을 통하여 

레스토랑을 경영 관리하는 능력과 

식음료를 조리하여 제공할 수 있

는 외식전문인 양성

▶ 학과설명

-  관광산업의 중추적인 역할을  

담당할 실무능력과 국제적 감각을  

갖춘 관광전문인을 양성

▶ 학과설명

-  세계화 및 정보지식시대의 관광산업  

현장에서 필요한 정보기술 및  

컴퓨터를 기반으로 관광 업무를 수

행하는 전문인 양성

5성 호텔 취업, 더 이상 꿈이 아니다 실무형 호텔리어를 양성하는 호텔경영과!

최고의 관광과 여행을 위한 특별한 생각! 세계로의 무한 발전, 관광경영과!

호텔경영과

031) 644-1110

Hotel Management

관광경영과

031) 644-1120

Tourism Management

맛과 멋이 뛰어난 창의적·실용적인 외식문화를 빛낸다!

제 4차 산업혁명! 관광 혁명을 선도하다 관광프로티어!

외식경영과

031) 644-1170

Restaurant Management

디지털관광과

031) 644-1190

Digital Touris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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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광레저복지과 전공기초 교육과정 + α  일본 사회복지전문가 트랙, 

리조트 호텔 서비스 트랙, 레저관광 전문가 트랙

▶ 취득자격증   사회복지사 2급(국가자격증), 국외여행인솔자(TC), 노인

스포츠지도사, 퍼스널트레이너, 수중재활치료(WATSU), 

레크리에이션 지도자, 풍선아트

▶  졸업 후 진로    

사회복지관, 병원 등 다양한 사회복지시설, 사회복지전담공무원, 각종 

여행사 및 관광 기업, 복합 레저시설, 호텔 및 리조트, 각종 스포츠시

설 및 특수 치료시설 등

▶  국제비서과 전공기초 교육과정 + α  회의의전 트랙, 회계비서 트랙, 

의료관광비서 트랙, 법률비서 트랙

▶ 취득자격증   비서자격증, SMAT, 실용한자, 워드프로세서, 컴퓨터활용

능력, ITQ, MS오피스 전문가, 전산회계운용사, TOEIC

▶  졸업 후 진로    

SK하이닉스, 삼성전자, 현대자동차, KT, LG전자, 포스코건설, SBS, 

JTBC, 제일기획, NH농협, 우리은행, KB, 세무법인, 법무법인, 외국계

기업 등

※  대학정보공시 5-다.졸업생의 취업 현황   

한국전문대학교육협의회, 2020학년도 전문대학 전공별 개설대학 입학상담 자료집,   

제2019-5호, p111~112

▶  항공서비스과 전공기초 교육과정 + α  대형 항공사 승무원 트랙, 

LCC 항공사 승무원 트랙, 항공사 여객운송서비스 트랙, 외국 항공사 

승무원 트랙, 중국 항공사 승무원 트랙, 항공사 백오피스 트랙, 기내식

음료 마에스트로 트랙

▶ 취득자격증   항공예약발권(CRS), ITQ, SMAT, TOEIC, 비서자격증, 조주

기능사, 바리스타

▶  졸업 후 진로    

항공사, 비서, 사무직, 호텔, 여행사, 리조트 및 테마파크 등

▶  군사과 전공기초 교육과정 + α  조리부사관 트랙

▶ 취득자격증   ITQ, TOEIC, 태권도단증(1단~3단), 한자(4~3급), 응급처치

(일반과정), 한국사자격증, 생활 및 재난 안전관리사, 한글

실용 글쓰기 

▶  졸업 후 진로    

각군(육군, 해군, 공군 및 해병대)부사관, 육군3사관학교 편입, 국방

군무원 및 방위산업체 근무, 부사관 복무 중 준사관 진출, 관광관련

업체 등

관광 및 레저스포츠 지도자 능력을 갖춘 선진형 사회복지전문가! 4년 연속 86%이상 취업률 전국 비서과 취업율 1위!

열정항공, 하늘을 날자! 내꿈을 더 높게! 공무원(직업군인)의 지름길 리더십을 갖춘 실사구시 정신의 초급간부!

▶ 학과설명

-  21세기 가장 각광받는 관광 및 

레저스포츠산업에 특화된 사회

복지사를 양성

▶ 학과설명

-  차별화된 인성교육과 CHANGE 

핵심역량에 기반한 체계적인 현

장중심 교육과 실습으로 글로벌 

시대의 기업 환경에 부응하는 인

성이 바른 전문비서, 사무행정전

문가 양성 

▶ 학과설명

-  글로벌 스탠다드를 추구하는 항공

관광 융합형 멀티서비스인 양성

▶ 학과설명

-  산업현장 중심의 맞춤형 교육을 

통한 군사전문 지식과 조직관리 

능력을 갖추어 적을 압도하는 초

급간부. 군 간부로 계속 성장 할 

수 있는 인성과 자질을 구비한 

초급간부 육성으로 인성과 자질

을 구비한 초급간부 양성 

관광레저복지과

031) 644-1099

Tourism Leisure & Welfare

국제비서과

031) 644-1179

International Secretarial Studies

항공서비스과

031) 644-1085

Airline Services

군사과

031) 644-1178

Military For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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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광영어과 전공기초 교육과정 + α  글로벌 관광영어통번역 트랙, 

글로벌 관광안내원 트랙, 글로벌 항공사 지상직 트랙, 글로벌 호텔 프

론트서비스 트랙, 글로벌 관광 백오피스 트랙

▶ 취득자격증   TOEIC, OPIc, 항공예약발권(CRS), ITQ, 컴퓨터활용능력, 

국내여행안내사, 국외여행인솔자(TC)

▶  졸업 후 진로    

국내외 여행사, 항공사, 호텔, 리조트, 크루즈, 관광관련정부기관, 일반

기업체 및 공기업체 사무직, 4년제 대학편입 등

▶  관광중국어과 전공기초 교육과정 + α  중국 호텔리어 트랙

▶ 취득자격증   관광통역안내사, 국외여행인솔자(TC), 국내여행안내사, 

의료관광코디네이터, 어린이중국어지도사, 新HSK, CPT, 

BCT, 한자, ITQ, 컴퓨터활용능력

▶  졸업 후 진로    

호텔, 카지노, 여행사, 면세점, 항공사, 무역회사, 중국자매대학 편입 등

▶  관광일본어과 전공기초 교육과정 + α  일본 호텔리어 트랙

▶ 취득자격증   JLPT, JPT, 국내여행안내사, 국외여행인솔자(TC), 관광통역

안내원, 통역사, 번역사, ITQ, MOS, 전산회계운용사2급

▶  졸업 후 진로    

호텔, 면세점, 여행사, 항공사, 무역회사 및 일반기업, 일본 호텔, 리조

트, 일본 자매대학 편입 및 국내 편입 등

▶  호텔조리과 전공기초 교육과정 + α  글로벌 쉐프 트랙, 호텔 쉐프 트

랙, 화인다이닝 레스토랑 쉐프 트랙, CFS & 케이터링 트랙, 오너쉐프 

트랙, K푸드 쉐프 트랙, 푸드스타일링 트랙

▶ 취득자격증   조리기능사 : 한식, 양식, 일식, 중식, 복어   

조리산업기사 : 한식, 양식, 일식, 중식 / 위생사 

▶  졸업 후 진로    

호텔, 단체급식업체, 외식업체, 레스토랑 등  

주요 취업처 : 롯데호텔, 포시즌즈호텔, 조선호텔, 삼성웰스토리, (주)

현대그린푸드, (주)아워홈, 프렌차이즈 레스토랑, 파인다이닝 레스토랑

▶ 학과설명

-  관광산업의 글로벌화를 주도하

는 국제적서비스마인드를 갖춘 

호텔서비스, 해외여행안내, 항공

서비스의 영어전문인력 양성

▶ 학과설명

-  한중문화교류 및 관광, 무역 등

의 분야에서 요구되는 실무능력

과 글로벌 마인드를 갖춘 중국어

통역서비스 전문인 양성

▶ 학과설명

-  일본에 관한 지식과 관광 현장 

실무 능력을 갖춘 일본어 전문가 

양성

▶ 학과설명

-  현장실무능력과 조리서비스능력

을 갖춘 실무중심의 창의적 음식

조리 전문인재 양성

세계를 향한 도전, 글로벌 리더 NATIVE SPEAKER! 글로벌시대의 경쟁력 중국 전문인력 양성!

전액교비지원, 일본으로 유학가자! 관일독존! 미래를 선도할 최고의 조리 전문인 글로벌 조리 리더!

관광영어과

031) 644-1130

Tourism & English

관광중국어과

031) 644-1150

Tourism & Chinese

관광일본어과

031) 644-1140

Tourism & Japanese

호텔조리과

031) 644-1160

Hotel Cuisi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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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취득자격증 

호텔관리사, 국내여행안내사, 관광통역가이드, 국외여행 

인솔자(TC), 조주기능사, 소믈리에, TOPAS, 컨벤션기획사, 

바리스타, 풍선아트, 레크리에이션, 치료(복지)레크리에이션 

▶ 취득자격증  

식품산업기사, 제과기능사, 제빵기능사, 식품위생사, 제과

기능장, 조리기능사

▶  졸업 후 진로  

국내 특급 호텔, 대학원 진학, 관광숙박업체, 테마파크, 

리조트/카지노, 여행사, 항공사, 면세점, 레저이벤트업체, 

관광관련 정부기관, 외식업체 등

▶  졸업 후 진로  

제과제빵 관련업체, 관광호텔 제과부서, 제과제빵 관

련 교육기관강사, 자영제과점, 식품연구소, 대학원 진학,  

창업 등

호텔관광경영학과 제과제빵학과 

4년제 
학사학위 
전공심화

과정

031) 644-1139   031) 644-1139   

DEPARTMENT OF HOTEL & TOURISM MANAGEMENT DEPARTMENT OF BAKING SCIENCE & TECHNOLOGY

수준 높은 인적서비스 교육, 외국어 및 정보화 능력 배양, 

현장실무 중심의 맞춤형 교육을 제공하여 이론과 실무의 

심화학습을 통해 환대산업의 실력있는 전문인 양성

*2020학년도 학사학위 전공심화과정 호텔조리학과 신규 인가 신청

제과제빵에 관한 이론 및 실무를 보다 체계적이고 과학적

으로 심화 학습하여 국내는 물론 해외 제과제빵업계에 중

간 관리자로 종사 할 수 있는 제과제빵전문 직업인 양성

한국관광대학교 
졸업

01
한국관광대학교 
3,4학년 과정

02 4년제 
학사학위수여

03

대학원 진학

04

▶  호텔제과제빵과 전공기초 교육과정 + α  블랑제리(Boulangerie) 트랙, 

프랜차이즈(Franchise) 베이커리 트랙, 파티세리(Patisserie) 트랙, 브런치 

마스터(Brunch master) 트랙

▶ 취득자격증   제빵기능사, 제과기능사, 케이크디자이너, 초콜릿마스터, 

슈가크래프트, 바리스타, 베이커리 위생관리사

▶  졸업 후 진로  

•  산업체 : 호텔베이커리, 프랜차이즈 베이커리, 개인유명제과점, 양

산베이커리, 제분회사, 유지회사, 재료회사 등 

•  교육기관 : 직업전문학교, 제과제빵학원, 문화센터강사, 고등학교 

방과 후 교사 등

•  기타 제과점 창업, 베이킹 공방 창업, 디저트카페, 외식 및 조리관

련업체 등

▶ 학과설명

-  올바른 인성을 갖추고 제과제빵에 

필요한 이론과 실무능력 겸비한 

제과제빵사 양성   

21세기 국제화, 정보화 시대에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제과

제빵사 양성

최고의 교육환경으로 파티쉐의 꿈을 실현한다 최상의 미(美) 와 미(味)!

호텔제과제빵과

031) 644-1027

Hotel Baking Science & Technolog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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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 학년도 전형 요약 및 주요 변경사항

1. 2020학년도 전형 요약

복수지원 가능 교차지원 가능 수시 학생부 성적반영

계열 및 학과와 관계없이 
모든 학과와 모든 전형에 복수지원 가능

일반고교출신자의 경우 문과/이과에 
관계없이 모든 학과 지원 가능

전 학년 중 최우수 1개 학기 
전과목 평균등급 반영

정시 수능 성적반영 지원 유의사항 우리 대학만의 특징

수능 전과목 중 최우수 2개 과목 
백분위 점수 반영

   (절대평가 과목 영어 및 한국사도 반영)

• 일반전형은 고등학교졸업(예정)자 누구나 
지원가능 (인문계고, 특성화고 구분 없음)

•   수시모집 6회 지원 제한 해당하지 않음
•   수시1차 모집 우리대학 및 타 대학 합격자

도 수시2차 모집 지원 가능
• 모든 학과 남·여 구분없이 지원 가능

•   모든 학과는 관광특성화 대학에 맞게 관광
분야로 취업 가능

• 어학성적 우수 학생은 해외유학 가능 (미
국, 일본, 중국)

•   모든 학과는 계열과 관계없이 전과가능

2. 2020 학년도 주요 변경 사항

구분 2019학년도 2020학년도 비고

수시/정시모집 인원
수시 정시 수시 정시

수시 모집인원 확대
873명 57명 888명 42명

정원내 전형구분
(일반전형 : 특별전형)

일반 특별 일반 특별
특별전형 선발인원 확대

784명 146명 711명 219명

구분 2019학년도 2020학년도
비고

학과명 특별전형 지원자격 및 가산점 가산점 점수

전체학과

TOEIC 300점, JPT 400점, JLPT N3, 新HSK 3급이상 중 1개 6점 20점

국가기술 및 국가전문 자격증(한국산업인력공단 외) 3점~12점 20점~60점 1개당 20점씩 최대 3개 60점 

전국규모 각종경연대회 입상자 3점~6점 10점~20점
1개당 10점씩 

최대 2개 20점 (해외대회 제외)

한국학생빵과자 경연대회, 서울국제빵과자전(SIBA), 
전국학생빵과자 경연대회(ACADECO) 입상자

11점 50점

전국 또는 지방기능경기대회 요리, 제과제빵부문 입상자 
(한국산업인력관리공단)

21점 80점 동상이상 → 입상자

교사 추천자 5점 10점 학교장 추천 → 교사 추천

국가공인민간 및 일반민간 자격증 10점~30점 1개당 10점씩 최대 3개 30점

고등학교 봉사시간 30시간 이상 20점

우리대학 체험수업(오픈캠퍼스) 프로그램 이수자 30점 1회 10점씩 최대 3회 30점

우리대학 경기 꿈의 대학 이수자 50점

관광 및 외식업체 종사(운영)자 본인 및 자녀 10점

디지털관광과 관광 및 정보기술(컴퓨터) 관련학과 출신학생

30점

관광레저복지과
군사과

- 무도 2단 이상자
- 학생건강체력평가(PAPS) 우수자 (1, 2등급)
- 대한체육회 산하 경기연맹 선수등록자 (1년 이상 등록자)

관광영어과 
관광일본어과
관광중국어과

고등학교 제2외국어 한학기 이상 이수자

※ 특별전형 지원 자격 중 음영이 들어간 항목은 신규 항목임

APPLICATION 
GUIDELINES

2020학년도 
신입생 모집요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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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 전형일정

모집구분 접수기간
면접일자
 공지일

제출서류
마감일

면접기간
합격자
발표일

예치금
납부기간

등록금
납부기간

충원합격자발표 및 
등록기간

수시1차 9.6(금) ~ 27(금)
10.2(수)

18:00
10.4(금)

17:00
10.8(화) 
~ 11(금)

10.29(화)
12.11(수) 

~ 

13(금)
’20.2.6(목) 

~

10(월)

12.14(토) ~ 23(월)

수시2차 11.6(수) ~ 20(수)
11.21(목)

18:00
11.25(월)

17:00
11.22(금) 
~ 24(일)

12.9(월)

정시
12.30(월) 

~ ’20.1.13(월)
’20.1.14(화)

17:00
’20.1.17(금)

17:00 ’20.1.17(금) ’20.2.4(화)
’20.2.11(화) 
~ 29(토)

•수시1차 지원자 및 합격자도 수시2차 지원 가능합니다.

•면접일정은 지원인원 및 상황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02 | 모집학과 및 모집인원
구 분 수시 1차 수시 2차 정시

학과명
입학
정원

정원내 정원외 정원내 정원내 정원외

일반
전형

특별
전형

소계
농어
촌

수급
자

전문
대졸
이상

외국
인

북한
이탈
주민

서해
5도

일반
전형

특별
전형

소계
일반
전형

전문
대졸
이상

호텔경영과 ● 120 64 10 74 3 9 3 2 1 2 32 8 40 6 2

관광경영과 120 64 10 74 2 5 3 2 1 1 34 8 42 4 2

외식경영과 70 31 18 49 1 2 1 1 1 10 9 19 2 1

디지털관광과 40 22 3 25 　 　 1 　 　 　 11 2 13 2 1

관광레저복지과 40 17 2 19 　 　 1 　 　 　 17 2 19 2 1

항공서비스과 ● 90 39 8 47 2 5 2 　 　 　 31 6 37 6 2

국제비서과 ● 40 19 3 22 　 　 1 　 　 　 14 2 16 2 1

군사과 ● 40 23 2 25 　 　 1 　 　 　 11 2 13 2 1

관광영어과 60 29 9 38 　 　 2 1 　 　 15 5 20 2 1

관광일본어과 40 18 8 26 1 1 2 1 1 　 8 4 12 2 1

관광중국어과 60 29 9 38 　 　 2 1 2 　 15 5 20 2 1

호텔조리과 120 46 34 80 3 9 5 1 6 3 20 14 34 6 3

호텔제과제빵과 90 33 27 60 3 7 5 1 3 2 17 9 26 4 3

합계 930 434 143 577 15 36 30 10 15 9 235 76 311 42 20

•면접실시 학과 : ● 표시학과는 면접을 실시함

•특별전형 : 전문(직업)과정(특성화고) 졸업(예정)자, 특기자, 추천자, 대학자체기준

•수급자 :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 계층, 한부모가족 등

•외국인 : 재외국민 및 외국인

03 | 전형방법 및 성적반영 방법 

1. 수시모집 성적반영 방법

- 공통사항

• 일반전형, 특별전형[전문(직업) 과정(특성화고) 졸업(예정)자, 특기자, 추천자, 대학자체기준], 정원외 전형 (농어촌 출신자, 기초

생활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 서해5도 대상자)이 해당됨

•학교생활기록부 : 전학년 중 최우수 1학기 전 과목 평균등급 반영

•면접 : 면접실시학과 면접점수 반영

- 학생부 교과 위주

•관광경영과, 외식경영과, 디지털관광과, 관광레저복지과, 관광영어과, 관광일본어과, 관광중국어과, 호텔조리과, 호텔제과제빵과

기본 점수차 총점 반영비율

320점 80점 400점 100%

- 면접 위주

•호텔경영과, 항공서비스과, 국제비서과, 군사과

학교생활기록부 면접
총점

반영비율

만점 기본 점수차 만점 기본 점수차 학생부 면접

400점 320점 80점 125점 5점 120점 525점 40% 60%

- 특기자, 추천자, 대학자체기준 가산점

•특기자, 추천자, 대학자체기준은 학교생활기록부 및 면접점수 외에 지원자격에 해당하는 가산점을 합산

학과명 지 원 자 격 가산점 제출서류

전체학과

TOEIC 300점, JPT 400점, JLPT N3, 新HSK 3급 이상 중 1개 20점 성적증명서 사본

국가공인민간 및 일반민간 자격증(1개당 10점씩 최대 3개 30점) 10~30점 자격증 사본

고등학교 봉사시간 30시간 이상 20점 봉사활동 이수 확인서

우리대학 체험수업(오픈캠퍼스) 프로그램 이수자
(1회 10점씩 최대 3회 30점)

10~30점 수료증 사본

우리대학 경기 꿈의 대학 이수자 50점 이수확인서

국가기술 및 국가전문 자격증(한국산업인력공단 외)
(1개당 20점씩 최대 3개 60점)

20~60점 자격증 사본

전국규모 각종경연대회 입상자
(1개당 10점씩 최대 2개 20점, 해외대회 제외)

10~20점
수상실적확인서 및 

상장사본

한국학생빵과자 경연대회, 서울국제빵과자전(SIBA), 
전국학생빵과자 경연대회(ACADECO) 입상자

50점
수상실적확인서 및 

상장사본

전국 또는 지방기능경기대회 요리, 제과제빵부문 입상자
(한국산업인력관리공단)

80점
수상실적확인서 및 

상장사본

교사 추천자 10점 교사 추천서

관광 및 외식업체 종사(운영)자 본인 및 자녀 10점
(부모)재직증명서

등본 또는 가족관계증명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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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과명 지 원 자 격 가산점 제출서류

학과특화 자격기준

디지털관광과 관광 및 정보기술(컴퓨터) 관련학과 출신학생

30점

학생부
(온라인동의 시 미제출)

관광레저복지과
군사과

 무도 2단 이상자 단증 사본

 학생건강체력평가(PAPS) 우수자(1, 2등급)
등급표 1부

(원본대조필 확인)

 대한체육회 산하 경기연맹 선수등록자(1년 이상 등록자)
대한체육회

선수등록확인서 사본

관광영어과
관광일본어과
관광중국어과

고등학교 제2외국어 한학기 이상 이수자
학생부

(온라인동의 시 미제출)

• 가산점은 각각의 지원자격을 중복하여 선택할 수 없습니다. 항목 중 가장 높은 가산점을 받을 수 있는 한개의 지원 자격 항목

을 선택하여 지원해야 합니다.

•학과특화 자격 기준은 해당학과 지원 시에만 가산점이 적용됩니다.

•자격증은 사본 제출 시 가산점을 부여합니다.(학교생활기록부에 기재되어 있어도 자격증 사본 제출)

•수상실적확인서는 주최기관에서 발행하되 개최연도, 참가분야, 참가인원, 수상등위가 표기되어야 합니다.

•전국규모 각종 경연대회 판정은 우리대학 ‘입학전형관리위원회’의 회의를 통해 결정합니다.

•국가기술자격, 국가전문자격, 국가공인민간자격 정보는 큐넷(www.q-net.or.kr)을 참조하시면 됩니다.

•제출서류 미비 및 서류내용이 지원내용과 상이할 경우는 최종입학사정 시 불합격 처리 될 수 있습니다.

✽ 가산점 반영 예시) 

•자격증 3개(60점), 교사 추천자(10점)을 보유하고 있을 경우 둘 중 가산점이 더 높은 자격증 3개(60점)자격으로 선택 후 지원

•자격증 3개(60점)와 교사 추천자(10점)를 합산한 70점의 가산점은 적용되지 않음

2. 정시모집 성적반영 방법

- 공통사항

•수학능력시험 : 우수 2개 과목 백분위 점수 반영 (가/나형 구분 없음)

•수능 반영 과목 : 국어, 수학, 영어, 한국사, 사탐, 과탐, 직탐, 제2외국어/한문 중 2개 과목

•면접 : 면접실시학과 면접점수 반영

•수능 미응시자는 수능점수 0점을 부여하여 사정하고 동점자의 경우 수시모집 성적반영 방법으로 선발

- 수학능력시험 위주

•관광경영과, 외식경영과, 디지털관광과, 관광레저복지과, 관광영어과, 관광일본어과, 관광중국어과, 호텔조리과, 호텔제과제빵과

수학능력시험
총점 반영비율

만점 기본 점수차

200점 0점 200점 200점 100%

•수능성적 반영방법 : 수능 우수 2개 과목 백분위 점수 합(200점 만점)

- 면접 위주

•호텔경영과, 항공서비스과, 국제비서과, 군사과

수학능력시험 면접
총점

반영비율

만점 기본 점수차 만점 기본 점수차 수능 면접

200점 0점 200점 312점 12점 300점 512점 40% 60%

•수능성적 반영방법 : 수능 우수 2개 과목 백분위 점수 합(200점 만점)

3. 정원외 전형 성적반영 방법(수시 및 정시 모집 공통)

•전문대학·대학 졸업자, 재외국민 및 외국인, 북한이탈주민

전형 학과 평가 방법

전문대학·대학 졸업자 전체학과
•면접 미실시과: 대학 성적 평점평균 상위자(4.5기준)
•면접 실시과: 1)면접점수 고득점자 순, 2)대학 성적 순

재외국민 및 외국인

호텔경영과, 관광경영과
외식경영과, 관광영어과

관광일본어과, 관광중국어과
호텔조리과, 호텔제과제빵과 •면접 미실시과 : 서류전형

•면접 실시과 : 면접 점수 고득점자 순

북한이탈주민

호텔경영과, 관광경영과
외식경영과, 관광일본어과
관광중국어과, 호텔조리과

호텔제과제빵과

•외국인의 경우 지원자의 과다로 순위를 결정하여야 할 경우 입학전형관리위원회에서 정하는 기준으로 선발합니다.

4. 학교생활기록부 성적반영 방법

학과 활용지표 반영방법
1학년 2학년 3학년

1학기 2학기 1학기 2학기 1학기 2학기

전체학과(수시) 과목별 등급 환산 전과목 최우수 1개 학기 자동반영

•직업위탁과정의 경우 직업반 성적은 반영하지 않습니다.

•학교생활기록부 성적을 산출할 수 없을 경우 학교생활기록부 성적은 최저 점수를 부여하여 사정합니다.(외국고 등)

•과목별 등급이나 석차 없이 ‘이수’로만 표기된 과목은 제외합니다.(이수단위 합에서도 제외)

•1개 학기 성적이 없을 경우 1개 학년 성적으로 반영합니다.

•검정고시 출신자는 검정고시 취득점수(평균점수)에 의한 비교 내신 점수를 반영합니다.[별표3]

•수시 지원자는 3학년 1학기 성적까지 반영합니다.(졸업자의 경우는 3학년 2학기 성적포함)

•특성화고교 성취평가제 전문교과 내신성적 산출은 [별표4]방식으로 반영합니다.

[별표 1] 학교생활기록부 9등급표

등급 1 2 3 4 5 6 7 8 9

기본비율(%) 4 7 12 17 20 17 12 7 4
누적비율(%) 0~4 4.01~11 11.01~23 23.01~40 40.01~60 60.01~77 77.01~89 89.01~96 96.01~100

[별표 2] 학교생활기록부 평균등급 환산점수표 [별표 3] 검정고시 취득점수별 비교내신

등급 평균등급 점수 등급 과목별 취득점수

1 1 ~ 1.999 400 1 100 ~ 99

2 2 ~ 2.999 390 2 98 ~ 96

3 3 ~ 3.999 380 3 95 ~ 91

4 4 ~ 4.999 370 4 90 ~ 84

5 5 ~ 5.999 360 5 83 ~ 76

6 6 ~ 6.999 350 6 75 ~ 70

7 7 ~ 7.999 340 7 69 ~ 65

8 8 ~ 8.999 330 8 64 ~ 62

9 9 320 9 61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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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4] 성취도(A,B,C,D,E)에 따른 등급 환산 방식

-  성취평가제 전문교과 및 석차등급이 없는 과목의 경우는 해당과목의 Z값을 표준 정규분포 표를 기준으로 과목등급으로 환산

하여 학교생활기록부 등급산출 방식으로 반영합니다. 단, 원점수/과목평균/표준편차가 없는 과목은 반영하지 않습니다.(교양, 

기초, 체육, 음악, 미술)

-  성취평가제에 따른 과목별 환산점수   

과목별 원점수, 평균점수, 표준편차를 이용하여 표준점수인 Z점수를 계산

Z점수 = 
원점수 - 과목평균 •Z점수는 소수점 셋째자리에서 반올림하여 계산

•Z점수가 3.0보다 크거나 –3.0보다 작은 경우는 각각 3.0과 –3.0으로 반영표준편차

 - Z점수에 따른 환산 등급표

등급 1 2 3 4 5 6 7 8 9

비율(%) 4 7 12 17 20 17 12 7 4

Z점수 3.0 
~ 1.76

1.75 
~ 1.23

1.22 
~ 0.74

0.73 
~ 0.26

0.25 
~ -0.25

-0.26 
~ -0.73

-0.74 
~ -1.22

-1.23 
~ -1.75

-1.76 
~ -3.0

5. 성적산출 계산식
구분 학교생활기록부 평균등급 산출방법

2008년 2월 졸업자부터

2020년 2월 졸업자까지
※  학기별로 과목별 이수단위와 등급이 표기되어 있는 경우  

평균등급 = ∑(과목별 등급 × 이수단위) / 이수단위의 합

2002년 2월 이전 졸업자
(2002년 2월 졸업자 포함)

※ 입시 홈페이지 성적반영방법 참조

검정고시자
• 과목별 취득점수를 9등급으로 환산[별표 3]하여, 합격 평균등급을 구하고 학교생활기록부 평균
등급 환산점수표 [별표 2]에 적용함

•평균등급 = ∑(과목별 등급) / 과목수

6. 수학능력시험 성적반영 방법
모집시기 반영지표 반영방법

정시 백분위
• 국어, 수학, 영어, 한국사, 사탐, 과탐, 직탐, 제2외국어/한문 중 2개 과목
• 수학 가/나 유형 구분 없음

- 대학수학능력시험 절대평가 대상과목 등급 백분위 점수 환산(영어, 한국사)

등급 1 2 3 4 5 6 7 8 9

변환점수 100 90 80 70 60 50 40 30 20

04 | 지원자격 및 제출서류

1. 전형별 지원자격 및 제출서류

전형구분 전형유형 지원자격 제출서류

전체
전형 공통

•고등학교 졸업자 또는 2020년 2월 졸업 예정자
• 법령에 의하여 고등학교 졸업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된 자

•입학원서(인터넷 접수자는 제출하지 않음)
•학교생활기록부 사본 (원본대조필 직인 날인) 

※  온라인 동의 시 미제출   
[(2015년 2월 ~ 2020년 2월 졸업(예정)자)] 

※ 2014년 2월 이전 졸업자는 반드시 제출
• 검정고시 성적증명서(검정고시 합격자에 한함) 

원본
※  온라인 동의자[(2015년 1회 ~ 2019년 2회까

지(5년간)] (단, 수시전형은 2019년 1회까지 
적용)

일반
전형 일반전형

정원내
특별전형

공통
• 특기자/추천자/대학자체기준 지원자(인문계도 

지원 가능)
• 해당하는 서류(학생부에 기재되어 있어도 제출)

전문(직업)
과정

(특성화고) 
졸업

(예정)자

• 특성화(전문계)고교, 예·체능계고교 졸업(예정)자

• 공통의 제출서류와 동일함• 일반계고교 또는 학력인정고교에 설치된 전문계
학과 졸업(예정)자

• 일반계고교의 1년 이상 직업과정 이수자(예정자)
• 직업과정 이수확인서(일반계고교 직업과정 이수자)

※ 학교생활기록부에 기재되어 있는 경우 미제출

특기자

• TOEIC 300점, JPT 400점, JLPT N3, 新HSK 3
급 이상 중 1개 

• 성적증명서 사본

• 국가공인민간 및 일반민간 자격증
• 자격증 사본

• 국가기술 및 국가전문 자격증(한국산업인력공단 외)

• 전국규모 각종경연대회 입상자(해외대회 제외)

• 수상실적확인서 및 상장사본

• 한국학생빵과자 경연대회, 서울국제빵과자전
(SIBA), 전국학생빵과자 경연대회(ACADECO) 
입상자

• 전국 또는 지방기능경기대회 요리, 제과제빵부
문 입상자(한국산업인력관리공단)

• 무도 2단 이상자 • 단증 사본

• 학생건강체력평가(PAPS) 우수자(1, 2등급) • 등급표 1부 (원본대조필 확인)

• 대한체육회 산하 경기연맹 선수등록자(1년 이상 
등록자)

• 대한체육회 선수등록확인서 사본

추천자 • 교사 추천자 • 교사 추천서 원본

대학자체
기준

• 고등학교 봉사시간 30시간 이상
• 이수 확인서 사본

• 우리대학 경기 꿈의 대학 이수자

• 우리대학 체험수업(오픈캠퍼스) 프로그램 이수자 • 수료증 사본

• 관광 및 외식업체 종사(운영)자 본인 및 자녀 • 재직증명서(부모), 등본 또는 가족관계증명서

• 관광 및 정보기술(컴퓨터) 관련학과 출신학생
• 학교생활기록부 사본(온라인동의 시 미제출)

• 고등학교 제2외국어 한 학기 이상 이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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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형구분 전형유형 지원자격 제출서류

정원외
특별전형

농•어촌 
출신자

• 학생 본인이 농어촌 소재지 학교에서 중학교 입학 
시부터 고등학교 졸업 시 까지 교육과정을 이수하
며, 본인 및 부모가 농어촌 지역에 거주한 자

• 농어촌특별전형 학교장추천서
• 중·고등학교 생활기록부, 지원자 및 부모의 주

민등록초본 각1부(주소변동이력 포함), 가족관계
증명서 

• 학생 본인만 농어촌 소재지 학교에서 초·중·고  
전 교육과정을 이수하며, 농어촌 지역에 거주한 자

• 농어촌특별전형 학교장추천서
• 초·중·고등학교 생활기록부, 지원자의 주민등

록초본(주소변동이력 포함)

기초생활
수급자 및
차상위 계
층 전형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 수급권자 또는 차상
위계층

• 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 한부모가족 증명서, 자
활근로자 확인서, 장애(아동)수당 대상자 확인
서, 장애인 연금 대상자 확인서, 차상위 계층 확
인서, 차상위 본인부담경감 대상자 증명서 중 해
당서류

• 가족관계증명서(대상자 본인이 아닌 경우 제출)

전문대학
·

대학 졸업자

• 전문대학(일반대학) 졸업(예정)자 
• 4년제 대학 2년이상 수료자
• 외국에서 대학 2년을 수료한자와 동등한 학력자

• 전학년 성적증명서 1부
• 졸업(예정)증명서 또는 4년제대학 2년이상 수료

증명서

재외국민 
및 

외국인

• 부모가 모두 외국인인 외국인
• 외국에서 우리나라 초·중등교육에 상응하는 교

육과정을 전부 이수한 재외국민 및 외국인
• 한국어능력시험(TOPIK) 3급 이상

• 초·중학교 졸업증명서 (이수기간 표시)
• 고등학교 졸업증명서 및 성적증명서
• 출입국 사실증명서 (학생)
• 가족관계등록부에 해당하는 외국정부기관 발행 
증명서(학생, 부모)

• 외국인 등록증(학생, 부모)
• 아포스티유 확인서 또는 영사확인 1부
• 한국어능력시험 성적표
※ 모든 서류는 한국어 번역 공증하여 제출

북한
이탈주민

• 통일부장관이 고등학교 졸업학력을 인정한 북한
이탈주민

• 북한이탈주민등록확인서
• 학력인정증명서(시군구 북한이탈주민 거주지 보

호담당)

서해5도
교육과정
이수자

• 서해 5도에서「민법」제909조에 따른 친권자 또는 
동법 제928조에 따른 후견인과 함께 거주하면
서 서해 5도에 설립된 중학교 및 고등학교의 모
든 교육과정을 이수한 학생 

• 서해5도전형 학교장추천서
• 중·고등학교 학교생활기록부
• 주민등록등본

• 서해 5도에 거주하면서 서해 5도에 설립된 초등
학교·중학교 및 고등학교의 모든 교육과정을 이
수한 학생

 • 서해5도전형 학교장추천서
• 주민등록등본
• 초·중·고등학교 학교생활기록부

05 | 면접안내

• 형식 : 자기소개를 바탕으로 한 인터뷰

• 인터뷰 시간 : 그룹별(3인 ~ 5인 내외) 10분 이내

• 면접복장 : 단정한 복장 (고등학생의 경우 교복착용 권장)

면 접 일 정

면접평가항목

면 접 장 소 준 비 사 항면접학과
(군사과 제외)

군사과

수시1차 2019.10.8(화)~10.11(금)
- 적성 및 의사표현력
- 학업성취 의욕
- 예절 및 태도
- 직업관

- 발음발성
- 태도자세
- 신체
- 발표력

추후 홈페이지
안내

신분증
(주민등록증 
또는 학생증)

수시2차 2019.11.22(금)~11.24(일)

정시 2020.1.17(금)

• 면접 날짜 및 시간 지정은 입학원서 접수 마감일 이후 우리대학 입시 홈페이지(www.ktc.ac.kr)에서 개별적으로 확인해야 하며, 

별도의 개별통지는 하지 않습니다. 면접일정은 지원인원 및 상황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면접 불참자는 면접점수 0점을 부여하여 사정합니다.

• 기타 면접에 관한 사항은 우리대학 입시홈페이지 공지사항을 통하여 공지합니다.

06 | 선발 및 동점자 처리 기준 

1. 선발 기준

• 각 모집단위 전형별 총점 순으로 모집인원의 100%를 선발합니다.

• 모집단위 전형별 지원자의 미달 및 예비후보자의 부재로 결원이 발생할 경우 동일 모집 시기의 일반전형은 특별전형 지원자 중

에서, 특별전형은 일반전형 지원자 중에서 총점 순으로 충원합니다.

• 동일 모집 시기 내에서 전형별로 충원 후에도 결원이 발생 할 시 수시1차 모집에서 발생한 결원은 수시2차 모집 일반전형에서 

선발, 수시2차 모집에서 발생한 결원은 수시1차 모집 일반전형에서 선발, 수시모집 전체에서 발생한 결원은 정시모집에서 선발

합니다.

• 동일학과 다른 전형에 복수지원하여 복수합격 할 경우 합격한 전형은 다음 순으로 합격처리합니다.  

1) 농어촌전형 2) 수급자전형 3) 특별전형 4) 일반전형

• 지원자가 모집인원에 미달되더라도 적절한 학력 수준에 못 미친다고 판단하여 학업성취가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자는 입학전형

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선발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 외국인의 경우 면접 미실시 학과는 서류전형을 원칙으로 하되 지원자의 과다로 순위를 결정하여야할 경우 입학전형관리위원

회에서 정하는 방법으로 선발하되, 면접 실시학과는 면접점수 고득점자 순으로 선발합니다.

2. 동점자 처리 기준(수시1차, 수시2차 모집)

학과별 전형별 1순위 2순위 3순위 4순위

전체학과

일반 전형, 특별 전형, 
정원외 전형

(전문대졸 전형 제외)
면접점수 상위자 최우수학기 

평균등급 상위자
2학년 전체 

평균등급 상위자
1학년 전체 

평균등급 상위자

전문대졸이상자 전형 면접점수 상위자 평점평균
상위자 다학점 취득자

• 전형, 순위별 항목에 따라 고득점 순으로 선발(해당항목 부분의 산출불가의 경우는 차순위에서 사정)

• 검정고시 성적 동점자의 경우에는 전체과목 평균점수 상위자 순으로 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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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동점자 처리 기준(정시 모집)

학과별 전형별 1순위 2순위 3순위 4순위 5순위 6순위

전체학과

일반전형
면접점수
상위자

수능 총점 
상위자

영어 백분위 
점수 상위자

국어 백분위 
점수 상위자

수학 백분위 
점수 상위자

탐구 백분위
점수 상위자

전문대졸이상자 
전형

면접점수
상위자

평점평균 상위
자

다학점 취득자

• 전형, 순위별 항목에 따라 고득점 순으로 선발(해당항목 부분의 산출불가는 차순위에서 사정)

• 수능성적이 없을 경우에는 수시모집 동점자 처리 기준으로 적용 선발

07 | 지원자 공통사항

1. 원서접수 및 서류제출

구   분 내   용 비  고

인터넷
원서접수

www.uwayapply.com
www.jinhakapply.com

• 전형료 : 25,000원(수수료 포함)
• 면접비 : 10,000원
• 접수 마감시간 : 마감일 24:00시 까지

등기우편
관련서류제출

우편번호 : 17306
주소: 경기도 이천시 신둔면 이장로 311번길 

197-73 한국관광대학교 교학처 입학담당자 앞 

• 원서접수 및 제출 서류 도착 여부 확인 : 입시 홈페
이지 조회서비스에서 확인 (www.ktc.ac.kr)

2. 합격자 발표

모집시기 합격자 발표일 합격자발표 등록예치금 납부 등록금 납부 충원합격자 발표 및 등록

수시1차 2019.10.29(화) 입시홈페이지
(www.ktc.ac.kr)

자동전화(ARS)

060-700-3311
(대학코드 :200)

12.11(수) ~ 12.13(금)

2.6(목)~2.10(월)

발표 : 12.14(토)~12.23(월)
등록 : 12.15(일)~12.23(월)

수시2차 2019.12.9(월)

정시 2020.2.4(화) - 2020.2.11(화)~2.29(토) 

•(충원)합격자 발표 : 입시 홈페이지 공지사항을 참고 바랍니다.

•합격자는 등록기간 내에 등록하여야 합니다.

•정시모집에 합격한 자는 등록기간에 등록하여야 하며, 미등록 시 불합격 처리합니다.

•ARS 전화 이용 시 이용요금 및 통화료가 부과됩니다.

•ARS 전화는 청소년 요금제 사용 휴대폰은 불가하니, 입시홈페이지를 통해 확인 바랍니다.

3. 등록금(예치금) 납부방법 

구분 내용 비고

고지서출력 입시 홈페이지 (www.ktc.ac.kr)
•미확인으로 인한 불이익은 수험생에게 있습니다.
•납부시간이 경과할 경우 입학포기로 처리합니다.
•등록확인 : 대학 홈페이지 공지사항을 참고 바랍니다.
•보호자, 지인 등 타인 명의로도 납부 가능합니다.

예치금 및 등록금 납부
신한은행, 고지된 고유계좌로 입금
(가상계좌, 개인별 계좌번호 부여)

납부확인서 출력 입시 홈페이지 (www.ktc.ac.kr)

•수시모집에 복수합격자는 수시모집 등록기간 내에 최종 1개 대학 1개 학과에만 등록하여야 합니다.

•등록금 납부는 텔레뱅킹, 인터넷뱅킹, 스마트뱅킹, 계좌이체 등으로 납부할 수 있습니다.(단, 무통장 입금은 처리되지 않음)

4. 충원합격자 발표

입학원서에 기재된 연락처로 개별통지하며, 연락처 기재 오류나 부재중 등으로 인한 
연락두절일 경우 등록포기로 간주하며, 이에 대한 책임은 수험생에게 있으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합격자의 미등록 또는 합격포기 등으로 결원이 발생하였을 경우 예비후보 순위에 의해 충원합격자를 발표합니다.

•충원합격 통보를 받은 수험생은 등록 또는 등록포기 의사를 명확히 하여야 하며 이미 결정된 의사는 번복 할 수 없습니다.

• 충원합격자는 입학원서에 기재된 전화(긴급연락처, 자택, 휴대폰, 추가연락처)로 통지 예정이며 10분 간격으로 3회 이상 전화 

통화를 시도 하였으나 결번, 부재 등으로 합격통보가 불가능 할 경우에는 입학의사가 없는 것으로 판단하여 불합격 처리되며 

추후 어떠한 사유로도 이의를 제기 할 수 없습니다.

•본인에게 연락이 되지 않을 경우 본인 이외의 보호자 (가족)의 등록 또는 등록포기 의사도 인정합니다.

•충원합격 통지 시 안내된 등록기간에 반드시 등록을 해야 합니다.

•충원합격자 발표방법·등록일자는 우리대학에서 정한 일정에 따르며 충원합격자에게 개별통보하고 고지서는 발송하지 않습니다.

•충원과 관련한 상세한 일정은 입시홈페이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5. 합격자 유의사항

•합격여부 및 공지사항은 대학 홈페이지 및 ARS를 통하여 수험생 본인이 직접 확인하여야 합니다.

•합격자의 합격통지서 및 등록금고지서는 대학 홈페이지에서 출력하여 등록하여야 합니다.(개별 발송하지 않음)

• 수시모집(1차, 2차) 합격자는 예치금 납부기간 내에 납부하여야 하며 잔여등록금은 지정된 납부기간 내에 납부하여야 합니다. 

기간 내에 잔여등록금을 납부하지 않을 경우 합격을 취소합니다.

•등록기간 내 등록을 하지 않을 경우, 입학 의사가 없는 것으로 판단하여 합격을 취소합니다.

•입학성적우수 장학생 및 국가보훈 장학생의 경우에도 합격자 등록은 반드시 하여야 하며, 입학성적우수 장학생은 개별 통지합니다.

•국가보훈 대상자는 장학담당자에게 수업료 면제 대상자 증명서를 제출하면 됩니다.(행정부서 연락처 참조)

6. 등록금액 참고자료(2019학년도 1학년 1학기 기준)

 (단위 : 원)

모집학과 입학금 수업료 합계

호텔경영과, 관광경영과, 외식경영과, 디지털관광과,
관광레저복지과, 항공서비스과, 국제비서과, 군사과

504,000

3,070,000 3,574,000

관광영어과, 관광일본어과, 관광중국어과 2,791,000 3,295,000

호텔조리과, 호텔제과제빵과 3,489,000 3,993,000

※ 위 금액은 2020학년도 등록금 결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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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대학은 장애학생을 차별하지 않으며 입학 원서접수 및 면접고사 시 시각·청각·신체장애로 도움이 필요한 경우 학생

지원센터(031-644-1017)로 연락 바랍니다.

• 군사과 지원자는 임관자격기준(www.goarmy.mil.kr:447)을 참고하기 바라며, 임관자격 인지에 대한 책임은 본인에게 있습니

다.(각군 부사관 홈페이지 선발기준 참조)

◆ 복수지원 금지 및 이중등록 금지사항

• 수시모집합격자는 등록을 하지 않더라도 정시모집 및 추가 모집에 지원할 수 없으며 이를 위반한 경우 모든 대학의 합격(입

학)이 취소됩니다.(수시모집 최초합격자 및 예비합격 후보자 중 충원합격자 포함)

• 모든 전형일정 종료 후 입학학기가 같은 2개 이상의 일반대학·산업대학·교육대학·전문대학에 이중으로 등록할 수 없으며, 

이를 위반할 경우 모든 대학의 합격(입학)이 취소됩니다.

• 전문대학의 수시모집에 합격한 자는 일반대학(교육대학, 산업대학 포함)이 실시하는 다른 모집시기에 지원할 수 없으며, 일

반대학(교육대학, 산업대학 포함)의 수시모집에 합격한 자도 전문대학이 실시하는 다른 모집시기에 지원할 수 없습니다.

•정시모집에 복수합격한 자는 정시모집 등록기간 내에 최종 1개 대학 1개 학과에만 등록 할 수 있습니다.

◆ 대입전형자료 온라인 제공 안내

•제공개요 : 대입전형자료 온라인제공에 동의한 자에 한하여 대입전형 자료를 지원 대학에 온라인 송부

※ 학교생활기록부 자료, 대학수학능력시험 자료, 검정고시 자료

•제공대상

※ 학교생활기록부 자료 : 2015년 2월 졸업자 ~ 2020년 2월 졸업(예정)자

- 온라인제공 비동의자 및 2014년 이전졸업자(2014년 졸업자 포함)는 학교생활기록부 사본 제출 

※ 대학수학능력시험 자료 : 2020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응시자

- 온라인제공 비동의자는 대학수학능력시험 성적표 제출

※ 검정고시 자료 : 2015년 1회 합격자 ~ 2019년 2회 합격자(5년간)

- 단, 2020학년도 수시전형은 2015년 1회차 시험부터 2019년 1회차 시험까지의 자료만 제공

※ 온라인제공에 동의하지 않은 지원자 및 2014년 이전합격자(2014년 합격자 포함)는 검정고시 성적증명서 제출

◆ 불합격 또는 입학 후 취소가 되는 경우

•입학원서의 허위기재 및 전형에 필요한 각종 제출 서류의 허위 또는 불법요소가 있는 자

•전형별 합격자 중 입학 후 사실조회 결과 지원 자격이 미달되는 자

•전형별 지원자의 제출 서류가 미비하거나 하자가 있는 자

•충원합격자 중 연락불통으로 합격통지가 불가능한 자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합격 또는 입학한 사실이 확인된 자

09 | 행정부서 연락처
업무구분 부서명 문의처 비고

입학 교학처 031-644-1101 원서접수, 서류제출, 등록 및 환불(입학포기)
◎ 페이스북 : http://www.facebook.com/KOREAKTC (페이스북메신저 상담가능)

장학
학생지원센터

031-644-1016 국가장학금 및 학자금대출, 등록금(보훈대상자 학비감면)

학생지원 031-644-1017 통학(셔틀)버스 및 노선버스 운행

해외유학
교학처

031-644-1109 미국, 일본, 중국 유학관련

입학식(OT) 031-644-1020 신입생 입학식 및 OT

기숙사 입사 기숙사
031-644-1056(남)

031-644-1035(여)
신입생 기숙사 입사관련

7. 등록 취소 및 환불

구분 예치금 및 등록금 환불기간 제출서류 및 방법

수시모집
공고일 ~ 2.28(금) 16:00까지

(단, 토/일요일, 공휴일은 환불하지 않음)
환불방법은 대학 입시 홈페이지를 통해 공지합니다.

학기 개시(입학일)일 부터는 등록포기가 아닌 자퇴로 처리됩니다.
정시모집

* 등록금의 환불은 『대학등록금에 관한 규칙』 제6조에 준하여 다음과 같이 환불한다.

반환사유 발생일 반환금액

학기 개시(입학일) 전일 까지 등록금 및 입학금 전액 환불

학기 개시일부터 30일 까지 입학금을 제외한 등록금의 6분의 5 해당액

8. 입학전형료의 반환사유 및 금액

※ 고등교육법 시행령 제42조의 3(입학전형료)

②  법 제34조의4제4항에 따른 입학전형료의 반환 사유 및 금액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 입학전형에 응시한 사람이 착오로 과납한 경우: 과납한 금액

2. 대학의 귀책사유로 입학전형에 응시하지 못한 경우: 납부한 입학전형료 전액

3. 천재지변으로 인하여 입학전형에 응시하지 못한 경우: 납부한 입학전형료 전액

4.  질병 또는 사고 등으로 의료기관에 입원하거나 본인의 사망으로 입학전형에 응시하지 못한 경우(해당 사항을 증명할 수 있

는 경우만 해당한다): 납부한 입학전형료 전액

5.  단계적으로 실시하는 입학전형에 응시하였으나 최종 단계 전에 불합격한 경우: 납부한 입학전형료 중 응시하지 못한 단계

의 입학전형에 드는 금액

③  대학의 장은 법 제34조의4제5항에 따라 입학전형 관련 수입·지출에 따른 잔액을 해당 학년도 4월 30일까지 입학전형에 응

시한 사람이 납부한 입학전형료에 비례하여 반환하여야 한다.

④  대학의 장은 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라 입학전형료를 반환하는 경우 둘 이상의 반환 방법을 마련하여 반환 대상자가 선택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이 경우 그 반환 방법에는 학교를 직접 방문하는 방법과 반환 대상자가 지정하는 금융기관의 계좌로 

이체하는 방법이 반드시 포함되어야 한다.

⑤  대학의 장은 제4항에 따른 반환 방법 중 반환 대상자가 금융기관의 계좌로 이체하는 방법을 선택하는 경우에는 반환할 금액

에서 금융기관의 전산망을 이용하는 데 드는 비용을 차감하고 반환할 수 있다.

⑥  대학의 장은 제5항에 따라 반환하는 경우에 금융기관의 전산망을 이용하는 데 드는 비용이 반환할 금액 이상이면 반환하지 

아니할 수 있다.

08 | 지원자 안내 및 유의사항

본 요강에 수록된 모든 내용은 지원자에게 별도 공지하지 않으므로 정확히 숙지하여야 합니다.

◆ 지원 시 유의사항

• 입학원서에 기재한 모든 사항은 정확히 표기하여야 하며, 기재상의 착오·누락·오기 및 지원 서류 미비 등으로 발생하는 불

이익은 지원자에게 책임이 귀속되며, 원서접수 후 취소 및 변경이 불가능합니다.

• 병역의무를 수행중인 자는 지원할 수 없으나 입학 당해년도의 입학개시일 이전 전역예정자는 전역예정증명서(복무종료 확

인서)를 첨부한 경우에 한하여 지원할 수 있습니다.

•우리대학은 환불사유 발생 시 전형료 환불규정에 의거 전형료를 환불합니다.

• 입학전형 성적 및 평가내용은 공개하지 않으며 모집요강에 명시되어 있지 않은 사항은 우리대학 「입학전형관리위원회」의 결

정에 따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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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 학과 연락처
학과명 전화번호 페이스북주소 NAVER 카페주소

호텔경영과 031-644-1110 www.facebook.com/ktchm cafe.naver.com/hotelktc

관광경영과 031-644-1120 www.facebook.com/ktctm2 cafe.naver.com/tourismktc

외식경영과 031-644-1170 www.facebook.com/restarantmanagement cafe.naver.com/restaurantktc

디지털관광과 031-644-1190 www.facebook.com/ktcDT cafe.naver.com/ktcdigital

관광레저복지과 031-644-1099 www.facebook.com/ktcTLW cafe.naver.com/leisurektc

항공서비스과 031-644-1085 www.facebook.com/ktcairsvc cafe.naver.com/airktc

국제비서과 031-644-1179 www.facebook.com/ktcsecretary cafe.naver.com/secretaryktc

군사과 031-644-1178 www.facebook.com/ktcMF cafe.naver.com/militaryktc

관광영어과 031-644-1130 www.facebook.com/englishktc cafe.naver.com/englishktc

관광일본어과 031-644-1140 www.facebook.com/ktctj cafe.naver.com/japanesektc

관광중국어과 031-644-1150 www.facebook.com/ktcchinese cafe.naver.com/chinesektc

호텔조리과 031-644-1160 www.facebook.com/cuisinektc cafe.naver.com/cuisinektc

호텔제과제빵과 031-644-1027 www.facebook.com/ktchotelbaking cafe.naver.com/bakingktc

11 | 2019학년도 모집시기별 입시결과

학과명

수시1차 수시2차 정시

일반전형 특별전형 일반전형 특별전형 일반전형

경쟁률 최저 평균 경쟁률 최저 평균 경쟁률 최저 평균 경쟁률 최저 평균 경쟁률
수능(백분위)

최저 평균

호텔경영과 14.1 7.8 4.7 18.8 4.7 3.8 16.3 6.6 4.8 12.3 4.7 4.1 11.7 100 146

관광경영과 13.9 5.0 4.0 19.3 4.3 3.4 18.8 4.2 3.5 14.3 4.2 3.6 30.0 150 168

외식경영과 6.5 5.6 4.8 12.6 5.9 3.9 6.8 5.7 5 11.2 7.4 4.5 10.0 120 127

디지털관광과 5.6 9.0 5.7 8.0 5.5 5.5 8.0 7.6 6.3 8 6.4 6.4 13.5 90 130

관광레저복지과 5.8 7.0 5.8 8.0 5.6 5.6 12.3 6.7 5.7 11 2.9 2.9 10.5 110 128

항공서비스과 38.4 6.4 4.8 45.8 6.3 4.7 32.5 6.9 4.6 35 4.9 4.6 27.0 90 142

국제비서과 4.7 8.3 5.2 10 9.0 6.6 4.9 7.0 2.3 2.3 4.7 72 101

군사과 7.9 7.9 6.0 9.0 6.0 6.0 7.7 7.2 5.6 3.0 5.0 5.0 8.5 130 142

관광영어과 8.4 6.8 5.5 4.3 6.2 5.2 16.8 5.3 4.9 7.0 6.4 4.7 17.8 150 160

관광일본어과 11.7 4.7 3.7 14.2 4.8 4.6 12.0 4.5 4.1 7.7 5.4 4.9 27.0 159 162

관광중국어과 7.9 7.8 5.7 6.8 7.3 5.3 9.6 5.9 4.9 8.5 6.0 5.1 14.3 150 155

호텔조리과 24.9 4.4 3.4 15.8 5.7 4.1 17.0 4.3 3.6 14.8 4.9 4.1 15.7 156 172

호텔제과제빵과 21.8 3.9 3.1 18.5 3.9 3.1 16.7 3.6 3.0 12.2 3.8 3.1 27.5 150 170

• 학생부는 9등급, 수능은 200점 만점 기준입니다.

교사 추천서

지원자
인적사항

지원학과 성명 주민등록번호 -

고등학교 
졸업사항          년   월             고등학교 졸업(예정)

추천자
인적사항

성  명 전화번호 년  월 ~   년  월까지

위 학생을 귀 대학 특별전형 교사추천자로 추천합니다.

20  년   월   일

추천자 :                                  (서명)

한국관광대학교 총장 귀하

※본 양식은 대학홈페이지 입시자료실에서 이용 가능합니다.

※ 개인정보 보호를 위하여 생년월일과 주민등록번호 뒷 세 자리만 표기 요망 예) 950101-****123

농•어촌학생 / 서해5도 전형 학교장 추천서

지원학과 성명 주민등록번호 -

재학여부
확인

고교명 소재지 재학기간

고등학교     도(시)    군(동)    읍(면) 년  월 ~   년  월까지

고등학교     도(시)    군(동)    읍(면) 년  월 ~   년  월까지

위 학생은 고등교육법시행령 제29조 제2항 제14호의 규정에 의한 농·어촌 특별전형 대상자 / 서해5도 지원 특별법 시행령 제11조에 의한 
서해5도 특별전형 대상자로 인정되어 귀 대학 입학을 추천합니다.

20  년   월   일

추천자 :                                고등학교장 (직인)

한국관광대학교 총장 귀하

농·어촌 
전형

추천기준

•  학생 본인이 농어촌 소재지 학교에서 중학교 입학 시부터 고등학교 졸업 시 까지 교육과정을 이수하며, 본인 및 부모가 농어촌 
지역에 거주한 자

• 학생 본인만 농어촌 소재지 학교에서 초·중·고 전 교육과정을 이수하며, 농어촌 지역에 거주한 자

서해5도 
전형

추천기준

서해 5도에서「민법」제909조에 따른 친권자 또는 동법 제928조에 따른 후견인과 함께 거주하면서 서해 5도에 설립된 중학교 및 
고등학교의 모든 교육과정을 이수한 학생 (서해5도 지원 특별법 시행령 제11조)

※ 개인정보 보호를 위하여 생년월일과 주민등록번호 뒷 세 자리만 표기 요망 예) 950101-****123



한국관광대

▶ 시외 버스
• 고속버스(동서울터미널) → 한국관광대학교 정거장 하차 후 대학무료셔틀버스 이용
• 고속버스(강남터미널, 성남터미널) → 이천터미널

▶ 시내 버스
•이천터미널(24-7번) ↔ 한국관광대학교
•이천역(24번 / 24-1번) ↔ 한국관광대학교

▶ 전철

•  경강선(판교~여주) 신둔도예촌역(한국관광대)  판교역에서 27분 소요   
↔ 한국관광대학교  무료셔틀버스 수시 운행   

운행시간 운행구간 비  고

08:20 건대입구 → 대학 건대입구역 이마트 자양점 정문앞 
(7호선 4번출구와 2호선 5번출구 건너편)

08:00 사당 → 대학 사당역 1번 출구 앞
07:45 영등포 → 대학 타임스퀘어 신한은행 앞
07:40

노원 → 대학
노원역 7번 출구 기아자동차 대리점 앞  

07:50 수락산역 1번 출구 앞
08:10 수원 → 대학 수원역 애경백화점 건너편 세진브론즈빌 국가경찰학원 앞
08:00 구리 → 대학 중앙선 구리역 3번 출구(구리청소년수양관 건너편)
08:35 하남 → 대학 하남시청 앞 야외농구장
07:20 인천(부평) → 대학 부평역 중앙 지하상가 11번 출구 200m 전방 구올담 치과병원 앞  
08:00

용인 → 대학
구성 삼성자동차 앞

08:20 신갈오거리에서 용인 방향 150M 직진 LG전자 앞
08:40 용인터미널 사거리 용인교 건너편 GS25편의점 앞
07:20

일산 → 대학
마두역 1번 출구 

07:35 화정역 1번 출구
08:00 삼송역 4번 출구(신도동 종합복지회관 앞)

운행시간 운행구간 비  고
18:05 대학 → 강변/영등포

15:30 / 17:00 대학 → 강변
18:05 대학 → 노원
17:50 대학 → 수원
17:50 대학 → 부평

15:30/18:05 대학 → 구리/하남
18:05 대학 → 용인 ※ 용인 → 신갈 → 구성 → 죽전사거리(등교 역순으로 경유) 
17:50 대학 → 일산

▶ 고속도로 이용 시
• 중부고속도로 → 서이천TG(나와서 우회전) → GS물류센터 

→ 한국관광대학교 
• 영동고속도로 → 이천톨게이트 → 이천방면(3번국도 서울

방면)

▶ 3번국도 이용 시
• 서울방면 → 광주 → 곤지암 → 이천(도예촌 정일품에서 우

회전)

HOW TO GO TO
KTC 찾아오는 길

대중교통

통학버스

승용차

등교

하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