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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사렛관

건학 64주년 나사렛대학교
2019학년도 정시 239명 선발!!

나사렛대학교 인재상과 교육목표
는?

선진교육역량 강화, 지역과 산업연계, 교육

진리·경건·사랑을 교육이념으로 출범한 나사

GREAT 8대 전략을 구축했으며 새로운 경영

렛대학교가 2018년 건학 64주년을 맞아 나

문화 조성과 혁신에 박차를 가할 예정입니다.

사렛 4.0시대로의 도약을 선언했습니다.

아울러 세계 53개 나사렛대학교의 풍부한 국

나사렛대는 2017년 대학구조개혁평가에서

제네트워크를 기반으로 국제화와 함께 재활

'재정지원 제한대학 완전해제'라는 성과를 거

복지 보건 융복합 특성화 대학으로 발전해

두며 침체기에서 성공적으로 탈출했습니다.

나간다는 전략입니다.

수요자 중심 교육정책 구현 등 BEST &

이어 2017년 대학기관인증평가 인증에서 '대
으로 선정됐고 '6주기 장애대학생교육복지

이번 나사렛대 2019학년 정시모집
의 주요 특징과 변화는?

학교 부문 재활복지 특성화 우수사례 대학'

나사렛대학교가 2019학년도 정시모집에서 총

가군은 태권도학과와 음악학과를 제외한 인문/

형으로 선발한다.

재활학부(인간재활학전공, 수어통역교육전공)

실태평가 연속 6회 최우수 대학'으로 선정됐

지난해 수능 성적 100%를 반영하는 모집단

모집인원의 17.1%인 239명의 학생을 선발한

자연계열의 모든 학과와 재활치료학부(특수체

재활치료학부(특수체육학전공, 스포츠재활전

△ 재활자립학부 △ 유아특수교육과 △ 특수

으며 2018 대학기본역량강화진단에서 '자율

위는 재활공학과, 사회복지학부, 응급구조학

다고 밝혔다.

육학전공, 스포츠재활전공)다.

공), 태권도학과, 음악학과를 제외한 모든 학과

교육과 △ 중등특수교육과 △ 간호학과 △ 물

개선대학'으로 확정되는 등 대내외적으로 질

과, 임상병리학과, 경영학과, 국제금융부동산

원서 접수는 오는 12월 29일(토) ∼ 2019년 1

재활치료학부(특수체육학전공, 스포츠재활전

의 농어촌학생/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

리치료학과 △ 응급구조학과 △ 경영학과 △

적 성장을 거듭하고 있습니다.

학과, 아동학과, IT융합학부로 총 8개 학과였

월 3일(목)간이며 인터넷으로만 가능하다.

공)는 실기 위주 전형이며, 인문/자연계열의 모

특성화고졸업자 전형은 수시모집과 같이 학생

글로벌비서학과 △ 항공호텔관광경영학과 △

나사렛대는 이 같은 성과에 만족하지 않고 4

습니다.

정시모집은 △ 수능 위주 전형과 △ 실기 위주

든 학과는 수능 위주 전형이다.

부 교과성적 100%로 선발한다.

경찰행정학과는 수능 96.7%(면접 3.3%)로 선

차 산업 시대를 맞아 대학에 요구되는 창의적

올해는 기독교학부, 재활치료학부(언어치료

전형 두 가지며, 가군과 다군으로 선발한다.

다군은 태권도학과와 음악학과를 실기 위주 전

태권도학과, 음악학과를 제외한 모든 학과의

발한다.

인 인재상에 맞춰 대학 정체성 확립, 재활복

학과, 심리재활학), 재활공학과, 사회복지학

장애학생 전형은 학생부 교과성적 9.4%(면접

실기 위주 전형은 총 60명을 모집한다.

지 특성화, 국제교류, 학생 창업 강화 등 내실

부, 임상병리학과, 국제금융부동산학과, 아

90.6%)로 선발한다.

재활치료학부(특수체육학전공, 스포츠재활전

있는 질적 성장을 꾀하고 있습니다.

동학과, IT융합학부, 방송·영상콘텐츠학과

수능 위주 전형은 수능 100%와 수능 96.7%(

공)는 실기 80.9%(수능 11.9%, 면접 7.2%)로

대학 설립 후 초석을 다진 나사렛 1.0시대, 대

등 총 9개 학과로 늘어났습니다.

면접 3.3%)의 2가지 유형으로 총 179명을 선

선발하고 음악학과는 실기 100%, 태권도학과

학의 양적 성장을 이룬 나사렛 2.0시대, 질적

재활치료학부(특수체육학, 스포츠재활)는

발한다.

는 실기 88.6%(면접 11.4%)로 선발한다.

성장을 이룬 3.0시대를 거쳐 2018년부터는

지난해 다군이었으나 올해 가군에서 선발합

△ 기독교학부 △ 재활치료학부(언어치료학전

수능 위주 전형의 경우 나사렛대학교 입학처

대학의 혁신성장을 이루는 나사렛 4.0시대에

니다.

공, 심리재활학전공) △ 사회복지학부 △ 국제

홈페이지(http://ipsi.kornu.ac.kr)에서 지난해

본격 진입하는 등 더 큰 도약을 목표로 하고

금융부동산학과 △ 아동학과 △ 재활공학과

최종등록자 성적 결과(평균, 커트라인)를 참고

있습니다.

△ 임상병리학과 △ IT융합학부 △ 방송·영상

해서 지원하면 된다.

이를 위해 나사렛대는 창의인재양성을 위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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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임승안 총장과 학생들이 캠퍼스를 거닐고 있는 모습 2 장애학생과 비장애학생 통합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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콘텐츠학과는 수능 100%로 선발하고 △ 휴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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