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학년도 신입생 수시모집 학생부종합 면접고사 장소 안내
학부(과)

학과장

학과장연락처

학과연락처

건물

호

실

사회복지학부

김미경

010-9043-0665

062-670-2641,2642

호심관

대기실: 호심관 13층 1304호(사회복지멀티강의실)
면접실: 호심관 13층 1309B호

청소년상담·평생교육학과

정민

010-5619-8828

062-670-2057

호심관

대기실 : 호심관 15층 1510호
면접실 : 호심관 15층 1505호

유아교육과

전경원

010-3249-6033

062-670-2638

성실관

대기실 - 성실관 3층 305호
면접실 - 성실관 3층 304호

간호학과

장미영

010-5631-0301

062-670-2058,2046

백인관

대기실 : 백인관 7층 704호(간호학과전용강의실)
면접실 : 백인관 7층 709호(시뮬레이션실)

작업치료학과

백현희

010-3442-5933

062-670-2456

호심관

대기실 : 호심관 14층 1406호(인지재활훈련실)
면접실 : 호심관 15층 1507호(작업치료학과고시실)

스포츠레저학과

김상엽

010-5668-5550

062-670-2209

호심관

대기실 : 호심관 13층 1309A/B
면접실 : 호심관 13층 1305호(생활체육멀티강의실)

식품영양학과

임희경

010-3621-9864

062-670-2060

호심관

대기실 : 호심관9층 908호
면접실 : 호심관9층 909호

경찰법행정학부

김경태

010-5515-2455

062-670-2637

성실관

대기실 - 성실관 3층 308호(강의실)
면접실 - 행정관 7층 706호(대학발전연구소)

소방행정학과

유태종

010-4660-2419

062-670-2653

탐진관

대기실 : 탐진관 3층 301호(소방전기실습실)
면접실 : 탐진관 3층 309호(연구실)

사이버보안경찰학과

이태훈

010-6671-5806

062-670-2184

백인관

대기실 : 백인관 6층 607호
면접실 : 백인관 6층 608호

문예창작과

이기호

010-9040-2201

062-670-2657

극기관

대기실 : 극기관 2층 207호(실습실1)
면접실 : 극기관 2층 207A호(실습실2)

경영학과

최후남

010-9475-2219

062-670-2632

호심관

대기실 : 호심관 11층 1109호
면접실 : 호심관 19층 1931호(연구실)

항공서비스학과

이현주

010-5710-1974

062-670-2062

전산관

대기실 : 전산관 1층 104호(이미지메이킹실)
면접실 : 전산관 2층 211A호(모의면접실)

호텔외식조리학과

김헌철

010-9235-1940

062-670-2834

호심관

대기실 : 호심관 6층 Lab실2
면접실 : 호심관 6층 Lab실3

컴퓨터공학과

강문설

010-8882-2565

062-670-2648

전산관

대기실 : 전산관 3층 313호(컴퓨터공학과실습실1)
면접실 : 전산관 3층 305호(학과실)

국방기술학부

김찬환

010-5074-5355

062-670-2097

전산관

대기실 : 전산관 107B호
면접실 : 전산관 108호

융합디자인학부

김용철

010-9036-1654

062-670-2656,2193,
2829

극기관

대기실 : 극기관 5층 507A호(카페)
면접실 : 극기관 5층 508호(창작준비실)

인테리어디자인학과

곽우섭

010-6202-6421

062-670-2655

극기관

대기실 : 극기관 5층 512호(드로잉실)
면접실 : 극기관 5층 511호(교육관)

사진영상드론학과

임재문

010-6273-7108

062-670-2573

극기관

대기실 : 극기관 3층 310호(디지털영상실)
면접실 : 극기관 3층 304호(시청각실)

호심관

탐진관

기숙사

백인관
도서관

인성관

극기관

행정관
성실관

학생회관

관

전산관

건물명

학 부(과)

호심관

사회복지학부 / 청소년상담·평생교육학과 / 작업치료학과 / 스포츠레저학과 / 식품영양학과
경영학과 / 호텔외식조리학과

성실관

경찰·법·행정학부 / 유아교육과

극기관

문예창장과 / 융합디자인학부 / 인테리어디자인학과 / 사진영상드론학과

탐진관

소방행정학과

백인관

간호학과 / 사이버보안경찰학과

전산관

국방기술학부 / 컴퓨터공학과 / 항공서비스학과
※ 학부모대기실 운영 : 호심관 4층 Job cafe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