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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ivision of 

 Christian Studies

기독교학부

신학

선교학

기독교교육학

기독교상담학

♢ 학부 소개

백석대학교 기독교학부는 설립정신과 개혁주의생명신학에 따라 

수요자 중심의 교육을 통하여 정보화 사회 및 세계화 시대를 

주도할 인재를 양성함으로써 국가와 인류 사회 발전에 기여하는 

지성인 양성을 목적으로 한다. 신학, 선교학, 기독교교육학, 

기독교상담학 등 4개 전공이 기독교신학의 정통과 정체성 아래 

융복합적으로 체계화되어 기독교지도자를 양성하는 과정을 구성 

하고 있다.

♢ 학부 교육목적

백석대학교 기독교학부는 개혁주의생명신학을 실천하면서 

수요자 중심의 강의 및 교육활동과 수준 높은 연구 활동을 

통하여 성경의 진리를 탐구하고 학술을 진흥하며, 올바른 인성과 

창조적 지성을 갖춘 정보화 및 세계화시대를 주도할 인재를 

양성함으로써 하나님 나라와 국가, 인류사회 발전에 기여함을 

교육목적으로 한다.

♢ 학부 교육목표

Ÿ 기독교 신앙에 기초한 전공능력과 실무역량 교육(창의적 전

문인 양성)

Ÿ 기독교 신앙을 바탕으로 한 성숙한 인격 함양, 복음전도와 

사랑의 실천(실천적 섬김인 양성)

Ÿ 기독교적 교양과 문화에 대한 이해를 통한 기독교 지도자 

양성(글로컬 소통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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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학

  Theology Major

♧ 전공별 교육목표

성경과 신학 전반에 대한 교육 / 교회지도자 양성을 위한 교육 /

신학전문인 양성을 위한 교육 / 신학대학원 및 대학원 진학 준비

♧ 전공 소개

학생들에게 진리에 대한 통찰력과 인간과 사회를 올바로 볼 수 있는 

안목과 글로벌 지도자로서의 지도력을 함양하고, 신앙 공동체에서 

지도적 역할을 담당할 수 있는 능력을 길러주기 위하여 성경의 가르침을 

올바르게 이해하고 해석하여 적용할 수 있는 방법론을 가르치고 있다.

대학의 이론교육과 사역현장의 체험교육을 통하여 이웃을 위한 총체

적인 사랑의 실천, 즉 그리스도의 복음전도, 구제와 봉사, 정의와 

평화 실현의 사명을 실천하는 섬김의 지도자들이 되도록 지도하고 

있다.

♧ 학습방향

목회 및 신학자로서의 길을 준비하고 학문적, 인격적 기초를 잘 쌓을 수 있도록 개혁주의생명신학을 

바탕으로 성경신학, 조직신학, 교회사, 기독교윤리학, 실천신학, 기독교철학, 문화와 사회에 대한 과목 등 

다양한 전공 과목들을 교육하고 있다. 특히 성경에 기초한 지성과 인성교육을 위하여 성경 교육에 집중

하고 있으며, 아울러 폭넓은 인문교양 및 사회봉사 실천을 부과하고 있다.

♧ 취득가능 자격증

교원자격증(중등학교 정교사 2급 – 종교)

♧ 특색

하나님의 뜻을 총체적으로 파악하고 복음의 효과적인 전파방법을 찾기 위하여 신학 뿐만 아니라 다양한 

학문분야에 대한 종합적인 탐구와 이해를 시도하고, 다양한 사역현장에서의 실천적인 훈련을 통하여 이론과 

실제를 조화롭게 접목시키도록 노력하며, 사제 간과 학우들 사이에 돈독한 유대관계를 형성하고 있다.

♧ 소모임 및 활동사항

신학전공학회, 찬양동아리, 성경공부·전도·봉사활동 모임, 그룹스터디 모임 등 다양한 소모임들이 

있으며, 영성수련회, 성경통독 수련회, 학술대회, 설교대회, 농촌봉사활동, 개척교회의 주일학교활동 지원, 

각종 복지기관의 자원봉사활동, 캠퍼스 전도활동 등 다양한 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 졸업 후 진로

졸업 후에는 교회사역자, 중·고등학교 종교교사, 일반기업체 사목 등으로 직접 진출하기도 하며, 목회자나 

학자가 되기 위하여 신학대학원 및 각종 대학원에 진학하는 경우가 많다. 또한 교회현장에서 주일학교, 

중·고등부, 대학부, 청년부, 장년부 등의 지도를 통하여 습득한 인간관계 형성 능력, 인간관리 능력, 

리더십을 통하여 다양한 진로 모색을 가능하게 한다. 목회자로써 뿐만 아니라 일반 기업체에서의 인사관리, 

홍보, 판매, 경영분야에 있어서도 유능한 일꾼이 될 수 있는 기초를 제공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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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교학

  Major in Missiology 

♧ 전공별 교육목표

성경과 선교에 관한 전반적 이해 / 선교과업들의 완수를 위한 선교전략, 

현대 선교이슈들 연구 / 글로벌 기독교사역자로 품성을 준비 / 선교이론과 

실천의 조화 

♧ 전공 소개

한국교회는 해외선교사 파송 26,000명으로 세계 2위 선교사 파송국으로, 

현재 2020년까지 100만 자비량 선교사 파송과 2030년까지 10만 선교사 파송

계획을 추진중에 있다. 세계 각국의 도시빈민층, 각종난민, 재해발생, 

이민자, 국내외국인이주자 등의 증가로 선교사역자의 수요는 급증하고 있다. 

이에 부응하여 타문화권에 대한 접근이해와 성경적 선교방법과 총체적 

전략들을 습득함으로 효과적인 타문화권, 글로벌 사역자를 양성하고자 한다. 

우리는 선교 헌신자, 언론을 통한 복음화 사역, 세계 문화사역에 관심 있는 

젊은이들과 더불어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세상을 변화시킬 거룩한 꿈을 꾼다.

표어 : 하나님으로부터 위대한 일을 기대하고, 하나님을 위하여 위대한 

일을 행하자!(Expect great things from God, Attempt great things for God)

♧ 학습방향

선교학은 예수 그리스도의 지상위임명령에 근거하여 세계복음화를 완성하기 위하여 복음을 비 기독교인들

에게 전하는 사역과 관련한 학문적 연구이다. 선교학전공은 학업과 경건훈련 및 실천의 균형을 강조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세상을 섬기는 글로벌 인재를 양성하기 위한 교육과정을 운영하고 있다.

♧ 취득가능 자격증

교원자격증(중등학교 2급 정교사 – 종교) 

I.C(Intercultural Communicator : 국제문화교류사) 2급 자격증

총회선교사 훈련원 수료증 (복수전공시에도 관련 자격증 취득지원 가능)

♧ 특색

1. 도전 정신과 세계 복음화에 대한 사명감에 불타오르는 교사와 학생

2. 지성과 영성을 겸비하고 예수님의 사랑으로 학생을 섬기는 교수진

3. 선배 선교사 및 목회자 그리고 국·내외 선교기관들과 단체 그리고 언론기관과의 네트워크를 활용한 

인턴십 교육

4. 교단선교위원회, 국내·외선교관련 단체 및 기독교기관, 기독교언론·출판사와의 연계 시스템을 통한 

역동적 취업·진로지도

5. 선교학 전공생들을 위한 장학금혜택 (학교의 정부 및 기타 장학금 외 선교학 전공생 장학금, 성적

장학금, 총회선교훈련생장학금, 백석선교문화원장학금, 수성기업선교장학금, 최인환외과장학금, 선교

학교수장학금 등)

♧ 소모임 및 활동사항

소모임: 로잔 및 캠퍼스 전도팀, 스터디그룹활동 (독서클럽, 단기선교 준비팀) 열방중보기도모임(AWAKE), 

방학중 농어촌 교회 및 해외단기선교 활동, 연합청소년 집회인도(쉐르파)  

활동: 선교학술대회 및 심포지움, 다문화 Festival, 선교바자회, 전국선교학과연합회, Home Coming Day

♧ 졸업 후 진로

선교사(목사선교사, 전문인선교사, MK선교사, 외국인노동자 사역자, 다문화가정 사역자 등),  선교기관 및 

기독교단체 사역자, 기독교방송·언론인 및 출판인, 목회자(교회개척과 목회, 교목, 경목, 선교목사, 

한인교회 및 선교지 교회 목회자), 중·고등학교 교사(종교 교사), 대안학교 교사, 국제기구 및 NGO단체, 

사회복지기관 전문사역자, 군종장교, 학사장교 및 학군단(ROTC), 대학원 진학(신학대학원, 전문대학원, 

일반대학원) 및 유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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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독교

 교육학

  Christian Education

  Major

♧ 전공별 교육목표

신앙인·교양인 교육 / 이론전문인 교육 / 실천전문인 교육 / 

교직전문인 교육

♧ 전공 소개
기독교교육학의 내용은 성경이고, 대상은 인간과 환경이며, 주체는 

하나님이다. 기독교교육학은 모든 영역과 현장에 대해 실천적이고 

이론적인 연구를 병행함으로 이 시대를 향한 하나님의 교육을 전개

하고, 그리스도의 복음에 따른 교육현장의 확장 및 발전시키는 것을 

목표로 삼는다. 한국과 미국 그리고 독일에서 기독교교육학을 전공

한 교수님들이 전문분야를 중심으로 기본적인 Curriculum에 대한 강

의와 지도를 맡는다. 기독교교육학은 교회와 가정, 학교와 사회현

장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시대적 과제에 적합한 문제를 선정하여 기

독교교육의 관점에서 분석과 비판, 대안제시와 실천이 가능하도록 

하는 협동연구와 진로에 대한 구체적인 교육을 실천하는 미래지향적

인 전공이다.

♧ 학습방향

기독교교육학은 신본주의 사상과 성경적 교육관으로부터 시작한다. 기독교교육학은 다원화 및 다양화된 

사회 속에서 바른 신앙, 바른 교육, 바른 행동을 통하여 봉사할 인재양성을 지향한다. 인간과 자연의 회복을 

통하여 이 세상에 하나님의 나라를 구현하는 기독교교육자를 양성하기 위하여 신학, 교육학, 심리학, 

사회과학에 대한 기독교교육학적 접근과 비판적 성찰을 시도한다. 또한 다양한 과목에 대한 접근과 심도 

깊은 연구가 가능하도록 학생들을 지도하고 육성한다.

♧ 취득가능 자격증

교원자격증(중등학교 정교사 2급 – 종교), 기독교교육사

♧ 특색

기독교교육학은 21세기 한국의 교회와 가정, 사회와 학교 및 가상공간까지 다양한 분야에서 변화를 주도할 

인재들이 이론과 실천을 통하여 교육전문인으로서의 미래에 대한 꿈과 실력을 갖추어 가는 학문이다.

♧ 소모임 및 활동사항

어린이 선교, 교회학교 연구모임, 기독교교사 연구모임, 가정사역 연구모임, 청소년 교육봉사, 대안학교 

연구모임, 다문화 교육봉사모임

♧ 졸업 후 진로

기독교교육학전공자들은 신학대학원과 일반대학원(M.Div/M.A) 및 전문대학원(M.A/Ph.D)에 진학하여 

학문에 정진하면서 목회사역(교육목사, 전도사/교육사, 교회학교 교사), 학교사역(중·고등학교 종교교사), 

교육선교단체(어린이, 청소년을 위한 현장사역자, 선교지에서의 교육활동), 문서출판 및 교구 개발사역, 

연구소사역(연구원) 등 구체적 사역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비전을 구체적으로 실천하는 교육전문인

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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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독교

 상담학

  Christian Counseling

  Major

♧ 전공별 교육목표

기독교상담학 전공은 기독교세계관을 토대로 상담적 전문성과 인성을 겸비하

고 전문적 섬김을 실천하는 백석상담 인재양성을 교육목표로 한다. 

Ÿ 기독교 세계관에 입각한 인간이해 및 인성개발

Ÿ 상담현장 실무능력을 갖춘 전문역량 개발

Ÿ 전문적 상담역량을 바탕으로 실천능력 함양

♧ 전공 소개

기독교상담학은 혼란과 위기에 직면한 개인과 가족의 심리적 안정 

및 정신건강, 대인관계적, 영적문제의 해결과 더 나아가 풍성하고 

행복한 삶을 영위하기 위한 예방차원의 상담을 연구하고 실천하는 

실용학문이다.

♧ 학습방향

기독교상담학 교육과정은 상담이론 및 적용, 현장실무능력 개발, 상담관련 연구의 세 부분으로 구분되며, 각 

학년별로 체계적인 학습 로드맵이 설정되어 있다. 상담이론 및 적용은 기독교상담학개론, 상담이론과 실제, 

발달심리, 성격심리, 심리검사, 이상심리, 아동상담, 청소년상담, 가족상담, 집단상담, 진로상담, 중독상담 

등의 과목이 개설되어 있다. 현장실무능력 개발에는 상담기술훈련, 상담실습, 상담프로그램개발, 상담자료관

리 등의 과목이 개설되어 있다. 상담관련 연구관련 과목은 상담연구방법론, 상담통계 등이 개설되어 있다. 

♧ 취득가능 자격증

전문상담교사(교직이수자에 한함)*, 임상심리사*, 청소년상담사*, 직업상담사*, 상담교육사, 상담심리지도

사. 사회복지사 및 청소년지도사(복수전공자에 해당). 기타 상담관련 학회 및 협회자격 취득 가능.

*표는 국가자격임. 

♧ 특색

기독교상담학 전공은 현장 실무능력 개발에 초점을 맞춘 교육과정의 운영과 학부-대학원 연계를 통한 체

계적인 교육기회 제공, 다양한 복수전공을 통한 복수학위 및 자격취득 기회 부여를 그 특징으로 하고 있

다. 또한 정규 교육과정 외에, 상담관련분야의 취업 및 진로역량 강화를 위한 다양한 비교과 과정을 활발

하게 운영하고 있다. 

특히 본교 학부졸업생은 백석상담대학원의 특별전형 지원자격이 부여되며 백석기독교전문대학원의 기독교

상담학 석·박사 과정으로의 진학이 가능하다. 학사부터 박사까지 체계적으로 연계하여 다양한 상담관련 전

공을 운영하는 것이 기독교상담학 전공의 강점이다. 뿐만 아니라 백석상담센터 및 백석대학교 학생생활상담

센터와의 연계를 통한 상담 현장실습 및 슈퍼비전도 받을 수 있다. 기독교상담학 전공의 교과과정의 연속성

과 다양한 전공분야의 교수진들은 상담을 공부하고 실천하기에 더없이 좋은 학습의 장을 제공할 것이다. 

♧ 소모임 및 활동사항

기독교상담학 전공은 석사 및 박사 연계활동, 학회 및 협회 연계활동, 상담센터 및 기관 연계활동 등을 활발하게 

전개하고 있다, 다양한 인성개발 동아리, 대학생 도박문제 예방활동단, 사이코드라마팀, 상담봉사동아리, 취

업 및 진로역량강화활동, 선교 및 찬양 동아리, 동문네트워크프로그램, 교수학생 멘토링 프로그램 등을 운

영하고 있다.

♧ 졸업 후 진로

졸업 후 전문상담교사, 전문상담사, 상담 및 심리교육사, 상담간사, 교회사역자로 일할 수 있으며 사회복

지, 교육  및 상담기관 등의 실무를 담당할 수 있고 대학원 진학을 통해 전문상담가로 활동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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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ivision of 

 Language and Literature

어문학부

국어국문학

영어학

일본어학

중국어학

♢ 학부 소개

어문학부는 국어국문학, 영어학, 일본어학, 중국어학 4개의 

전공이 있다. 전공별로 다양한 경험과 지식을 갖춘 교수진들이 

성심 성의껏 학생들을 지도하고 있으며, 사회와 기업이 요구하

고 있는 전문적이고, 현장에서 곧바로 활용할 수 있는 실용적

인 지식을 가르치고 있다. 또한 우수한 원어민 교수진들이 학생

들을 적극적으로 지도하여 국제화 시대에 동참할 수 있는 글로

벌 역량 강화에 힘쓰고 있다.

♢ 학부 교육목적

기독교적 인성에 기초하여 글로벌 시대에 창의적이고 실무적인 

역량을 갖춘 인재를 양성하고, 각 전공의 언어를 능숙하게 

구사할 수 있는 언어구사능력 및 문학인으로서의 자질 함양과 

전공 나라의 문화에 대한 폭 넓은 이해로 국제화 시대를 이끌어 

나갈 전문인 양성을 목적으로 한다.

♢ 학부 교육목표

Ÿ 각 나라 언어와 문화 연구를 통하여 인류를 이해하고, 기독교 

정신을 구현하는 인성 배양

Ÿ 각 나라의 언어를 능숙하게 구사할 수 있는 전문적이고 

실용적인 언어 구사능력 함양

Ÿ 각 나라의 언어에 대한 수준 높은 연구로 외국문화에 대한 

넓은 이해력과 문화 비교능력을 갖춤으로써 국제화 시대와 

지역사회를 이끌어 갈 글로컬 소통인 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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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어국문학

 Korean Language

 and Literature Major

♧ 전공별 교육목표

올바른 국어사용과 글쓰기 능력의 함양 

고전문학과 현대문학의 조화로운 이해

창작활동과 비평정신의 고양

민족문화의 창달과 한국문화의 세계화

♧ 전공 소개

우리말과 우리 문학에 대한 다양하고 심층적인 강의와 연구를 통해 

민족문화를 창조적으로 계승하고, 한국문학의 세계화에 기여하며, 

교육자‧학자‧문인 및 출판 편집인, 방송인, 공연 기획자, 작사가, 카피

라이터, 웹‧멀티미디어 관련 기획 운영자 등의 대중문화관련 창의적 

전문인을 양성한다. 진로와 관심에 따라 고전문학‧현대문학‧국어학 

분야의 전문지식을 습득하고 현대대중문화까지 시야를 넓힐 수 있도록 

교과과정이 구성되어 있다. 또한 학회와 소모임 활동, 봉사 등을 통해 

전공을 연구하는 긍지와 보람은 물론 학우들과의 적극적인 의사소통의 

장을 마련함으로써 대학생활의 낭만을 맛보게 되며 나아가 졸업 후에도 

유대감을 형성하여 성공적인 사회인으로 성장하게 된다.

♧ 학습방향

국어국문학을 전공하고자 하는 학생은 1학년 과정에서 학부기초 과목에 해당하는 <한국어와 한국문화>ㆍ  

<기초한문>ㆍ<국어정서법>을 이수한 후, 1학년과 2학년을 대상으로 하는‘전공 가군’, 2학년과 3학년을 

대상으로 하는‘전공 나군’, 3학년과 4학년을 대상으로 하는‘전공 다군’의 과목을 선별적으로 수강하

게 된다. 아울러 국어국문학전공의 세 분야에 해당하는 국어학전공, 고전문학전공, 현대문학전공 중에서 

해당 분야 교수의 지도하에 자신의 취향과 적성에 맞는 전공을 집중적으로 공부하게 된다.

♧ 취득가능 자격증

한자능력검정시험(한국어문회 외 8개 공인기관 주관), 국어능력인증시험(한국언어문화연구원 주관) 등

♧ 특색

국어국문학에서는 본인의 적성과 취향에 따라 국어학, 고전문학, 현대문학 세 분야를 심화학습하고 현대적 

활용방안을 모색함으로써 전공분야의 지식과 연구방법을 연마하고 현대사회가 요구하는 신지식을 창출하게 

한다.

♧ 소모임 및 활동사항

시우(詩友): 문예창작동아리로 작품창작 및 이론 공부

벼리: 소설 창작 및 이론연구

비결(飛訣): 스터디 그룹으로 독서 및 교과 심화 토론 연구 

지음(知音): 고전시가 및 현대 대중가요 이론 연구 및 작사

라스코: 영화이론 연구 및 시나리오 창작

♧ 졸업 후 진로

- 연구 분야: 일반대학원 및 교육대학원 진학, 해외유학 등

- 교육 분야: 중․고등학교 교사, 학원 강사 등

- 문예 분야: 시인, 소설가 등 작가 등단

- 대중문화관련 분야: 방송 구성작가 및 리포터, 신문․잡지사의 기자, 광고 카피라이터, 홈페이지 관리자, 
공연 기획자, 이벤트기획자, 홍보직 등

- 일반 사무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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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어학

 English Studies Major

♧ 전공별 교육목표

전공능력과 실무역량을 갖춘 창의적인 영어학 전문인 양성

융복합능력과 글로벌 역량을 갖춘 글로벌 인재 양성

대인관계 능력과 인문소양 및 기독교 인성(人性)을 갖춘 인재 양성

♧ 전공 소개

영어학 전공은 학생들이 앞으로 진출할 모든 분야에서 기본적 소양

이므로 미래에 대한 바탕 학문이다. 확고한 세계어(World Language)

로서 영어는 세계화, 정보화 시대에 그 실용성과 중요성이 증가하고 

있다. 영어학전공은 외국어 구사력과 동시에 세계 중심이 되는 미국과 

영국의 문화적, 역사적 배경 및 문학과 사회에 대한 지식을 갖춘  

인재양성을 목표로 하는 학술적 수월성과 현실적 효율성이 잘 조화를 

이룬다. 또한 효과적인 영어 학습을 위해 여러 외국인 교수의 강

좌와 최첨단 어학 교육시설, 다양한 교육과정을 갖추고 글로벌 시

대를 주도할 수 있는 유능한 인재양성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 학습방향
영어학 전공은 체계적인 외국어 교육을 통한 영어능력 향상과 독창적인 전공학문의 탐구를 통하여 무한

경쟁의 미래사회를 선도할 수 있는 국제적인 감각과 외국어 능력을 겸비한 유능하고 창의적이고 실무적이

며 인문학적 소양과 국제 경쟁력을 갖춘 인재 양성을 목표로, 영어권 세계의 다양한 문화를 받아들여 여

러 분야로 진출할 수 있는 국제적인 영어전문가를 육성하기 위해서 포괄적인 통합교육과정을 운영한다. 

학부기초군인 <영어연습>, <영어와 영미문화>, <영어어휘의 이해와 활용> 과목을 통해 영어 능력 배양과 

영미권 문화 및 영어어휘 등 전공 역량을 높이기 위해 필요한 기초적인 지식을 배우고 습득한다. 전공과

목은 가, 나, 다군으로 나뉘어져 있으므로 전공능력의 수준을 단계적으로 높여가며 수강할 수 있다. 영어

의 언어학적 지식 및 글로벌 역량을 제고하기 위해 <영문법>, <영어강독>, <영작문>,<영어의 이해>, <영

어와 영어교육> 등의 교육과정을 이수하고 <영문학개관>, <미문학개관>, <영미시의 이해>, <영미희곡>, 

<영미소설>, <영미문학과 문화>, <문화간 의사소통> 등의 과목 등을 통해 영어문화권 및 문학 관련지식 

습득과 인문학적 소양을 갖출 수 있다. 또한 <토익>, <실무영작문>, <영어회화>, <영어번역실습>, <비

즈니스 영어> 등의 교육과정을 통해 융복합 능력과 실무능력을 강화하여 현장 업무를 이해하고 수행하

는 실무역량을 제고할 수 있다.  

♧ 취득가능 자격증

무역영어(국가공인), TESOL, 영어지도사, 영어독서지도사 등

♧ 공인영어 시험 

TOEIC, TOEFL, G-TELP, OPIc, IELTS(영국), ESPT(국가공인), TOSEL, TEPS, FLEX 등

♧ 특색

영어학 전공은 학생들 스스로의 진로와 장래희망을 고려하여, 대학원 진학자를 위한 학문지향형, 취업희망자를 

위한 전문 직업인지향형, 복수전공형 등 세 가지로 나누어 수강할 수 있도록 로드맵(Road Map)을 제시함

으로써 실질적인 학습방향을 제시하고 있다. 특히 교과과정이 실용적이고 체계적으로 편성되어 있어 기

초가 부족한 학생일지라도 대학 4년을 통하여 알차고도 견실한 영어실력을 쌓을 수 있는 점이 우리학

교 영어학전공이 자부하는 강점이다. 또한 실용영어 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모의 TOEIC과 Vocabulary 

경시대회 등을 실시하고, 공인영어시험 고득점 취득이나 자격증 취득을 지원하고 있다.

♧ 소모임 및 활동사항

토익 청취반, 토익 어휘반, 토익 문법반, 토익 독해반, 영어회화클럽, 영어면접 대비반, 영어성경 공부반, 

번역모임, 영문도서 읽기 모임, 영미문화 즐기기 등 

♧ 졸업 후 진로
영어학을 전공한 졸업생들은 국제화 시대의 세계 공용어인 영어를 필요로 하는 모든 분야 즉, 학계, 교육계, 

외교 및 관계, 정치 및 재계뿐만 아니라 공기업이나 금융계, 무역업, 방송계, 외국계기업, 통번역사, 항공사 등 

광범위한 분야로 진출할 수 있다. 또한 영어학을 주전공으로 하고 경영학이나 경제통상학, 무역학, 관광, 

복지, 정보통신 및 예체능계 학문 등을 제2전공 또는 다전공하여 영어를 필요로 하는 다양한 직종으로 

진출할 수 있다. 그리고 대학원에 진학하여 영어학 및 영어교육 전문가의 길을 갈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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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본어학

 Japanese Major

♧ 전공별 교육목표

실용 일본어 구사능력 배양

일본어문학에 대한 폭넓은 이해

일본문화의 올바른 이해와 세계화를 주도할 인재양성

♧ 전공 소개

일본어를 효과적으로 학습하고, 일본의 정치, 경제, 문화를 포함한 

모든 분야에 폭넓은 식견을 갖춘 일본 전문가를 양성하기 위해 일본

어학, 일본문화 및 문학 등 연구 전반에 필요한 기본적인 지식을 

교육하고 있으며, 효과적인 일본어 학습을 위하여 원어민 교수와 

함께 회화 및 실습 위주로 진행되는 수업방식과 시청각 수업 시스템을 

갖추고 있고 장기어학연수, 교환학생제도 및 글로벌현장학습(해외

인턴십)을 적극 활용하여 글로벌 시대의 외국어 학습에 부응하도록 

인재 양성에 힘쓰고 있다. 교직과정이 개설되어 있어 교직과정 이수자에 

한하여 중등학교 정교사 2급 일본어 자격증 취득이 가능하다.

♧ 학습방향

외국어를 중심으로 하는 실용학문과 기초인문학문을 조화롭게 발전시켜 지식정보 기반사회에 필요한 

창조적 인재를 양성하고, 세계화, 정보화의 21세기를 이끌어갈 국제적 감각과 실용능력을 갖춘 전문 인

재를 키우기 위해 실습위주의 실질적이고도 미래지향적 교육과정을 점진적이고도 지속적으로 확대·개편하

였다. 학습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하여 다양한 교수방법의 개발과 어학 기자재를 갖춘 실습공간을 확보하고 

있으며, 산업현장의 요구에 부응하도록 하기 위해 산학연계 과정도 편성되어 있다. 또한 재학생의 충실

한 대학생활을 지원하기 위하여 각 학년 및 동아리 지도교수제를 운영하며, 각 학년 담임교수는 매 학

기 2회 이상의 상담을 꾸준하게 추진하고 있다. 또한 장기어학연수와 교환학생제도를 적극 활용하고 있

으며, 2006년부터 일본어 교직과정이 개설되어, 2급 정교사 자격증을 획득하여 교직의 길로도 나갈 수 있게 

되었다.

♧ 취득가능 자격증

JLPT: 일본어 능력시험 N1,N2,N3,N4(일본국제교류기금 주관) 

BJT: 비즈니스일본어 자격증 (일본무역진흥기구 주관)

JPT: 일본어 능력시험(일본국제교류진흥회 주관), 교원자격증(중등학교 정교사(2급)-일본어)

♧ 특색

각종 외국어 기자재 및 시청각 자료를 이용하여 듣기, 말하기 중심의 실용적인 일본어 교육을 통한 유창한 

일본어 구사력과 경제 대국인 일본에 대한 학계와 기업 및 사회에서 활약할 전문 인력 배출이라는 사회적 

요구에 부응하기 위하여 일본의 어문학 및 문학들의 심도 있는 연구와 학습을 통하여 일본어 구사력과 

일본어에 관한 지식을 습득한 일본지역 전문 인력을 배양하는 것을 교육 목표로 하고 있다.

♧ 소모임 및 활동사항

해바라기: 일본 애니메이션 동아리

JJ: 일본인 친구와 일본어능력시험 준비 소모임

하나마루: 방과후 학교 교사 봉사 소모임

요무요무: 일본어 원서 독서소모임

BJT: 비즈니스일본어 자격증 준비 소모임

♧ 졸업 후 진로

일본어학전공은 체계적인 실용일본어 교육과 일본에 관한 폭넓은 식견을 갖추게 하여 졸업 후에는 외무 

공무원, 교육계, 무역회사, 외국인 회사, 여행사, 항공사 등 사회 각 분야의 다양한 직종으로 진출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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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국어학

 Chinese Major 

♧ 전공별 교육목표

정확한 중국어 구사 능력의 배양

중국의 고전문학 및 현대문학에 대한 조화로운 이해

중국 문화에 대한 폭넓은 이해를 바탕으로 세계화를 주도할 인재 양성

♧ 전공 소개

중국어학전공은 세계화 및 정보화로 상징되는 21세기를 선도할 국제적인 

감각과 실용적인 능력을 갖춘 인재 양성을 목표로, 실질적이고도 미래

지향적인 강의를 하고 있다. 21세기 세계를 이끌어갈 강한 투지와 

자신감을 갖춘 젊은이라면 누구든지 균형적으로 구성된 중국어학 전공

의 강의를 통해 세계화에 적극적이고도 능동적인 중국 전문인으로 성장

할 수 있다. 또한 교직 과정이 개설되어 있어 교직 이수자에 한하여 중

등학교 정교사 2급 중국어 자격증 취득 가능하다.

♧ 학습방향

중국어학전공에서는 국제화 시대에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전문인 양성을 위한 다양하면서도 전문적

인 과정을 운영하고 있다. 어학 영역에서는 중국어회화, 중국어발음연습, 중국어작문 등을 개설하여 2학년

부터 중국인과 실질적인 대화가 가능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나아가서 중국의 역사와 문화 그리고 사회 등

에 대한 지식을 균형적으로 접할 수 있도록 문학/문화 관련은 물론 시사성 있는 다양한 강좌를 개설하여 

중국/중국인/중국사회를 폭넓고도 심도 있게 이해할 수 있는 지식을 습득하도록 하고 있다.

♧ 취득가능 자격증

HSK 한어수평고시(국가한어수평고시 위원회 주관), 교원자격증(중등학교 정교사(2급)-중국어), 한자능력

검정시험(한국어문회 외 8개 공인기관 주관)

♧ 특색

중국어학전공에서는 교수와 학생의 하나 됨을 위하여 그리고 학생들의 자율적인 참가를 유도하기 위해 

많은 이벤트를 준비하고 있다. 교수와 학생 사이의 관계를 밀접하게 만들기 위해 M.T.와 O.T.는 물론 

지도교수와의 정기적인 상담을 실시하고 있다. 학생들의 자율적이고도 주체적인 참여에 의해 추진되는 

행사가 많이 있으며, 어문 외국어 경연대회(중국어말하기대회), 전문가 초청 특강, 중국어 HSK 경시대회 

등의 행사를 통하여 중국/중국인/중국사회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고 있다. 아울러 중국의 중점 대학들과 

학술교류협정을 체결하여, 매 학기 희망하는 학생 전원을 교환학생으로 파견하여, 중국 문화 체험 및 어

학 능력 배양의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    

♧ 소모임 및 활동사항

중국어학전공에는 정규 과정 이외에도 전공 능력 배양을 위한 동아리가 있다.

HSK 자격증 너는 내꺼야: HSK 준비, 펑요우: 중국인 유학생과의 교류를 통한 중국문화 이해 도모,

원어민 회화반: 중국어 회화 능력 배양, 빛나라 중국어 A+: 중국어 발음교정, 

대학원 진학반: 국내외 대학원 준비

♧ 졸업 후 진로

중국어학 전공자의 진로는 매우 다양한바, 중국이 세계 G2로 성장하면서 그 범위는 더욱 확대되고 있다. 

동시에 양국 수교 20주년을 지나면서 심화 확대되고 있는 한국-중국 관계와 교류는 중국학 전공자의 더욱 

활발한 활동을 요구하고 있다. 바야흐로 취업과 승진에 중국어 능력이 필수 조건이 되고 있는 추세이다. 

삼성 등 대기업에서는 사원 채용시 중국어 성적에 따라 최고 5%의 가산점을 부여하고 있다. 졸업 이후 

국내외 대학원, 기업체, 공공기관, 교육기관, 신문사, 방송사, 여행사, 항공사, 통번역사 등의 분야로 진출

하고 있다. 특히 중국어학전공에서는 교사 자격증 취득이 가능하기에 중고등학교에 교사로 취업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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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ivision of 

 Social Welfare

사회복지학부

사회복지학

아동복지학

청소년학

노인복지학

재활복지학

♢ 학부 소개

생애주기별 복지수요에 부응할 수 있도록 사회복지학전공, 아동

복지학전공, 청소년학전공, 노인복지학전공, 재활복지학전공으로 

나뉘어진 사회복지학부는 21세기 선진 복지사회의 구현을 위하여 

사명감과 고도의 지식을 갖춘 사회복지사의 양성은 물론, 각 

영역에서 전문적인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창의적인 복지 

인력을 양성한다. 현장을 접목한 다양한 교과과정의 수업과 학술, 

봉사, 문화 동아리 등 자발적인 학생 활동이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다.

♢ 학부 교육목적

21세기 복지사회의 구현을 위해 투철한 사명감과 올바른 섬김의 

인성, 고도의 지식과 현장 실무역량을 고루 갖춘 창의적 전문 

복지 인력을 양성함으로써, 인간의 행복 증진과 진정한 복지사회

건설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 학부 교육목표

Ÿ 섬김의 기독교적 인성 강화

Ÿ 학생과 복지현장의 요구 반영

Ÿ 현장실무 능력 배양

Ÿ 글로컬 소통능력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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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회복지학

 Social Welfare Major 

♧ 전공별 교육목표

기독교적 인성에 기반을 둔 사회복지전문가 양성 / 사회복지현장의 

요구를 반영한 교육 실현 / 사회복지 실천지식과 기술 및 정보화

능력을 겸비한 사회복지전문가 양성 / 세계화 능력을 갖춘 사회복지

전문가 양성

♧ 전공 소개

사회복지학은 개인의 심리사회적인 문제와 사회의 구조적인 문제가 

속출하는 현대 사회에서 모든 국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미래지향적인 학문이다. 따라서 사회복지학 전공에서는 

산업화와 현대화에 따른 개인, 가족, 지역사회의 다양하고 복합적인 

문제 및 사회구조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전문적 방법을 교육하고 

실천하며 사회복지현장에서 일할 수 있는 전문지식과 실천기술을 

겸비한 유능한 사회복지 전문가를 양성하고 있다.

♧ 학습방향

사회복지학 전공에서는 심리사회적, 경제적 및 사회적응과 관련된 다양한 문제를 지니고 있는 사람들의 

사회적 기능증진과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할 수 있는 전문가인 사회복지사 양성을 위해 사회복지실천, 정책, 

행정, 법과 제도 등 필수이론과목들을 교육하며 사회복지실천현장의 변화와 요구에 대응할 수 있는 실무

능력을 갖춘 예비 사회복지사 양성을 위해 학생들과의 소통에 바탕을 둔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들을 운영

하고 있다.

♧ 취득가능 자격증

필수자격증: 사회복지사(1급 또는 2급)

선택자격증: 정신보건사회복지사, 의료사회복지사, 학교사회복지사, 건강가정사 등

♧ 특색

최근 사회복지계의 큰 흐름 중 하나는 사회복지사의 자격을 강화하는 것으로 사회복지사 1급 자격증을 

취득하기 위해서는 국가자격시험을 통과해야 한다. 이에 사회복지학 전공에서는 자격시험에 대비한 전공

교과목의 내실 있는 교육과 더불어 다양한 실천영역에서 일할 수 있는 사회복지사로서의 역량강화를 위한 

사회복지현장 경험 및 학생들의 전문 자원봉사활동을 지원하는 각종 프로그램들을 운영하고 있다.

♧ 소모임 및 활동사항

 사회복지학 전공에서는 학우들 간의 친목 도모 및 예비 사회복지사로서의 역량강화를 위한 다양한 소모

임 및 세미나 등의 연구모임을 실시하고 있다. 사회복지기관에서 자원봉사활동을 하는 ‘심봉사’, 악기연주동

아리 ‘딩가딩가’를 비롯하여 정신건강전문가로서 역량강화를 목적으로 하는 ‘지역사회정신건강자원봉사단’, 

사회복지실천가로서 역량강화를 위한 ‘지역사회복지실천연구회’ 및 ‘행복증진 사회복지실천연구회’, ‘NGO탐

구반’, 그리고 진학준비를 지원하는 대학원 준비반과 전공 영어반 등의 즐겁고 유익한 여러 소모임들이 운

영되고 있다.

♧ 졸업 후 진로

사회복지전공자는 졸업 후 여러분야로 진출하여 활동할 수 있다. 구체적 진출분야는 다음과 같다.

 1) 지역사회복지기관: 종합사회복지관, 노인종합사회복지관, 장애인종합사회복지관, 자원봉사센터 등

 2) 공공기관: 시청, 군청, 구청, 읍·면·동 주민센터 등 사회복지전담공무원

 3) NGO 및 기업사회공헌팀: 월드비전, 굿네이버스 등 국제구호 NGO기관, 대기업 사회공헌팀, 네이버  

 해피빈, 아름다운재단, 사회복지공동모금회 등의 모금전문기관 등

 4) 의료 및 정신보건기관: 종합 및 대학병원, 지역병원이나 요양병원, 정신건강증진센터 등

 5) 아동 및 청소년복지기관: 아동보호전문기관, 지역아동센터, 초등 및 중학교, 학대아동 쉼터 등

 6) 노인 및 장애인복지기관: 노인보호전문기관, 주간보호센터, 요양원, 장애인 그룹홈 등

 7) 가족 및 여성복지기관: 다문화가족지원센터, 건강가정지원센터, 모자복지시설, 여성회관 등

 8) 진학: 국내외 대학원 진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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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동복지학

 Child Welfare Major 

♧ 전공별 교육목표

기독교적 인성에 기반을 둔 아동복지전문가 및 보육교사양성 /

보육현장과 아동복지 현장의 요구를 반영한 교육실현 /

아동복지 정보화 능력을 갖춘 아동복지 전문가 및 보육교사 양성 /

세계화 능력을 갖춘 아동복지 전문가 및 보육교사 양성

♧ 전공 소개

점증하는 취업모와 가족형태의 변화에 대응하여 전문적으로 아동의 

복지와 보육을 담당하는 전문가를 양성한다. 영유아보육, 유아교육, 

놀이치료 등 아동상담 및 아동심리와 아동교육분야, 그리고 사회복지에 

필수적으로 뒤따르는 아동복지분야가 이에 포함된다.

♧ 학습방향

크게 나누어 어린이집과 유치원 등 보육관련 시설에 종사하기 위한 방향과 보호를 요하는 취약 아동을 

위한 아동복지시설에서 활동하기 위한 방향 및 아동상담기관으로 진출하기 위한 방향으로 대별된다. 

실제로는 보육교사 자격증과 복수전공 취득 시 사회복지사 2급자격증을 취득할 수 있고, 이외에도 유아교육교사, 

아동상담사, 특수아동교사 등을 위한 심화학습과정을 선택할 수 있다. 아동복지학 전공자는 교직이수자에 

한하여 유치원정교사 2급 자격증을 취득할 수 있다.

♧ 취득가능 자격증

보육교사 2급, 유치원정교사 2급, 청소년상담사 3급, 건강가정사 등

♧ 특색

 아동복지전공에서는 첨단시설을 갖춘 부설 백석아동가족상담클리닉을 구비하고 있어 상담현장과 연계되

어 있으며 몬테소리교구, 은물 등을 갖춘 아동복지실습실이 있어 이론과 현장실습을 통한 정보화, 세계화  

시대에 요구되는 보육교사 및 아동복지사로서의 전문가적 자질을 함양하고 있다. 또한 지역사회 아동을 

위한 각종 공연활동과 사회적으로 현안이 되는 아동관련 세미나 등을 제공하는 학술제를 매년 개최하고 

있다. 현장과 연계되는 실무훈련을 강조함으로써 기관과 산학협력을 맺고 있으며 각종 시설과 기관에서 

필요로 하는 자질을 배양하여 전문가로서의 능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지도하고 있다. 

♧ 소모임 및 활동사항

 꼼지락 교구모임, 봉사활동소모임 아이드림, 유아체육, 레크리에이션모임 아이짐, 봉사활동소모임 로타랙트 

등이 활동하고 있다. 모가세는 봉사 친목을 위한 모임이며 아이드림은 복지관, 어린이집, 아동상담클리닉에서 

봉사활동을 하고 있다. 교구 소모임인 ‘꼼지락’은 교구를 전문으로 만들어 전시하고 있고 아동을 위한 공연을 

준비하는 소모임이며 그밖에 여러 봉사 소모임들이 활동하고 있다.

♧ 졸업 후 진로

 보육이 주요 이슈로 되어 가는 사회적 변화를 반영하여 어린이집 교사와 유치원교사로 진출하는 경우와 

아동복지사로서 각종 아동복지시설 및 기관으로 진출하는 경우가 많으며 높은 취업률을 자랑하고 있다. 

보육과 유아교육의 통합으로 인하여 향후 국공립어린이집 및 직장보육시설의 증가로 인한 전문가적 보육교사의 

수요 및 방과 후 아동지도사와 놀이치료 등을 담당하는 아동상담사로의 진출이 확대 될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유치원 교사를 위한 교직을 이수하는 경우 교직복수전공(특수교육)으로 특수학교교사자격증을 함께 

취득하여 진출할 수도 있다. 진출분야는 상당히 넓어 국·공립어린이집, 직장보육시설, 민간어린이집 등 

보육기관, 아동복지기관, 아동상담기관, 아동교육관련기관, 아동문화기관, 아동관련 산업체 등이다. 또한 

아동복지관련 및 유아교육·보육관련, 상담분야 대학원에도 진학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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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소년학

  Youth Studies Major 

♧ 전공별 교육목표

청소년을 존중하고 사랑하는 마음 함양 /

청소년의 특성과 환경에 대한 체계적 지식 습득 /

청소년활동지도 및 상담 분야 전문가 양성 / 

청소년 현장 실무역량 강화

♧ 전공 소개

청소년학전공은 미래사회의 주역인 청소년들이 자신의 삶을 주도적

으로 살아감으로써 미래를 충실히 준비할 수 있도록 돕는 청소년 

활동지도 및 상담 분야 전문가를 양성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를 위

해 청소년을 사랑하고 존중하는 마음, 청소년의 특성과 환경에 대

한 체계적인 지식, 청소년 활동지도와 상담에 필요한 실무능력 등

을 종합적으로 배양하기 위한 교육과정을 운영한다.

♧ 학습방향

 청소년 현장은 서로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는 청소년 활동지도 분야와 청소년 상담 분야로 구분된다. 

따라서 유능한 청소년지도자는 청소년 활동지도와 청소년 상담에 필요한 원리 및 기법을 적절히 융합하여 

활용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어야 한다. 그러므로 전공교육과정은 청소년 활동지도와 청소년 상담 분야의 

원리와 기법을 습득할 수 있도록 구성되어 있다. 전공교육과정의 체계적인 이수를 통해 각 영역의 핵심 

과목들을 균형 있게 학습하고 그 기초 위에 자신의 관심 영역에 대한 심도 있는 학습을 진행하도록 권장

하고 있다. 또한 각종 국가공인 자격 취득에 필요한 과목과 실무능력 배양을 위한 현장연계 과목 이수, 

자원봉사, 현장실무실습 등을 적극적으로 수행함으로써 청소년지도사나 청소년상담사에게 필요한 전문적인 

자질을 함양하게 된다.

♧ 취득가능 자격증

국가자격증: 청소년지도사2급,  청소년상담사3급, 직업상담사2급, 전문상담교사2급(교원자격증)

민간자격증: 레크리에이션지도사, 진로교육지도사, 푸드아트치료사 등

♧ 특색

 청소년학전공은 교수, 학생, 졸업생 등 전공 구성원들 사이의 친밀한 유대감을 바탕으로 다양한 교육 및 

전공활동을 심도 있게 진행하고 있다. 특색 있는 10개의 전공소모임을 통해 개개인의 특기를 개발하고 

전공역량을 강화하여 대내외적으로 활발한 활동을 통해 청소년지도자의 역량을 증진하고 있다. 또한 천

안시청소년상담복지센터, 유성구청소년수련관, 장대청소년문화의집, 유성구청소년상담복지센터, 유성구진로

진학지원센터 등의 다양한 기관들을 지자체로부터 위탁받아 운영하고 있는 “명품학과”이다. 많은 졸업생

들이 전국 각지의 청소년 현장에 진출해 있으며, 국립청소년시설을 포함한 50여개 청소년기관들과 산학

협정을 맺어서 재학생들의 실무역량을 강화할 수 있는 통로를 확보하고, 이를 통해 현장감 있는 청소년

지도 및 전문상담가를 양성하고 있어서 다양한 현장 경험과 취업의 기회가 계속 확대되고 있다.

♧ 소모임 및 활동사항

 청느루(모듬북), With Y(종합 방송 댄스), 시선(영상 사진), Beat One(힙합/랩), 트릭(마술), Y.B(록 밴드), 

O.A(아웃도어 활동), 유카(상담/멘토링), Talk(국제교류/영어회화), 리온(재능개발/봉사) 등 특색 있고 

다양한 소모임들이 교내외 각종 공연 및 교육 활동을 통해 청소년 현장 실무능력을 배양하고 있으며, 매년 

소모임 정기 발표회 “불광불급”을 진행하고 있다.

♧ 졸업 후 진로

  청소년지도사2급, 전문상담교사2급, 청소년상담사3급, 직업상담사2급 등의 국가자격증을 취득하고 청소

년수련원, 청소년수련관, 청소년문화의집, 각종 청소년단체, 청소년특화시설, 청소년활동진흥센터, 청소

년상담복지센터, 청소년진로진학지원센터, 청소년치료재활센터(국립중앙청소년디딤센터), 학교밖청소년지

원센터(꿈드림), 초․중․고교 상담실, Wee클래스/센터/스쿨, 청소년성문화센터, 청소년자원봉사센터, 청소

년쉼터, 대안학교 등에 취업할 수 있다. 직업상담사2급 자격시험에 합격하면 각 지역 고용센터에서 직업상담사

로 활동할 수 있다. 또한 청소년, 사회복지, 심리 상담 분야 대학원에 진학하여 심화된 전문역량을 기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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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인복지학

  Welfare for the

  Elderly Major 

♧ 전공별 교육목표

노인복지전문가 양성 / 노인케어전문인력 양성 / 복지현장교육 강화 / 

복지정보화 및 세계화 능력배양

♧ 전공 소개

노인복지학 전공은 우리사회의 급속한 고령화와 이에 따른 노인복지

제도 및 정책의 발전, 고령친화산업 및 기술의 성장 등 사회적 변화와 

수요에 대응하여, 새롭게 발전·성장하고 있는 젊고 역동적인 분야이다. 

노인복지학 전공에서는 노인복지서비스에 관한 전문지식과 기술을 

가진 전문가임과 동시에, 복지·보건 분야를 통합·조정할 수 있는 

관리자로서 진취적인 능력과 인격적 소양을 겸비한 노인복지전문가를 

양성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 학습방향

올바른 노인복지 이해를 위해 노인복지에 대한 기초적인 지식습득은 물론 사회복지에 대한 기본적인 

이해를 병행한다. 노인건강·요양, 노인문화·여가, 노인산업·관리, 가족·다문화 등 체계적인 전공교육과정 

트랙을 기본으로, 고령사회의 노인복지서비스욕구에 대응할 수 있도록 노년학, 노인복지론, 건강가정론, 

보건교육학, 노인보건복지행정론, 고령친화산업론, 노인놀이지도 등 다양한 노인복지 전문과목을 이수하고, 

실제 현장실습을 통하여 노인복지에 대한 올바른 지식응용 및 실천경험을 겸비하도록 한다. 

♧ 취득가능 자격증

사회복지사, 보건교육사, 건강가정사, 호스피스, 노인레크리에이션지도사, 요양보호사 등

♧ 특색

백석실버센터, 천안시건강가정지원센터를 독자적으로 운영하는 한편, 서울·수도권 등 전국 주요지역에 

거점연계·실습기관을 확대하고 있으며, 학생 1인 1특기 가지기와 다양한 소모임 활동, 1+1실습제도 등을 

지원하여 학생의 전공지식 및 현장실무역량 강화와 인성 함양을 위한 물적·인적 기반을 조성하고 있다.

♧ 소모임 및 활동사항

관심분야에 따른 모임을 가지며 전공과 관련된 학술세미나와 전시회 개최, 노인초청강습 및 공연, 자원봉사 

등의 활동을 한다. 현재 메모리 앤 스토리(독서·창작연극 소모임), 은빛날개(학술소모임), 하이클래스 야매

(축구소모임), 쾌지나 청춘(프로그램개발 소모임), 다인(다문화가정봉사소모임) 등 다수의 전공소모임이 

활발히 활동하고 있다.

♧ 졸업 후 진로

고령화시대를 선도하는 노인복지전문가로서 종합사회복지관, 노인종합복지관, 장애인종합복지관 등 사회

복지관련기관은 물론 장기요양기관, 요양병원 등 다양한 노인복지서비스 현장에서 활동할 수 있다. 또한 

최근 급속히 발전하고 있는 고령친화산업 분야의 관련 기업체, 노인 평생교육 및 여가분야, 건강가족 및 

다문화 분야의 전문기관은 물론, 보건복지부, 국민건강보험공단, 보건소 등 공공 분야와 관련 대학원 및 

연구소로의 폭넓은 진출을 기대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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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활복지학

  Rehabilitation and

  Welfare Major

♧ 전공별 교육목표

기독교적인 인성을 토대로 한 재활복지전문가 양성 / 

시대흐름을 선도하는 미래지향적 재활복지전문가 양성 / 

재활현장에서 필요로 하는 역량을 갖춘 현장중심 재활복지전문가 양성

♧ 전공 소개

재활복지학은 장애인들이 지역사회 내에서 자립하여 살아갈 수 있도록 

하는데 필요한 지식과 실천기술들을 탐구하는 학문이다. 장애인의 

재활과 관련된 심리, 의료, 직업 등 다양한 분야의 지식을 필요로 

하는 다학제적 특성을 가진다. 

♧ 학습방향

장애인의 재활을 지원하는 재활복지전문가는 심리, 사회, 의료, 직업 등 다양한 분야의 지식을 필요로 

한다. 이를 위해 재활복지학에서는 재활상담, 장애의 심리사회적 특성, 직업평가, 직무개발 등 다양한 

이론수업과 실습을 통해 장애인의 심리, 사회, 직업재활에 필요한 서비스를 개발하고 실천하는데 필요한 

실천역량을 갖추도록 한다. 특히 이론수업 뿐 아니라 실습을 강화하여 실무능력을 갖춘 현장 전문가를 

양성하는데 초점을 두고 있다. 

♧ 취득가능 자격증

장애인재활상담사, 사회복지사2급(사회복지학 복수전공 시 관련 과목 이수 후 자격취득)

♧ 특색

장애인구의 지속적인 증가에 따라 재활서비스에 대한 수요 역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장애인의 

직업과 사회참여에 대한 요구가 커짐에 따라 이를 전문적으로 지원하는 장애인 직업재활사의 역할이 

커지고 있다. 또한 장애인차별금지법의 시행으로 장애인의 인권 문제 역시 중요하게 대두될 것이다. 이에 

재활복지학에서는 장애인재활상담사 자격증 취득에 필요한 교육과정을 운영하고 있으며 장애인의 인권

감수성을 높이는 교육에도 강조를 두고 있다.

♧ 소모임 및 활동사항

재활복지학에서는 전공지식을 탐구하는 학습소모임 재활복지연구회, 장애인전문자원봉사단, 댄스소모임

(A★well), 농구 소모임(Anser), 축구 소모임(Royal)을 운영하고 있다. 재활복지연구회는 재활복지와 

관련된 주제를 연구하는 학습모임이다. 선후배 간 멘토, 멘티가 되어 재활복지와 관련된 지식들을 상호 

학습한다. 장애인전문자원봉사단은 일시적인 자원봉사가 아닌 보다 전문적인 자원봉사를 지향한다. 장애인

복지관과 협약을 통해 복지관에서 운영하는 프로그램에 직접 참여하여 현장에서 필요로 하는 핵심역량을 

기를 수 있도록 한다. A★well은 장애인에게 춤을 적용하여 재활에 도움이 될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하고 

개발하기 위해 만들어진 소모임으로 방송 댄스, 태보, 에어로빅을 배울 수 있는 소모임이다. Anser는 

학생들 간 친목을 도모하고 체력을 향상시키기 위한 농구 소모임이다. 축구소모임(Royal)은 학생들 간 

친목을 도모하고 체력을 향상시키기 위한 축구 소모임이다. 

♧ 졸업 후 진로

장애인구의 증가로 재활복지전문가에 대한 수요 역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졸업 후 진로는 한국장애인

고용공단, 근로복지공단, 장애인복지관,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장애인 관련 사회적 기업, 장애인 인권단체 

등 다양하다. 장애인의 심리, 사회, 직업재활을 지원하는 모든 기관에서 활동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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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he Division of 

 Police Science

경찰학부

경찰행정학

범죄학

교정보호학

법학

행정학

♢ 학부 소개

올바른 인성을 갖추고 장차 국가와 사회를 위해 주어진 소명을 

수행할 수 있는 참되고 능력 있는 전문사회인의 양성을 목적으

로 하고 있다. 이를 위하여 국가와 사회 발전에 이바지할 수 

있는 이론과 실무를 겸비한 범죄․치안전문가, 법률전문가, 공

공행정의 유능한 전문가 양성을 위하여 체계적인 교육과정을 

운영하며 그 특징은 다음과 같다.

- 건학이념에 기초한 인성교육의 강화 및 올바르고 확고한 가

치관의 정립

- 논리적 사고력의 배양과 세계화의 적응능력 향상을 위한 전

공분야의 기초적 소양교육 및 외국어교육 강화

- 전공분야별 특화된 교육과정을 통한 전문지식과 실무응용 능

력 함양 및 세계화 정보화능력의 배양

♢ 학부 교육목적

범죄․치안분야, 법률, 행정분야의 기초이론과 수요자 중심의 실

무교육과 다양한 교양교육을 통하여 공직자로서 갖추어야 할 자

질을 함양하며, 장차 사회정의와 인류복지에 기여할 수 있는 

인재 양성을 목적으로 한다.

 

♢ 학부 교육목표

Ÿ 올바른 인성 함양

Ÿ 이론과 실무 겸비

Ÿ 정보화 능력 배양

Ÿ 글로벌 인재 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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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찰행정학

 Police Administration  

 Major

♧ 전공별 교육목표

경찰행정 전문가 양성 / 실무능력을 갖춘 경찰공무원 배출 

/시큐리티 전문가 양성

♧ 전공 소개

학부기초과목으로 경찰학개론, 범죄학개론, 교정학개론 등을 수강함

으로써 학부의 전공 관련 기초지식을 습득하고 세부전공인 경찰행정

학(경찰조직론, 경찰인사론, 한국경찰사, 비교경찰제도론, 경찰행정

세미나 등), 범죄학(범죄심리학, 범죄예방론, 피해자학 등) 및 경찰

실무(경찰현장운용론, 교통안전실무, 민간경비실무 등)를 현장과 연

계하여 체계적으로 학습하도록 한다. 아울러 형법, 형사소송법, 경

찰행정법 등을 이수함으로써 전공과 관련된 폭넓은 법률지식을 갖춘 

유능한 치안전문가 양성에 중점을 둔 교육을 한다.

♧ 학습방향

경찰행정학은 사물인터넷(IoT), 빅데이터, 자율주행자동차 등 제4차 산업혁명에 따른 새로운 경찰환경이 

도래함에 따라 창의선도형 치안전문가 양성을 목표로 빅데이터개론 및 빅데이터분석론 등 창의선도형 교과

목과 경찰기획론, 교통안전실무, 과학수사실무, 경찰현장운용론 등 다양한 실습과 현장견학 등을 통한 

현장소통형 교과목을 통하여 이론적 지식과 실무의 연계성을 극대화하는 학습방향을 설정하고 있다. 또한 

경찰행정학, 범죄학, 형사법 등을 적절히 안배한 교육과정이 편성되어 있으며 학습 방법도 이론교육과 실

습, 현장견학 등을 골고루 실시하고 있다.

♧ 취득가능 자격증

경비지도사, 무도단증, 범죄심리사, 조사분석사, 교통사고감정사, 공인탐정(민간조사원), 신변보호사 등

♧ 특색

경찰행정학 전반에 대한 이론과 실무중심의 교육으로 경찰조직에서 꼭 필요로 하는 인재를 양성하는 데 중

점을 두고 있으며, 특히 전공인증제를 시행하여 전공교과 및 비교과 프로그램에 적극적 참여를 유도하고 

있다.

경찰행정학 전공자는 경찰학부에 개설된 범죄학, 교정보호학, 법학과 행정학 등을 복수전공 할 수 있어 폭

넓은 전공능력을 가진 인재로 성장할 수 있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다. 백석대학교의 경찰학 교육과정을 활용

하면 21세기가 요구하는 다양성과 전문성을 골고루 갖춘 인재로 거듭날 수 있을 것이다.

♧ 소모임 및 활동사항

경찰행정학은 학부 내 고시반(법정헌) 중심으로 경찰공무원시험(일반경찰시험, 경찰간부시험 등)을 대비한 스

터디모임이 결성되어 있다. 이 분야의 전문가인 지도교수의 고시특강 등 수험지도 하에 수험준비에 매

진하고 있어서 좋은 성과를 거두고 있다. 특히 교수와 학생, 학생 상호간의 멘토링제를 통하여 부족한 

학습부분을 보완할 수 있고, 애로사항의 상담 등 진로지도를 하고 있으며, 유도·태권도 등 경찰무도관

련 소모임도 활성화되어 있다.

♧ 졸업 후 진로

졸업 후 경찰공채(순경, 101 경비단, 경찰간부), 특채(경찰학 전공자) 등을 통하여 경찰공무원이 될 수 있

고, 교정보호직 공무원, 청와대 경호실, 마약수사직, 군수사기관에 취업할 수 있으며, 그 외 경비지도사 

자격증을 취득할 수 있고 탐정업체, 경호업체, 민간경비회사 등에 취업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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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범죄학

  Criminology Major

♧ 전공별 교육목표

프로파일러 양성 / 경찰행정 전문가 양성 / 과학수사 전문가 양성  

/ 범죄안전 진단 전문가 양성

♧ 전공 소개

2017학년도 전국 최초로 신설된 전공으로 교육과정은 경찰행정학전

공 중에 과학수사, 프로파일링 등을 중심으로 교육과정을 편성하였

다. 경찰공무원 특채 및 일반공채 등의 응시에 유리하고, 특히 범죄

학 전공자를 우선 특별채용하고 있어 시험준비에 절대적으로 유리하

다. 또한 최근 범죄심리분석(프로파일러) 전공자들이 여러분야에서 

각광받고 있어 경찰공무원, 범죄분석전문가 외에도 산업보안 분야 등 

취업분야가 다양하다.

♧ 학습방향

범죄학은 유능한 범죄전문가 양성을 목표로 하는 학문의 특성상 이론(Theory)과 실무(Practice)가 병행되어

야 하므로 이론적 지식의 함양과 더불어 다양한 실습과 현장견학 등을 통하여 이론적 지식과 실무의 연

계성을 극대화하는 학습방향을 설정하고 있다. 경찰행정학, 범죄학, 형사법 등을 적절히 안배한 교육과정이 

편성되어 있으며 학습 방법도 이론교육과 실습, 현장견학 등을 골고루 실시하고 있다.

♧ 취득가능 자격증

범죄빅데이타분석사, 범죄심리사, 조사분석사, 교통사고감정사, 공인탐정(민간조사원), 경비지도사, 신변보호

사, 무도단증 등

♧ 특색

범죄학에 대한 일반이론과 실무중심의 교육으로 경찰, 범죄예방, 산업보안, 군 수사기관 등의 조직에서 

필요로 하는 인재를 양성하고, 특히 민간조사실무, 과학수사실무, 피해자지원실습 등 다양한 현장실습과

목이 편성되어 있어 이론과 실무를 동시에 익힐 수 있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

범죄학 전공자는 경찰학부에 개설된 경찰행정학과 교정보호학, 법학, 행정학 등을 복수로 전공할 수 있

어 폭넓은 전공능력을 가진 인재로 성장할 수 있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다.

♧ 소모임 및 활동사항

범죄학은 고시반으로 운영하는 「백석재」·「법정헌」을 중심으로 각종 경찰공무원시험을 대비한 스터디모

임이 결성되어 있다. 주요과목 고시특강, 면접특강 등 수험준비에 매진하고 있어서 좋은 성과를 거두고 있

다. 특히 교수와 학생 간 멘토링제를 통하여 부족한 학습부분을 보완할 수 있고, 애로사항의 상담 등 진로

지도를 하고 있으며, 유도·태권도 등 경찰무도관련 소모임도 활성화되어 있다.

♧ 졸업 후 진로

졸업 후 진로는 경찰공개채용시험, 특별채용시험(범죄학 전공자) 등을 통하여 경찰공무원이 될 수 있고, 

교정직공무원, 보호관찰직공무원, 마약수사직, 군 수사관, 기무사 등에 진출할 수 있으며, 범죄빅데이터

분석사, 범죄심리사, 경비지도사, 조사분석사, 교통사고감정사 자격증을 취득하여 각종 범죄분석기관, 탐

정업체, 경호업체, 민·관 경비회사 등에 취업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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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정보호학

  Correction Major

♧ 전공별 교육목표

교정직․보호직 공무원 양성/ 경찰직 공무원 양성/ 교정 및 상담전문가 양성

♧ 전공 소개

범죄자의 원활한 사회복귀를 도모하기 위하여 교정방법이나 처우개

선 등을 주로 연구하는 학문이다. 범죄인의 재범을 방지하기 위하여 

상담 및 교정, 심리학적 전문성 등을 적용 및 응용하기 때문에 심리

학, 사회학, 교정학, 법학, 경찰학, 범죄학 등 다양한 인접학문과 활

발한 학문 간 연구를 수행하게 된다. 이러한 전문적인 교육과정을 

통해 범법자의 재사회화와 범죄 예방을 위한 교정․보호관찰전문가를 

양성하여 인권보장의 실질적 실현이 가능하게 될 것으로 기대가 모아

지고 있다. 뿐만 아니라 이론과 실무를 겸비한 교수진들의 전문적인 

교육을 통해 학생들의 진로를 적극적으로 돕고 있다.

♧ 학습방향

교정보호학에서는 전문적인 이론, 실무 및 실습 강좌를 통한 교정전문가의 양성이 기본 학습방향이다. 다

만 학생들의 다양한 진로에 대한 수요 만족을 위하여 경찰직, 일반직 공무원 대비도 가능할 수 있도록 

교육과정을 편성하였다.

♧ 취득가능 자격증

청소년상담사, 범죄심리사, 조사분석사, 교통사고감정사, 공인탐정(민간조사원), 경비지도사, 신변보호사, 무

도단증 등

♧ 특색

실무가 가능한 전문적인 교수진의 교정상담실습, 청소년상담실기, 지역사회교정실습 등의 실험실습강좌

를 통해 교정․보호관찰전문가로 양성될 수 있다. 또한 교정보호학 전공자는 경찰학부에 개설된 경찰행정

학과 범죄학, 법학, 행정학 등을 복수로 전공할 수 있어 폭넓은 전공능력을 가진 인재로 성장할 수 있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다.

♧ 소모임 및 활동사항

교정보호학은 고시반으로 운영하는 「백석재」·「법정헌」을 중심으로 각종 경찰공무원시험을 대비한 스터

디모임이 결성되어 있다. 주요과목 고시특강, 면접특강 등 수험준비에 매진하고 있어서 좋은 성과를 거두고 

있다. 특히 교수와 학생 간 멘토링제를 통하여 부족한 학습부분을 보완할 수 있고, 애로사항의 상담 등 진

로지도를 하고 있으며, 유도·태권도 등 경찰무도관련 소모임도 활성화되어 있다.

♧ 졸업 후 진로

졸업 후 진로는 교정직, 보호관찰직, 소년보호직 등의 공직으로 진출할 수 있으며 경찰공무원이 될 수도 

있다. 또한 청소년상담사, 범죄심리사, 경비지도사, 조사분석사, 교통사고감정사 등의 자격증을 취득하여 

각종 범죄분석기관, 탐정업체, 경호업체, 민·관 경비회사 등에 취업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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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학

  Law Major

♧ 전공별 교육목표

법률 이론 및 법조실무 전문가 양성 / 공무원 양성 

/ 국제적 법률 전문가 양성

♧ 전공 소개

우리 사회 각 분야에 필요한 법률전문가와 국제화 시대에 부응하는 

글로벌 법률가의 양성을 목적으로 법률이론과 실무의 기초 능력 배

양에 필수적인 교육과정이 편성되어 있다. 기본적인 법률이론 습득을 

위하여 헌법, 민법, 형법, 상법, 민사소송법, 형사소송법, 국제법, 경제

법, 지식재산권법 등이 개설되어 있다. 또한 실무능력을 갖추기 위하

여 민사실무, 형사실무, 교정실무 등의 실무과목이 개설되어 있다.

♧ 학습방향

법적인 사고력을 함양하여 법률가의 논리적인 행동양식을 습득하게 함으로써 유능하고도 사회에 기여할 수 

있는 글로벌 리더로서의 자질을 함양한 인재를 양성한다. 구체적으로 판사, 검사, 변호사 등의 실무법조인의 

양성은 물론 사회의 모든 영역에서 사회의 중추적인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법률 전문가 양성과 공직에서 

활동하는 공무원 양성에 역점을 둔다.

♧ 취득가능 자격증

변호사, 법무사, 변리사, 공인노무사, 공인중개사. 감정평가사, 관세사, 세무사, 손해사정인, 주택관리사 등

♧ 특색

법학은 독립된 학문이지만 인접학문과의 연계성이 크게 강조되어, 행정학·경찰학과는 매우 밀접한 관련성을 

가진다. 법학은 행정학과 경찰학 전공자에게 필수적으로 요구될 뿐만 아니라 법학 전공자도 행정학과 경찰학

에 대한 기초적인 지식에 필수적이다. 법학은 그 밖에 경영학·경제학·국제통상학·사회복지학 등과도 

밀접한 관련을 가진다.

♧ 소모임 및 활동사항

법학은 고시반(백석재·법정헌)을 중심으로 사법시험 등 국가시험과 로스쿨 진학을 위한 스터디그룹과 자

격시험대비반 및 공무원시험 대비반을 운영하고 있다. 형사 모의재판 등을 준비하기 위한 전공모임 뿐만 아

니라 신앙과 인성 교육을 위한 선교모임·드라마 동아리 등도 분야별로 운영하고 있다.

♧ 졸업 후 진로

법학을 전공한 학생들은 법조계, 행정부와 기업 등 각계에서 필요한 법률전문가로 진출할 수 있다. 따

라서 법학전공자는 법조계 이외에도 법률사무를 담당하는 인재가 필요한 법원직, 검찰직 공무원, 국

회, 금융기관, 기업체, 언론계 등으로 진출하여 능력을 발휘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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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학

  Public Administration

  Major

♧ 전공별 교육목표

행정정책기획 전문가 양성 / 지방행정 전문가 양성 / 

행정실무관리 전문가 양성

♧ 전공 소개

행정학은 국민 생활에 관한 다양한 정부의 활동을 공익차원에서 

체계적으로 규명하고자 하는 종합 학문적인 성격의 학문이다.

이러한 학문적 토대 위에서 행정학과의 목적은 정부 앞에 놓인 수많은 

과제들을 민주적이고 능률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필요한 지식과 

기술을 전문적으로 연구하는 데 있다. 우리는 국가·사회 전 분야에서 

변혁의 물결을 맞이하고 있다. 바야흐로 행정의 전문화, 국제화, 

능률화가 절실히 요청되고 있는 시점이다. 행정학과는 이에 부응하는 교과

목을 가지고 인재를 길러내는 것을 목표로 한다.

♧ 학습방향

행정학은 세계화·정보화·지방화시대 및 제4산업혁명에 걸맞는 유능한 행정전문가를 양성하기 위해 세

부적으로 행정학 일반이론(행정학원론, 행정조직론, 인사행정론, 재무행정론 등), 정책과 평가 분석(정책

학, 정책분석과 평가, 조사방법론 등), 지방행정(지방자치론, 도시행정론, 지방의회론, 지역개발론 등), 

안전관리행정(안전관리행정, 소방행정과 안전 등), 미래지향적 학습(전자정부와 정보체계론, 행정개혁과 

행정윤리, 행정학연습 등)을 체계적으로 학습하게 된다.

♧ 취득가능 자격증

사회조사분석사, 행정사, 정책분석평가사, 행정관리사, 빅데이터분석사, 관세사, 세무사, 손해사정인, 

보험중개사 등

♧ 특색

행정공무원으로서 임무를 수행할 수 있는 실무적인 행정능력과 관리능력을 배양할 수 있도록 지원하여 

각종 공무원 시험에 합격할 수 있도록 한다. 이를 위해서 고시반(백석재·법정헌)을 운영하여 학습분

위기를 고취하고, 사이버 강좌수강과 시험자료를 수집 공유함으로써 합격률을 높여가고 있다.

♧ 소모임 및 활동사항

행정학은 각종 고시합격률을 높이기 위해 학부에 설치된 고시반(백석재·법정헌)시설을 주축으로 하여 공

무원시험대비 특강모임, 행정학 전공자들의 학습정보 공유와 단합을 위한‘행사모’(행정학을 사랑하는 모임)

가 결성되어 학습능력이 증대되고 있다. 지도교수의 지도하에 수험준비에 매진하고 있어서 좋은 성과가 

기대된다. 이외에 신입생 오리엔테이션, 전공MT 및 LT, 각종 동아리 활동에 참여하고 있다.

♧ 졸업 후 진로

각종 국가직공무원(행정, 입법, 법원) 및 지방직공무원 시험을 통해 일반직공무원, 세무직공무원, 법원직공

무원, 경찰공무원과 공공기관, 군무원, 일반기업 등으로 취업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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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ivision of 

 Business and Commerce

경상학부

경영학

회계학

국제통상학

♢ 학부 소개

21세기의 기업은 세계화와 정보화 속에서 무한경쟁에 처할 것

이며, 경영자는 기업의 생존, 성장, 발전을 선도할 막대한 

책임을 지니고 있습니다. 경상학부는 기업경영의 이론 및 실무 

교육을 통하여 유연하고 창의적인 사고력과 현장에서의 문제

해결역량을 갖춘 경영전문가 양성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하여 체계적인 교육과정과 학생지도, 연구반 등 소모임 

운영과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경상학부에서의 

4년간은 훌륭한 인성, 창조적인 사고, 예리한 통찰력, 무한한 

도전정신, 글로벌화된 안목, 유연한 대응력, 현장문제해결능력을 

배양함으로써 전문경영인으로 성장하기 위한 데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 학부 교육목적

기업경영의 기본이론과 다양한 실무적용방법을 배우고 이를  

통하여 정보화 및 세계화 흐름을 선도하는 실력을 배양함으로써, 

기독교적 인성을 바탕을 한 유능한 인재의 양성을 목적으로 

한다.

♢ 학부 교육목표

Ÿ 기독교적 인성과 창의적인 사고방식을 갖춘 인재 양성

Ÿ 기업경영의 이론 및 실무교육을 통하여 현장에서 활용 가능한 

전문지식 함양

Ÿ 정보화 및 세계화를 선도할 경영전문가 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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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영학

 Business Administration  

 Major

♧ 전공별 교육목표

금융계 진출을 위한 재무관리 전문가 양성 / 광고·유통업계·일반

기업 마케팅 부서 진출을 위한 마케팅 전문가 양성 / 대기업 사무직 

진출을 위한 일반관리자 양성

♧ 전공 소개

경영학은 1997년 11월 경영학과로 인가받아 1998학년도부터 학생을 

모집하였다. 이후 1999년 학부별 모집단위로 변경되어 정경학부 

경영학전공으로 변경되었으며 2001학년도부터는 경상학부 경영학

전공으로 변경되었다. 경영학에서 현대 조직에 필요한 유능한 리더

양성을 목표로 하고 있다. 현대 사회에서 기업을 비롯한 대부분의 

사회조직이 규모가 커지고 복잡해지면서 다양한 이해관계와 복합적인 

의사결정을 얼마나 잘 관리하느냐가 중요해졌다. 따라서 그러한 

역할을 잘 수행할 수 있는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리더를 배양하고 

관련된 지식을 연구하는 것이 경영학의 목표이다.

♧ 학습방향

경영학은 현대 자본주의의 근간을 이루는 기업의 경영과 그에 수반되는 다양한 학문을 연구하는 분야

이다. 따라서 기업경영에 필요한 유형, 무형의 자원을 효율적으로 조달하고 활용하여 그 가치를 더욱 

증대시키는 것이 경영학의 본질적인 목표이다. 이를 위해 경영학에서는 인적자원과 재무적 자원, 그리고 

다양한 물적 자원을 효율적으로 운영하며, 시장에서 기업의 가치를 더욱 증대시키기 위한 다양한 의사 

결정 분야를 다룬다.

♧ 취득가능 자격증

금융자산관리사, 투자상담사 2종 및 1종, 시장조사분석사, 유통관리사, 물류관리사, 공인노무사, 직업상담사 등.

♧ 특색

현대기업에서 필요로 하는 다양한 경험과 지식을 쌓을 수 있도록 배려하고 있으며 이를 지원하기 위하여 

학부제와 복수전공제를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있다. 경상학부 내에서는 회계, 국제통상 등의 학문과 유기적인 

연계를 이루어 기업경영이라는 복합적인 학문분야를 연구하고 있으며 학교 전체로는 정보통신, 어문 

등의 관련 분야를 공부할 수 있다. 그에 따라 관련 분야를 부전공 또는 복수전공으로 선택할 수 있으며 

졸업 시에는 복수의 학사학위를 취득 할 기회를 열어두고 있다.

♧ 소모임 및 활동사항

경영학전공 내 다양한 소모임이 운영되고 있다. 유통물류연구반, 광고연구반, 기독경영연구반 등의 경우, 

지혜관 내 소모임방이 있어서 선후배간 적극적으로 정보를 교류하고 있으며, 지도교수님이 직접 학생들을 

지도하면서 학생들의 취업과 향후 진로에 실질적인 도움을 주고 있으며 다수의 공모전에서 입상하였다.

경영학은 여러 하위 학문분야들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다양한 소모임 활동이 가능한데, 벤처 및 소기업 

창업, 증권연구, 광고공모전 준비 등 본인의 관심분야에 따라 공식적·비공식적 소모임 활동에 참여할 

수 있다. 경영학에서는 학생들의 자발적이고 적극적인 소모임 활동을 적극 권장하고 있다.

♧ 졸업 후 진로

졸업 후에는 다양한 사회 각 분야에 진출할 수 있다. 일반 기업에 취업할 수 있으며 은행, 증권 등의 

금융기관이나 유통 및 서비스 기업에 취업할 수도 있다. 그 외에 경영학을 필요로 하는 정부기관, 사회

단체, 공공기업 등에서 근무할 수 있으며 직접 창업하여 자기사업을 가질 수 있는 기회도 열려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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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계학

  Accounting Major

♧ 전공별 교육목표

일반회계 담당자 양성 / 회계전문가 양성 / 경영컨설턴트 양성

♧ 전공 소개

풍부한 실무경험과 이론적 배경을 갖춘 우수한 교수진을 통해 이루

어지는 수준 높은 강의는 학생들의 지적 욕구를 충분히 충족시키고 

있으며, 졸업 후 산업현장에서 별도의 재교육이 없이도 적응할 수 

있는 실무 중심의 강의를 하고 있다. 기업 활동이 고도화되고 조직의 

효율적 운용에 대한 사회적 요구가 점차 강화되어 나감에 따라 회계

학이 기업 및 조직 내에서 지니는 중요성도 커져 나갈 것으로 전망

된다.

♧ 학습방향

회계학을 전공하는 학생들은 재무회계, 원가 및 관리회계, 세무회계, 전산회계, 정부회계, 회계감사 등 

회계의 제반 영역에 걸쳐 최신 이론들을 폭넓고 깊이 있게 공부한 후, 실제 기업에서 실행되고 있는 회

계실무에 관한 학습을 통하여 이론과 실무를 겸비한 회계전문가로서의 역량을 갖추게 한다.

♧ 취득가능 자격증

공인회계사, 세무사, 전산세무 2급, 전산회계 1급, 7급 및 9급 세무공무원, 공인중개사, 관세사, 감정평가사,

경영지도사 등

♧ 특색

회계는 현대의 모든 조직운영에 필수적인 경영상의 언어라고 할 수 있다. 회계학은 이러한 회계에 대한 

전문지식을 체계적으로 학습함으로써 조직체 특히 기업의 현재 상황을 분석하고 미래를 예측할 수 있는 

정보를 산출하고 해석할 수 있는 능력을 배양하게 된다. IMF 사태 이후 우리 사회 전반에서는 회계의 

투명성과 신뢰성 있는 정보의 산출과 활용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상당히 높아져가고 있다. 따라서 경영

학을 전공하는 학생이라면 회계의 기초적 지식을 습득하는 것은 필수적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 소모임 및 활동사항

본 전공의 특성상 실무와의 깊은 연계교육의 필요성이 강조되고 있다. 따라서 국세청과 각 지방세무소에서 

시행하는 부가세도우미 활동에 학생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으며, 이 활동에 참여한 학생들에게는 

담당과목 교수의 재량에 따라 가산점도 부여하고 있다. 이외에도 학생들이 자체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회계동아리는 회계학을 전공하려는 학생들이 기초적인 전공지식을 습득함은 물론이고 회계 관련 각종 

자격증을 취득하려는 학생들에게 동기를 부여하고 있다.

♧ 졸업 후 진로

회계학을 전공한 학생들은 졸업 후 기업체, 공공기관, 금융기관 등에 취업을 할 수 있는 폭넓은 선택의 

기회가 주어져 있다. 깊이 있는 학습을 통한 학생들의 공인회계사, 세무사, 경영지도사, 감정평가사, 

증권분석가 등의 전문직으로의 진출도 가능하다. 또한 9급·7급 세무직, 공무원 등에 응시할 경우 4년간 

학습한 회계학 관련 지식을 바탕으로 타전공자들에 비해 유리한 조건에서 경쟁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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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제

 통상학

 International Trade &

 Business Major

♧ 전공별 교육목표

무역실무 전문 인력 양성 / 국제경영 전문 인력 양성 / 

국제통상 전문 인력 양성

♧ 전공 소개

2000학년도부터 신입생을 모집하였고, 현재는 경상학부 내의 3개 

전공 중 하나로 구성되어 있다. 국제통상학에는 무역실무, 국제

경영, 해외지역연구 등 무역 및 경영의 글로벌화와 관련된 다양한 

영역을 다루게 된다. 최근 급속하게 진행되는 세계경제의 글로벌화 

속에서 국제통상학은 그 중요성이 더욱 강조되고 있다.

♧ 학습방향

국제통상학은 먼저 경제학, 경영학, 무역학 분야의 기초과목을 습득한 후, 이를 토대로 무역실무(무역

계약, 국제대금결제, 국제운송 및 보험, 무역관계법규 등),국제경영(국제마케팅, 해외직접투자, 국제

금융, 외환관리 등), 지역연구, 국제통상정책 등 기업의 국제 경영 및 무역에 필요한 핵심지식들을 습득

하도록 유도한다. 보다 구체적으로는 첫째, 기업의 글로벌경영과 관련된 최근 동향과 경영전략 등을 배운다. 

둘째, 기업의 수출입에 관련된 제반업무에 대해 이론과 실무를 익힌다. 셋째, 국제통상환경의 변화에 

따른 기업의 대응방안과 국제협상능력 제고방안을 배운다. 넷째, 인터넷 상거래 시대에 대비한 기본 

지식과 대응방안을 학습한다.

♧ 취득가능 자격증

국제무역사, 사이버무역사. 무역영어 검정시험, 외환관리사, 관세사

♧ 특색

국제통상학은 경영학, 경제학, 무역학, 어학 등의 종합적인 학문 성격을 띠고 있다. 따라서 국제통상학 

전공을 위해서는 무역학 전반에 대한 실무지식을 충분히 익히는 것이 필요할 뿐만 아니라 국제적 감각을 

익히기 위해 영어, 일본어, 중국어 등의 어학능력을 갖추는 것이 필요하며 특히, 영어에 대한 특기를 

가질 수 있도록 강조하고 있다.

♧ 소모임 및 활동사항

국제통상학전공 소모임은 국제무역사, 사이버무역사. 무역영어 검정시험, 외환관리사, 관세사 등 관련 

전문 자격증 취득을 위한 연구반 중심으로 운영되고 있다. 현재 2~4학년 15여명의 학생들이 자격증 

시험, 무역영어 등을 학습하고 있다. 2007학년도부터는 연구반이 확대되어 무역실무, 무역영어 및 영어

회화와 인턴십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 졸업 후 진로

국제통상학을 주 전공으로 이수하거나 복수 전공한 학생들이 사회에 진출하는 경우 다양한 진로와 기회가 

주어져 있다. 우선 일반기업의 수출입관련 부서에 취업하여 국제통상 업무를 담당할 수 있다. 또, 종합

상사나 무역회사와 같은 무역 전문 업체에 취업하거나 오퍼상이나 무역관련 벤처를 창업할 수도 있다. 

금융기관이나 외국인투자기업에서 외환업무를 담당하는 것도 가능하다. 또는 대학원에 진학하여 학문의 

길을 걸을 수도 있으며, 각종 연구소에 취업하거나 국제통상에 관련된 공무원이 될 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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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ivision of 

 Tourism

관광학부

관광경영학

호텔경영학

항공서비스

♢ 학부 소개

휴먼인성, 창의융합지식, 글로벌 역량과 현장실무능력을 기초

로 전문성과 국제경쟁력을 갖춘 스마트한 관광인재를 육성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학부의 경쟁력이 한국 관광의 경쟁

력’이라는 모토로 한국 관광의 선진화를 위해 힘차게 전진합

니다.

♢ 학부 교육목적

학문적 가치 창조와 진취적 사고를 갖춘 미래지향적 관광인재 

및 21세기 관광업계를 이끌어갈 실천적 봉사인, 도덕적 인격

인, 창조적 탐구인의 양성을 목적으로 한다.

♢ 학부 교육목표

◦ 가치 지향적 삶과 문화융성 시대가 필요로 하는 품격 있는 

  여행을 디자인하고 문화관광, MICE, 카지노, 크루즈 등 

  트렌디한 관광분야를 이끌어 갈 프리미엄 관광전문가를 

  양성한다.

◦ 호텔외식산업 분야의 폭넓은 전문지식과 직업윤리, 

  글로벌 경쟁력, 서비스마인드를 함양한 호스피탈리티 서비스  

  전문가를 양성한다.

◦ 기독교 세계관에 입각한 전인적 인성교육과 전문지식 및 

  실무능력을 배양할 수 있는 교육서비스를 제공하여 

  특화된 항공서비스 전문가를 양성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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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광경영학

  Tourism Management

  Major

♧ 전공별 교육목표

가치지향적 삶과 문화융성 시대가 필요로 하는 품격있는 여행을 디

자인하고 문화관광, MICE, 카지노, 크루즈, 호텔, 외식, 융복합관광 

등 트렌디한 관광분야를 이끌어 갈 프리미엄 관광전문가 양성

♧ 전공 소개

현대사회에서 각광 받고 있는 관광, MICE, 카지노, 크루즈, 여가, 

문화융복합 산업 분야의 기초이론과 마케팅전략, 기획 등의 전문지

식을 학습하고, 관광지답사, 체험활동, 기업현장실습, 국내‧외 인턴

참가를 통한 현장실무 수행능력을 배양하여 관광전문가로서의 개인 

경쟁력을 극대화하고, 국민관광 선진화와 한국 관광산업의 국제경쟁

력 향상에 기여하고자 함

♧ 학습방향

관광경영학은 관광학에 대한 이해와 기초이론을 다지고, 이를 관광 산업현장에 대한 적응력, 문제해결

능력, 업무능력으로 적용하고 심화시켜 대학에서 배운 지식이 산업현장에 바로 활용될 있도록 체계적

으로 교육한다. 이를 위해 관광시뮬레이션실습실, 관광콘텐츠실습실, 항공예약발권실습실, 카지노실습

실 등을 이용하여 현장시뮬레이션과 실무교육을 집중 실시하고, 인턴학기제를 확대 시행한다. 교육과

정은 전공 세부 분야의 경쟁력을 고려하여 “여행 ‧ 항공 ‧ MICE ‧ 카지노”를 중심으로 특화시킨다.

1. 관광전문가로서 요구되는 직업인성과 OA능력 및 SNS, 관광플랫폼, 가상현실 등 ICT 활용능력 배양

3. 국제 관광전문가로서 요구되는 외국어 역량 배양

4. 관광산업현장에서 요구하는 실무 수행 능력 배양

♧ 취득가능 자격증

관광통역안내사, 국내여행안내사, 국외여행인솔자(T/C), 여행상품개발자, 여행설계사, 해외관광기획자, 

복고체험기획자, 가상여행기획자, 여행작가, 관광두레PD, 항공예약‧발권전문가(토파스, 애바카스, 월드스

팬 등), IATA항공예약발권, 국제회의기획사, 국제전시기획사, 이벤트플래너, 국제의료관광코디네이터, 

문화관광스토리텔러, 관광레크레이션지도사, 카지노딜러, 개인여가컨설턴트, 기업콘시어지, 호텔관리

사, 호텔서비스사, GRO(Guest Relations Officer), 조주사, 커피바리스타, 소믈리에, 테이블코디네이

터, 푸드칼럼리스트, 커플매니저, 감성디자이너, CS리더스 관리사, 정보처리검색사, 사회조사분석사 등

♧ 특색

관광경영학은 경영학, 경제학, 마케팅, 심리학, 지리학 등 다양한 학문과 연계되어 있고, 대표적인 실사

구시 학문으로 인접 학문에 대한 제반 지식과 실무능력을 겸비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이에 이론과 실

무 교육이 균형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다양한 실습실과 학교기업여행사와 연계한 실무프로그램을 운

영하고 있다. 또한 여행, 항공, MICE, 카지노, 이벤트, 호텔, 외식 기업과의 인턴십 및 현장실습 프로그

램이 발달되어 있어 현장실무와 취업연계 기회가 매우 높으며, 학생 개인의 희망진로에 따라 교과목을 자

유롭게 선택하여 들을 수 있도록 운영하고 있다.

♧ 소모임 및 활동사항

관광경영학 전공은 국내여행 & 답사(발디딤), 해외배낭여행 & 여행사견학(Bbackpacker), 관광마케팅연구 

& 콘텐츠 발굴(T-Express), 관광자격증 취득 및 자기관리(관자노리), 지역관광홍보서포터즈, 관광영

상제작(TO;ME) 등 다양한 전공소모임이 활동을 하고 있으며, 2016년 공주시‘여행상품 기획공모전’대

상, 경기관광마이스서포터즈 최우수상, 한국관광공사 오프닝에디터 최우수활동상 수상 등 각종 대외활

동에서 괄목할만한 성과를 거두고 있다.

♧ 졸업 후 진로

관광경영학전공이 주력하고 있는 분야는 미래 유망산업으로서 졸업 후 진로전망이 매우 밝다고 할 수 있

다. 여행업은 호텔업과 더불어 관광산업의 핵심 분야 중 하나이며, 항공분야는 국제관광의 성장으로 캐

빈승무원을 포함한 항공 예약/발권, 공항지상직 수요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MICE분야는 정부의 

17대 신성장동력 산업으로 현재 국내 관광산업의 성장을 견인하고 있으며, 카지노 분야는 복합리조트, 

MICE산업의 성장과 함께 가장 주목받고 있는 매력적인 분야로 임금, 근무환경 등 고용의 질적 수준도 매

우 우수하다. 따라서 관광경영학전공을 이수하면 국내외 종합관광사업체 및 여행사, 항공사, MICE, 카지

노, 이벤트기획업체, 크루즈, 호텔, 외식업체, 면세점, 리조트 등으로 다양하게 진출할 수 있으며, 문화

체육관광부, 한국관광공사, 중앙 및 지자체 관광전문직 공무원, DMO, 지역컨벤션뷰로(CVB), 컨벤션전문시

설(COEX 등), 관광두레PD, 창조관광 START-UP기업을 비롯하여 홍콩, 일본, 동남아, 유럽 등 본 전공과 교

류하고 있는 해외여행사, 호텔, 리조트, 게스트하우스 등에도 취업의 기회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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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호텔경영학

 Hotel Management Major

♧ 전공별 교육목표

1. 글로벌 시대에 각광받는 글로벌 호텔리어 양성

2. 호텔현장 교육을 통한 취업경쟁력을 갖춘 실천형 호텔리어 육성

♧ 전공 소개

호텔경영학은 현대사회에서 경쟁력을 갖춘 학문이며, 미래 성장을 

주도할 실천적 학문분야이다. 본 전공은 교육과정에 호텔현장교육은 

물론 국내․외 인턴십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글로벌 호텔리어와 실천형 

호텔리어를 양성하여 왔다. 

♧ 학습방향

호텔경영학은 관광학의 기초이론과 호텔경영학의 기초이론의 학습 후, 실무교육과 글로벌 교육을 통하여 

글로벌 호텔리어 양성과 실천형 호텔리어 육성을 목표로 하고 있다.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학습방향은 

아래와 같다.

1. 호텔/관광 전문인의 양성을 위한 호텔/관광산업의 이론과 전문지식 학습

2. 서비스 실천형 호텔리어를 육성하기 위한 서비스 및 실무 학습

3. 글로벌 호텔리어를 양성하기 위한 외국어 소통능력 향상 학습

♧ 취득가능 자격증

호텔관리사, 호텔서비스사, 호텔경영사, 관광통역안내사, 국내여행안내사, 컨벤션기획가, 조주사,

커피바리스타, 와인소믈리에

♧ 특색

호텔경영학은 글로벌 호텔리어와 실천형 호텔리어를 양성하기 위하여 국내․외 특급호텔 근무경험이 풍부

한 교수진이 전진 배치되어 있다. 현장 경험이 풍부한 교수진은 재학생에게 호텔경영의 비전을 제시하고 

취업을 서포터하고 있다. 또한 레스토랑실습실, 바리스타실습실, 어학교육실, 멀티미디어 실습실, 매너

실습실 등의 다양한 실습실의 구축과 현장형 교육을 통하여 실무/실천형 인재양성의 요람이 되고 있다. 

호텔경영학 교육과정을 충실히 이수한 학생은 테이블셋팅, 칵테일, 와인소믈리에, 제안서 등의 경진대회

에서 실무역량을 인정받아 수상한 바 있다. 또한 국내․외 호텔과 협약 체결을 통한 인턴십 프로그램을 운

영하여 글로벌 호텔리어 육성의 허브가 되고 있다.

♧ 소모임 및 활동사항

호텔경영학은 정규 교육과정 외 소모임 운영을 통하여 실천형 호텔리어와 글로벌 호텔리어를 육성하는 

한편 학생들 간의 친목을 도모하고 있다. 소모임은 학생 자율모임으로 더호텔(호텔동아리), 레드홀릭(와

인/칵테일동아리), G․H/B․T(영어학습동아리) 등이 활동하고 있으며 교수들은 소그룹 심화교육에 대한 학

생들을 요구를 충족시키기 위하여 소모임 활동에 능동적으로 참여하고 있다.

특히 소모임의 지도교수는 해당 분야 전문가로서 최적화된 실무교육의 실현을 통하여 재학생의 스펙 향

상을 지원하고 있다.

♧ 졸업 후 진로

호텔경영학을 전문화된 교육과정을 이수한 학생은 호텔, 리조트, 여행사, 외식산업체, 항공사, MICE, 

카지노, 크루즈, 이벤트․기획, 관광공사, 호텔협회 등 국내․외 호텔/관광 분야로 진출하여 전문인으로서

의 역량을 발휘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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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항공서비스

  Airline Service

  Major

♧ 전공별 교육목표

국제매너와 서비스자질 등 전문성을 갖춘 항공승무원과 항공지상직 

인력 양성/ 서비스업종에 적응할 긍정적 마인드, 인성, 서비스매너, 

커뮤니케이션 능력을 가진 글로벌 인재 양성

♧ 전공 소개

세계 10대 항공국가라는 국가적 지위에 맞게 관광산업의 핵심인 항공

운송업에 종사할 항공기 승무원 및 공항근무자가 필요한 자질, 국제적 

문화 감각과 능숙한 외국어의 커뮤니케이션 능력을 배양하고, 체계적인 

이론과 실습을 겸비한 현장 적응형 교육을 통하여 높은 수준의 서비스 

능력을 갖춘 항공서비스 인력을 갖추기 위해 교육하는 전공이다.

♧ 학습방향

21세기 국제화시대에 서비스 전문가로 육성하기 위해 학문적 이론과 실무적 자질을 갖춘 서비스 마인드, 

인성교육과 세계화의 어학커뮤니케이션 능력, 항공산업에 대한 전반적 지식과 실무능력을 갖춘 관련 

실무실습을 배우게 된다. 교육과정은 어학자격과 함양을 위해 항공서비스영어, 항공사시험영어, 항공서비스

중국어, 항공서비스일본어, 인터뷰영어가 있으며, 항공객실업무론, 국제문화관광론, 항공서비스매너, 

이미지메이킹, 스피치와 커뮤니케이션, 기내식음료개론, 항공운송업무론의 기초 과목과 항공예약실무, 

항공발권실무, 기내서비스실무실습, 기내방송실무, 서비스마케팅, 항공서비스사례연구 같은 전공 심화 

과목으로 이루어져 있다.

1. 세계화 시대에 필요한 어학커뮤니케이션능력을 갖춘 글로벌 인재 양성

2. 항공업에 대한 전문적 지식과 서비스마인드, 국제매너, 서비스 자질을 갖춘 인재 양성

3. 전문성과 실무 능력을 갖춘 현장 적응력 인재 양성

♧ 취득가능 자격증

TOPAS 등 각종 항공 예약 발권 수료증, 문화관광해설사, 조주사기능사, 커피바리스타자격증, 와인소믈리에, 

워터소믈리에, 티소믈리에, 국내여행안내사, 호텔서비스사, CS리더스 관리사, SMAT 서비스경영 자격증, 

웃음치료사/레크리에이션 지도사자격증, 인성개발지도사 자격증, MOS 컴퓨터자격증, JPT/JLPT 공인자격증, 

HSK 자격증, TOEIC/TOEIC SPEAKING 공인외국어 자격증

♧ 특색

항공서비스 전공은 21세기 세계화 시대에 부응하는 경쟁력을 지닌 승무원 및 항공관광 서비스인을 양성하는 

전공으로 현재 정규 4년제 대학 항공서비스 전공 학교 중에서 최고의 수도권 접근성을 가지고 있다. 

또한, 전국 최대 규모 및 최고의 설비를 갖춘 2층 규모의 Airbus 380 항공기가 강의실에 입실해 있다. 

내부에는 Airbus 380 비행기의 기내Bar를 겸비한 항공 객실실습실을 갖추고 있으며, 이외 비행안전실습실, 

이미지메이킹실, 워킹실, 연회실습실, 모의면접실, 기내방송실습실, 커피바리스타실습실 예약발권 전산실 

등 양질의 실습실을 겸비하고 있다. 또한, 항공사 승무원 및 지상직 출신의 경력이 풍부한 교수진으로 

항공사 및 서비스 관광분야에 취업할 수 있는 현장력을 갖춘 사회인으로 최고의 교육 받게 된다. 

♧ 소모임 및 활동사항

항공서비스전공은 경쟁이 심한 항공사 면접을 대비하여 항공사스터디면접 동아리, 각종 서비스 자격증 

취득과 준비를 위한 동아리, 영어인터뷰 및 토익점수함양을 위한 영어동아리, 기내에서 많은 승객들이 

칵테일을 주문하고 와인을 찾으므로 관련지식을 함양할 수 있는 칵테일동아리나 와인소믈리에동아리 

등으로 항공서비스 전공에 관련성을 가지면서 학교생활의 흥미를 갖는다.

♧ 졸업 후 진로

본 전공을 이수하면 첫째, 국내외 항공사 승무원, 항공지상직(예약,발권,VIP라운지), 공항공사 등 공항 

기타업무, KTX 승무원, 둘째, 일반 기업체 비서직, 세계적 종합 관광사업체 진출 및 여행사, 호텔, 외식

업체, 면세점, 리조트업체, 카지노 등 관광과 관련된 모든 서비스 업체에 진출할 수 있다. 셋째, 각 

기업체 서비스 강사 및 매너강사로 근무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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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ivision of 

 Education  

사범학부

유아교육과

특수교육과

유아특수교육과

특수체육교육과

♢ 학부 소개

사범학부는 유아교육과, 특수교육과, 유아특수교육과, 특수체육

교육과 등 4개의 교사양성 학과로 구성되어 있으며, 우수한 

교수진과 최신의 학문 경향을 반영한 교육과정을 운영함으로써  

지속적으로 높은 취업률을 달성하고 있다. 기독교정신과 대한민국의 

교육이념을 바탕으로 진리∙사랑∙봉사정신에 따라 국가와 인류

사회에 공헌하는 지도자 양성이라는 대학의 건학이념을 바탕으로 

교육대상자를 사랑하며 이론과 실제를 겸비하고 실무능력이 뛰어난 

교사를 양성하기 위하여 정규 교육과정에 의한 많은 현장경험과 

비정규 교육과정에 의한 다양한 전공 소모임 활동을 활성화하고 

있다. 또한 유아교육과와 특수교육 관련 학과들이 서로 유기적인 

협력관계를 이루어 복수전공을 활성화하고 있으며, 실습실을 

공유하고 연계과목들을 개발하여 전공교육의 내실화를 이루고 

있다.

♢ 학부 교육목적

기독교적 인성에 근거하여 교사로서의 투철한 사명의식을 갖고 

아동을 사랑하며, 창조적 지성을 바탕으로 정보화와 세계화의 

능력을 갖춘 21세기형 유능한 교사양성을 목적으로 한다.

♢ 학부 교육목표

Ÿ 기독교적 인성에 근거하여 아동에 대한 사랑과 봉사정신이  

투철한 교사 양성

Ÿ 수요자 중심에 입각하여 개별아동의 요구에 부응할 수 있는  

전문적인 지식을 갖춘 교사양성

Ÿ 정보화 능력을 바탕으로 새로운 교수방법을 개발하고 적용  

할 수 있는 교사 양성

Ÿ 세계화 능력을 갖춘 교사 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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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아교육과

 Department of Early

 Childhood Education

♧ 전공별 교육목표

기독교적 인성과 창조적 지성을 통합·실천하는 유능한 유아교육자 양성

ㆍ유아의 삶을 공유하는 교사로서의 따뜻한 기독교적 인성과 자질 함양

ㆍ관계 속에서 더불어 배우고 스스로 깨닫는 교사로서의 능동적, 

창의적 연구수행 능력 함양

ㆍ발현적 교육과정을 창의적, 통합적으로 운영하는 교사로서의 소양과 태도 함양

ㆍ열린 사고로 정보화, 세계화 시대에 요구되는 교사로서의 능력과 지식 함양

♧ 전공 소개

초등학교 입학 전까지의 유아를 가정과 유아교육기관, 사회단체에서 

원만하게 발달하고 성장하도록 돕는 유아교사를 양성하는 학과이다. 

유치원 정교사(2급) 자격과 어린이집 취업을 위한 보육교사 2급 자격을 

취득할 수 있다.

♧ 학습방향 

◼ 유아교육 기초과목: 유아교육론, 영유아발달과 교육, 유아발달심리, 유아놀이지도, 유아교육사상사

◼ 교직과목: 교사 자격 취득을 위한 법정 과목

◼ 유아교육 활동과 관련된 과목: 유아음악교육, 유아미술교육, 유아수학교육, 언어지도, 유아과학교육,  

유아동작교육, 유아기독교교육, 아동문학, 유아컴퓨터교육, 유아사회교육, 아동건강교육

◼ 유아 교수 방법에 관련된 과목: 유아교육과정, 영유아교수방법, 유아관찰 및 실습 1, 2, 영유아프로그램

개발과 평가, 유아교육공학, 유아교육현장참여프로그램

◼ 유아교육 연구에 관련된 과목: 유아교육연구방법, 유아교육현장연구

◼ 보육교사 2급 자격증과 관련된 과목: 영유아발달과 교육, 영유아교수방법론, 언어지도 등 

♧ 취득가능 자격증

유치원 정교사(2급), 보육교사 2급 자격증(17과목 51학점 이상 법정과목 수강자만 신청 가능함)

♧ 특색

◼기독교적 인성과 창조적 지성을 통합∙실천하는 유능한 전문 유아교육자를 양성하는 교육기관

◼전공 심화 활동팀 중심의 공동체적 전공 능력을 배양하는 학습공동체

◼실습실의 완벽한 구비와 학습방법 및 실습효과를 증진시키는 협력공동체(백석대학교 부속유치원)

◼산학협력기관과의 상호 교류를 통한 이론의 실천화, 현장의 이론화를 정립시키고 노력하는 교육기관   

  (지역별 산학협력 유아교육기관)

♧ 소모임 및 활동사항

◼유아 동극 심화팀(뮤즈): 다양한 동화책을 읽고 유아들이 즐길 수 있는 동극 각본을 구성하여 유아에게 

적합한 대본으로 개작한 후 동극을 제작하고 공연하는 전공 심화팀

◼유아 미술 심화팀(꼼지락): 유아들이 재미있게 아름다움과 생각을 표현해 볼 수 있는 다양한 미술활동을 

경험하여 유아의 심미성과 전인발달을 돕는 미술 취미활동 전공 심화팀

◼유아 인형극 심화팀(인형놀이): 유아들이 즐기는 인형을 만들고 재미있게 활용하는 활동과 인형극을  

직접 공연 해보는 전공 심화팀 

◼유아 컴퓨터 활동 심화팀(미키마우스): 유아발달에 적합한 컴퓨터 및 다양한 교육공학매체를 활용한 

활동을 통해 유아교육현장에서 전문적인 유아컴퓨터 교육활동을 이끌어 갈 수 있는 역량을 기르는 전공 

심화팀

◼유아선교 활동팀(I'M): 타 지역 및 문화권에 살고 있는 어린이들에게 예수님의 사랑을 전하면서 유아

교육을 받을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 주는 교육봉사 활동팀 

◼내 사랑 우크렐레: 유아들과 쉽게 상호작용하면서 노래를 지도할 수 있는 우크렐레 현악기를 배우고  

연습하는 소모임

◼유아음악팀: 동요, 창작, 리듬활동을 통해 음악을 즐기고 적용하는 능력을 기르는 팀

◼구연동화팀: 동화∙창작 구연 활동을 통하여 유아교육 역량을 기르는 팀 

♧ 졸업 후 진로
1. 유치원 교사(공·사립 유치원)          2. 유아교육 관련 기관에서의 활동

3. 유아교육 연구를 위한 대학원 진학      4. 어린이집 교사(보육교사 자격 취득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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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수교육과

  Department of Special

  Education

♧ 전공별 교육목표

심신의 장애, 감각손상, 발달지체로 인해 일반학교 교육과정을 이수

하기 어려운 장애학생들의 잠재능력을 최대한 계발하여 자립적인 인간

으로서 살아가는 기술과 적응력을 지도할 수 있는 전문적인 특수교육

교사 양성

ㆍ인간사랑, 국가 ․ 사회에 봉사하는 정신을 갖춘 특수교육교사 양성 

ㆍ특수교육 이론과 방법을 전문적으로 적용하는 특수교육교사 양성 

ㆍ특수교육의 대상 파악과 제반 문제를 인식하고 연구하는 기본적인 소양 함양 

ㆍ학급운영, 아동관리, 행정업무 등의 관리자로서의 자질 함양

♧ 전공 소개

일반학교 교육과정을 이수하기 어려운 학생들의 특징을 알고 이에 

적합한 교육방법, 교육내용, 교과교재, 학교 및 학급운영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을 함양한다.

♧ 학습방향

특수교육과는 교사로서의 기본 자질을 갖추기 위한 교직 관련 과목과 장애 이해에 관련된 전공과목, 

초등교과, 중등전공과목, 심화과목 등을 학습한다.

♧ 취득가능 자격증

특수학교(초등) 정교사(2급), 특수학교(중등) 정교사(2급) 국어, 특수학교(중등) 정교사(2급) 영어, 

특수학교(중등) 정교사(2급) 중국어, 특수학교(중등) 정교사(2급) 일본어, 특수학교(중등) 정교사(2급) 

공예ㆍ디자인, 특수학교(중등) 정교사(2급) 관광, 특수학교(중등) 정교사(2급) 종교

♧ 특색

특수교육과는 실천적 인성 함양, 지역사회봉사, 유능한 특수교육교사 양성을 특성화 목표로 정하고 있다. 

이를 위해 전담 교수의 지도아래 사회봉사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발달영역별 전공 실습실을 갖추고 있으며, 

3개의 소모임을 통해 부가적으로 필요한 기술과 지식을 습득하고 있다. 특수교육과의 적극적이고 전문적인 

활동으로 인하여「2001년도 전국 일반대학 교육과 평가」에서 우수학과로 선정된 바 있다.

♧ 소모임 및 활동사항

◼인디고: 장애인 관련 영화를 통해 사회적 이슈와 문제점 해결에 대한 참여적 탐구를 하는 모임

◼버블버블: 장애학생들의 소근육 운동과 흥미 및 동기 부여를 위한 교재교구 중 풍선을 이용한 활동과 

활동도구를 개발하는 교재교구연구 모임

◼운찾사: 장애학생들의 신체활동 지도를 위해 기본 움직임과 여러 가지 운동기술을 습득하는 활동적 체험 

모임

♧ 졸업 후 진로

졸업 시에 특수학교(초등) 정교사(2급) 또는 특수학교(중등) 정교사(2급) 자격이 주어진다. 전국 장애 

영역별 특수학교의 교사 또는 일반 초ㆍ중ㆍ고등학교의 특수학급 교사로 취업이 가능하고, 병ㆍ의원 치료실, 

장애인 복지관 근무, 장애인 시설, 개인 치료실 운영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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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아특수

 교육과

  Department of Early

  Childhood Special

  Education

♧ 전공별 교육목표

기독교적 인성과 창조적 지성 및 정보화 능력을 갖춘 전문적인 유아특수교육 

교사 양성 

ㆍ기독교적 인성을 갖춘 유아특수교사 양성 

ㆍ창조적 지성을 바탕으로 장애 특성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과 기술을 갖춘 유아

특수교육교사 양성

ㆍ장애유아 발달특성에 대한 전문 지식과 기술을 갖춘 유아특수교육교사 양성

ㆍ실무 능력을 갖춘 유아특수교육교사 양성

ㆍ정보화 능력에 입각한 아동관리 및 행정능력을 갖춘 유아특수교육교사 양성

♧ 전공소개

발달지체 및 장애를 지녔거나 장애위험 상태에 있는 특수교육 대상 영유아의 

특징을 이해하고, 이에 적합한 교육과정과 교수방법 등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을 

함양한다.

♧ 학습방향 

유아특수교육과는 0~6세의 장애 혹은 장애위험 영유아 및 그 가족에 대한 중재적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학문을 체계적으로 학습하고 연구하는 학과로 주요 교육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유아특수교육 및 특수교육 전반에 관한 이론 및 철학적 기초에 대해 학습한다.

 둘째, 장애영유아의 발달 영역에 대한 이론적 기초를 학습한다.

 셋째, 다양한 장애의 특성을 이해하고 각 장애가 영유아기 발달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학습한다.

 넷째, 실제 교육 현장에서 장애 영유아를 진단ㆍ평가하며 교수 계획을 수립하고 실제 교수를 실행할 수  

있도록 관련 교과목을 학습한다.

 다섯째, 통합교육의 확대와 사회적 변화에 따라 다양해진 유아특수교육교사의 역할을 수행하고 관련    

전문가들과 협력하며 학급 및 학교 운영에 관련된 행정 능력을 습득하도록 한다.

 여섯째, 실무 능력을 갖춘 유아특수교육교사를 양성하기 위하여 현장 실습을 강화하고 관련 교과목에서  

실무 내용을 강조한 교육과정을 운영한다.

♧ 취득가능 자격증

특수학교(유치원) 정교사(2급)

♧ 특색

유아특수교육과는 전문적인 지식과 기독교적 인성교육을 강조하며 다양한 실습실을 구비하고, 산학협력을 통한 실무 중심의 

교육과정을 운영하고 있으며 전공 소모임 활동을 통해 지역사회와 유기적인 관계를 형성하고 있다. 그 결과 「2007년 일반

대학 교육과 평가」에서 최우수학과로 선정되었다. 

♧ 소모임 및 활동사항

◼다솜지기: 대학생활 적응과 학과 발전, 장애유아 및 그 가족을 위한 기도를 통하여 유아특수교육교사로서의 인성∙신앙적 

기초를 형성하기 위한 소모임

◼세계도회: 장애유아를 위한 교재 교구를 제작하고 활용하는 전공 소모임으로 연 1회 교재 교구 전시회 개최

◼애두름: 수화를 배우고 수화 노래 발표회를 개최하며 청각장애아동을 위한 자원봉사 실시

◼징검다리: 자폐스펙트럼장애 영유아의 사회성 발달 프로그램 

◼모아 상호작용 프로그램: 발달지체 영아와 어머니의 상호작용 개선 프로그램    

◼도담누리: 장애아동과 장애아동 형제자매의 전반적인 발달 지원 프로그램 

◼한무릎: 개별화교육프로그램 및 교수-학습과정안 작성 등을 통한 교수 역량 강화 프로그램 

♧ 졸업 후 진로

1. 유치원 교사(공·사립 유치원)          2. 유아교육 관련 기관에서의 활동

3. 유아교육 연구를 위한 대학원 진학      4. 어린이집 교사(보육교사 자격 취득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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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수체육

 교육과

  Department of Adapted

  Physical Education

♧ 전공별 교육목표

특수교육대상자와 성인 장애인에 대한 지원과 재활 교육의 필요성이 

커지고 있는 사회적 변화에 부응하여 장애인들의 재활을 돕고, 생리적, 

심리적, 사회적, 교육적인 면을 골고루 지도해 나갈 수 있는 전문 

지도자 양성

ㆍ희생, 봉사, 개척정신을 갖춘 특수체육교사 양성

ㆍ특수체육의 이론과 실기를 겸비한 전문 특수체육지도자 양성

ㆍ특수체육의 나아갈 방향을 제시하고 연구하는 자세를 갖춘 연구자 양성

♧ 전공 소개

특수교육대상자들에게 체육교과를 지도할 중등학교 특수체육교사를 

양성하는 학과로, 체육 및 특수교육 관련 이론과 실습과목 수강을 통하여 

교수방법 등에 대한 전문 지식을 습득한다.

♧ 학습방향

특수체육 기초과목: 운동학습 및 심리, 운동생리학, 운동역학, 스포츠교육학, 특수체육론

교직과목: 교사자격 취득을 위한 법정과목

이론과목: 지적장애체육교육론, 시각장애체육교육론, 장애학생통합교육론, 학습장애체육교육론, 지체장애

체육교육론, 체육측정평가 등

실기과목: 장애인수영지도법, 지적장애스포츠, 지체장애스포츠, 시각장애스포츠, 장애인동계스포츠지도법, 

장애인트레이닝지도법, 장애인배구지도법 등

♧ 취득가능 자격증

특수학교(중등) 정교사(2급) 체육

♧ 특색

최근 장애인의 사회복지 및 건강증진에 대한 관심이 높아짐에 따라 특수교사 및 장애인스포츠지도자의 

수요가 크게 증가하고 있으며, 이러한 사회적 요구에 부응하여 특수체육교육과는 양질의 체육교육을 담당할 수 

있는 교원[특수학교(중등) 정교사(2급) 체육 자격]을 양성하기 위하여 2004년에 신설되었다. 특히, 국가공인 

체육지도자 연수기관으로 2급 장애인스포츠지도사연수원을 운영하고 있으며, 2014년~2018년까지 5년간 

「창의적 서번트 리더십을 갖춘 충남장애인체육산업 전문인력 양성 사업단」(지방대학 특성화사업, 

CK-1)을 운영하고 있다.

♧ 소모임 및 활동사항

재학생들은 소모임과 동아리 활동을 통해 운동기술과 코칭 노하우 습득, 교과교재 제작, 특수체육 연구, 

여러 가지 자격증 취득, 장애인들과의 활발한 교류 및 봉사 등 특수체육 교사 및 전문가로서의 역량을 

강화하고 있다.

◼백석대학교 휠체어농구단     ◼특수체육연구회             ◼천조(축구동아리)

◼체육교과교재 제작팀         ◼피버(농구동아리)           ◼장애아동 체육교실 교사모임

◼리시버스(배구동아리)        ◼운동발달클리닉 교사모임    ◼좌사모(좌식배드민턴부) 

♧ 졸업 후 진로

특수(체육)교사, 장애인스포츠지도자, 사회복지기관 등으로 진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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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ivision of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s  

정보통신학부

소프트웨어학

멀티미디어학

정보통신학

정보보호학

전자제어학

♢ 학부 소개

정보통신학부는 기독교인성을 기반으로 스마트 ICT융합시대가 

요구하는 창조 공학인재의 양성을 위해, 소프트웨어학, 멀티

미디어학, 정보통신학, 정보보호학, 전자제어학 분야의 전문가 

양성 교육체계를 확립하고 있다. 창의혁신교육, 융·복합지식

교육, 전공실무 훈련 및 현장중심의 벤처실험 기반교육을 통해, 

스티브잡스와 같은 ICT DNA 예술혼을 가진 명장들을 배출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또한 현장 환경과 유사한 SW실습실, 보안관제

실습실, 회로실험실, 아날로그 및 디지털 실습실, 임베디드

실습실, 맥실습실, 스마트폰 앱 실습실, 3D/2D 모바일 게임

실습실, 가상화실습환경 등 다양하고 최적화된 교육 인프라를 

갖추고 있다. 정보통신학부는 1인 1기술, 1인 1자격증, 1인 

1경진대회 참가 등과 같은 프로그램 실시를 통해, 재학생이 

입학에서 졸업까지 다양한 프로젝트에 참가하는 경험을 할 수 

있도록 돕고 있다. 5단계 제자훈련 학습체계와 밀착형 담임

교수 지도프로그램, 선후배간 멘토·멘티제도를 통해 현장적응

능력이 강한 강소기업형 멀티플레이어를 집중 양성한다.

♢ 학부 교육목적

기독교 세계관에 기초한 정보통신 역량을 갖춘 창의 융합형 공

학인재를 양성한다.

♢ 학부 교육목표

Ÿ 기독교 인성을 바탕으로 책임감과 자기개발 능력을 갖춘 공

학인을 양성한다.

Ÿ 다양한 문제에 대해 논리적 근거와 과학적 방법으로 해결할 

수 있는 공학인을 양성한다. 

Ÿ 융 복합 시대가 요구하는 스마트 서비스를 창출하고 구현할 

공학인을 양성한다.

Ÿ 글로벌ž다문화 환경의 정보통신 사회를 이해하고 효과적으

로 소통하고 협업할 수 있는 공학인을 양성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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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프트 

 웨어학

  Software Major

♧ 전공별 교육목표

비즈니스 소프트웨어 개발 / 공공 소프트웨어 개발 / 가전 및 기기 

소프트웨어 개발 / 모바일 소프트웨어 개발 /융합 소프트웨어 개발 / 

정보시스템 통합, 관리 및 컨설팅 전문가 양성

♧ 전공 소개

소프트웨어는 제품 및 서비스의 부가가치를 높이고 개인의 경쟁력을 

향상시키는 핵심기술로, 국가미래산업 경쟁력의 원천인 동시에 기기

ž서비스ž사람을 연결해주는 산업성장 엔진이다. 소프트웨어학 전공

에서는 다양한 솔루션을 구현한 패키지 소프트웨어, 인터넷 기반의 

IT 서비스 소프트웨어, 모바일 소프트웨어, 디지털 미디어 기기에 

탑재되는 내장형 소프트웨어 분야에 대한 핵심이론 및 첨단기술을 

이해하고 활용할 수 있도록 집중 교육한다.

♧ 학습방향

소프트웨어학 전공에서는 소프트웨어 프로그램을 효율적으로 개발하는 능력을 배양하기 위한 이론 및 실습 

교육을 제공하며, 응용 분야별로 특화된 소프트웨어와 함께, 다양한 응용에 공통적으로 활용되는 소프트

웨어, 그리고 소프트웨어 개발에 기반이 되는 전공핵심 기술을 중점 교육함

- 응용 소프트웨어 개발: 대용량 정보처리, 인터넷 응용, 스마트폰 응용 등 고객중심의 소프트웨어 개발

- 응용도구 소프트웨어 개발: 내장형, 계측기, 유비쿼터스 응용의 지원도구관련 소프트웨어 개발 

- 공통핵심 전공기술: 소프트웨어 설계기술, 전공핵심기술(소프트웨어공학, 통신, 데이터베이스 운영체제 등)

♧ 취득가능 자격증

정보처리기사, 전자계산기조직응용기사, 자바개발전문가(OCJP, OCP), 데이터베이스전문가(OCA,OCP,OCM), 

마이크로소프트전문가(MCP,MCSA,MCT), 소프트웨어설계전문가(SMF,SMT), 임베디드기사, 앱개발전문가, 

리눅스/유닉스전문가 

♧ 특색

소프트웨어학에서는 실무형 공학교육을 통하여 산업체에서 요구하는 교육목표와 학습성과를 달성한 

졸업생을 배출하고 있으며, 또한 실험실습 및 프로젝트형 수업, 그리고 산업체 인턴쉽을 통하여 실무형 

전문가를 배출하고 있다. 현재 인턴쉽과 산학교류를 통한 IT분야의 취업이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다.

♧ 소모임 및 활동사항

산업수요를 반영한 프로젝트 중심 교과목을 개설하여 실무중심적 교육을 실현하는 동시에, 일찍이 졸업

프로젝트를 개설하여 실무적응능력의 인증을 통한 졸업제도를 운영하여 왔다. 또한 창업동아리 ING 등을 

통한 창업 아이템의 개발과 한국정보산업연합회 주관의 한이음 프로젝트 참여, 국내 스마트폰 앱의 전문적 

개발을 지원하는 앱센터 운영, 스마트 IT 월드 경진대회 등 교내외 경진대회 참여 등을 통하여 현장 및 

실무중심의 개발능력 확충과 아울러, 다양한 수상의 경력을 확보해 오고 있다.

♧ 졸업 후 진로

졸업자는 대부분 기업체나, 학교, 공공기관의 업무 정보화 및 데이터베이스 구축을 위한 직종을 선택하며, 

각 기관의 전산실에 배치되거나 전문 소프트웨어 개발기관 소속의 개발자로서 안정된 근무를 하게 된다. 

최근에는 하이테크 기반의 연구소 취업 및 국내외 대학원의 진학을 선택하는 졸업자도 점차 늘고 있다. 

특히 새로운 스마트 기기나 융합의 시대를 맞아 인터넷 TV, 가전제품, 홈 네트워크 등 새로운 소프트웨

어의 수요는 폭발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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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멀티미디어학

  Multimedia

  Engineering Major

♧ 전공별 교육목표

멀티미디어 응용 전문가 / 멀티미디어 콘텐츠 제작 전문가 / 인터넷, 

모바일 기반 응용 소프트웨어 개발 전문가 / 게임 소프트웨어 개발 

전문가 양성

♧ 전공 소개

급속한 기술혁신을 주도하는 제4차 산업혁명 시대를 맞이하여 인공지능, 

빅 데이터, 가상현실 산업 등과 함께 고부가가치 산업으로 멀티미디어 콘텐츠 

산업의 중요성은 그 어느 때 보다 높아지고 있다. 멀티미디어학 전공은 

이러한 시대적 변화에 따라 창의‧융합 역량을 지닌 멀티미디어 콘텐츠 기술 

관련 전문 인재 양성을 목표로 체계적인 기술 습득뿐만 아니라 User 중심의 

디자인에 대한 이해를 통하여 산업간 융합 및 테크니컬아티스트의 자질을 

겸비 하도록 한다. 이를 위해 전공교육과정 로드맵 제공하여 자기주

도적인 학습을 지원하며, 또한 지도교수담임제를 통하여 학업과 진로에 

대한 고민을 함께 나누며 보다 나은 대학생활과 성공적인 취업진로로 

이어질 수 있도록 한다.

♧ 학습방향

멀티미디어 콘텐츠, 컴퓨터 게임, 컴퓨터그래픽스, 가상현실, 인공지능 등에 대한 이론 및 실무형 공학

교육을 제공한다. 이를 위해 C, C++, JAVA, 모바일 프로그래밍, 게임 엔진 프로그래밍 등의 다양한 프로

그래밍 언어를 익히고 이를 토대로 멀티미디어 콘텐츠 기반의 미디어 활용 서비스 개발을 위한 2D/3D 캐릭터 

디자인, 인터넷 및 모바일 기반 다양한 게임 개발에 필요한 게임공학 기술을 핵심이론과 아울러 현장실무 

중심으로 교육한다. 

♧ 취득가능 자격증

정보처리기사, 자바개발전문가(OCJP), 멀티미디어콘텐츠제작전문가, 스마트멀티미디어전문가, 게임프로그

래밍전문가, 컴퓨터그래픽스운용기능사, 모바일앱개발전문가(MAP),인터넷정보설계사, 인터넷정보검색사,

인터넷정보관리사, 인터넷시스템관리사, 전자계산기조직응용기사, 전산회계 등

♧ 특색

현장실무능력 및 창의‧융합 역량을 지닌 인재 양성을 위해 실험실습 및 프로젝트 기반 수업, 창의융합

프로젝트 교과목을 단계별로 운영하고 있으며, 산업체 현장실습과 전문기관의 인턴십을 통한 산업현장 

맞춤형 교육으로 수료 후 취업과 연계함으로써 높은 취업률을 보이고 있다.

♧ 소모임 및 활동사항

창업동아리 활동 및 교수 연구실을 중심으로 한 프로젝트참여, 기타 다양한 자격증 취득을 활발히   

진행한다. 또한, 교내 스마트 IT 월드 경진대회, 프로그래밍 경진대회, ICT 프로젝트 개발, 국내외 경진

대회, 공모전 작품 출품 등 다양한 기회를 통해 폭넓은 경험과 역량을 강화하고 있다.

♧ 졸업 후 진로

졸업생은 기업체, 학교, 공공기관에서 정보화 관련 업무, 멀티미디어 콘텐츠 제작 및 소프트웨어 개발 

분야에 진출하고 있으며, 최근에는 영상제작, 웹 퍼블리셔, 웹 디자인 분야로의 취업뿐만 아니라 전산회계 

자격증 취득으로 중소기업 사무직과 회계 관련 부서 등의 취업으로 졸업 후 취업의 기회와 분야가 매우 

넓게 열려 있으며 국내외 대학원의 진학도 선호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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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보통신학

  Information &

  Communication Major

♧ 전공별 교육목표

전자ž통신 기기 전문가 양성 / 통신시스템 전문가 양성

♧ 전공 소개

유선통신, 무선통신, 전자공학과 컴퓨터 통신을 결합하는 첨단학문

으로서 디지털 통신, 통신망 네트워크, 이동통신 및 전기·전자제어와 

관련된 하드웨어 및 소프트웨어 교육을 실시한다. 정보통신 분야는 

각종 융합기술의 핵심분야이고 고도 정보화 사회 구현에 중추적 

역할을 하며 다음과 같은 전공 교육을 실시한다.

Ÿ 전공에 대한 학문 체계 확립(1,2학년): 대학인으로서의 소양을 

갖추고, 지성과 덕망을 겸비한 정보통신공학도로서의 자질을 키우기 

위하여 정보통신공학의 기본적인 전공을 교육

Ÿ 정보통신학 전문 체계 확립(3,4학년): 정보통신학 전공의 심화

과정으로, 체계적인 학문발전에 따른 전공 교육을 실시

1. 정보통신 소프트웨어 분야 

2. 정보통신 하드웨어 분야 

3. 인터넷 및 통신망 기술 분야

♧ 학습방향

1. 이론 중심의 교육과정을 통신시스템 중심의 교육과정으로 개편

2. 산업체에서 요구하는 실무형 인재를 양성하기 위한 맞춤형 교육

3. 국내ž외 산업동향에 맞는 수요자 중심의 교육

♧ 취득가능 자격증

CCNA/CCNP 국제공인자격증, 무선설비기사, 방송통신기사, 정보처리기사, 전산계산기조직응용기사, 전자

계산기기사, 정보통신설비기사, 전자기사, 인터넷정보설계사, 인터넷시스템관리사, 인터넷전문검색사, 

인터넷정보검색사

♧ 특색

강의, 실험, 프로젝트 수행을 통해 정보통신의 이론과 실제를 고루 갖춘 현장감 있는 교육체제를 구축, 

운영하고 있으며, 정보통신학 전문 분야별 연구모임과 동아리 활동으로 전문가 자질의 함양은 물론, 

과제수행능력과 발표력 향상을 꾀하고 있다.

♧ 소모임 및 활동사항

정보처리기사 특강반, CCNA/CCNP 국제공인자격증 준비반, 무선설비기사 준비반 및 마이크로 로봇 동아리 

등이 활동하고 있다. 또한 대기업과 국가연구소 취업 준비생, 대학원 및 유학 준비생들을 위한 교수님별 

연구실 활동이 다양하게 진행되고 있다. 

♧ 졸업 후 진로

모바일통신기기 제조사(삼성전자, LG전자 등), 방송국, 통신장비 제조회사, 컴퓨터 및 정보통신 관련 

산업체, 한국통신 및 LG텔레콤 등의 기간 통신 사업자, SKT, LGU+, KT 등의 이동 통신 사업자, 부가통신 

서비스 사업자, CATV 사업자, 컴퓨터 제조 판매 회사, 국책 연구소, 정보통신 산업체 연구소, 은행 및 

증권회사 등의 금융기관, 기술직 공무원, 대학원 진학 또는 유학



- 42 -

 정보보호학

  Information 

  Security Major

♧ 전공별 교육목표

IT 기술 관리 전문가 양성 / IT·SEC 연구 개발자 양성 / 

보안관리 전문가 양성 / 전산시스템 관리자, 사이버 수사인력 양성

♧ 전공 소개

Ÿ 대학의 설립이념에 근거하여 기독교적 세계관과 인성교육을 실시

하여 국가와 사회에 봉사하는 정보보호 인력을 양성한다.

Ÿ 국가 전략산업 가운데 하나인 정보기술·보호기술과 관련된 이론 

및 실무기술을 교육함으로써 IT·ITSEC 기술관리자, IT·ITSEC 

연구개발자를 양성한다.

Ÿ IT·ITSEC 관련 융합기술을 교육함으로써 국가와 기업이 필요로  

하는 역량 있는 정보보안관리자, 전산시스템 관리자를 포함한 

융합기술관리인력을 양성한다.

Ÿ 컴퓨터 범죄를 비롯한 사이버 범죄수사를 위한 과학적인 범죄 수사

인력을 양성한다.

♧ 학습방향

1. 선도적인 IT기반기술과 Security가 접목된 교육과정 운영

2. 산업체에서 요구하는 현장중심의 실무형 양성을 위한 탄력적인 교육 실시

3. 국내ž외 기술추세를 반영한 수요자가 필요로 하는 교육 실시

4. 기본 소양과정, 전공 기초과정, 전공 심화과정으로 완성된 교육과정 운영

♧ 취득가능 자격증

정보처리기사, 전자계산기조직응용기사, 전자계산기기사, 정보통신설비기사, 전자기사, 인터넷정보설계사, 

인터넷시스템관리사, 인터넷전문검색사, 인터넷정보검색사, 국제공인정보시스템보안전문가(CISSP), 국내

정보보안기사, 국제공인정보시스템감사사(CISA), CCNA/CCNP 

♧ 특색

최신 Linux/Unix 서버와 워크스테이션, 네트워크 보안 실습실, LCD Projector 등의 최신식 실습 환경을 

통해 IT·SEC 연구개발자 교육을 위한 이론 및 실습 교육, 전산관리 및 보안관리 교육, 정보시스템 감사 

및 평가, 디지털포렌식 실무 등의 관련 수업의 효율을 높이고 있다. 특히 2015학년도부터 차세대 보안 

실습실이 신규로 구축되어 정보보안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교육의 질을 높인다.

♧ 소모임 및 활동사항

CISSP/CISA/SIS 연구회, 전공동아리, 창업보육센터 등은 학생들의 연구 개발을 돕는 창의와 도전의 장이 

되고 있다.

♧ 졸업 후 진로

컴퓨터 산업 분야를 비롯한 각종 산업체, 컴퓨터, 전자, 데이터 통신 분야의 기업체 및 연구소, 멀티

미디어 관련 기업체 및 연구소, 교육용 소프트웨어 개발 업체, 컴퓨터 게임 소프트웨어 개발업체, PC통

신업체, 인터넷, 소프트웨어 개발업체, 기간통신 사업자 및 이동통신 사업자, 부가통신 서비스 사업자, 

보안관제, 전자상거래업체, 정보관리기관, 정보보호관련 연구소, 인증기관, 정보보호전문가, 프로그래

머, 신문사, 방송국 CATV 등 언론기관, 광고업체, 행정기관, 교육기관, 금융기관, 의료기관, 일반 기업체

의 컴퓨터 관련 부서, 군부대 및 기관의 사이버수사 부서, 정보보호시스템/정보시스템 평가기관, 컨설팅 

업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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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자제어학

 
  Electronic

  Control

  Engineering

♧ 전공별 교육목표

전자제어공학 전문가 양성

♧ 전공 소개

전자제어학 전공은 학문과 기술 발전에 따른 산업의 전문화와 연계

성을 고려하여 보다 효율적이며, 미래지향적이고 특성화 된 IT 분야

의 교육을 실현하고자 전자 및 제어공학 기반지식을 습득하고 현장

에 필요한 전문 엔지니어 양성 및 지속적인 자기계발 능력을 배양하

며 창의적 문제해결 능력을 갖춘 인재 양성을 목표로 한다.

또한 전자제어학 전공은 최신 기자재가 비치된 아날로그 실험실, 디

지털 실험실, 각종 최신 S/W 및 실험실습장비를 갖추고 있으며 모든 

강의실이 첨단 강의실로 구축되어 있어 학생들은 풍부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강의를 수강하고 최신 기자재를 활용하여 현장에서 응용할 

수 있는 다양한 실험․실습을 수행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였다.

♧ 학습방향

전자제어학 전공은 전자회로, 논리회로, 컴퓨터구조, 데이터통신, 신호 및 시스템, 마이크로프로세서, 

디지털시스템설계, 계측 및 제어공학 등의 전통적인 학문 분야를 뿐만 아니라 4차 산업혁명에 대비하기 

위한 센서공학, 임베디드시스템, 인터넷기반 제어시스템(IoT), 로봇공학, 지능로봇, 모바일로봇 및 실습 

등의 최신 응용 학문 분야까지 다양한 공부를 할 수 있다.

♧ 취득가능 자격증

전자기사, 반도체기사, 무선설비기사, 정보통신기사, 방송통신기사, 전자계산기기사, 정보처리기사, 전

파통신기사, 전파전자기사

♧ 특색

전자제어학 전공은 디지털 시대의 사회적 요구에 부응하기 위하여 기존의 전자 및 제어공학을 기반으로 

컴퓨터와 디지털 시스템을 접목하고 응용하여 각종 센서를 이용하여 소프트웨어 및 하드웨어적으로 제어

하는 방법을 실험・실습하고 실무 능력을 기르고자 한다. 이러한 능력을 기르기 위하여 다양한 이론과 

실험・실습이 가능한 환경을 구축하고 있다.

♧ 졸업 후 진로

전자제어를 전공한 졸업생은 전자 및 정보통신 관련 기업, 제어 및 자동화 관련 기업, 소프트웨어 및 

임베디드 관련 기업, 반도체 및 디스플레이 제조 관련 기업, 전자부품설계 및 제조업체, 전자기기 설계 

및 제조업체, 각종 전자 장비 운용 및 유지보수업체, 음향기기, 화상기기, 첨단의료장비제조업체, 이동

통신, 위성통신 및 위성방송 관련업체, 전자 및 정보통신 관련 연구소 등으로 진로가 매우 다양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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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ivision of 

 Health Science 

보건학부

물리치료학

안경광학

응급구조학

간호학

치위생학

작업치료학

♢ 학부 소개

물리치료학과는 질병, 사고, 선천성 질환으로 장애를 가진 

환자들의 손상된 기능을 회복하도록 치료하는 재활전문인력을 

양성한다. 안경광학과는 국민의 안보건을 담당할 유능한 안경, 

검안 및 의료광학전문인을 양성한다. 응급구조학과는 안전사고 

및 응급상황에서 귀중한 생명을 구조할 수 있는 전문인을 양성

한다. 간호학과는 질병예방, 건강증진과 회복 및 재활을 돕기 

위하여 과학적 간호 실무능력을 갖춘 전문 간호사를 육성한다.

치위생학과는 구강질병 예방과 치료 및 구강건강증진을 도모하고 

인류에 봉사할 수 있는 치과 위생사를 양성한다. 작업치료학과는 

기능장애가 있는 환자가 일상생활이 가능하도록 치료적 활동

(작업)을 통하여 자립하도록 도와주는 전문가를 양성한다.

♢ 학부 교육목적

기독교 세계관에 기초한 인성과 전문 직관, 과학적 지식, 기술, 

나눔과 섬김의 태도를 갖춘 보건전문인력의 양성을 목적으로 

한다.

♢ 학부 교육목표

Ÿ 현장적응 실무능력 강화

Ÿ 전공지식 응용능력 심화

Ÿ 기독교적 인성, 감성 함양

Ÿ 의사소통술과 대인관계능력 향상

Ÿ 사회봉사정신 함양

Ÿ 자기관리능력 함양

Ÿ 글로벌 역량 강화

Ÿ 문제해결능력 향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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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물리치료

 학과

  Department of

  Physical Therapy

♧ 전공별 교육목표

사랑을 품고 독수리처럼 세상을 향해 나아가는 백석 물리치료학과.

이론과 실무를 겸비한 전문물리치료사의 양성

♧ 전공 소개

백석대학교 물리치료학과는 기독교적 인성을 바탕으로 질병, 사고, 

선천성 질환으로 장애가 있는 환자들이 손상된 기능을 회복하고, 

장애를 최소화하여 사회적, 정신적, 직업적으로 안정된 사회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임상물리치료 전문가를 양성하며, 연구 역량과 

국제적인 감각을 갖춘 전문 지식인을 배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학습방향

해부학, 생리학, 병리학, 생화학 등의 기초의학 분야의 실험과 실습을 통한 기초능력 배양 후, 체계적인 

이론과 실습을 병행한 물리치료전공학습을 통해 치료원리를 이해하고 보다 나은 치료로 발전시킬 수 있는 

지식과 능력을 갖춘 물리치료사를 배출할 수 있도록 한다.

1. 전문실무능력을 갖춘 임상전문물리치료사의 배출

2. 국제화시대에 적합한 국제적 감각을 갖춘 물리치료사의 배출

3. 본교 대학원(서울)진학을 통한 연구하는 능력을 갖춘 전문가 양성

♧ 취득가능 자격증

물리치료사 면허증

♧ 특색

기초학문분야의 폭넓은 지식과 체계적인 임상실무능력을 갖춘 전문가로서 물리치료계의 지도자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하며, 연구할 수 있는 역량을 갖춘 전문가를 양성하도록 한다. 또한, 일부 전공과목부터 영어

수업을 시행함으로써 국제적인 감각을 갖춘 물리치료사를 배출 할 수 있도록 한다.

♧ 소모임 및 활동사항

해부 및 신경해부 동아리를 통해 전공공부의 기초를 다지고 학습동아리를 통해 선후배간의 단합을 이루고 

학과 발전을 도모한다. 물리치료봉사 동아리(징검다리)를 통해 지역사회 독거노인 및 사회소외계층에 대한 

봉사를 실천한다. 국제화시대에 대비한 능력배양과 해외취업을 위한 동아리(WASABI : We Are Smart And 

Brilliant Investor)를 만들어 정보를 수집하고 어학실력을 배양할 수 있도록 한다.

♧ 졸업 후 진로

물리치료사 면허 취득 후, 대부분 종합병원 및 대학병원, 재활전문병원, 한방병원, 요양병원, 재활원, 

복지관, 보건소, 직업군인(물리치료장교), 스포츠 관련 시설 등에서 환자의 물리치료 진단 및 중재를 담당

하는 물리치료사로 일할 수 있으며, 그 외 대학원 진학, 공공의료기관, 유학, 취업이민, 해부학 및 생리학 

등 기초의학관련 연구원, 교수 등으로 활동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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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경광학과

  Department of 

  Visual Optics

♧ 전공별 교육목표

이론과 실무를 겸비한 안경, 검안 및 의료광학 전문인의 양성

♧ 전공 소개

현대사회가 직면하게 된 인구 노령화, 근시안 및 원시안의 증가, 

환경오염과 컴퓨터 사용의 급증 등에 따른 시력저하로 인한 국민 시력 

기능의 보호와 교정에 이바지 할 수 있는 지식과 실무를 겸비한 

전문인으로서의 안경사를 양성할 수 있도록 한다.

♧ 학습방향

1. 인성과 전문 지식이 조화된 보건의료인의 양성

2. 기독교적인 사랑과 봉사 정신을 갖춘 안경, 검안 및 의료광학 분야의 전문인을 육성

3. 안경원 개원 및 관련 산업에 진출할 안경사의 양성 및 전문인의 육성

4. 종합병원 및 안과병원에 진출할 안경사의 양성

5. 안경광학 전문능력을 갖춘 안경사의 양성

6. 안경 및 안과 관련 분야에 진출할 보건의료 전문인의 양성

♧ 취득가능 자격증

안경사 면허증, IACLE(국제 콘택트렌즈) 자격증, 병원코디네이터 자격증, 보건교육사 3급 자격증

♧ 특색

현대사회에서 중요성과 관심이 점점 커지고 있는 우리의 시력을 보호하고 교정해 주는 관련 학문을 전공

하는 안경광학과 학생들은 다변화하는 21세기가 요구하는 특수한 전문 인력의 전공을 습득 할 수 있다. 

폭 넓은 안경광학의 영역에 대한 다양한 학습과 실무 겸비를 위해 보건학부 및 안경광학과에 개설된 여러 

과목들을 수강하기를 권한다. 또한 안경사의 가치를 높여줄 수 있는 어문학부와 경상학부 등의 복수전공의 

기회를 열어 둔다.

♧ 소모임 및 활동사항

봉사활동을 목적으로 소외된 지역을 방문하여 시력검사 및 안경을 조제 가공하여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달하는 소모임, 다변화하는 사회에서 요구하는 안경제작과 관련된 안경렌즈와 안경테 및 얼굴형에 따른 

안경디자인을 다루는 소모임, 현대 사회에서 VISUAL SCIENCE와 관련된 문제를 함께 인식하며 해결방안을 

모색하는 소모임과 같은 동아리를 결성하여 학생들의 자발적이고 적극적인 활동을 권장하도록 한다.

♧ 졸업 후 진로

졸업 후에는 안경 및 다양한 안경 관련 산업의 분야에 진출할 수 있다. 안경원을 직접 개원하거나 근무

할 수 있으며, 종합병원이나 안과병원에서 검안 업무를 수행하는 안경사 및 병원코디네이터로 진출 할 

수 있다. 또한 콘택트렌즈의 제조 및 판매 업체, 안경 렌즈 및 안경테의 제조업체와 안경기기 관련 제조

업체에 진출할 수 있으며, 보건직공무원으로서 국가 및 지방보건의료행정직으로 진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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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응급

 구조학과

 Department of Emergency

 Medical Service

♧ 전공별 교육목표

창의적이고 문제해결 능력이 뛰어난 1급 응급구조사 양성 /

기독교 정신으로 사랑을 실천하고 생명을 구하는 응급구조사 양성

♧ 전공 소개

응급환자 발생 시 현장에서는 적절한 응급처치를 시행하여 안전하게 

병원으로 후송하며, 병원에서는 최고의 응급의료서비스를 제공하여 

환자의 생명을 소생시키고 건강을 회복시킬 수 있는 전문적이며 

문제해결 능력이 뛰어난 1급 응급구조사를 양성한다. 또한, 다양한 

현장의 상황 대처 능력의 배양을 위하여 실무중심의 교육을 강화하고 

있다.

♧ 학습방향

해부학, 생리학, 병리학, 약리학 등의 기초의학과 의사소통론 등 보건의료인으로서의 기본적인 소양을 

쌓을 수 있도록 교육하고, 심혈관계통, 신경계통, 소아응급 등 다양한 응급상황에 대한 대응능력 제고를 

위한 분야별 전문응급처치 교과목을 개설하여 운영한다. 아울러 시나리오학습과 임상실습, 구급차동승실

습을 통하여 체계적인 실무교육을 병행하여 유능하고 전문적인 1급 응급구조사를 양성한다.

1. 응급구조학 분야를 이끌어 갈 유능한 지도자를 양성

2. 창의적이고 문제해결 능력이 뛰어난 전문가로서의 1급 응급구조사 양성

♧ 취득가능 자격증

1급 응급구조사, 전문응급처치강사, 미국심장협회인증 전문인명소생요원, 

수상인명구조원, 병원코디네이터 등

♧ 특색

실무능력 함양을 위하여 시뮬레이션 센터를 운영하고 있으며, 대학원 진학희망자를 위한 학문지향형 교육, 

취업희망자를 위한 전문직업인형 교육, 그리고 복수전공형 교육 등으로 구분하여 수강할 수 있도록 로드맵

(ROAD MAP)을 제시하여 졸업 후 적성에 맞는 진로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학습방향을 제공한다.

♧ 소모임 및 활동사항

신입생부터 졸업생까지 선후배간 멘토-멘티를 결성하여, 재학 중 각종 활동을 함께 하고 있으며, 졸업 

후 취업 및 진로탐색을 위한 기회를 마련하고 있음.

♧ 졸업 후 진로

졸업 후 1급 응급구조사 자격을 취득함으로써 각종 의료기관내의 응급의료센터 취업 및 보건의료관련 연

구직으로도 진출하고 있다. 또한 소방공무원시험에 응시하여 합격할 경우 119안전센터의 구급대원으로서 

활동할 수 있고, 소방간부후보생에 응시할 수 있는 자격이 있다. 대학원에 진학하여 관련분야의 연구자

로서 종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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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호학과

  Department of

  Nursing Science

♧ 전공별 교육목표

n 간호학과 교육목적

기독교 정신을 바탕으로 치료적 돌봄 관계를 통하여 대상자의 질병

예방, 건강증진, 건강회복 및 재활을 돕기 위해 필요한 과학적 간호

지식과 기술, 나눔과 섬김의 자세를 갖춘 글로벌 전문직 간호사를 

육성한다.

n 간호학과의 교육목표

1. 과학적 간호지식을 바탕으로 전인간호를 실천한다.

2. 대상자의 안녕 촉진을 위해 간호실무 기술을 능숙하게 적용한다.

3. 건강관리 영역에서 상호협동을 위해 효율적으로 의사소통한다.

4. 건강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비판적 사고 능력과 연구능력을 함양한다.

5. 기독교 세계관에 입각한 간호 전문직관을 확립한다.

6. 기독교 인성을 갖추고 국제적 간호전문 리더쉽을 발휘한다.

n 간호학과의 학습성과

1. 전인간호에 요구되는 간호지식을 통합적으로 실무에 적용한다.

2. 간호문제 해결을 위해 핵심기본간호술을 선택하여 시행한다.

3. 언어적 비언어적 상호작용을 통한 치료적 의사소통술을 적용한다.

4. 건강문제 해결을 위해 팀내 업무를 조정하고 상호협력한다.

5. 간호문제 해결을 위해 비판적 사고에 근거한 간호과정을 적용한다.

6. 간호전문직관을 확립하고 간호전문직 표준을 이해한다.

7. 간호의 법적·윤리적 기준과 보건의료정책을 이해하고 간호실무에

   통합한다.

8. 기독교 세계관에 입각한 글로벌 간호리더십을 발휘한다.

9. 과학적 근거에 기반한 간호연구를 수행한다.

♧ 전공 소개

성인간호학, 모성간호학, 아동간호학, 지역사회간호학, 정신간호학, 

간호관리학, 기본간호학

♧ 학습방향

대상의 신체, 정신, 사회, 영적 측면의 과학적 지식을 통합한 전인간호를 제공하기 위하여 학생의 능력과 

잠재력을 개발하여 전문간호인력을 육성한다.

♧ 취득가능 자격증

간호사면허증(RN), 보건교육사, 기본인명구조 요원(BLS-Provider), 한국전문소생 요원(KALS)

♧ 특색

기독교 정신을 바탕으로 간호전문직 핵심역량을 갖춘 글로벌 간호리더를 양성한다.

♧ 소모임 및 활동사항

Share, 사랑과 나눔간호, 힐링, B. Nurse Times, 예닮간, 베리타스, Dreamimg, 사랑 나눔, 선한 이웃, 

Endorphin, BU-SUN 등 간호전문, 사회봉사활동 동아리를 통해 간호전문지식과 실무를 확장하고, 지역사회 

장애인, 무의탁노인 등 소외계층에 대한 봉사활동을 실천한다. 국제화시대에 대비한 글로벌 리더십을 갖

춘 국제전문간호사를 육성하기 위하여 미국간호사면허시험을 위한 NCLEX-RN준비반을 만들어 일정한 수준

의 어학능력을 갖출 수 있도록 한다. 또한 간호 및 보건직공무원으로서 국가 및 지방보건의료 행정조직에

서 일익을 담당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공무원준비반을 만들어 국가 및 지방공무원시험에 대비한다.

♧ 졸업 후 진로

임상간호사, 전문간호사, 산업간호사, 공무원(보건직, 간호직), 연구원, 대학교수, 보험심사관리사, 

산후조리원. 노인요양시설 등의 CEO, 보건교육사, 국외 간호사(미국, 캐나다, 호주, 영국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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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치위생학과

  Department of 

  Dental Hygiene

♧ 전공별 교육목표

국민의 구강건강증진을 위해 최상의 치위생 관리를 제공할 수 있는 

구강보건전문인 양성

♧ 전공 소개

국민의 구강건강증진 및 유지를 담당할 전문가가 될 수 있도록 과학적

이고 체계적인 치위생 교육을 실시함으로써 뛰어난 실무 역량을 발휘

할 수 있는 치과위생사를 양성한다. 특히 기독교적인 가치관에 입각

하여 나눔과 섬김의 사랑을 실천하고 인류에 봉사할 수 있는 맞춤형 

구강건강증진 전문가로 양성한다.

♧ 학습방향

1. 올바른 인격과 봉사정신을 함양할 수 있는 인성교육 실시

2. 구강건강증진 전문가로서의 체계적인 지식 및 실무능력배양

3. 치위생관리과정 중심의 포괄적 종합교육시스템 구축

4. 나눔과 섬김의 자세를 갖춘 구강보건전문가 양성

5. 대학원 진학을 통해 연구하는 능력을 갖춘 전문가 양성

♧ 취득가능 자격증

치과위생사 면허증, 치과의료보험청구사, 치과병원 코디네이터

♧ 특색

치과병의원 현장에서 요구하는 실무형 인재 양성을 위한 교내외 실습강화형 교육과정을 운영하여 탁월한 

실무역량을 갖춘 치과위생사를 양성한다.

♧ 소모임 및 활동사항

지역사회 노인 및 장애인, 아동과 다문화 가정을 대상으로 구강건강을 효과적으로 관리 할 수 있도록 봉사

활동을 실시한다. 또한 구강병예방과 구강보건교육을 실시하는 구강보건의 날 및 각종 학술대회에 참여

하여 치과위생사로서의 전문가적 능력을 더욱 심화시키는 활동을 한다.

♧ 졸업 후 진로

치과대학병원, 종합병원, 치과병․의원 구강보건행정단체(구강보건유관기관), 치위생교육기관, 관련기업 

연구실 골골기관 및 보건(지)소, 학교구강보건실, 구강위생관련용품 제조사, 국민건강보험관리공단, 노인

장기요양기관기업체 의무실치과 대학원 진학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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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업치료

 학과

  Department of 

  Occupational Therapy

♧ 전공별 교육목표

기독교적 가치관을 바탕으로 보건의료계를 이끌어나갈 전문작업치료사 

육성

♧ 전공 소개

신체적, 정신적, 발달상의 이유로 일상생활과 및 다양한 삶의 참여에  

어려움이 있는 사람들에게, 의미 있는 치료적 활동(작업)을 통해 독

립적인 활동 및 삶의 의미를 찾아주고 가정과 사회로 복귀 할 수 있

도록 하는 전문작업치료사를 양성하며, 섬김과 나눔을 실천하는 기독

교대학의 글로벌 리더가 되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학습방향

세계작업치료사연맹과 한국작업치료 평가원에서 제시하는 임상 직무기준에 부합하는 수준 높은 교육과 충

분한 임상실습을 통해 전문지식과 능력이 있는 보건의료인이 될 수 있도록 한다.

1. 과학적 지식과 직무기술을 함양한 현대사회를 선도하는 기독교 세계관을 가진 전문작업치료사 육성

2. 기독교적 사랑과 봉사 정신을 실천하는 작업치료사 양성

3. 국제사회 적응능력과 리더쉽을 갖춘 전문작업치료사 육성

♧ 취득가능 자격증

작업치료사 면허증, 재활보조공학 전문가, 고령자 및 치매 전문작업치료사, 직업능력평가사, 감각발달재

활사, 정신보건전문작업치료사. 

♧ 특색

작업치료는 인구의 고령화, 장애 인구의 증가 등으로 중요도와 관심이 커지고 있는 분야로, 기초적 지식

뿐만 아니라 취업 관련 교과 체계화 및 다양한 실습을 통해 작업치료 세부 분야의 실무 능력을 겸비한 전

문 작업치료사를 배출한다. 또한 국제교육기준에 따른 교육을 통해 국제사회에서 영향력을 갖는 작업치료

사가 될 수 있도록 한다.

♧ 소모임 및 활동사항

지역사회 장애인, 노인 등 사회적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일상생활을 독립적으로 하고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도록 하는 봉사 활동, 작업치료의 각 전문 분야를 연구하는 모임, 해외 취업을 준비하는 모임 등을 통해 

실무 능력과 전문성을 배양할 수 있도록 한다.

♧ 졸업 후 진로

작업치료사 면허 취득 후 대학 및 종합병원, 재활전문병원, 노인요양병원 및 시설, 정신과, 소아신경

정신과 분야 등의 의료기관 분야, 장애인 및 노인복지시설, 재활원, 직업재활 기관 등 재활의료 분야, 

특수학교 치료교사, 의료기기 및 보조기기 업체, 치료 감호소와 보건소, 관련 공공기관에서 일할 수 있

다. 그 외 대학원 진학, 유학, 취업이민, 교육 및 연구기관 등의 교수 및 연구원으로 활동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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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ivision of 

 Design & Image 

디자인영상학부

영상애니메이션

시각디자인

산업디자인

인테리어디자인

문화상품디자인(연

계전공)

♢ 학부 소개

디자인영상학부는 영상애니메이션, 시각디자인, 산업디자인, 인테리어

디자인, 문화상품디자인의 5개 전공으로 이루어져 있다. 각 전공에 

따라 교육분야는 다르지만, 인간 중심의 교육 사상으로 학생들 한명 

한명의 인격함양과 실력향상에 집중하는 것은 전 학부의 공통이다. 이

와 같은 교육의 성과로 해마다 입시경쟁률과 취업률, 재학생 만족도가 

상승하고 있으며, 디자인과 영상교육의 명문기관으로서 자리 잡아 가

고 있다. 

2015년부터는 각 전공의 장점을 다른 전공과 융합시키는 문화상품

디자인 연계과정을 통하여 특성화된 학부로의 발전이 시작된다. 융복합 

적인 연계 교육과정을 통하여, 자신의 분야만이 아니라 타 분야에 대한 

이해도와 응용력을 가진 멀티플레이어를 양성하며, 기획능력과 창업에 

관한 지식을 갖춘 인재가 배출하고 있다. 또한 이와 같은 융합형 

인재가 지역사회에서의 창업할 수 있도록 지원하여, 지역 상권의 

경제적이고 문화적인 부흥을 선도하는 학부이다.

♢ 학부 교육목적

21세기의 패러다임은 기술기반에서 콘텐츠 기반으로 급속하게 변화

하고 있으며, 콘텐츠 창작의 핵심 분야인 디자인에 대한 중요성이 

증가하고 있다. 디자인영상학부는 디자인과 영상 분야에서 창의력을 

발휘하여 콘텐츠 기반산업의 흐름을 주도할 수 있는 기획자와 제작

자 양성을 교육목적으로 하고 있다. 

♢ 학부 교육목표

Ÿ 인간 중심의 교육

Ÿ 기획과 실무 능력 중심의 교육

Ÿ 디지털 미디어 중심의 선진적인 교육

Ÿ 학제적 교육 프로그램을 통한 융복합 디자인 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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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상

 애니메이션

  Digital Image &

  Animation Major

♧ 전공별 교육목표

2D 애니메이터와 3D 애니메이터 양성 / 영상촬영, 편집 인력 양성 / 

만화와 컨셉아티스트 양성 / 게임기획자와 제작인력 양성

♧ 전공 소개

미적 감성과 조형이론, 디지털 기기의 운용능력의 세가지 요소를 

기반으로 21세기에 필요한 다양한 디지털 콘텐츠를 제작할 수 있는 

인재육성을 목표로 한다.

♧ 학습방향

전공 수업은 실습 위주의 교과목을 통하여 전공에 관한 실질적 능력을 배양할 수 있도록 교육과정을 

편성하였다. 교육과정은 크게 2D 애니메이션, 3D 애니메이션, 실사 영상, 만화와 컨셉아트, 게임기획과 

제작의 5가지 과정으로 나누어져 있다. 5가지 과정을 배타적으로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종합적인 콘텐츠 

제작과정을 몸에 익히기 위하여 수작업에 의한 드로잉능력과 애니메이션 소프트웨어의 활용능력, 비디오

카메라와 편집소프트웨어의 사용 능력을 균형있게 학습하는 것이 목적이라고 할 수 있다. 현재 디지털 

콘텐츠의 제작환경과 방법론은 크게 변화하고 있으며, 이러한 변화과정에 능동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실무와 현장 중심의 프로젝트형 수업을 진행하고 있다. 전공 가군 수업은 영상 애니메이션의 제작을 위한 

기초적인 능력배양을 할 수 있는 수업으로 구성되어져 있고, 전공 나군 수업은 종합적인 영상창작과정을 

기획부터 완성까지 일괄적으로 진행하여 최종적인 결과물을 발표할 수 있는 수업이 개설되어 있다. 전공 

다군 수업에서는 이와 같은 경험을 바탕으로 본인이 희망하는 콘텐츠 프로젝트를 졸업작품으로 완성하기 

위한 교과목으로 편성되어져 있다.

♧ 취득가능 자격증

컴퓨터그래픽스운용기사, 컬러리스트기사, 웹3D자격증

♧ 특색

2D 셀 애니메이션 실습실과 3Ds Max 및 MAYA를 중심으로 하는 3D애니메이션 실습실, 모션캡쳐실 등의 영상 

제작 실습실을 구비함으로써, 국내·외의 어떠한 영상애니메이션 전공 학과보다 뛰어난 실습환경을 확보

하고 있다. 프로그램면에서도 Motion builder 나 Z-brush 등의 첨단 소프트웨어를 보유하고 있으며, 

업체의 실무 세미나 등을 통하여 가장 앞선 디지털 애니메이션과 앱미디어 제작 기술을 학습하고 있다.

♧ 소모임 및 활동사항

학생들이 자발적으로 창작·연구 소모임을 결성, 활동하는 것을 장려하고 있으며, 현재 다수의 소모임이 

활동하고 있다. 창작·연구 소모임에 관하여서는 전공 교수의 개별적인 지도 및 실습실 사용 등에 관하여 

계속적인 지원을 하고 있다.

♧ 졸업 후 진로

애니메이션 스튜디오, 게임 개발업체, 교육용 소프트웨어 관련 기업체, 웹사이트 제작업체 등에서 각종 

컨텐츠 개발업무를 기획, 담당 할 수 있으며 영상제작과 출판만화,컨셉아티스트 등 전문 인력으로서 

활동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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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각디자인

  Visual Design Major

♧ 전공별 교육목표

비쥬얼 커뮤니케이션 디자이너 양성 / 웹 디자이너 및 멀티미디어 

디자이너 양성 / 패키지 디자이너 양성 / 아이덴티티 디자이너 양성 / 

광고 디자이너 양성 / 편집 디자이너 양성

♧ 전공 소개

시각디자인분야에서 요구하는 표현력의 확대와 다양한 기법의 습득, 

현대 디자인이 요구하는 조형성과 실용성을 함께 구현해 낼 수 있는 

과학적 사고와 예술적 창의력을 이론교육과 실기교육을 통해 예술

체험을 전달하는 것을 목적으로 창의력을 갖춘 정보화 사회가 요구

하는 실무형 디자이너를 양성한다.  

♧ 학습방향

시각디자인 전공의 교과목은 시각디자인 분야의 실습 중심으로 이루어져 있다. 1단계에서는 조형예술의 

기초 교과목인 융복합디자인론, 색채와 구성, 형태와 공간, 재료와 기법을 교과목을 이수하고 2단계에서는 

기초디자인1․2, 2D 컴퓨터그래픽1․2, 타이포그래피1․2, 뉴미디어론, 일러스트레이션, 사진과디자인, 디자인

인쇄프로세스 등의 기초디자인 입문의 교과목을 이수한다. 3단계에서는 그래픽디자인1․2, 웹디자인1․2, 
패키지디자인1․2, 아이덴티티 디자인1․2, 편집디자인1․2 등의 보다 세분화되고 심화된 교과목을 이수한다. 

4단계에서는 3단계에서 이수한 교과목과 광고디자인1․2, 포토폴리오제작1․2, 인터렉티브그래픽1․2 등 취업 

시 필요한 요건을 겸비할 수 있는 교과목을 연계하며 졸업 작품을 제작할 수 있는 시각디자인 실무관련 

교과목을 학습한다. 

♧ 취득가능 자격증

시각디자인산업기사, 컴퓨터그래픽스운영기사, 시각디자인기사, 포장디자인산업기사, 컬러리스트기사 및 

산업기사, 전자출판기능사, 웹마스터전문가

♧ 특색

예술과 공학의 연계를 기본으로 디지털 매체와의 접목을 위한 교육과 환경 친화적이며 미래지향적인 

디자인 의식, 시각 디자인에 있어서 과학적이고 창의적인 기량을 발굴시키며 기초디자인관련 교과목과 

전공 교과목을 통해 디자인능력을 향상 시킬 수 있도록 구성하였다. 실습기자재로는 맥킨토시 컴퓨터실을 

비롯하여 디자인스튜디오, 서버실 등을 갖추고 있으며 이를 바탕으로 학생들이 다양한 개별연구를 통해 

각종 공모전에서 성과를 낼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 소모임 및 활동사항

학생들은 담당교수의 관심분야에 대해 함께 개별연구를 진행하거나 프로젝트에 참여할 수 있으며, 창업

동아리나 스터디그룹의 결성을 통해 보다 폭넓은 디자인 관련 지식을 습득할 수 있다. 이와 함께 학부 

및 관련 전공이 주관하는 각종 세미나가 개최되고, 개별연구 결과물은 각종 공모전에서 성과를 낼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 졸업 후 진로

시각디자인분야의 전문인재로 양성되어 21세기 관심 직업인 전문 디자이너로 주로 진출한다. 그래픽

디자인, 웹디자인, 패키지디자인, 아이덴티티디자인, 광고디자인, 편집디자인, 일러스트레이션, 컴퓨터

그래픽스, 타이포그래피, 팬시 문구 디자인, 문화콘텐츠 등 여러 분야의 디자인 관련부서, 대기업 홍보실, 

광고대행사 등으로 취업하거나 혹은 창업하기도 한다. 또는 졸업 후 전문교사나 강사로 활동하거나 국내

외의 대학원에 진학하여 전공심화과정을 거쳐 학교에서 후진교육을 할 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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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업디자인

  Industrial Design 

  Major

♧ 전공별 교육목표

제품디자이너 양성 / UX디자이너 양성/ 공간디자이너 양성/ 전시

디자이너/ 디스플레이 디자이너양성 / 환경디자이너 양성/ 가구

디자이너 양성 / 운송기기디자이너 양성 / 조명기기디자이너 양성

♧ 전공 소개

산업디자이너는 대량생산 되는 산업제품의 기본개념 창안으로부터 

최종적인 실체화에 이르는 과정에서 제품의 효능적 가치와 부가적 

가치를 창출하는데 있어서 주도적인 역할을 담당한다. 특히 최근에는 

제품과 공간, 인간과의 인터랙션의 중요성이 강조되면서 산업디자이너의 

역할이 더욱 커지게 되었다. 본 전공에서는 이러한 역할을 효과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전인적인 산업디자이너의 양성을 목표로 예술과 

테크놀로지, 인문사회학 분야를 아우르는 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신제품의 창조과정을 이끌어가는 필요한 폭 넓은 지식과 풍부한 상

상력, 우수한 조형능력 함양을 위한 다양한 과목들을 제공하고 있다.

 

♧ 학습방향

산업디자인전공 교과목은 크게 4단계로 구성되어 있다. 1단계는 학부기초과정으로 융복합디자인론, 색채와 

구성, 형태와 공간, 재료와 기법을 편성하여 학생들의 기초디자인 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하였으며, 

2단계는 전공입문 과정(전공가군)으로 산업디자인 프로세스에 대한 기초적인 이해를 바탕으로 표현능력을 

함양하고 산업디자인의 다양한 영역을 학습하게 된다. 3단계 전공심화과정(전공나군)에서는 산업디자인의 

각 분야별로 세분화하여 프로젝트 중심으로 심도 깊은 전공과목을 학습하며, 4단계 전공 종합과정(전공

다군)에서는 전공심화과정에서 이수한 교과목과 연계하여 졸업 작품을 제작할 수 있는 종합적인 실무

중심의 교과목을 수강하게 된다.

♧ 취득가능 자격증

제품디자인기사, 기술사 및 산업기사, 실내건축기사 및  산업기사, 제품응용모델링기사, 컴퓨터그래픽

운용기사, 컬러리스트기사, 산업기사, 전자출판기능사, 웹디자인 기능사, 웹3D자격증, 웹 마스터전문가

♧ 특색

산업디자인 전공은 제품과 인터랙션, 제품을 둘러싼 공간과 환경 전반에 연계된 다양한 실습과목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모든 수업은 실습위주로 진행됨으로써 현장 실무 능력을 배양할 수 있도록 교육과정을 

운영하고 있다. 실습기자재로는 컴퓨터 실습실을 비롯하여 모형제작실, 카스타일링 스튜디오, 고급장비실, 

가구제작실, 디자인스튜디오 등과 함께 다양한 실습용 소프트웨어를 보유하고 있으며, 이를 바탕으로 

학생들이 다양한 개별연구를 통해 각종 공모전에서 성과를 낼 수 있도록 적극 지원 하고 있다.

♧ 소모임 및 활동사항

학생들은 담당교수와 함께 관심분야에 대한 개별연구를 진행하거나 프로젝트에 참여할 수 있으며, 창업

동아리나 스터디그룹 등의 결성을 통해 보다 폭넓은 디자인 관련 지식을 습득할 수 있다. 이와 함께 학부 

및 전공이 주관하는 다양한 세미나가 개최되고, 개별연구 결과물들은 관련 공모전에 출품하여 소정의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지원된다. 현재 제품디자인, 공간디자인, 환경디자인, 운송기기디자인, UX 관련 소모임이 

결성되어 활동하고 있다. 

♧ 졸업 후 진로

디지털 제품, 생활용품, 공간, 전시, 가구, 조명, 환경, 운송기기 등 다양한 분야의 기업체 디자인 부서 

및 디자인 전문회사에서 디자이너로 일할 수 있다. 또한 UX/UI 디자이너로써 제품의 콘텐츠 및 인터랙션 

분야의 디자이너로 진출할 수 있으며, 디자인 전문회사를 창업하거나 프리랜서의 활동을 통해 전문 영역의 

폭을 넓혀 다양한 분야에서 디자인 전문가로 일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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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테리어

 디자인

 Interior Design Major

♧ 전공별 교육목표

인테리어디자이너 양성 / 공간코디네이터 양성 / 조명디자이너 양성 / 

가구디자이너 양성/ 전시디자이너 양성 / 무대디자이너 양성/ 디

스플레이전문가(VMD)양성 / 인테리어제품 및 오브제 디자이너 양성 

♧ 전공 소개

“Let’s Change the World Beautiful!”

인테리어디자인 전공은 주거공간, 카페, 레스토랑, 패션매장 등의 상

업공간과 호텔, 리조트, 갤러리 등의 문화공간은 물론 방송, 콘서

트, 뮤지컬 등의 무대디자인에 이르기까지 모든 공간을 아름답게 디

자인 하는 인테리어 전문가를 양성한다. 또한, 공간 연출에 반드시 

필요한 가구, 오브제, 조명을 직접 만들어보고 연출하는 흥미로운 

수업이 진행된다. 뿐만 아니라 칼라코디네이션, 가구, 소품, 조명, 

패브릭과 아트작품 등 다양한 인테리어 마감재로 공간을 매력적으

로 연출하는 공간코디네이션 수업까지 함께 진행되어 인테리어와 

관련한 통합적인 교육을 통해 명실상부한 인테리어디자인 전문가를 

양성한다.

♧ 학습방향
실무 프로세스에 기반한 체계적인 토탈 인테리어디자인 교육

1단계: 디자인 조형능력 향상(융복합디자인이론,색채와구성,형태와공간,재료와기법)

2단계: 공간디자인 프로세스와 특성 이해(주거·상업공간설계,인테리어스타일링·VMD공간연출,DIY가구·조명)

3단계: 심화된 공간디자인 교육(전시·무대공간설계,스페이스브랜딩,디스플레이공간연출,가구·조명환경디자인)

4단계: 취업을 위한 실무교육과 졸업작품(실내건출디자인,공간연출,가구디자인,조명디자인,포트폴리오)

♧ 취득가능 자격증

국가공인 실내디자이너, 실내건축기사, 실내건축산업기사, 컬러리스트기사, 컬러리스트산업기사, 전산응

용건축제도기능사, 가구제작기능사, 디자인·공예중등정교사(2급), 문화예술교육사

♧ 특색

인테리어 전공수업은 디자인 기획자로서의 능력 향상을 위한 디자인마케팅관련수업과 실무형 디자이너 양

성을 위한 설계수업이 중심이 되며, 각 수업은 실습위주의 프로젝트 방식으로 다이나믹한 스튜디오 수업

으로 진행된다. 실습기자재로는 스케치와 제도수업을 위한 제도실, 2D GRAPHIC, CAD, 3D모델링을 위한 컴

퓨터 실습실, 모형제작과 스타일링 보드 제작을 위한 코디네이션 실습실, 가구와 소품 등을 디자인하고 

직접 제작할 수 있는 국내최고 수준의 가구제작 실습실, 실무현장에서 사용되는 다양한 조명을 비교하고 

실험해볼 수 있는 조명 실습실이 구비되어 국내 최고수준의 실습환경을 확보하고 있다.

♧ 소모임 및 활동사항

학생들의 자발적인 온라인모임(Facebook, Blog, Instargram), 오프라인모임(디자인투어, 공모전준비, 자격증취득 

등)이 활성화 되어 있으며, 이를 통한 학생들의 연구결과물이 다양한 공모전에서 우수한 성과를 낼 수 있도록 담당

교수가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있다. 또한 다양한 전공 세미나가 정기적으로 개최되며, 대외적으로 학생 작품으로 핸

드메이드디자인페어, 교회건축디자인박람회에 참가하여 판매성과를 내는 등 예비디자이너로서 활동하고 있다.

♧ 졸업 후 진로

인테리어디자인회사, 건출설계사무소, 건설회사의 인테리어팀 및 상품기획팀에 디자이너로 주로 취업하

며, 뷰티 및 패션브랜드, 백화점, 프렌차이즈 외식기업의 인테리어팀, 디스플레이팀에서 일할 수 있다. 

또한, 전시디자인회사와 방송국 무대디자인팀, 콘서트. 뮤지컬, 패션쇼 등의 무대를 전문적으로 디자인하

는 공연디자인팀과 가구 및 조명 회사, 코디네이션회사에서 디자이너로 활동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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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화상품

 디자인
  (연계전공)

♧ 전공 소개

문화상품디자인은 융복합 지원전공으로서 디자인영상학부의 4개 전공과 

연계하여 다양한 문화상품디자인 완제품을 제작할 수 있는 능력을 

기르는 전공이다.

연계전공을 신청한 학생은 주전공과 별도의 전공을 추가로 이수한 

것으로 인정된다.

♧ 교과과정의 특성

체계적인 교육과정을 통해 경쟁력 있는 문화상품디자이너를 양성할 수 있는 프로그램으로 구성되어 있다.

첫 번째 재료와 가공기법 단계로 공예의 기술과 디지털 활용기법을 학습

두 번째 문화상품 제작 단계로 완제품 생산의 방법을 학습

세 번째 문화상품 창업 단계로 문화상품 캡스톤디자인을 통해 졸업전을 준비하고 창업의 기술과

        방법론을 학습

재료와 가공기법

⇨

문화 상품 제작

⇨

문화 상품 창업

세라믹, 금속/목재, 

패브릭, 디지털표면장식, 

디지털모델링

관광문화상품, 캐릭터상품, 

생활소품, 테이블웨어, 

패션소품, 아트퍼니처, 

팬시상품

문화상품 캡스톤디자인,

문화상품디자인 

창업프로젝트

♧ 졸업 후 진로

문화상품디자이너, 캐릭터상품디자이너, 팬시상품디자이너, 패브릭상품디자이너, 아트퍼니처디자이너, 

환경조형디자이너, 주얼리디자이너, 세라믹디자이너 등으로 취업 및 창업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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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ivision of 

 Sports Science

스포츠과학부

레저스포츠산업

스포츠건강관리

유소년스포츠

골프

태권도

♢ 학부 소개

백석대학교 스포츠과학부는 레저스포츠산업, 스포츠건강관리, 

유소년스포츠, 골프, 태권도 5개 전공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21

세기가 요구하는 스포츠지도자와 스포츠산업체에서 요구하는 

전문가를 양성하기 위해 우수한 교수진을 확보하고 스포츠과학 

및 스포츠산업과 생활체육 그리고 레저스포츠에 대한 제반 

영역을 학습하여 현재 대중화되고 있고 미래에 각광받을 수 있는 

스포츠 종목의 실기 능력과 학문적 소양을 전문적으로 배양시

키고자 한다. 이를 위해 최신식 체육관과 각종 실기실 및 실험실

(운동검사실, 체력측정실 등)을 갖추고 학생들을 교육시킬 수 

있도록 제반 여건이 마련되어 있다. 

♢ 학부 교육목적

창의적 사고와 도전정신을 바탕으로 건강한 100세 시대를 맞이

하는 시점에서 건강 전도사 역할을 할 생활체육 스포츠지도자를 

양성하고 스포츠과학 및 스포츠산업 분야의 전문가 양성을 

목적으로 한다. 

♢ 학부 교육목표

Ÿ 기독교 세계관을 통한 이론·실기 능력 함양 뿐 아니라 건강  

하고 바른 가치관을 확립

Ÿ 교육과정을 통한 각종 자격증 취득으로 전문가 양성

Ÿ 글로벌 시대의 세계화 능력 배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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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레저

 스포츠산업

 Leisure Sports Industry

 Major

♧ 전공별 교육목표

소득 수준이 높아짐에 따른 생활수준의 향상, 여가의 증대로 레저

스포츠에 대한 수요와 관심도 증가하고 있는 현 시점에서 스포츠를 

통해 여가시간을 보다 건설적이고 창조적으로 보낼 수 있도록 전문적 

지식과 실기 능력을 고루 갖춘 유능한 스포츠마케터 및 레저스포츠

지도자를 양성하는데 목적이 있다. 

♧ 전공 소개

레저스포츠산업 전공은 주5일 근무제 확산과 소득 수준이 늘어나면서 

날로 커지고 있는 레저스포츠시장과 프로스포츠와 생활스포츠 확산에 

따른 스포츠산업이 날로 커지고 있다. 레저스포츠시장에서 요구하는 

레저스포츠 지도자와 경영자를 길러내며 프로스포츠를 위시한 스포츠

산업에서 요구하는 전문가를 양성하는 것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하게 

되었다. 백석대 스포츠과학부 레저스포츠산업전공은 스포츠에 대한 

실기로는 계절별 레저스포츠 종목과 일반 중요 스포츠 종목을 마스터

하고 이론적으론 스포츠산업에서 요구하는 경영과 마케팅을 기초로한 

이론적 체계를 갖춘 전문가를 양성하고 있다.

♧ 학습방향 

스포츠산업에 대한 이론적 지식과 레저스포츠관련 전문 실기기능을 갖춘 지도자 및 전문가를 양성하기 

위해 레저스포츠산업론, 스포츠경영, 스포츠마케팅 스포츠시설경영론, 스포츠이벤트기획론, 스포츠심리학, 

스포츠미디어, 스포츠경기분석 , 스포츠마케팅실무등의 이론과  각종 수상 및 해양스포츠, 하계 및 동계

스포츠 등 계절스포츠, 골프, 수상레저조정실무 그리고 일반 스포츠 종목인 배드민턴, 축구 등의 실기 

종목을 학습한다.

♧ 취득가능 자격증

스포츠경영관리사, 종목별 생활체육지도자, 구급안전 및 인명구조원, 레크리에이션지도자, 동력수상레저

기구조정면허, 각 종목별 국내외 심판 등

♧ 특색

각종 레저스포츠 관련 분야의 스포츠지도자, 생활체육지도자, 트레이너 등을 양성하기 위하여 최신식 

체육관, 실기실 및 실험실 등을 갖추고 있으며, 훌륭한 교수진과 풍부한 지역사회의 체육 및 스포츠시설을 

활용하여 양질의 교육을 하고 있다. 또한 글로벌 레저스포츠 지도자 양성을 위한 해외 인턴십 과정도 

4학년 2학기 때 적극 지원하고 있다.

♧ 소모임 및 활동사항

스포츠경영관리사연구회, 영어준비반, 스포츠산업 현장실습반, 스포츠 실기준비반 등을 통해 학생들 자

발적 심화 학습이 이루어지고 있다.

♧ 졸업 후 진로

스포츠마케터(프로구단, 협회 및 연맹 직원), 스포츠관련 일반회사(용품, 서비스업종), 스포츠에이전트, 

경기지도자, 생활체육지도자, 국내외 리조트, 레크리에이션지도자, 스포츠시설관리운영사, 이벤트지도자, 

해양스포츠관련(윈드서핑, 스킨스쿠버, 수상스키 등)지도자, 종목별 심판, 전공 관련 대학원 진학



- 59 -

 스포츠

 건강관리

 Sports Healthcare Major

♧ 전공별 교육목표

 스포츠를 통한 건강한 삶을 추구하고 다양한 여가활동과 건강에 

대한 시대적 요구에 부응할 수 있는 기초지식과, 전문성, 그리고  

실무능력을 갖춘 전문가를 양성한다. 특히 4차 산업혁명을 맞이하

여 스포츠과학을 기초로 운동과 스포츠 수요를 예측하므로 개인의 

질병을 예방하고, 건강과 체력을 관리하고자 한다. 또한 다양한 스

포츠 종목을 지도하고, 해당 분야 수요자에 대한 기능향상, 상해 

및 재활 등을 토대로 스포츠 과학의 선진화를 이룩할 수 있는 전

문가 양성에 그 목적이 있다.

♧ 전공 소개

▶ 건강 및 체력향상과 운동기능 및 재활을 위한 과학적 지식과 

의학적 전문 지식을 갖춘 전문 인력 양성

▶ 운동과 건강, 스포츠 교육에 대한 다양한 수요에 대한 공급능

력, 시장의 흐름을 대처하는 스포츠 과학 전문인력 양성 

▶ 다양한 스포츠와 운동에 대한 과학적 이론을 바탕으로 건강 산업 

분야에서 활동할 수 있는 전문지도자 양성   

♧ 학습방향
건강 유지 및 증진과 스포츠과학 전공을 위해 필요한 건강교육, 운동생리학, 스포츠상해, 스포츠의학, 

스포츠해부학기초, 병태생리학, 트레이닝방법론, 운동기능학, 건강관리 프로그램개발과 평가 등 다양하

고 전문화된 과목을 이수한다. 또한 스포츠 시장 수요에 따른 운동과 스포츠 프로그램의 기획, 실행, 

평가를 수행하고, 다양한 수요자의 욕구를 파악하여, 수요자가 만족할 수 있는 스포츠 건강관리 영역의 

시장을 개발한다. 

♧ 취득가능 자격증

건강운동관리사(운동처방사), 운동재활지도사, 퍼스널트레이너(P.T), 선수트레이너(A.T), 임상운동사, 

노인운동지도사, 체력관리전문가, 스포츠지도사(생활), 안전 및 수상인명구조원, 스포츠마사지사, 신체

교정운동사, 스포츠경영관리사, 각 종목별 심판 자격증 등

♧ 특색
스포츠과학을 기초로 하여 각종질병 예방을 통한 건강 및 체력관리, 스포츠종목 별 경기력 향상과 

스포츠상해 등에 대한 과학적이고 체계적인 전문지식과 실무능력을 갖춘 스포츠 전문가를 양성하고자 

한다. 따라서 운동 프로그램개발 및 평가, 운동 재활, 건강관리 및 증진에 기여할 스포츠건강관리 인력을 

배출하기 위해 운동검사, 운동처방, 운동요법, 체력측정 및 평가 등의 전문 기술을 습득하고 최첨단 실습 

기자재를 활용하여 다양한 현장에 적용 할 수 있는 전문가를 양성하고자 한다. 더욱이 운동과 스포츠 

프로그램의 기획,실행하고, 조직을 운영할 수 있는 전문가로서의 역량을 함양하고자 한다. 

♧ 소모임 및 활동사항

선수트레이너 연구회, 웨이트 트레이닝부, 배드민턴부, 농구부, 노인체육지도자 양성반, 스포츠프로그램 

아이디어 기획반 등을 통해 학생들 자발적 심화 학습이 이루어지고 있다.

♧ 졸업 후 진로

병원 및 보건소 등의 의료시설, 대기업, 호텔, 리조트 등의 전문스포츠센터 지도자, 프로스포츠 트레이너, 

퍼스널트레이너, 사회복지기관 근문, 창업(건강클리닉 등), 전공 관련 대학원 진학, 운동요법사, 운동

처방사, 운동검사기사 등 다양한 영역에서 종사



- 60 -

 유소년

 스포츠

  Child & Youth Sports

  Major

♧ 전공별 교육목표

유소년과 청소년들의 정서적·신체적 발육 및 발달 단계에 맞는 과학

적이고 체계적인 교육을 통하여 유·청소년의 지적, 신체적, 정서적, 

사회적으로 건강한 삶을 영위하도록 도와주는 전문능력과 실무능력

을 갖춘 유소년과 청소년 스포츠지도자를 양성하는데 목적이 있다.

또한 사회복지학부 청소년학 부전공 이수과정을 통하여 국가자

격증 청소년지도사 취득과 함께 전문 역량을 심화하여 유소년 및 

청소년 스포츠의 전문성을 강화하고자 한다.

♧ 전공 소개

▶ 유소년과 청소년의 건강한 체력향상과 운동기능의 과학적 지식

을 갖춘 전문 인력 양성

▶ 유소년과 청소년의 개인 또는 단체 특성에 맞는 지도방법, 지

도운영, 지도전략, 프로그램의 구성과 개발을 독자적으로 수행

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춘 전문 인력 양성 

▶ 다양한 스포츠와 운동에 대한 과학적 이론과 경험 등을 통하여 

유소년 및 청소년 스포츠 분야뿐 아니라 다양한 스포츠 분야에

서 활동할 수 있는 전문지도자 양성  

♧ 학습방향

유능한 유·청소년스포츠 전문가를 양성하고 스포츠 프로그램을 운영하는데 필요한 신체운동학, 스포츠

인문학, 야외활동지도, 뉴스포츠, 유소년스포츠프로그램과 평가, 유소년스포츠 운영론, 청소년 활동 등을 

학습한다.

♧ 취득가능 자격증

유소년스포츠지도사, 청소년지도사 2급, 생활스포츠지도사, 유아체육지도사, 뉴스포츠지도사, 

음악줄넘기지도사, 레크리에이션지도사, 건강운동지도사 등

♧ 특색

백석 유소년스포츠센터, 한국유소년스포츠지도자협회, 짐보리(주), 청소년수련원 등과 산학실습 연계되어 

있어 풍부한 현장경험이 가능하며 보유하고 있는 각종 유소년 관련 뉴스포츠, 체육활동 기자재를 다양

하게 활용하여 전공능력을 함양하고 관련 산업을 경영하는데 필요한 실제적인 지식을 습득할 수 있다.

♧ 소모임 및 활동사항

유아체육, 유소년 뉴스포츠, 태권도, 음악줄넘기, 배드민턴, 농구, 헬스, 체조, 댄스 등

♧ 졸업 후 진로

유소년스포츠지도자, 청소년지도사, 초등학교, 유치원 및 어린이집 체육 전담 교사, 유아 체육 관련 업체 

지도자, 각종 사회체육센터 지도자, 레크리에이션 지도자, 유아체육 프로그래머, 스포츠관련 업체 사무직, 

전공관련 대학원 진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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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골프

  Golf Major

♧ 전공별 교육목표

골프 관련 현장에서 필요한 학문적이고 실제적으로 골프의 지식을 

연구한 전문적인 교수를 통하여 골프의 이론과 실기 지식을 고루 

갖춘 유능한 골프 선수, 지도자 및 경영자의 양성 및 배출을 목적

으로 하고 있다.

♧ 전공 소개

골프 전공은 국내 골프 환경이 다양화, 전문화, 특성화, 국제화 

되어가고 신성장 동력인 녹색성장 전략에 필요한 전문인 수요 창출, 

그리고 골프 대중화 시대에 부합할 수 있는 골프전문 관리자 양성을 

목적으로 만들어 졌다.

♧ 학습방향

골프의 기본 원리 및 실기 학습을 중심하고 하는 기초 과정과 골프의 심화훈련 및 골프장 경영 교육 등을 

목적으로 하는 전문 과정으로 나누어져 있으며, 우수한 골프 지도자 및 골프 산업 전문가 양성을 위해 

일반 체력 육성, 일반 체육 이론, 골프의 기초 이론, 골프 스윙론, 코스 및 잔디관리, 경기운영방법, 

선수지도론, 코스 공략법, 골프 경영, 골프 마케팅, 경기 실전 훈련, 골프 코스 디자인 등을 학습한다.

♧ 취득가능 자격증

프로골퍼(레슨, 세미, KPGA, PGA 및 골프트레이너), 골프 지도자(자격증), 생활스포츠지도자, 초·중등

학교 체육 실기교사

♧ 특색

골프에 대한 전문적인 트레이닝을 지원하기 위한 제반 여건을 마련하여, 골프관련 자격증 취득을 강화

하고 실력을 갖춘 골프의 전문지도자 배출을 위한 교육을 하고자 한다.

♧ 졸업 후 진로

프로선수, 골프 지도자, 골프장 관련 산업 경영자, 골프 코스 설계자, 골프 장비 전문가, 골프관련 

산업체 직원교육기관 지도자, 초·중등학교 체육 실기교사, 골프경기 진행보조원, 생활스포츠지도자, 

골프장시설 관리책임자, 스포츠센터지도자, 골프 피팅샵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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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태권도

  Taekwondo Major

♧ 전공별 교육목표

· 태권도의 이론과 실기를 겸비한 태권도지도자 양성

· 세계 각국에 태권도 보급을 위한 해외 지도자 양성

♧ 전공 소개

세계적인 무도 스포츠로서의 태권도의 이론과 실기를 탐구하여, 

전 세계에 태권도를 보급하고 지도할 전문인력을 양성한다. 따라서 

태권도의 교육적 가치, 생리적 가치, 사회적 가치, 역사·철학적 

가치 등 태권도 이론에 해박한 지식을 갖도록 교육하고, 태권도 

겨루기, 품새, 발차기, 격파 등의 태권도 실기에 탁월한 능력을 

갖춘 지도자를 양성하는데 목적이 있다.

♧ 학습방향

전문적 이론과 실기를 바탕으로 현실적 현장적용을 틀로 인지적학습, 실습학습, 자동학습을 통한 창의 

학습으로의 창조교육을 지향한다.

♧ 취득가능 자격증

태권도 단증, 태권도 사범지도자, 생활체육지도자, 경기지도자, 각종 심판자격증(품새, 겨루기, 장애인

태권도 등), 스포츠 마사지, 스포츠 테이핑, 스쿠버다이빙, 인명구조, 유도단증 등 

♧ 특색

체육학적 태권도에서 확장된 문화의 접근들로 태권도 사범을 모형으로 한 퍼포먼스, 공연 창작물을 

목표로 정통 기술과 함께 융합 콘텐츠 개발이 이루어진다.

♧ 소모임 및 활동사항

태권도 시범단은 희망자에 한해 방과 후 매일 훈련이 이루어지며 특정 수준에 이르렀을 때 학교와 전공을 

홍보하는 대외 활동이 이루어진다. 

 * 겨루기와 품새 선수단이 별도로 운영됨.

♧ 졸업 후 진로

전공관련 산업체, 태권도장 관장 및 사범, 해외 지도자, 경기지도자, 실업팀 선수, 태권도 심판, 체

육교사, 생활체육지도자, 경호원, 유소년스포츠지도자, 체육단체직원, 대학원 진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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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ivision of 

 Culture and Arts    

문화예술학부

연기예술

방송영상

피아노

뮤지컬

실용음악

조형회화

예비사역(연계)

♢ 학부 소개

문화예술학부는 피아노, 뮤지컬, 실용음악, 조형회화, 방송영상, 

연극영화 등의 특색있는 전공들로 구성되어 있다. 

전공별로 양질의 문화예술 교육을 제공하기 위해 백석홀(2000석/ 

1000석), 콘서트홀(430석), 리싸이틀홀(140석), 연주홀(130석), 백석

갤러리(1,000㎡), 합주실(12개), 레슨실·연습실(100여개), 스튜디오

(4개), 그리고 각 전공별로 최첨단 기자재를 갖춘 다양한 실습실을 

보유하고 있다.

♢ 학부 교육목적

문화와 예술을 주도할 올바른 인성과 창조적 사고를 겸비한 전문 

문화예술인의 양성을 목적으로 한다.

♢ 학부 교육목표

▪ 바른 인성과 우수한 실력을 겸비한 피아니스트, 전문 반주자 및   

음악 교육자 양성

▪ 전인적 인성교육을 바탕으로 현대 사회가 필요로 하는 문화컨텐츠  

분야를 선도하는 뮤지컬 전문가 양성

▪ 현장중심의 실용적인 음악교육과 신앙에 기초한 인성교육을 통해 

사람을 회복시키고 세상을 아름답게 하는 대중음악 전문가 양성

▪ 사회와 각 분야에 필요한 창작 활동과 문화 활동에 기여할 수 있는  

조형회화 전문가 양성 

▪ 다양한 미디어에 유통 배급되는 영상콘텐츠를 제작하는 전문 방송인  

양성

▪ 영상제작과 연기를 중심으로 K-Culture를 선도할 전문 문화예술인 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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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기예술

  Performance Arts
  Major

  

♧ 전공별 교육목표

1. 세계의 무대, 방송, 영화를 넘나드는 멀티형 연기자 양성

2. K-Culture 확산을 주도할 다재다능한 방송 전문인 양성

3. 통합 예술 교육을 통한 교육연극 전문인 양성

4. 다양한 공연제작실습을 통한 공연예술/무대예술 전문인 양성

♧ 전공 소개

연기예술 전공은 21세기 K-Culture를 선도하는 문화예술의 꽃이다. 

예술+기술+인문이 결합하는 문화융복합의 시대에 발맞추어 기초학문의 

역할을 수행하는 연기예술은 연기(Acting)와 예술제작전반(Production) 

으로 구성된다. 연기는 무대를 비롯해 방송, 스크린 등의 다양한 매체를 

통해 수많은 대중의 감성을 사로잡는 스토리텔링의 수단이고, 예술

제작전반은 연기에 생명을 불어 넣는다. 연기와 예술제작전반은 예술, 

기술, 철학의 결합체이며, 대중과 긴밀히 소통하는 21세기 창조산업의 

핵심이다. 연기예술 전공은 연기와 예술제작전반을 중심으로 미래의 

K-Culture를 선도할 연기자 및 공연예술 전문인 양성을 목표로 한다.

♧ 학습방향

실기중심 교육의 바탕 아래 예술에 대한 열정과 삶에 대한 철학적 성찰을 추구하는 프로페셔널 연기자를 

비롯하여 한국의 문화와 예술에 공헌하는 공연예술인을 육성한다. 각 분야의 현장 전문인들을 초빙하여 

현장중심교육을 통해 예술적 경험과 사유의 폭을 확장한다.

♧ 취득가능 자격증

문화예술교육사, 무대예술전문인자격증(무대기계전문인 1/2/3급, 무대조명전문인 1/2/3급, 무대음향전문인

/1/2/3급), 연극치료사, 연극심리상담사, 멀티미디어콘텐츠제작전문가

♧ 특색

연기예술 전공의 교육 프로그램은 연기와 예술제작전반의 전문가 양성을 목적으로 한다. 연기는 기본적

으로 프로덕션의 배우로 참여함과 동시에 다양한 장르의 연기자, 행위예술가, 교육연극 종사자로서의 

독자적 역량을 증진시킨다. 연기실습 중심의 교육 프로그램은 다양한 매체의 연기를 훈련하고, 정기공연을 

통해서는 무대연기의 기초를 습득한다. 한편, 예술제작전반(Production)은 크게 단편, 장편, 실험의 분류 

안에서 다양한 작품을 만든다. 연출, 대본, 무대, 조명, 미술, 음향 등의 실습을 통해 프로듀서, 감독, 

연출, 작가, 조명감독, 무대디자이너, 음향감독 같은 전문가를 함께 양성한다.

실습 중심의 연기 프로그램은 무대 및 다양한 매체에서의 전문 연기자 육성을 목표로 하며, 예술제작 

프로그램은 현장에서 바로 적용할 수 있는 교과목들로 구성되어 전문예술인의 비전을 현실적으로 제시한다. 

그러므로, 풍부한 현장 경험과 깊이 있는 이론을 겸비한 저명한 연기자 및 현장실무자를 교수로 초빙하고 

있으며, 실습을 위한 씨어터 802, 콘서트홀, 무용실, 오페라실, 세미나실, 연기실습실, 의상실, 분장실, 

무대장치도구실 등의 교육시설과 최신 기자재를 갖추고 있다.

♧ 소모임 및 활동사항

전공과 연계된 다양한 소모임의 활성화 방안을 모색하고 소모임의 취지에 맞는 프로젝트를 연구하고 

실습하여 발표의 과정을 거치게 한다. 전공 학생은 교수와 함께 관심 분야를 리서치하거나 공동 연구를 

진행할 수 있고, 현장 견학 프로그램과 전공 프로젝트에 참여할 수 있다. 연기 및 제작을 위한 스터디 

소모임에서는 전문적인 관련 지식을 습득하고 문화예술산업 등의 동향을 파악한다. 학부 및 전공에서 

주관하는 세미나와 특강이 개최되고, 실습의 결과물은 국내외의 다양한 경연대회나 공모전, 페스티벌 등에 

출품하도록 적극 지원하고 있다.

♧ 졸업 후 진로

영화배우, 연극배우, 탤런트, 뮤지컬배우, CF모델, 패션모델, 레이싱모델, MC, 리포터, 성우, 홈쇼핑호스트, 

방송언론사, 영화사, 광고홍보대행사, 기업체 홍보실, 이벤트사, 음향제작회사, TV홈쇼핑회사, 문화예술 관련 

공공기관 및 교육기관, 문화예술 페스티벌 축제, 영화/연극/문화/예술 전문기자, 프리랜서, 청년창업, 예술

강사/교사, 문화예술교육사, 연극/방송/언론/영화/광고/홍보 등 대학원 진학 및 유학, 조명감독, 무대미술

감독, 엔터테인먼트메니지먼트사/연예기획사, 연극제작사, 방송제작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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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송영상

  Broadcast Visual

  Media Major

♧ 전공별 교육목표

다양한 미디어에 유통 배급되는 영상콘텐츠를 제작하는 전문 방송인 양성

♧ 전공 소개

21세기 한류를 선도하는 방송은 드라마, 광고, 다큐멘터리, 영화, 

뮤직비디오 등 모든 영상콘텐츠를 공급하는 미디어 산업이다. 다양한 

장르의 영상콘텐츠는 방송 미디어를 통해 전 세계 어디든 누구에게나 

전달된다. 스마트폰에서 방송을 시청하고, 영화를 보고, UCC를 즐기고, 

휴먼다큐에 감동 받기도 한다. 방송영상전공은 텔레비전, 스마트폰, 

태블릿PC, 인터넷, 온/오프라인 극장 등 일체의 미디어에 유통/배급

되는 영상콘텐츠를 제작할 전문인력을 양성한다.

♧ 취득가능 자격증

방송통신기사·산업기사·기능사, 방송영상기사, 정보통신산업기사, 컴퓨터그래픽스운용기능사, 멀티미디어

콘텐츠제작전문가, 광고홍보관리사, 미디어교육사, 문화예술교육사, 무대음향전문인, 무대조명전문인, 무대

기술전문인, 영사산업기사, 방송디지털음악전문인, 영화전문사, 영상편집프로그램 국제공인자격증, 영상

사운드프로그램 국제공인자격증

♧ 특색

▪ 한류는 방송, 광고, 뮤직비디오, 드라마, 다큐멘터리, 영화, 크로스미디어 등의 국내 영상콘텐츠산업을 

아시아에서 세계로 넓히고 있다. 2011년에는 기존의 공중파 KBS, SBS, MBC와 동일한 성격의 종합편성

채널 3개사와 보도전문채널 2개사가 인가를 받아 개국했다. 시청자의 다양한 요구에 따라 방송채널은 

계속해서 늘어날 전망이다. 드라마, 다큐멘터리, 광고, 뮤직비디오, 영화와 같은 영상콘텐츠를 종합

편성하는 방송은 21세기 정보화 시대의 촉망받는 산업이며, 문화와 예술의 융합미디어산업이다. 미디어 

플랫폼의 확대에 따라 방송제작 전문인력의 수요가 늘고 있다. 방송영상전공은 21세기 미디어산업에 

부응하는 방송영상제작을 담당할 전문인력의 배출을 목표로 한다.

▪ 방송영상전공의 영상콘텐츠란 드라마, 다큐멘터리, 예능프로그램, 영화, 광고, 뮤직비디오, 크로스미디어 

등을 말한다. 영상콘텐츠 제작을 담당하는 파트로는 연출, 대본, 촬영, 조명, 미술, 편집, 시각특수효과, 

사운드, 입체영상디자인, 방송그래픽 등이 있다. 영상콘텐츠 제작의 각 파트에 필요한 교육 프로그램은 

프로듀서, 감독, 대본작가, 촬영감독, 조명감독, 미술감독, 편집디자이너, 사운드디자이너, 시각특수

효과 슈퍼바이저, 입체영상 슈퍼바이저, 그래픽디자이너, 방송영상기자 등의 전문방송인을 양성한다.

▪ 방송영상전공의 교육 프로그램은 영상콘텐츠제작 전문가 양성을 목적으로 한다. 영상콘텐츠제작 중심의 

교육 프로그램은 현장에 바로 적용할 수 있는 교과목들로 구성된다. 풍부한 현장 경험과 깊이 있는 

이론을 겸비한 저명한 현장실무자를 교수로 초빙하고 있으며, 고급 영상콘텐츠 제작실습을 위한 스튜

디오와 녹음실, HD 카메라와 관련 장비, 조명시설, 녹음장비, 편집실, 시각특수효과실, 영사실 등의 

최신 기자재와 첨단 교육시설을 갖추고 있다. 

♧ 소모임 및 활동사항

전공 학생은 교수와 함께 관심 분야를 리서치하거나 공동 연구를 진행할 수 있고, 현장 견학 프로그램과 

더불어 전공 프로젝트에 참여할 수 있다. 창업 소모임에서는 청년 창업을 위한 관련 정보를 공유하고, 

창업에 필요한 준비사항 및 관련기관/기업의 지원 정보를 제공한다. 영상콘텐츠제작 연구를 위한 스터디 

소모임에서는 전문적인 방송영상 관련 지식을 습득하고 방송산업의 동향을 파악한다. 학부 및 전공에서 

주관하는 세미나가 개최되고, 개별연구 결과물은 공모전에 출품하여 수상할 수 있도록 지원된다. 방송

영상전공은 방송, 광고, 드라마 등 다양한 영상콘텐츠 관련 소모임과 활동을 적극 지원하고 있다.

♧ 졸업 후 진로

방송국, 방송언론사, 광고홍보대행사, 기업체 홍보실, 이벤트사, 이동통신회사, 방송독립제작사, 영화사, 

시각특수효과제작회사, 음향제작회사, TV홈쇼핑회사, 웹/모바일회사, 인터넷 포털업체, 정보통신회사, 

게임회사, 영상미디어 교육기관, 문화예술 교육기관, 방송/영상/영화 페스티벌 축제, 방송/문화/예술/

영화 전문기자, 영상취재기자, 프리랜서, 청년창업, 미디어아티스트, 방송/미디어/영상/문화예술 관련 

공공기관, 방송/언론/광고/홍보/영상/게임/영화 전공 대학원 진학 및 유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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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피아노

  Piano major

♧ 전공별 교육목표

정통클래식 피아노 음악을 바탕으로 하여 전문적인 연주자와 음악교육

가, 문화예술사를 양성하고, 현대 피아노 교육에 필요한 지식과 이론 

그리고 실기를 겸비한 인재를 키우는데 목적이 있다.

♧ 전공 소개

피아노전공은 유아 기초음악교육가로부터 무대 위에 전문연주자에 

이르기까지 대학에서 습득해야할 이론과 실습을 체계적으로 교육해

가는 전공이다. 또한 음악적 지식을 기반으로 음악 관련분야에 졸업 

후 진출 할 수 있도록 다양한 자격증관련 교과도 이수한다.

♧ 학습방향

▪ 시대별 필수 곡목의 습득과 다양한 무대 경험을 통하여 연주능력 배양

▪ 전문 연주자, 성악 반주자, 교회예배 반주자, 합창 반주자, 실내악 연주자로서의 자질 개발

▪ 피아노 교사로서 갖추어야할 이론과 실기 능력 연마

♧ 특색

주 1회의 전공 실기 개인 레슨을 비롯하여 전문 연주가로서 갖추어야 할 음악적 지식과 이론을 배운다. 

이외에도 다양한 연주 경험을 쌓도록 연주, 피아노연주워크샵 등의 수업 외에 신입생 음악회, 피아노 

앙상블 연주회, 봄음악제, 전공별 음악회, 제자 음악회, 정기 연주회와 위클리 리사이틀, 동문 음악회, 

듀오 음악회 등을 개최하고 있다.

♧ 소모임 및 활동사항

각 전공별로 모임이 있고 졸업생들이 주관이 되어 매해 동문음악회와 제자음악회, 듀오 음악회 등을 열고 

있으며, 미국의 아주사, 위스콘신, 칼빈 대학들과 교류음악회를 개최하였다. 뿐만 아니라 국내·외의 

정상급 교수를 모시고 하는 마스터 클래스를 통해 학생들의 실력을 높이며, 학기마다 주제를 선정하여 

다양한 특강을 개최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지역과 연계하여 저소득층 자녀들을 위한 피아노 교육 프로

그램과 각종 사회봉사를 통하여 전인적인 인성교육을 실현하고 있다.

♧ 졸업 후 진로

피아노 전공자의 졸업 후 진로는 대학교수, 문화예술사, 문화관련 공무원, 초·중·고 실기교사, 대학원 

진학, 유학, 음악기획, 음악 학원장·강사, 전문 반주자, 음악 선교사, 교회예배 반주자 등으로 다양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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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뮤지컬

  musical Major

♧ 전공별 교육목표

뮤지컬전공은 기독교적인 인성교육을 바탕으로 학생 개개인 예술가

적 소양을 개발하고,  노래,무용,연기의 균형 있는 교육과 조화로운 

협업으로 다양성과 창의력을 갖춘 전문예술인 양성이 교육목표이

다.

♧ 전공 소개
뮤지컬은 음악의 기본 이론과 가창 능력을 함양하고, 극본을 바탕으

로 무용, 연기, 노래 등 복합적인 표현능력을 기른다. 뮤지컬에서 

오페라, 또는 대중가요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창법을 연마하여 극본 

특성에 맞는 역할을 감당할 수 있도록 교육을 하고, 무용이나 연기

를 집중적 지도하며 그 외 기획이나 연출, 무대기술등 제작에서 마

케팅에 이르는 경영교육으로 시대에 걸맞는 엔터테인먼트 예술인을 

배양한다.

♧ 학습방향

▪ 기독교적인 사랑과 봉사를 예술로 표현할 수 있는 공연예술 교육

▪ 각 분야별 기본 이론을 습득하고 다양한 무대 경험을 통한 공연 능력 향상

▪ 무대에서 할 수 있는 무용, 음악, 연기 등의 실기교육과 작품제작, 홍보, 마케팅 등의 연구로 새로운  

공연예술 창조

▪ 공연기획 교육과 시대변화에 따른 연주동향 탐구로 글로벌 엔터테이너 양성

▪ 예술가로서 갖추어야 할 사명감과 봉사정신 함양

▪ 최고의 하모니를 갖춘 융복합 뮤지컬 단체를 구성하여  일반공연은 물론 학원복음화와 선교 및 예술 

활동 기여

♧ 특색

▪ 주 1회의 전공실기 개인레슨과 학생 개인별 멘토링으로 전문 예술인소양과 자질을 키운다.

▪ 다양한 공연 경험을 기르기 위해 크게 “뮤지컬 정기 공연”, “열린공연제”가 있으며, 공연제는 

학년별 “뮤지컬제작실습”, “뮤지컬 무용제” 매학기 실시하게 된다.     

▪ 수업 종료 후  일체감과 협동심을 기르는  Weekly Meeting으로 공연기획 및 계획, 홍보광고에 대하여 

연구한다.

♧ 소모임 및 활동사항

▪ 각 전공분야별 연구모임 및 공연기획 –노래팀,무용팀,연기팀,기획팀,무대기술팀,작가팀 등-

▪ 상기 모임을 중점으로 수시로 국내·외 정상급 예술가 및 예술경영자, 또는 무대기술자등을 초청 

  Master Class와 특강

▪ BUM (범) 은 백석뮤지컬단 의미로 창단 되었으며 외부 공연활동 및 대학홍보 및  예술봉사(선교포함) 

활동하게 된다. 전국의 뮤지컬훼스티발이나 대학생 예술교류, 국가의 대.소 행사 참여등을 하게 된다. 

♧ 졸업 후 진로

▪ 전문분야 : 프로예술단 입단, 뮤지컬배우, 일반배우, 성악가, 가수, 무용가, 안무가 ,오페라연출가, 

뮤지컬연출가 , 개인 예술단창단 

▪ 교육분야 : 대학원 진학, 유학,  음악코치, 학원강사, 무용교사, 연기교사, 교수 

▪ 실무분야 : 방송국입사, 제작,기획사 입사, 방송음악가, 매니저, 공연 프로듀서, 공연이벤트사, 

무대감독, 공연기획, 무대기술, 예술 평론가, 무대기획, 학원경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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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실용음악

  Contemporary Music 

  Major

♧ 전공별 교육목표

경쟁을 가르치기 보다는 서로 합을 이루어 하나 되는 진정한 음악의 

의미를 가르치고, 내 주변의 작은 것을 살피고 내 것을 나눌 수 있는 

따뜻한 감성을 가진 예술 인재를 양성하여 배출한다.

♧ 전공 소개

체계화된 전공교육 과정을 통하여 전문적인 음악이론과 실기 역량을 

균형 있게 갖춘 음악인으로 교육하고, 작곡에서 유통까지 음악제작 

전반의 과정을 이해하는 Total Musician으로 교육한다. 재학 중 최

첨단 스튜디오를 활용하여 음반 발매를 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지

며, 버클리 음대, MI음대 등과의 교류협력으로 확대된 단기연수 및 

교환학생 프로그램 참가를 통해 세계의 음악인들과 교류하는 글로벌 

음악인을 양성한다.

♧ 학습방향

- 네 개의 트랙(보컬/연주, 제작/작곡)으로 구성된 교과과정을 핵심과정과 심화과정으로 구분하여 파트

별 전공 랩을 통하여 기본기를 익힌 후 각 트랙별 심화 교육을 통해 전문성 있는 음악인 양성

- 실용음악 이론(실용음악통론, 재즈화성학, 편곡법, 리하모니제이션 기법, 아티스트 연구, 대중음악사 

등)의 체계화를 통한 음악교육자로서의 자질 개발

- 창작과 제작의 실습(실용음악 작곡법, 가사작법, 송라이팅, 프로툴즈 워크샵, 로직워크샵, EDM제작실습 

등)을 통한 음악 프로듀서로서의 능력 개발

- 무대연주와 다양한 앙상블 및 실기 수업(스튜디오 앙상블, 즉흥연주기법, 학내연주, 전공랩, 보컬테크

닉, 스타일워크샵, 리듬연구 등)을 통한 전문적인 연주 능력의 배양

♧ 특색

- 전문성 있는 심화교육을 위하여 네 개의 트랙으로 분할된 교과 과정을 운영한다.

1. 보컬트랙 (보컬, 싱어송라이터, 예배사역): 대중 가수, 보컬 트레이너, 싱어 송라이터, 재즈 싱어, 

아카펠라 싱어, 찬양사역자, 워십 리더 등을 목표로 음악이론과 함께 전문적인 실기 교육을 받는다.

2. 연주트랙 (기타, 건반, 베이스, 드럼, 타악, 관악 및 그 외 악기): 스튜디오 세션, 라이브 세션, 실기

강사, 밴드활동, 재즈 뮤지션 등을 목표로 즉흥연주 기법과 다양한 상황에서의 반주 기법에 관한 실질

적인 교육을 받는다.

3. 제작트랙 (프로듀서, 음향 엔지니어): 스튜디오 녹음, 라이브 음향, 공연 기획 또는 음악 제작에 관한 

제 분야(작곡, 편곡, MIDI제작, 프로듀싱, 믹싱 등)에 관한 교육을 통하여 MIDI를 활용한 일렉트로닉 

분야의 뮤지션, 인터넷 관련 사업 분야에서 필요한 컴퓨터 음악담당 프로그래머, 음향 제작 프로듀서 

또는 전문 음향 엔지니어(라이브/스튜디오)를 양성한다.

4. 작곡 트랙 (작곡): 다양하고 복합적인 문화 콘텐츠를 요구하는 시대적 요구에 부응하여, 컴퓨터를 

매체로 음악을 창작하거나, 영화음악, 뮤지컬, 드라마, 애니메이션, 광고음악 등의 실용음악을 창작

하는 전문 작곡가와 편곡에 특화된 전문인재를 양성한다.

♧ 소모임 및 활동사항

국내외 최고의 연주자들을 초청하여 개최하는 마스터클래스, 매 학기 실시되는 정기공연과 국내 실용음

악 분야에서는 유일하게 직접 공연을 기획하고 단독 또는 2인 공동 공연으로 진행되는 졸업연주회와 

포트폴리오 준비를 위한 스튜디오 녹음의 음원 발매를 통하여 재학생이나 졸업생들에게 음반녹음과 무

대 활동의 기회를 지속적으로 제공, 지원하고 있다.

♧ 졸업 후 진로
§ 전문분야: 가수, 연주자, 싱어송라이터, 영화음악가, 방송음악가, 작사가, 작곡가, 프로듀서,

             라이브 엔지니어, 스튜디오 엔지니어, 뮤지컬 가수, 뮤지컬 세션 연주자

§ 교육분야: 음악대학 교수, 학원 강사, 보컬 트레이너, 방과 후 실기교사, 밴드 디렉터

§ 실무분야: 방송국, 음반기획사 A&R, 공연기획사, 음원유통사, 콘서트홀 무대감독, 음악P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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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형회화

  Formative Painting

  Major

♧ 전공별 교육목표

조형회화 전공은 기독교 회화의 이론과 실기교육을 통해 기독교 

미술과 기독교문화의 확산과 선교활동에 기여할 수 있는 전문적인 

기독교 미술인을 양성하는데 목적이 있다.

♧ 전공 소개

조형회화 전공은 미학과 기독교 미술사연구를 통한 기독교 미술의 

흐름을 이해하기 위해 미술이론교육과 고전에서 이르는 미술 재료와 

표현방법을 연구하여 이를 통한 창의적인 실기교육으로 이원화 되며 

기독교 세계관을 현대미술에 응용하여 시각적 언어 전달매체로 작품

제작에 적극 활용할 수 있는 참다운 인성교육을 겸비한 프로그램으로 

진행된다.

♧ 학습방향

▪ 기독교의 본질과 성경의 탐구를 통한 기독교 세계관 정립

▪ 르네상스 회화에 기초한 기독교 회화실기 교육

▪ 복음서 내용을 예술성 있게 표현할 수 있는 현대 회화이론 연구

▪ 기독교 문화와 예술을 확산시키기 위한 회화작품 연구

♧ 취득가능 자격증

미술관 큐레이터, 박물관학예사, 미술품감정사, 컬러리스트기사

♧ 특색

▪ 기독교 회화의 전통과 현대미술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창의성과 실험정신을 조형성 있는 회화의    

  영역으로 구현하는 것을 중점적으로 교육한다.

▪ 기초 회화과정 – 시대의식에 대한 자기인식과 기초적인 회화 실기능력을 기르기 위한 과정이다.

▪ 전공 회화과정 – 학생 개인을 심도 있게 파악하고 방향설정과 함께 기독교미술 전문인으로서 사회에서  

  필요로 하는 작품제작 방법을 연구하는 전공심화과정이다.

♧ 소모임 및 활동사항

다양한 기독교 미술단체에 참여하거나 기독교미술 동아리와 미술선교모임에 참여할 수 있으며 기독교

미술 스터디그룹, 외국어 스터디그룹, 단기 문화선교활동 등에 참여할 수 있다. 특히, 각 장르별 공모전, 

교내외 전시회 및 전시 기획, 각종 단체전 및 기획전에 참가하여 미래의 크리스천 미술가의 자질과 능력을 

인정받을 수 있다.

♧ 졸업 후 진로

▪ 전문분야 : 서양화가, 판화가, 설치미술가, 영상예술가

▪ 교육분야 : 미술대학교수, 유치원, 중등미술교사, 교육원, 미술학원강사

▪ 실무분야 : 미술관 큐레이터, 미술평론가, 박물관학예사, 기독교미술사학자, 벽화제작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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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배사역

  (연계전공)

Worship Ministry

Interdisciplinary Course

♧ 전공별 교육목표

변화하는 현대교회 예배의 흐름에 맞추어 성경적인 교육을 통해 

교회의 예배사역과 기독교문화계 전반에 걸친 영성과 전문적 역량을 

갖춘 균형 잡힌 사역자를 양성하여 교회와 선교지, 그리고 문화계의 

일꾼으로 파송하고자 함에 있다.

♧ 전공 소개

음악으로 섬기는 예배자의 모든 소양을 갖추는 교육과정이다.

연계전공이란 서로 다른 전공간의 융합을 통하여 새로운 학문 영역을 

만들어 낼 수 있는 새로운 교육방법으로서, 문화예술학부에 신설된 

예배사역 연계전공은 현대 예배에서 요구되는 전문적인 음악 사역자가 

알아야 할 다양한 지식과 실무 교육을 통해 곧바로 예배현장에서 

일할 수 있는 예배사역자를 양성한다.

♧ 학습방향

- 예배인도와 교회사역 적용에 대한 연구 및 교육을 통해 교회현장의 요구에 부응하는 예배사역자 양성

- 주전공과의 효율적인 연계 교육을 통해 다양한 형태의 예배사역자로서의 개별적인 전문성 극대화

♧ 취득가능 자격증(예정)

예배문화 연구소에서 인증하는 ‘예배사역사(가칭)’

♧ 특색

예배사역 연계전공은 별도로 학생을 모집하지 않고, 문화예술학부 내의 다양한 전공(실용음악, 연기예술, 

뮤지컬, 피아노)의 입학생들이 입학 후에 자유롭게 해당 교과목을 선택 이수하여 취득할 수 있는 부전공 

개념의 학위이다.

기존의 실용음악을 전공하고자 했던 찬양사역 지망생들을 포함하여 예배사역에 뜻이 있는 문화예술학부 

학생들은 본 연계전공을 통하여 예배사역 분야의 전문적인 교육을 받을 수 있다.

♧ 졸업 후 진로

예배기획자. 예배인도자. 찬양사역자. 예배예술가(드라마, 연기, 댄스, 시나리오 작가 , 교회뮤지컬 기획 

등). 예배연주자. 예배 미디어 사역자(영상, 음향, 조명, 멀티미디어 등). 예배음반기획자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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