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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CH Philosophy

비전

미래 한국을 선도하는 존경받는 대학

순천향대학교는 인간사랑의 건학이념을 바탕으로 

충실한 교육과 연구, 헌신적 사회봉사를 통해 함께 잘 사는 세상을 이루는데 이바지한다.

미션

교육이념

진리 봉사 실천

핵심가치

창의와 
열정

존중과 
배려

정도와 
공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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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천향의 인재가 

                 세계의 인재입니다

총장 서교일 (의학박사)

“순천향대학교가 지향하는 인재의 모습은
우리 졸업생들이 어디서 어떤 일을 하든
자신이 선택한 일에 만족하면서,
그 일을 통해 

순천향대학교는 캠퍼스의 주인공인 학생들이
다양하고 체계적인 학습공동체 생활을 통해
보편적으로 습득 가능한 스펙뿐만 아니라
인문, 문화예술, 체육 등 정신적인 스펙을
함께 쌓을 수 있도록 돕고 있습니다.
순천향으로 오십시오.

”

Message from the President 

우리 주위와 사회, 그리고
세계에 지식과 경험을 나누는 나눔 형태의
‘공적 인재’로 성장하는 것입니다.

대한민국을 넘어 
세계의 인재로 우뚝 설 여러분의 도전과 열정, 
미래를 순천향이 함께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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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mpus SCH

자유롭게 
질문하고
사색하다

나는
사유思惟
하고,
나는 누구인가. 

무엇을, 누구를 위해 살아왔는가.

지금 이 순간, 

내 안에 무엇인가 꿈틀대는가.

자유롭게 고뇌하고 확장하라. 

선택의 기로 위에서

치열하게 고민하고 나아가라. 

그리고 확신하라.

개척하는 자, 그대가 길임을.

 피닉스광장 순천향에 온다면 꼭 가봐야 할 곳이다. 피닉스광장은 봄, 여름, 가을, 겨울 사계절 내내 

고즈넉하고 아름다운 풍경을 품고 있다. 봄볕 아래 장관을 이루는 벚꽃 축제 기간에는 전국에서 수많은 

관광객이 찾아오는 순천향의 메카이자 여유로운 사색과 힐링에 최적화된 공간이다.

 교육과학관 과거 대학원 강의가 주로 이루어졌던 교육과학관 건물로 현재 유아교육과, 청소년교육 · 

상담학과 등 인문사회과학대학 내 학과들이 자리를 잡고 있다. 피닉스광장과 묘한 조화를 이루는 순천향의 

랜드마크로 르네상스풍의 고전적이면서 모던한 외관이 눈길을 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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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mpus SCH

순천향은
성장成長
한다
기회는 언제나

꿈꾸는 자에게 열려 있다.

순천향은 그 꿈을 포착하고

새로운 항해로 뿌리를 내린다.

그대가 동경하는 것,

그대가 걸어가는 길,

어제의 균열을 

내일의 확신으로 이끄는 

세상을 밝히는 프런티어,

해답은 늘 자신 안에 있다.

내면을 성찰하고 

깊이를 더하는 지성 

공존과 번영의 

가치를 깨우다

 도서열람실 도서관 3~4층에 위치하고 있는 열람실은 인문, 사회, 과학, 경제 등 주제별로 구성되어 

있으며, 24시간 개방으로 자유로운 학습이 가능하다. 65만여 권의 방대한 장서를 소장하고 있으며, 

차세대 학술정보시스템을 구축하여 다양한 콘텐츠의 지원과 이용자 중심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향설도서관 1996년 8월에 준공, 환경친화적인 설계와 빼어난 조형미로 1997년도 ‘건축문화대상’을  

수상한 바 있다. 지하 1층, 지상 5층의 건물로 주제별 자료실과 정기간행물실 및 멀티미디어존, 북카페로 구성되어 

있으며, 대규모 행사가 가능한 동아홀, 정보이용교육실, 그룹스터디룸, 스터디라운지, 영화관 등을 갖추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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너는
상상想像
하며,

Campus SCH

 DESIGN STUDIO 3D 메이커스 등의 수업을 통해 스캐닝을 통한 제품출력 실습과 디자인 · 시제품 

출력 공간으로 사용되는 공학관 디자인 스튜디오는 아이디어 회의 및 토론, 3D 프린팅, 3D 모델링 

교육을 지원하며 전문가의 코칭과 멘토링을 지원하는 개방형 제작 공간이다.

틀을 깨고

창의적으로

소통하다

정형화되지 않은 유연한 사고, 

변화에 대한 포용력과 용기,

창의적인 개인은 

어떠한 환경에서도 

대안을 제시하고 가치를 증명한다.

그대의 내일이 그러할 것이다.

열 번. 스무 번.

가슴 설레는 상상으로

즐겁게 공유하고 도전하라.  

오롯이, 그대만의 세계를 창조하라.  

 공학관 INDUSTRY INSIDE CENTER 교내에 첨단 산업현장을 이식하여 24시간 오픈된 창의공간 

스튜디오에서 3D 프린팅을 통한 인문학적 상상과 공학적 기술이 융합된 창의적 실험 교육을 구현하고 

학생들의 아이디어 창출부터 사업화까지 지원하는 전 주기적 지원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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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천향은
실현實現
한다

Campus SCHCampus SCH

혁신은

두개의 세계가 하나가 되고

하나의 세포가 둘로 분열할 때

더 큰 힘을 발휘한다.

그대 안의 뜨거운 심장으로

순천향은 분열하고 증식한다.

새로운 힘을 얻고

창의적인 스토리를 만들고

시나브로, 상상은 현실이 된다.  

상상력을 깨우는 

융합적 사고의 장

창의와 혁신의 

한계를 뛰어넘다

 토론형 강의실 유니토피아관에 위치한 이곳에서는 인문, 철학, 사회에서 IT, 경제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주제의 수업이 자유롭게 토론식으로 진행된다. 책을 읽고, 자신의 생각을 공유하며, 다양하고 

신선한 아이디어들이 오가는 동안 상상력은 극대화되고 창의력은 빛을 발한다.

 유니토피아관 University와 Utopia의 합성어로, 총 12층으로 지어진 유니토피아관에는 인문사회과학대학 및  

자연과학대학 일부 학과가 터를 잡고 있으며, 3D 영화관, 무한상상공간 등 첨단공간을 비롯해 창의와 혁신을 

넘나드는 다양한 시도와 연구, 아이디어들이 공유되는 크리에이티브의 무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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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의
수많은 
가능성可能性
으로

Campus SCH

반짝반짝

빛나는 

스무살의 열정

뚜벅뚜벅

해답을 향하다

 이순신연구소 충무공의 혼이 서려있는 충남 아산은 이순신과의 인연이 깊은 곳이다. 이순신연구소는 

그의 업적과 사상에 대한 객관적, 과학적인 학술연구활동을 진행하고 각종 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하며, 

국제학술세미나를 개최하는 등 왕성한 사업으로 이순신의 정신과 혜안을 되새긴다. 

 인문과학관 루첼라이 뜰 학생들의 인문학적 창의성과 아이디어가 발현되는 공간으로 인문학 수업 

이외에 글쓰기 교실, 다양한 스터디 모임이 진행되며, ‘소통, 상상, 공감’으로 나눠진 아기자기한 별도 

공간은 독서 및 학습 공간, 다용도 그룹 토의실, 스터디룸으로 활용된다.

우리의 내일은 

어제보다 견고할 것이다.

맑은 하늘, 봄 햇살처럼

푸르고 빛날 것이며

환한 미소를 머금을 것이다.

홀로여도, 홀로가 아니어도 좋다.

그대가 살아 숨 쉬는 것만으로

이 세상은 존재할 것이며

기꺼이 그대의 손을 잡을 것이다.

그대의 가능성이 세상을 밝힐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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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천향은
호흡하고 
진화進化
한다

Campus SCH

 향설생활관1 자유창작실 학생들의 비교과활동을 돕고 창의활동을 장려하고자 마련된 공간으로 

자신만의 아이디어를 실제 결과물로 제작할 수 있다. 캡스톤디자인, 목공DIY 등의 수업이 진행되며 

소형 목재, 골판지, 플라스틱 등을 실물로 구현할 수 있도록 각종 공구와 장비를 갖추고 있다.  

 향설생활관2 다드림센터 휴식과 소통이 자유롭게 이루어지는 공간이다. 각종 동아리 모임이나 

스터디에 활용되고 있으며, 노트북이 비치되어 있다. 1년 후 자신, 혹은 다른 사람에게 배달되는 ‘느리게 

가는 편지’를 써볼 수 있는 곳이다.

365일 잠들지 않는

‘인간사랑’의 정신

순천향의 

불을 밝히다
과거와 미래가 공존하며

오묘하고 흥미롭고 활기찬,

들여다볼수록 새록새록 끌리는

그대라는 거대한 우주 속에서

살아 숨 쉬고 진화하는 유기체.

순천향은 대답한다.

삶의 모든 순간, 찰나가 희망이라고.

그대가 그 세계를 품고 있다고.

우리의 내일은 다를 것이다.

사람을, 세상을 향한 순천향의 오마주.

자신의 몸을 태워 세상을 밝히는

불멸의 날개, 하늘을 오르는 피닉스처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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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ALLENGE

스스로 
멈추지 않는 한 
불가능이란 없다.
도전하라. 

지금 이 순간이 
시작이다.

PART 1_향설나눔대학
글로벌자유전공학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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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엇을 탐구하는가?
순천향대학교 글로벌자유전공학과에서는 입학 후에 자신만의 전공을 탐색하고 선택 

할 수 있도록 자율전공의 기회를 부여하고 있습니다. 국제화 시대의 맞춤형 인재를 양성 

하기 위해 한류의 세계화와 대학의 국제화에 기여할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구성,  

지원하고 있으며, 재학생을 위해 교내 한국어 백일장, 말하기 대회, 교외 한국어 말하 

기, 한국어 토론 경시대회 참가 등 외국 학생들과 함께 참여할 수 있는 다양한 기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두드려라, 열릴 것이다!
글로벌자유전공학과는 세계의 문화와 사회문제에 관심이 많고, 글로벌 차원의 국제 활

동과 관련한 직업에 종사하기를 원하는 학생에게 적합한 학과입니다. 더불어 한국의 문

화를 사랑하고 이해하며, 한국어 습득과 교육에 열의가 있는 학생이라면 환영합니다. 

고교 시절부터 한류를 이해하고 체험할 수 있는 

활동에 참여하거나, 다문화 활동에 참여하는 과

정을 거친다면 입학 후에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향설나눔대학은?
향설나눔대학은 기존의 교양업무를 담당하던  

교양교육원을 단과대학 위상으로 격상하여 확

대·개편한 기구입니다. 교양교육의 체계화뿐만 

아니라 기숙형학습공동체인 SRC센터를 통한 밀

착형 생활교육·방과후교육(ASP), 사회봉사센터

를 통한 나눔정신의 실천 등 다수의 교과·비교과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산하조직으로 대학의 기초교양교육을 담당하는 

교양교육센터, 신입생의 전인교육을 담당하는 SRC센터, 대학의 건학이념인 ‘인간사

랑’ 정신을 실천하는 사회봉사센터를 두고 있으며, 2016년에는 글로벌시대를 위한 

외국인 전용학과인 ‘글로벌자유전공학과’를 신설하였습니다. 

‘향설(鄕雪)’은 우리 대학 설립자이신 서석조 박사의 호(號)로서, ‘눈 내리는 고향 마을’의 

포근한 서정성과 순수의 이미지를 선사합니다. ‘나눔’은 우리 대학의 건학이념인 ‘인간

사랑’ 정신의 또 다른 표현입니다. 향설나눔대학은 바로 이 ‘향설’과 ‘나눔’의 정신을 토

대로 우리 대학의 교육목표인 ‘사회공헌형 창의인재 양성’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순천향대학교 글로벌자유전공학과는 1학년 학생에게 자신의 전공과 진로를 선택할 수 있는 다양한 기회와 충분한 시간을 주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또한 글로벌 커뮤니케이션 능력을 겸비하고 세계무대에서 전공역량을 발휘할 수 있는 국제화 시대의  
맞춤형 인재를 양성하는 데 초점을 두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전공 진입 이전에 1년간 지도교수의 지도하에 자신의 적성과 취미에 맞는 전공을 탐색하게 되며, 국제화시대에  
필요한 필수 외국어와 글로벌마인드를 학습하는 집중코스를 제공받게 됩니다. 특별히 한국어 교사 자격증을 취득할 수 있는 
교육과정을 마련하여 원하는 학생은 한국어 교사 자격증을 취득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글로벌자유전공학과     https://nanum.sch.ac.kr/index.php

우리 학과는요!
학과특성화

❶ 입학 후 전공 탐색과 선택의 기회 부여

❷ 한류의 세계화와 대학의 국제화 경험 체득

❸ 국제화 시대 맞춤형 인재 양성

학과 프로그램

❶ 교내 한국어 백일장, 말하기 대회 개최

❷ 교외 한국어 말하기, 한국어 토론 경시대회 참가

❸ 글로벌데이 축제 참가 

글로벌자유전공학과

국제화 시대의
맞춤형 인재 양성

Department of Global Undeclared Major

Since 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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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설나눔대학 지원센터 소개

GIV GIV(Global Innovation Volunteer)는 국제개발협력사업 관련 봉사 업무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SRC SRC(Soonchunhyang Residential College : 기숙형학습공동체)는 신입생 

전원이 함께 기숙사 생활을 하며 인성함양, 진로탐색, 동아리활동 등의 특화된 프로

그램을 통해 대학의 건학이념인 ‘인간사랑’을 바탕으로 나눔교육을 실현할 수 있도록 

돕는 선진 명문형 인재양성 시스템으로 SRC센터 산하 교육지원팀 및 생활지원팀에

서 관련 업무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교양교육센터 교양교육에 관한 종합계획 수립, 개발, 편성, 운영 등의 학사관리와 교양

필수 과목 개설 및 운영, 영어회화, 글쓰기, 전산교육 관련 교과목 운영, 열차강의, 교양

과목 담당 외래강사 위촉 및 관리 등의 업무를 학사지원팀을 통해 지원하고 있습니다.  

사회봉사센터 사회봉사 관련 교과목 운영, 교육과정 개발 및 자료 수집, 사회봉사 능

력 증진을 위한 세미나 및 특강 개최, 사회봉사 교과목 담당 교원 관리, 사회봉사 대

상 기관 섭외 및 관리, 해외봉사 파견 및 봉사단 운영 등의 업무를 학사지원팀을 통해 

지원하고 있습니다. 

선배가 권하는 책
삼국유사
일연 / 민음사

일연의 『삼국유사』는 고구려, 백제, 신라 삼국 

뿐 아니라 고조선에서부터 고려까지, 우리  

민족의 흥망성쇠의 역사를 폭넓게 다루고 

있는 작품이다. 이 책에는 단군 신화를 비롯 

한 우리 민족의 신화와 설화, 그리고 방대한  

양의 불교와 민속 신앙 자료가 한데 아우러 

져 있다. 

오리엔탈리즘
에드워드 사이드 / 교보문고

저자가 말하는 오리엔탈리즘은 ‘동양에 대

한 서양의 사고방식이자 지배방식’이다. 서

양의 지리적 확장과 식민지주의, 인종차별

주의(반셈주의), 자민족중심주의와 결부되

어 지배의 양식으로 대두되며 2O세기 영국 

및 프랑스에 의한 식민지 지배로부터 현대 

미국의 아시아 · 남미 · 아프리카 등의 세계정

책에 이르기까지 오리엔탈리즘의 기능은 사

이드가 강력하게 비판하는 부분이자 이 책의 

가장 중요한 시사점이다.

우리문화의 수수께끼 1, 2
주강현 / 한겨레신문사

우리 민족의 의식과 생활 속에 가장 원초적

으로 자리한 문화현상을 탐구하고 있다. 남

근과 여근의 풍속사, 미륵의 손가락에 숨은 

뜻, 똥돼지의 내력부터 우리의 생활 곳곳에 

남아 있지만 지금은 사라질 위기에 처한 금

줄, 흰옷, 광대, 솟대까지 민족생활사 가운데  

가장 한국적인 것을 골라 사진과 함께 상세

히 소개한다. 

학과 취득 자격증

졸업 후 진출분야

PEOPLE_

생각은 신중하게 
행동은 적극적으로!
“안녕하세요. 저는 <글로벌 커뮤니케이션>, <미디어 산업>을  

탐구하는 연구자이자 글로벌자유전공학과 교수입니다. 한

국어교육원 원장을 역임하고 있어서 글로벌자유전공 학과장

이라는 중책을 맡게 되었네요. 후학을 양성하는 선생을 업으로  

삼았으니, 적어도 한 가지는 가르침을 줄 수 있는 스승,  
부끄럽지 않은 스승이 되고자 매사에 노력하고 있습 
니다. 무한한 가능성을 지닌 제자들의 지평을 확장 
할 수 있는 선생이 되는 것이 제 궁극적인 목표입 
니다. 개인적으로는 ‘나눔을 실천하는 삶’을 지속하고 싶고요.  

글로벌자유전공학과는 새로 신설된 학과라 아직 졸업생이 배

출되진 못했어요. 학과의 연한이 깊어지면서 자랑스러운 대학

생, 졸업생이 배출되기를 기대합니다. 여러분 모두가 ‘깊
이 있게 사유하고 적극적으로 행동하는’ 제자들로 
성장할 수 있다면 참 좋겠습니다. 더불어 ‘배려’하고  
‘공유’하는 글로벌 인재가 되기를 기대합니다.”

정윤경(글로벌자유전공학과 교수)

내국인학생 1학년 학생에게 자신의 전공과 진로를 선택할 수 있는 다양한 기회 

와 충분한 시간을 주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또한 글로벌 커뮤니케이션 능력을  

겸비하고 세계무대에서 전공에 대한 역량을 발휘할 수 있는 국제화 시대의  

맞춤형 인재를 양성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본격적으로 전공에 

진입하기 이전 1년간 지도교수의 지도 하에 자신의 적성과 취미에 맞는 전공

을 탐색하게 됩니다.

외국인학생 외국인 학생의 경우에는 1학년 때 고급한국어 학습의 기초를 다

지고 한국어 교육 과정에 관한 일반이론과 실제를 습득하는 <한국문장구조의 

이해>, <한국어작문>, <대학한국어> 등 한국어 교육의 기초 역량을 다지는 분

야들을 배우게 됩니다.

교육과정

대학한국어, 문어텍스트 읽기, 글쓰기의 기초, 한국문장구조의 이해, 한국어

작문1, 매체를 활용한 한국어듣기1, 한국문화의 이해, 한국어회화1, 한국어 

강독1, 매체를 활용한 한국어듣기2, 한국사회의 이해

2학년 때부터는 본인의 적성에 맞는 전공을 신중하게 선택한 후 해당 전공

의 교육과정을 이수하거나 또는 ‘외국어로서의 한국어 교사’를 양성하는 교육 

과정을 이수하게 됩니다. ‘외국어로서의 한국어 교사’ 교육과정을 이수한 학생

에게는 졸업 이후에 ‘외국어로서의 한국어 교육 교사’ 자격증을 취득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집니다.

교육과정

언어의 이해, 구어담화의 이해, 문화의 이해, 한국어회화2, 한국어강독2, 한국어 

작문2, 한국어학개론, 한국어문법심화, 한국어 어휘와 담화, 외국인을 위한 한국 

문학입문, 한국어 교육학 개론, 한국어 어휘 교육론

<고급토픽특강>, <한국어형태음운론>, <한국어이해교육론>, <한국어문법교육

론>, <한국어문화교육론>, <멀티미디어를 활용한 한국어교수법> 등 한국어 교사  

및 실제 수업에 필요한 전문적인 스킬을 심도 있게 습득하는 시기입니다. 3학

년 때는 한국어심화과정이 시작됩니다.

교육과정

토론과 발표, 한국어형태음운론, 한국어문법론, 한국어발음교육론, 한국어표현

교육론, 한국현대문화, 한국의 역사와 전통문화, 멀티미디어를 활용한 한국어교

수법, 고급토픽특강, 한국어이해교육론, 한국어문화교육론, 한국어문법교육론

실제 수업들과 관련한 다양한 수업사례를 경험하고 <한국어교안작성법>, <한

국어교육자료개발>, <한국어교재론>, <한국어교육실습> 등에 이르기까지 준

비된 교사로서의 자질을 완성하는 시기이며, 이러한 과정을 통해 자신의 진로 

분야를 결정하고 본격적으로 취업에 나서게 됩니다.

교육과정

한국어어문규범, 한국어교안작성법, 언어교수이론, 대조언어학, 한국문학개론,  

한국어평가론, 한국어교육자료개발, 한국어교재론, 한국어교육실습, 외국어습득론

1학년

2학년

3학년

4학년

Our Major Story

한국어 교사 자격증

일반기업 국제회의 전문가, 통역가, 

번역가

공공기관 외교관, 국영기업체, 

행정공무원

비영리 부문 한국어 교사, 교수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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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SSION

실패와 좌절은 
새로운 기회를 
잉태한다.
열정이 

그대의 미래를 
바꿀 것이다.

PART 2_SCH미디어랩스
한국문화콘텐츠학과 · 영미학과 · 중국학과 · 미디어커뮤니케이션학과 · 건축학과 · 디지털애니메이션학과 · 

빅데이터공학과 · 사물인터넷학과 · 스마트자동차학과 · 에너지시스템학과 · 공연영상학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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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문화콘텐츠학과     https://labs.sch.ac.kr/department/kcontents.php

한국문화콘텐츠학과

한국문화의 
세계화를 선도하다

Department of Korean Culture and Contents

Since 2017

무엇을 탐구하는가?
한국문화콘텐츠학과에서는 커뮤니케이션 능력과 문제 해결 능력을 기본으로 하되  

다음과 같은 두 가지 특성을 모두 갖춘 소통형 인재를 양성하고자 합니다. 

첫째, 한국문화에 대한 전문지식을 바탕으로 인문학적 사유와 스토리텔링 역량을 배양 

합니다. 이는 콘텐츠 기획이 잠재력을 터뜨릴 수 있도록 돕는 핵심 역량입니다. 

둘째, 문화콘텐츠 기획·제작·마케팅과 관련된 실무 능력을 배양합니다. 콘텐츠로 구현 

할 수 있는 현장 실무 능력을 갖춰야 비로소 한국문화가 국내는 물론 글로벌 인류에게 

설득력 있고 매력적으로 다가갈 수 있을 것입니다. 

한국문화콘텐츠학과는 프라임사업 참여학과로 다방면에서 적극적인 지원을 받고  

있습니다. 특히 미디어랩스의 인프라를 토대로 

인문학과 공학의 융합형 교육 환경을 지원받고 

있으며 학생들에게 진로와 관련된 산학 협력 실습  

기회를 제공합니다.

두드려라, 열릴 것이다!
한국문화콘텐츠학과가 지향하는 인재상은 ‘한국

문화콘텐츠산업의 창조적 콘텐츠 크리에이터’ 

입니다. 평소 상상하기를 좋아하고, 소설, 고전, 

TV드라마, 영화, 웹툰, 웹소설, 게임스토리텔링 

등 이야기에 흥미를 가지고 있는 학생이라면 열린  

마음으로 도전해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또한 

한류에 관심이 있거나, 글쓰기를 잘하거나 잘  

쓰고 싶은 학생, 자신의 생각을 잘 표현하고 다른 

사람과 의사소통을 잘 하는 학생, 문화·예술 작품  

감상하기를 좋아하거나 영상을 직접 제작해 보고 

싶은 학생, 자기주도적으로 무언가를 기획해 보고 

싶은 학생, 한국 문화를 홍보하는 작업에 관심 있는 학생 등에게 적합한 학과입니다. 

한국문화콘텐츠학과를 희망한다면 독서 토론, 문화·예술 작품 감상 등 인문학 관련 활

동을 비롯해 소설, 웹툰 스토리, 단편영화 시놉시스와 시나리오, 방송 대본 등의 습작 

활동, UCC 기획 및 제작, 문화콘텐츠와 관련된 청소년 동아리 활동 등을 통해 콘텐츠 

창작에 필요한 다양한 감각을 미리 길러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단군신화에서 최근 한류에 이르기까지 한국문화는 시대의 흐름을 읽고 시대와 함께 호흡하면서 축적되어 왔습니다. 
한국문화콘텐츠학과는 이처럼 풍성한 한국문화를 심도 있게 이해하고 동시대인들이 누릴 수 있는 콘텐츠로 구성하는 역량을  
배양합니다. 21세기는 디지털혁명을 기반으로 다양한 한국문화콘텐츠산업에 참여할 수 있는 창의적 인재가 필요한 시대 
입니다. 이에 본 학과는 인문학적 사유를 토대로 한 스토리텔링 역량과 문화콘텐츠 기획 · 제작 · 마케팅 관련 실무 능력을 갖춘 
소통형 인재를 양성하고 있습니다.

우리 학과는요!
학과 특별프로그램

스토리텔링 공모전, 스토리창작 세미나, 영상콘텐츠 기획 및 제작, 

게임 기획 및 제작, 트랜스미디어 콘텐츠 기획 및 제작, 인터랙티브 

콘텐츠 스토리텔링 및 제작, 문화재 답사, 문화콘텐츠 현지 조사,  

문화콘텐츠산업 전문가 초청강연, 취업캠프, 현장실습 및 인턴십 실시

다양한 교육 지원

통찰력과 창의성을 위한 인문학 강좌, 현장성을 반영한 교육과정  

개발, 동기유발을 위한 체험교육 강화, 문화콘텐츠 기획·제작·마케팅  

등 실무 능력 신장을 위한 교육과정 개발 

최상의 교육환경

자기주도적 학습태도 배양을 위해 전공 도서실 및 학술DB실 강화, 

전공동아리와 그룹스터디 및 튜터링 활성화, 진로와 관련된 산학 

협력 실습 기회 제공, 현장 실습 및 인턴십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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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njoy the Club! 
공모전 동아리 네이밍과 슬로건에서부터 시, 소설, 시나리오 등의 작품공모전은 물론, 

각종 콘텐츠로 발전시킬 수 있는 창작콘텐츠스토리 공모전, UCC를 비롯한 영상콘텐츠  

공모전 등 다양한 공모전에 출품하기 위해 개별 또는 팀별 단위로 준비하고 함께 합평회 

를 진행하는 동아리입니다. 

영상제작 동아리 문화콘텐츠 전공학생에게 영상촬영 및 편집기술은 꼭 필요한 기본적 

소양 중 하나입니다. 이러한 영상기술을 배움과 동시에 다양한 형식의 영상물 시나리오 

를 쓰고 이를 직접 연출하는 등 문화콘텐츠를 제작하는 기쁨을 누릴 수 있습니다.

역사문화현장답사 동아리 문화는 우리 삶의 총체입니다. 과거의 문화를 이해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그 현장을 직접 찾아가는 것입니다. 한국문화콘텐츠를 전공하는 학생이라면,  

우리의 역사와 문화에 대한 깊이 있는 이해와 이를 콘텐츠로 제작하기 위한 활동이 필요 

합니다. 학기 중에는 강의실에서 자료 조사와 공부를, 방학 중에는 역사문화현장을 

답사하는 활동을 통해 책에서 배우지 못한 많은 것을 느끼고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봉사활동 동아리 전공을 막론하고 청년세대가 갖추어야 할 중요한 가치 중의 하나가 바로  

봉사정신입니다. 함께 행복한 세상을 만들기 위해 자신이 가진 능력을 ‘나눔 활동’에 

기부하는 것은 결과적으로 자신을 성장하게 하는 원동력이 될 것입니다. 

선배가 권하는 책
인문학으로 광고하다
박웅현, 강창래 / 알마

‘15초의 예술’이라 불리는 광고는 문화콘텐

츠의 전위라고도 할 수 있다. 그 첨단의 자리

에서 성공적인 광고인으로 평가받는 광고크

리에이터 박웅현은 이 책에서 자신의 경험을 

토대로 창의성의 비밀을 탐색한다.

시나리오 어떻게 쓸 것인가
로버트 맥기 / 민음인

미국과 한국의 여러 시나리오 작가들이 바

이블처럼 참고하는 책이다. 저자는 동서고

금을 넘나드는 훌륭한 영화들과 그 시나리

오의 장단점을 짚어내는 능력이 탁월하다. 

무엇보다 쉬운 용어로 시나리오 작법의 원

칙들을 제시하고 있어 이 분야를 공부하려

는 학생들의 필독서라 할 수 있다.

조선시대생활사 1~4
한국고문서학회 / 역사비평사

조선시대 사람들은 어떻게 살았을까? 조선

시대 사람들의 가정이나 공동체 생활, 경제

생활, 풍속뿐만 아니라 예술, 법과 소송 등을 

사례를 들어 설명한다. 다양한 계층의 사람

들의 일상생활을 다양한 자료를 근거로 흥

미롭게 설명하고 있다. 

학과 취득 자격증

KBS한국어능력시험, 한자능력검정시 

험, 어린이책 스토리텔러, 독서 · 논술지

도사, 다문화사회전문가, 문화재해설사, 

파티플래너, 검색광고마케터, GTQ-
Photoshop, MOS, Adobe, 디지털

영상편집, 전자출판기능사, 멀티미디어 

콘텐츠, 게임국가기술자격검정 등

졸업 후 진출분야

기업체 홍보 및 광고 분야, 장르별 산

업체 제작 및 마케팅 인력

공무원 정부기관과 지자체 등의 문화정

책 및 운영 인력, 문화콘텐츠 기획전문가

문화계 문학 · 문화평론가, 연예매니지

먼트, 공연 · 이벤트 기획자, ebook제작
자, 에듀테인먼트 전문가, 게임기획 및 

개발자, 게임PM(Product Manager)
방송 · 출판 · 언론계 방송구성작가, PD, 
광고카피라이터, 출판기획자, 잡지편

집자, 신문기자, 방송기자

스토리텔링 부문 소설가, 웹툰스토리

작가, 게임스토리작가, 동화작가, 어린 

이책 스토리텔러, 미담집 작가, 셀픽

션(Selfiction)작가, 문화재 해설사

PEOPLE_

게임 미디어, 예술로 승화시켜야죠
“저는 순천향대에 오기 전 서울대 국어국문학과에서 학·박사를 거쳐 영화사나  

엔씨소프트, 제이씨엔터테인먼트 같은 게임 회사 등에서 시나리오  

작업과 기획 작업을 맡아서 일했습니다. 영화 분야보다는 게임 쪽에서  

일을 오래 해왔구요. <길드워> 같은 대형 AAA 게임을 만들어 북미와  

유럽 시장에서 MMORPG 점유율 1위를 1년 6개월 이상 차지하기도 했었

습니다. 저는 게임 미디어가 하나의 예술로서 기능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최근에는 제자들과 <21 Days>라는 게임을 제작했는데요. 이 게임은 독일로  

난민 신청을 한 모하메드 쉐누라는 시리아인의 입장에서 난민 체험을 21일 

동안 하는 일종의 시뮬레이션 게임입니다. 이 게임처럼 재미 이외의 다른 

목적을 위해 만드는 게임들을 시리어스 게임이라고 부르는데요. 저는 이런 

시리어스 게임 제작에 관심이 많고, 이를 통해 게임이라는 미디어가 단순히  

엔터테인먼트만이 아니라 예술적으로 기능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콘텐츠  
분야는 끈기가 중요합니다. 실제 제작으로 들어가면 유저 입장 
에서는 생각지도 못한 다양한 난관들이 기다리고 있고, 이러한  
문제들은 끊임없이 개발자를 괴롭힙니다. 그러한 문제들을 하나

하나 해결해 나가면서 스스로 계속 발전하는 모습을 보여주어야 이 분야에서  

오래 살아남을 수 있습니다. 끈기를 가지고 계속 도전해 
보세요.”

이정엽(한국문화콘텐츠학과 교수)

한국문화에 대한 인문학적 토대와 문화콘텐츠산업에 대한 이해를 구축하는 

첫 단계입니다. 전통문화의 다양한 영역을 공부하고, 현대소설을 통해 동시대  

한국사회의 이슈를 성찰하면서 스토리텔링 역량을 기릅니다. 그리고 한국문화를  

콘텐츠화하는 작업이 어떤 것인지를 이해하고 문화콘텐츠산업 전반을 두루  

살펴봅니다. 1학년은 대학이라는 새로운 장에 들어서는 첫해인 만큼 이제까지의  

고정관념에 대해 ‘질문’해보고, 모든 일을 스스로 찾아 해결해 보려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쉽게 서술된 다양한 인문학 책을 읽고 함께 토론하는 활동이 상상과  

생각의 근육을 키우는 데 도움을 줄 것입니다.

교육과정
문화콘텐츠의 이해, 한국문화의 이해, 현대소설과 스토리텔링, 문화산업개론, 전통문화와 문학

한국문화콘텐츠의 다양한 장르들을 구체적으로 배우면서 심화 단계로 진입 

합니다. 민족의 원류적 사고인 신화를 살펴보는 <한국신화원형과 문화콘텐츠>,  

문학 · 영화 ·TV드라마 · 웹소설 등 매체에 따라 스토리텔링이 달라지는 현상을 

분석하는 <매체와 스토리텔링>, 게임의 메커닉과 스토리의 결합을 학습하는  

<게임스토리텔링>, 시나리오의 특성을 이해하고 시나리오를 써보는 <시나리오의  

이해와 실제>, 에듀테인먼트로서의 아동문학을 연구하는 <아동문학과 콘텐츠>,  

실제 광고카피 사례를 대상으로 성공과 실패 요인을 분석해보는 <광고카피론>  

등을 공부합니다.

교육과정 
(대학 융합) 아이디어 팩토리, 인턴십 인사이드, 비주얼 컬처, 콘텐츠 생태학, 매체와 스토 

리텔링, 한국고전서사와 문화콘텐츠, 게임스토리텔링, 픽션창작실습, 아동문학과 콘텐츠,  

영화와 서사학, 문화비평의 이론과 실제, 베스트셀러와 문화비평, 한국신화원형과 문화

콘텐츠, 인터랙티브 스토리텔링, 시나리오의 이해와 실제, 광고카피론, 문화콘텐츠 표현

기법, 모티프와 주제

인문학적 성찰과 한국문화콘텐츠의 장르별 특성에 대한 이해를 기반으로 실제로 

문화콘텐츠를 기획하고 제작해보는 실습교육에 중점을 둡니다. 게임 엔진 사용 

법을 익혀서 기초적인 인디게임을 제작하는 <게임제작실습>, 에듀테인먼트  

소프트웨어를 직접 기획하고 제작하는 <에듀테인먼트 스토리 디자인>, 문화 

콘텐츠를 기획하고 광고 · 비즈니스모델 · 마케팅 계획을 수립하는 <문화콘텐츠  

기획과 마케팅>, 아산지역 답사를 통해 새로운 콘텐츠 아이디어를 개발하고 지역 

축제를 기획하는 <지역축제 기획실습> 등이 배치되어 있습니다.

교육과정 
섹슈얼리티와 문화콘텐츠, 민속문화와 콘텐츠, 게임제작실습, 웹 & 모바일콘텐츠의 이해, 

축제스토리텔링 사례연구, 광고콘텐츠 기획, 대중문화워크숍, 기호와 콘텐츠, 문화기술과  

문화트렌드, 한류드라마의 캐릭터와 플롯, 지역문화와 콘텐츠, 에듀테인먼트 스토리 디자

인, 지역축제 기획실습, 문화콘텐츠 기획과 마케팅, 영상편집실습, 융합콘텐츠기술 입문,  

역사인물의 전기

산업체와 연계하여 진로를 구체적으로 탐색하는 단계입니다. 한국문화콘텐츠

학과가 구축한 다양한 산업체 네트워크를 활용하여 현장 실습을 하고 자신만의  

특색 있는 포트폴리오를 준비합니다. 취업캠프와 취업박람회, 모의면접을 경험해  

보는 것은 물론, 미디어랩스의 융합콘텐츠 인프라와 프라임사업의 적극적인 

지원을 통해 스타트업을 준비할 수도 있습니다.

교육과정 
포트폴리오와 프레젠테이션, 문화정책의 이해, 출판기획과 편집, 현장실습(인턴십Ⅲ), 한국 

전통놀이와 콘텐츠, 동아시아문화의 이해, 장르서사의 이해, 디지털콘텐츠 제작실습

1학년

2학년

3학년

4학년

Our Major St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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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 마인드 겸비한 
창의 융합형 인재 양성

무엇을 탐구하는가?
영미학과에서는 영어권 국가의 문화를 올바르게 이해하고 국제 사회에 능동적으로 참여 

할 수 있는 진취적인 인재를 양성하고자, 어느 분야에 진출하더라도 쉽게 적응할 수 

있는 영어 능력과 응용력, 잠재력을 배양하기 위해 체계적 학습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글로벌 시대 국제사회는 외국인과 정서적으로나 문화적으로나 서로 융화하여 원만한 

관계를 지속하면서 자신의 능력을 발휘할 수 있는 주체성 있는 인력을 요구하고 있습

니다. 다민족 다문화가 서로 융합되는 오늘날의 현실을 정확하게 분석하고 인식하여 

공존공생을 위한 이해나 방법을 추구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에 영미학과는 단순히 

영어 언어학습이나 영어권 국가에 대한 연구에만 그치지 않고 광범위한 의미에서의  

다문화 간 상호교류 및 소통에 관해 연구하고  

교육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원만한 상

호교류와 융합을 위해서는 외국어를 바탕으로 지

역적인 정서와 문화에 정통한 능력을 소유한 실

무전문가형 인재양성이 필요합니다. 이러한 수요

에 부응하기 위해 본 학과에서는 기본적인 언어

학습을 토대로 글로벌 인재가 갖추어야 할 광범

위한 지식을 교육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두드려라, 열릴 것이다!
영미학과는 영미학과 영미문화 등 국제지역학

에 관해 이론과 실무를 겸비한 국제지역 전문가,  

인접 학문과의 융·복합과 복수전공의 활성화를 

통한 사회적 수요에 적합한 맞춤형 인재, 자기 

주도적이고 문제 해결 능력이 뛰어난 인재, 어떠한 국제 환경에도 적응할 수 있는 우

수한 영어 능력을 갖춘 인재, 영어권 전문가로서 국제적 문제에 대한 폭넓은 시야와 

감각을 무한히 발휘하는 창의 융합형 인재를 양성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평소 영어를 좋아하고, 다양한 영어 매체를 학습하는 것에 흥미가 있거나, 영어 

문화를 포함한 외국 문화에 관심이 있는 학생, 영미사회 및 정치, 경제를 심도 있게 탐구 

하고자 하는 학생, 언어 관련 쓰기, 읽기, 듣기, 말하기 능력을 보유하고 있는 학생 

이라면 영미학과에 적합한 학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고교 시절부터 일찌감치 외국어 

회화를 비롯해 다문화탐구, 해외 문화 체험 등의 활동, 독서·토론 활동 등을 병행해 

둔다면 전공공부에 많은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영미학과는 글로컬 리더 양성을 위한 영미학 전반의 전문 교과과정을 바탕으로 능숙한 영어 구사는 물론 영어권 국가의 정치, 
외교, 경제, 통상, 문화, 법률, 역사 등 다방면에 능통한 창의 융합형 인재를 양성하고 있습니다. 
영미학과에서는 언어 · 문학 기반 전공교육의 한계를 넘어 영어권 국가의 문제 전반에 대한 냉철한 분석력과 사고력 함양 교육을  
집중 실시하고 있으며, 이를 실현할 수 있도록 전문적인 영어능력 학습과정에 다양한 지원을 아끼지 않고 있습니다.

우리 학과는요!
학과 특별프로그램

영어권 자매대학 어학연수 및 교환학생 활동(장 ₩ 단기), 영미학세미 

나 활동, 해외 인턴십 활동, 해외문화 탐구, 해외지역 탐구, 학과동

아리 활동 등 지원

다양한 교육 지원

영미학 전반에 관한 전문 교과과정 증설, 인접 학문과의 융 · 복합과 

복수전공의 활성화, 시대의 요구에 맞는 교과과정 지속 개발, 강의

의 전문화를 통해 맞춤형 우수 교재 개발 

최상의 교육환경

동아리 활성화 및 면담 실시, 영미학 세미나 및 해외 인턴십 지원

영미학과     https://labs.sch.ac.kr/department/eng.php

영미학과 Department of British & American Studies

Since 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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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njoy the Club! 
E.D.P ‘English Drama Performance’의 줄임말로 영국, 미국 등 세계무대에서  

셰익스피어 작품을 바탕으로 영어연극을 공연하는 대학생 동아리입니다. 런던, 시카고  

등지에서 직접 공연을 하며 자신의 끼를 마음껏 발산하다 보면 어느새 삶의 주인공이 

되어 있는 자신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S-Line 성공적인 취업의 필수요소인 토익을 공부하며 미래를 준비하는 동아리입니다.  

화목한 동아리 분위기 속에서 즐겁게 공부하면서 대학생활의 소중한 추억들이 차곡 

차곡 쌓여가는 즐거움을 만끽하시길!

On Air 국내 및 외국 항공사 Cabin Crew를 꿈꾸는 학생들이 서로 정보를 공유하는 

승무원 동아리입니다. 영어 실력은 기본! 승무원이 꼭 갖춰야 할 기분 좋은 미소, 따뜻

한 봉사정신을 함께 키울 수 있답니다. 푸르른 창공을 나는 비행기처럼 여러분의 진로

와 취업도 시원하게 쭉쭉 뻗어 나가겠죠? 

선배가 권하는 책
미국에 대해 알아야 할 모든 것, 미국사
케네스 C. 데이비스 / 책과함께

콜럼버스의 신대륙 발견부터 9.11 테러까

지의 미국의 역사를 한 권에 담은 책. 17세
기부터 21세기에 이르는 미국의 역사에서 

많은 사람들이 궁금해할 질문들을 뽑아 이

를 묻고 답하는 형식으로 구성했다. ‘콜럼버

스는 정말 아메리카 대륙을 발견했을까?’,  

‘링컨은 정말 노예해방론자였을까?’와 같이 

꼭 알아야 하는 역사 속의 이야기들을 술술 

읽히는 문장으로 풀어낸다.  

시적 정의 : 문학적 상상력과 공적인 삶
마사 누스바움 / 궁리

세계 100대 지성, 시카고 대학 석좌교수 마

사 누스바움의 저서. 문학적 상상력이 어떻

게 정의로운 공적 담론과 민주주의 사회의 

필수요소가 되는지를 조목조목 밝히는 이 책

은 바로 문학의 사회적 가치를 논하는 책으

로, 문학을 읽는 것이 책임 있는 시민을 길

러내고, 민주주의 사회를 만드는 밑바탕이 

된다는 메시지를 전하고 있다.

반대자의 초상 : 지젝에서 베컴까지 삐
딱하게 읽는 서구 지성사
테리 이글턴 / 이매진

현존하는 문화 평론가 중 가장 영향력 있다

고 인정받는 테리 이글턴이 펴낸 책. ‘반대

자(Dissent)’는 영국에 살면서 영국에 속하

지 않는, 또는 주류이면서 비주류의 감성을 

품은 사람들, 예컨대 아일랜드 출신자나 좌

파, 이민자 등 소수자적 기반을 가진 지식인

들을 뜻한다. 걸어 다니는 백과사전이라고 

할 만한 지식과 통찰을 자랑하는 저자 이글

턴은 방대하고 소소한 에피소드들을 알맞게 

버무려 독자들을 서구 지성사의 거장들의 세

계로 초대한다. 

학과 취득 자격증

영어통역사, 영어번역사, 무역관리사, 국

제무역사, 국제의료관광코디네이터 외

졸업 후 진출분야

정치 · 외교분야 외교관, 전문연구원 등

경제 · 통상분야 국내 및 다국적 기업 

무역사무, 해외영업 등 

언론 · 출판분야 통역, 번역, 출판사, 신

문사, 방송사 등

사회서비스분야 항공, 관광, 의료관 

광, 전문헬스케어 등

교육분야 교수, 영어강사 등

기타 국제기구, NGO 및 국가 공공기관

PEOPLE_

영어 울렁증 첫 신입생, 
미래 후배님들께 인사드립니다!
“사실 전 평범한 학생인데 학과 대표로서 인터뷰를 하게 되니 떨리네요. 저는 항상 영어 

를 어려워하는 학생이었어요. 그런데 영미학과 학생이라니 아이러니하죠? 게다가 꼭  

순천향대학교 영미학과에 입학하고 싶어서 3개의 원서를 모두 여기에 넣었답니다. 

영어울렁증이 있던 제가 영미학과에 온 이유는 ‘다른 나라의 문화에 관심이 많고 영

어를 잘하고 싶어서’였어요. 아직 많이 부족하지만 원하던 학과에 

들어와 공부하고 있고, 교내 다양한 활동도 즐겁게 참여하면서 조

금씩 성장 중이랍니다. 

‘안 해보고 후회하는 것보다 해보고 후회하는 것이 더 낫다!’ 저는 항상 할까 

말까 주저하다가 나중에 후회한 적이 많았어요. 한 번뿐인 인생인데 후회

할 일이 많으면 너무 아깝잖아요. 그래서 저에게 어떤 기회가 생겼을 때 항

상 이 문구를 떠올리면서 ‘한 번 해보자’라고 하게 되었고, 그게 자연스레 저

의 좌우명이 되었죠. 덕분에 고등학교 시절 동아리 기장도 해보고 학과 대

표로 지원해 이렇게 인터뷰도 하게 되었네요. 세계일주하기, 원어민 수준

으로 영어하기, 면허 따기 등등 이루고 싶은 것도, 배우고 싶은 것도 정말 많

아요! 제 좌우명대로, 목표대로 열심히 살면서 발전하는 사람이 
되고 싶고, 자랑스러운 영미학과 1회 졸업생이 되는 것도 저
의 목표 중 하나랍니다. 
사랑하는 후배님들! 영미학과의 첫 신입생으로서 후배가 생긴다는 게 신기

하고 정말 설레네요. 비록 영미학과가 생긴 지 얼마 안 됐지만 함께  

순천향대학교 영미학과의 역사를 멋지게 만들어가길 바래요.  

단결영미!”

임채연(영미학과 17)

Our Major Story
영미학과 새내기로서 영미사회의 역사 및 문학사를 배우면서 기본이 되는 영어  

의사소통 능력을 키우는 시기입니다. 토론식 수업을 통해 젊은 지성으로서의 

기본 소양을 갖추는 한편, <비즈니스 문서 제작>과 그룹 및 개인 프리젠테이션 

실습을 통해 실무능력과 리더십을 배양합니다. 다양한 공통 교양과목을 통해  

미디어랩스 내 타 전공에 대해서도 알아보면서 균형 잡힌 시각을 갖춘다면 더욱  

알차게 첫 학년을 보낼 수 있을 것입니다.

교육과정
자기개발프로젝트, 대학영어, 비즈니스문서제작, 인간사랑, 미국학말하기, 미국역사, 융합 

과무한상상, 미국문학사, 사고와표현, 진로설계프로젝트, 비즈니스실무, 프리젠테이션 

테크닉, 영국학말하기, 영국역사, 이야기만들기, 영국문학사

영미학의 근간을 이루는 개념과 사상, 문화를 어학과 연계하여 심화시키고 구체 

적인 진로를 탐색하는 시기입니다. 영미 국가의 산업과 경제 제도를 알아보고  

글로벌 헤게모니를 가능하게 한 경제사, 외교사적 주요 사건을 익히면서 지역학  

전문가로 성장하게 됩니다. 또한, 영미사회의 변천이 반영된 영문학을 읽으며  

인문학적 사유와 공감 능력을 기르고 소규모 프로젝트 활동을 통해 협업과 소통  

능력을 키우게 됩니다. 교환학생 프로그램이나 글로벌 봉사활동 등을 통해 자신 

의 진로를 고민하고 미래를 설계하기 좋은 시기입니다.

교육과정 
영어회화1· 2, 문사철, 미국학읽기, 영미언어와지역문화1· 2, 현대미국사회문제, 미국의경

제와산업, 미국의사회 정치제도, 영미저널리즘의이해, 과학과언어. 영미아동청소년드라마, 

영미지역학입문, 영국학읽기, 현대영국사회문제, 영국의경제와산업, 영국의사회, 정치제

도, 영미역사와여성, 과학과문학, 영어연극워크샵, 할리우드대중영화, 미지역학프로젝트

영미학 전반에 걸쳐 전공지식을 심화하는 시기입니다. 영미 TV 및 영화에 나타 

난 영미문화콘텐츠를 분석하여 영미사회의 특수성과 글로벌한 영향력을 평가

하는 동시에 생생한 생활영어를 배우게 됩니다. 또한, 글로벌 비즈니스 환경에 

최적화된 영어 의사소통 능력을 영문 문서 및 이메일 작성, 듣기와 말하기 등  

전 영역에 걸쳐 연습하는 시기이기도 합니다. 특히 영어 인터뷰 요령, 영문 비즈 

니스 문서 등 실무 관련 영어를 습득하는 데 최우선 목표를 두어 다양한 영역

으로 진출할 수 있는 만반의 준비를 하게 됩니다.

교육과정 
통번역이론과실제1· 2, 문학으로이해하는미국, 영미매스미디어의이해, 영미도시와도시공

간, 영미경제, 외교연구, 디지털셰익스피어와글로벌커뮤니케이션, 과학과비즈니스, 영미 

지역학연구1· 2, 문학으로이해하는영국, 영미대중문화의이해, 영미텔레비전의이해, 영미

의성과인종, 영어커뮤니케이션기법, 과학과예술

지금까지 배운 영미지역학 및 문화콘텐츠 전공지식을 극대화하는 시기입니다. 

영미 기업문화와 산업을 구체적으로 살펴보고 영미사회에 대한 식견을 언론,  

패션, 광고 등 다양한 영역으로 넓히게 됩니다. 특히 성공적인 취업을 할 수 있도록  

인턴십 연계과목 및 프로젝트를 통해 글로벌 역량을 키움으로써 미래사회에  

꼭 필요한 인재로 사회에 진출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

교육과정 
영미애니메이션의이해, 브로드웨이와웨스트앤드, 영미문화와언어, 영미대외관계의이해,  

세계화시대와문화, 영미학현장실습, 비즈니스영어1· 2, 영미신문의이해, 포스트모더니즘과 

영미문화, 미국시사영어, 영미사회와국제기구, 영미기업문화와제도, 영미학인턴십

1학년

2학년

3학년

4학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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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엇을 탐구하는가?
중국학과에서는 유창한 중국어 구사는 물론 중국학 전반의 전문 교과과정을 통해 중

국의 역사·문화·정치·외교·경제·통상·법률 등 다양한 분야를 학습하는 데 주력합니다. 

아울러 언어·문학 기반 전공교육의 한계를 넘어, 중국 문제 전반에 대한 냉철한 분석

력과 사고력을 제고할 수 있는 교육을 집중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세 가지 분야의 특화된 교육과정을 운영하고 있으며, 첫째 ‘Competence 

in Chinese’ 섹션에서는 외교·통상·문화·서비스 등의 영역에서 요구되는 전문 중

국어 구사 능력을 집중적으로 훈련하고, 둘째 

‘Specialist in Chinese Matter’ 섹션을 통해 

중국의 역사·문화·정치·외교·경제·통상·법률 등 

중국학 전문지식을 함양할 수 있도록 다양한 학

습 프로그램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Global Talent’ 섹션에서는 세계인과 소통할 

수 있는 글로벌 마인드 배양을 위해 다각도의 심

층 학습 과정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두드려라, 열릴 것이다!
평소 중국에 관심이 많은 학생이라면 누구에게

나 열려 있는 곳이 바로 중국학과입니다. 특히 

지속적인 연구와 노력을 할 수 있는 끈기를 갖추

고, 동양문화에 관심이 있으며, 중국의 역사와 

급변하는 중국의 현재에 대해 애정과 호기심이 있는 학생이라면 언제든 환영합니다. 

아울러 어떠한 국제 환경에도 적응할 수 있는 우수한 중국어 실력을 갖춘 인재, 국제 

문제에 대한 폭넓은 시야를 갖추고 능력을 발휘하는 창의 융합형 인재라면 더할 나위 

없이 적합한 곳이 바로 중국학과입니다. 중국학과를 희망한다면 고교 시절부터 중국

어 및 다문화를 탐구하고, 중국 문화 동아리 활동 등을 통해 다양한 중국 관련 체험 활

동을 해보는 것을 추천합니다. 또한, 학생회 활동, 토론대회 등 발표력 관련 체험 활동

을 통해 중국 관련 전문가로 성장할 수 있는 다양한 토대를 마련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론과 실무를 겸비한 사회적 수요에 적합한 맞춤형 인재, 자기 주도적이고 문제 해결 

능력이 뛰어난 인재, 어떠한 국제 환경에도 적응할 수 있는 우수한 중국어 실력을 갖

춘 인재, 국제 문제에 대한 폭넓은 시야를 갖추고 능력을 발휘하는 창의 융합형 인재

로 성장하고 싶은 분이라면 주저 말고 중국학과에 도전하시기 바랍니다.

중국학과는 G2시대를 맞이하여 글로벌 리더 양성을 목표로 삼고 있습니다. 중국학과에서는 중국 문화에 관하여 이론과 실무를 
겸비한 중국지역 전문 인재를 양성하고, 사회적 수요가 많은 인접 학문과의 융복합 프로그램 및 복수전공 활성화를 강조하고 있
습니다. 이를 통해 사회적 수요에 적합한 맞춤형 인재, 진로 탐색과 세미나 등을 통해 자기 주도적이고 문제 해결 능력이 뛰어난  
인재, 효과적인 중국어 학습과 교육을 통해 어떠한 환경에도 적응할 수 있는 우수한 중국어 인재, 졸업 후 글로벌 마인드를 지니고  
중화권 전문가로서 국제 문제에 대한 폭넓은 시야와 감각을 가진 창의 융합형 인재를 양성하는 데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우리 학과는요!
다양한 학습 지원

❶ 중국학 전반에 관한 전문 교과과정 증설

❷ 인접학문과의 융 · 복합 프로그램 및 복수전공 활성화

❸ 시대의 요구에 맞는 교과과정 지속 개발

❹ 강의 전문화를 통한 맞춤형 우수 교재 개발

특별프로그램

❶ 학과 동아리 활동 활성화

❷ 해외 인턴십 지원

❸ 중국학세미나 활동 지원

❹ 중국자매대학 어학연수 및 교환학생 지원

중국학과     https://labs.sch.ac.kr/department/china.php

중국어권 전문가를 넘어 
글로벌 리더로

중국학과 Department of Sinology

Since 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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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njoy the Club! 
한림(翰林) ‘한림(翰林)’은 중국 당(唐)대부터 존속했던 관직으로, 이 우수한 인재들이 

모인 ‘한림원(翰林院)’은 대대로 황제의 자문을 맡아오던 중요한 기관이었습니다. 중

국학과 동아리 ‘한림’ 역시 과거의 ‘한림원’을 본보기로 우수한 인재들이 함께 모여 중

국학을 더욱 심도 있게 연구하고 있으며, 주로 한문강독과 중국어 번역 등 중국의 역

사와 문화를 집중적으로 스터디하고 있습니다. 매해 한 권의 책을 엄선해 번역하고 있

으며, 한림 구성원의 이름으로 출간할 계획도 갖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학생들의 중

국 역사와 문화에 대한 이해도, 중국어학 수준, 그리고 성취도를 제고합니다.

欢迎你(화잉니) ‘欢迎你(화잉니)’는 ‘환영합니다’는 뜻의 중국어입니다. 학술 및 중국

펜팔 동아리인 화잉니는 기초적인 중국문법 등을 공부하고, 펜팔을 통해 공부한 것을 

실제로 써보며 자신의 역량을 증진시키고, 다양한 대화 및 토론을 통해 직간접적으로 

중국 문화도 공유할 수 있는 알찬 동아리입니다.

선배가 권하는 책
현대 중국을 찾아서 1, 2
조너선 D. 스펜스 / 이산

한때 영광을 누린 명 왕조의 쇠락기에서 천

안문 광장의 민주시위에 대한 덩샤오핑의 유

혈진압까지 4세기에 걸친 중국의 역사를 스

펜스는 근대 중국을 이룩하기 위한 경이로운 

노력의 이야기로 엮어낸다. 200컷의 흑백화

보와 35컷의 컬러화보, 51장의 그래픽 감각

의 지도는 역사를 읽는 흥미를 한층 더한다.  

중국의 문화지리를 읽는다
후자오량 / 휴머니스트

『중국의 문화지리를 읽는다』는 20여 명의 

북경대 교수와 연구자들이 지난 10년간 진

행한 ‘중국 개조 프로젝트’의 결실이다. 문화

가 중국을 움직이는 동력이라는 관점을 가

지고 중국의 남과 북의 특징, 과거와 현재를 

상세하게 밝히고 있다. 시간과 공간을 초월

해 중국의 자연풍토와 그 자연을 반영하고 

있는 문화와 역사를 만나 볼 수 있는 책이다.

중국의 붉은 별
에드가 스노우 / 두레

현대 중국의 탄생 배경을 생생하게 그린, 세

계 르포 문학의 고전이자 최고의 작품으로 

손꼽히는 책이다. 저자는 1936년 서른한 살 

의 나이로 중국 산시 성 북쪽에 있는 소비에

트 지구를 방문해 유럽이나 미국의 신문 기

자로서는 처음으로 마오쩌둥을 비롯한 중국 

혁명의 주요 인물들과 인터뷰했다. 그리고 홍

구의 주요 현장들을 방문해 그 현실을 눈에 

보는 것처럼 사실적으로 보도했다. 

학과 취득 자격증

HSK, HSKK, 한자능력검정, 무역관

리사, 국제무역사, 원산지관리사, 국제 

의료관광코디네이터 외

졸업 후 진출분야

정치 · 외교분야 외교관, 전문연구원 

경제 · 통상분야 무역사무, 해외영업 등 

언어분야 통역, 번역 등

사회서비스분야 항공, 관광, 의료관광, 

전문헬스케어 등 

교육분야 교수, 강사 등

Our Major Story
중국학 학습의 기초가 되는 <중국어 듣기 말하기> 과목을 먼저 배웁니다. 어학

의 기초를 탄탄히 다져야 다른 분야를 쉽게 접할 수 있으므로 중국어의 기초

를 튼튼히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비즈니스 문서와 제작>, <프레젠테이

션 테크닉> 과목을 배우면서 학문 탐구뿐만 아니라 실무 능력 향상을 통해 경

쟁력을 키웁니다. 중국에 대해 배운다고 생각하면 보통 어문계열 과목들을 주

로 생각하게 되는데, 역사를 모른다면 그 민족을 이해하기 어려움이 많습니다. 

학부 기초과목인 <중국 역사와 문화>, <역사속의 중국민족> 등 중국사 학습을 

통해 중국 민족을 보다 쉽게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교육과정

중국어 듣기 말하기1· 2, 중국 역사와 문화, 역사속의 중국민족

<중국어 문법>, <중국어학의 이해>, <중국사상의 이해>, <현대 중국입문>, <중

국 경제의 이해> 등의 과목을 통해 2학년부터는 중국의 어문, 역사, 경제, 외교 

등 파트별로 중국학을 접하게 됩니다. 이 시기에는 봉사활동을 하는 것을 추천

합니다. 사실 봉사활동이라는 것은 딱히 언제 해야 한다고 시간이 정해져 있지

는 않지만 이러한 이타적인 활동들 속에서 자신이 보다 성숙해지는 기회를 얻

을 수 있으며 보람도 느낄 수 있습니다. 봉사활동은 필수 사항이기도 하기 때

문에 미리 해놓는 것을 추천합니다.

교육과정 

중국어듣기말하기3 · 4, 중국어읽기쓰기1· 2, 중국어 문법, 중국 경제의 이해, 중

국어학의 이해, 중국사상의 이해, 현대중국입문, 중국과 한자의 이해, 디지털중

국어, 중국언어와 지역문화, 중국대중문화론, 마오쩌둥 이후의 중국

<HSK실전공략>, <중국사속의 영웅들>, <중국사회론>, <동북아국제관계>, <비

즈니스 중국어>, <한중경제관계> 등 실제 필요한 전문적인 학문을 심도 있게 습

득하는 시기입니다. 3학년 때는 어학연수에 도전해볼 것을 추천합니다. 어학연

수를 통해 중국의 문화를 직접 경험하는 과정은 중국을 좀 더 세심하게 이해하

고, 아울러 자신의 자질과 기량을 키우기에도 좋은 기회라고 할 수 있습니다.

교육과정 

비즈니스 중국어1· 2, 중국명언연구, HSK실전공략1· 2, 중국사속의 영웅들, 

동북아국제관계, 중국사회론, 한중경제관계, 중국정부와 기업, 중국의 지리와 

문화, 중국전통문화특강, 중국정치제도와 개혁, 중국지역경제

실습 과목과 특강 과목 등을 통해 중국학을 배우는 사람으로서의 자질을 완성 

하는 시기입니다. 아울러 4학년 때는 취업을 준비하고 자신만의 절정의 기량을  

가다듬는 시기로, 우리 학과의 경우 취업과 관련한 다양한 학회와 상담창구가 

열려있는 만큼 이를 잘 활용한다면 자신만의 진로를 찾고 목표를 향하는 길에 

큰 도움을 얻을 수 있을 거라 확신합니다.

교육과정 

중한번역실습, 전통시대 한중관계의 재조명, 이슈로 보는 중국, 중국사회문제

연구, 중국마케팅전략세미나, 한중시장분석, 영화로 배우는 중국어, 중국어프

레젠테이션실습, 자료로 보는 중국사, 한중외교사, 현대중국특강, 중국경제특

강, 중국무역통상실무

1학년

2학년

3학년

4학년

PEOPLE_

大巧若拙(대교약졸)의  
내공으로 미래를
“책을 증정할 때 찍기 위한 인장에 ‘대교약졸(大巧若拙)’이라는 말을 새겼습니다. ‘진

정한 기교는 투박해 보인다’라고 풀이할 수 있겠습니다. 저는 이 말을 처세와 수양의 

제일 원칙으로 삼고 있습니다. 재능이 매우 뛰어난 사람은 그 재능을 쉽게 
드러내지도 않고 자랑하지도 않으므로 언뜻 보기에는 도리어 서
툰 사람 같아 보일 수 있습니다. 적어도 사람을 대하는 데 
있어 겉모습만으로 판단하지 않도록 우리들 스스로 경
계해야 할 것 같습니다. 
중국학과는 2017년 출발한 신설학과입니다. 앞으로 커리어를 

쌓아나가야 할 과제가 놓여 있습니다. 중국학과 구성원 모두

가 묵묵하게 자신의 자리에서 화합하고 노력한다면 시나브

로 내실이 다져질 것입니다. 개인적으로 저는 중국 관련 도

서 번역 작업을 그동안 해왔습니다. 앞으로도 힘이 닿을 때

까지 계속 작업하는 것이 목표입니다. 2000년대 초반부터 

시작하여 10여 년 동안 진행한 태극권 수련도 꾸준히 하려

고 합니다. 전공 및 학과의 구분이 점점 무의미해지는 시대

가 다가온다고 합니다. 앞으로는 10년 이상 지속될 직장이 

없을 것이라는 예측도 나옵니다. 전문적 소양을 키우
는 한편 어떤 상황에도 적응하고 대처할 수 있도
록 폭넓은 독서와 경험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우
리 함께 힘을 내봅시다.”

홍승직(중국학과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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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엇을 탐구하는가?
미디어커뮤니케이션학과는 ‘미디어콘텐츠 기획·제작’, ‘미디어콘텐츠 경영’, ‘홍보· 

광고’ 세 트랙(Track)으로 구성된 교육과정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미디어콘텐츠 기획·제작’ 트랙은 콘텐츠 수용자의 다양한 니즈를 반영해 각 미디어 

(방송, 유튜브, SNS, 애플리케이션, 신문, 잡지 등)에 최적화된 영상콘텐츠를 기획하고  

제작하는 교육과정을 제공하며, ‘미디어콘텐츠 경영’ 트랙은 산업의 규모와 다양성이 

날로 확장되는 콘텐츠마켓(방송, 영화, 음악, 게임, 애플리케이션 마켓 등)의 구조와 

변화를 분석하고, 효과적인 콘텐츠 마케팅에 대해 연구합니다. 마지막으로 ‘홍보·광고’  

트랙에서는 민간기업과 공공기관에서 필요로 하는 이슈 및 위기관리, 공유가치창출, 

마케팅, 광고, 브랜드관리 등의 전략적 커뮤니 

케이션을 다양한 사례와 실습을 통해 학습함 

으로써 홍보 및 광고 현장의 전문가로 성장할 수 

있도록 돕고 있습니다.

두드려라, 열릴 것이다!
미디어커뮤니케이션학과가 그려가고 있는 인재상 

은 ‘뉴미디어 시대의 미디어콘텐츠 크리에이터’ 

입니다. 뉴미디어 시대가 만들어가고 있는 다양한 

사회 현상에 관심을 갖고 현상을 분석적으로 보는  

안목을 갖춘 학생이라면 미디어커뮤니케이션 

학과의 문을 두드리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에  

창의력과 예술적 감수성까지 겸비하고 있다면  

금상첨화입니다. 평소 다양한 미디어 환경에 관심이 많고 미디어 세계의 소통과 창조에 

흥미가 있는 분이라면 망설이지 말고 미디어커뮤니케이션학과에 도전하시기 바랍니다.

미디어커뮤니케이션학과에 관심이 있는 분이라면 고교 시절부터 다양한 미디어 공모 

전 활동을 경험하는 것을 추천합니다. 아울러 독서 동아리 활동을 통해 토론이나 비평 

등의 경험을 자주 갖는 것도 도움이 될 수 있으며, 외국어회화나 각종 사회조사, 인터

넷, 신문, 영화, SNS, 방송, 영상, 광고, 마케팅 등의 활동을 미리 경험해둔다면 보다 

빨리, 쉽게 학과 생활에 적응하실 수 있습니다.

현재 미디어 환경은 기존의 매체에서 SNS, 애플리케이션, MCN 등의 뉴미디어로 확장 및 세분화되며 꾸준히 변화하고 있습
니다. 미디어커뮤니케이션학과는 이러한 변화에 맞춰 디지털미디어와 관련한 전 분야에 걸쳐 균형적이고 다양한 지식과 실무 
경험을 제공하며, 한 분야에 국한되지 않은 독창적이고 창의적인 미디어콘텐츠 결과물을 구현합니다. 다양한 플랫폼(SNS,  
유튜브 등)을 통해 공유 · 유통의 단계를 거치며 커뮤니케이션 과정에서 능동적이고 창의적인 소양을 함양함으로써 새로운  
미디어 환경을 주도할 수 있는 커뮤니케이션 전문가를 양성하고 있습니다.

우리 학과는요!
학과전용 방송스튜디오, 전문 기자재

강의 시간은 물론, 학생 개개인의 과제나 공모전 준비를 위한 기자재  

및 강의실 대여

현장실습 및 인턴십 운영

❶ 1, 2학년 대상 강의와 연계된 관련업계 현장견학 실시 

❷ 3, 4학년 대상 실무와 연결한 관련업계 인턴십 지원

트랙별 동아리 활동

3개 트랙별 다양하고 특화된 동아리 운영

미디어커뮤니케이션학과     https://labs.sch.ac.kr/department/media-communication.php

미디어의 미래를 창조하는 
커뮤니케이션 전문가들

미디어커뮤니케이션학과 Department of Media & Communications

Since 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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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njoy the Club! 
해윰 해윰은 ‘생각하다’의 순우리말로, 영화 및 영상에 열정이 있는 학생들이 모여 자

신의 생각을 영상으로 자유롭게 표현하는 동아리입니다.

MCB 다큐멘터리, 드라마, 카드뉴스 등 다양한 콘텐츠를 제작하는 방송국입니다.

촉감 ‘펜촉으로 쓰는 감성’이라는 뜻을 지닌 문예창작 동아리입니다. 

뭉클 ‘가슴이 따뜻해지는 영상을 제작하자’는 뜻을 가진 영상제작 동아리입니다.  

미광 미광은 아름다울 美, 광고의 廣을 따서 ‘미치도록 아름다운 광고’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광고 동아리로, 2010년 설립 이후 현재까지 운영되고 있습니다.

피알러즈 PR, 홍보, 마케팅을 공부하고 체험하는 학술 동아리입니다. PR의 영역이 광

범위한 만큼 다양한 활동으로 피알러즈의 존재를 넓혀가고 있습니다.

골인원 튼튼한 체력과 선후배 간의 돈독한 관계를 이어주는 축구 동아리입니다. 

타이탄 농구를 매개체로 자신의 열정을 마음껏 발산할 수 있는 동아리입니다.

코마크루 코마크루는 댄스 동아리입니다. 공연과 영상제작을 주 활동으로 하며 활발한  

SNS 활동으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마이애미 마이애미는 공연과 콘텐츠의 비율을 적당히 섞어 음악적인 역량과 동시에  

학과 특성을 살린 음악 관련 콘텐츠를 만들어 SNS에 게시하고 있습니다.

선배가 권하는 책
창의적인 콘텐츠 기획의 8가지 비밀
홍경수 / 한국콘텐츠진흥원

창의적인 콘텐츠가 엄청난 파급효과를 불러

일으키며, 시청자들을 집결시키는 승자독식

의 특성이 강화되는 시대인 만큼, 콘텐츠의 

중요성은 필수적이다. 그렇다면 문제는 창의

적인 콘텐츠를 새롭게 만들어내는 기획력이

다. 이 책은 콘텐츠를 기획하기 위해 꼭 알아

야 할 미디어론과 콘텐츠 이론을 비롯하여, 

인문학적 토양인 스토리텔링, 수사학, 시학 

그리고 재매개론에 이르기까지 미디어 이론

과 인문학을 두루 섭렵하고 기획력을 키울 

수 있도록 돕는다.  

인문학으로 광고하다
박웅현 / 알마

인문학으로 창의력을 발산하는 크리에이티

브 디렉터 박웅현의 인터뷰를 담고 있으며, 

그가 만들어낸 광고물을 활용해 창의성을 이

야기하고 있다. 이 책에서는 그 구체적인 결

과물로 박웅현 CEO가 만든 광고에 주목한

다. 한국 사회나 광고업계에서 창의적이라

고 인정받은 그의 성공적인 광고물을 바탕

으로 ‘크리에이티브 디렉터 박웅현의 창의

성과 소통의 기술’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다.

영상 제작의 미학적 원리와 방법
허버트 제틀 / 커뮤니케이션북스

미디어 기술의 눈부신 발달로 나타난 여러 

가지 디지털 효과와 새로운 영상 미학의 개

념들을 소개하는 책이다. 대부분의 사진을 

새로 교체해서 복잡한 영상 미학의 개념들

을 알기 쉽게 설명한다. 다양한 영상 이론을 

바탕으로 영상을 제작하고 분석하는 준거의 

틀을 제공해 현장에서 유연하게 활동할 수 

있도록 돕는다. 

졸업 후 진출분야

신문 · 방송 · 영상 

PD, 기자, 촬영 · 편집, 작가, 아나운서,  

리포트 등

홍보 · 광고 

민간기업, 공공기관 홍보 · 광고 실무자,  

홍보 · 광고대행사의 AE, 지상파 · 케이 

블방송사의 홍보 · 광고 실무자 등

공연 

뮤지컬기획가 및 연출가, 프로모션 및 

이벤트 실무자

Our Major Story
새로운 미디어 환경을 주도할 커뮤니케이션전문가 양성을 목표로 합니다. ‘미

디어콘텐츠 기획 · 제작’, ‘미디어콘텐츠 경영’, ‘홍보 · 광고’의 세 트랙으로 나뉩

니다. <콘텐츠 기획의 인문학>, <미디어 리터러시>, <PR개론>, <미디어보기>, 

<미디어와 뉴스>, <디지털 프로덕션 기초실습>을 학과기초 과목으로 지정하

여 미디어커뮤니케이션학의 토대를 다지게 됩니다. SCH미디어랩스의 궁극

적 목표인 융합인재 양성을 위해 <융합과 무한상상>, <맛있는 수학>, <이야기 

만들기>라는 단과대학 공통교양과목을 이수함으로써 다양한 전공을 배울 수 

있는 기회도 갖게 됩니다.

교육과정
미디어 리터러시, 콘텐츠 기획의 인문학, PR개론, 미디어보기, 미디어와 뉴스, 디지털 프로 

덕션 기초실습

다양한 과정들을 좀 더 체계적으로 배우는 시기입니다. 더불어 SCH미디어랩스  

기초과목인 미디어아트 융합분야의 <비주얼 컬쳐>, <콘텐츠 생태학>을 수강함

으로써 재학생들은 미디어커뮤니케이션학을 심층적으로 탐구합니다. 2학년  

2학기 겨울방학부터 SCH미디어랩스 재학생들은 복수전공의 개념인 ‘융합전

공’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학점기준 있음). 방학 중에 SOOC(온라인 과목)를  

수강하고, 개강 후 1개월 동안 TP(Term Project)를 수행하여 학점을 취득

하는 ‘융합전공’은 4차 산업혁명의 트렌드를 반영하는 새로운 전공입니다.

교육과정 
PR사례연구, 미디어역사, 콘텐츠 내러티브와 스타일, 방송제작실습1· 2, 미디어 글쓰기

1· 2, 영상 카피라이팅, 빅데이터 스토리텔링, 미디어생태학, 미디어윤리, 영상제작실습, 

문화산업론, 방송 연출의 이해, 빅데이터 활용, PR상황분석과 효과측정

미디어 기업 및 실제 미디어 산업에서 필요한 전문적 스킬을 다양한 실습과목

을 통해 습득하는 시기입니다. 현 미디어환경은 SNS, 애플리케이션, MCN 

등의 뉴미디어로 세분화되며 꾸준히 변화하고 있습니다. 다양한 미디어를 꾸

준히 접하는 것이 우선이며, 수강한 교과목을 토대로 학생 스스로가 프로젝트

를 제시해 직접 콘텐츠를 제작하는 것도 추천합니다. 또, 다양한 조직을 위한  

홍보 · 광고캠페인을 기획하고, 실행하는 과정을 제공함으로써 실무적 지식과 

역량을 제고합니다. 3학년 때는 기업 현장실습에 도전해볼 것을 추천합니다. 

학과에서는 패밀리기업을 구축해 이를 적극 활용할 예정이므로 관련 활동을 

통해 미디어 산업에 대한 시각을 키우는 좋은 기회로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교육과정 
미디어 법제, 트랜스미디어 영상기획론, 방송제작실습3, 스튜디오 영상제작1· 2, 콘텐츠와  

사운드, 글로벌 미디어 유통, PR 캠페인기획, 미디어 현상학, 스피치커뮤니케이션 실습, 

미디어와 공동체, 콘텐츠 기획 워크숍, 웹 미디어 경영, 전략적 커뮤니케이션, PR세미나, 

미디어콘텐츠 기획론

실제 미디어커뮤니케이션 활동과 관련한 다양한 사례를 연구하고 <소셜디자인

과 영상콘텐츠>, <다큐멘터리 분석과 비평>, <매스미디어 세미나> 등에 이르기

까지 준비된 미디어 전공자로서의 자질을 완성하는 시기입니다. 아울러 4학년  

때는 취업을 준비하고 자신만의 색깔과 기량을 가다듬는 시기로, 우리 학과의 

경우 인턴십 및 취업과 관련한 다양한 패밀리기업 구축과 지도교수와 꾸준한 

상담을 운영하고 있으므로 이를 잘 활용한다면 큰 도움을 얻을 수 있습니다.

교육과정 
디지털 뉴스제작 실습, 포토저널리즘, 소셜디자인과 영상콘텐츠, 다큐멘터리 분석과 비평,  

매스미디어 세미나

1학년

2학년

3학년

4학년

PEOPLE_

화끈하게 놀고 치열하게 탐구하세요!
“전 어중간한 걸 싫어해요. 놀 때는 어느 힙합 그룹보다도 더 신나게 놀고, 공부할 때는  

어느 노벨상 수상자보다도 치열하게 공부하는 삶이  

멋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미디어커뮤니케이션학과의  

3개 트랙 중 ‘홍보·광고’ 트랙 교수입니다. 순천향대학교 

에 오기 전에 홍보업계에 오래 있었죠. 군수, 도지사, 장관,  

국무총리 PR까지는 해봤는데, 대통령 PR은 못해 보고 학교 

로 왔습니다. 대통령 PR을 기획하고 실행하는 PR전문가가  

저의 ‘치열한’ 제자 중에서 나오기를 학수고대합니다! 광고

는 고등학생들도 많이 알고 있지만, PR은 잘 모르는 경우가  

있습니다. 저는 장기적으로는 PR의 가치, 영향력, 
매력 등을 고등학생뿐만 아니라 일반인에게 적극  
알리려고 합니다. 중단기적으로는 순천향대학교 미디어 

커뮤니케이션학과를 우리나라 대표 PR학과로 발전시키고자 합 

니다. 우리 학과는 신생학과지만 신생학과가 갖는 장점을 긍정적으

로 인식했으면 좋겠습니다. 아무도 가보지 않은 길을 내가  
걸어가고 있다는 생각, 또 가장 열정적인 교수님들과 
그 길을 함께 걷는다는 생각을 꼭 가지시기 
바랍니다. 항상 응원할게요!”

최준혁(미디어커뮤니케이션학과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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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엇을 탐구하는가?
인간의 생활에 직접적으로 관여하는 건축학은, 기술적인 면과 예술적인 면이 복합된 

창조적 분야로 건축물을 설계하고, 건축하기 위한 이론과 기술체계를 중점적으로 연구

하는 학문입니다. 단순히 기술적인 분야에 치중된 교육에서 벗어나, 독창적이고 미래

지향적인 사고를 가지고 건축의 미래를 열고자 하는 전문지식인 및 우리의 생활공간을 

창조하는 건축가 육성을 목표로 합니다. 이를 위해서 공학적₩기술적인 학문뿐 아니라 

인문사회과목 및 예술에 관계된 학문의 기초를 익히고, 디자인에 필요한 각종 연습 및 

실습 답사 등을 통하여 자신의 특별한 건축디자

인 능력을 배양할 수 있도록 교육하고 있습니다.

건축학과에서는 창의적 사고, 커뮤니케이션 방

법, 문화적 맥락, 실무 및 기술을 습득하고 이를 

종합하여 건축설계와 디지털 건축, 도시 및 실내 

디자인 분야에 이르는 전문 인재를 양성하고 있

습니다. 특히, 글로벌 시대에 맞춰 국제건축학

인증과정(5년제)을 진행하고 있으며 국내 및 해

외에서 활동할 수 있는 전문가 양성에 박차를 가

하고 있습니다.

두드려라, 열릴 것이다!
건축학과는 기술적인 면과 예술적인 면을 모두 

갖추어 모든 건축 관련 분야에 진출할 수 있는  

능력을 배양하는 곳입니다. 보다 적극적이며 미래 

지향적인 사고를 가질 수 있도록 다양한 활동을 

통해 창의적인 인재를 양성하는 만큼 문화적,  

기술적, 예술적인 분야에 폭넓은 관심이 있는  

학생, 컴퓨터를 능숙하게 다룰 줄 아는 학생에게 

적합한 학과입니다. 아울러 타인을 이해하고 타인과 소통하고 교류하고자 하는 마인

드를 갖춘 학생, 배려와 화합을 중요하게 생각하고 성실하고 끈기 있게 도전하고 탐구

하는 학생, 공간 지각력, 미술 감각, 복잡한 문제의 관계성을 이해하고 적용하는 능력

을 갖춘 학생이라면 적극 환영합니다. 건축학과에 관심이 있다면 고교 시절 ‘예비건축

대학’ 프로그램에 참여해보길 권장합니다. 또한, 학과 및 진로를 체험할 수 있는 프로

그램에 참여할 경우 자신의 가능성과 진로 선택에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건축학은 인간과 환경의 상호 관계를 이해하며 예술적 감각과 공학적 기술로 건축물을 설계하고 보다 나은 인간의 생활환경을 
구현하는 융합학문으로 인간이 사는 공간을 만드는 아주 소중하고 의미가 있는 학문입니다. 건축학과는 그동안 많은 졸업생들
을 배출하여 건축계 여러 분야에서 저마다 능력을 발휘하고 있으며 건축 외 타 분야에서도 훌륭한 일을 하고 있는 선배들이 많
습니다. 2013년 국제 건축학인증을 위해 4년제를 5년제 교과과정으로 개편, 이에 필요한 교원 및 도서, 자료를 확충하였으며 
풍부한 기자재와 설비를 갖추고 있습니다. 또한, 대학의 미래발전상을 반영하여 변화하는 교육환경에 적응하기 위해 다양한 시
도를 하고 있습니다. 역사는 길지 않지만 우수한 교육시설과 높은 수준의 강사진을 통해 최상의 학습 환경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우리 학과는요!
건축답사

매년 한 지역을 선정, 그 지역의 명소와 고(古)건축물 및 현대건축

물을 방문 및 탐방하는 행사이며, 교수님들의 지도하에 학생들이 

건축에 대해 쉽게 접근하고 다양한 지식을 습득하며 선배들과의 

교류와 소통을 통해 유대감을 고취합니다.

순천향 건축전

순천향 건축전은 건축학과의 가장 중요 행사로, 학생들이 5년 동안

의 설계 및 전공수업을 통해 쌓은 기량을 바탕으로 자신만의 작품을 

제작, 전시합니다. 여러 행사(지역건축사 초청, 졸업생 초청 등)를 함

께 마련하여,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문화행사로 거듭나고 있습니다.

한국건축학교육인증원(KAAB)
건축학교육 전문학위 인증을 취득한 프로그램으로서, 캔버라협

약(Canberra Accord) 인증기관들과 유네스코-세계건축사연맹

(UNESCO-UIA) 건축학교육인증기구(UVCAE)가 동시에 인정하

는 전문학위 프로그램을 취득할 수 있습니다.

건축학과     http://labs.sch.ac.kr/department/architecture.php

건축물과 생활공간에 
새로운 의미를 담다

건축학과 Department of Architecture

Since 19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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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njoy the Club! 
스케일 1999년에 만들어진 순천향대학교 최초의 건축 동아리입니다. 그동안 여러 번 

공모전에 참가해 다양한 성과를 거둔 바 있으며, 건축 Design을 연구합니다. 

대청마루 건축을 깊이 탐구하고자 토론과 학습을 진행하는 학술동아리로 답사를 통해 

시야를 넓히고 친목을 다지며 학교생활의 또 다른 재미를 만들어갑니다.

듀얼(DUAL) 건축과 예술을 혼합한 디자인 그룹입니다. 혁신적인 디자인 솔루션과 예술 

적인 사고를 추구하고, 버려진 소재 또는 새로운 재료의 잠재력을 발견하여 다양한 디

자인 실험을 해보는 흥미로운 그룹입니다.

S.O.A ‘Soccer Of Architecture’라는 의미로 건축학과 유일의 운동 동아리입니다. 

ALTer 건축학과 내 답사 동아리로 이론만 접하는 학과 학생들에게 건축적 흥미를  

느낄 수 있도록 유도합니다. 멘토-멘티 형식으로 조를 구성해 저학년(1학년) 학생들

에게 지식을 전달해주는 방식으로 모임을 진행합니다.

HABITAT HANA 해비타트(HABITAT)는 소박하고 저렴하면서 안락한 주택을 건설 

함으로써 지구상에서 열악한 주거환경을 제거하고 모두가 자기 집에서 살도록 돕는 

활동을 말합니다. ‘HABITAT HANA’는 지난 2003년부터 사랑의 집짓기, 목조 건축 

학교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는 순천향대 건축 봉사활동 동아리입니다.

선배가 권하는 책
죽기 전에 꼭 봐야할 세계건축 1001
마크 어빙 외 / 마로니에북스

인간은 과거와 현재의 건축을 통해 미래에 생

겨날 건축에 대해 올바르게 이해할 수 있다.  

책을 펼치는 순간 과거와 현재 건축가들의 

곡예에 가까운 놀라운 기술적 위업과 빛나는  

미적 감각에 감탄을 금치 못할 것이다. 풍부

한 사진이 수록되어 있어 직접 가보지 않고도  

건축물의 외형과 내부를 생생히 접할 수 있다.  

하룻밤에 읽는 세계사
미야자키 마스카츠 / 랜덤하우스코리아

여러 지역 세계가 서로 다투는 시대, 유라시

아 세계가 일체화하는 시대, 대서양 세계에

서 자본주의 시스템이 형성되는 시대, 유럽이 

여러 지역을 정복하는 19세기적 질서의 시

대, 글로벌 혁명 시대 등 시대별 역사적 흐름 

변화와 의미를 명쾌하게 정리하여 세계사의 

전체상을 한눈에 그려볼 수 있도록 안내한다.

건축학교에서 배운 101가지
매튜 프레더릭 / 동녘

건축가이자 건축학과 교수인 저자가 자신의 

경험을 바탕으로 건축학도들에게 줄 수 있는 

충고를 담았다. 건축가들의 모호한 말들을 

배우지 말라는 조언 등 근대 건축 거장들의 

다양한 의견도 함께 수록했다. 또한, 건축에 

있어서 건축의 형태와 입구 방향, 땅 위에 서 

있는 모양에 이르기까지를 하나의 문장으로 

간결하게 설명했으며 레터링 방법과 스케치

법, 색의 의미와 사용방법에 이르기까지 활

용 가능할 수 있도록 돕는다. 

나의 문화유산답사기 시리즈
유홍준 / 창비

우리가 무심히 지나쳤던 유적들을 꼼꼼히 

답사한다. 문화재청장을 경험한 경륜의 시

각과 방대한 정보, 저자의 농밀한 지식은 때

론 한편의 다큐멘터리 같고, 때론 유장한 서

사시처럼 읽힌다.

학과 취득 자격증

면허 건축사, 기술사

자격증 건축기사1급, 건축의장기사1
급, 실내건축기사, 건축산업기사, 안전

관리기사, 소방설비기사, 건축설비산

업기사, 리모델링 사업관리사

졸업 후 진출분야

일반기업 건축설계사무소, 인테리어디

자인사무소, 건설회사, 도시계획분야

공공기관 공무원, 연구원

비영리 기관 교육기관 

기타 해외 건설관련 기업, IT건축회사 등 

Our Major Story
건축학도로서 기본적으로 ‘건축이란 무엇인가’를 알아가는 기간입니다. 도면을 

그리고 모형을 만드는 법을 배우는 기초적인 설계실습과 건축학에서 다루는  

여러 학문을 소개하는 <건축학개론>을 통해 서양 건축의 역사를 공부합니다. 건축 

학과 내에 있는 여러 동아리 중 자신에게 맞는 동아리를 선택해 활동한다면 선배 

들과의 교류와 함께 즐거운 마음으로 학과 생활을 시작할 수 있을 것입니다.

교육과정

건축설계Ⅰ·Ⅱ, 건축학개론, 서양건축사

건축의 여러 분야 중 가장 기초가 되는 중요한 지식을 습득합니다. 건물을 설계 

할 때 기본적으로 알아야 할 여러 지식을 배우고 컴퓨터를 이용한 설계방법을 

익힙니다. 또한, 한국건축의 역사도 살펴보고 건물이 안전하게 서 있는 데 필요 

한 기초적인 역학과목도 학습합니다. 매년 고건축 및 현대건축물 답사를 통해 

건축에 관한 안목을 키우며 선후배 간의 친목과 교감을 도모하고 있습니다.

교육과정 

건축설계Ⅲ·Ⅳ, 디지털미디어1· 2, 건축프로그래밍, 한국건축사, 건축구조학, 

근대건축론, 구조역학, 공간과 행태디자인

기본적인 건축 지식 위에서 확장된 여러 분야를 학습합니다. 인간이 살기 위한 

환경, 건물을 짓는 방법과 과정 등을 익히고 실제 건물을 설계할 때 필히 알아

야 하는 건축 관련 법규 및 인테리어 디자인 분야도 공부합니다. 방학 기간 중

에는 실제 현장에서 근무하는 과정을 통해 공부해야 할 내용을 스스로 확인하

고 실무경험도 쌓을 수 있는 인턴십 과정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교육과정 

건축설계Ⅴ·Ⅵ(캡스톤디자인), 현대건축론, 철근콘크리트, 건축시공 및 재료학, 

실내건축, 건축환경계획, 건축적산 및 공정관리, 건축법규, 건축계획

전공에 대한 많은 지식을 익힌 상태에서 이를 실제로 적용해볼 수 있는 여러 

분야를 체험하게 됩니다. 건축과 도시, 도시설계 및 재생 프로젝트를 수행해보

고 건물에 꼭 필요한 건축설비 및 지속가능한 친환경 건축에 대해 알아보며, 

건축 비평 및 미학 등의 분야도 접하게 됩니다. 여러 공모전에 참가하여 자신

의 실력을 확인할 수 있으며 현장에 바로 적응할 수 있는 능력을 키우는 구체

적인 실무과목을 습득합니다.

교육과정 

건축설계Ⅶ · Ⅷ(캡스톤디자인), 강구조, 건축과도시, 건축설비, 건축실무와 경영,  

건축문화이론과 비평, 건축구성과 미학, 지속가능건축, 디지털프리젠테이션, 

인턴십1· 3, IPP

4년간의 전문적, 직업적 교육을 마친 상태에서 본인의 졸업작품을 직접 만들어 

평가를 받고 전시회에 참여합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자신의 작품을 만드는 과

정을 통해 건축교육을 마무리합니다. 실제로 응용 가능한 인테리어 디자인 및 

조경에 관한 교과목도 학습하며, 졸업 후 진로탐색과 자신의 인생설계도 상담  

및 교육 등을 통해 지도받게 됩니다.

교육과정 

건축설계Ⅸ·Ⅹ, 인테리어 디자인, 조경계획, 인턴십2

1학년

2학년

3학년

4학년

5학년

PEOPLE_

학과를, 세상을 따듯하게 만드는 건축
“저는 건축학과 1회 입학생이자 졸업생입니다. 영광스럽게도 지금은 모

교의 교수로서 다시 이 자리에 와있네요. 행복감을 느낍니다. 건축학과 

후배들 역시 자신의 삶과 직업에서 행복을 느끼며 살아가도록 도와주고 

싶습니다. 또 학과 재학생과 졸업 동문들 간의 가교 역할에 충실함으로

써 사회에서 자리 잡은 선배들이 후배들의 진로를 같이 고민하고 도와주

는 학과 네트워크를 탄탄히 구축하고 싶습니다. 자신의 일을 즐길 
줄 아는 사람은 자신의 분야에서 전문가가 될 수 있습니
다. 그리고 그 전문가는 자신의 분야에서 도움이 필요한 
사람을 도움으로써 좀 더 따듯한 세상을 만드는 데 기여할 
수 있습니다. 저는 건축학과 구성원 모두가 행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제가 필요한 사람이 되고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과거 건축 분야 벤처창업을 통해 기업을 운영하고 성장시켰던 제 경

험이 사회에서 요구하는 좋은 건축가를 가르치고 앞으로의 변화를 

주도해나가는 건축인을 양성하는 데 밑거름이 되기를 바랍니다. 순

천향대학교 건축학과는 교수와 학생 간에 애정이 넘치고 졸업생들 역

시 후배들에 대한 관심과 지원이 무척 높은 학과입니다. 무한한 애정 
으로 세상에서 필요한 사회인으로 성장하도록 지도 
하고 있으니 믿고 따라와 주시기 바랍니다.”

이태희(건축학과 98)_순천향대학교 건축학과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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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엇을 탐구하는가?
디지털애니메이션학과에서는 개인의 진로에 따라 디지털애니메이션을 심화전공으로 

선택할 수 있으며, SCH미디어랩스 융합전공인 VR전공을 추가로 이수해 복수학위를 

받을 수 있는 융합형 교육과정을 운영합니다. 

애니메이션 워크숍은 기획에서 제작까지 학생과 지도교수가 팀을 이루어 애니메이션

을 직접 제작하고 영화관에서 발표하는 프로젝트로 저학년 학생들에게는 진로 탐색, 

자기계발의 기회를 제공하며, 고학년 학생들은 취업용 포트폴리오를 준비하는 학과의  

프로젝트 과정입니다.

애니 랩(Ani Lab)은 창의적 발상의 아이디어를 산업화하기 위한 스타트업 과정으로 

무한상상의 꿈을 현실로 실현하는 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CEO로 성공할 수 있도록  

교수·전문가·업체가 모든 과정을 지원합니다.  

특히 작화실, 2D·3D 컴퓨터실, 3D 프린팅, 영

상편집실, 사운드녹음실, 3D 입체영상 상영관,  

영상자료실 등의 첨단 디지털영상제작 시설을  

24시간 개방함으로써 언제든지 취업, 자기계발 

을 위한 연구 및 실습이 가능하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두드려라, 열릴 것이다!
애니메이션 기획·제작의 실무능력을 갖춘 융합

형 인재, 창의적 사고와 예술적 감성을 갖춘 디지 

털애니메이션의 전문가, 자기 주도의 문제 해결  

능력을 갖춘 인재, 배려의 정신과 훌륭한 인성을 갖춘 리더 양성을 목표로 하는 디지털

애니메이션학과가 기다리는 인재는 예술적 발상과 창의력, 미술적 영상표현의 감각이 

우수한 학생입니다. 애니메이션 기획과 제작과 관련해 폭넓은 시각을 갖출 수 있도록 

다양한 탐구활동을 거치고 영상콘텐츠의 창작활동에 참여한 경험이 있는 학생이라면 

디지털애니메이션학과가 원하는 준비된 인재라 할 수 있겠습니다. 

일러스트레이션 동아리나 애니메이션 동아리, 미술 관련 동아리 등을 통해 디지털애니

메이터에게 필요한 다양한 경험치를 일찌감치 쌓아두는 것도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아울러 캐릭터디자인이나 웹툰, 광고 등을 직접 창작하거나 관련 분야 활동을 미리 경험 

해보는 것도 추천합니다.

뉴미디어시대의 영상제작기술은 현실과 가상을 구분하기 어려울 정도로 발전하고 있고 특히 디지털애니메이션의 표현과  
첨단의 시각효과는 전통적인 영화, TV 애니메이션의 영역을 넘어 가상현실, 게임 등 미래산업으로까지 확장되고 있습니다. 
디지털애니메이션학과에서는 이론과 실습의 체계적인 교육과정과 진로개발, 취업, 창업의 프로젝트 과정을 통해 캐릭터애니 
메이션, 모션그래픽, 광고홍보영상, 디지털 시각특수효과, 게임, 가상현실 등 다양한 플랫폼의 뉴미디어를 선도할 창의적 인재 
를 양성합니다.

우리 학과는요!
학과 특별프로그램

❶ 디지털애니메이션 분야 인재양성을 위한 융합형 교육시스템 구축

❷ 첨단 영상제작 실습실 24시간 개방 및 수퍼바이저 기술 지원

❸  애니메이션 취업 페스티벌 개최(Ani-Job Festival) 및 현장 

전문가 초청 세미나 및 분야별 취업 선배 멘토링

❹ 자기 주도 학습과 진로계발을 위한 동아리 활동 지원

❺ 산 · 학 디지털애니메이션 · 가상현실 제작스튜디오 운영

❻ 국내외 애니메이션 공모전 참가

디지털애니메이션학과     https://labs.sch.ac.kr/department/digital-animation.php

창의적 발상과 예술적 감성의
디지털애니메이션 창조

디지털애니메이션학과 Department of Digital Animation

Since 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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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njoy the Club! 
Viscon 비주얼 컨셉디자인 동아리로 애니메이션, 영화에 등장하는 캐릭터, 크리쳐, 

배경, 소품 등의 컨셉 디자인을 연구하고 개발합니다.

Maya 3D 애니메이션 동아리로 3D 애니메이션 제작 프로그램인 Maya를 기반으로 

Animation 제작에 필요한 기술을 연구하고, Key Animation 실습을 통해 타이밍 및 

액팅감각을 향상시켜 워크숍, 공모전, 포트폴리오 등 콘텐츠 제작 시 활용하고 있습니다.

이발소 2D 애니메이션 동아리로 2D 애니메이션의 정의, 종류와 실천방법 등을 학습

합니다. 크로키, 인체드로잉 등의 드로잉 실습에서 애니메이션 분석에 이르기까지 2D 

애니메이션 전반을 폭넓게 연구하고 실습합니다.

Viseff 시각특수효과 동아리로 CF, 영화, 다양한 영상에서 쓰이는 디지털특수효과를 

연구하는 목적으로 만들어진 스터디 그룹입니다. 

Schanifest 디지털애니메이션 페스티벌인 ‘Schanifest’는 학생들이 직접 제작한 애

니메이션을 상영하고 우수작을 시상하는 행사입니다. 이 행사는 디지털애니메이션학

과 학생뿐만 아니라 애니메이션을 사랑하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습니다. 

선배가 권하는 책
픽사이야기
데이비드 A. 프라이스 / 흐름출판

뉴욕 공과대학에서 태동한 픽사가 세계 최고 

의 애니메이션 스튜디오가 되기까지, 픽사가 

걸어온 발자취와 그 성공 뒤에 가려진 이야기

를 들려준다. 컴퓨터 애니메이션이라는 새로

운 장르를 개척한 픽사는 어떤 곳인지, 상상

을 현실로 만들어낸 괴짜들은 어떤 사람들인

지, 그들은 어떤 과정을 거쳐 영화를 만들어

냈는지 등 픽사에 대한 궁금증을 해결해준다.  

애니메이션 워크북
이상원 지음 / 미술문화

영상 애니메이션을 전공하는 학생들이나 디

지털콘텐츠 제작, 캐릭터 컨셉 설정을 위해 

움직임에 대한 동작 표현을 연구하고자 하

는 분, 애니메이션을 제작하고 싶어 하는 비

전공학생들을 대상으로 집필한 실습교재이

자 학습교재이다. 기초단계부터 응용과정에 

이르기까지 애니메이션의 기본적인 이해와 

제작과정, 애니메이션의 움직임을 연출하는 

데 필요한 기본 원리와 카메라 워크, 익스포

저 시트와 레이아웃, 그리고 캐릭터의 형상

화와 작화방법 등 동작표현의 실제를 알기 

쉽게 다루고 있다.

학과 취득 자격증

Maya 3D 공인전문가, Adobe 공인

전문가, 그래픽디자인, 컬러리스트, 웹

디자인, Final Cut Pro 편집전문가, 

게임기획 등

졸업 후 진출분야

애니메이션 애니메이션 감독, 애니메

이터, 컨셉디자이너, 모델러, 리거, 맵

퍼, 라이팅, 렌더링, 합성 · 편집, 시각

특수효과, 3D입체영상, 4D영상연출,  

가상현실

방송 · 광고 · 영화 디지털 시각특수효과

(VFX), 광고 · 홍보영상 기획제작, 컴퓨

터 그래픽(CGI), 영상합성 · 편집

멀티미디어 인터페이스디자인, 웹디자인

게임 게임기획, 컨셉디자이너, 애니메

이터, 모델러, 리거, 맴퍼

조형디자인 3D프린트, 피규어, 제품디 

자인, 건축, 인테리어

인쇄 · 출판 편집 디자이너, 일러스트 

레이터

컴퓨터 시뮬레이션 건축, 과학, 의학, 군사

작가 시나리오, 웹툰

연구 교수, 방위산업체, 연구원

Our Major Story
디지털애니메이션의 전문적인 기술과 능력의 배양에 힘쓰고 3D, 2D디지털

애니메이션의 실무 중심적인 교육 커리큘럼을 기반으로 기초를 다질 수 있도

록 돕는 체계적인 교육환경이 조성되어 있습니다.

애니메이션을 제작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애니메이션을 보는 것과 주변 물체

의 움직임이나 형태의 관찰력 또한 중요하기 때문에 항상 주변에 관심을 가

지는 것이 좋습니다.

교육과정

캐릭터디자인, 드로잉, 신화와 뉴미디어, 3D디지털애니메이션기초1· 2, 영상

합성 · 편집, 드로잉애니메이션1, 색채디자인, 애니메이션 연기실습, 영상디자인

실무 중심의 애니메이션 제작 능력을 기반으로 학생이 애니메이션 감독이 되고 

팀을 꾸려 애니메이션을 제작합니다. 졸업 후에 자신이 어떤 분야에서 일하면 

좋을지, 어떤 세부 업무를 하고 싶은지를 살펴보고 결정하는 데 있어서 큰 도움 

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다양한 국제교류 프로그램을 통해 다른 여러 나라의 디

지털애니메이션의 발전방향과 제작능력 및 노하우 등을 공유할 수 있습니다.

교육과정 

3D모델링과 리깅, 드로잉애니메이션2, 작품감상, 영상미학, 해부학, 동작표현 

연구1· 2, 3D캐릭터애니메이션, 디지털 드로잉 · 페인팅, 애니메이션 영화사 읽

기 워크숍, 애니메이션기획, 디지털 라이팅과 렌더링, 피규어3D프린팅

3학년 때부터는 디지털애니메이션의 전문적인 심화과정을 배우고 자신이 목표

로 하는 직업군을 본격적으로 선택하게 됩니다. 이를 통하여 학생들은 스스로  

목표로 생각하는 직종의 경쟁력을 키워 자신의 꿈에 한발 짝 더 앞서나갈 수 

있을 것입니다. 이 시기부터는 자신만의 노력과 결실이 오롯이 담긴 졸업 작

품을 교수님과 관계자들로부터 지도 받으면서 개인의 능력을 좀 더 풍부하게 

가꿀 수 있습니다.

교육과정 

3D애니메이션스튜디오, 2D디지털애니메이션1· 2, 시나리오워크숍, 디지털시각

특수효과1· 2, 모션캡쳐, 가상현실의 이론과 실제, 졸업작품프로젝트1, 3D입체

영상 애니메이션, 애니메이션 장면분석 워크숍, 스토리보트, 독립프로젝트연구

다양한 기업들과의 협력을 기반으로 진행되는 워크숍과 세미나를 통해 본인

이 선호하거나 희망하는 회사의 성향을 미리 엿볼 수 있으며, 취업준비를 위

한 포트폴리오를 제작하게 됩니다. 포트폴리오는 각각의 직종에 맞게 전략적

으로 준비하는 과정을 거치며 심혈을 기울여 최종 결과물을 구현하게 됩니다.

교육과정 

졸업작품프로젝트2, 모션그래픽, 콘셉트아트, 각색실습, VR · AR스튜디오1· 2,  

애니메이션콘텐츠마케팅, 포트폴리오와 프리젠테이션, 하이브리드 무빙이미지,  

애니메이션비평의 이론과 실제, 현장실습(인턴십3), 창업과 경영, 3D컴퓨터 

시뮬레이션

1학년

2학년

3학년

4학년

PEOPLE_

창의적인 스토리텔링의 무대 
여러분이 주인공입니다
“반갑습니다. 저는 순천향대학교 디지털애니메이션학과 학과장으로 3D 디지털애니메

이션의 캐릭터 모델링, 리깅, 애니메이션과 모션그래픽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1987

년 KBS에 입사해 이듬해 당시 88서울올림픽 주관 방송사

였던 KBS에서 방송그래픽디자이너로 참여한 바 있습니다. 

애니메이션이란 ‘정지되어있는 대상에 움직임의 생명력을 

부여해 영상으로 제작하는 예술형식’을 말합니다. 창의적 발상과 창

작을 통해 자신을 표현하고 세상을 즐겁게 하는 애니메이션은 가장 즐

거운 작업이지만 스토리텔링, 드로잉, 영상제작 테크닉 등 다양한 지

식을 요구합니다. 전문가는 하루아침에 만들어질 수 없습니다. 지속 

적인 자기개발과 열정이 꿈을 현실로 만들어줄 것입니다. 미래는 첨

단영상시대입니다. 정보통신과 컴퓨터그래픽의 표현기술 발전으로 

실재보다 더 리얼한 가상의 세계를 창조하는 디지털애니메이션의 영

역과 산업은 무한대로 확장하고 있습니다. 첨단디지털기술만으로 영

상이 만들어질 수 없듯이 디지털애니메이션 콘텐츠는 창의적 발상

과 표현에서 시작됩니다. ‘세상에 존재하지 않는 것을 생각
할 수 있는 발상’과 인문학적 지식과 사고, 다양한 문
화의 체험은 스토리텔링을 풍부하게 하고 창의적 능력
을 향상시킬 수 있습니다. 보다 넓은 세상에서 
다양한 지식과 체험에 도전하시길 바랍니다.”

홍순구(디지털애니메이션학과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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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엇을 탐구하는가?
스마트폰의 사용량이 늘어남에 따라 모바일 센서의 보급 역시 가속화되고 있으며, 모

바일 인터넷과 소셜미디어의 확산으로 생성되는 데이터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

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컴퓨터 기술의 발달에 따른 빅데이터 분석의 일상화, 데이

터 분석 기반 예측 및 과학적 의사결정의 일상화, 빅데이터를 기반으로 한 인공지능 

발전의 급속화에 따라 빅데이터공학은 미래 신성장동력으로 급부상하고 있습니다. 

빅데이터공학은 대용량데이터를 활용, 분석하여 가치 있는 정보를 추출하고 생성된 

지식을 바탕으로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거나 예측하기 위한 정보화기술로 새로운 

과학 분야를 형성하고 있습니다. 이 분야는 수학, 통계학, 컴퓨터공학, 인문사회과학

의 다양한 영역들이 융합된 분야입니다. 순천향

대학교 빅데이터공학과에서는 꼭 필요한 수학, 

컴퓨터공학 교육을 기반으로 하여 통계, 기계학

습 및 인공지능 기술과 데이터 저장 및 관리를 

위한 빅데이터 시스템 기술을 심도 있고 균형 있

게 배울 수 있는 곳입니다.

두드려라, 열릴 것이다!
빅데이터공학과는 새로운 것에 대한 호기심이 

있고 도전정신, 탐구정신, 성실성, 끈기가 있으

며 창의적이고 꼼꼼하고 수리적 능력을 갖춘 학

생에게 적합한 학과입니다. 아울러 합리적이고 

논리적인 사고방식과 분석력 및 판단력, 응용력

을 지닌 학생, 협동심과 정확한 의사소통 능력을 갖춘 학생이라면 적극 환영합니다. 

특히, 공학과 인문학적 소양을 겸비한 융합 인재를 선호하며, 고교 시절부터 수리영역 

및 컴퓨터와 관련한 다양한 체험 활동에 참여해보기를 권장합니다.

평소 수학을 좋아하고 관심이 많거나 컴퓨터를 활용하는 일에 흥미가 있는 학생, 호

기심을 갖고 다양한 현상을 관찰하기를 즐기는 학생, 어떤 문제에 대해 다양하고 새

로운 시각으로 접근하기를 좋아하는 학생이라면 망설이지 마시고 빅데이터공학과의 

문을 두드리시기 바랍니다.

4차 산업혁명의 기반을 이루는 핵심 분야들은 모두 데이터를 기반으로 하고 있습니다. 빅데이터가 4차 산업혁명의 원동력으로 
일컬어지고 데이터과학자가 21세기 가장 매력적인 직종으로 꼽히는 이유입니다. 모바일 기기의 확산, 사용자 생성 콘텐츠의 
증가, 센서 기술 및 사물인터넷(IoT) 기술의 발전으로 공공, 산업, 민간 등 모든 분야에서 다양한 데이터가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이러한 빅데이터로부터 새로운 지식을 창출하고 통찰을 얻어 의사결정에 활용하는 일이 점점 더 필요해지고 있습니다. 
빅데이터공학과는 이러한 데이터의 생성, 수집, 분석, 활용, 유통, 저장 등 데이터 생태계 전반을 체계적으로 다루는 빅데이터 전
문 인력을 양성할 목적으로 개설되었으며, 이를 위해 수학, 통계학, 컴퓨터과학 등 다양한 기술들을 융합해 교육하고 있습니다. 

우리 학과는요!
학과 특별프로그램

❶  PRIME 사업의 핵심 학과로서 미디어랩스 융합전공을 통해 창업 

기회 제공

❷  실제 기업과 비슷한 환경으로 구축한 빅데이터 플랫폼을 이용한  

프로젝트 교육 및 인턴십 등 현장교육 강화

특별 학과활동

❶ 빅데이터 경진대회 참가

❷ 학과 동아리 활동

❸ 다양한 연구 프로젝트 참여 

빅데이터공학과     http://labs.sch.ac.kr/department/bigdata.php

데이터 생태계 전반을 연구하는 
빅데이터 전문가

빅데이터공학과 Department of Bigdata Engineering

Since 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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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njoy the Club! 
Big-Icpc ‘세계 대학생 프로그래밍 경진대회(ACM-ICPC)’ 출전을 목표로, 파이썬 

및 자바 언어를 기반으로 알고리즘 설계 공부를 하는 모임입니다. 주요활동인 uHunt

와 Codeup 등의 문제를 푸는 연습을 통해 문제 해석, 해결방법 도출, 알고리즘 설계, 

프로그램 개발에 이르기까지 개발자 못지않은 개발능력을 갖춘 데이터분석가로 성장

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하게 됩니다.  

Big-Read 빅데이터과학자는 공학과 인문사회학의 소양을 골고루 겸비해야 하는데, 

독서 동아리 활동을 통해 빅데이터뿐만 아니라 다양한 분야의 소양을 기르도록 하고 

있습니다. 사고력 증진을 위한 고전읽기, 급성장하고 있는 빅데이터 관련 산업에 대

한 이해를 돕기 위해 전공관련 입문서 및 뉴스를 읽고, 새로운 시각을 가지기 위해 다

양한 분야의 책을 읽고 토론합니다. 

Big-Math 빅데이터 관련 수리능력을 키우기 위한 동아리입니다. 수학을 좋아하는 

사람들의 모임으로 수학 동영상 감상, 수학 교양도서 읽기를 기반으로 특정 주제에 대

한 학습, 발표 토론 등의 활동을 하게 됩니다.

선배가 권하는 책
빅데이터가 만드는 세상
빅토르 마이어 쇤버거, 케네스 쿠키어 / 

21세기북스

빅데이터의 이면에 숨은 의미를 설명하면서 

빅데이터의 진정한 가치를 깊이 있게 풀어낸 

책이다. 기업의 사례를 통해 빅데이터의 가

치를 강조하고, 빅데이터가 기존의 문제 해

결 방식을 어떻게 바꾸는지를 보여준다. 또

한, 데이터의 가치를 극대화하기 위해 데이

터를 어떻게 다루어야 하는가에 대해 언급

하고, 빅데이터가 앞으로 우리의 삶을 어떻

게 변화시킬지를 보여준다.  

빅데이터 세상
매일경제 기획팀 / 매경출판

이 책은 ‘빅데이터란 무엇인가’라는 기초적

인 질문에 대한 답에서부터, 산업현장에서 

이뤄지는 빅데이터의 활용 사례, 그리고 학

계와 정부가 연구과제로 삼아야 할 주제, 그

리고 개인들이 알고 있어야 하는 상식까지 

빅데이터 주변의 지식을 총망라하고 있다. 기

자들이 취재한 생생한 산업현장의 빅데이터

와 서울대 교수들의 전문적인 기고가 분야별

로 나뉘어 흥미와 유익함을 모두 제공한다. 

학과 취득 자격증

데이터분석전문가(국가공인), 데이터

아키텍처전문가(국가공인), SQL전문

가(국가공인), 경영빅데이터분석사, 클

라우데라자격증(데이터과학전문가, 아

파치하둡개발자, 아파치하둡관리자, 아

파치HBase전문가)

졸업 후 진출분야

일반기업(데이터가 있는 모든 기업) 

제조기업(삼성전자, LG전자 등), 금융

회사(삼성카드, 삼성생명, 삼성화재 등), 

통신사(SKT, KT, LG유플러스 등), 인

터넷서비스업체(다음, 네이버, 카카오 

등), 게임업체(엔씨소프트, 넥슨 등), 컨

설팅업체(딜로이트, LG CNS 등), 방

송국(SBS 등)

빅데이터 특화기업(솔루션 구축, 빅데

이터 분석) 솔트룩스, 엑셈, 굿모닝아이

텍, 리비전컨설팅, 빅스터, 비스텔 등

공공기관 의료보험심사평가원, 한국

철도공사, 국민연금관리공단, 국가정 

보원 등

Our Major Story
빅데이터공학을 이해하고, 앞으로 배울 과목을 미리 살펴보는 시간을 가집니다.  

데이터 처리 및 데이터 관리 시스템에 대한 기초 능력을 키울 수 있도록 컴퓨터  

프로그래밍을 배우고, 수학 기반의 데이터 분석 모델을 배우기 위해 수학의 기초 

를 다집니다. 또한, 단과대학 내의 타 전공과의 융합을 통해 창의적인 아이디어

를 도출할 수 있는 여러 교양과목을 배우게 됩니다. 빅데이터의 가치는 사람에 

대한 이해가 바탕이 될 때 극대화되므로, 빅데이터 서적뿐만 아니라 인문사회에  

대한 다양한 도서를 접하기를 추천합니다.

교육과정
빅데이터개론, 데이터분석기초, 미적분학, 확률과통계, 파이썬프로그래밍, 컴퓨터개론, 

셀프리더십, 진로설계프로젝트, 융합과무한상상, 맛있는수학, 이야기만들기, 인간사랑, 

사고와표현, 대학영어, 소프트웨어개발및활용, 봉사학습

데이터 분석에 대한 이론 및 기술을 집중적으로 배웁니다. 수학적 모델을 통해  

데이터를 분석하는 통계, 컴퓨터 알고리즘을 기반으로 자동화된 작업 처리가 가

능한 기계학습 모델을 학습합니다. 자유자재로 데이터 분석을 할 수 있는 도구 

를 익히며, 데이터를 저장하고 관리하는 방법에 대해서도 학습합니다. 이 시기 

에는 빅데이터 관련 자격증과 경진대회를 준비하는 동아리 활동을 시작하게  

되며, 다양한 사례를 접하고 실전 문제를 풀어보는 활동을 진행합니다.

교육과정 
데이터마이닝, 데이터베이스개론, 선형대수학, 이산수학, 공업수학, 통계프로그래밍, C++
프로그래밍, 자바프로그래밍, 창의적문제해결방법, 아이디어팩토리, 인턴십인사이드, 영

어회화1· 2

빅데이터 관련 최신 기술을 습득하고, 데이터분석의 고급 기술을 배우는 시기

입니다. 과거와는 다른 크기의 데이터를 효율적으로 저장하고 관리하는 하둡 

시스템과 데이터 분석의 다양한 기술을 배웁니다. 이외에 SNS데이터를 분석

할 수 있도록 <텍스트마이닝>을 학습하고, 데이터 기반의 효율적인 의사결정

을 할 수 있는 최적화모형에 대해서도 학습합니다.   

빅데이터공학의 가치는 데이터로부터 유용한 정보를 추출하는 것입니다. 데

이터로부터 재미있고 유용한 이야기를 추출하기 위해서 인문학을 탐구하는 

과목을 접하게 되며, 데이터분석전문가 자격증과 같은 빅데이터 관련 자격시

험에 응시하거나 빅데이터 경진대회에 출전하게 됩니다.

교육과정 
머신러닝, 딥러닝, 하둡기초, 하둡응용, 데이터시각화, 소셜네트워크분석, 텍스트마이닝, 

다변량분석, 최적화모형, 자료구조, 디지털시대의인문학1· 2, 전공영어1· 2

빅데이터공학자로서 사회에 진출할 준비를 합니다. 윤리나 경영과 같은 빅데

이터 경영이슈를 다루고, 빅데이터공학 기술의 상위 패러다임에 대한 학습을 

통해 그동안 배운 기술을 종합하게 됩니다. 실무 능력을 높이기 위해 프로젝트

를 수행하는 수업인 <캡스톤프로젝트>를 필수로 이수하고, 장단기 인턴십이나 

일병행학습을 통해 산업체 경력을 쌓게 됩니다. 졸업 전에는 능력검증을 위해 

졸업논문을 작성하고 졸업학술제를 통과하는 과정을 거칩니다.

교육과정 
비정형데이터분석, 시계열분석, 분산시스템, 데이터아키텍처설계, 웹프로그래밍, 함수형 

언어프로그래밍, 캡스톤프로젝트(의료), 캡스톤프로젝트(비즈니스), 캡스톤프로젝트(보

안), 캡스톤프로젝트(IoT), 빅데이터윤리, 빅데이터와경영, 빅데이터와특허, 기업가정신, 

인턴십1· 2 · 3, IPP1· 2

1학년

2학년

3학년

4학년

PEOPLE_

쉽고 재미있게,  
행복하게!
“저는 한국과학기술원 대학원을 졸업하고 네이버 랩스에서 연구원으로서 근무했습

니다. 인공지능, 데이터마이닝 등에 대하여 연구를 수행해왔으며, 

지금은 빅데이터공학과에서 데이터 기반 인공지능 개발에 대한 연

구를 지속하고 있습니다. 저는 뛰어난 학술적 성취를 이룬 사람보

다, 이해하기 어려운 내용을 알기 쉽게 설명하는 사람을 더욱 존경합니다. 저 

또한 그런 사람이 되고 싶기에, 많은 시간을 할애해도 이해하기 어려웠던 내

용을 초심자들도 이해하기 쉽게 가르치고자 노력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노력

해나갈 생각입니다. 초심자들이 보기에 빅데이터공학과에서 배우
는 내용은 고급 수학, 프로그래밍 등 어려워 보이는 것투성이
일지도 모르겠습니다. 만약 이런 이유로 빅데이터공학과 지
원을 망설이는 학생들이 있다면 너무 걱정하지 마십시오. 다
른 어느 곳에서보다 ‘쉽게’ 배울 수 있도록 도와드리겠습니다. 
빅데이터공학의 미래를 창조하고 있는 순천향대학교로 오십시오. 학생들이 
쉽고 재밌게 배우고, 자신이 무엇을 원하는지 찾고, 졸업 후에
도 하고 싶은 일을 하며 행복하게 살도록 돕는 꾸준한 연구자
이자 교육자가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학과 제자들에게 제 마음을 전합니다. 

While True : Print(‘사랑한다’)”

정영섭(빅데이터공학과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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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엇을 탐구하는가?
사물인터넷(IoT)학과는 스마트 디바이스, 유무선 네트워크, IoT서비스 플랫폼 등을 

이용하여 자율적인 소통을 통해 수많은 데이터를 수집하여 가공 처리하고 실행하는 

과정을 거치는 첨단 분야의 종합 학문 분야입니다. 

커넥티드 홈, 커넥티드 카, 스마트 팩토리, 스마트 시티 등 다양한 산업 분야에서 사물

인터넷(IoT)을 통해 혁신을 주도하고, 새로운 가치를 창출하는 창의적인 능력을 갖춘 

인재 양성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사물인터넷은 정보통신기술의 발전으로 인해 앞으로 다가올 4차 산업혁명 시대의 중

요 분야 중 하나로서 정부에서도 핵심 육성산업으로 분류되고 있으며, 정부는 기술경

쟁력 강화 및 해외 진출 지원 등을 통하여 모든 산업 분야에서 사물인터넷의 발전을 위

하여 노력하고 있습니다. 진보된 기술을 바탕으로 에너지, 농수산업, 의료, 교통, 물류, 

안전, 주거 등 모든 산업 도메인과 관련 기업에서 필요로 하는 핵심 분야가 될 것입니다. 

사물인터넷학과는 졸업 후에 프로그래머, 임베

디드시스템 개발자, 하드웨어 개발자, 통신망 설

계자, 정보처리 관리자, 데이터베이스 관리자, 컴

퓨터 연구 개발자, 컴퓨터 교육자, 정보 컨설턴트 

등 다양한 첨단 산업 분야로 진출할 수 있습니다.

두드려라, 열릴 것이다!
미래지향적이고 도전의식을 갖춘 인재라면 보다 

다양한 기회를 얻을 수 있는 분야가 바로 사물 

인터넷입니다. 창의적인 생각과 논리적인 사고

능력을 갖추고 새로운 정보통신기술과 제품에  

대한 호기심이 많은 학생, 컴퓨터와 관련된 다양한  

하드웨어 제작과 응용 소프트웨어 개발에 대한 관심이 많은 학생은 사물인터넷학과

에 도전해보기를 추천합니다. 또한, 도전정신, 탐구정신, 성실성, 끈기를 가지고 창의

적인 제품을 만드는 것을 좋아하는 학생이라면 적극 환영합니다.

관련 고교활동으로는 사물인터넷 전시회, 소프트웨어 공모전, 응용 소프트웨어 개발자  

대회, 창의아이디어 경진대회, 로봇 전시회, 과학, 외국어 등의 학술활동, 컴퓨터 관련  

동아리 활동 등을 추천합니다.

사물인터넷(IoT)학과는 일상에서 사용하는 사물에 컴퓨터와 통신기술을 결합하여, 사물들 간 정보 공유와 자율 협업을 통해 
사람에게 창의적인 서비스를 제공하고, 새로운 가치와 효용을 이끌어내는 종합 학문입니다. 사물인터넷학과는 지능화된 사물
들과 인터넷을 통해 새로운 서비스와 효용이 창출될 수 있도록 기초기술에서 응용기술까지 이론과 실무 능력을 고루 갖춘 수
준 높은 엔지니어를 양성하고 있습니다.

우리 학과는요!
학과 특별프로그램

❶  다가오는 초연결 IoT 시대에 요구되는 창의적인 IoT 제품과 서

비스 개발을 위해 필요한 ‘목표 지향적 교과과정’ 편성

❷  IoT 관련 기업들이 실제 필요로 하는 실무와 개발능력을 끌어 

올리기 위한 교과과정 및 교육방법 추진

❸  전시회 및 경진대회 참가, 인턴십 및 현장실습 참여를 통해 졸업 

후 IoT 관련 기업으로의 취업 연계

❹ 다양한 전공 관련 동아리 운영을 통한 개인 및 학과 전체 역량 강화

사물인터넷학과     http://labs.sch.ac.kr/department/iot.php

사물연결과 협업으로 
혁신을 주도하는 창의인재 양성

사물인터넷학과 Department of IoT

Since 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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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njoy the Club! 
창업 동아리 IoT 제품 및 서비스에 대한 창업 아이디어를 자유롭게 공유하고, 창업  

경진대회에 참가하는 등 모의 창업을 경험해볼 수 있는 동아리입니다.

소프트웨어 개발 동아리 C, C++, Java, Python 등 IoT 제품 개발에 필요한 컴퓨터 

언어의 기본 및 자료구조와 알고리즘을 습득하고, 소프트웨어 경진대회를 대비하여 

다양한 소프트웨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공유하며 다양한 토의를 통해 소프

트웨어 개발 역량을 향상시킬 수 있는 동아리입니다.  

로봇 제작 동아리 아두이노, 라즈베리파이, 레고 마인드스톰 EV3를 활용하여 다양한 

로봇 및 IoT 디바이스를 제작하고 제어 프로그램을 적용하는 과정을 통해 임베디드 

시스템에 대한 이해 및 프로그래밍 능력을 향상시키는 동아리입니다. 

농구 동아리 정기적인 농구모임을 통해 학생들의 건강을 증진시키고 친목을 도모하는 

가족 같은 분위기의 운동 동아리입니다.

영어 동아리 최신 IoT 관련 영문 뉴스를 활용해 듣기, 말하기, 독해 등 영어 능력을 향

상시킬 수 있는 정기적인 활동을 진행합니다.  

선배가 권하는 책
클라우드와 빅데이터를 뛰어넘는 
거대한 연결, 사물인터넷
커넥팅랩 / 미래의창

다가오는 사물인터넷 시대, 우리의 일상은 

어떻게 바뀔까? 지금까지의 온라인 혁명이 

‘인간’을 중심으로 한 스마트 시대였다면,  

앞으로 펼쳐질 세상은 ‘사물’이 중심이 된  

진정한 스마트 세상이 도래할 것이다. 스마트 

폰이 인간을 중심으로 하여 언제 어디서든 

연결될 수 있는 상태를 만들어 주었다면,  

사물인터넷은 인간 주변의 모든 사물을 연결 

하고, 인간과 상호 소통할 수 있도록 만들 것

이다. 이 책은 이러한 사물인터넷의 현재와  

미래를 소개하고, 사물인터넷이 개인의 삶에  

어떠한 영향을 미칠 것인지를 구체적으로 

다룬다.  

사물인터넷, 실천과 상상력
커넥팅랩 / 미래의창

당신은 사물인터넷 시대에 살아남을 준비가  

되어 있는가? 국내외 사물인터넷 시장 참여 

자들의 실제 사례를 살펴보고 그들이 만들어

낸 변화를 감지한다. 또한, 23개 사물인터넷 

관련 기업 및 단체들과의 심층 인터뷰를 통

해 앞으로 사물인터넷의 발전을 위해 필요한  

것들이 무엇인지 시장의 전개 방향을 알아 

본다.

인간 인터넷
마이클 린치 / 사회평론

일어나서 자기 전까지 우린 인터넷에 계속  

접속해 있는 삶을 살고 있다. 인간의 삶과  

완벽하게 동화된 인터넷은 과연 진리를 찾기  

위한 도구일까, 진실을 통제하는 수단인가? 

그런 질문을 한 번쯤 해본 적이 있다면 이 

책을 통해 나름의 답을 찾아갈 수 있을 것 

이다. 수천 년 동안 인간이 쌓아온 지식의 형태,  

지식의 습득 방식, 더 나아가 인간의 정체성

까지도 송두리째 뒤바꿔놓은 디지털 삶의 

형식. 그 속에서 우리가 직면한 가장 현실적 

문제에 대한 가장 철학적 논쟁이 담겨있다. 

학과 취득 자격증

임베디드 기사, 정보처리산업기사, 정보 

처리기사, 리눅스 마스터, 정보기술자격,  

정보보호전문가

졸업 후 진출분야

일반기업 프로그래머, 임베디드시스템 

개발자, 하드웨어 개발자, 통신망 설계자,  

정보처리 관리자, 데이터베이스 관리자,  

컴퓨터 연구 개발자 

기타 컴퓨터 교육자, 정보 컨설턴트, 벤처  

창업, 대학원 진학, 연구소 등

Our Major Story
사물인터넷에 대한 기본 개념을 다지기 위한 <IoT개론>과 <정보통신개론>을 

공부하고, <전기전자논리회로1>, <C 프로그래밍>, <기초수학> 등 전공과목 학

습 역량을 높이기 위한 기초 내용을 배우게 됩니다. IoT는 전자공학, 컴퓨터공

학, 정보통신공학이 어우러진 종합학문이기 때문에 가급적 정보통신 분야의 

다양한 책들을 읽을 것을 추천합니다. 특히 IoT 제품과 서비스는 발전 속도가 

빠르기 때문에 책뿐만 아니라 인터넷 등 온라인 매체를 통해 산업과 기술의 동

향을 파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교육과정

IoT개론, 기초수학, 창의공학설계, 정보통신개론, C 프로그래밍, 전기전자논리 

회로1 

사물인터넷 제품과 서비스 개발을 위해 필요한 하드웨어 및 소프트웨어 기초 

지식과 개발 역량을 습득하는 시기입니다. 하드웨어 개발에 필요한 <전기전

자논리회로2>와 <임베디드 시스템 기초>를 배우고, <Java>와 <C++ 프로그

래밍 언어>를 통해 다양한 소프트웨어 개발 역량을 키워야 합니다. 특히 미니

프로젝트 수행을 통해 임베디드 시스템과 컴퓨터 응용 소프트웨어 개발 경험

을 쌓고, 많은 시간을 투자해야 하는 개발 실습 과정을 통해 개인의 역량을 키

우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교육과정 

아이디어팩토리, 인턴십인사이드, 공업수학, C++ 프로그래밍, 전기전자논리 

회로2, 리눅스 프로그래밍, 임베디드 시스템 기초, 컴퓨터 네트워크, 자료구조와  

알고리즘, 프로그래밍 실습, 자바프로그래밍

사물인터넷 제품과 서비스 개발을 위해 필요한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 고급 

지식을 습득하고 전문 개발 역량을 기르는 시기입니다. IoT 디바이스, 소프트

웨어, 네트워크와 통신, 서비스 분야의 다양한 전공과목들의 체계적인 수강을  

통해 전문 IoT 시스템 개발자로서 경험을 쌓게 됩니다. 특히 사물인터넷 표준과  

오픈소스 기반 플랫폼을 활용하여 실제 제품을 개발하는 팀프로젝트 수행을  

통해 개인 역량뿐만 아니라 상호 개발 과정을 이해하고 협업하는 자질을 키우는  

중요한 시기입니다.

교육과정 

IoT 플랫폼, 캡스톤디자인1(졸업작품 설계), 정보보안, 임베디드 시스템 고급, 

웹 프로그래밍, 컴퓨터 구조, IoT 네트워크 및 응용, 모바일 프로그래밍, 운영

체제, 전공 영어1· 2, 신호와 시스템, 클라우드 컴퓨팅 개론, IoT 무선통신, IoT 

표준과 오픈소스, 데이터베이스, 윈도우 프로그래밍, 머신러닝 개론

졸업작품 개발을 통해 사물인터넷 분야의 전문 개발 인력으로서 자질을 완성

하는 단계일 뿐만 아니라 소프트웨어 공학, 프로토콜 설계, 네트워크 보안 등  

제품 기획과 설계 관련 전문 능력을 배양하는 시기입니다. IoT 관련 학내외 

특강에 참여해 IoT 기술 동향과 실제 기업 제품 개발 사례를 파악하고, 인턴

십이나 현장실습 참여를 통해 자신만의 목표와 진로를 설정하고 적극적으로  

취업을 준비하게 됩니다.

교육과정 

캡스톤디자인2(졸업작품 개발), 파이썬 프로그래밍, 네트워크 프로토콜 설계,  

계측과 제어, 패턴인식 개론, IoT 전문가 특강, 소프트웨어 공학, IoT 융합특론,  

인간과 컴퓨터, 네트워크 보안, 차세대 통신 네트워크

1학년

2학년

3학년

4학년

PEOPLE_

‘최선’을 다하는 현재에서
‘최고’의 미래로
“저는 현재 순천향대학교 사물인터넷학과 조교수로 근무하고 있습니다. 연세대학교  

학부를 졸업하고, 고려대학교 석사, 박사 학위를 거쳐 삼성전자에서 10 

년 정도 근무했었죠. 순천향대학교 사물인터넷학과는 우리나라 최초의  

사물인터넷 관련 학과로 2016년 신설되어 2017년 처음으로 1학년  

학생들이 입학하였습니다. 현재 3명의 교수진과 46명의 학생들로  

구성되어 있으며, 학과 구성원 모두 한마음으로 협력하여 멋진 학과를  

만들어 나가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개인적으로는 학생들이 사물 
인터넷 분야 전문가가 되도록 잘 지도하는 것이 기본적인 목표 
입니다. 더 나아가 머지않은 미래에 우리 학생들과 사물인터넷  
분야의 선도적인 연구를 함께 할 수 있다면 더 좋을 것 같네요. 
저는 현재 제가 있는 위치에서 제가 맡은 업무를 책임감 있게 수행하려고 노력

하고 있습니다. ‘현재에 최선을 다하자’가 제 인생의 좌우명이거든요. 여러분의  

‘지금 이 순간’에도 훗날 후회가 남지 않을 최선이 더해지면 좋겠네요. 마지막 

으로 신설학과의 1회 입학생으로서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에서도 잘 해나가고 

있는 학생들에게 칭찬과 감사의 말을 전하고 싶습니다. 우리 사물인터넷학
과만의 멋진 전통과 문화를 만들어 어디선가 이 글을 읽고 있을 후배 
들과 함께 우리 학과를 우리나라 최고의 사물인터넷 관련 학과로 키워  
나갔으면 합니다.”

김대희(사물인터넷학과 조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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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엇을 탐구하는가?
스마트자동차학과에서는 다양한 미래를 무한 상상할 수 있으며, 언제든 새로운 미래

에 도전할 수 있는 통섭형 인재를 양성하고 있습니다. 현재 자동차 시장을 이끌고 있

는 하이브리드자동차와 미래자동차 시장을 책임질 전기자동차와 수소자동차를 개발

하고 생산할 수 있는 실무형 엔지니어, 또한 최근 완제품 자동차의 전체 부분품 중에

서 70%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스마트IT 기반의 전장자동차부품을 개발하고 생산할 

수 있는 첨단 IT기술 인력을 육성하고자 합니다. 미래자동차(그린카, 스마트카) 개발

을 위해서는 기계공학, 전기전자공학, IT소프트웨어공학 등 다양한 분야의 복합기술 

교육이 필수적이므로 이 분야 기업들과 공동으로 운영하는 소위 산학일체형 교육과정

을 설계하여 창의적인 글로벌 기술 인력을 양성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스마트자동차학과는 스마트자동차전공 제1학위와 미디어아트와의 융합전공 제2학위

를 동시에 받을 수 있는 복수학위제 DDP(Dual Degree Program)를 운영할 예정입

니다. 특히, 본 학과에 입학하는 학생들은 많은 입

학 특전을 누리게 될 것이며, 제2의 융합전공 학

위는 학생창업 교육프로그램인 EEP(Enterprise 

Education Program)를 통해 받게 됩니다.

두드려라, 열릴 것이다!
국내 최고의 교육환경에서 세계 최초의 혁신적 

교육과정을 통하여 미래 인간사회 변화를 선도

할 인재, 바로 스마트자동차학과가 키워낼 미래

형 인재입니다. 스마트자동차학과에서는 지속적

으로 자기 개발 및 관련 활동에 참여한 학생으로 

도전정신, 탐구정신, 성실성, 끈기가 있으며 창

의적이고 논리적으로 사고할 수 있는 능력을 가

진 학생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고교 시절 관련 활동으로는 과학 관련 체험 활동 

및 각종 대회 참가, 학술 동아리 활동을 추천합니다. 인성과 도덕성을 겸비한 공학자, 

공학 분야의 기본적인 지식을 함양하고 프로젝트 기획 및 관리 기법을 습득한 인재, 

결과물에 대한 책임감과 윤리의식을 비롯해 통섭 및 통찰 능력까지 겸비할 스마트자

동차학과의 인재로 성장해나갈 주인공, 바로 여러분입니다!

스마트자동차는 도로에서의 안전 주행을 지원하고 운전자와 탑승자에게 필요한 다양한 편의기능 및 서비스를 제공하는 ‘인간  
친화형 자동차’를 의미합니다. 나아가 인공지능, 빅데이터 및 사물인터넷(IoT) 기술과의 융합을 통하여 자율주행자동차로 최종  
진화하게 되며, 수많은 기술이 접목되는 미래 첨단산업의 총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스마트자동차는 기계, 전기, 전자, 소재, 화학,  
에너지 등 수많은 기술들을 필요로 합니다. 따라서 기계학습(인공지능), 빅데이터, 사물인터넷(IoT), 휴먼인터페이스, 감성공학  
등 새로운 기술과 융합되는 동시에 로봇, 드론 등 많은 스마트기계들과 물리적으로 연동됩니다. 스마트자동차학과는 프로 
그래밍 능력을 기반으로 미래자동차 산업의 주역이 될 창의적이고 실무에 강한 인재를 양성하고 있습니다.

우리 학과는요!
1인 1프로그래밍

모든 학생이 최고의 창업 환경에서 스스로 개발한 아이디어로 벤처 

기업을 창업하고 운영하는 특별체험 진행

관련 업계 자격증 취득을 위한 스터디 지원

전기전자기자, 기계설계기사, IT프로그래밍기사 및 자격증과 같은 

관련 업계 자격증 취득을 위한 스터디 지원

업계 인사 초청 세미나 개최

전장부품 대중소기업, 완제품 자동차 대기업 현직 직원들 초청 강연

충청남도 내 기업들과의 연계 수업

삼성, 현대, 기아, 만도 등 기업과 연계한 인턴십 또는 현장견학 진행

스마트자동차학과     https://labs.sch.ac.kr/department/smart-car.php

미래 자동차 산업을 이끌 
통섭형 창의 엔지니어

스마트자동차학과 Department of Smart Automobile

Since 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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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njoy the Club! 
스마트자동차 자작동아리 스마트자동차에 대한 연구를 통하여 실제 자동차를 개조 또

는 자체적으로 제작하여 다양한 대회에 출전하는 등 스마트자동차에 관한 왕성한 활

동을 진행합니다.

무인자동차 연구회 다양한 용도의 무인자동차에 대하여 지속적으로 연구하고 직접 학

생들이 기능과 개성을 겸비한 스마트자동차학과만의 무인자동차를 만들어 다양한 대

회에 출전하고 있습니다.

마이크로컴퓨팅 연구회 아두이노 등 마이크로프로세서와 프로그래밍을 연구하고 이

용하여 다양한 스마트시스템을 제작하고 활용합니다.

스마트드론 동아리 최근 대중적으로 큰 이슈를 낳고 있는 드론은 첨단기술이 만나 새

로운 세상을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드론과 인공지능을 결합하여 다양한 인간 활동을 

지원하는 스마트드론 제작 동아리입니다.

휴머노이드로봇 연구회 스마트자동차 기술을 이용하여 인간에게 도움을 주는 휴머노

이드로봇을 연구하고 제작합니다.

선배가 권하는 책
자율주행혁명
호드립슨, 멜바컬만 / 더퀘스트

우리가 지능형 소프트웨어에 운전대를 넘길 

때, 무인자동차는 전 세계 수십억 인구에게 

더 안전하고 깨끗하며 더욱 편리한 이동수

단이 되어줄 것이다. 오늘날 기술적인 준비

는 거의 완성 단계에 접어들었다. 다만, 자

동차 기업과 정책 수립자들이 이 신기술을 

받아들일 준비가 아직 되어 있지 않다. 이에 

두 저자는 정부와 기업, 소비자가 함께 손을 

잡고 무인자동차의 등장을 우리 사회의 다

음번 ‘아폴로 모멘트’로 만들어나가야 하는 

이유를 설득력 있게 제시한다.  

알파고처럼 진화하는 스마트카의 미래
박기혁 / 동아엠앤비

이제 자동차 시장은 스마트카가 지배한다. 전

기차, 자율주행차 아니면 수륙양용차나 비행

자동차? 당신의 미래 자동차는 어떤 모습일

까? 그리고 미래 자동차가 펼치는 세상에서, 

당신은 어떤 역할을 하며, 어떤 직업을 가지

고 있을까? 이 책은 보통 사람들도 쉽게 이

해할 수 있도록 미래 자동차의 기술을 소개

하고, 미래 자동차가 우리 생활에 어떠한 변

화를 가져다줄지, 자율주행이 현실화된다면 

자동차 보험이나 운전직 같은 직업 등 사회 

경제적으로 어떠한 문제가 발생할지 등 미래 

자동차와 관련된 모든 내용을 이야기한다.

학과 취득 자격증

제1전공(스마트자동차전공) 자동차 관

련 자격증, 메카트로닉스기사, 전기전

자기사, 기계설계기사, IT프로그래밍 

관련 자격증 등

제2전공(융합전공) 새로운 융합 전공

분야에 새롭게 개설되는 신규 전문 인

력 자격증

졸업 후 진출분야

제1전공(스마트자동차전공) 전장부품  

대중소기업(삼성전자, LG전자, 모비

스, 만도 등), 완성차기업(현대, 기아,  

GM 등), 전문자동차부품 중소기업 연 

구소

제2전공(융합전공) 새롭게 창출되는 

신규시장의 선도 대중소기업들, 벤처

기업 창업

Our Major Story
<융합과 무한상상> 등 다양한 교양과목과 <자동차 물리학>, <자동차 공학개론>  

등 기초과목을 배우면서 스마트자동차학과에 대하여 이해하고 본격적인 진로

설계를 시작합니다. 1학년 때는 전공을 알아가는 동시에 미래 사회에 대한 이해 

가 필요한 시기입니다. 컴퓨터프로그래밍 등을 통하여 스마트자동차를 넘어서  

인공지능, 빅데이터 등에도 관심을 가질 것을 추천합니다. 학과 내에서 운영

하고 있는 5개 전공동아리 중 한 곳에 소속되어 활동하는 것은 필수입니다.

교육과정

맛있는 수학, 논리적 사고, 스마트 시스템의 이해, 자기계발 프로젝트, 융합과 

무한상상, 프로그래밍 기초, 자동차 물리학, 자동차 공학개론Ⅰ, 진로설계 프로 

젝트 

<자동차 메카트로닉스>, <디지털 논리회로> 등 다양한 전공과정을 좀 더 체계

적으로 배우는 시기입니다. 기계, 전기 · 전자, 통신 등 융합교과과정을 본격적

으로 학습하기 시작합니다. 또한, 전공동아리와 연계하여 다양한 실습을 하게 

됩니다. 실습은 3학년까지 이어지는 중요한 과정입니다. 이 시기에는 전공에 

대한 부담이 크지만, 봉사활동을 겸하는 것을 추천합니다. 이는 우리 학교 ‘인

간사랑’의 교육이념에 부합할 뿐만 아니라 이를 통해 한층 성숙한 사람이 될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입니다.

교육과정 

자동차 수학, 컴퓨터응용프로그래밍, 자동차공학개론Ⅱ, 과학기술문서작성, 자동차  

역학, 자동차 메카트로닉스Ⅱ·Ⅲ, 확률 및 통계, 디지털 논리회로, 특허조사분석

우리 학생들이 산업현장의 실무 내용을 배울 수 있도록 <메카트로닉스 실습>, 

<임베디드 시스템 실습> 등 실습 위주의 수업이 진행됩니다. 이를 통해, 다양

한 현장의 기술을 종합적으로 학습할 수 있습니다. 또한, 융합전공을 선택하

여 창업의 길을 갈 수 있습니다. 더불어, 3학년 때는 교환학생에 도전해볼 것

을 추천합니다. 우리 학교의 가장 큰 장점인 교환학생 시스템을 통해 다양한 

국가의 문화를 접해본다면 좋은 경험이 될 것입니다.

교육과정 

CAD(Computer Aided Design), 임베디드 시스템, 임베디드 시스템 실습, 

자동차공학 실습, 미래자동차 실습, 시스템 모델링, 제어공학, 자동차에너지, 

자동차 인터페이스, 인터페이스 설계, 자동차 메카트로닉스 실습

우리 학과는 100% 취업 및 창업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이 시기는 다가올 

미래에 대비할 수 있는 준비된 인재로서의 자질을 완성하는 시기이자 취업을 

준비하고 자신만의 절정의 기량을 가다듬는 시기로, 우리 학과의 경우 취업과 

관련한 다양한 학회와 상담창구가 열려있는 만큼 이를 잘 활용한다면 자신만

의 진로를 찾고 목표를 달성하는 데 큰 도움을 얻을 수 있을 것입니다.

교육과정 

스마트자동차설계, 자동차 해석 특론, 자동차센서 공학, 지능제어시스템, 자동

차 신뢰성, 스마트 로봇, 미래자동차 종합설계

1학년

2학년

3학년

4학년

PEOPLE_

모두 모두  
기분 좋게 스마일!
“아무리 힘들어도 웃으면서 지내기. 사소한 일에도 짜증 내지 않기. 매일 목표를 생

각해서 열심히 살기. 이 세 가지는 제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늘 스스로 다짐하고 

반복적으로 생각하려고 노력하는 것들입니다. 평소 저는 항상 밝게 지내
려고 노력하는 편이에요. 하루하루를 후회 없이 살기 위해 
나름 열심히 노력하기도 했고요. 제가 오래 산건 아니지만,  
지금까지 살아보니 긍정적인 것만큼 좋은 것도 없더라고
요. 덕분에 친구들과도 친하게 지낼 수 있었고 학과 행사에
도 적극적으로 참여하면서 기분 좋게 대학생활을 보낼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제 꿈은 사실 그리 거창한 건 아니에요. 사업하시느라 힘드실 텐데 저 키워

주시느라 고생하신 부모님, 은퇴하시면 고생 안하시고 편하게 노년을 즐

기실 수 있도록 모시고, 저보다 어려운 사람들 도우면서 모두가 행복한 사

회를 만드는 데 작은 보탬이 되고 싶은 게 제 목표입니다. 더불어 살아
가는 사회라고 하는데 다 같이 잘 살고 다들 행복하면 좋잖
아요. 아, 미래의 후배님들! 저희 학과는 신설학과라 아직 
후배가 없는데 나중에 만나면 무지 반가울 거 같네요. 앞으
로 우리 친하게 잘 지내봐요!”

이민규(스마트자동차학과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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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엇을 탐구하는가?
현재 인류가 직면하고 있는 에너지 문제는 광범위한 전문 분야가 관련되어 있기 때문

에 이러한 상황을 꿰뚫어 볼 수 있는 폭넓은 시야와 함께 특정 분야에서의 전문적 기술 

을 겸비한 에너지 전문가만이 이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에너지시스템학과는 에너지공학 분야를 특성화하여 건물에너지이용 및 설계 기술(공조 

및 냉난방 기술 분야), 수송에너지 이용 및 설계 기술(자동차 및 연소기술 분야), 미래 

형 청정에너지 및 친환경 에너지 활용 기술(연료전지, 수소에너지, 태양에너지 등 신재

생 에너지 기술 분야), 발전 에너지 이용 및 설계 기술(산업 플랜트 및 열동력 분야), 추진  

에너지 이용 및 설계기술(우주항공 에너지 분야) 등 국가 기간산업의 핵심 분야 및 에너 

지 환경 분야를 종합적으로 다루는 21세기 주도형  

융합기술(Fusion Technology)을 선도할 미래

지향적 실용공학인을 양성하고 있습니다.

두드려라, 열릴 것이다!
에너지시스템학과가 목표로 하는 인재상은 첫째, 

지구환경의 지속성, 신에너지시스템 등과 같이 

전공의 대상이 되는 각 연구 영역에 깊은 관심을 

가지고 있는 인재, 둘째, 전문 분야를 스스로 확

립할 수 있고 전문영역에 한정되어 문제를 해결

하려고 하지 않는 유연성을 가지며 책임감을 가

지고 문제 해결에 임하는 의욕적인 인재, 셋째, 

스스로 생각하여 행동할 수 있는 능력과 타인과 

협력할 수 있는 능력을 겸비하며 국내 및 국외에서도 리더십을 발휘할 수 있는 소양을 

갖춘 인재, 넷째, 논리적이고 유연한 사고력, 풍부한 감성, 인간과 자연에 대해 겸손

한 탐구심을 가진 인재입니다.

평소 과학 동아리 활동에 참여한 경험이 있거나 과학적 분석 및 실험에 대한 흥미가 있

는 학생이라면 에너지시스템학과에 적합한 학생이라 할 수 있으며, 과학 관련 동아리 

활동이나 컴퓨터 관련 동아리 활동, 환경 관련 동아리 활동을 고교 시절부터 미리 경

험해둔다면 학과 진학 시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에너지시스템학과는 파리협정에 따른 신(新)기후 체제의 예고, 풍부한 청정에너지 기반의 행복과 웰빙을 추구하는 등의 사회 
변화에 대응하기 위하여 미래사회를 선도하는 신에너지시스템의 개발 및 에너지시스템의 청정화와 관련된 융합학문, 산업, 
및 정책개발 분야에 필요한 미래 지향의 전문가를 양성하는 학과입니다. 
에너지시스템학은 수소에너지, 태양에너지 등 신에너지원을 연료전지, 태양전지 등의 다양한 에너지로 변환하고, 생산된 전기
에너지를 효율적으로 이용해 이차전지 등을 개발하는 에너지저장과 관련된 과학 · 공학의 포괄적 지식을 융합하는 학문입니다. 
에너지시스템학과에서는 지구환경에 대한 인문학적 소양 위에 미래기술인 에너지시스템 학문에 대한 전문지식 및 실무기술을 
학습함으로써 청정에너지 분야의 창의적 융합인재를 양성하고자 미디어랩스대학의 혁신적인 교육과정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우리 학과는요!
독보적인 학부 시스템

에너지공학을 이해하기 위해서 필수적인 신재생에너지 및 에너지

변환전공을 분리하여 학부제로 운영하는 학과는 우리 학부가 유

일합니다.

미래 에너지 전문가 양성

에너지공학은 전기, 전자, 재료, 물리, 화학 등 모든 공학 분야에 기

초를 둔 융합학문이기 때문에 두 가지 심화전공의 상호 연계된 교

육을 통해 보다 넓은 지식과 비전을 겸비한 에너지 전문가로 성장

할 수 있습니다.

에너지시스템학과     http://labs.sch.ac.kr/department/energy-system.php

청정에너지 분야의 
창의적 융합인재 양성

에너지시스템학과 Department of Energy Systems

Since 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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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njoy the Club! 
학술 동아리 L.N.F 고등학교마다 교육계획이 달라 화학, 물리 등 전공과 유사한 과목

을 접해 본 학생이 있는 반면 그렇지 않은 학생들도 있습니다. 이에 따라 입학 후 전

공강의를 이수하는 데 있어서 학생들 간의 격차를 좁히고자 만들어진 동아리입니다. 

L.N.F는 학과기초 전공과목인 화학과 물리 각각의 스터디 그룹을 운영하고 있습니

다. 효율적으로 스터디그룹을 진행하기 위해 과목별로 팀을 나누어 매주 각자 팀원들

끼리 시간을 정하여 모임을 가지며, 과목별 팀을 나누었다고 하더라도 한 과목에 국한

하지 않고 팀원들 간 상의를 통해 유연하게 서로 교류하고 있습니다.

스포츠 동아리 E.S 스포츠 동아리로 운동을 좋아하는 사람들을 주축으로 만들어졌 

습니다. 매주 정기적으로 축구, 농구 등의 운동을 통해 땀을 흘리면서 스트레스를  

해소하고 있으며, 가족 같은 분위기 아래 친목을 도모하고 끈끈한 우정을 쌓고 있습 

니다.

선배가 권하는 책
한중일 에너지 삼국지
임상범 / 좋은땅

에너지와 관련한 다양한 화두를 던지는 책이

다. 이 책에서는 한국, 중국, 일본 세 나라가 

에너지 안보이익을 얻을 수 있는 Win-Win 
전략을 제시하는 동시에 미국, 러시아, 북한 

등 동북아 3국을 둘러싼 여러 나라의 현재 

에너지 안보 상황을 통해 한국, 중국, 일본이 

세계 속에서 나아갈 길을 예측하고 있다. 바

야흐로 새로운 에너지 질서로의 재편을 위

한 일대 전환점을 맞고 있는 요즘, 이 책을 

통해 동북아 다자에너지안보협력체를 기반

으로 동북아 지역에 견고한 에너지협력의 틀

을 만들 것을 제안한다.  

석유종말시계
크리스토퍼 스타니어 / 시공사

유가가 2달러씩 오를 때마다 도미노처럼 일

어나는 세계 경제와 사회의 대격동 시나리오

를 구성한 이 책은 석유문제를 환경문제 또는 

음모론과는 완전히 다른 시각으로 접근하고 

있다. 1갤런(약 3.5리터)당 유가가 2달러씩 

오를 때마다 경제와 사회, 일반인들의 생활 

속에서는 어떤 일들이 벌어지는지를 하나씩 

정리하고 있으며, 토목기사 경력을 지닌 경

제기자의 시각과 일반인들의 생활 속에서 

찾아낸 문제와 해법을 폭넓게 다루고 있다.

2030 미래에너지보고서
에릭 스피겔, 닐 맥아더, 랍 노턴 / 이스퀘어

이 책은 경제 성장과 환경 보전이라는 두 마

리 토끼를 잡기 위한 방법으로 제시되었던 

신재생에너지의 가능성에 대해 냉정하고 현

실적으로 분석함으로써 경제성이 부족하고 

대규모 확산에 현실적인 어려움이 존재하는 

신재생에너지에 대한 막연한 환상보다는 지

속적으로 매장량이 늘어나고 있는 화석연료

의 책임 있는 사용을 위한 지속적이고 끈기 

있는 노력을 기울이는 것이 현실적인 대안

이 될 수 있다고 우리에게 충고하고 있다. 

학과 취득 자격증

신재생에너지발전설비기사, 신재생에너

지발전설비산업기사, 에너지관리기사, 

에너지관리산업기사, 에너지진단사 등

졸업 후 진출분야

에너지관련 기업체 삼성SDI, LG화학,  

SK이노베이션, 한화 등 

국책연구기관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 

한국전자부품연구원, 한국전기연구원, 

한국전자통신연구원 등

기타 에너지시험원, 에너지진단전문

가, 기후변화전문가

Our Major Story
에너지 공학을 이해하기 위한 기초학문인 <대학화학> 및 <대학물리학>을 배우

게 되며, 이 강의에서 배우는 이론적 지식을 <대학화학실험> 및 <대학물리실험>  

수업을 통해 보완하고 강화하게 됩니다. 에너지 시스템에 관한 일반이론을 다

루는 <에너지시스템개론>의 경우, 학생들이 기초 과학과 공학 원리를 응용하

여 기본적인 에너지 시스템을 분석하고 관련된 문헌을 비판적으로 읽고 분석

할 수 있는 능력을 배양하게 됩니다. 1학년 때는 공학 계열의 강의 이외에 문학,  

역사, 철학, 예술 등의 학문 분야도 배우게 되는데, 이는 4차 산업혁명 분야에 

적절히 대응하고, 미래 사회에서 필요로 하는 융 · 복합적 사고 능력을 가진 인재 

를 양성하기 위한 것입니다.

교육과정
대학화학Ⅰ·Ⅱ, 대학화학실험Ⅰ·Ⅱ, 대학물리학Ⅰ·Ⅱ, 대학물리학실험Ⅰ·Ⅱ, 에너지시스템개론,  

미적분학

2학년 수업과정에서는 1학년 때 배운 기초 화학 및 물리학과 관련된 내용을 

좀 더 체계적으로 깊이 있게 다룹니다. 화학과 재료과학, 에너지 공학 분야의 

핵심이 되는 <유기화학>을 공부하고, 또한 화학반응의 원동력이 무엇이고 이

것들이 물리적으로 어떻게 설명될 수 있는가에 대한 해답을 찾기 위한 학문인 

<물리화학>을 습득합니다. 이 시기 수업들은 이공학 분야에서의 모든 전공 분

야의 근간이 되는 내용으로 구성됩니다. 또한 <에너지기초실험> 수업을 통하

여 다양한 신재생에너지에 대해 배우고 각각의 에너지 소자를 기술적으로 이

해하고 응용할 수 있게 됩니다.  

교육과정 
아이디어팩토리, 인턴십 Inside, 공업수학, C++프로그래밍, 물리화학Ⅰ·Ⅱ, 유기화학Ⅰ·Ⅱ, 

에너지기초실험Ⅰ·Ⅱ, 에너지나노과학, 에너지양론, 기기분석

에너지공학을 좀 더 심도 있게 습득합니다. <전기화학>, <태양광에너지>, <수소

에너지>, <이차전지공학> 등의 강의를 통해 에너지공학 분야에서 실질적으로 

필요로 하는 지식을 배우게 됩니다. 또한 <고분자공학>, <재료공학> 등의 강의

를 통해 물질의 특성 및 그 기원을 심도 있게 학습하고 다양한 재료가 어떻게 에

너지 분야에 적용되는지를 배웁니다. <에너지응용실험>, <에너지연구설계> 수

업을 통해 신재생 에너지 설계 및 제작 방법을 습득하고, 다양한 자연계의 에너

지를 인간이 사용할 수 있는 형태의 고효율 에너지로 바꾸는 것을 연구합니다.

교육과정 
에너지열역학Ⅰ·Ⅱ, 에너지응용실험Ⅰ·Ⅱ, 고분자공학, 전기화학, 수소에너지, 에너지연구 

설계Ⅰ·Ⅱ, 에너지반응공학, 이차전자공학, 태양광에너지, 재료공학, 전달현상

실제 신재생 에너지 소재 및 소자를 연구하고, <산업체현장실습> 및 <에너지 

종합설계> 등의 수업을 통해 신재생에너지 분야의 전문가로서의 자질을 완성

하는 시기입니다. 아울러 4학년 때는 에너지 소재 및 소자 기업 및 연구소 등

을 목표로 취업을 준비하고 자신의 역량을 극대화시키는 시기입니다. 우리 학

과의 특성상 관련 해외 대학원에 진학할 수도 있으며, 취업의 문도 다양하게 

열려 있으므로 보다 철저한 준비를 거친다면 자신이 원하는 분야에 성공적으

로 진출할 수 있습니다. 

교육과정 
에너지종합설계Ⅰ·Ⅱ, 원자력안전공학, 에너지소재공정, 과학적논문작성, 디스플레이공학,  

현장실습(인턴십Ⅰ·Ⅱ·Ⅲ), 에너지유체역학, 신뢰성공학, 핵화학및재료, 발전플랜트공학, 에너 

지기술정책

1학년

2학년

3학년

4학년

PEOPLE_

새로운 항해, 등대가 되겠습니다!

“저는 현재 에너지시스템학과 교수로 재직 중이며 태양전지 분야를 연구하고 있습니다.  

올해 에너지시스템학과의 첫 신입생들과 보낸 첫 학기는 아마도 오랫동안 잊지 못할 

것 같습니다. 짧은 시간관계상 학구열에 가득 찬 학생들의 학문적 욕구를 100% 채워

주지는 못해 아쉽지만, 아직 갈 길이 많이 남아 있으니 천천히 학생들과 함께 나아가고 

싶습니다. 에너지시스템학과는 에너지 관련 재료화학 및 
소자공학 전반을 연구하기 때문에 학문적으로 다양한 
분야를 소화해 내야 합니다. 재료공학자로서 그동안 제가 걸어 

온 길을 되돌아보면 정말 멀고 어려운 길을 걸어왔구나 하는 생각도 듭니다.  

하지만 어려울 때마다 훌륭한 교수님들께서 제가 갈 길을 등대처럼 비춰주시

고 항상 격려해 주셨기에 어려운 줄 모르고 여기까지 온 것 같습니다. 이제는 

제가 학생들의 곁에 서야할 때가 왔습니다. 여러분도 학과 교수님들을 믿고 

따른다면 졸업할 때 훌륭한 에너지공학자가 되어 있으리라 확신합니다.  

얼마 전 빌 게이츠는 트위터를 통해 젊은이들에게 메시지를 
전하면서 “만약 다시 대학으로 돌아간다면 인공지능이나 
에너지, 또는 생명과학을 전공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는  

이 학문들을 가리켜 “아주 큰 영향력을 가질 수 있는 전도유망한 분야”이면서 

가장 활발하게 고용 수요가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현재 학생들이 공부 

하고 있는 분야는 신재생 에너지 발전 및 저장 분야에서 가장 핵심적인 학문 

분야입니다. 학생들이 열정을 가지고 학업에 매진하고 학과 교수님들과 함께  

좋은 연구를 해나간다면 에너지공학 분야에서 자신을 인생을 개척

해 나아가는 데 어려움이 없을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조남철(에너지시스템학과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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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엇을 탐구하는가?
공연영상학과는 다양한 문화예술산업 환경에 적합한 공연영상콘텐츠 전문가를 양성

합니다. 공연 및 영상분야 등 각각의 장르에 대한 이해와 실습은 물론, 다목적 시설 및 

기자재의 활용을 통해 다시 영상 및 공연의 충돌과 접목을 시도하는 등 새로운 문화

예술적 실험과 도전을 꾀하고, 미디어 랩스단과대학의 다양한 전공과 교류 및 협업을 

통해 영역의 확장 및 실제적인 응용예술의 실현을 도모합니다. 또한, 현장전문가와 

함께하는 ‘공연영상제작워크숍’을 통해 생생한 문화예술 창작교육을 실행하고 공연

영상뿐만 아니라 다양한 장르에 최적화된 전문적인 문화예술 인재로 성장시킵니다. 

공연영상학과 학생들은 1학년 때부터 현장과 동일한 제작환경 교육 시스템에서 수업

을 받게 됩니다. 특히, 문화예술분야 1인 창업을  

위한 자기주도형 프로그램은 공연영상학과만의  

특성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신의 꿈을 현실의  

비전으로 바꾸어 실천하는 곳! 공연영상학과입 

니다.

두드려라, 열릴 것이다!
관련 분야에 대한 끊임없는 호기심과 창의적인  

사고, 더불어 성장해고자 하는 협력의 마인드, 자신 

뿐만 아니라 동료를 아우를 수 있는 리더십, 그리고  

관찰력 및 창의성, 이는 공연영상학과가 생각하는  

인재의 지향점입니다. 공연 및 영상 분야에 대한 

열정과 아이디어가 있으며, 문화산업 분야에 대한  

관심이 풍부한 학생, 문화 콘텐츠에 대한 폭넓은  

이해와 적응력을 지니고 있으며 문화와 예술에 

호기심이 풍부한 학생, 직접 콘텐츠를 기획하고 

제작하며 결과물을 만들어내는 추진력이 강한 학생에게 적합한 곳이 바로 공연영상

학과입니다.

고교 시절 공연 및 영상 분야에 대한 관련 활동으로는 글쓰기, 영상제작, 공연 무대 등을  

경험해보는 학내 특별활동 및 예체능 관련 활동 등이 있으며, 창의력, 자기표현, 자기

이해, 신체표현 등과 관련된 활동 및 문화체험, 문화관람 등과 연계된 다양한 학내 체험  

활동을 미리 경험해보기를 추천합니다.

공연영상학과는 영화, TV, 연극, 뮤지컬, CF, 인터넷, 게임 등 공연 및 영상 분야에서 활동할 창의적 인재, 나아가 연극이나  
뮤지컬 등 무대예술 분야뿐 아니라 다양한 뉴미디어 환경에 적합한 공연영상콘텐츠 전문가를 배출하기 위해 이론과 실기를 
병행하는 전문교육시스템을 구축하고 있습니다. 공연영상학과는 공연 및 영상콘텐츠의 기획과 제작, 산업 전반에 대한 심층
적인 교육을 실시합니다. 다양한 현장전문가로 구성된 제작 워크숍을 통해 학생들은 창의력과 열정을 표현하고, 공연 및 영상 
분야의 현장에서 생생한 체험을 할 수 있습니다. 공연 및 영상현장과 직접 연결된 교육은 공연영상학과의 핵심입니다. 현재  
보컬트레이닝룸, 세트제작실, 공연장, 야외 공연장, 영화영상특수효과 후반작업실, 3D 상영관, VR 제작 스튜디오 등 다양한 
최첨단의 실습실과 장비들을 구축하고 있습니다.

우리 학과는요!
학과전용 시설물 활용

강의 시간은 물론 학생 개개인의 과제나 공모전 준비를 위한 자유

로운 기자재 및 강의실 대여

현장실무자와의 멘토 · 멘티 프로그램

매년 신입생을 대상으로 1학년 1학기 진로상담 실시. 해당 진로 분야의  

실무자와 꾸준한 멘토 · 멘티 활동을 통해 학생 개개인의 역량 강화

다양한 동아리 활동

연극, 뮤지컬, 무용, 공연제작, 영화, 영상, 촬영, 편집, 광고제작, 기획  

관련 동아리 운영

워크숍 및 창작영상제 진행

인접 학과와 연계한 워크숍 진행, 매년 연극제 또는 영상제 개최를 

통해 창작작품 발표

공연영상학과     https://labs.sch.ac.kr/department/film-theater.php

창의력과 열정으로 
문화예술산업을 선도하다

공연영상학과 Department of Film and Theater

Since 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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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njoy the Club! 
필름이 끊기다 편집프로그램을 공부하고 직접 찍은 영상으로 편집을 진행합니다.

S.O.M(Sound Of Music) 영화 사운드에 대한 탐색을 바탕으로 직접 영화를 제작 

하고 사운드를 접목시키는 창의적인 활동을 진행합니다.

캄찍 매 학기 영화를 1편 이상 촬영합니다. 촬영(조명) 특강과 촬영현장을 견학하며  

원하는 촬영 장비로 영화를 만듭니다.

Scene 나! ‘좋은 대사란 무엇인가’를 연구하고, 장편 및 단편영화의 시나리오를 집필한  

후 서로의 시나리오를 공유합니다.

Why? 영화감상 후 비평과 토론을 진행하는 동아리입니다.

천지창조 관객들이 보다 쾌적하게 공연을 관람할 수 있도록 공연에 관련된 일들을 함께  

아이디어를 내고 기획합니다.

뚝딱뚝딱 공연에 필요한 무대장치들을 직접 만듭니다. 

뮤직 이즈 마이라잎 무대 음향 장비들에 대한 기초지식을 쌓고 사용법을 배우며 공연 때  

직접 오퍼로 참여합니다. 

반짝 빛나리 무대 조명에 대해 배우고 학교 공연 시 직접 조명을 디자인하고 조명기를 

다루는 등 현장과 동일한 실습을 진행합니다. 

드르륵 캞 공연에 필요한 의상 및 소품을 직접 제작합니다. 

선배가 권하는 책
비주얼 스토리-영상구조의 연출
브루스 블록 / 커뮤니케이션북스

할리우드에서 프로듀서와 감독으로 맹활약

하고 있는 브루스 블록의 비주얼 스토리텔

링 세미나를 엮은 책이다. 스토리, 시나리오 

구조, 영화, 애니메이션, 방송, 게임의 영상 

구조를 설명함으로써 현대 영상의 복잡함과 

변화되고 있는 영상 세계를 이해할 수 있는 

열쇠를 제공한다.  

원종원의 올 댓 뮤지컬
원종원 / 동아시아

현대 뮤지컬을 대표하는 48개의 작품을 다

각도로 조명한 본격 작품론으로 세계가 사

랑한 뮤지컬의 신화를 재구성한 책이다. 국

내에 뮤지컬 인구가 미미했던 1980년대 온

라인상에 뮤지컬 동호회를 만든 것을 시작으

로 지금까지 뮤지컬 칼럼니스트이자 평론가

로 활약하고 있는 저자가, 오랜 시간 직접 발

로 뛰며 얻어낸 뮤지컬 보고서로 다채로운 

의미와 감동을 주는 뮤지컬의 매력을 있는 

그대로 전해주는 책이다.

학과 취득 자격증

초 · 중등 공연 및 영상 실기교사, 문화

예술교육사, 파이널컷 국제공인 전문

가, 사운드전문가, 게임기획전문가, 영

화특수효과 전문가, 어도비 공인 전문

가, 영화치료사, 사진치료사, 연극치료

사, 무용치료사, 심리치료사, 사이코드

라마 전문가, 무대미술 자격증, 음향 자

격증, 분장 자격증, 무대기술 자격증,  

댄스스포츠 자격증, 필라테스 자격증, 

요가지도사 등

졸업 후 진출분야

공연분야 연극제작, 뮤지컬제작, 예술

감독, 공연연출, 공연 안무가, 영화연

기, 매체연기, 연극연기, 뮤지컬연기, 

무대기술전문가, 특수분장사, 공연기

획전문가, 축제기획전문가, 교사, 문화

예술교육사, 교수, 희곡작가, 이벤트전

문가, 공연비평가, 예술치료사 기타 공

연콘텐츠 제작자 등 

영상분야 영화기획제작, 영화감독, 다

큐멘터리, 웹드라마, 광고제작, 촬영

감독, 편집감독, 영화프로듀서, 방송

PD, 영화마케팅전문가, 시나리오작

가, 구성작가, 영화비평가, 영화제프

로그래머, 영화특수효과전문가, 게임

기획제작, CF감독, 교사, 문화예술교

육사, 교수, 영상사운드 디자이너, 영

화치료전문가

기타 영상콘텐츠 제작자 등

Our Major Story
공연과 영상의 기초를 다지고 전공과 관련된 이론적 배경을 공부하는 <영상예

술입문> 및 <공연예술입문>과 연기자의 바탕을 익히는 <기초연기>, <영상편집

기초>를 통해 실질적인 역량을 다지는 관련 과목들을 배웁니다. 새로운 인재

에게 요구되고 있는 다양성 함양을 위해 공연과 영상의 융합을 지향합니다. 또

한, 탄탄한 기초실력을 함양하기 위해 영상과 공연에 대한 기본적인 연구와 이

해, 편집 등에 대한 전문기술을 습득합니다. 2~4학년 때는 워크숍 수업과 제

작실습 수업이 많아 시간을 많이 할애해야 하므로 졸업 필수과목인 봉사활동

은 1학년 때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교육과정
영상예술입문, 영상기초표현, 공연예술입문, 공연기초표현, 기초연기, 영상편집기초, 해외 

문화탐방1, 영상촬영조명기초, 영화작품감상, 공연제작실습, 뮤지컬댄스기초, 영화연출

실습, 뮤지컬가창기초 

공연과 영상에 대한 폭넓은 이해를 도모합니다. <세계영화사>, <시나리오기초>,  

<무대디자인>, <움직임표현>, <뮤지컬의 이해> 등과 같은 수업을 통해 공연 및 

영상 분야에 관한 개개인의 역량을 성장시키는 시기입니다. 다양한 워크숍(영

화제작워크숍, 연기실습, 영화편집워크숍, 시나리오워크숍, 공연제작워크숍) 

수업이 진행되며 실질적인 실무 능력을 함양하도록 돕습니다. 공연과 영상의 

융합을 통한 새로운 콘텐츠 제작에 도전할 수 있습니다.

교육과정 
영화제작워크숍1· 2, 세계영화사, 시나리오기초, 영화촬영조명워크숍, 연기실습1· 2, 뮤지 

컬가창실습1, 뮤지컬의이해, 공연제작워크숍1· 2, 해외문화탐방2, 영화편집워크숍, 한국

영화읽기워크숍, 시나리오워크숍, 무대디자인기초, 움직임표현실습연

제작 및 공연 워크숍을 통해 보다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감각을 키웁니다. <특

수효과>, <관객취향 분석>, <무대의상과 분장>, <영화산업정책과 사회> 등으로 

연구의 범위를 확장하는 시기입니다. 기초연기와 편집기초를 바탕으로 중급

연기, 고급연기, 영화장면분석 등과 같은 심도 있는 수업이 진행되며, 해외문

화탐방 수업을 통해 다양한 영상, 공연에 대한 문화와 체험을 습득하게 됩니다.

교육과정 
영화시각특수효과1· 2, 영화관객취향분석실습, 영상제작워크숍3 · 4, 영상사운드디자인, 공

연제작워크숍3 · 4, 세계공연예술사, 뮤지컬가창실습2, 무대의상과 분장, 중급연기, 영화장

면분석, 해외문화탐방3, 영화산업정책과 사회, 영화연기와연출, 무대디자인워크숍, 공연 

안무와방법, 무대사운드디자인, 공연연출이론과실제, 고급연기, 창의적인생각과 토론

4년간 배워온 공연과 영상에 대한 전문지식을 활용해 졸업작품 프로젝트를 수행 

하는 시기입니다. 실제적인 콘텐츠의 기획과 공연 실습 등을 통해 종합예술인

으로서의 면모와 자질을 완성하게 됩니다. 4학년은 실제 현장으로의 진출을 준

비하고 자신만의 차별화된 기량을 다듬는 시기입니다. 공연과 영상의 융합인재 

로서의 자질과 역량을 습득한 만큼 이를 잘 활용한다면 기존의 문화산업 분야

는 물론 다양한 가능성이 열려있는 새로운 진로 역시 찾을 수 있을 것입니다.

교육과정 
영화시각특수효과프로젝트, 졸업영화프로젝트, 장편시나리오분석실습, 졸업공연프로젝트,  

레파토리창작프로젝트, 현대영화이론과실제, 해외문화탐방4, 영화비평과실제, 광고제작

실습, 공연비평과실제, 문화예술산업기획, 트랜스미디어공연실습

1학년

2학년

3학년

4학년

PEOPLE_

꽃으로 피어날 그대 
 Never Give Up!
“안녕하세요. 저는 학생들과 함께 국제적으로 인정받는 공연과 

영화를 제작해 전 세계 관객들을 만나고자 노력하는 공연영상학

과 학과장이자 영화감독입니다. 공연영상학과는 연극, 뮤
지컬, 영화, 방송드라마 등을 제작하는 학과입니다. 
끼와 감성, 그리고 창의적인 발상을 마음껏 발산하
는 학과죠. 저 역시 공연영상학과와 같은 학과에서 학부, 석사, 

박사를 거쳤습니다. 창의적인 작업을 통해 제 자신이 이루고자 하는 것을 

이루었고 아직도 꿈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많은 어려

움에 부딪힙니다. 저 역시 그랬습니다. 그럴 때마다 저는 ‘Never Give Up!’ 절대 포

기하지 않겠다는 굳은 다짐을 합니다. 우리는 인생에서 언제 어디서 어떻게 
멋진 꽃을 피울지 모릅니다. 자신이 좋아하고 잘하는 것을 포기하
지 않고 즐기다 보면 자신도 모르게 아름다운 꽃이 됩니다. 자신의 가

치를 발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인간은 누구나 소중한 존재입니다. 자신을 사랑하는 

것이 여러분들이 제일 먼저 할 일입니다. 매일 아침 거울 속 자신의 얼굴을 보며 자신

에게 속삭이시기 바랍니다. 너는 이 세상에서 가장 소중하고 멋진 사람
이야. 절대 포기하지 마!”

민경원(공연영상학과 교수)

069068 순천향대학교 전공안내서



FUTURE

아직 
가보지 않았다면, 
즐겁게 상상하라. 
꿈꿀 수 있다면, 
미래는 
그대의 것.

PART 3_인문사회과학대학
유아교육과 · 특수교육과 · 청소년교육 · 상담학과 · 법학과 · 행정학과 · 경찰행정학과 · 사회복지학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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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엇을 탐구하는가?
유아교육과는 유아교사로서의 정체성을 토대로 이론과 실제의 연계를 도모하는 실천

적 전문가를 양성하고 있습니다. 순천향의 ‘인간사랑’ 정신을 실천하는 전인적 유아교

사를 양성하고자 다양한 교양과목을 수강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며, 한국인이자 교

사로서 정체성과 교육신념이 확고한 유아교사 양성을 위해 교직과목 및 교육이론 기초

과목, 관련 전공강좌 수강, 국내외 봉사활동 및 선수 교육경험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정규교육과정 외에 다양한 국내외 비교과 활동 및 학과 동아리 활동을 지원 

하고 있으며, 학생밀착 지도를 위해 교수-학생 특별상담 시스템을 구축하고 이를 지속 

적으로 개선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또한, 현장감 있는 실천적 전문성 개발을 위해 현

장 중심 교육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수업의 질적  

제고를 위해 전문화·첨단화 교육환경을 구축하 

고, 실천적 전문성을 갖춘 최고의 유아교사 양 

성을 위해 교수능력 개발을 위한 기회와 시스템

을 지원합니다. 아울러 현장 밀착형 교육체계를 

강화하고자 지역사회 교육 현장의 여건과 요구를 

유연하게 대처하고 수용하는 등 현장과의 유기적 

관계를 구축하고 있으며, 지역사회 유아교육의 질

적 향상과 유아들의 문화 경험 확대를 위해서도 

다양한 프로그램을 개발 및 보급하고 있습니다.

두드려라, 열릴 것이다!
유아교육과는 인생의 가장 중요한 시기에 있는 영·

유아의 발달을 돕는 교사를 양성하는 학과인 만큼, 

교육에 대한 열정이 있는 학생에게 유리합니다. 긍정적인 사고, 유아들을 이해하고 깊

이 알고 싶어 하는 마음으로 유아들과 눈높이를 맞추고, 유아들의 올바른 발달을 돕기 

위한 방법을 고민할 줄 아는 학생이라면 유아교육과의 교육과정을 수월히 이수할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 유아에 대한 사랑, 배려, 존중의 마음을 지녀야 하며, 대인관계기

술과 리더십이 있다면 더 좋습니다. 돌발적인 상황에서 부드럽게 대처할 수 있는 융통

성과 인내심을 가지고 유아들을 사랑으로 감싸줄 수 있는 학생, 그리고 유아와 관련된 

직업에 대해 보람을 느끼는 학생이라면 유아교육과에 필요한 인재가 될 수 있습니다.

유아교육과는 인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시기에 있는 영 · 유아의 발달과 흥미에 적합하고 가치 있는 교육을 계획 및 실시할 
수 있는 유아교육 전문가를 양성하는 학과입니다. 이를 위해 대학에서 교직 및 유아교육 이론을 배우고 배운 이론을 실제 교육  
현장에서 적용하고 수정, 보완하는 경험을 통해 이론과 실제의 연계를 도모하고 실천적 지식과 교직 실무를 겸비한 유아교육 
전문가로 성장해 나가게 됩니다.

우리 학과는요!
학생의 학술활동 지원, 전공동아리 구축 및 확대 지원

❶  우수교육활동의 일환으로 ‘방과 후 학술활동’ 지원 | 전통악기 다

루기, 동화구연, 풍선아트, 종이접기, 레크레이션, 유아체육 등

❷ 스코카(인형극) 하계 · 동계 방학 중 연수활동 지원

❸  동아리 구축 | 전통문화 연구회, 구연동화, 스코가(인형극), 유아  

음악극, 교재교구 개발 연구회, 폴라리스(임용고시 준비반) 등

재학생을 위한 학과프로그램 

임용고시 특강 및 취업특강, 임용고시 모의면접 운영

실천 지향적인 현장 중심 교육 강화 

❶  매해 5월 아동극 실시, 10월 학술제 및 교재교구 전시회 실시

❷  한국유아교육학회에서 실시하는 학술대회 참가

유아교육과     http://homepage.sch.ac.kr/childedu

유아교육과

유아교육에 인간 사랑의 
눈높이를 맞추다

Department of Early Childhood Education

Since 2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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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njoy the Club! 
스코카 인형극 동아리로 인형극 창작활동을 진행하고 연수회와 발표회를 개최합니다. 

매 학기 아동극 축제에 참여해 유아들에게 인형극을 선보이고 있으며, 지역기관에서 

봉사활동을 진행하는 동아리입니다. 

On & Story 구연동화 동아리로 동화를 창작하고 매체를 제작하며 매 학기 아동극 축

제에 참여합니다. 구연동화 연수회를 통해 매체제작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 및 기술을 

습득하는 동아리이며 지역사회 봉사활동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전통문화연구회 전통문화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실제 유아들과 함께할 수 있는 다

양한 활동은 물론 연주 기능도 배우고 익힐 수 있는 동아리입니다. 각종 대외 행사나 

아동극 축제에서 공연을 진행하며 인근 지역기관에서 봉사활동을 진행하기도 합니다.

폴라리스 임용고시를 준비하는 동아리로 주 1회 이상 스터디를 진행하며 임용고시에 

대한 정보를 공유하고 강의 및 설명회를 개최하는 동아리입니다.

라온제나 음악극 동아리로 유아들에게 친숙한 문학작품을 창의적 동작과 음악, 리듬, 

미술(의상, 배경)로 조화롭게 구성하여 종합 공연을 진행합니다.

선배가 권하는 책
가르침, 그 용기있는 선택
펄 락 케인 / 크림슨

미국 교사들이 첫해 겪은 감동적인 사연을 

모은 책으로 세상에서 가장 힘들고 때로는 

좌절감을 안겨주기도 하고 노고에 비해 낮

은 대가를 받지만 동시에 가장 멋진 직업인 

교사들의 이야기를 들려준다. 새로운 직무

와 익숙지 않은 환경에 제일 먼저 적응하고 

아이들을 가르치는 과정과 서로 다른 목표를 

가진 학생들을 통솔하여 이끌어가는 일이 어

렵지만 의미 있는 도전임을, 복잡한 과업이

지만 가치가 있는 일임을 말한다.  

한 아이
토리 L. 헤이든 / 아름드리미디어

아동교육 심리학의 고전 『한 아이』는 어머니

에게 버림받아 고속도로에 버려지고 알코올

과 마약 중독자인 아버지에게 학대받은 한 

어린 소녀의 이야기를 전해준다. 그 소녀가 

끔찍한 환경 속에서도 놀라운 재능과 용기로 

절망을 딛고 일어서는 과정을 그리고 있다.

훌륭한 교사는 무엇이 다른가
토드 휘태커 / 지식의 날개

미국 내 수백 개 학교에서 연구와 컨설팅을 

진행한 바 있는 저자는 수많은 교사들과의 

만남을 통해 훌륭한 교사와 그렇지 못한 교

사를 가르는 몇 가지 차이점을 발견해낸다. 

어떤 아이든, 어떤 반이든, 어떤 학교든 최

고로 만드는 훌륭한 교사들, 그들에게서 공

통적으로 관찰된 17가지 특징에 대한 가슴 

뜨끔한 이야기를 들려준다. 

학과 취득 자격증

유치원 정교사 2급, 보육교사 2급

졸업 후 진출분야

교육계 교수, 공립, 사립 유치원교사, 

보육교사, 유아교육행정가

공무원 아동복지관련 공무원 

연구기관 대학원진학, 유아교육관련 

연구 · 개발 연구원

언론기관 및 출판업 유아방송국PD, 
유아관련도서출판사

기타 아동상담사, 놀이치료사, 인형극 

연출가

Our Major Story
유아교육의 기초를 다지고 유아교육에 대한 이론과 발달을 공부하는 시기로 

<유아교육개론>, <영유아발달> 등 유아교육의 관련된 기초학문과 외국어, 프

리젠테이션 등 유아교육의 역량을 다지는 분야들을 배우게 됩니다. 유아교육

이 전공이라고 인문을 도외시하지 말고 역사나 철학, 문학에 관심을 가질 것

을 추천합니다.

교육과정

1학기 교육학개론, 교육심리, 유아교육론, 전통음악 / 2학기 교육철학 및 교육사,  

교육사회, 영아발달, 기악 

유아교육의 수업과 관련된 놀이지도, 언어교육 등 다양한 교과목들을 좀 더 

체계적으로 배우는 시기입니다. 많은 모의 수업 실연을 통해 유아교사로서의 

자질을 다듬고 발전시키게 됩니다. 2학년 때는 봉사활동을 하는 것을 추천합

니다. 봉사활동을 하는 시기가 꼭 이때여야 할 필요는 없지만, 봉사를 통해 사

회적 관계 속에서 어진 심성을 기르고 보람을 찾는다면 유아교육이라는 학문

이 원하는 ‘인간사랑’을 실천하는 인재에 한 발 더 다가설 수 있을 것입니다.

교육과정 

1학기 교육방법 및 교육공학, 유아발달, 유아교과교육론, 유아놀이지도, 유아

교육사상사, 유아언어교육 / 2학기 특수교육학개론, 교육과정, 유아교육과정, 

유아생활지도, 아동문학, 유아교육과 컴퓨터, 유아음악교육

유아교육에 관련하여 좀 더 전문적인 교과목들을 배우는 시기입니다. 유아들

뿐만 아니라 교사와 부모교육과 관련된 교과목들을 함께 배우며, 주변 유치원 

사전실습을 통해 교과목과 현장을 연계함으로써 이론과 실제를 비교해보는  

좋은 기회를 가집니다. 이 시기에는 교육봉사활동에 참여해보기를 추천합니다.  

유아교육과는 일반 봉사활동과는 별개로 교육과 관련된 봉사활동인 교육봉사

활동도 함께 진행하고 있습니다.

교육과정 

1학기 학교폭력 예방의 이론과 실제, 유아교과교재연구 및 지도법, 아동건강

교육, 아동미술, 유아교수매체, 유아과학교육 / 2학기 교직실무, 유아관찰 및 

실습, 유아평가, 유아수학교육, 유아동작교육, 아동상담론, 심리측정의 이해, 

유아영어교육, 유아사회교육

유아교육의 이론뿐만 아니라 유치원 학교현장실습과 어린이집 보육실습을 통

해 유아교사 및 보육교사로서의 자질을 완성해나가는 시기입니다. 유치원과 

어린이집뿐만 아니라 다양한 유아교육과 관련된 직업에 관심을 갖고 자신만의 

진로를 준비하는 시기로, 유아교육과 관련된 워크숍과 학회가 학기마다 진행 

되고 있는 만큼 이를 잘 활용한다면 보다 자신 있게 자신만의 미래를 설계할 

수 있을 것입니다.

교육과정 

1학기 학교현장실습, 아동복지, 유아논리 및 논술, 비교유아교육론, 영유아  

프로그램 개발과 평가, 유아연구세미나 / 2학기 교육봉사활동, 영유아교사론,  

영유아교수방법론, 보육실습, 유아교육의 실제, 부모교육론, 보육 및 유아교육 

정책

1학년

2학년

3학년

4학년

PEOPLE_

도전하라, 과감하게!
“처음 유아교육과에 입학했을 때는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여학생들 비율이 월등

히 높았거든요. 하지만 여학우들의 배려와 관심 덕분에 빠르게 적응할 수 있었죠.  

무엇보다 유아교육과에서 남성으로서 할 수 있는 
무언가가 분명히 있을 거라 생각했습니다. 그걸 찾
기 위해 성실하게 최선을 다했죠. 사실 입학 당시에는 뭘 

어떻게 해야 할지 다소 막막해 허송세월을 보내기도 했어요. 후

배님들 중에도 아마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 분들이 있겠죠? 음,  

이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과감하게 도전하라! 지금이 아
니면 언제 또 기회가 주어질지 모르는 거니까요.  
물론 학생이니 현재 학교 수업에 최선을 다하는 건 기본이라고 

생각합니다. 저 역시 수업 열심히 듣고 시험기간에는 성실하

게 공부해서 별 어려움 없이 졸업을 했고 대학원을 진학했

습니다. 자신에게 주어진 일에 묵묵히 성실하게 최선을 다

한다면 자기 발전은 물론 많은 기회들이 찾아오기 마련입

니다. 저 역시 그렇게 유아 교사 외의 분야에서 입지를 다지

게 됐거든요. 학문에 대한 열정이 있다면 저처럼 대학원에 진학해 

지속적으로 공부하는 것도 한 방법이라고 추천하고 싶네요. 아무

쪼록 의미 있는 대학생활로 인생의 한 축을 완성하셨으면 합니다.  

항상 응원할게요!”

김종훈(유아교육과 03)_가천대학교 세살마을연구원 연구교수, 성균관대 겸임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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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엇을 탐구하는가?
특수교육과는 1998년 3월에 신설되었으며 특수교육을 필요로 하는 학생을 이해하

고 그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켜 줄 수 있는 교육적 활동을 탐구하고 개발하는 데 목표

를 두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정신지체, 학습장애, 정서장애, 신체장애, 특수한 영재

성(언어영재성, 과학영재성, 수학영재성)을 가진 학생들을 이해하고, 장애 및 영재성

을 효과적으로 극복하거나 극대화할 수 있도록 돕는 특수교육전문가 양성에 주력해

오고 있습니다. 

세부적으로는 특수아들에 대한 교육적, 심리적, 사회적, 신체적인 특성을 이해하는  

‘특수아동에 대한 이해’와 특수아들의 교육적인 요구를 진단하여 아동의 특성에 맞

는 교육프로그램을 개발하여 교육하는 ‘교수능

력 계발’을 중점적으로 탐구합니다. 또한, 현장

교육과 실습을 통하여 실제적인 교육 문제를 탐

색, 발견하고 개선하는 능력을 기르게 되며 특

수아들의 복지증진을 위한 방안을 탐색하고 다

양한 전환 교육능력을 기르는 교육복지와 전환

교육을 배우게 됩니다.

두드려라, 열릴 것이다!
평소 장애아동과 장애인에게 관심이 있으며 희

생정신이 있는 학생, 아동교육에 관심이 있으며 

자기 주도적 학습 능력을 지닌 학생, 책임의식이 

강하고 봉사정신이 강한 학생, 지속적으로 자기

개발과 관련된 활동에 참여한 학생이라면 특수

교육과에 적합한 학생이라 할 수 있습니다. 

특수교육과를 희망한다면 고교 시절 예절, 질서, 친목, 상담, 칭찬, 효실천, 역사계승 

활동 등 생활 습관을 형성하는 다양한 활동에 참여해볼 것을 추천합니다. 또한, 장애

인식 및 교육, 다문화 탐구, 사회조사, 중재조정, 또래 상담 등과 관련된 동아리 활동

이나 각종 진로 검사, 자기 정체성 탐구, 가치관 확립 활동, 진로 설계, 직업 체험 활

동 등의 진로 활동에 참여해보는 것도 좋습니다. 무엇보다 학습이 부진한 친구를 돕

거나 장애인, 다문화가정 학생을 돕는 경험, 복지 및 공공시설이나 농·어촌 등에서 봉

사활동을 진행하거나 각종 구호 활동을 통해 다른 사람을 배려하고 타인과 소통하는 

법을 배우기를 권장합니다.

특수교육과의 교육 목적은 특수교육을 필요로 하는 아동을 이해하고, 그들의 독특한 요구에 따른 교육적 활동을 탐구하고 개
발하는 데 있습니다. 즉 정신지체, 학습장애, 청각장애, 언어장애, 시각장애, 정서 및 행동장애, 발달지체, 지체 및 건강장애, 
자폐성 장애 그리고 영재성을 가진 아동들을 이해하고 이들이 장애 및 영재성을 효과적으로 극복하거나 극대화하여 학교에서
뿐만 아니라 사회에 잘 적응할 수 있도록 돕는 특수교육교사를 양성하고 있습니다.

우리 학과는요!
특수교육 교원 양성

특수아동의 장애에 초점을 맞춘 교사 양성뿐만 아니라 영재성을 강

조한 특수교육 교원을 양성합니다. 이를 위해 학부과정에서는 창

의성 이론 및 개발, 영재아교육 등의 과목을 개설하고 있으며, 교육

대학원 석사과정에는 영재교육 전공을 개설하여 영재교육 전문가 

양성에 주력하고 있습니다.

다양한 특수아동교육센터 운영

영재교육실, 언어치료 교육실, 발달장애 교육실, 중도시각장애 교

육실로 구성되어 있으며 특수교육과 교수들이 교육실별로 운영을 

맡아 지도하고 있습니다.

특수교육과     http://homepage.sch.ac.kr/spedu

특수교육과

사람과 사람이 
더불어 사는 세상을 향하다

Department of Special Education

Since 19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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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njoy the Club! 
Touch 점자와 시각장애인에 관심이 있는 학생들에게 점자를 가르치고 같이 배우며 

작은 배려를 먼저 실천하기 위해 노력하는 동아리입니다.

B.S.L 청각장애인, 언어장애인들의 의사소통 수단 중 하나인 수어를 배우면서 그들

을 이해하고, 함께 의사소통을 하며, 나아가 일반인들에게 수어를 소개하는 수화동

아리입니다.

나다니엘 말씀과 함께 서로의 일상과 고민, 걱정거리 그리고 좋은 일들을 함께 나누

며 서로에게 위로가 되고 서로를 응원하는 학교생활을 해나가는 데 많은 도움을 주고

받는 동아리입니다.

봉사마루 장애인부모회 아산지회와 연계하여 매달 1회 봉사활동을 진행하는 동아리

이며, 활동을 하면 할수록 직접 참여해보지 않은 사람은 알기 힘든 보람과 뿌듯함을 

느낄 수 있습니다.

S.Ting 특수교육과 남학생들이 스포츠를 통해 친목을 도모하고 체력을 증진하는 365

일 건강하고 활력이 넘치는 운동 동아리입니다.

선배가 권하는 책
자폐아는 특별한 재능이 있다
유현경 / 들녘

자폐적 성향이 강한 발달장애 선고를 받은 아

들을 국가대표 수영선수로 키워낸 진호 엄마

의 성공 교육담. 2002년 제8회 ‘아시아, 태

평양 장애인경기대회’에서 두 개의 영광의 

금메달을 획득하기까지의 아름다운 도전과 

성취의 과정을 담고 있다. 교육의 벽에 도전

하여 과감히 ‘진호만을 위한 맞춤교육’을 실

시하고, 그 교육을 토대로 아이 속에 감추어

진 재능을 발견해낸 원리와 성과를 소개했

으며, ‘통합교육’과 관련한 장애인 문제를 진

지하게 제기하고 있다.  

오체불만족
오토다케 히로타다 / 창해

팔다리가 없이 태어나 전동 휠체어를 타고 

다니지만, 의지와 용기로 장애를 극복하고 

누구보다 밝고 건강하게 사는 오토다케 히

로타다의 이야기를 담은 책이다. 저자의 다 

자란 팔다리는 고작 10센티미터에 불과하

지만, 저자는 자신의 신체가 지닌 장애를 불

행한 쪽으로만 바라보지 않는다. 오히려 ‘초

개성적'이라고 이야기하며 장애와 행복은 아

무런 관계가 없다고 강조한다. 저자가 살아온 

이야기와 생각을 솔직하게 담아낸 이 책은 

일반인들의 장애인에 대한 편견을 뛰어넘어 

닫혔던 마음의 눈을 뜨게 해준다.

한 아이
토리 L. 헤이든 / 아름드리미디어

아동교육 심리학의 고전으로 어머니에게 버

림받아 고속도로에 버려지고 알코올과 마약 

중독자인 아버지에게 학대받은 한 어린 소녀

의 이야기를 전해준다. 그 소녀가 끔찍한 환

경 속에서도 놀라운 재능과 용기로 절망을 

딛고 일어서는 과정을 그리고 있다. 

학과 취득 자격증

특수 2급 정교사(초등 ₩ 중등), 언어치료

사, 미술치료사, 놀이치료사, 보육교사

졸업 후 진출분야

교육계 일반학교 및 특수학교 특수교

사(초등 ₩ 중등), 장애인 복지관의 특수

교사, 발달센터교사, 해외 특수교사

의학계 언어치료, 학습치료센터, 병원

의 언어 ₩ 학습 ₩ 놀이 치료사 

연구소 장애 관련 연구소의 연구원, 영

재 관련 연구소의 연구원

Our Major Story
특수교육의 전반적인 의미와 장애의 종류에 대해 기초적인 학습을 하게 되는 

<특수교육학개론>을 공부하고 실제 특수학교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수업의 과

정을 파악하는 <특수교육 교육과정>을 배웁니다. 교육자로서 갖춰야 할 리더십  

교육도 이루어지며, 지적장애에 대해서도 배우게 됩니다. 이 시기에는 학과 내에

서 이루어지는 동아리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석할 것을 추천합니다. 점자, 수화,  

임용을 배우며 특수교육을 직접 체험하시기 바랍니다.

교육과정
교직 교육학개론, 교육사회학, 교육철학및교육사, 교육심리학 / 전공 특수교육학개론, 특수 

교육 교육과정, 지적장애아교육, 특수아생리 및 발달 

장애의 여러 종류에 대해 본격적으로 깊게 배우기 시작합니다. 의사소통장애, 

학습장애, 시각장애, 정서행동장애아교육, 청각장애아 교육 등 여러 장애의 종

류와 교육방법들을 배우게 됩니다. 2학년 때는 학과에서 진행되는 교육 프로

그램에 참석하는 것을 추천합니다. 또한, 이 시기는 특수교육에 대한 향후 진로 

를 고민하는 시기입니다.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을 통해 특수교육의 종류 중 본인 

에게 맞는 것이 있는지 찾아보는 것이 좋습니다.

교육과정 
교직 교육과정, 교육봉사활동, 교육방법및교육공학, 학교폭력예방의 이론과 실제 / 전공  

의사소통장애아교육, 학습장애아교육, 시각장애학생교육, 장애아행동지도원리와기법,  

현장실습(인턴십1), 정서및행동장애아교육, 청각장애아교육, 초등교과교육론, 초등국어

과교육, 특수아진단및평가

장애의 종류가 다양하듯이 특수교육 대상 학생들의 특성도 매우 다양합니다. 

이를 고려하여 특수교육 학생 개개인을 위한 개별화교육방법을 배우게 됩니다.  

진로를 특수교육 교사로 정하였다면 본격적으로 임용준비에 들어가는 시기입

니다. 임용을 준비하는 학과 선배나 교수님과의 교류를 통해 여러 정보를 듣고 

준비를 하는 것이 좋습니다. 영재교육 분야로 나갈 예정이라면 대학원 진학을 

준비하는 것을 추천합니다.

교육과정 
교직 교직실무 / 전공 지체장애아교육, 초등수학과교육, 초등과학과교육, 초등교과논리 

및 논술, 개별화프로그램, 영재교육학개론, 현장실습2(인턴십2), 초등교과교재연구및지

도법, 초등사회과교육, 초등음악과교육, 언어치료와 관찰실습, 점자와보행지도, 행동중재  

및 지도의 실제, 영재아동진단과판별

이제는 직접 학교로 나가볼 시간입니다. 특수교육과의 꽃은 ‘교육실습(학교현

장실습)’입니다. 실제 특수학교에 나가서 직접 학생을 가르칠 방법을 연구해

보고 수업을 실연하는 것입니다. 현장에서 부딪혀보며 본인의 역량과 부족한 

점을 보완할 수 있으며, 그동안 학교에서 배운 것을 실제 현장에서 적용해 학

생들을 지도함으로써 자신감을 기르고 성취감을 느낄 수 있는 시기입니다. 졸

업 후 본인의 진로에 대해 확고해지는 시기이며 준비된 자세로 사회에 한걸

음 내디딜 수 있습니다.

교육과정 
교직 학교 현장실습, 교육행정 및 경영 / 전공 초등체육과교육, 통합교과지도법, 초등미술 

과교육, 특수아부모교육, 사고력이론 및 프로그램개발, 중도장애아교육, 보청기, 인공와

우평가 및 적합실습, 자폐성장애아교육, 초등실과교육, 초등영어과교육, 초등도덕과교육, 

창의성이론 및 개발, 특수교육 이슈와 동향, 장애아통합교육

1학년

2학년

3학년

4학년

PEOPLE_

열정과 노력 앞에
불가능이란 없다!

“전 평소에 다른 사람을 돕는 일에 보람을 많이 느꼈던 것 같아요. 그게 특수교육과를 

선택한 계기가 됐죠. 제 합격 소식을 듣고 친구가 “좋은 학과 갔구나!” 칭찬할 때

도 참 기분이 좋았습니다. 막상 입학해보니 힘든 점도 있더라고요. 대부분  

‘특수교육’이라고 하면 봉사하는 마음이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하지만, 

그뿐만 아니라 특수교육 관련 지식도 정말 중요해요. 1학년 때 
처음으로 ‘통합캠프’에서 특수아동을 만났는데, 봉사  
마인드만 갖고 대하다 보니 많이 힘들더라고요. 특수 
교육 관련 지식이 정말 중요하구나 그때 깨달았죠.  
좀 더 공부하고 올 걸 하는 아쉬움이 컸었어요. 내가 잘할 수 있

을까 두려움도 있었지만, 여러 봉사에 참여하고 다양한 아이들

을 만나게 되면서 차츰 자연스러워지고 자신감도 생겼답니다. 혹시  

이과라서 특수교육과에 잘 적응할 수 있을까 걱정하는 분이 있다면 

걱정 뚝! 저도 그랬지만 열정과 노력만 있다면 어떤 일이든 가능하

니까요. 전 앞으로 포털사이트 인물검색에 등장하는,  
더 나아가 TV에 나오는 특수교육 전문가가 되는 게 꿈
이에요. 아직 우리나라에서는 미술치료가 대중적이진 
않아서 제가 한 번 붐을 일으켜 보려고요. 아, 여러분도 저랑  

함께하실래요?”

심은지(특수교육과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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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교육·상담학과

무엇을 탐구하는가?
청소년교육·상담학과에서는 청소년과 청소년을 둘러싼 다양한 환경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과 기술을 습득하고, 높은 수준의 윤리의식과 건강한 신체를 갖춘 인격을 함양할 

수 있도록 돕는 활동을 하게 됩니다. 또한, 교육 및 청소년 프로그램을 계획 및 개발하

고, 이를 실천하고 평가할 수 있는 능력을 기르며, 청소년 문제 해결에 도움을 줄 수 있

는 전문 상담원으로서의 자질을 향상시키기 위한 교육을 받게 되며 청소년에 대한 각

종 연구 및 조사에 요구되는 기초적인 지식과 방법을 습득하게 됩니다.

청소년지도와 청소년상담의 특성을 가지고 있으며 현시대에서는 지속적인 교육 즉 평

생교육의 중요성이 높아지고 있기에 본 학과에서는 청소년지도사, 청소년상담사, 평

생교육사의 전문적인 지식 습득을 위한 교육과정을 편성하고 있습니다. 전공 수업과 

각각의 실습을 이수하게 되면 평생교육사 자격

증을 취득할 수 있으며, 시험 및 연수를 통해 청

소년지도사, 청소년상담사 등 각종 국가 공인 자

격증을 취득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1~2학년 때

의 성적과 전공 교수와의 면접을 통해 입학 정원 

5% 내의 인원이 교직과정에 참여할 수 있으며, 

소정의 교직과정을 이수하면 전문상담교사 2급 

자격증을 취득할 수 있고 교사 임용 시험에 응시

할 수 있는 자격 또한 얻을 수 있습니다.

두드려라, 열릴 것이다!
청소년교육·상담학과에서는 사람 만나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는 학생, 어떤 일에서든지 열정을 

갖고 적극적인 자세로 임하는 학생, 타인의 말

에 언제든지 귀 기울일 수 있는 따뜻한 배려심과 다양한 환경에서의 적응능력을 갖춘 

학생을 적극 환영합니다. 아울러 청소년을 이해하는 마음가짐과 지도력을 지닌 학생, 

자신의 성품과 기질을 알아가고 개발할 수 있는 학생이라면 주저 말고 청소년교육·상

담학과의 문을 두드리시기 바랍니다.

본 학과를 희망한다면 고교 시절부터 청소년 단체 시설이나 기관에서 운영하는 체험 및 

프로그램에 참여해보기를 추천합니다. 또한, 청소년 관련 멘토·멘티 활동이나 또래상담 

참여 활동, 청소년 참여 위원회나 청소년 운영 위원회 관련 활동, 사회복지 기관에서의 

활동 및 각종 봉사활동에 참여한 경험이 있다면 진학 시 많은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청소년교육 · 상담학과는 그동안 유보되고 제한되었던 청소년의 기본 권리를 보장코자 하는 사회적 요구를 씨줄로, 청소년의 
자율과 참여를 높이고자 하는 세계적 흐름을 날줄로 하여 지난 1996년에 교육과학부 청소년지도학전공으로 설립되었으며, 
2005년에 청소년교육 · 상담학과로 개명되었습니다. 우리 학과는 현대사회의 주요 구성원이자 미래의 희망세대인 청소년들이 
독립된 인격체로서 성장하는 데 전문적인 도움을 주는 청소년교육과 청소년상담 분야의 전문 인력 양성을 목적으로 합니다.  
이를 위해 탄탄한 이론습득과 실제적인 실무 역량을 강화하는 관점에서 교육과정이 구성되었으며, 특히 아산시청소년교육 
문화센터를 직접 수탁 · 운영함으로써 학생들에게 다양한 실습 및 체험의 기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열정으로 청소년의 
미래와 희망을 견인하다

우리 학과는요!
국내외 기관들과 협력관계 구축  

중국북경청년정치학원,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국립중앙청소년수

련원, 경기도 청소년수련원, 당진가족상담센터, 충남청소년진층원, 

아산시평생학습관, 광명시립 해냄청소년활동센터 등과 MOU 체결

학위과정 공동 운영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과 일반대학원 석 · 박사학위과정 공동 개설 

및 운영 | 특수대학원으로 건강과학대학원 심리치료학과 4개 전공

과 교육대학원 3개 전공 운영

학과특성화 

아산시청소년교육문화센터 수탁 운영

청소년교육 · 상담학과     http://homepage.sch.ac.kr/youth

Department of Youth Education & Counseling

Since 19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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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njoy the Club! 
유스포럼(Youth Forum) 청소년 관련 정책 탐구 및 학습과 함께 다양한 청소년활동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이를 시범적으로 적용하는 활동을 통해 청소년 활동 전문성을 

강화하는 동아리입니다.

상사모 ‘상담을 사랑하는 사람들의 모임’으로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다양한 영역의 

상담을 심도 있게 학습하면서 구체적인 실천을 통해 상담자로서 요구되는 역량을 함

양하는 동아리입니다.

반앙아의 순수시대 청소년 관련 다양한 영상물을 제작하고, 방송 프로그램 제작 및  

송출, SNS 활용 등을 통해 미디어 분야 전문가에게 요구되는 역량을 습득하는 동아

리입니다.

유시스(Yousis) 레크레이션 댄스, POP 글씨 작업, 풍선 아트, 손 글씨 등 청소년 레

크레이션 전문가로서 갖추어야 할 다양한 역량을 함양하고, 아울러 배운 것을 지역사

회 청소년들과 함께 나누는 동아리입니다.

필로우(Feellow) 음악적 소통을 통해 청소년과 교류할 수 있는 통로를 넓히고, 대학

생활 중 느낄 수 있는 문화·예술 측면의 욕구를 해소하기 위해 활동하는 동아리입니다.

선배가 권하는 책
내가 알고 있는걸 당신도 알게 된다면
칼 필레머 / 토네이도

전 세계가 주목한 코넬대학교의 인류 유산 

프로젝트 『내가 알고 있는 걸 당신도 알게 

된다면』. 코넬대학교에서 저명한 사회학자

로서 30년간 ‘인간학’을 연구해온 저자 칼 

필레머가 2006년부터 지금까지 1,000명
이 넘는 70세 이상의 사람들을 대상으로 진

행해온 프로젝트를 통해 총 30가지의 지혜

의 정수를 뽑아 이 책에 고스란히 담아냈다.  

행복의 조건-하버드대학교 인생성장
보고서
조지 베일런트 / 프런티어

행복하고 건강한 삶에도 법칙이 있을까? 하

버드대학교 연구팀은 1930년대 말에 하버

드에 입학한 2학년생 268명의 삶과 서민 

남성 456명, 그리고 여성 천재 90명을 72
년간 추적하며 바로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찾

아왔다. 건강한 인간의 전 생애에 걸친 전향

적 연구로서 세계적인 권위를 지닌 ‘하버드

대학교 성인발달연구’를 바탕으로 한 이 책

은 과학적 데이터를 뛰어넘는 극적인 기록

들과 가슴 깊은 곳을 울리는 시적 깨달음을 

전해준다. 노년에 이른 사람들의 생애를 더

듬어가면서, 성공적인 노화에서 가장 근본

적인 요소가 무엇인지를 밝혀낸다. 

학과 취득 자격증

청소년지도사 2급, 청소년상담사 3급,  

전문상담교사 2급, 직업상담사 2급, 

평생교육사 2급, 심리상담지도사 1급,  

임상심리사 2급

졸업 후 진출분야

기업체 사회공헌팀이나 사회적 기업, 

협동조합 등의 청소년 프로그램 전문

가, 백화점이나 문화센터 평생교육사

학교 전문상담교사, WEE센터, 지역사

회교육전문가, 대안교육기관 

정부 및 공공기관 청소년활동진흥원, 

청소년수련관, 청소년수련원, 청소년

문화의집, 청소년상담지원센터, 청소

년복지관, 평생학습관, 평생교육원 등

기타 취업전문기관, 인력개발관련 기관, 

아동 · 청소년심리치료센터 등

Our Major Story
인간의 인지능력과 학습능력, 도덕성 발달과 각 시기별 발달과업에 대한 전

반적인 이해를 높이는 <청년발달>, 평생교육의 필요성과 평생교육 대상 등 평

생교육의 기초지식을 습득하는 <평생교육론>, 사이버세계의 개념을 이해하고 

청소년에게 미치는 영향에 대해 알 수 있는 <사이버세계와 청소년> 등 청소년

의 발달 과업 및 특징 등을 탐색하고 사회적으로 청소년에 대한 인식과 역할이 

변화되고 있음을 배우게 됩니다. 봉사활동을 하게 될 경우보다 다양한 청소년

프로그램에 참여해 예비청소년지도사로서의 자질을 키우는 것을 추천합니다.

교육과정
기초 청소년교육론, 청년발달, 평생교육론, 성격심리, 교육복지, 청소년진로탐색

상담의 기본 개념과 과정 및 기법을 배우는 상담이론과 실제와 미술, 음악, 무

용, 놀이 등 다양한 방법을 심리치료에 적용하는 방법을 학습하는 <심리치료>, 

평생교육프로그램 개발이론과 개발과정에 대한 이해를 높이는 <평생교육프

로그램개발론> 등 프로그램개발과 상담 등이 실제 현장에서 어떻게 적용되는

지에 대해 배우게 됩니다. 우리 학과에서 개설되는 전공과목들을 이수하면 취

득할 수 있는 자격증(청소년지도사 2급, 청소년상담사 3급, 임상심리사 2급, 

직업상담사 2급, 평생교육사 등)에 대해 알아보고 자신이 취득하고자 하는 자

격증과 관련된 과목들이 어떤 것이 있는지 살펴본 후 자신의 수강계획에 적용

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교육과정 
전공 청소년활동, 청소년지도방법론, 교육통계, 상담이론과 실제, 평생교육프로그램개발

론, 심리치료, 청소년심리학, 청소년상담, 이상심리학, 직업정보, 청소년국제교류, 인적자원 

개발론, 사회기업가론

<진로상담>, <가족상담>, <학습부진아 학업상담> 과목을 통해서 내담자의 특성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 상담방법과 상담과정 등에 대해 학습하며, <청소년문제와 

보호>, <청소년문화>, <청소년육성제도론> 등을 통해서 실제 청소년들의 생활모

습과 앞으로 청소년들의 문화는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게 되는지에 대해 배우게 

됩니다. 3학년 때는 실습을 시작하게 되는데 실습기관 선정이 중요하므로 실

습과정과 실습지도자 등을 파악하고 자신에게 도움이 되는 실습기관을 정하여  

예비 청소년지도사로서의 전문성을 쌓는 기회가 되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교육과정 
전공 청소년문화, 학습심리, 진로상담, 가족상담, 평생교육방법론, 청소년문제와 보호, 청

소년육성제도론, 심리검사, 상담지도, 성인학습및상담, 임상심리학, 학습부진아 학업상담

<청소년지도자론>, <청소년프로그램개발과 평가>, <청소년정책론> 등의 과목을 

통해서 전문성을 습득하여 준비된 청소년지도사의 모습을 갖출 수 있습니다.  

또한 <평생교육경영론>과 <평생교육실습>을 통해서 평생교육사로서 실제 현

장에서 어떤 모습으로 활동하게 되는지 경험할 수 있고 평생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할 때에 주의해야 할 점이 무엇인지 등에 대해 공부하게 됩니다. 4학년은 

취득할 수 있는 자격증(청소년지도사 2급, 청소년상담사 3급, 평생교육사 2급  

등) 검정을 준비하고 또한 자신이 취업하고자 하는 기관이 요구하는 청소년지

도사의 모습은 어떤 것인지 등에 대해 자료를 수집하고 각 분야별 교수님과의 

면담을 통해 각자의 진로를 준비할 수 있어야 합니다.

교육과정 
전공 청소년복지, 집단상담, 평생교육경영론, 평생교육실습, 청소년프로그램개발과평가, 

청소년교육상담실습, 교육조사방법론, 청소년정책론, 청소년지도자론

1학년

2학년

3학년

4학년

PEOPLE_

불안과 두려움을
뛰어 넘는 소신
“2016년 여성가족부 산하 한국청소년활동안전센터 대학

생 홍보단 활동 공로패, 충청남도 청소년특별회의 위원 활

동 및 우수상, 청소년정책 제안 공모 최우수상 및 장려상 수상, 아, 제가  

너무 제 자랑만 늘어놨나요? 사실 자랑이라기보단 제 목표를 차근차근 

밟아나가는 과정이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미래 청소년들을 교육하는 지

도사가 제 꿈이거든요. 그렇다고 제가 항상 이렇게 열심히 살아온 건 아니

에요. 입학 후 첫 1년을 보내고, 군대에 갔는데 문득 ‘내가 정말 이 
일을 원하는 걸까. 먹고 살기 힘들진 않을까’ 하는 걱정이 
생기더군요. 그 해답을 찾아보려고 1년의 휴학기를 거쳤
죠. 그래, 다양한 경험을 해보자! 그래야 진정 제가 원하는 
게 뭔지 찾을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공장, 막노동, 카페, 식당 등 

알바를 전전했죠. 1년 후 얻은 결론은 ‘아, 청소년들과 함께하는 그 시간이 가

장 행복하고 소중하구나’였어요. 돌아보면 그 순간들이 저를 성장시킨 원동력

이 되지 않았나 싶어요. 누구나 두렵고 불안한 순간들이 찾아오기 
마련인 것 같아요. 전혀 잘못된 것도 이상한 것도 아니지만,  
절대 포기하지는 않았으면 좋겠어요. 소신 있게 행동하다 보면  
‘길’이 보이거든요. 자, 화이팅입니다!”

채충민(청소년교육상담학과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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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엇을 탐구하는가?
법학은 규범을 해석하고, 다양한 법률관계를 조율하는 법률가를 양성함과 동시에 시대 

의 변화에 대응하는 사회의 전략가를 배출하는 핵심적인 역할을 합니다. 실제로 많은 

사회와 기업에서 법학을 전공한 인재들을 핵심적인 영역에 배치하여, 사회와 기업의  

발전을 위해 활용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순천향대학교 법학과는 교양 교육과정,  

전공 교육과정, 비교과 교육과정의 유기적 연계체계를 구축한 후 ‘훌륭한 인성을 갖춘 

법률전문가’, ‘각계각층의 다양한 법률전문가’, ‘의료-생명과학분야의 법률전문가’를 

양성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순천향대학교 법학과는 교육목표를 ‘Knowledge, Systematic, Future Oriented, 

Society & Nation’으로 설정하였습니다. ‘Knowledge’는 ‘인간사랑’의 순천향 정신에  

입각한 올바른 가치관과 사회 윤리관을 확립하

고 시민의식과 기본소양을 함양하기 위한 지식

을 의미합니다. ‘Systematic’은 체계적·실용적

인 법학지식을 습득하고 활용할 수 있는 것을 뜻

하며, ‘Future Oriented’는 정보화·세계화·첨단

산업화에 필요한 새로운 법지식이며, ‘Society &  

Nation’은 협동과 봉사정신을 함양하는 것입니

다. 순천향대학교 법학과 학생들은 이를 통해 건

전하고 실무적이며, 미래지향적이고 실천적인  

민주시민이 되기 위한 교육을 꾸준히 체득하고 

있습니다.

두드려라, 열릴 것이다!
법학과는 사회 문제에 대한 관심이 많고 다양한 사회 현상에 대한 깊은 이해력이 있으

며, 논리적이고 분석적인 사고력, 공정한 판단력을 가진 학생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모의 법정이나 모의국회와 같은 활동과 노사 단체 교육, 성폭력 예방교육, 청렴 교육, 

윤리 교육 등 사회 여러 분야의 교육이나 체험 활동에 참여한 경험이 있는 학생, 사고

력과 논리력을 키우기 위한 독서 및 논술과 토론 대회, 동아리 활동 등에 참여한 학생 

이라면 법학과에 보다 적합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고교 시절에는 토론회 활동이나  

각종 학술조사, 학습문고 만들기, 사회조사, 문예, 청소년적십자, 학교스포츠클럽, 또래  

상담 등의 활동을 해볼 것을 추천합니다. 아울러 자신의 가치관과 학과 정보 등을  

고려해 법학과가 자신의 진로에 적합한지 살펴보는 것도 중요합니다.

사회는 인간의 공동생활을 규율하는 법질서에 의해 유지됩니다. 따라서 법학은 인간생활의 전반에 걸쳐 폭넓게 발전해온 역사  
깊은 학문이며, 여러 학문의 토대 위에 규범학으로서의 특수성과 전문성을 지니고 있습니다. 법학과는 사회의 모든 분야에서  
필요한 법에 관한 전문지식과 건전한 법적 사유의 소양을 갖춘 인재를 길러내는 것을 일차적인 목표로 하고 있으며, 나아가 법의  
지배의 실현을 지향하고 있습니다. 법학도들은 건전한 민주시민으로서, 전문적인 실무가로서 지역사회와 국가, 나아가 국제 
사회에 기여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를 위하여 우리 법학과에서는 법학 전반에 걸친 이론과 실제를 연구 및 체득하게 하도록 기본 
적인 실정법의 해석학뿐 아니라 법제사, 법사회학 등의 기초법학, 외국법제의 비교법학, 사례연구를 내용으로 하는 각종 연습
과목 등을 개설하고 있습니다. 또한, 다수의 학생이 로스쿨에 진학할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고 있습니다.

우리 학과는요!
교양 교육과정 강화

❶ 수준별 영어 교육 ❷ 융 · 복합 교양과목 이수 

❸ 적성 · 진로 연계봉사 교육 실시

전공 교육과정 강화

❶  강화된 전공 교육 ❷ 다양한 교육내용 및 방법(헌법재판소 견학,  

모의공정거래위원회, 형사모의재판) ❸ 융 · 복합 전공프로그램

비교과 교육과정 강화

❶ 학생지도 및 상담 ❷ 맞춤취업 정보제공(각종 취업특강) 

❸ 동아리 활성화

법학과     http://homepage.sch.ac.kr/law

법학과

미래 대한민국의 법학도, 
이곳에서 자라다

Department of Law

Since 19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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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njoy the Club! 
경제법학회 D.E.L.S 2002년에 창립된 ‘D.E.L.S’는 ‘Democratic Economy Legal 

Studies’의 약자로 경제법을 공부하고 친목을 도모하는 학술 동아리입니다. 

형사법학회 사회적 이슈가 되고 있는 형사사건을 법률적인 시각으로 해결하는 능력을 

기르기 위하여 형법 및 형사소송법을 연구하는 학술 동아리입니다.

Justice 축구에 대한 열정이 넘치는 학생들로 구성된 축구동아리입니다. 매주 정기적 

으로 운동장에서 연습하고 있으며, 순천향대학교 내외의 축구 동아리와 친선시합을 

하며 친목을 도모하고 있습니다.

법현재 순천향대학교 최초의 고시실인 법현재는 법학과의 제1차적 목표인 법률인재  

양성을 위한 모임이며, 단순한 학과 동아리가 아닌 법학과 내 하나의 기관으로서 기능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사법고시, 로스쿨 진학 및 각종 공무원 시험을 준비할 수 있도록  

다양한 지원을 하고 있으며, 자체적으로 스터디 그룹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C.A.B 취업 및 진로설계 동아리입니다. 법학과 특성상 취업을 고려할 때 전문 직종이나  

공무원 관련 직업군에 대해서만 국한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에 취업에 대한 다양한 

방향을 모색하고 선배들과의 소통의 기회를 통해 컴퓨터 활용능력 1급, 토익 등 취업에  

필요한 기본적인 개인의 능력을 향상시키는 동아리입니다.

선배가 권하는 책
여럿이 함께 숲으로 가는 길
신영복 / 서울대학교 출판부

한 시대를 살아가는 지혜와 교양을 전하기 

위해 2004년부터 서울대학교에서 진행된

『관악초청강연』을 단행본으로 출간한 시리

즈이다. 『신영복』 편에서는 감옥으로부터의 

사색을 통해 더불어 숲을 이루는 길에 이른  

학자 신영복과의 진솔한 대화를 담았다. 

소크라테스 두 번 죽이기
박홍규 / 필맥

인류 역사상 유일하게 고대 그리스에서 시행 

됐던 직접민주주의와 그것에 맞선 반민주 

주의자 사이의 대결이라는 관점에서 소크라

테스 재판을 재해석한다. 아울러 저자는 소크 

라테스를 미화해온 신화를 깨뜨리는 작업을 

통해 오늘날 우리 사회의 민주주의가 지닌 

허점과 허구도 파헤친다.

학과 취득 자격증

변호사, 변리사, 세무사, 관세사, 법무

사, 공인중개사, 노무사

졸업 후 진출분야

법조계 판사, 검사, 변호사 등의 법조인, 

법학전공자들은 법무사, 변리사, 공인

노무사, 감정평가사, 손해사정인, 세무

사, 공인회계사, 공인중개사 등 법무관

련 전문가 및 법무 준전문가

공직분야 행정부나 지방자치단체, 국

회사무처, 법원 소속 5급 공무원, 경찰  

고위직 간부, 공무원 7급 · 9급의 일반

행정직 국가공무원, 지방공무원, 중앙

선거관리위원회, 국회사무처 법원서기

보, 경찰공무원, 국가정보원 등

공기업 한국 관광공사, 대한주택공사, 

한국토지공사, 한국도로공사, 대한지적

공사, 한국조폐공사, 한국전력공사, 한

국수력원자력, 한국수자원공사, 예금보

험공사, 한국가스안전공사, KOTRA, 
EBS, KBS 등
금융계 금융감독원, 한국은행, 한국산

업은행, 한국수출입은행, 증권회사, 종

합금융회사 등

연구계 한국법제연구원, 지방행정연

구원, 형사정책연구원, 한국노동연구

원, 강원발전연구원, 헌법재판소연구

원, 법학연구원, 부동산연구원, 법무

법인 자문연구원

일반기업 대기업 · 중소기업 · 벤처기업 

내의 법무 분야, 인사 · 노무 분야, 일반 

관리 분야

Our Major Story
법학에 대한 기초를 다지는 시기로, 법학에 대한 개요를 토론을 통해 습득하는 

<법학개론>, 법학에 대한 기본적인 영어 지식을 배울 수 있는 <법학영어>, 법학 

과목 중 가장 기본이자 중요한 <민법총칙>, <형법총론>, <헌법>을 통해 법학에 

대한 전반적인 지식을 습득하고 법적사고 및 논리력을 키우게 됩니다. 법학과 

관련이 있는 인문학, 철학 등 영역 교양을 통해 올바른 가치관과 사회 윤리관

을 확립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합니다. 진로에 대해 결정하기 전에 여러 가지 

진로 분야에 대해 탐색하는 시간을 갖기를 추천합니다.

교육과정
1학기 법학개론, 법학영어1, 민법총칙, 법적사고와 논리 / 2학기 형법총론, 헌법1, 법사상사

법률을 세분화하여 배우게 되는 시기로, 민법 분야 중 하나인 물권법, 형법 분야 

중 하나인 각론, 기타 법률인 행정법, 상법 등 기본법뿐만 아니라 기타 법률에 

대해 배우게 됩니다. 이 시기에는 학과 동아리 경제법학회, 형사법학회 등 동아

리 활동을 통해 관련 법 지식에 대해 탐구하고, 공모전 참가를 통해 넓은 식견을 

가질 수 있는 기회를 경험하는 것을 추천합니다. 또한, 봉사활동을 하는 것을 

추천합니다. 상대적으로 시간적 여유로움이 있고, 꾸준하게 할 수 있는 시기로 

다양한 경험을 거친다면 자아 성찰 및 가치관 정립에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교육과정 
1학기 행정법총론, 영미법, 물권법1, 법제사, 상법총론, 형법각론1, 경제법, 헌법2 / 2학기 

노동법1, 물권법2, 경제법, 법학영어2, 법사회학, 형사소송법, 행정법각론, 형법각론2, 국제법

사회보장법, 지방자치법, 인권법, 민사소송법, 형사소송법 등 기타 법률에 대한  

지식을 탐구하고, 1, 2학년 때 배운 실체법을 토대로 절차법을 습득하는 시기

입니다. 실제로 진행되고 있는 절차에 대해 배우고, 법이 어떻게 적용되고 실현 

되는지 학습합니다. 이 시기는 진로에 대해 방향을 잡고 취업에 다가가기 위한  

준비를 하는 단계입니다. 공무원, 기업, 대학원 등 여러 가지 진로 방향 중 본인 

의 진로를 선택하고 나아가야 합니다. 또한, 학교 현장실습과목이나 교환학생  

제도를 활용하여 본인의 경력을 쌓는다면 취업준비 시 사전 경험을 토대로 수월 

하게 준비할 수 있을 것입니다.

교육과정 
1학기 채권법총론, 행정법각론, 노동법2, 형사소송법1, 회사법, 지적재산권법, 판례헌법 /  

2학기 민사소송법, 채권법각론, 사회보장법, 인권법, 금융거래법, 부동산시법, 지방자치법,  

형사소송법2

1~3학년 때 배웠던 법과목을 기초로 하여 직접적인 사례를 분석하고 풀이하

고 해당 법률을 적용시키는 수업인 <민법연습>, <형법연습>, <헌법연습>, <행

정법연습>, <노동법연습>을 수강하게 됩니다. <법철학>, <친족상속법>, <환경

법> 등 기타 법률 및 법적 지식에 대해서도 습득할 수 있는 기회가 제공됩니다.  

또한, 이 시기에는 IPP(일병행학습제), 현장실습 등을 통해 실무에 나가 습득한  

이론을 적용시킬 수 있으며, 이는 사회인으로서의 첫발을 내딛는 경험이 될 

수 있습니다. 단과대 취업 지원관과의 지속적인 만남을 통해 취업관련 도움도 

제공받을 수 있습니다.

교육과정 
1학기 친족상속법, 환경법, 민사집행법, 형법연습(캡스톤디자인), 법철학, 법과정의 / 2학기  

헌법연습(캡스톤디자인), 민법연습(캡스톤디자인), 노동법연습(캡스톤디자인), 상법연습 

(캡스톤디자인), 행정법연습(캡스톤디자인)

1학년

2학년

3학년

4학년

PEOPLE_

미래는 내가 현재를 
어떻게 사느냐에 달린 것
“후배님들 안녕하세요! 쑥스럽긴 하지만 솔직한 제 얘기를 좀 해보겠습 

니다. 사실 저는 서울 소재 대학교를 목표로 공부하다 재수가 하기 싫어 우리  

학교를 오게 됐어요. 여러분들 중에도 저와 비슷한 사례가 있을 거란 생각이 

드네요. 그런데 말입니다. 제가 대학생활을 해보니 학교 간판이 다가 아니

더군요. 어느 곳에서든 자신이 얼마만큼 하느냐에 따라 미래
가 결정된다고 생각합니다. 정말 다행인 건 여러분이 선택한 곳이 

순천향대학교 법학과라는 사실입니다. 대한민국에서 명성을 떨치고 계신 

교수님들이 정말 잘 가르쳐주고 계시거든요. 정말 학생들 입장에서는 최

선의 환경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학교 역시 학생들에게 다양한 지

원과 혜택을 아끼지 않는 곳이고요. 그만큼 많은 기회가 주어지기 

때문에 마음껏 활용하시면 좋을 거 같습니다. 전 이곳에 와서 목표 

가 생겼어요. 바로 순천향대학교 법학과가 우리나라 최고의 법학과에 

등극할 수 있도록 제 이름을 떨치는 것입니다. 후배님들이 순천향대

학교 법학과 학생이라는 사실에 자부심을 느낄 수 있게 꼭 만들게요.  

마지막으로 법학과 오정용 교수님의 가르침 중에 기억에 남는 말씀 

하나 남길게요. 처지를 탓하는 이는 본래 의지가 없다!”

이동욱(법학과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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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엇을 탐구하는가?
행정학은 좁은 의미로는 ‘공공행정’을, 넓은 의미로는 ‘민간기업을 포함한 모든 인적·물

적 자원의 관리’라고 할 수 있습니다. 공공행정은 정부 및 공공기관의 조직관리 및 공공 

부문 종사자들의 활동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습니다. 이런 측면에서 공공행정을 ‘행정’

이라고 하고 기업행정을 ‘경영’이라고 하는데 모두 고도의 합리성을 수반한 협동적 인

간의 노력의 형태로 볼 수 있습니다. 행정학은 창의적 기획관리능력, 합리적 문제 해

결능력, 견실한 업무수행능력을 바탕으로 이론과 실무능력을 배양하는 종합학문이

라고 할 수 있습니다. 

또한 행정학은 공공성을 바탕으로 대규모조직을 

운영하는 방법에 있어서 어떤 전공보다도 강점

을 가진 전공입니다. 이런 측면에서 행정학도들

은 정부 및 공공기관. 비영리 조직(NGO)에서는 

물론 공공적 성격이 점차 부각되고 있는 대규모 

기업체에서 앞으로 더욱 각광받는 인재들로 성

장할 것입니다. 행정학과에서는 조직관리 분야, 

인사관리, 재무관리, 지방자치 분야, 정책학 분

야, 지역개발 분야, 계량분석 및 정보체계 분야, 

법학 분야 등을 탐구하게 됩니다.

두드려라, 열릴 것이다!
행정학은 효율적인 정부 운영과 각종 공공 문제 

및 갈등을 해결하고 조정하는 방법에 관한 학문

이므로 다양한 사회 문제에 대한 관심과 정부의 

각종 정책 및 제도에 대한 비판적 사고가 필요합

니다. 따라서 공공 분야의 다양한 현상에 대한 

종합적인 분석력, 판단력, 의사소통능력, 문제 

해결능력을 갖춘 학생에게 적합합니다. 평소 정

치 및 행정현상에 대한 관심이 많은 학생, 민주

주의와 국가운영에 대한 관심이 많은 학생, 대통령, 국회 등 국가발전에 관심 있는 학

생, 그리고 지역사회 봉사활동을 꾸준히 하는 학생이 진학할 시 전공 만족도가 높고, 

행정에 대한 이해 및 접근이 쉬워집니다.

행정학(Public Administration)은 정부기관, 공공기관, 대규모 공공조직의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지식과 기술을 공부하는 
학문입니다. 행정학과에 입학하면 다양한 행정학 지식을 토대로 행정현상을 학습 · 연구하며 공공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종합
적인 능력을 개발하게 됩니다. 졸업 후에는 정부기관 및 공공기관뿐만 아니라 사회적 책임이 더욱 중요해지고 있는 민간기업
에도 공공 분야 전문가로서 취업할 수 있는 길이 활짝 열려 있습니다. 행정학과의 졸업생들은 현재 중앙 및 지방정부에서 우수
한 공무원으로 근무하고 있으며, 공공기관 및 민간기업에서 공공 또는 행정 전문가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우리 학과는요!
행정학과 우수교육프로그램  

현장견학, 유명강사 초청 특강 등을 통해 사회과학분야에 대한 역량  

함양

학술활동

‘지역문화답사동아리’를 통해 지역문화에 대한 학술관련 활동 진행

지역사회 맞춤형 안전서포터 양성사업단

국민안전을 통한 국민행복을 국정과제로 선정된 ‘안전서포터 양성 

사업단’에 참여하여 지역사회 안전에 대한 경각심 고취 및 안전도  

제고

행정학과 학술제

1년 동안 배운 강의를 바탕으로 과목별 경진대회 진행, 현재 우리나

라가 해결해야 할 정치 및 경제문제를 주제로 모의 국무회의를 열

어 전공지식을 실생활에 적용해보는 기회 제공, 졸업생 특강 진행

아산시 행정 참여제

아산시의 시정문제를 학생들이 연구과제로 삼아 수업을 통해 개선 

방안 제시

행정학과     http://homepage.sch.ac.kr/pa

행정학과

공공의 가치를 지향하며 
국가 및 사회에 봉사하다

Department of Public Administration

Since 19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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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njoy the Club! 
All-Star 사회과학대학 및 전체 체육대회에서도 우수한 성적을 거두고 있는 축구동

아리로 정기적으로 모여 다른 학과와의 친선경기 등을 통해 실력을 쌓고 있습니다.

슈팅스타 행정학과 농구동아리 슈팅스타는 행정학과 학우들 간의 단합을 위해 출범하

였으며, 사회과학대학 및 전체 체육대회에도 참여하고 있습니다. 

가디언즈 2014년 세월호 사건 이후 안전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높아졌습니다. 이에 

2015년부터 행정학과, 사회복지학과, 경찰행정학과 세 학과는 안전에 대한 교육을 

통해 안전의 전문성을 가진 인재를 육성하고자 안전서포터 양성사업단을 만들었습 

니다. 그중 행정학과 안전 동아리 ‘가디언즈'는 지역사회 맞춤형 안전서포터를 효과적

으로 양성하기 위해 만들어졌습니다. 이를 통해 육성된 안전 서포터즈는 지역사회 안전 

에 대한 전문 지식을 습득해 사회 발전에 공헌함으로써 안전 불감증 해소와 안전에  

대한 국민적 불안을 회복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공동아리 공동(둘 이상의 사람이나 단체가 함께 일을 하거나, 같은 자격으로 관계를 가

짐)+아리(지역사회를 뜻하는 순우리말)의 합성어로 ‘지역사회를 이어주는 다리’라는 

뜻을 가진 동아리입니다. 칼럼, 영어신문 등을 읽고 자유롭게 토론하는 활동을 통해 

본인의 작문 실력, 자기주장 능력과 역량을 높일 수 있는 활동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선배가 권하는 책
행복국가를 정치하라
데릭 보코 / 지안출판사

국민의 행복을 실질적으로 증진시킬 수 있는 

정책적 방안을 제시하는 이 책은 행복에 대

한 정치학, 행정학, 심리학, 사회학, 경제학  

등에 걸쳐 있는 400여 개의 행복학 연구 성

과를 기초로 하여 정치 · 경제 · 법 현실을 감안

하여 실행 가능한 제도 개혁 방안을 다루고 있

다. 경제성장 제일주의 탈피, 정치적 · 경제적 

평등, 실업과 은퇴, 육체적 · 정신적 건강, 부양

가족 지원 제도, 전인교육 강화, 정부의 서비

스 질 향상 등 다양한 정책적 대안을 전한다.  

생각은 세계적으로 행동은 마을에서
김성환 / 타커스

김성환 구청장은 신자유주의 이후의 시대는 

‘공존의 시대’가 되어야 한다고 강조한다. 그

는 “우리 사회가 지속가능한 복지국가로 나

아가고 사람과 자연이 공존하는 공동체가 

되도록 실천적 모범을 보이겠다”고 밝히고, 

그동안 노원구를 삶의 만족도가 높은 행복

공동체로 만들기 위해 노력해온 과정을 상

세히 소개한다.

학과 취득 자격증

행정관리사, 정책분석평가사, 사회조

사분석사

졸업 후 진출분야

정부기관 중앙 및 지방 정부기관

공공기관 및 공기업 한국전력공사, 철

도공사, 농어촌 개발공사, 수자원공사, 

한국통신공사 등 그 밖의 여러 공기업

일반기업 민간기업, 금융기관, 언론 

기관

비영리 부문 공공 및 민간연구기관, 

대학원 진학 등

Our Major Story
신입생의 대학생활은 크게 SRC활동(기숙형 학습공동체)과 전공 교양활동이 

있습니다. SRC활동은 신입생들의 대학생활에 대한 부담감을 덜어주기 위해 

운영되고 있습니다. 주로 교수-재학생-신입생으로 구성되는 멘토 · 멘티 활동

을 통해 신입생이 학교생활에서 느낄 수 있는 어려움을 해결해주고 있으며, 셀

프리더십(1학기)과 진로설계프로젝트(2학기)를 통해 진로선택에 대한 어려움

도 동시에 해소하고 있습니다. 

신입생들은 <행정학개론>, <행정영어>, <심리학개론>, <정부학개론> 등 전공 

이해를 돕는 다양한 전공 교양과목 이수를 통해 행정학 전공지식습득을 위한 

기반을 다지게 됩니다. 

교육과정
1학기 행정학개론, 정부학개론, 정책학개론, 심리학개론, 행정영어1 / 2학기 경제학개론, 

행정영어2, 행정자료분석기초, 정치학개론

<행정조사방법론>, <공공조직론>, <인사행정론>, <지역개발론>, <행정통계학> 

등을 통해 행정학 지식의 토대를 마련하고 행정현상을 연구 · 분석하기 위한 다

양한 과정들을 접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지게 됩니다. 1학년 때는 일괄적인 수강

신청을 통해 학과에서 정한 과목만을 수강했다면, 2학년 때는 본인의 진로를 

고민하고 계획하는 학교생활이 가능하게 됩니다.

교육과정 
1학기 사회안전조사방법론(안전특성화), 공공조직론, 인사행정론, 정보체계론, 행정법, 

중급행정영어1 / 2학기 지방행정론(필), 지역개발론, 행정사무관리론, 전산회계론, 행정

통계학, 행정리더십, 중급행정영어2, 교통안전론(안전특성화)

1, 2학년의 학과기초 전공지식을 바탕으로 본격적인 행정전공지식을 습득합 

니다. 이에 대한 지식을 바탕으로 사회현상을 과학적으로 분석하고, 생활에 적용

합니다. 이러한 활동은 캡스톤 디자인 과목을 활용함으로써 조별 및 연구 활동  

지원이 가능하고, 3학년 때부터는 인턴십 활동 지원 자격이 주어지며, 학점과 

직장생활을 미리 간접적으로 경험해보고 1학년 때부터 누적된 진로 선호도 

검사결과를 활용해 본인만의 진로를 판단할 수 있게 됩니다.

교육과정 
1학기 재무행정론(필), 도시행정론, 문화행정론(캡스톤디자인), 행정기획론, 계량분석론, 

고급행정영어1, 안전거버너스론(안전특성화), 현장실습(인턴십1· 3) / 2학기 공공재정학 

(캡스톤디자인), 지리정보분석론(캡스톤디자인), 조직행태론, 정책분석론, 한국행정론, 고급 

행정영어2, 재난관리론(안전특성화), 현장실습(인턴십1· 3)

3년 동안 배운 전공지식을 기반으로 하여 본격적인 사례분석을 적용합니다. 

전문행정인으로서의 자질을 완성하는 시기로 취업의 문은 정부기관, 공공기

관, 일반기업, 비영리 부문 등 다방면으로 열려 있습니다. 아울러 4학년 때 IPP 

(장기현장실습)를 신청한다면, 취업과 동시에 학점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우리 학과는 재학생의 취업을 위해 다양한 제도를 마련하고 있으므로 이를 잘 

활용한다면 자신만의 진로 설정 및 성공적인 취업에 보다 안정적으로 안착할 

수 있을 것입니다.

교육과정 
1학기 갈등관리론, 정책평가론, 정부와기업(캡스톤디자인), 행정사례연구, 복지행정론, 

현장실습(인턴십1· 3) / 2학기 행정통제론, 시민사회와 행정, 환경행정론, 행정이론, 정부

규제론, 현장실습(인턴십2)

1학년

2학년

3학년

4학년

PEOPLE_

꿈을 이루는
주인공이 되십시오
“저는 순천향대학교 행정학과에서 행정학 강의를 하고 있습니다.  

동시에 지방행정, 조직관리 등의 연구논문을 발표하고, 한국지방 

자치학회에서 연구위원장, 한국행정학회와 한국정책학회 등에서 연구이사를 

역임했으며 한국갈등관리학회 등에서 편집위원장으로 활동하면서 학술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국무조정실, 국민대통합위원, 국방부, 행정자치부, 충남 

도청, 아산시청 등 정부기관에서 정책평가 및 자문활동을 여성가족부, 한국 

수자원공사, 충남도청에서 특강활동을 통해 사회봉사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한 번뿐인 인생, 조연이 아닌 주인공으로 살자’는 생각으로 지금껏 살아왔습

니다. 명확한 목표가 필요했고 열정과 도전정신으로 목표를 달성하고자 노력 

했습니다. 사람이 하는 일에 불가능한 일이 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포기하지  

않고, 끊임없이 노력한다면, 달성하고자 하는 목표는 반드시 이루어질 거라 

생각합니다. 제가 그랬으니까요. 인생의 운명은 ‘어떤 일을 하겠다’,  
‘어떤 사람이 되겠다’는 마음속 다짐에서 시작된다고 합니다.  
꿈은 크면 클수록 좋다는 말도 있지요. 꿈을 꾸는 자는 결코  
포기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모두가 자신만의 멋진 꿈을 

꾸고, 결국 그것을 달성하는 멋진 사람이 되길 진심으로 바랍니다.”

임동진(행정학과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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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엇을 탐구하는가?
경찰행정학과에서는 범죄현상에 대한 정확한 이해와 원인의 파악, 각종 범죄이론의 

해석과 적용 등에 관한 연구, 범죄자에 대한 처우와 그들의 사회복귀에 관한 교정제

도 등을 연구하게 됩니다. 최근 경찰학 및 범죄학 등 형사사법 분야에 대한 학문적 수

요는 범죄의 지능화, 흉포화 현상에 발맞추어 증가하고 있으며 특히 경찰행정학과에 

대한 기대와 요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경찰행정학은 경찰학 분야, 범죄

예방과 범죄 진압을 위한 범죄학 분야, 범죄대응체제를 연구하는 형법 분야와 경찰권 

발동에 대한 경찰법 분야 등에서 체계화된 교육을 통해 다양한 전공지식을 학문적으

로 접근하기 위해 개설되었습니다.

경찰행정학과 학생들은 최근 글로벌화, 정보화시대의 흐름에 맞추어 경찰조직을 포함

한 행정조직과 민간분야에서 요구되는 갈등관리역량, 효율적 자원관리역량 등을 함

양하기 위한 연구활동을 진행하게 됩니다. 특히 일반경찰, 보호관찰직, 교정직, 일반

직 공무원 등 순천향대학교에서 공무원 누적 합

격률 1위로서의 역할을 경찰행정학과가 담당하

고 있습니다. 국내에서 유일하게 실시 중인 해외

대학과의 교환학생제도 운영으로 중국 절강경찰

대학 학생들이 본 학과에서 매년 교육을 받고 있

는 등 경찰행정학에 대해 보다 심도 있는 학문을 

탐구할 수 있는 길이 열려 있습니다.

두드려라, 열릴 것이다!
경찰행정학을 공부하기 위해서는 영어와 사회 과

목에 대한 이해가 필요합니다. 또한 졸업생의 대

부분은 경찰관으로 진출하게 되므로 형사, 수사 

등 경찰의 업무에 대한 관심이 필요하며, 평소 뉴

스나 신문을 통해 경찰관에 대해 이해하려는 노력도 필요합니다. 경찰 업무는 사람을 

대상으로 하는 일이므로 사람을 존중하고, 어려운 처지에 있는 사람들을 잘 도와주는 

책임감, 사명감, 봉사정신이 강한 학생에게 적합합니다. 고등학교 재학 중에는 유도, 

검도 등의 운동을 비롯해 또래 상담이나 중재조정 활동, 외국어회화 활동, 그리고 복지 

시설이나 공공시설, 병원, 농·어촌 등에서의 일손 돕기, 불우이웃 돕기, 고아원 및 양

로원 봉사, 학교 주변 정화, 환경 보전, 헌혈 등의 활동을 체험하는 것이 좋습니다.

경찰행정학은 경찰과 기타 형사사법기관에서 적용할 수 있는 경찰행정학 및 형사사법의 이론을 습득하고 응용할 수 있는 전공 
입니다. 일반적으로 경찰행정학은 경찰학, 범죄학, 규범학 등으로 분류하는데 경찰학 분야는 경찰의 관리와 운용체계를 학습하
고 범죄학 분야는 범죄의 원인, 현상, 대책, 예방 등을 학습하며 규범학은 형사법의 이론과 체계 및 형사절차 등을 다루는 학문입
니다. 경찰행정학은 학문으로서의 역사는 길지 않으나 최근 발생하고 있는 각종 사회병리 현상에 대처하는 형사사법기관 요원을 
희망하는 많은 학생들이 공부하기를 원하는 학문으로 타학문에 비해 무궁무진한 발전 가능성을 가진 잠재력 있는 학문입니다.

우리 학과는요!
높은 공무원시험 합격 

2016년 간부후보생 합격(3명), 최근 3년간(2013~2015) 최종합격

자 총 118명, 2015년도 총 31명(경찰공무원 29명, 소방공무원 2명)

경찰 시험 관련 재학생 지원 

경찰 시험 관련 유명강사 특강 개최, 스터디 그룹 결성 시 동영상 

강의 수강 및 수업 관련 도서 지원

신입생 프로그램 

신입생 오리엔테이션, 신입생 환영회, 연합 MT, 학술제

경찰행정학과     http://homepage.sch.ac.kr/police

경찰행정학과

세상을 밝히는 열정으로 
모두가 행복한 세상으로

Department of Police Administration

Since 19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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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njoy the Club! 
경찰행정연구회 경찰행정연구회는 손에 잡힐 듯 앞에 펼쳐져 있는 여러분의 꿈을 실현 

하기 위한 입직 스터디 동아리입니다. 학업에 대한 열정과 도전정신으로 미래의 경찰

전문인 배출을 위해 매일 학문적 활동을 수행하고 있으며, 경찰직 수험관리와 경험을 

바탕으로 개인적 지도와 빠르고 정확한 정보공유, 그리고 경찰기본 과목에 대한 학습

과 문제풀이를 통한 실력향상을 위해 힘쓰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경찰행정연구회를 

통해 수많은 합격자가 배출되었으며 장차 미래 경찰을 이끌어갈 핵심 인재를 배출하

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Police 유도 동아리로 매주 월요일부터 목요일까지 알차게 운동하고 있는 학과 동아

리입니다. 친목 도모는 물론 체력도 기를 수 있으며, 유도 단증을 취득하는 데도 유리

합니다. 나아가 미래 경찰을 준비하는 데 있어서도 도움이 되는 동아리입니다.

Polsket 폴스켓은 여자농구동아리로 방과 후에 모여서 농구연습과 친선 경기를 진행

하며 친목을 도모합니다. 매년 열리는 교내 체육대회에서도 좋은 성적을 거두고 있는 

만큼 운동하는 보람을 느낄 수 있는 동아리입니다.

선배가 권하는 책
살인자들과의 인터뷰
로버트 K. 레슬러 / 바다출판사

이 책은 FBI에서 ‘범죄심리분석관’이라는 특

별 업무를 맡게 된 로버트 레슬러가 쓴 실제 

수사기록으로, 여러 건의 가공할 만한 엽기적

인 살인사건을 맡게 된 그가 과학적 심리분석 

기술인 ‘프로파일링 기법’을 이용해 범인상을 

정확하게 맞춰나가는 과정을 서술한 책이다.  

나는 대한민국 국가 공무원이다
나상미 / 함께북스

『나는 대한민국 국가 공무원이다』는 경찰 채

용 홍보원정대 구성원으로 활동 중인 저자

가 경찰을 꿈꾸는 사람들에게 도움이 되는 

글을 담은 책이다. 경찰이 되려는 청춘들과 

어떤 직업을 선택해야 할지 모르는 이들에

게 저자가 겪었던 일을 바탕으로 희망의 메

시지를 전한다.

학과 취득 자격증

무도(유도, 검도) 단증, 경비지도사 자

격증, 피해상담사 자격증

졸업 후 진출분야

일반기업 대기업, 중견기업, 경비업체

공공기관 경찰직, 검찰직, 법원직, 교

정직, 소방직, 세관직, 국가정보원, 군 

수사기관

기타 대학원 진학

Our Major Story
경찰학의 기초를 다지고 경찰에 관한 개괄적인 내용과 실제를 공부하는 <경찰

학개론>, <경찰의 이해>, <경찰조직론> 등 경찰의 주요 기초를 습득하고, 무술

을 통해 체력을 기르고 단증을 준비하며, 그 외 외국어, 소프트웨어 과목을 통해  

기초적인 역량을 다지는 분야들을 배우게 됩니다. 경찰이 전공인 만큼 이 시기 

에는 기초체력을 기르고, 신문을 통해 사회의 움직임을 파악하고, 봉사활동을 

틈틈이 하여 사회에 헌신하는 마인드를 함양한다면 미래 경찰을 준비하는 좋은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교육과정
1학기 경찰학개론, 현대사회병리론, 무술 / 2학기 경찰영어, 형사사법행정론, 체포술, 

경찰조직론

범죄에 대한 기초적인 지식을 배우는 <범죄학개론>과 범죄자들의 심리를 분

석하는 <범죄심리학>, 여러 국가의 경찰들을 배우는 <비교경찰제도론>, 경찰

의 인사체계와 공직자의 기준을 배우는 <경찰인사론>, 경찰의 역사를 배우는 

<경찰한국사> 등 범죄에 대응하는 방법과 경찰에 대한 여러 가지 체계에 대하

여 배우는 시기입니다. 이 시기는 진로에 대한 방향을 찾고 목표하는 직종에 

대하여 기반을 닦는 시기입니다. 경찰 외에도 검찰직, 법원직, 교정직, 세관직, 

군 수사기관 등 여러 국가기관에서 공직에 임할 수 있으므로 그에 따른 진로의 

방향을 생각해보고 이를 준비하는 시기입니다.

교육과정 
1학기 경찰생활안전론, 범죄학개론, 형사사법원서강독1, 경찰윤리론, 형법총론, 경찰인 

사론 / 2학기 범죄심리학, 비교경찰제도론, 형법각론, 경찰이론과 실무, 여성범죄론, 경찰 

한국사

범죄사건을 탐구하고 수사기법을 알아보는 <범죄수사론>, 범죄에 대한 법적 

처리와 절차를 알아보는 형법과 <형사소송법>, 경찰의 행정적 체계를 배우는 

<경찰행정법>, 교도소와 같은 교정기관의 운영과 범죄자를 사회에 교화시킬 

수 있는 방법을 배우는 <교정학> 등 사법기관의 업무에 대하여 보다 실질적인 

내용을 배우는 시기입니다. 우리 학교에는 다른 나라의 학문을 배우고 문화를 

접할 수 있는 교환학생시스템이 있습니다. 특히 경찰행정학과에서는 중국 절

강대학교와 교류를 하고 있어 관심과 노력만 있다면 교환학생을 통해 중국에 

경찰학문을 배우고 문화를 접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질 수 있습니다.

교육과정 
1학기 소년비행론, 경찰연구방법론, 민간경비론, 경찰기획론, 형사소송법, 범죄수사론 / 

2학기 경찰행정법, 지역사회경찰론, 교정학, 경찰정보론, 형사사법원서강독2, 과학수사론

경찰과 범죄에 대한 보다 심도 있는 학문을 배우는 <경찰학세미나>와 <범죄학

세미나>, 테러에 대하여 탐구하고 그에 대한 대책을 배우는 <테러정책론>, 범

죄 피해자에 대해서 탐구하고 피해자를 대하는 방법을 배우는 <피해자학>, 사

이버상에서 이루어지는 범죄를 탐구하는 <사이버범죄론> 등 경찰과 범죄에 

대한 보다 심화적인 내용을 배우는 시기입니다. 특히 공무원을 준비할 경우 

임용시험 공부에 보다 집중해야 합니다. 어느 길이든 자신의 진로를 착실하게 

체계적으로 준비한다면 보다 명확하게 목표를 이룰 수 있을 거라 확신합니다.

교육과정 
1학기 조직범죄론, 사이버범죄론, 범죄학세미나, 범죄수사세미나, 피해자학, 테러정책론 /  

2학기 경찰학세미나, 경찰외사론, 범죄예방론, 경찰교통론, 범죄심리학세미나

1학년

2학년

3학년

4학년

PEOPLE_

힘이 들수록 가벼워지는
리더의 책임감
“안녕하세요. 저는 순천향대학교 경찰행정학과 학생회장입니다. 학생회장이다 보니 

학과를 위해 그리고 학생들을 위해 좀 더 노력한 점을 제외하면 사

실 제가 특별하게 다른 분들보다 나은 점이 있다고 생각하진 않습니

다. 제 목표가 있다면 학생회장의 본분에 맞게 남은 임기 동안 더욱 

노력해서 학과 발전에 조금이라도 더 밑거름이 되었으면 하는 마음 

뿐입니다. 저는 리더가 힘이 들면 들수록 함께 길을 가는  
구성원들이 보다 편해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리더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이 생각이 
오래도록 변치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노력해야죠! 졸업  
후에도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공공의 질서를 유지 
하는 경찰로, 또 다른 리더라는 생각으로 사회에 기여하고  
싶고요. 
아, 학우들에게 하고 싶은 말이 있어요. ‘먼저 매번 학과 행사 및 학과 일정에 많

은 참여와 격려를 보내준 모두에게 항상 고맙고, 같은 꿈을 가지고 입학한 후

배들에게 보다 많은 것을 알려주지 못해서 미안하다’는 말. 하지만 우리 선
배들이 그 이전보다 열정적으로 길을 넓혀주셨기 때문에 우리 
역시 좀 더 노력한다면 미래는 더 밝을 거라는 확신!  
다들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Police 화이팅!”

최민성(경찰행정학과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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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엇을 탐구하는가?
모든 인간의 공통된 꿈은 아름다운 공동체에서 행복하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점점 다

양화되고 복잡해지는 현대사회에서 이러한 우리들의 꿈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폭넓고 

다양한 복지제도와 아울러 많은 전문 인력이 필요합니다. 사회복지학과에서는 이러

한 복지 수준을 높일 수 있는 전문적 실천 활동을 탐구합니다. 예를 들어 사회현상에 

대한 과학적 분석과 연구 능력을 함양하며, 지원 방법에 관한 지식, 기술 및 가치 탐구

를 통해 사회복지의 지식과 실천능력을 겸비한 전문사회복지사로서의 자질을 익히게 

됩니다. 이를 통해 순천향대학교 사회복지학과의 학생들은 지역사회의 복지전문성

을 높이고 관련 네트워크 구축을 선도할 현장형 전문사회복지사로 성장하게 됩니다.

두드려라, 열릴 것이다!
사회복지학을 공부하기 위해서는 다른 사람에 

대해 관심을 가지는 것이 중요합니다. 어려운 

사람을 돕는 일을 좋아하고, 심리적·정서적으로 

안정적이며, 봉사활동 경험이 많은 학생에게 보

다 적합한 학과가 바로 사회복지학과입니다. 아

울러 각종 사회문제에 대한 통찰력을 겸비하고 

소외 계층에 대한 편견과 맞서기 위해 정의롭게 

진취적으로 사고하는 학생이라면 사회복지학과

와 인연을 맺어도 좋을 것 같습니다.  

전공 관련 고교 체험 활동으로는 학습 상담활동, 

성격 상담활동, 교우 상담활동, 학생회 활동, 운영위원 활동, 학급회 및 학급 부서 활동, 

현장학습, 학술조사, 문화재 답사, 국토순례, 1인1기, 나의 꿈 나의 희망 찾기 등의 자

율 활동을 추천합니다. 또한, 학습부진 친구 돕기, 장애인 돕기, 병역자 돕기, 다문화 

가정 학생 돕기, 복지시설, 공공시설, 병원, 농·어촌 등 일손 돕기, 불우이웃 돕기, 고아 

원 봉사, 양로원 봉사 등의 봉사활동을 경험해보는 것도 도움이 될 수 있으며, 자기 이해  

및 심성 계발, 자기 정체성 탐구, 가치관 확립 등의 활동을 거친다면 진로 선택에 도

움이 될 수 있습니다.

사회복지란 모든 국민들의 인간다운 삶을 보장하기 위해 이를 위협하는 다양한 사회문제들에 대해 체계적으로 개입, 대처하
는 활동을 의미합니다. 사회복지는 개인과 가족 차원의 실천 활동 분야와 사회 환경개선을 위한 정부 차원의 제도 및 정책 분
야로 구분됩니다. 사회복지학과에서는 사회구성원들의 복지 수준을 높일 수 있는 사회복지정책방안, 사회복지시설 및 기관의 
운영방안, 그리고 사회복지의 전문적 실천 활동을 탐구합니다.

우리 학과는요!
학술교류 프로그램

일본 구마모토 학원대학 사회복지학과와의 연례 학술교류 진행 

(9월 : 한국, 11월 : 일본)

재학생 시험대비 지원 프로그램

사회복지사 1급 자격시험 대비 특별강의 진행

사회복지학과     http://homepage.sch.ac.kr/welfare

사회복지학과

급변하는 시대를 리드하는 
실천 철학자의 길

Department of Social Welfare

Since 19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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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njoy the Club! 
M.O.A 정기적 자원봉사와 지식교육을 바탕으로 학생들의 역량을 강화하며 실무 활

동을 미리 경험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봉사동아리입니다.

새아침 수화를 배우고 수화공연 및 봉사활동을 통해서 ‘인간사랑’을 실천하는 동아리

입니다.

Cre-Editor ‘크리에디터(Cre-Editor)’는 ‘자신이 가지고 있는 재능으로 새로운 것을 

창조하자’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카메라 및 컴퓨터 활용을 통해 단기적으로는 개인

의 성취감과 자신감을 확보하고, 장기적으로는 현장실무에서 활용 가능한 전문기술을  

두루 익힘으로써 궁극적으로 자신의 가치를 높입니다.

건.사.연 건 : 건강하지 못한 사람이 당신 주변에 있습니까? / 사 : 사랑받지 못한 사

람이 당신 주변에 있습니까? / 연 : 연락하세요. 건사연은 그런 사람들의 마음을 공부

하는 동아리입니다!

신창밴드 사회복지학과 밴드 동아리로 복지관 등에서 공연을 진행하고, 음악봉사 등

의 재능기부를 실천하는 동아리입니다.

선배가 권하는 책
사회복지가 말하는 사회복지사
김세진 외 / 부키

복지가 화두인 우리 시대에 가장 주목받는 

직업으로 꼽히는 사회복지사의 실상에 대해 

22명의 사회복지사들이 솔직하게 털어놓는

다. 아동보호전문기관과 장애인복지관에서 

좌충우돌하는 ‘초보’에서부터 주민센터, 종

합사회복지관, 장애인 · 노인 · 아동센터, 정신

보건 및 의료 기관을 비롯해 국회, 협동조합, 

기업 재단은 물론 카페, 영상 제작, 국제 구호 

단체 등 다양한 분야에서 활동하는 사회복

지사들이 일을 하며 느끼는 기쁨과 보람, 어

려움과 감동의 순간을 가감 없이 들려준다.  

사회복지사를 꿈꾸는 그대에게
이홍직 / 신정

사회복지현장에서 실무를 담당하고 있는 31
인의 사회복지사들의 직장 및 담당 업무, 역

할 소개, 사회복지 전반 또는 직장 · 직무와 

관련된 자신의 이력, 경력, 도움이 된 교육

과정, 현장 실습, 바람직한 사회복지 상 등을  

수록한 책이다.

학과 취득 자격증

사회복지사, 학교사회복지사, 정신보건사

회복지사, 건강가정사, 사회조사분석사

졸업 후 진출분야

이용시설 지역사회복지관, 노인종합사

회복지관, 장애인종합복지관, 공부방·

방과후교실, 지역아동센터, 여성회관, 

청소년수련관, 주간보호센터, 재가복

지분야, 자원봉사센터 등 

생활시설 노인복지시설, 장애인복지시

설, 부랑인복지시설, 아동복지시설, 정

신요양시설, 모자복지시설 등 

의료분야 정신병원, 알코올상담센터, 

사회복귀시설(정신보건사회복지사), 

병원(의료사회복지사) 

관공서 보건복지부, 시 · 군 · 구청 및 읍 ·  

면 · 동사무소(사회복지전담공무원) 

공기업 국민연금관리공단, 국민건강

보험관리공단, 근로복지공단, 장애인

고용촉진공단 

모급분야 모금단체(어린이재단, 월드

비전, 대한사회복지회 등), 모금지원

단체(공동모금회, 아름다운 재단 등) 

여성 및 가족기관 성폭력상담소, 건강 

가정지원센터, 결혼이민자가족지원센 

터, 쉼터 등 

기타 학교(학교사회복지사), 군사회복 

지, 교정사회사업(교정사회복지사), 사회

복지 관련 협의체, 복지관련 연구소 등

Our Major Story
사회복지 학습의 기초를 다지고 사회복지에 관한 일반이론과 실제를 공부하

는 <사회복지학개론>, 사회의 주요 기초를 습득하는 <사회학개론> 등 사회복

지 실무와 관련된 기초학문과 외국어, 파워포인트 등 사회복지의 기초 역량을 

다지는 분야들을 배우게 됩니다. 또한 <진로탐색프로젝트>, <셀프리더십>이

라는 전공 교양 교과목을 통해 사회복지에 관한 다양한 분야를 파악하고 앞으

로 나아갈 진로 방향을 선택할 수 있도록 돕고 있습니다. 

교육과정

1학기 심리학개론, 사회복지학개론, 대중매체속의 사회복지, 사회문제론 / 2학기  

사회학개론, 사회복지윤리와철학, 인간행동과사회환경

<아동복지론>, <노인복지론>, <장애인복지론>, <청소년복지론>, <사회복지실

천론>, <실천기술론>, <사회복지정책론> 등 다양한 과정들을 좀 더 체계적으로 

배우는 시기입니다. 2학년 때는 봉사활동을 하는 것을 추천합니다. 봉사활동

은 사회복지와 깊은 연관이 있습니다. 세부적인 전공을 배우는 시기에 봉사활

동을 나가 본인이 배운 지식을 바탕으로 대상자와의 관계를 형성할 때 전공교

과목을 보다 쉽게 이해하고 한 번 더 상기시킬 수 있습니다.

교육과정 

1학기 사회복지실천론, 사회복지정책론, 사회복지행정론, 아동복지론, 노인

복지론, 장애인복지론, 자원봉사론 / 2학기 사회복지현장실습1, 사회복지실

천기술론, 지역사회복지론, 사회복지발달사, 사회보장론, 청소년복지론, 여성

복지론, 지역사회자원개발, 지역사회안전

<프로그램개발과평가>, <사회복지지도감독론>, <사회복지조사론>, <사회복지

자료분석론> 등 실제 사회복지실천현장 업무에서 필요한 전문적인 스킬을 심

도 있게 습득하는 시기입니다. 또한 배운 지식을 바탕으로 사회복지관, 아동 · 

노인보호전문기관, 장애인 · 노인복지관, 병원 의료사회사업실 등으로 사회복지

현장실습을 나가 사회복지실천현장에서의 사업 및 업무에 대해 배우는 시기로 

졸업 후 진로선택을 하는 데에도 큰 영향을 받게 됩니다. 이때, 문서작성요령을 

배우고 실습에 임하면 자신의 역량을 강화하는 데 많은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교육과정 

1학기 사회복지조사론, 가족과문화, 사회복지지도감독론, 프로그램개발과평

가, 의료사회복지론, 복지국가론, 사회복지전공일어 / 2학기 사회복지자료분

석론, 사회복지현장실습2, 사회복지법제론, 사회복지전공영어, 가족복지론, 

정신보건사회복지론, 국제사회복지해외체험, 여성복지론

4년제 대학 사회복지학과는 졸업 후 사회복지사 1급 자격 취득을 위한 국가고

시를 치를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집니다. 이때 배우는 <복지현황과 쟁점> 과목을 

통해 4년 동안 배웠던 전공 지식을 상기시킴으로써 사회복지사 1급 자격 취

득을 위한 국가고시에 대비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 또한, <사례관리론>은 학기 

중 실습을 나가 직접 대상자를 발굴하고 상담을 하면서 전문사회복지사로서 

나아갈 수 있도록 돕는 과목으로, 이를 잘 활용한다면 사회복지사로서의 진로

를 찾고 목표를 향하는 길에 큰 도움을 얻을 수 있을 것입니다.

교육과정 

1학기 가족치료, 사례관리론, 비영리기관운영론, 다문화복지론 / 2학기 빈곤론,  

복지현황과 쟁점, 사회복지현장실습3, 사회복지인턴십

1학년

2학년

3학년

4학년

PEOPLE_

사람과의 ‘관계’
그 속에서 해답을 찾길
“제가 1995년 사회복지학과가 문을 연 첫해에 입학했으니 벌써 20년이 넘었네요. 감

회가 참 새롭습니다. 사회복지사로, 사회복지를 실천하는 현장에서 일을 한지도 

어느덧 17년이 됐네요. 다양한 현장 속에 그동안 몸담아 오면서 
바람이 있다면 누군가 저를 떠올릴 때 ‘존경’은 바라지 않
지만, ‘끊임없이 노력하고 고민했던 사회복지사 또는 선
배’로 기억에 남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사실 이른 

나이에 관장이라는 과분한 직책을 맡게 돼서 동료나 후배들에게 

부끄럽지 않은 모범이 돼야겠기에 지금은 그것이 가장 중요한 

과제인 것 같습니다. 전 지금도 여전히 오랫동안 이 실천현장에

서 이 일을 하고 싶다는 생각을 합니다. ‘왜?’라는 물음을 스스로 하

면서 말이죠. 그래야 다양한 관계에서 생기는 여러 가지 일들을 대할 

때 좀 더 근원적인 고민을 거치게 되고, 좀 더 발전적인 결론에 도

달하게 되는 것 같더라고요. 사회복지는 사람과의 관계가 
우선입니다.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모든 것이 시작
되고 일이 이루어지죠. 우리 후배님들도 많은 사
람들과 만나는 과정 속에서 ‘관계’에 대한 고민을 
항상 했으면 좋겠습니다. 더불어 사회문제에도 항
상 관심을 가졌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세융(사회복지학과 95)_아산시노인종합복지관 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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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EADERSHIP

소나무는 
해를 더할수록 
둘레를 넓혀간다.
비바람을 품고, 
새로운 향기로 
숲을 이룬다.

PART 4_글로벌경영대학
경영학과 · 국제통상학과 · 관광경영학과 · 경제금융학과 · IT금융경영학과 · 글로벌문화산업학과 · 회계학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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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엇을 탐구하는가?
경영학과에서는 먼저, 실무 중심의 경영학 이론 학습과 기법을 훈련하고 터득하는 과

정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세계수준의 경영대학과 같은 표준화된 전공교육과정을 운

영하되 실천을 중심으로 교육내용을 구성하고 있으며, 글로벌 시대에 적응하기 위한 

역량 배양에도 힘쓰고 있습니다. 순천향대 경영학과는 타 대학과 달리 집중 외국어 교

육시스템을 운영하고 있으며 세계적 추세에 맞게 영어, 중국어, 일본어 중에서 선택한 

외국어에 대해 집중교육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아

울러 3학년이 되면 학생 전원이 외국 현지를 직

접 방문해 다양한 해외체험 프로그램에 참가하

게 됩니다.

기업현장에 적응하기 위해 시행되는 기초역량배

양수업 후에는 실제 현장에서 필요한 기획능력

이나 창업 등에 대한 교육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밖에 취업이나 학생진로 개발을 위한 상담제

도 및 교과목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두드려라, 열릴 것이다!
경영학을 전공하기 위해서는 고교 시절부터 활

동적이고 긍정적인 사고로 항상 무엇인가를 적

극적으로 실행하는 태도와 함께, 친화력 있게 타

인을 배려할 줄 아는 마인드를 가지는 것이 중요

합니다. 아울러 팀워크 활동에 적극적이며 적응

력과 창의적인 유연한 사고를 가진 학생이 보다 

적합한 학과가 바로 경영학과입니다. 무엇보다 

글로벌 환경에 적극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역량

을 기르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경영학과를 희망할 경우 고등학교에서 동아리

활동, 봉사활동, 체험활동에서 주도적인 역할을 수행하여 자기주도성을 키우고, 국내 

공공기관이나 기업의 체험활동을 통해 경제 마인드를 함양하는 등 다양한 경험과 체

험활동을 하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경영학(Business Administration)은 국민경제의 주도적 주체인 기업의 관리에 관하여 연구하는 실천적 과학으로서 그 사회
적 효용성이 매우 크다고 할 수 있습니다. 특히 최근에는 기업이 대형화되고 국제화됨으로써 내부적으로 해결해야 할 경영과제
들이 크게 증가하였으며, 기업환경 또한 급속히 변모하고 있어 기업경영의 중요성이 더욱 절실히 인식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경영학은 대기업 및 중소기업, 금융기관, 광고회사, 호텔 등의 일반 기업을 비롯해 정부 및 지자체, 공공기관 등의 공공 부문, 
병원, 학교, NGO 등의 비영리 부문은 물론 예술경영 부문에 이르기까지 그 적용 범위가 상당히 광범위한 학문이며, 그만큼 졸
업 후 진출 영역도 다양하게 열려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 학과는요!
글로벌 비즈니스 환경에 대응하는 첨단 학사 운영 

글로벌경영대학과 함께 하는 어학집중코스와 해외비즈니스 체험 

프로그램

하고자 하는 학생들에게 다양한 기회와 전폭적 지원

교환학생, Supers(최우수학생 양성), 해외어학연수, 다양한 장학금  

지원

영역별 비즈니스 전문가 육성

❶ 회계사, 세무사, 미국 CPA 등 자격증 취득 학습 동아리 운영

❷ 최고의 전략가, 기획자, 마케터로 성장할 수 있는 학습 동아리 운영

품성 및 태도, 사고력 및 커뮤니케이션 능력 함양

❶ 재학생 전원이 참여하는 자기 비전 구축과 1:1 교수 상담

❷ 모의면접, 모의토론, PT경진대회 학과 자체 개최

철저한 학사관리와 밀착형 학생 관리

❶ 학생이 언제든 찾아갈 수 있는 오픈형 교수연구실

❷  학생관리 데이터베이스 구축, 미래 희망, 관심사, 장단점, 컨텍

포인트 관리 및 취업 추천

❸ 자체 PC실, 독서실, 세미나실, 작은 도서관을 갖춘 MI

경영학과     http://homepage.sch.ac.kr/mgt

세계를 리드하는 
글로벌 비즈니스 인재

경영학과 Department of Business Administration

Since 19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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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배가 권하는 책
문학에서 경영을 배우다
윤석철 / 서울대학교 출판문화원

문학에서 인생과 경영을 배우며 지식을 넘

어 지혜의 의미를 발견한 경영의 대가 윤석

철과의 진솔한 대화를 담았다. 저자는 현대

의 리더는 타인의 아픔과 정서를 인식할 수 

있는 감수성, 그리고 희생정신을 실천하기 

위해 노력해야 하며, 이 두 가지 덕망이 없

으면 리더가 될 수 없다고 말한다.  

경영이란 무엇인가
조만 미그래타 / 김영사

기본에 충실한 현장 경영자들의 바이블. 비

즈니스 세계에 처음 입문한 이들을 위한 안

내서이자 ‘경영’이라는 규율을 소개한 경영

바이블이다. 단순한 성공 공식이나 처세 방

식을 알려주는 대부분의 경영서들과는 달리, 

경영의 기본원리를 알기 쉽게 설명하면서 경

영의 총체적인 비전을 제시한다.

경영의 미래
개리해멀 / 세종서적

이 책은 21세기 기업을 위한 미래경영 청사

진을 내놓는다. 혁신가들이 경영의 미래를 

새롭게 고안하는 데 도움이 될 이정표를 하

나씩 짚어준다. 1부에서는 경영혁신의 필요

성을 역설하고 경영혁신을 위한 핵심과제를 

제시하고 2부에서는 경영구조 자체가 혁신

적인 기업들을 소개한다. 3부에서는 익숙한 

것에서 탈출하기, 새로운 원칙 받아들이기, 

새로운 시각으로 변두리에서 배우기 등 경

영의 미래를 위한 방법을 구체적으로 설명

하고, 4부에서는 경영 2.0을 어떻게 구축할 

것인가를 논한다. 

학과 취득 자격증

공인회계사(CPA), 세무사, 노무사, 경

영지도사, 전산세무·재경관리사, 회

계관리1급, 물류관리사, 유통관리사, 

AICPA, CFP ·AFPK, 경영지도사, 전

산회계운용사, 정보처리기능사

졸업 후 진출분야

일반기업 대기업, 중소기업, 금융기관, 

광고회사, 인터넷·유통·무역·호텔·여

행사·외식산업 등

공공기관 정부, 정부 관련 기관, 지방

자치단체 언론 및 방송기관

비영리 부문 학교, 병원, NGO
기타 창업, 회계사·세무사, 경영컨설

턴트, 노무관리사, 투자전문가, 예술

경영분야

Our Major Story
경영학 학습의 기초를 다지고 경영에 관한 일반이론과 실제를 공부하는 <경영

학개론>, 경제학의 주요 기초를 습득하는 <경제학개론> 등 경영 실무와 관련

된 기초학문과 외국어, 파워포인트 등 경영학의 기초 역량을 다지는 분야들을 

배우게 됩니다. 경영전공으로서 경영학 공부에 몰두하는 것도 좋지만 인문과 

철학, 역사, 문학 등 다른 분야에도 관심을 가지는 것이 좋습니다. 독서나 신문  

등을 틈틈이 읽고 다양한 경영 현안이나 상식 등을 쌓는 것도 추천합니다. 

교육과정

중국과 중국어 이해, 일본과 일본어 이해, 대학영어, 비즈니스외국어회화1, 비

즈니스외국어1, 사고와 표현, 셀프리더십, 경영통계학, 경영과 컴퓨터1 ·2, 진

로설계, 경영학개론, 조직행위론, 회계원리, 경제학개론, 마케팅관리론

소비자의 행동을 정형화하고 수량화하는 이론적, 기술적 연구를 수행하는 <소

비자행동론>, 생산현장에서의 의사결정 문제에 대한 설계와 학습과 관련된 <생 

산전략론> 등 경영 실무와 관련된 다양한 과정들을 좀 더 체계적으로 배우는 

시기입니다. 가능하다면 봉사활동에도 참여해볼 것을 추천합니다. 타인을 도

우면서 느끼는 보람도 크지만, 다양한 관계들 속에서 배우고 느끼는 많은 것들

이 사실상 경영 활동에도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교육과정 

영어회화1 ·2, 비즈니스외국어회화2 ·3, 비즈니스외국어2 ·3, 인간과 경영, 비

즈니스 문서 제작, 기획과 창업, 소비자행동론, 생산전략론, 경영과 인터넷, 재

무회계, 정부회계, 원가회계, 기업재무의 이해, 마케팅조사론, 인사관리

<판매촉진론>, <생산관리>, <상법>, <유통 및 물류 관리>, <전자상거래>, <전산

회계>, <재무제표> 등 기업 운영 및 실제 경영과정에서 필요한 전문적인 스킬

을 심도 있게 습득하는 시기입니다. 교환학생 프로그램에 참여해보는 것도 좋

습니다. 본교에는 해외교류시스템이 잘 구축돼있는 만큼 교환학생 프로그램

에 참가해 다른 나라의 문화를 접하고 미래 경영리더로서의 자질을 키우는 기

회를 가져보기를 추천합니다.

교육과정 

비즈니스외국어회화4 ·5, 비즈니스외국어4 ·5, 글로벌비즈니스조사, 취업과 

경력경영, 판매촉진론, 생산관리, 경영정보처리, 중급회계, 상법, 경영혁신론, 

재무관리, 유통물류관리론, 전략경영론, 전자상거래개론, 전산회계시스템, 재

무제표분석론, 관리회계

실제 기업활동과 관련한 다양한 경영사례를 연구하고 노사관계, 세무회계, 마

케팅, 인적자원 개발, 창업에 이르기까지 준비된 경영인으로서의 자질을 완성

하는 시기입니다. 아울러 4학년 때는 취업을 준비하고 자신만의 기량을 완성

하는 시기로, 우리 학과에서 운영하는 다양한 상담창구와 프로그램을 활용한

다면 어렵지 않게 자신만의 목표를 성취할 수 있을 것입니다.

교육과정 

비즈니스외국어회화6, 비즈니스외국어6, 창업특론, 인턴십1·2 ·3, 인터넷마

케팅, 주식과 투자의 기초, 노사관계론, 경영정보론, 세무회계, 경영사례연구, 

증권시장론, 인적자원개발론, 제품관리론, ERP와 세무, 마케팅전략론, 옵션

과 선물의 기초, 회계감사, 회계와 경영의사 결정

1학년

2학년

3학년

4학년

Enjoy the Club! 
MASTER 1989년 시작된 역사 깊은 농구 동아리입니다. 체육대회에서 준수한 성적

을 거두고 있으며 선후배는 물론 졸업선배들까지 끈끈한 정을 이어나가고 있습니다.

S.C.H.A.R.S 회계 분야 학술동아리로 전문적인 자격증 취득을 목표로 열정을 불사

르는 곳입니다. 역사는 짧지만 CPA(공인회계사) 1명, CTA(세무사) 1명, 재경관리

사 20명 등 많은 합격생을 배출한 바 있습니다.

ST.ART 마케팅을 통해 자신의 삶을 변화시키고자 하는 학술 동아리입니다.

Thumb 아이언리그에서 매년 좋은 성적을 거두고 있으며, 선배들과 가족처럼 교류

하는 마음 훈훈한 야구 동아리입니다. 

Unbeaten 경영학과 축구동아리로 구성원들 모두 자부심과 소속감으로 똘똘 뭉쳐 각

종 교내대회에서 우수한 성적을 거두고 있습니다.

Free Space 20년이 넘는 역사를 가진 축구동아리로 뜻 그대로 가족 같은 분위기에

서 자유롭게 축구를 즐기고 있습니다. 

M-cast 마케팅이 어떤 것인지 직접 경험하고 시장조사 및 비즈니스 전략 도출 등 마

케팅 조사 분석 역량을 키울 수 있는 마케팅 학술 동아리입니다.

PEOPLE_

오늘 하루를 즐겁게 
긍정적으로!
“안녕하세요. 저는 하루하루를 즐겁게 살아가고 있는 순천향대학교 

경영학도입니다. 12학번이라 졸업이 얼마 남지 않았네요. 지면을 빌

어 후배님들께 인사드리게 된 점 영광이라 생각합니다. 사실 크게 특

별할 게 없는 평범한 학생이거든요. 학과에서 행정인턴을 하게 되면

서 조교의 업무 진행을 도운 정도랄까. 음, 학과에 기여한 바가 사실 

별로 없어요. 그래도 경영학과와 꽤 오랜 시간을 함께하면서 느

낀 점은 있어요. 제 좌우명이 ‘항상 삶을 즐겁게 긍정
적으로 살자’거든요. 하루하루가 그만큼 설레고 재
밌었어요. 모든 사람이 대학생활을 경험하고 즐
길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열심히 공부하는 것만
큼 사람들과 다양한 추억들을 만드는 것도 꽤 중
요하고 의미 있는 일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저도 그

랬고 그래서 되돌아보면 참 기억에 남는 소중한 추억이 많아요. 

물론 저도 졸업이 코앞이라 어떤 직업을 선택해야 할지, 어떤 직장에 

들어갈지 걱정도 되지만, 지금까지 그래왔던 것처럼 긍정적으로 즐

겁게 미래를 맞아보려고요! 후배님들도 걱정보다는 설레는 마음으로 

미래를 선택해보시면 어떨까요?”

김영현(경영학과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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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엇을 탐구하는가?
국제통상학과에서는 글로벌역량 함양을 위한 원어민 중심의 외국어교육과정과 글로벌 

기업환경과 국제경영, 국제경제 및 금융, 국제물류, 글로벌지역학을 아우르는 글로벌

교육체계를 확립하고 있습니다. 또한 국가직무능력표준(NCS)에 기반한 직무중심교육

과 글로벌 산학교육체계 확립, 그리고 ICT를 활용한 글로벌비즈니스 무역실무교육과

정을 통해 경제사회 및 산업수요의 변화에 대응 가능한 실무중심 교육체계를 확립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는 국제통상환경 및 정책, 

수출입비즈니스 프로세스, 무역영어와 같은 국

제무역 분야를 비롯하여 글로벌 비즈니스 촉진을 

위한 전략적 사고와 글로벌마케팅, IT기술을 활

용한 무역자동화 및 전자상거래(e-Business), 

글로벌공급사슬관리(GSCM), 전략적 생산 및 유

통관리와 같은 국제물류분야, 그리고 새로운 무

역가치 창출을 위한 무역창업 등에 대한 심도 있

는 학습과 연구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두드려라, 열릴 것이다!
국제통상학과가 선호하는 미래 인재는 평소 국제

관계나 외교, 국제무역, 글로벌 기업 등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있으며, 뉴스나 신문을 통해 국제

적인 사건들을 유심히 살펴보는 습관을 갖춘 학

생, 적극적이고 도전적인 성격 및 개척정신을 소

유한 학생, 외국어 소통능력과 ICT 활용 능력, 

글로벌 마인드와 비즈니스 마인드를 갖춘 학생, 

그리고 리더십과 비전을 가진 학생이므로 고교 

시절부터 위와 같은 활동에 관심을 가지기를 추

천합니다. 아울러 국제통상학과에 관심이 많은 

학생이라면 영어 등 외국어 동아리 및 관련 활동

이나 글로벌 기업경영 환경과 국제경제의 흐름을 파악하기 위한 경제 및 경영, 토론 

동아리 활동, 기업체험과 창업 등 비즈니스 관련 활동, 창의적 사고를 위한 활동 등을 

경험해보는 것이 좋습니다.

국제통상학과는 ‘글로벌 시대를 선도하는 국제경영 및 국제통상전문인력 양성’이라는 교육 비전을 바탕으로 국제통상전문가, 
국제경영전문가, 무역실무전문가의 양성을 위해 수요중심의 플랫폼교육과 ICT를 활용한 실전형 교육을 지향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국제 무역거래의 기본이론과 국제통상질서 · 정책에 대한 거시적인 접근은 물론, 외국어, 국제경영과 국제상거래의 
실무, 관습 및 법리, 무역경영 기업, 국제통상문제 및 국제전자상거래 등 미시적인 접근을 통해 충청권 최고의 실무형 무역전문 
인력 양성기관으로서의 위상을 확립하고 있습니다.

우리 학과는요!
GTEP(Glocal Trade Experts incubating Program) 사업단 운영 

산업통상자원부가 주관하고 한국무역협회가 운영하는 전국 24개 

‘지역특화청년무역전문가양성사업’ 중 하나로 선정되어 지방자치

단체와 함께 협력업체의 수출 활동을 지원하며 무역이론과 실무를 

겸비한 무역전문인력을 양성하고 있습니다.

고용노동부 IPP(Industry Professional Practice) 사업 운영

기업에서 요구하는 실무형 인재 양성을 위해 대학 교과과정의 일

부를 산업체 현장에서 이수하도록 하는 IPP사업에 선정되어 학점

취득과 실무경험을 동시에 가능하게 하는 양방향교육체계를 갖추

고 있습니다.

실전형 · 체험형 글로벌교육(Study Abroad) 사업 운영

해외시장조사 및 분석을 통한 비즈니스 프로젝트 형태의 전공과제 

수행역량과 글로벌 마인드 함양을 위한 실전형 · 체험형 교육프로그

램(SA)을 운영, 학생이 선택한 외국어(영어, 중국어, 일본어 중 택1)
를 사용하는 지역 혹은 국가를 방문해 현지인을 대상으로 외국어  

인터뷰와 설문조사 · 분석 형태의 전공과제를 수행하게 됩니다.

기타 재학생을 위한 학과프로그램

취업박람회 견학, 취업특강, 외국어 회화교육

국제통상학과     https://homepage.sch.ac.kr/schtrade

글로벌 시대를 주도하는 
국제통상 프런티어

국제통상학과 Department of International Trade & Commerce

Since 19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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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배가 권하는 책
나쁜 사마리아인들
장하준 / 부키

나쁜 사마리아인들이 가난한 나라에 해를 끼

치는 일을 그만두게 할 수 있는가를 담고 있

는 책으로, ‘세계화’와 ‘개방’만을 강조하는 

신자유주의적 조류에 대한 반박 논리를 제

공하고 있다. 세계화의 신화와 진실, 부자나

라의 부 생성 과정을 살펴보며, ‘역사적 사

실’이라고 생각했지만 실제로는 잘못되었거

나 부분적인 진실에 불과한 것들을 소개한

다. 아울러 경제발전을 위해 우리가 알고 있

는 일반적인 방식이 잘못된 것은 아닌지를 

고민하도록 하고 있다.  

무역전쟁
CCTV경제30분팀 / 랜덤하우스코리아

오늘날 갈수록 치열해지는 국제무역 각축전

에서 눈 앞에 펼쳐진 기회를 어떻게 낚아채

고 당면한 위험에 어떻게 대처할 것인지 모

색한다. 이 책은 국제무역의 패권을 주도해 

온 경제대국들의 흥망성쇠의 역사를 고스란

히 담고 있다. 포르투갈, 스페인, 네덜란드, 

영국, 미국, 일본, 서독 등 국제 교역 시장을 

장악하며 강국으로 부상했던 7개국의 무역 

정책과 이념을 살피며 무역의 역사가 곧 권

력 이동의 과정 및 전 세계 힘의 질서가 재

편되는 모습을 반영한다는 것을 일깨운다. 

학과 취득 자격증

관세사, 국제무역사, 무역영어, 외환관

리사, 물류관리사, 유통관리사, CPIM, 

해외투자 및 국제협상전문가, 국제M 

& A전문가 등

졸업 후 진출분야

무역 · 물류관련 업체 무역회사 및 선

사, 컨테이너 터미널, 외환 보험, 물류 · 

유통회사, 포워딩업체

일반 제조업체 수출입부서 및 해외영

업부서 등

공공기관 세관, 공기업(무역투자진흥

공사, 수출입보험공사, 한국무역협회 

등), 공무원(관세직) 

기타 학교, 연구소, 창업

Our Major Story
무역학 학습의 기초를 다지고 무역에 관한 일반이론과 실제를 공부하는 <무역

학개론>, 경영학의 주요 기초를 습득하는 <경영학개론> 등 무역 실무와 관련된 

기초학문과 외국어 등 무역학의 기초 역량을 다지는 분야들을 배우게 됩니다.  

무역 전공으로서 해외에도 많은 관심을 가지고 무역학의 기초와 외국어 실력

을 저학년부터 갖출 수 있도록 독려합니다. 

교육과정

1학기 무역학원론, 경영학원론, 경제학원론, 회계원리 / 2학기 국제통상의 이해,  

세계화와 기업환경, 무역경영과 법, 미시경제학

생산자와 소비자의 니즈를 만족시킬 목적으로 수행되는 모든 체계적 경영활동 

인 <마케팅론>, 무역 분야에 필요한 영어를 습득하는 <무역영어> 및 <무역영어 

회화>, <무역창업과 경영>, <외환관리론>, <국제물류>, <서비스무역이론> 등 무역 

학 전공인으로서의 다양한 과정들을 좀 더 깊이 있게 체계적으로 배우고 자신

의 기량을 향상시키는 시기입니다.

교육과정 

1학기 마케팅, 무역상무론, 무역영어, 국제경영학, 전자상거래론, 거시경제학 /  

2학기 시사전공영어, 국제무역관리론, 무역창업과 경영, 외환관리론, 무역영어 

회화, 국제물류, 서비스무역이론

관세론, 신용장론, 국제마케팅, 국제금융론, 해외투자론, 아시아지역 연구 등 기 

업 운영 및 실제 무역과정에서 필요한 전문적인 스킬을 심도 있게 습득하는 시기 

입니다. 3학년 때는 실제 업체와 협력하여 무역실무를 배울 수 있고, 해외 전시 

회 등 견문도 넓힐 수 있는 GTEP(청년무역전문가양성사업단) 프로그램에 도전 

해볼 것을 추천합니다. 아울러 순천향대학교의 장점이기도 한 교환학생 프로

그램을 통해 해외의 교육시스템과 다양한 문화 환경을 접하는 것도 글로벌 전

문가로 성장하는 데 좋은 밑거름이 될 수 있습니다.

교육과정 

1학기 관세론, 신용장론, 무역상품학, 국제마케팅, 인터넷무역론, 논리 및 논술, 

무역원서강독, 국제무역론, 산학협력 중소기업 현장실습, 동남아지역통상의  

이해, 취업역량개발 / 2학기 국제통상정책론, 무역실습1, 국제운송론, 국제경영 

세미나, 아시아지역연구, 해외투자론

실제 기업 활동과 관련한 다양한 사례를 연구하고 <무역학연습>, <국제경영전

략>, <미주지역연구> 등 창업에 이르기까지 무역인으로서의 자질을 완성하는 

시기입니다. 국제통상학과는 물론 순천향대학교에서도 취업과 관련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지원하고 있으니 진로 설정에서 취업에 이르기까지 자신의 목표

와 진로에 맞는 다양한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교육과정 

1학기 무역학연습, 인터넷과 무역창업론, 국제계약론, 국제경영전략, 무역실습2,  

국제의료마케팅 / 2학기 국제무역학강독, 국제경영연습, 미주지역연구, 국제

무역법, 진로와취업

1학년

2학년

3학년

4학년

Enjoy the Club! 
피닉스 축구를 통해 건강한 생활을 영위하고 선후배 및 동기간에 친목을 도모하는 국

제통상학과 대표 축구동아리입니다.

아리우프 농구를 즐기는 사람들의 모임으로 농구를 좋아하는 사람이라면 남녀노소 누

구나 참여할 수 있는 곳입니다.

코리나 중국 유학생과 한국 학생들이 함께 참여해 중국어 및 한국어 능력 배양을 위해 

함께 소통하고 서로에게 도움이 되는 다양하고 알찬 활동들을 진행합니다. 궁극적으

로 HSK, 한국어 능력 시험 취득을 목표로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자격증 취득 동아리 무역과 물류, 컴퓨터 등 취업능력 향상을 위한 자격증 취득 동아리

로 국제무역사, 물류관리사, 유통관리사, MOS 자격증을 취득하게 됩니다.

무역창업 동아리 아이템 발굴 및 비즈니스모델 설계, 마케팅, 자금조달 등 무역창업

에 필요한 다양한 분야를 연구하고 습득하는 동아리로, IT기술을 활용한 소자본 창업

에 도전할 수도 있습니다.

PEOPLE_

고민과 걱정보다는
모든 일에 최선을
“저는 산업통상자원부가 주관하고, 한국무역협회가 운영하는 전국 24개 지역특화  

청년무역전문가 양성사업단인 ‘순천향대학교 GTEP 사업단’의  

2본부장을 맡고 있습니다. 원래 저는 영어도 못 하고 학점도 겨우  

3.5를 유지하는 평범한 대학생이었습니다. 그런데 군대를 전역 

하고 친구들을 만났는데 영어면 영어, 중국어면 중국어 다들 

하나같이 외국어를 유창하게 하고 있더라고요. 정신 좀 차려야 

되겠다 싶었죠. 그 친구들이랑 어울리다 GTEP 사업단을 알게 됐고,  

사업단에 들어가려고 중국어 자격증을 취득했습니다. 사업단에서 

해외 전시회에 참가해 바이어상담 및 현장판매 등 각종 무역실무 경

험을 쌓을 수 있었고요. 전 사실 평소에 근심이나 걱정, 불만 속에 있는 날들

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전역하고 나서 생각해보니 제가 걱정한다고 달라지는 

건 없더라고요. 제가 할 수 있는 모든 것들에 충실하자 마음을 먹
고, 그때부터 지금까지 제가 할 수 있는 한 모든 일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저는 순천향대학교만큼 학생들의 잠재력
을 일깨워주는 학교는 드물다고 생각합니다. GTEP 사업단, 
SUPERS, HONORS 등 유익한 활동들이 많습니다. 기회는 
도전하는 사람한테 주어진다고 생각합니다. 이 글을 보는 후배님

들은 꼭 이러한 활동에 참여해서 자신을 발전시킬 수 있는 기회를 많이 만드

셨으면 좋겠습니다.”

황석하(국제통상학과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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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엇을 탐구하는가?
관광경영학과는 글로벌경영대학의 교육방침 하에 관광경영 이론과 실무적인 업무수

행 능력을 효과적으로 결합하여 21세기 관광산업을 선도할 수 있는 관광 전문인을 육

성하고자 합니다. 이를 뒷받침하기 위해 외국어 교육, 국제교류·협력, 취업 트랙별 맞

춤형 교육에 역점을 두고 있습니다. 글로벌경영대학에 소속된 관광경영학과 학생들

은 국제관광시장을 선도할 수 있는 관광전문가에게 요구되는 외국어 수행능력을 향

상시킬 수 있는 교육과정을 기본적으로 이수해야 합니다. 학생들은 영어, 중국어, 일

본어 중 택일하여 1학년 때부터 4학년까지 집중적인 맞춤형 외국어 교육과정에 참여

하며, 취업트랙별로 세분화된 전공과목을 이수하고 실습교육을 병행함으로써 시대가 

요구하는 관광전문인으로 성장하게 됩니다. 2012년 글로벌경영대학 출범과 함께 새

롭게 개편된 관광경영학과의 교육과정은 산업체에서 요구하는 맞춤형 교육을 강화하

는 데 초점을 맞추었습니다. 특히 커리큘럼의 경

우 이론 중심의 교육과정에서 탈피하여 호텔, 외

식, 여행, 항공 및 기타 분야로 교육트랙을 세분

화함으로써 관광 업계에서 요구하는 맞춤형 인

재 양성을 위해 힘을 쏟고 있습니다. 

두드려라, 열릴 것이다!
인간의 역사, 사회, 문화에 흥미를 가지며 다양한 

인적 네트워크를 만드는 데 소질이 있다면? 기본

적인 기획 능력을 갖추었으며, 영어, 중국어, 일

본어 등의 외국어 공부하기를 좋아한다면? 본인 

스스로 지도 보기를 좋아하며 관광이나 여행하는 

것을 즐기는 동시에 세계 여러 문화를 체험하고 배

우는 데 흥미를 느낀다면? 여러분은 관광경영학과가 원하는 인재일 가능성이 큽니다. 

아울러 활발하고 긍정적이며 자신의 진로에 대한 주관을 가지고 스스로 목표를 계획하

고, 원만한 의사소통과 타인을 배려할 줄 아는 미덕까지 겸비했다면 금상첨화입니다! 

고교 시절에는 국내외 여행을 하면서 호텔, 외식, 여행, 항공 등에서 근무하는 직원들

을 통한 관광 서비스 체험, 여행 동아리, 볼론투어 동아리 등 관광과 관련한 동아리 활

동, 외국어 자원봉사, 문화제 지킴이 활동, 고등학교 축제 이벤트 등의 기획 활동을 비

롯해 학습이 부진한 친구나 장애인, 다문화가정 학생, 불우이웃 등을 돕는다거나 고아

원, 양로원 등을 방문해 봉사활동을 경험해보기를 추천합니다.

관광경영학과는 인간의 풍요로운 삶의 질을 창출하기 위해 관광산업에서 필요로 하는 국제적 전문 인력을 양성하는 학과입니다.  
관광경영학과는 1995년 개설되어 지금까지 유능한 졸업생들을 배출해왔으며, 최근에는 다방면으로 특성화 교육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먼저 학생들이 국제관광전문가로서 영어, 중국어, 일본어 등 외국어 능력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도록 4학년까지  
지속적이고 체계적인 어학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관광에 대한 다양한 이론 학습은 물론, 호텔, 외식, 여행, 항공 분야 
의 실무교육 및 취업교육을 강화한 취업 트랙 중심 교육, 관광기업들과 연계한 정규교육 및 비정규교육, 인턴십을 실시하고 있습 
니다. 이외에도 국제교류 증진과 국제 감각 및 어학 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해 미국, 중국, 일본 등 외국대학과 교환학생 프로그램,  
단기 해외연수 등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세계정복, 패기관경! 
체계적인 어학교육 

외국어교육원을 통해 실질적인 회화 구사 능력 배양, 첨단 시청각 

교재를 이용한 회화 위주의 어학교육, 교환학생 프로그램 시행

교육과정 특화 

관광업계에서 요구하는 실무 및 취업 교육을 강화한 호텔업, 여행업,  

항공업 등 분야별 취업트랙 중심의 교육 시행

관광기업과의 연계 프로그램 

국내 굴지의 관광기업들과 협력하여 정규교육 외에 비정규 교육 및 

인턴십 실시로 실무능력 향상 도모

관광경영학과     https://homepage.sch.ac.kr/tourism

인간의 삶의 질을 높이는 
국제관광전문가

관광경영학과 Department of Tourism Management

Since 19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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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배가 권하는 책
호모루덴스
요한 하위징아 / 연암서가

저자는 인간을 호모 루덴스(Homo Ludens :  
놀이하는 인간)로 칭하고, 놀이에 대해서 과

학적인 접근 방법보다는 역사적인 접근 방

법을 취한다. 모든 문화 현상의 기원을 ‘놀

이’에 두고, 자신이 탐구해 온 예술사와 종

교사 등 인류 문명에 관한 다양한 지식을 동

원하여 인류의 문화를 놀이적 관점에서 고

찰하고 있다.  

여행의 역사
빈프리트 뢰쉬부르크 / 효형출판

고대와 근대의 여행을 설명하며 여행의 즐

거움과 어려움을 알려준다. 고대의 여행부

터, 마차 여행, 배를 타고 떠나는 여행 그리

고 우주 여행까지의 여행의 변화와 그 시대

의 모습, 교통의 발달을 두루 살피며, 여행

의 의미를 찾아낸다.

여행의 기술
알랭 드 보통 / 청미래

여행이 장소의 문제가 아니라 심리적인 문제

임을 강조하는 이 책은 여행의 기대에 실려 

있는 욕망을 분석하는 한편 호기심을 활성

화시켜 즐거운 여행을 만끽하고, 나아가 삶

을 고양시키는 방법 등에 대해 이야기한다. 

학과 취득 자격증

호텔경영사, 호텔관리사, 호텔서비스

사, 조주기능사, 조리기능장(한식, 중

식, 일식 등), 제과기능장, 관광통역안내

사, 국외여행인솔자, 국내여행안내사, 

항공예약, 발권, 사회조사분석사, CS 
Leaders 관리사, 컨벤션 관련 자격증

졸업 후 진출분야

호텔, 외식업체, 여행사, 항공사, 카지노,  

테마파크, 골프장, 관광관련 공공기관

(관광공사, 관광언론 등), 관광콘텐츠 

기획 및 마케팅 분야 등

Our Major Story
관광의 기본 개념과 관광학이란 무엇인가에 대해 학과 관련 기본 틀을 다질 수 

있는 <관광학 개론>, 관광이라는 분야를 이루고 있는 관광산업과 그에 관련된 

직업들에 대해 알아볼 수 있는 <관광산업과 직업탐색> 등 관광경영학의 기초 

역량을 학습하게 됩니다. 이와 더불어 글로벌 시대에 필요한 소양과 매너를 배

우는 <현대인과 국제매너>, 여행 분야에 대해 배우는 <여행사경영론>, 원어민 

교수님들을 통한 영어, 중국어, 일본어 등의 외국어 수업 등을 통해 자신이 관

심 있는 분야를 발견해가는 과정입니다. 관광 분야가 사회, 정치, 경제 등의 거

시적인 환경과 밀접하게 관련되는 만큼 평소에 신문, 뉴스, 잡지 등의 다양한 

매체를 통해 사회 환경에 관심을 가지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교육과정

1학기 관광학 개론, 여가론, 관광정보론, 경제학개론 / 2학기 여행사경영론, 

현대인과 국제매너, 관광산업과 직업탐색, 관광법규

1학년 때는 관광학에 대한 기본적인 틀을 다졌다면 이 시기에는 호텔, 외식, 

항공, 컨벤션 등 관광 분야별로 배우는 동시에 <관광자행동론>, <관광과 문화>,  

<관광지리> 등 보다 세부적인 과목들을 학습하게 됩니다. 각자 자신이 관심을 

두는 관광 분야를 더 깊게 학습하게 되며, 다양한 체험 과제들을 통해 실무현

장을 경험해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영어, 중국어, 일본어 중 관심을 두고 

개발하고 싶은 제2 언어를 중점적으로 학습하는 노력도 필요합니다.

교육과정 

1학기 호텔경영론, 관광과 문화, 현대사회와 관광, 관광자행동론, 컨벤션이벤트

경영론 / 2학기 외식경영론, 호텔실무일어, 호텔실무영어, 항공업무론, 관광지리

<회계원리>, <관광마케팅>, <여행상품 기획론>, <관광가이드 영어>, <항공예약 

실무>, <외식유통관리> 등 더욱 실무적인 학습뿐만 아니라 <관광조사방법론>, 

<회계원리>, <항공예약실무> 등을 통해 관련 자격증 취득의 기회를 가질 수 있

습니다. 관광경영학도로서 단기 어학연수, 교환학생 혹은 스터디 어브로드 등

의 프로그램을 통해 다른 나라의 문화도 접하고 새로운 경험을 해볼 수 있는 

기회를 활용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아울러 방학기간을 활용해 여행사, 호텔 등

에서의 인턴 활동을 통해 실무환경을 경험해보는 것을 추천합니다.

교육과정 

1학기 회계원리, 관광조사방법론, 여행상품기획론, 관광자원개발론, 여행 · 항

공영어, 식음료원가관리론 / 2학기 관광마케팅, 프랜차이즈경영론, 관광콘텐

츠디자인, 관광인적자원개발론, 특화관광개발, 항공예약실무, 외식유통관리

자신의 관심 분야를 확고히 정한 다음 관심 분야에서 실무적인 경험을 쌓으

며 취업을 준비하는 시기입니다. 이 시기에는 현업에서 필요로 하는 과목들을 

보다 심도 있게 배우게 됩니다. 학생들은 서로 다른 관광 분야를 연구하고 계

시는 학과 교수님, 그리고 현업에 종사하는 외래교수님들을 통해 자신이 관

심 있는 분야에 대해 취업 관련 도움을 적극적으로 얻는 것이 중요합니다. 아

울러 학교에서 제공하는 다양한 취업 관련 프로그램, 기업연계 사업들을 적극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교육과정 

1학기 서비스론, 관광사진연구, 관광경영전략론, 관광기업영업관리, 항공발권 

실무 / 2학기 현장실습, 외식창업론, 관광기업 CEO연구, 관광기업환경분석론,  

관광세미나, 관광가이드영어

1학년

2학년

3학년

4학년

Enjoy the Club! 
유벤투어 축구를 좋아하는 학생이라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는 축구동아리로 선후배 

간의 친목 도모와 건강증진을 목표로 설립된 동아리입니다. 타 학과 동아리와 친선경

기를 진행합니다.

슬램투어 농구를 좋아하고, 매주 방과 후에 모임을 갖는 농구동아리입니다. 슬램투어  

팀원들은 유니폼을 맞춰 입고 단결된 마음으로 선후배 간 벽을 허물고 친목을 도모

하고 있습니다. 슬램투어의 슬로건은 ‘주관적으로 하되 기본은 지키자’ 입니다. 팀원

들 모두 슬램투어에 대한 강한 애정을 가지고 동아리를 더욱 활성화시키기 위해 노력

하고 있습니다. 농구에 관심 있는 관광경영학과 학생이라면 누구나 슬램투어의 일원

이 될 수 있습니다.

볼론투어 서비스업에 종사할 관광학도로서 봉사활동을 통해 서비스 정신과 나눔의 즐

거움을 경험하고 배울 수 있도록 돕기 위해 만들어졌습니다. 지역 행사 및 축제 등 다

양한 장소에서 안내, 환경정화 등 원활한 진행을 돕는 봉사를 진행하고, 아산시 자원

봉사센터와 연계하여 도움을 필요로 하는 아산지역을 찾아 교육, 재능기부 등을 실시

하고 있으며 지속적으로 봉사활동을 이어나갈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PEOPLE_

힘든 현실 속에도
길은 있다는 사실, 잊지 마세요!
“저는 동대문 JW메리어트 호텔 구매팀장으로 근무하고 있습니

다. 대학교 때는 꾸준히 호텔에서 주말 아르바이트를 했었어요. 

그러던 중에 4학년 때 실습을 나갔다가 취업이 돼서 지금까지 

15년째 호텔에서 일을 하고 있네요. 그렇다고 덜컥 취업이 된 케

이스는 아니랍니다. 열심히 준비했고, 몸무게를 10kg이나 감량

한 끝에 100대 1의 경쟁률을 뚫고 식음료 웨이터로 취업에 성공

했으니까요. 그때가 9·11 테러가 일어난 해였어요. 실습 때 최

선을 다했더니 임시직으로 근무할 기회가 주어졌고 그것이 취업으로 이어

지게 된 케이스였죠. 어디서 무얼 하든 다 자기 하기 나름인 거 
같습니다. 꾸준히 노력하면 언젠가 꼭 기회가 찾아오기 마
련이니까요. 저는 정년까지 계속 호텔업계에 몸담을 생각
입니다. 후배들에게도 도움이 되는 사람으로 남고 싶고요. 
다들 경제가 힘들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그 힘든 현실 속에도 길은 있다고 

생각합니다. 암울했던 9·11 테러 때의 위기도 결국 극복된 것처럼 자신
이 선택한 미래를 지속적으로 공략하고 노력한다면 분명 
꿈은 이루어질 것입니다. 성실하게 노력하고, 긍정적인 마인드로 주

위 사람들과 항상 좋은 관계를 유지하는 여러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충휘(관광경영학과 96)_JW메리어트 호텔 구매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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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엇을 탐구하는가?
경제금융학과의 전공은 창의, 소통, 공감 융합교육을 바탕으로 금융산업 현장에서 요구 

하는 경제, 금융, 재무 및 자산관리 실무능력을 양성하는 데 목적을 두고 편성되어 있습

니다. 전공과목들은 전통적인 경제학 분야 이외에도 금융투자 분야 및 자산관리와 관

련된 다양한 과목들을 포함하고 있으며, 특히 금융산업 현장에서 요구하는 실무능력을  

양성하기 위하여 금융데이터 프로그래밍 및 자산관리 분야에 특화된 커리큘럼으로 상대 

적인 경쟁력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경제금융학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금융투자 및 자산 

관리 분야와 전통적인 경제이론 및 실용적인 경제 

지식의 융합교육은 강의, 세미나, 연구뿐만 아니라  

실무중심 교육을 통해 실제 경제와 금융환경을  

이해하고 분석하기 위한 기술을 배양하는 데 초점 

을 두고 진행되고 있으며, 졸업생들의 경쟁력을 

강화하는 데 큰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전공교육의 궁극적인 목표는 학생들이 

자신이 익힌 전문지식을 통해 금융투자 분야의 

실무에서 대두되는 문제들을 직접 해결하고 명

확한 대안을 제시할 수 있는 특별한 기량을 갖추

도록 하는 데 있습니다.

두드려라, 열릴 것이다!
경제금융학과는 수리적인 능력, 합리적이고 논리 

적인 사고방식을 갖춘 학생, 경제 및 재테크에  

관심이 많은 학생에게 보다 적합한 학과입니다. 

아울러 분석력 및 판단력, 응용력을 갖추고 서비

스 마인드와 의사소통 능력을 갖춘 학생이라면 

망설이지 말고 도전하시기 바랍니다.

고교 시절 관련 활동으로는 경제 관련 동아리 또는 토론 동아리 활동이나 경제, 금융 

관련 토론대회 및 독서 발표회 활동 등을 추천합니다. 외국어회화나 인터넷, 신문 등을  

틈틈이 읽고 봉사활동을 경험해보는 것도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경제금융학과는 금융산업을 주도해나갈 인재양성을 위한 미래 · 실무지향적 교과과정을 운영합니다. 경제금융학에 관한 일반
적인 이론을 이해하기 위하여 다양한 과목을 제공하고 있으며, 강의, 세미나, 연구를 통하여 실제 경제와 금융환경을 분석하기  
위한 기술을 배양시키고자 합니다. 학생들이 경제이론, 사례분석, 시장경제에 기초한 실용적인 경제지식을 가질 수 있도록 경제 
원론에서부터 국제경제, 증권시장, 산업조직론, 세미나 등 다양한 커리큘럼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학과의 궁극적인 목표는 이 
분야에서 학생들의 특기 또는 전문지식으로 경제와 금융문제를 해결하고 강력한 대안을 제시할 수 있는 특별전문가를 양성 
하는 것입니다.

우리 학과는요!
경제금융학과 수상 내역

대전 · 충남 · 충북지역 한국은행 통화정책 경시대회 장려상(2012), 
경제금융학과 08학번 이○○ 키움증권 제14회 대학생 주식 모의

투자대회 동상(7위), 경제금융학과 08학번 김○○ 키움증권 제14
회 대학생 주식 모의투자대회 우수상(76위), 경제금융학과 투자 

동아리 골디락스 신한금융투자 대학생 모의투자대회 주간리그 2주
차 학교리그(동아리) 부문 1위, 경제금융학과 14학번 박○○ 키움 

증권 제16회 대학생 주식 모의투자대회 우수상(60위), 경제금융 

학과 14학번 서○○ 신한금융투자 대학생 모의투자대회 주간리그  

2주차 개인리그(주간수익률) 입상, 경제금융학과 15학번 유○○ 키움 

증권 제17회 대학생 주식모의투자대회 우수상(46위)

특별 프로그램

❶ 연 2회 외부인사 특강 실시 / ❷ 매 학기 국내외 인턴십 개설 /  

❸ 3~4학년 대상 현장 견학 및 연수 강화 / ❹ 학습 동아리 활동 강화 /  
❺ 고학년과 저학년 간 Tutoring 강화 / ❻ 단기 외국 연수 및 교환

학생 등 해외연수 지원 / ❼ 희망 직종 졸업생과의 교류 지원

경제금융학과     https://homepage.sch.ac.kr/eco

금융산업을 주도하는 
인재들의 토양

경제금융학과 Department of Economics & Finance

Since 19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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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배가 권하는 책
행동경제학
도모노 노리오 / 지형

이 책은 다니엘 카너먼(2002년 노벨상을  

수상한 행동경제학의 대가) 교수의 ‘프로스

펙트 이론’, ‘휴리스틱 바이어스에 관한 연구’  

등을 비롯하여 행동경제학의 전반을 자세 

하고도 알기 쉽게 설명한 국내 최초의 대중적  

입문서이다. 행동경제학의 기본 개념과 실생 

활에 적용한 갖가지 사례를 두루 소개하여 

경제학의 새로운 패러다임에 눈을 뜨도록 

도와준다.  

부의 기원
에릭 바인하커 / 랜덤하우스코리아

각종 경제이론을 분석한 경제학의 최신 연구 

성과들을 ‘복잡계 경제학’으로 집대성하고 일관 

된 패러다임으로 완성하였다. ‘맥킨지&컴퍼

니’의 선임고문으로 <포천>에서 ‘새로운 세기 

의 비즈니스 리더’로 선정한 에릭 바인하커

는 복잡하고 역동적인 경제현상을 포착할  

새로운 패러다임을 제시한다.

부의 미래
앨빈 토플러 / 청림출판

제목 그대로 미래의 부(富)가 어떻게 변화하고  

우리의 삶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예견해본 

책이다. 단순히 경제학적 관점에서의 부가 

아닌, 문화와 문명이라는 좀 더 커다란 구조 

속에서 우리 생활 곳곳에 영향을 미치는 부가  

어떻게 형성되고, 어떻게 변화하며, 또 어떻게  

이동하는지 등을 제시한다. 

학과 취득 자격증

펀드투자권유자문, 펀드투자권유대행

인, 증권투자권유자문인력, 증권투자

권유대행인, 파생상품투자권유자문인 

력, 은행 텔러, 투자자산운용사, 금융

투자분석사, AFPK, 금융위험관리사, 

재경관리사, 자산관리사, 공인회계사, 

TESAT

졸업 후 진출분야

일반기업 경영, 회계, 재무, 금융, 마케 

팅 관련 업무

전문직 회계사, 세무사, 노무사

금융권 은행, 증권사, 보험사 금융분 

석가, 투자상담사, 재무설계사

공공기관 정부, 일반 공기업 및 금융 

공기업

Our Major Story
1학년 과정은 경제학을 체계적으로 이해하기 위해 <경제학개론1>과 <경제학

개론2>를 공부하고, 응용과목인 <금융데이터실습>이나 <생활경제학>을 배웁

니다. 경제학은 단편적인 지식을 암기하기보다는 전체를 하나로 바라볼 때 그 

의미를 잘 이해할 수 있는 학문입니다. 1학년 과정에서 배우게 되는 <경제학

개론1· 2>는 이후에 배우게 될 여러 분야 경제학의 기초가 되므로 열심히 공부 

하여 기초를 튼튼히 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경제금융학과의 외국어,  

투자 실습, 대외활동 등 다양한 동아리 활동에 활발히 참여하여 대학생활의 낭만 

을 느껴보고 실천하는 대학생으로서의 소양을 기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교육과정
1학기 경제금융데이터와 통계실습, 경영학원론, 경제학원론1, 금융분석의 기초 / 2학기 

경제금융수학, 경제학원론2, 생활경제학, 경제금융영어1

2학년 과정은 경제학에 대한 기본적 이해를 바탕으로 <미시경제학>, <거시경

제학> 그리고 <금융경제학>을 본격적으로 공부하는 시기입니다. 대부분의 현

실 경제문제들은 몇 가지 중요한 경제학 원리로 이해될 수 있기 때문에, 2학년 

과정에서는 경제학의 기본적인 논리 구조에 대한 이해를 튼튼히 하여 현실감

각을 익힐 필요가 있습니다. 이와 함께 금융, 재무, 회계 등 금융시장 및 기업 

실무와 관련된 응용학습도 함께 진행되며, 다양한 경제현상들을 접하기 위하

여 2학년 학생들에게 경제신문 읽기를 추천합니다.

교육과정 
1학기 금융상품론, 회계원리, 미시경제학, 경제학원서강독, 증권시장론, 전공영어 / 2학기  

거시경제학, 재무회계, 산업조직론, 미시경제이슈와 연습, 세계화와 국제금융, 재무관리, 

금융산업과 진로탐색

3학년 전공심화 과정에서는 2학년의 전공학습단계의 연장선상에서 <재정학>  

및 <화폐금융>, <국제금융> 등의 응용과목을 공부하며, 금융 및 재무와 관련된 

각 분야에 대한 학습도 진행합니다. 특히 우리 학과는 경제학의 주춧돌 위에 

금융투자 및 자산관리와 같은 실용학문을 가르치고 있으며, 이를 위한 전문적

인 프로그램도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3학년 과정에서는 해외 교환학생 프

로그램 및 Study Abroad 실습수업도 진행되므로, 학생들은 다양한 해외 활

동을 통해 경제 논리를 강의실 밖의 현실에 적용하는 체험을 할 수 있습니다.

교육과정 
1학기 계량경제학, 재정학, 국제금융론, 화폐와 금융, 행태재무학, 금융빅데이터분석론 / 

2학기 게임이론, 투자론, 경제금융영어2, 거시경제세미나, 금융산업동향분석, 선물옵션, 

금융자산관리실무, 현장실습(인턴십1), 캡스톤디자인1

4학년 과정은 학생들이 기본적 경제이론을 적용하여 현실의 경제, 기업, 금융과  

관련한 다양한 문제들을 해결하는 능력을 가다듬으면서, 경제금융인으로서

의 자질을 완성하는 과정입니다. 이 시기에 학생들은 각자 설정한 목표에 따라  

일반기업, 금융투자부문, 정부 · 공공부문 등의 영역으로 지원하고 진출하게 

됩니다. 또한 경제금융학과에서 지원하는 다양한 산학협력 체험 기회를 활용 

한다면 자신에게 맞는 특화된 진로를 찾는 데 큰 도움을 얻을 수 있습니다.

교육과정 
1학기 경기변동론, 조세론, 파생상품론, 경제학설원서강독, 전공진로지도, 지역금융론, 

한국산업경제론, 현장실습(인턴십2) / 2학기 지역경제학, 경제분석세미나, 재테크경제

학, 다국적기업, 행동경제학, 투자분석연습, 노동시장의 이해, 인턴십3, 캡스톤디자인2

1학년

2학년

3학년

4학년

Enjoy the Club! 
자격증동아리 YNWA 경제금융학과와 연관된 각종 자격증을 공부하고 취득하여 자기

계발에 투자하는 동아리입니다.

주식투자동아리 골디락스 골디락스처럼 투자에 있어서 가장 이상적인 투자를 추구한

다는 뜻으로, 항상 ‘이기는 투자’를 하겠다는 취지로 만들어진 동아리입니다.

대외활동동아리 SNL 해외 봉사부터 서포터즈, 홍보대사, 국토대장정까지 다양한 대외 

활동을 통해 새롭고 풍부한 경험을 쌓고, 많은 사람들과 교류하면서 자신을 재발견하고  

자신만의 스토리를 만들어 인재로서의 가치를 높입니다. 

로스차일드 창업을 연구하고 학내 창업경진대회에 참가합니다. 

YOLO 토익 점수 향상을 목표로 모든 학생들이 능동적으로 활동하는 영어동아리입니다.  

단어와 듣기를 중점적으로 공략하고, 매주 단어시험을 봅니다. 

Economics 축구를 좋아하는 학생들이 체력 증진과 축구를 즐기는 동아리입니다. 

인비져블핸드 농구와 우정을 함께 쌓고 있는 풋풋한 농구동아리입니다.

PEOPLE_

자신을 믿고
자신이 원하는 길을 가세요
“중·고등학교 시절 저는 스타크래프트 프로게이머 연습생으로 활동했어요. 한때 

는 백댄서가 되려고 2년 정도 전문적으로 춤을 배우기도 했죠.  

그러다 대학생 시절 우연히 보게 된 영화 <Wall Street>가 제 인생 

에 터닝포인트가 되었습니다. 월스트리트의 ‘Stork Broker’가 되어 

야겠다는 꿈을 안고 이를 실현하고자 커리어를 쌓았고 다른 사람은 얻지 

못한 귀한 경험도 얻었습니다. ‘키움증권 대학생 모의투자대회’에서 순천

향대 최초로 4,000명의 참가자 중 7위로 동상을 받고 ‘홍콩 및 상해 금융

연수’를 다녀왔고, 한국의 워런 버핏으로 불리는 ‘주식농부 박영옥 회장님’

께 직접 전화를 해 삼고초려 끝에 순천향대 강연을 성사시켰습니다. 제가 

정말 친한 제 후배들에게 꼭 하는 이야기가 있어요. 바로 ‘꿈을 크게 가져

라’ 입니다. 취업시즌만 되면 지방대라서 불안해하고, 해보지도 않고 자신

의 능력을 평가절하키도 하는데, 그러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자신을 믿
고 스스로에게 시간을 쏟아보세요. 다양한 경험들 속에서 
새로운 인생을 찾아가세요. 이 세상에 직업의 귀천은 없습
니다. 학벌의 장벽도 없어졌고, 오히려 직업의 다양성이 인
정받는 시대니까요. 가족이, 친구가 원하는 삶이 아닌, 본
인이 하고 싶은 걸 하세요. 한번 사는 인생인데, 아
무런 도전 없이 평범하게 사실 건가요?”

이경근(경제금융학과 08)_(주)이베스트투자증권 영업부 P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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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금융경영학과     https://homepage.sch.ac.kr/fm/main.jsp

무엇을 탐구하는가?
IT금융경영학과는 금융과 IT를 융합한 창의력을 배양할 수 있는 교육, 금융과 IT 분

야의 이론과 실무를 혼합한 교육, 비즈니스 관련 영어, 중국어, 일본어 교육과 외국 현

지교육, 그리고 인간사랑·인문소양 교육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세부적으로는 은행 증

권 회사의 인터넷을 활용한 마케팅, 금융회사의 금융마케팅정보 분석, 금융 회사 및 

기업의 정보보호 및 보안관리 분야인 디지털금융과 금융감독원, 보험회사 등의 상품 

개발 및 리스크 관리 분야인 글로벌 리스크 관리 분야를 탐구합니다. 또한 은행·증권·

보험회사의 전산, 금융 파생상품의 개발 및 판매, 금융공학에 기초한 증권투자 분야

인 금융엔지니어링 부분과 자산관리 프로그래밍 능력에 기초한 라이프 디자인 컨설

팅 및 상담 분야인 에셋관리 프로그래밍 역시 심

도 있게 탐구하게 됩니다. 

이에 더하여 프로그램을 통한 기업의 회계·세무 

관리 및 재무제표를 통한 기업 재무분석인 IT회

계, 손해사정 및 보험제반 분야인 금융보험비즈

니스와 최근 수요가 높아지고 있는 빅데이터 수

집, 저장, 분석, 시각화 처리를 위해 다양한 빅데

이터 솔루션을 활용하는 분야인 빅데이터 분석

까지 탐구할 수 있어 IT와 금융에 관련한 폭넓은 

분야를 배울 수 있습니다.

두드려라, 열릴 것이다!
IT금융경영학과는 IT와 융합된 금융을 비롯한 

다양한 방면에 관심이 있는 학생, 논리적이고 창

의적 사고를 위해 다양한 분야의 독서를 생활화

하고 영어와 수학 성적이 우수한 학생, 그리고 

자기 주도적 학습 태도를 가진 성실하고 열정적

이며 지구력이 있는 학생들에게 보다 적합한 학

과라 할 수 있습니다. 

IT금융경영학과를 희망한다면 고교 시절부터 경영·경제 금융과 관련한 교내 행사나 

관련 동아리 활동에 참여하거나 여행 등을 통해 다양한 경험을 쌓는 것을 추천합니다.

세계화의 빠른 진전과 정보기술의 발달로 금융환경의 변화 역시 가속화되고 있으며, 세계는 글로벌 금융전문가를 필요로 하
고 있습니다. IT금융경영학과는 이러한 창의성과 국제적 감각을 지닌 글로벌 금융 인재 양성을 위해 차별화되는 금융교육 모
델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IT금융경영학과는 금융 분야는 물론 다양한 분야에서 요구하는 인재양성을 위해 금융과 IT를 융합하
는 특화된 학과로 지난 1994년 개설되었으며, 현재 Global Business School 프로그램의 인재를 양성하고, 재학생과 교수
진 규모, 강의, 시스템 등에서 최고의 역량을 갖추고 있습니다. 급변하는 환경에서 금융이론과 IT능력을 결합하여 경쟁력 있는 
글로벌 소양을 갖춘 창의적이며 실용적인 인재를 양성하는 것을 목표로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우리 학과는요!
교수별 연구 분야 Lab 운영

금융엔지니어링, 디지털금융, 금융보험비즈니스, 빅데이터분석, IT
회계, 글로벌리스크관리 활동

취업률 증진을 위한 프로그램

졸업생 금융기관 종사자 취업 특강 및 지역 CEO 취업특강, 현장실

무를 위한 인턴십, Supers 프로그램

재학생을 위한 학과 프로그램

외부인사 초청 특강, 금융IT융합 특강, 예술특강 및 인문학 특강, 

리더십캠프, 독서골든벨, 취업캠프, 토론대회

지방대학 특성화 사업 CK-1
지역사회의 수요와 특성을 고려하여 강점 분야 중심의 대학 특성

화 기반을 조성하고 대학의 체질개선을 유도하고자 하는 사업으

로 교육역량강화 프로그램, 취업역량강화 프로그램, 교욱나눔강

화 프로그램 운영

21세기 미래 산업사회를 이끌 
금융인의 길

IT금융경영학과 Department of IT-Finance Management

Since 19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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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배가 권하는 책
청소년을 위한 만만한 경제학
김민준 / 지공신공

경제고등학교라는 가상의 학교에 다니며 경

제학의 신이라 불리는 고등학생 ‘경신’이 제

자 ‘민주’에게 경제학을 가르쳐 주는 대화 형

식으로 구성되었다. 디플레이션과 인플레이

션, 수요 곡선과 공급 곡선, 기회비용, 자유

무역협정 등 총 10화의 이야기 속에 등장하

는 다양한 경제학적 주제가 서로 유기적으

로 연결되기 때문에 전반적인 경제학 상식

과 더불어 이슈화된 경제학 용어를 이해하

는 데 많은 도움을 준다. 

예일대 교수 아빠에게 배우는 경제 이야기
천즈우 / 시그마북스

예일대 금융학 종신교수인 천즈우가 지난  

2년간 12살 난 딸아이와 나눈 경제 이야기

를 공개한다. 중국계 미국인으로 태어나 전

형적인 자본주의 사고방식을 가진 딸아이와 

함께 나눈 이 대화들은 경제 원리나 이론, 교

과서에서는 가르쳐주지 않는 생활 속 경제 이

야기들로, 돈의 흐름과 경제 원리, 부의 개념 

등 올바른 자산 관리를 위한 기초를 다져준

다. 제로 한계비용 비즈니스 모델의 대표인 

마이크로소프트, 글로벌화에 따른 한계비용 

절약의 예인 스타벅스, 유통단계를 줄여 소

매업의 혁명을 일으킨 월마트에 대한 이야

기를 비롯하여 글로벌화에 따른 다국적 비

즈니스 모델과 창업, 브랜드에 대한 이야기, 

에너지 낭비와 환경 파괴에 따른 녹색 에너

지 이야기 등 다채로운 영역 안에서 경제에 

대한 이야기가 펼쳐진다. 

학과 취득 자격증

데이터분석전문가, 데이터분석준전문

가, 신용분석사, 개인신용평가사, 손해

사정사, 보험계리사, CFP, 사회보험관

리사, CKLU, 체쳐, 종합자산관리사, 

금융위험관리사, 증권투자상담사, 금

융자산관리사, 증권분석사, 미재무분

석사, 미재무위험관리사, 미선물거래

사, 투자분석사, 신용평가사, 전산회계, 

전산세무, 공인회계사, 계리사

졸업 후 진출분야

은행, 증권사, 보험사, 손해사정법인, 회

계세무법인, 카드사, IT컨설팅

Our Major Story
경영학과 경제학 개론 수업으로 경영학 · 경제학 분야의 기초를 다지고 이를 해

석할 수 있는 능력인 통계 수업을 통하여 단순히 눈에 보이는 명목적 자료를 

넘어서 정보에 내재되어 있는 법칙과 이론들을 탐구합니다. 이와 더불어 기초

적인 프로그래밍 수업을 통해 데이터분석 알고리즘의 기초를 다집니다. 또한  

<셀프리더십>, <사고와 표현> 등을 통해 인문학적 소양을 기르고 영어, 중국어,  

일본어를 모두 배움으로써 국제화 시대에 걸맞은 진정한 글로벌 인재로 나아

갈 준비를 합니다.

교육과정

1학기 경영학개론, 금융보험기초, 프로그래밍기초, 엑셀통계 / 2학기 경제학

개론, 보험학개론, 회계원리, 데이터구조

기존의 개론 수업에서 나아가 미시, 거시의 의미에서 경제학을 배우고 <재무

회계>와 더불어 <금융수학>을 배움으로써 학문적 견해를 넓히고 보험의 기초

가 되는 <손해보험>, 소비자의 행동 양상을 파악하는 <e-CRM>과 본격적인 

프로그래밍 과정을 이수하게 됩니다. 1학년 때 다져놓은 기초를 바탕으로 2학 

년부터는 각자의 전공을 선택하게 됩니다.

교육과정 

1학기 인문학강의1, 미시경제학, e-CRM, 손해보험, 재무회계, 보험법 / 2학기  

인문학강의2, 금융IT수학, 거시경제학, 기업재무분석, 원가회계, 생명보험, 손해 

사정이론, 프로그래밍연습

좀 더 심화된 학습 과정을 체계적으로 습득하는 시기로 <모델링>, <투자론> 등

의 통계, <금융적 전공 사회>, <IoT자동차>, <손해사정 실무> 등 실무과정에서

의 보험이론을 배웁니다. 또한 빅데이터를 체계적으로 분석하는 <빅데이터> 

수업과 정보시스템의 기초인 <금융정보시스템>을 배우게 됩니다. 3학년 하계

방학에는 해외에 나가 미션을 수행하면서 학습을 진행하는 <글로벌비즈니스

조사> 과목을 수강하게 됩니다.

교육과정 

1학기 인문학강의3, 조사방법과모델링, 투자론, 금융시장론, IoT자동차보험

론, 연금모델링, 세무회계, 금융과정보시스템 / 2학기 인문학강의4, 진로와취

업전략, 금융자료분석, 경영전략, 디지털금융, 사회보험, IT손해사정실무, 리

스크관리시스템, 책임보험론, IT회계, 빅데이터분석

IT금융경영학도의 자질을 완성하는 커리큘럼을 마스터하고 학과 내 인턴십, 

IPP와 연계한 인턴십 등 실무와 관련된 활동을 주로 진행하게 됩니다. 사회에 

나가기 위한 마지막 준비단계로서 <파생상품모델링>, <금융창업세미나> 등 실

제 업무에 활용되는 다양한 사례들과 이에 대한 연구를 거쳐 자신만의 진로를 

설계하고 취업에 돌입하게 됩니다.

교육과정 

1학기 인문학강의5, 금융보험연구 및 취업, Korean Business & Economy, 

제3보험이론, IT세무, 프로젝트파이낸스, 금융경영분석시스템 / 2학기 파생

상품모델링, 기업금융, 금융IT창업세미나, 금융경영분석시스템, 글로벌비즈

니스이슈, 신용분석 및 사기적발 모델링

1학년

2학년

3학년

4학년

Enjoy the Club! 
WOW 이론적인 금융공부에서 한발 나아가 여러 가지 실용적인 데이터관리 프로그램

을 배우며, 고급 금융 자격증 취득, 외부 공모전 입상을 목표로 합니다.

I.P.S(Insurance Passion Success) 손해사정사와 CKLU, IFP, 보험계약 심사역 

자격증을 모두 취득해 보험회사에 취직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국내 보험산업

에 대한 지식과 방향성을 연구하고 토론함으로써 경쟁력을 키우고 있습니다.

F.I(Finance Insurance) 선후배 간 건전한 친목 도모와 건강 증진을 목적으로 활동

하는 축구동아리입니다. 

MEP(Master English Perfectly) 다양한 주제, 특히 비즈니스와 관련된 글로벌 주

제에 대해 영어로 의사소통하는 능력을 배양함으로써, 세계 금융시장 및 경제 상황을 

간접적으로 경험하고 이해의 폭을 넓히는 글로벌 인재 양성을 목표로 합니다.

추시추러 중국어 자격증 취득을 위해 기본적으로 회화능력 증진을 도모하며, 졸업요

건인 HSK 5급 이상을 최종 목표로 활동합니다. 어학뿐만 아니라 중국문화, 역사, 금

융IT 분야 등에 대한 이해를 넓힘으로써 각자의 경쟁력을 높이고 있습니다.

Start-Up 동아리 정보 기술기반 금융 관련 창업 아이템을 발굴하는 동아리입니다.

PEOPLE_

도전하는 자, 그대는
자랑스러운 순천향인입니다!
“IMF 구제금융의 충격과, 새 밀레니엄을 앞둔 1999년. 혼란과 희망이 교차

하던 그때 저는 졸업을 앞두고 있었습니다. 당시 금융보험학과 김헌수 교수

님의 추천으로 보험개발원과 매일경제에서 주최하는 논문 공모에 응모했고, 

보험의 판매 채널 다변화 전략과 인터넷 활성화를 접목한 ‘사이버보험’에 대

한 주제로 연구에 몰두한 끝에 두 곳 모두에서 수상의 영광을 차지할 수 있었

습니다. 보험개발원 논문은 책으로 만들어졌고, 매일경제는 1면에 기사화가 

되면서 여러 보험회사와 IT 기업에서 입사 제의가 왔고 2000년 첫 사회생

활을 시작했습니다. 논문에서 다뤘던 금융과 IT의 접목을 산업현장에서 실

제로 현실화하는 일이 흥미롭고 즐거웠습니다. 돌이켜 보면, 방학 동안 연구

실과 숙소를 흔쾌히 내어주시며 전폭적으로 지원해주신 학과 교수님들이 계

셨기에 가능한 영광이었고, 연구 과정을 함께한 동기와 후배들의 도움이 있

었기에 실현할 수 있는 결과였습니다. 그때를 추억하면 아직도 뿌듯함이 남

아 있습니다. 제가 순천향인임을 전면에 내세우고 공정한 경쟁을 거쳐 당당

하게 인정받는 경험을 직접 해봤기 때문입니다. 후배님들도 타인의 시
선이나 욕망에 자신을 가두지 마시고 책상 위로 올라가 더 
멀리 더 넓게 세상을 바라보고 도전하는 자유로운 영혼이 
되셨으면 합니다. 언제나 응원하겠습니다!”

류지형(IT금융경영학과 94)_동부생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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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엇을 탐구하는가?
글로벌문화산업학과는 경영과 문화산업의 융합을 지향하며, 로컬 영역의 문화산업

과 글로벌 영역의 해외시장을 연계시켜 활약하는 21세기형 창의적 융합인재를 양성

하는 학과입니다.

저학년에서는 인문역량 함양과 더불어 외국어 집중 교육, 경영학 전반에 대한 기초이론  

교육이 이루어지며 3, 4학년에서는 글로벌문화와 문화산업에 대한 세부적이고 전문적

인 교육이 이루어집니다. 구체적으로는 방송, 영화, 게임, 음악, 애니캐릭터, 인터넷,  

공연, 축제, 관광 등의 문화콘텐츠 기업에서 콘텐츠 기획 및 유통, 마케팅, 광고홍보, 

글로벌 비즈니스, 경영관리 등을 담당할 수 있는 실무 인재 양성에 중점을 두고 있습

니다. 이를 위해 글로벌문화산업학과는 이론과 

실습이 적절히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커리큘럼

을 편성하고 있으며, 글로벌 역량 배양을 위해 

재학생 전원이 해외 현장탐구 실습을 이수하도

록 하고 있습니다. 다양한 문화에 대한 이해와 콘

텐츠 비즈니스에 대한 전문성 함양, 그리고 국내 

지역사회는 물론 글로벌 시장에서 진행되는 현

장 중심의 실습을 통해 학생들은 미래사회에 꼭 

필요한 문화산업 실무인재로 거듭날 것입니다. 

두드려라, 열릴 것이다!
글로벌문화산업학과는 무엇보다 국어 및 외국어

에 대한 지식과 노력이 필요한 학과입니다. 아울

러 진로와 관련된 뚜렷한 목표의식을 바탕으로 

진로를 개척하고자 열심히 노력하는 학생, 사교

적이고 도전적이며 개방적이고 관용적인 태도

로 ‘다름’을 인정하는 자세를 갖춘 학생, 국제적

인 감각을 겸비해 다양한 문화를 여러 각도에서 

이해하려고 노력하는 학생이라면 글로벌문화산업학과에 보다 적합한 인재라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고교 시절부터 외국어 회화를 비롯해 다문화 탐구, 사회조사, 문화

재 답사 등 다양한 문화를 체험하는 활동을 비롯해 스포츠, 문화예술, 콘텐츠 제작 등 

자신의 흥미와 적성을 고려한 다양한 분야의 체험 활동을 경험해보기를 권장합니다.

글로벌 문화와 문화산업 비즈니스에 대한 전문 지식과 이해를 겸비한 새롭고 창의적인 인재를 육성하는 학과입니다. 글로벌 문화 
연구와 문화콘텐츠 실무 비즈니스에 정통한 교수진이 창의적인 교육을 통해 한국 문화산업을 이끌 전문 인재를 육성합니다.  
글로벌문화산업학과는 우리 사회와 기업에 필요한 차세대 글로벌 문화 인력을 양성하는 것을 목표로 하기에 다양한 문화에  
대한 포괄적 이해와 식견을 갖춘 교육, 문화산업 실무현장에서 통하는 전문화 교육을 동시에 추구합니다. 무엇보다 학문의 실용 
성을 강화하기 위해, 향후 취업 현장에 꼭 필요한 능력 배양을 위한 교육들로 학과 교과과정을 구성해 운영하고 있습니다.

우리 학과는요!
글로벌 문화산업 체험 프로그램 및 해외 학위 취득 기회 제공

글로벌문화산업학과는 글로벌 역량을 갖춘 문화산업 인력양성을 

강화하기 위해 글로벌경영대학(GBS)의 공통과정으로 미국, 중국, 

일본 등에 있는 유명대학에 교환학생을 파견해 이중학위 취득 및 

어학연수의 기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또한, 해외현장탐구 프로 

그램을 바탕으로 각 국가의 문화산업을 직접 체험할 수 있는 교육

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전공과 연계한 학습동아리 운영

글로벌문화산업학과에서는 학생들의 관심과 지적 욕구를 반영해 

학생들이 다양한 형태와 내용의 동아리 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글로벌 컬처(Global Culture)』는 참여 학생

들 스스로 자신들이 관심 있는 해외지역의 문화를 이해하기 위한 

다방면의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으며, 『큐마(Cu.Ma.)』는 다양한 

문화행사 정보를 ‘문화지도’로 제작해 대중들의 문화체험과 소비

를 돕고 있습니다.

글로벌문화산업학과     https://global.sch.ac.kr/cultureindustry

글로벌 문화시장을 견인할
K-Content 비즈니스의 차세대 주역들

글로벌문화산업학과 Department of Global Culture Industry

Since 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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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배가 권하는 책
컬처 코드(The Culture Code)
클로테르 라파이유 / 리더스북

전 세계 모든 인류의 행동과 삶의 방식을 이

해하는 컬처 코드를 정리한 이 책은 다양한 

사례들을 종합하여 고객과 시장을 근본적으

로 이해하고 비즈니스를 성공으로 이끌 수 

있도록 도와준다. 

창조성의 원천
김은미, 신동엽, 이중식 / 김영사

과거부터 현재까지 창조성에 집중하는 유일 

한 분야가 ‘예술’이라고 규정하며 우리 시대

를 대표하는 19인의 예술가들의 치열한 삶

과 창조적 산출물을 만드는 데 영향을 미친 

환경과 조건을 사회과학적 시선으로 접근

하고 분석한다. 

어떻게 차별화할 것인가
마이클 포터, 마이클 샌델 외 / 레인메이커

많은 기업이 차별화를 위해 노력하지만 실제

로 차별화에 성공한 기업은 몇 되지 않는 현

실에서, 오늘날 차별화가 절실한 이유와 실행 

가능한 솔루션이 무엇인지에 대해 세계적인 

경영학자들의 주장을 잘 모아 전달하고 있다. 

학과 취득 자격증

문화관광기획사, 준학예사, 문화해설

사, 컨벤션기획사, 국제회의기획사, 사

회조사분석사, KBS한국어능력시험, 

한자능력검정, 한국사능력검정, 세무

사, 전산세무(전산회계), 경영지도사, 

전산회계운용사, 공인노무사, TOEIC, 
HSK, JPT(JLPT), 관광통역안내사, 

컴퓨터활용능력, MOS, ITQ

졸업 후 진출분야

문화콘텐츠 PD, 기획, 마케팅 · 유통, 

경영관리, 광고홍보 등

문화예술 행사 · 축제기획, 전시기획, 

문화사업 등

관광 · 여가 항공, 관광 · 여행, 의료관광, 

전문헬스케어 등

공공기관 공무원, 공기업, 공공기관 등

경제 · 통상 무역사무, 해외영업 등

정치 · 외교 외교관, 전문연구원 등

언어 통역, 번역 등

교육 · 연구 교수, 연구원, 교사 등

Our Major Story
학과 전공 분야 진로설계에 필요한 글로벌 문화와 문화산업에 대한 학문적 이

해와 함께, 비즈니스에 필수적인 경영학과 경제학의 개론적 교과목을 학습합

니다. 이와 더불어 외국어 교육, 커뮤니케이션 능력 개발을 위한 <사고와 표

현>, <스피치와 프리젠테이션>, <스토리텔링> 등 다양한 교양과목과 함께 대

학 공부에 입문합니다. 글로벌 문화산업의 인재에게는 비즈니스적 실무지식

과 어학능력 외에도 수준 높은 관찰력과 기획력, 사고력이 요구됩니다. 따라서 

역사나 철학, 문학, 예술 등 다양한 인문 분야에 관심을 가질 것을 추천합니다.

교육과정
대학영어, 인간사랑, 진로설계프로젝트, 사고와 표현, 셀프리더십or자기개발프로젝트, 중

국과중국어이해, 일본과일본어이해, 글로벌 문화의 이해, 문화산업과 문화콘텐츠, 경영학

개론, 경제학개론, 해외지역연구개론, 문화산업의 이해, 문화산업과 문화소비자

문화산업의 근간인 문화자원에 대한 이해와 더불어 동양과 서양, 한국의 문화 

와 문화산업에 대해 세부적인 학습을 진행합니다. 더불어 문화산업 비즈니스에  

필요한 <회계학>과 <마케팅>, <문화경제학>, <경영통계학> 등 경영 실무와 관련

된 다양한 교육과정을 체계적으로 배우는 시기입니다. 문화자원에 대한 관찰

과 다양한 문화를 체험하는 것 역시 중요하므로 국내외 문화답사나 탐방 등을 

통해 다양한 문화콘텐츠를 직접 체험하며 향유하기를 추천합니다.

교육과정 
영어회화1· 2, 비즈니스문서제작, 문학역사철학영역, 인간 · 사회 그리고 철학, 비즈니스기

획, 회계원리, 문화산업 이론, 스피치와 프리젠테이션, 서양문화와 문화산업, 한국문화와 

문화산업, 동양문화와 문화산업, 문화산업과 대중문화, 문화 · 경제 및 마케팅, 경영통계학, 

콘텐츠 저작도구의 이해와 활용

문화기업의 운영 및 이들 기업의 실제 경영과정에 필요한 전문적인 스킬을 심

도 있게 습득하는 시기로, 문화산업의 하위영역인 방송 · 영화, 게임, 광고, 음악 

공연, 지식정보 등 개별 장르산업에 대한 심화학습을 진행합니다. 더불어 박물관 

경영, 축제와 관광산업, 지역문화산업, 역사문화콘텐츠, 문화 관련 법과 제도 

등 문화예술과 관광 분야에 대한 이해를 넓혀가는 시기입니다. 

교육과정 
글로벌비즈니스조사, 축제와 관광산업, 지역문화콘텐츠와 문화산업, 문화산업 기업글로

벌 홍보마케팅 Lab1· 2(캡스톤디자인), 문화산업 Lab1· 2(캡스톤디자인), 박물관 경영, 

디지털스토리텔링, 일본의 문화산업, 문화콘텐츠 미학, 마케팅커뮤니케이션, 방송 · 영화

콘텐츠의 이해, 인터넷과 비즈니스, 문화산업 정책과 법, 게임콘텐츠의 이해, 지식재산권

과 특허관리, 음악 · 공연콘텐츠의 이해, 광고 비즈니스의 이해

실제 문화산업 기업현장과 관련한 다양한 문화마케팅 사례를 연구하고, 세부 

업종별 문화상품 기획능력을 다듬어 취업과 관련된 역량을 완성하는 시기입

니다. 자신이 설정한 진로 분야에서의 경쟁력 배양을 위해 다양한 실무기획, 

제작 실습 교과목들을 활용해 그간 공부한 내용의 실무적 완성도를 높이게 됩

니다. 학기와 방학을 인용한 다양한 현장실습 제도와 인턴체험 등에 참여하는 

것을 추천하며, 학과와 학교의 취업 지원 프로그램을 적극 활용해야 합니다.

교육과정 
문화산업 조사방법론, 인문학과 경영, 문화산업 기업 글로벌 홍보마케팅 Lab3 · 4(캡스톤

디자인), 문화산업 캡스톤디자인1·2, 현대사회와 소비문화, 글로벌 문화와 스페인어, 다

문화콘텐츠제작연습, 문화기술론, 출판콘텐츠 기획실습, 관광콘텐츠 기획실습, 축제 · 이

벤트 기획실습, 모바일콘텐츠 기획실습, 라이선스 비즈니스 연구, 글로벌 문화트렌드 분

석, 문화마케팅 사례연구

1학년

2학년

3학년

4학년

Enjoy the Club! 
글로벌 컬처(Global Culture) 글로벌 문화에 대한 실천적 이해와 체험을 돕는 것을 목

표로, 참여 학생들 스스로 자신들이 관심 있는 해외지역의 문화를 이해하기 위한 다방

면의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특히 글로벌 문화를 몸소 체험할 수 있도록 자유 

배낭여행에 대한 정보와 자료를 수집·정리해 대내외에 제공하고 있습니다.

큐마(Cu.Ma.) ‘문화지도 제작자(Culture Mapper)’를 줄인 말로, 국내 음악 페스티

벌 및 축제·공연, 전시행사에 대한 정보를 조사하고 분석해 이를 토대로 다양한 문화

행사 정보를 ‘문화지도’로 제작해 대중들의 문화체험과 소비를 돕고 있습니다. 특히 

국내에 거주하는 외국인 학생과 한국 관광객들에게 유용한 문화행사 정보를 서비스

하고 있습니다.

PEOPLE_

문화콘텐츠기업이 원하는 
비즈니스 인재를 양성하겠습니다
내수시장이 적고, 부존자원이 적은 우리나라의 현실에서 전통적인 제조업과 달리 아이 

디어와 창의성에 기반해 성장하는 문화산업은 현재뿐 아니라 미래에도 국가의 성장동

력이자 전략산업일 수밖에 없습니다. 국내 문화산업은 2016년 기준 시장규모가 100

조를 상회하는 산업으로 성장해왔고, 10여 년 전부터는 수출을 통해서도 국가 경제 

에 크게 기여하고 있습니다. CJ E&M, 네이버, JYP, NC소프트 등 문화콘텐츠기업들

도 성장에 성장을 거듭해 어느새 세계시장에서 그 위상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때문에 

세계인이 향유할 수 있는 문화콘텐츠를 상품화하고 이를 국내외 시장에 판매할 수 있

는 전문 인재에 대한 기업의 수요는 날이 갈수록 늘어가는 상황입니다. 그러나 

아이러니컬하게도 이러한 실무적 지식과 관련 역량을 통합적이고 체계적

으로 육성하는 대학교육은 국내에서 거의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습니

다. 결과적으로 기업은 관련 인력의 수요가 있지만 원하는 인력을 채

용하기가 너무나 어렵다고 말합니다. 

우리 학과는 문화산업 비즈니스 인력의 원활한 
공급을 위해, 더 나아가 한류와 K-Content
로 대변되는 우리 문화상품을 글로벌 시장에 
진출시키는 글로벌 전문가를 체계적으로 육성하
기 위해 2017년 새롭게 출범했습니다. 문화산업 이

론과 콘텐츠 기업 비즈니스 실무에 두루 정통한 교수님들이 뜻

을 모아 설립했고, 저 역시 콘텐츠기업 현장과 한국콘텐츠진흥

원에서의 오랜 실무경험을 바탕으로 후학 양성에 도움이 되고자 

합류하게 되었습니다. 한국 문화산업의 차세대 비즈니스 인재로 성

장할 열정적인 신입생 여러분을 적극 환영합니다. 세계 속에 한국문화

의 위상을 드높일 당신의 꿈을 응원하며, 순천향대학교 글로벌문화산업학

과가 그 꿈이 현실이 되도록 최선을 다해 돕겠습니다.

곽규태(글로벌문화산업학과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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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엇을 탐구하는가?
오늘날 회계학과 경영학에서 다루는 이론과 기법은 어떤 분야에서 일하는 사람에게나 

꼭 필요한 필수 지식입니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국민 대부분의 직업이  

기업의 경제활동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둘째, 경영학적 개념이 꼭 필요 

한 분야가 매우 광범위하기 때문입니다. 제조업은 물론이고 예술경영을 포함한 서비스  

영역이나 비영리 부문까지 경영이론을 적용할 수 있고, 기업 규모 면에서도 대기업과  

중소기업, 작게는 자영업까지도 적용됩니다. 따라서 회계학과는 졸업 후 진출할 수 있는  

영역이 가장 광범위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또한 회계학은 가장 실무중심적인 학문입 

니다. 회계학과에서 배우는 모든 과목은 당장 실무에서 사용할 수 있는 내용입니다. 

회계학은 전 세계 모든 대학의 학습 내용이 표준화되어 있는 분야입니다. 순천향대학교 

회계학과 학생들은 세계수준의 경영대학에서와 같이 표준화된 전공교육과정을 학습

하게 됩니다. 또한 취업 후 현장에서 즉시 사용할  

수 있는 지식함양을 목표로 하며, 더불어 기획능

력이나 창업교육 등도 병행하여 교육하고 있습 

니다. 이밖에 취업이나 학생진로개발을 위한 상담 

제도나 취업·창업에 관련된 교과목도 운영하고 

있습니다.

두드려라, 열릴 것이다!
순천향대학교 회계학과에서는 긍정적으로 사고 

하며, 자기 주도적이고, 다른 사람을 배려하면서 

함께 일할 줄 아는 협업(Team Work)을 중요 

하게 생각합니다. 더불어 글로벌 환경에서 다른  

문화를 잘 이해하고, 다양한 문화를 가진 사람들과 

함께 생활할 수 있는 인재를 양성합니다. 따라서 고등학교 재학 시절에 자기주도력을  

가지고 어떤 일이든지 스스로 계획하고 자율적으로 실행하면서 어려운 상황에서도 

끈기 있게 견디는 훈련을 할 것을 추천합니다. 또한 결단력이 필요한 상황에서 스스로 

판단하는 훈련, 글로벌 문화에 적응하는 경험을 해보는 것을 적극적으로 추천합니다. 

특히, 회계학과는 ‘다른 사람을 배려하는 마음을 갖춘 학생’을 선호하며 ‘스스로 계획

하고 꾸준히 실행하는 성실한 태도’가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회계학은 기업경영의 모든 영역을 포괄하는 광범위한 기능을 수행합니다. 회계학과에서는 기업운영의 기본 원리를 이해하고 
의사결정의 합리성을 제고하기 위한 회계정보의 생산과 활용을 훈련합니다. 회계학은 크게 영리회계와 비영리 회계로 구분 
되며, 영리회계는 재무회계, 관리회계, 세무회계, 회계감사로 구분할 수 있으며, 비영리회계 분야인 정부회계 및 지방자치단체 
회계, 병원회계 등에 대해서도 학습합니다. 회계학도 크게는 경영학 분야에 속하므로 경영학의 기본기능인 마케팅, 생산관리, 
재무관리, 인사 및 조직관리, 경영정보시스템 등과 유기적으로 연결하여 학습함으로써 조직경영자의 자질을 함양하게 됩니다.  
회계학과에서 배우는 경영이론은 영리조직뿐만 아니라 비영리 조직에도 그대로 적용할 수 있습니다.

우리 학과는요!
글로벌 비즈니스 조사

순천향대학교 회계학과에서는 3학년 학생 전원이 글로벌 비즈니스  

체험 활동에 참여합니다. 모든 학생이 본인이 학습 중인 외국어(영어,  

중국어, 일본어)를 모국어로 사용하는 지역을 방문하여 현지의 비즈 

니스 환경을 체험하거나 조사하는 활동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진로상담 및 지도 프로그램

1학년 첫 학기에는 전체적인 진로계획을 수립하는 교과목을 전원 

수강하며, 2학년에서 4학년까지도 매년 취업을 위한 다양한 역량

관리 교과목을 전원 수강하게 됩니다.

회계학과     https://global.sch.ac.kr/acctg

기업경영의 모든 영역에서
빛을 발하다

회계학과 Department of Accounting

Since 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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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배가 권하는 책
상도(商道)
최인호 / 여백

2백여 년 전에 실재했던 의주 상인 임상옥

을 주인공으로 하는 장편 소설로 임상옥은  

우리나라가 낳은 최대의 무역왕이자 거상 

이었다. 그는 죽기 직전 자신의 재산을 모두 

사회에 환원하고, ‘재물은 평등하기가 물과 

같고, 사람은 바르기가 저울과 같다’라는 유언 

을 남겼다. 이 소설은 홍경래, 김정희 같은  

역사적 인물들이 우리에게 어떠한 삶의  

방식이 올바른 것인가를 선험적으로 드러 

내고 있으며, 현대 경영자들에게도 올바른 경영 

철학에 대한 생각을 하게 한다.  

더골(The Goal)
엘리 골드렛, 제프 콕스 / 동양북스

이 책은 미국의 기업과 경제뿐 아니라 세계 

여러 나라의 기업과 경제에 지대한 영향을 

끼친 경제경영의 고전으로 국내 출간 14주
년 기념 개정판이다. 3개월 안에 이익을 내

지 못하면 곧 폐쇄될 위기에 처한 베어링턴 

공장의 공장장 알렉스 로고, 그리고 그의 직

원들이 자신들에게 닥친 위기의 원인을 되

짚으며 문제를 하나하나 해결해나가는 과

정을 그린 소설이다. 제약이론(Theory of 
Constraints) 창시자인 저자가 기업 컨설

팅을 하면서 사용했던 ‘소크라테스 기법’을 

그대로 재현한다. 

학과 취득 자격증

공인회계사(CPA), 세무사(CTA), 미국 

공인회계사(AICPA), 공인노무사, 경영 

지도사와 같은 전문자격증 외 취업을 

위해 전산세무, 재경관리사, 전산회계,  

회계관리, 물류관리사, 유통관리사, 전산 

회계운용사, 정보처리기능사 등 취득

졸업 후 진출분야

일반기업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회계 

및 세무직, 일반기업의 경영관련 사무

직, 금융업의 애널리스트, 펀드매니저, 

자산관리사 등

공공기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세

무 및 행정공무원, 언론 및 방송기관

비영리 부문 학교, 병원, NGO단체에

서 회계전문 인력

기타 공인회계사, 세무사 등의 전문직, 

경영컨설턴트

Our Major Story
경영학과 회계학의 기초적인 일반이론을 공부하기 위해 <경영학개론>, <경제학

개론> 및 <회계원리>를 중심으로 학습합니다. 회계학은 실무적인 학문으로 졸업 

후 가장 널리 사용되는 지식을 함양하게 됩니다. 따라서 기업에서 일하면서 필요 

하게 되는 기초적인 지식인 사무에 컴퓨터를 활용하는 지식, 외국어와 외국

의 문화 등도 학습합니다. 기업은 다수의 인간이 결합된 조직체이므로 인문학  

분야 독서를 통해 인간에 대한 이해를 넓히고, 아울러 경제신문을 지속적으로 

읽을 것을 권장합니다.

교육과정
중국과 중국어 이해, 일본과 일본어 이해, 대학영어, 비즈니스 외국어 회화1, 비즈니스  

외국어1, 사고와 표현, 셀프리더십, 회계원리, 경제학개론, 경영과컴퓨터1·2, 경영학개론, 

경영통계학, 취업과경영, 조직행위론, 재무회계, 비즈니스입문

<재무회계>, <회계이론>, <원가회계> 등 회계학 분야에 대한 전공지식뿐만 아

니라 마케팅 분야, 재무관리 분야, 생산관리 분야, 인사·조직 분야, 경영정보시

스템 분야 등 경영 관련 전공에 대해서도 폭넓게 학습합니다. 2학년 때에는 전

공 분야에 대한 학습을 통해 경영학적 자질을 함양해야 하며, 봉사활동을 비롯

해 타인을 이해하는 활동을 해보기를 권장합니다. 

교육과정 
영어회화1·2, 비즈니스 외국어 회화2 ·3, 비즈니스 외국어2 ·3, 인간과 경영, 비즈니스 문서  

제작, 기획과 창업, 중급회계, 원가회계, 경영과 인터넷, 기업재무의 이해, 마케팅원론, 소비 

자행동론, 취업역량경영, 정부회계, 회계이론, 생산전략론, 마케팅조사론, 인사관리

영리회계뿐만 아니라 비영리 회계 분야를 학습함으로써 회계학 전공과목의 심화 

과정을 다루며, 경영학 전공분야에 대한 심화지식도 학습하게 됩니다. 3학년 때

에는 보다 글로벌한 정체성을 함양할 수 있도록 교환학생 프로그램, 어학연수  

프로그램 등에 참여하여 해외 현지에서 학습할 기회를 가짐으로써 다른 나라의  

문화를 접하고, 다른 나라 사람에 대한 이해의 폭을 넓히는 기회를 갖기를 권장 

합니다. 순천향대학교에서는 다양한 국가의 많은 대학에 교환학생 프로그램 

등을 운영하고 있으므로 이를 적극적으로 활용한다면 경영자의 자질을 연마

하는 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교육과정 
비즈니스 외국어 회화4 ·5, 비즈니스 외국어4 ·5, 글로벌비즈니스조사, 전산회계시스템, 

세법개론, 병원회계, 재무관리, 광고판촉론, 유통관리론, 전략경영론, 전자상거래론, 취업 

의 실제와 경력경영, 세무회계Ⅰ, 관리회계, 재무제표분석론, 상법, 마케팅전략론, 국제경영 

론, 기획실무, 생산관리

회계학 분야의 가장 심도 있는 교과 내용을 학습합니다. 또한 경영학 전공과목 

에서도 경영자로서 자질을 완성할 수 있는 심도 있는 과목들을 두루 학습하게  

됩니다. 4학년은 취업이나 창업, 진학 등에 대한 목표를 명확히 하고, 자신만의  

특화된 역량을 가다듬어야 할 시기입니다. 회계학과에서는 취업과 창업에 대한  

다양한 상담창구가 열려 있습니다. 진로에 대한 전문가인 진로지원관이 개인별  

맞춤 상담을 제공하고 있으며, 전공 지도교수에 도움을 요청하는 것도 얼마든 

지 가능합니다.

교육과정 
비즈니스 외국어 회화6, 비즈니스 외국어6, 세무회계Ⅱ, 고급회계, 주식과투자의 기초,  

노사관계론, 인적자원개발론, 제품 및 브랜드 관리, 서비스마케팅, 인턴십1·2 ·3, 회계감사,  

회계와 경영의사결정, ERP와 세무, 증권시장론, 옵션과선물의 기초, 인터넷마케팅, 취업 

세미나, IPP1·2

1학년

2학년

3학년

4학년

Enjoy the Club! 
회계학연구회 SCHARS 2007년에 결성된 학술동아리로 회계에 관심이 있고 회계 

관련 자격증을 취득하고 싶거나 진로가 회계 분야인 사람들이 모여 전문적인 자격증 

취득을 목표로 하는 학술동아리입니다. SCHARS는 회계원리팀, 재무회계팀, 재경

관리사팀, 세무사 & 회계사팀 총 4팀으로 구성되어 팀별로 공부를 하고 있으며, 관련 

자격증으로 회계사, 세무사, 재경관리사, 회계관리, IFRS관리사 등이 있습니다. 매년 

CPA(공인회계사), CTA(세무사), 재경관리사 등 많은 합격자가 배출되고 있습니다.

마케팅 학술 동아리 ST.ART ST.ART는 STrategic ART의 합성어로 2007년 마케팅 

전략의 대가인 홍성준 교수님의 지도하에 경영학과에서 만들어진 마케팅 학술 동아리 

입니다. 단순 마케팅 지식이 아닌 마케팅마인드를 기르고 논리적, 전략적 사고와 커뮤니 

케이션 스킬을 높이기 위해 토론, 기획, PT를 중점적으로 연마하는, 마케팅을 통해  

자신의 삶을 변화시키고자 하는 열정으로 똘똘 뭉친 곳입니다. 

PEOPLE_

용의 꼬리보다는 뱀의 머리가 되길
“저는 초등학교를 졸업한 후 어린 시절 공장노동자로 10여 년을 보냈습니다. 중학교,  

고등학교 과정을 검정고시로 수료하고 대학에 진학해 석₩박사 과정을 마쳤지요. 일반적 

으로 사람들은 더 우수한 집단에 소속되려고 많은 노력을 기울입니다. 대학에 진학할 

때도 같은 기준을 적용하지요. 그런데 저는 생각이 좀 다릅니다. 이 사회는 우수한 집단 

에서 하위층을 형성하는 사람보다는 그보다는 못한 집단에서 리더인 사람을 더 원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각각의 사고방식이나 행동 양식이 다르기 때문일 것입니다. 이  

사회가 오랫동안 인재를 등용해 보니 집단과는 관계없이 리더의 기질을 가진 사람이 

더 좋은 성과를 냈다는 사실을 발견하게 된 것이지요. 지금 속해 있는 집단에서 어떠한  

위치를 차지하느냐가 대단히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저는 우리 학생들을 행복한 

리더로 바꿀 수 있는, 그런 교수가 되고자 합니다.

모든 일을 대할 때보다 즐겁게 긍정적으로 받아들이길 권합니다.  
대학생활을 즐길 수 있다면 인생에서 가장 행복한 순간이 될 것이고,  
목표 없이 마지못해 학교에 다닌다면 인생에 큰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 자명합니다. 이미 발생해버려서 변경할 수 없는 원가 또는 사건을 회계학 

에서는 ‘매몰원가’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것이 현재의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쳐서는 

안 된다고 말합니다. 과거에 어떻게 살아왔는가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보다는 

지금 이 순간, 바람직한 선택을 통해 미래를 아름답게 만드는 
것이 현명하지 않을까요? 4년의 대학생활은 미래를 아름답게 만들 수  

있는 가장 중요한 기간이라고 생각합니다. 순천향대학교 회계학과에서 같이  

생활한다면, 분명 여러분의 인생이 아름답게 변화하는 순간을 경험 

하게 될 것입니다.”

유성용(회계학과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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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NOVATION

깨우라, 
내 안에 숨쉬는 
수많은 가능성을.
비상하라, 
세상을 흔들 

단 한줄 신념으로.

PART 5_자연과학대학
화학과 · 식품영양학과 · 환경보건학과 · 생명시스템학과 · 스포츠과학과 · 사회체육학과 · 스포츠의학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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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엇을 탐구하는가?
화학은 우리 주변의 ‘물질’과 ‘에너지’를 올바르게 이해하고 이용하기 위한 학문으로, 

물질의 성질 및 변환을 연구하는 기초학문임과 동시에 실생활 및 모든 산업 분야와 밀

접한 관련을 갖는 응용학문입니다. 실제로 우리 주위에서는 우리가 모르는 사이에 수

없이 많은 화학반응 및 이와 연계된 에너지 변환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태

양에너지를 화학에너지로 전환하는 탄소동화작용, 효소 및 기질을 이용하여 생명을 

유지하는 생체활동, 유전정보 전달, 그리고 액정을 이용한 LCD 모니터 및 전지 등이 

있으며, 이러한 화학적 지식은 자연에 대한 이

해의 폭을 넓히고 조화로운 삶을 영위하기 위해

서도 꼭 필요합니다. 

물질의 성질과 반응을 공부하는 화학은 그 범위

가 대단히 넓으며 다양하게 응용되고 있습니다. 

화학 분야에서 교육하는 내용은 흔히 물리화학, 

유기화학, 무기화학, 분석화학, 생화학 및 고분

자화학 등으로 구분되어 있으나 세부분야 사이의 

경계가 점차 줄어들고 있는 추세입니다.

두드려라, 열릴 것이다!
화학과는 평소 자연현상에 대해 호기심이 있고, 

화학적 변화 원리에 관심이 있는 학생이 적합합

니다. 기초과학 분야에 적성이 있거나, 특히 화

학 분야 탐구에 관심이 있다면 주저 말고 화학과

의 문을 두드리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문제에 대

한 논리적인 분석력에 끈기까지 겸비했다면 더

욱 환영합니다. 도전정신과 창의적인 아이디어

를 갖출 경우 연구직 활동에도 크게 도움이 됩니다. 화학과를 희망할 경우 고등학생 

때 수학, 과학 관련 다양한 체험 활동에 참여하거나 과학 관련 동아리를 주도적으로 

운영해보기를 권장합니다. 아울러 과학경시대회나 연구발표대회에 적극적으로 참여

함으로써 화학도로서의 자질을 미리 함양해보기를 추천합니다.

화학은 자연과학의 기초가 되는 학문으로 물질의 구성단위인 분자들의 성질과 원리를 실험과 이론을 통하여 규명하고 이의 응용 
을 연구하여 인접 자연과학과 공학의 발전에 그 기초를 제공하고, 산업기술 개발에 기여하는 학문입니다. 화학은 산업 전반에 걸
쳐 매우 폭넓게 응용되며, 기초과학뿐만 아니라 의학 등의 응용과학 분야에서도 능동적으로 적응할 수 있는 큰 장점이 있습니다. 
이에 화학과에서는 첨단 응용기술을 창출하여 국가 산업에 이바지할 수 있는 전문 인력을 양성하고, 특히 실험교육을 중심으
로 최첨단 화학분석장비 및 측정 장비를 전문적으로 다를 수 있는 인재를 양성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우수한 교육지도를 통하
여 과학 분야 연구 및 개발, 품질관리, 품질분석, 생산 및 생산관리, 임상병리, 교육 분야에 진출하고 있습니다.

우리 학과는요!
취업 역량 강화

취업세미나, 특강, 모의면접 등 취업률 향상 프로그램 적극 지원

전공 및 외국어 능력 강화

모의 토익, 무료영어교육 외에 원서로 된 학과 교재로 외국어 실력 향상

연구 역량 강화

졸업논문 제도로 자발적인 연구능력 향상, 학과 연구실을 대학원생

뿐 아니라 학부생에게도 개방해 연구역량 강화, 고가 기자재(NMR, 
AAS, LC, GC 등) 활용능력 강화

교육 역량 강화

3, 4학년이 튜터로 1, 2학년의 학과적응 및 학습 능력을 높이는 튜

터링 제도 활성화

진로 및 적성 상담 지원

학년별 담당교수를 지정, 수시로 진로, 학교생활, 진학, 적성 등의 

상담 시행

화학과     http://homepage.sch.ac.kr/chem

남다른 관찰력,
새로운 세계를 열어가는 열쇠

화학과 Department of Chemistry

Since 19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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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배가 권하는 책
화학으로 이루어진 세상
K. 메데페셀헤르만 외 / 에코리브르

생활 속의 화학을 담아 정리한 교양 화학 입

문서. 이 책은 과학저널리스트인 저자와 실

용화학자가 하루 24시간 안에 일어나는 화

학적 사건을 시간별로 추적한다. 아침의 샤

워, 병원 치료, 연인과의 데이트 같은 일상적

인 사건들로부터 인간의 몸에 들어있는 화학 

성분, 음식과 옷, 가구와 화장품, 주방용품, 

자동차와 같은 현대 문명 속에 남아 있는 화

학의 양면성에 관하여 흥미롭게 풀어낸다. 

세상에서 가장 재미있는 화학
크레이그 크리들 / 궁리

만화가 래리 고닉이 들려주는 이 책은 화학

의 여러 이야기를 이해하기 쉽게 만화로 그

려 소개하고 있다. 화학의 개념에서부터 기

본 원자와 분자, 금속과 비금속, 원자와 원소

들이 갖고 있는 고유한 성질, 실용적인 화학 

세계에 이르기까지의 내용을 담았다. 

같기도 하고 아니 같기도 하고
로알드 호프만 / 까치

화학의 근원과 다양한 화학 문제들을 예와 

함께 설명 한 책으로 쌍둥이의 삶, 분자모방, 

분자의 합성, 화학에서의 삶 등 화학에 대한 

이해를 돕는 이야기를 소개한다.

학과 취득 자격증

중등 2급 정교사(화학교육 및 공통과

학교육), 화학분석기능사, 위험물산업

기사, 화학류제조기사, 폐기물처리기

사, 대기환경기사, 수질환경기사, 의·

치의학교육 입문검사(MEET, DEET), 
약학대학 입문자격 시험(PEET) 등

졸업 후 진출분야

학계·교육계 교수 및 중·고등학교 교사

기업 의약, 석유화학, 반도체, 신소재

관련 대기업 및 중소기업

연구소 국책 연구소(한국과학기술원, 

한국화학연구원 등) 및 기업 연구소

기타 기술직 공무원, 의·치의학전문대

학원, 기타 일반기업, 약학전문대학원

Our Major Story
<일반화학>, <일반화학실험>, <일반생물학>, <일반물리학>을 통해 화학의 기초 

개념과 기초과학에 대한 폭넓은 지식을 갖추게 됩니다. 강의 교재는 원서를 사용 

하기 때문에 전공에 관한 외국어 실력도 갖추어야 합니다. 외국어 능력 강화를 

위해 교내에서 추진하는 모의 토익, 무료영어교육 등을 충분히 활용한다면 실력  

향상에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교육과정

1학기 일반화학1, 일반화학실험1, 일반생물학, 의료과학개론(NICE) / 2학기 

일반화학2, 일반화학실험2, 일반물리학

화학의 전문적인 지식과 연구능력을 갖추기 위해 다양한 화학 분야를 배우게 

됩니다. <유기화학>, <무기화학>, <물리화학>, <분석화학>, <전산화학> 등 다양

한 화학 분야를 접하고, 다양하고 체계적인 이론 및 실험 교육을 통해 전문 지

식을 습득해가는 과정입니다.

교육과정 

1학기 유기화학1, 분석화학1, 물리화학1, 유기화학실험1, 분석화학실험1, 고급 

화학 / 2학기 유기화학2, 분석화학2, 물리화학2, 유기화학실험2, 전산화학1, 

분석화학실험2, 의화학개론(NICE), 환경화학

전공심화과정으로 2학년에 이어 <무기화학>, <생화학>, <분광학>, <고분자화

학>, <이론유기화학>, <유기반응> 등을 통해 다양한 화학분야의 전문적 지식 

및 연구 능력을 강화해나갑니다. 또한 <무기화학실험>, <물리화학실험> 등 실

험 수업을 통해 연구능력을 향상시킵니다. 이 시기에는 교내 인턴십 프로그램

이나 취업에 도움이 되는 일학습병행제(IPP)를 활용할 것을 추천합니다. 이러 

한 활동들을 충분히 활용한다면 전공실력 향상은 물론 진로 선택에도 큰 도움

을 받을 수 있습니다.

교육과정 

1학기 무기화학1, 물리화학3, 생화학1, 이론유기화학, 유기반응, 전산화학2, 

논리 및 논술, 직무집중교육(NICE) / 2학기 무기화학2, 무기화학실험1·2, 물

리화학실험1, 생화학2, 생화학실험, 분석화학실험3, 화학분광학, 반응속도론, 

유기합성, 고분자화학, 의과학세미나(NICE), 직무집중교육2(NICE)

현장능력을 갖춘 화학자의 자질을 완성하는 시기로 연구졸업논문 제도를 통

하여 전공에 대한 자발적인 연구능력을 향상시킵니다. 화학과는 학과 연구실

을 학부생에게 개방하여 최첨단 화학분석 장비 및 기타 측정 장비의 조작방

법을 직접 익힐 수 있도록 지도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교내외의 취업역량강화

사업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게 되며, 같은 직종에 종사하는 졸업 선배를 초청해 

취업세미나를 개최하고, 특강 및 모의면접을 통해 취업역량을 강화하는 등 졸

업 후에 다양한 산업 분야에서 실력을 인정받는 전문 화학인을 양성하고자 최

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교육과정 

1학기 기기분석, 기기분석실험, 화학열역학, 분자구조결정, 무기화학특강, 유

기금속화학, 물리화학특강, 물리화학실험2, 졸업논문1(캡스톤디자인) / 2학기  

무기구조론, 유기구조론, 화학사, 교과교육론, 화장품화학, 문헌 및 연구실험, 

졸업논문2(캡스톤디자인)

1학년

2학년

3학년

4학년

PEOPLE_

열정과 몰입,  
그리고 자신감!
“저는 순천향대학교 학부와 석사과정 동안에 쌓은 연구 실적과 자질을 인정받아 한미

약품에 입사하게 되었습니다. 이후 연구에 대한 남다른 열정으로 우수한 실적

을 지속적으로 창출하였으며, 사내 우수연구원으로 선정되어 중앙대학

교 약학과 박사과정을 회사 지원으로 진학할 수 있는 기회를 얻어 재

직 중에 박사학위를 5년 만에 취득하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저는 열정을 가지고 몰입하면 반드시 성과를 낼 수 있다는 자

신감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제가 맡은 모든 일에 

열정을 가지고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로 당뇨병 치료

제, 대장암 치료제, 천식 치료제 등 다수의 원료 의약품 상품화

를 성공시킨 바 있으며, 지금은 당뇨병 치료제와 항암제 신약의 

디자인 및 합성 연구 등의 혁신 신약 개발 연구를 수행하고 있습

니다. 저는 ‘천재는 열심히 하는 사람을 이기지 못하
고, 열심히 하는 사람은 즐기는 사람을 이기지 못한
다’는 말을 좋아합니다. 여러분들도 현시점에 안주
하지 말고, 본인이 하고 싶은 일을 꼭 찾아 미친 듯이 
열정을 가지고 그 일을 해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순천향대학교 출신임을 항상 자랑스럽게 생각했으면 좋겠습니다.”

박은주(화학과 97)_한미약품 연구센터

Enjoy the Club! 
Solvent 농구 동아리로 체력 증진과 농구 실력 향상에도 도움이 되지만 정기적으로 

회식을 진행하는 등 학과 선후배 간 친목을 도모하기에도 더없이 좋은 동아리입니다. 

지난 2016년 자연과학대학 체육대회에서 준우승을 거둔 바 있습니다.

Fullerene 화학과 축구 동아리로 체육대회에서 좋은 성적을 거두고 있습니다. 축구

를 하기 위해 모인 사람들이지만, 때로는 족구나 발야구 등 다른 구기 종목을 통해 재

미는 물론 형제처럼 끈끈한 정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Bonding 야구 동아리로 학년에 상관없이 야구를 좋아하는 학생이라면 누구나 참여

할 수 있습니다. 선수와 매니저로 구성되어 있으며, 서로의 지식을 공유할 수 있는 다

양한 활동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Mini Fullerene 화학과 족구 동아리로 운동과 함께 선후배 간의 친목을 도모하고 서

로 공감하는 시간을 가지며, 화학인으로서의 공동의 목표를 향해 함께 나아갑니다.

Perfunia 향을 공부하는 동아리입니다. 향수, 향료 등에 대해 스터디를 진행하고 있

으며, 다양한 향을 체험하고 조사하며 발표를 통해 함께 공부하고 토의하는 시간을 가

집니다. 왕성한 활동으로 교내 우수동아리에 등극했다는 사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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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엇을 탐구하는가?
전공 관련 학부 기초과목으로 식품학, 기초영양학 등을 학습하며, 전공에서는 식품 성

분의 구조와 성질, 가공, 저장 및 조리 시의 품질변화, 식생활의 위생적 관리와 법적 

규제 등을 다루는 식품학 분야와 영양소의 체내 대사, 영양과 질병의 관계, 치료를 위

한 식이요법, 영양 문제 분석과 해결, 영양교육 등을 다루는 영양학 분야를 학습함으

로써, 영양사, 영양상담요원, 식품위생 및 보건 관련 전문직, 산업체의 연구원, 영양

교사 등에 진출할 수 있는 기초를 제공합니다.

식품영양학과는 ‘국민의 건강증진을 주도할 수 있는 식품영양 전문인력 양성’이라는 

교육목표 아래 실용적 응용능력을 갖추도록 기

초과목을 집중적으로 교육하며, 식품과 영양의 

연계 교육을 강화하기 위해 식품과 영양의 분야

를 연계 및 융합하여 교육합니다. 또한 식품의 

생리활성작용 기능을 강조하고, 실험능력과 실

험정신을 충분히 갖춘 실용적 인재를 양성하는 

특화된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하여 

한국 전통의 식생활 문화에 바탕을 둔 첨단의 건

강한 식생활 문화 및 환경을 선도할 글로벌 리더

로 성장하여 국가의 식품영양정책 수립과 실천

에 적극적으로 기여하고, 21세기 지식 정보화시

대에 영양과 외식산업 문화 분야에 공헌할 수 있

는 창의적인 인재를 양성합니다.

두드려라, 열릴 것이다!
식품영양학과는 평소에 음식을 만들거나 다양한 

식품의 성분과 영양소를 파악하는 것에 흥미가 있

는 학생, 수학, 물리, 화학 등 기초과학에 대한 관

심과 학업적 재능이 있는 학생에게 적합한 학과입

니다. 아울러 창의력, 책임감, 성실성에 리더십, 

협동심까지 겸비했다면 더욱 훌륭한 인재로 거듭날 토대를 갖추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고교 시절부터 과학 관련 체험 및 동아리 활동, 음식 및 요리 관련 체험 활동, 급식 봉

사 및 영양지원 활동, 건강식품 및 음식 관련 블로그 활동, 음식·건강 관련 독서 등의 

활동을 미리 경험해둔다면 입학 후에도 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식품영양학은 식품, 영양, 건강과 관련된 다양한 지식을 체계적으로 깊이 있게 탐구하는 학문입니다. 식품영양학과는 현대의 
정보화, 산업화, 고령화 사회에서 국민의 건강을 위한 식생활 운영, 식품 자원의 연구 및 개발, 영양과 질병 문제 등을 이론과 
실험 실습을 통해 전문적으로 학습하고, 실생활에 적용하는 능력을 습득함으로써 국가와 지역사회의 건강증진에 기여하고 현
대사회가 요구하는 전문직업인과 연구 인력을 양성하고 있습니다.

우리 학과는요!
실용적 응용능력 배양

식품과 영양에 대한 기초과목을 집중적으로 학습시키고, 이를 바탕 

으로 우리의 식생활, 식품제조, 단체 급식관리 등의 분야에서 실제

로 이용 또는 응용할 수 있는 능력을 배양시킵니다.

식품과 영양의 연계 교육 강화

그동안 국내 식품영양학과는 식품과 영양을 서로 분리시켜 교육해

왔으나, 본 학과에서는 이 두 분야의 연계성을 강조하여 교육합니다.

식품의 생리활성작용 기능 강조

식품의 질병 예방 및 치료기능이 강조된 건강식품과 기능성 식품에  

대한 사회적 수요가 급증함에 따라 이틀 식품에 대한 과학적 이해

와 평가능력을 갖추도록 교육하여 본 학과의 특성화 분야를 육성

하고자 합니다.

실험정신 및 실험능력 역량 강화

식품영양학은 실험과 실습이 바탕이 되는 학문입니다. 따라서 교수 

들의 연구 활동에 직접 참여함으로써 실험방법과 실험정신을 배우

고 실험과 연구에 대한 흥미와 자신감을 갖도록 교육합니다.

식품영양학과     http://homepage.sch.ac.kr/fsn

식품자원으로 
인류의 삶을 풍요롭게

식품영양학과 Department of Food Science & Nutrition

Since 19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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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배가 권하는 책
과식의 종말
캐슬러, 데이비드A / 문예출판사

과식의 이유를 낱낱이 분석하고 과식의 해결

책을 제시하는 지침서로 저자는 과식습관과 

비만의 원인을 단순히 개인의 의지력 부족이 

아닌 사회문제까지 고려하여 포괄적으로 살

펴본다. 여러 원인들이 복잡하게 얽힌 과식

의 고리를 끊기 위해서 실천할 수 있는 구체

적이고 유용한 방식들을 제시하고, 사회 정

치적 노력까지 강조한다. 

닥터 디톡스
최준영, 이영근 / 소금나무

현대 의학이 인정하지 않는 독소의 실체와 

해악, 그리고 해독의 중요성을 입증하는 과

학적인 논거와 함께 두 저자가 직접 경험한 

구체적인 체험사례를 이야기한다. 비만의 원

인은 미토콘드리아라는 사실을 밝히며, 나

쁜 먹거리와 잘못된 식습관으로 인해 인체

에 필요한 필수영양소를 균형 있게 공급하

지 못하는 데서 이 같은 이상이 발생한다는 

것을 알려준다. 

설탕 중독
낸시 애플턴, G.N. 제이콥스 / 싸이프레스

실제로 ‘설탕 중독증’에 걸렸던 의사인 저자

가, 설탕이 우리 몸에 단·장기적으로 얼마

나 해로운지 의학적 지식을 바탕으로 설명

한 책이다. 현대인들의 일상적인 습관 중 하

나인 설탕 섭취가 어떻게 삶에 깊숙이 자리 

잡게 되었는지 일상의 사이클을 살펴보고, 

설탕을 원하는 뇌의 작용을 통해 본능적으

로 설탕을 갈구하게 되는 이유를 분석했다.

학과 취득 자격증

영양사, 조리기능사, 위생사, 식품(산

업)기사, 식품기사, 제빵기사, 임상영

양사, 영양교사, 보건직 공무원–보건

교육사 3급, 보건직 공무원(식품위생

직), 제과기능장

졸업 후 진출분야

일반기업 외식업체, 초·중·고·특수학

교 및 회사 등 집단 급식소, 식품제조·

가공업체, 식품첨가물제조업체, 제빵

전문업체, 제과전문생산업체 등

공공기관 식품연구소, 식품영양 관련 

산업체 연구원, 보건복지부 및 농촌

진흥청, 식품의약품안전처, 보건산업

진흥원 등

기타 학계, 정부기관 등

Our Major Story
식품영양학의 이론과 실험 실습의 기초를 다지는 시기로 <식품학>, <기초영양

학>, <생리학>, <유기화학>, <식품영양기초실험>, <글로벌 식문화 및 실습> 등의 

교과목을 학습하게 됩니다. 토탈 멘토링과 다양한 비교과활동(ASP) 등 SRC 

(Soonchunhyang Residential College : 순천향 기숙형학습공동체) 프로

그램에 참여하면서 대학생활에 대한 이해를 넓히고 올바른 인성과 지성, 감성

을 쌓는 기회를 경험해 볼 것을 추천합니다.

교육과정

1학기 식품학, 식품영양기초실험 / 2학기 기초영양학, 생리학, 유기화학, 영양

분석화학, 글로벌식문화 및 실습

식품과 영양, 식생활과 관련된 전공 교과목을 본격적으로 학습하는 시기로 <조 

리원리>, <식품미생물학>, <영양생화학>, <고급영양학>, <식생활관리> 등의 교

과목을 수강하게 됩니다. 이 시기에는 전공에 대한 이해를 넓히면서 체계적인 

진로 탐색을 계획해볼 것을 추천합니다. 아울러 관심 진로 분야와 연계된 다양

한 대내외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면서 자신에게 필요한 경험을 직간접적

으로 쌓기에도 좋은 시기입니다.

교육과정 

1학기 조리원리, 영양생화학, 식품미생물학, 고급영양학, 조리원리실습, 식품미

생물학실험 / 2학기 시품위생학, 식품화학, 식생활관리, 영양생화학실험, 식생활 

관리실습, 식품분석 및 실험

보다 심도 있는 이론과 실험 실습 교과목 학습을 통하여 전문성을 기르는 시기 

로 <영양판정 및 실험>, <단체급식>, <생애주기영양학>, <실험조리>, <식품위생 

법규> 등을 배우게 됩니다. 본격적인 진로목표와 이를 달성하기 위한 체계적인 

계획을 수립하고 실천해나가는 시기로, 우리 학교에서 제공하는 다양한 인턴십

과 현장실습 및 교환학생 프로그램에도 도전해보기를 추천합니다.

교육과정 

1학기 단체급식, 식품위생법규, 보건학, 영양판정 및 실험, 급식관리실습 /  

2학기 생애주기영양학, 식사요법, 실험조리, 치료식이실습, 실험조리실습, 기기 

분석 및 실험

<임상영양학>, <영양교육 및 상담>, <지역사회영양학>, <영양사현장실습> 등의  

교과목 학습을 통하여 실제에 적용할 수 있는 응용능력을 기르며 준비된 식품 

영양 전문인으로서의 자질을 완성해 나가는 시기입니다. 아울러 진로목표에 

따른 본격적인 취업 · 창업과 진학을 준비하는 시기로, 순천향대학교 진로개발 

지원센터에서 마련하고 있는 다양한 취업 · 창업 지원프로그램을 적극 활용하

시기 바랍니다.

교육과정 

1학기 임상영양학, 지역사회영양학, 영양교육 및 상담, 건강기능식품, 외식산

업경영, 식품영양세미나 / 2학기 급식경영학, 식품가공 및 저장, 영양사현장

실습, 식품학연습, 영양학연습, 인턴십

1학년

2학년

3학년

4학년

PEOPLE_

미래의 ‘나’를 위해  
지금의 ‘나’를 살피다
“저는 졸업 후 2차 병원, 식품공학대학원 진학, 보건소 등을 거치

면서 다양한 경험과 경력을 쌓은 후 지난 2009년 서울시청 식품

안전과에 경력직으로 채용되어 지금까지 나트륨섭취 저감화, 음

식문화 개선, 서울 먹거리 정책 수립 등 식품안전 분야 업무를 수행하고 있

습니다. 현재의 ‘나’는 과거의 내가 걸어온 길을 통해 존재한
다고 생각합니다. 미래의 ‘나’ 역시 지금의 내가 어떻게 사느
냐에 따라 달라지겠지요. 힘들 때도, 내가 왜 식품공학을 공부했을까 

회의가 들 때도 있었지만, 돌이켜 보면 살아온 모든 과정들이 지금의 ‘나’를 

만드는 데 도움이 된 것 같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숨 막히는 경쟁 속에서 살

아가고 있습니다. 남들과 자신을 비교하고 전전긍긍합니다. 이럴 때일수록 

여유 있게 자신을 돌아보고 자신만의 가치관을 정립하는 일이 필요합니다. 

책을 통해, 다양한 사람들과의 관계 등을 통해서 말이죠. 그러다 보면 의외

의 곳에서 자신을 재발견할 수도, 자신이 진정 하고 싶은 것을 찾을 수도, 새

로운 인연을 만날 수도 있습니다. 수많은 시행착오들이 쌓이면 깨
달음의 깊이도 더해지는 것 같습니다. 후배님들도 먼저, 자
기 자신을 돌아보는 시간을 가지셨으면 좋겠습니다. 
더 견고하고 단단할 미래의 ‘나’를 위해서 말이죠.”

이해연(식품영양학과 90)_서울특별시청

Enjoy the Club! 
뉴티즌(NUTIZEN) ‘영양(Nutrition)’과 ‘시민(Citizen)’의 합성어로, 임상 영양에 

대해 연구하는 식품영양학과 학술동아리입니다. 학과 과정에서 다루지 못했던 질병

과 그에 따른 식이요법, 연령별·대상별 영양관리는 물론 각종 문헌과 인터넷, 시청각 

자료를 통해 영양학, 식이요법, 임상영양학 분야의 폭넓은 지식을 접할 수 있습니다.

푸드 한식조리기능사, 양식조리기능사, 제과제빵 자격증 등의 취득을 위해 노력하며, 

전통음식을 연구 및 개발해 현대인의 기호에 맞게 개선하여 전통음식의 가치를 한층 

높이고 대중화하기 위한 목적으로 1998년부터 활동하고 있는 학술동아리입니다.

N.A NA는 ‘Nutrition Analysis’의 약자입니다. 한글로 ‘영양 분석’이라는 뜻이며 영

양과 관련하여 실험을 진행하고 영양사와 관련된 상담, 공부를 목적으로 활동합니다.

먹거리 식품은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없어서는 안 될 중요한 요소 중 하나입니

다. 그런 식품이 우리 몸에 들어가면 어떤 작용이 일어날까요? 먹거리는 이러한 식품

의 효능들을 알아보는 학술동아리입니다.

음식시민 Eating Right 급식과 외식을 포함한 식생활 전반에 걸쳐 바르게 먹을 권리

를 깨닫고 이를 실천하는 사람들의 모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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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엇을 탐구하는가?
환경이 인체의 건강, 질병 발생, 생태계 교란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지에 관한 연구를 

하는 학문 분야입니다. 대기, 수질, 토양과 같은 자연환경뿐 아니라 사람이 생활하고  

일하는 모든 공간, 즉 사무실, 학교, 공장, 도로, 폐기물처리장 등 인공적인 환경(Man-

Made or Built Environment)에 있는 모든 물리적, 화학적, 생물학적, 사회적 요소 

들이 탐구 분야에 포함됩니다. 환경보건학의 목표는 미세먼지, 새집증후군, 토양오염 

과 화학물질사고 등 환경 중 존재하는 다양한 유해요인과 기후변화의 위험으로부터  

인류건강을 보호하고 증진하는 것입니다. 아울러 다양하게 존재하는 환경 중 유해요인 

이 인체건강과 질병 발생에 미치는 영향을 밝혀내고 평가하며, 피해를 예방하고 줄

이기 위한 지식과 방법을 갖춘 인재를 배출하는 것이 환경보건학과의 역할입니다. 

환경보건학과 학생들은 환경보건의 다양한 분야에서 현안이 되는 주제들을 교과과정

과 교과 외 활동을 통하여 폭넓게 접할 수 있습니다. 환경보건의 각 분야에서 저명한 

교수들이 직접 수업을 진행하고, 조별멘토링, 직무실습, 캡스톤연구과제 등을 통하여 

주제별 심화학습과 연구 경험을 쌓을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으며, 환경보건을 이해하고 문제를 

해결하는 능력을 기르기 위하여 그 기초가 되는 

화학(일반화학과 실험, 분석화학과 실험, 기기분

석과 실험, 유기화학, 환경화학, 생화학 등), 생

태학, 생리학, 통계학, 환경보건역학 등을 배웁

니다. 아울러 각 분야에서 일가를 이룬 선배들과

의 공고한 네트워크는 우리 학과 졸업생들의 든

든한 자산이자 버팀목입니다.

두드려라, 열릴 것이다!
환경보건학과를 희망하는 학생이라면 고교 시절 

과학탐구 활동이나 환경 관련 각종 활동 및 대회

에 참가해보기를 권장합니다. 평소 과학적 문제 제기와 탐구에 흥미가 있거나 문제 해

결을 위해 끈기와 인내를 발휘할 수 있는 학생, 환경과 생명에 대한 관심이 깊은 학생

이라면 환경보건학과에 보다 적합한 인재라고 할 수 있습니다.

환경보건학과는 우리나라 종합대학 역사상 최초로 1988년에 설립되었습니다. 지금까지 우리나라 환경보건과 산업보건 분야  
발전에 지대한 기여를 하고 있으며, 환경보건 분야 전문가 양성에 있어 풍부한 경험과 역사를 자랑합니다. 환경보건학의 기초를  
다지고 사회적 요구와 변화를 수용할 수 있는 충실한 교과과정은 우리 학과의 자랑이며, 지역사회의 다양한 환경보건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과제를 수행하는 ‘순천향환경보건센터’는 환경보건학과 학생들에게 교실과 현장을 잇는 생생한 경험의 기회를  
제공합니다.

우리 학과는요!
교육과정 혁신

다학제 간의 조화로운 교육과정

학생참여 활동 확대

사회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창조적 능력 배양

연구 활동 강화

국가적 · 세계적 도전과제를 선도하는 학문 가치 창출

교육여건 개선

최적의 수업환경 제공 및 학생자치활동 전폭적 지원

환경보건학과     http://homepage.sch.ac.kr/ehs

깨끗하고 안전한 환경으로
건강한 미래를 이끌다

환경보건학과 Department of Environmental Health Sciences

Since 19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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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배가 권하는 책
지구환경보고서
윌드워치 연구소 / 도요새

지속가능한 사회를 이루기 위한 전 세계적

인 노력을 평가하는 연례보고서다. 전 세계

에서 수집한 지구환경 자료를 다양한 각도

로 살펴보고 가장 쟁점이 되는 환경이슈를  

다룬다. 해마다 20여 개 언어로 번역되며, 전  

세계 언론과 전문가들이 자주 인용하는 책

이기도 하다. 

침묵의 봄 
레이첼 카슨 / 에코리브르 

20세기 환경학 최고의 고전으로 〈타임〉 지

가 20세기를 변화시킨 100인 중 한 사람으

로 뽑은 레이첼 카슨이 쓴 책으로, 환경 문

제의 심각성과 중요성을 독자들에게 일깨워

준 책이다. 저자는 친구로부터 받은 편지 한 

통을 계기로 살충제의 사용 실태와 그 위험

성을 조사하고, 생물학자로서의 전문지식과 

작가로서의 능력을 발휘해 방사능 낙진으로 

인해 더욱 절실해지기 시작한 환경 문제의 

복잡성을 알기 쉽게 풀어냈다. 

미나마타 끝나지 않은 수은의 공포 
하라다 마사즈미 / 대학서림 

미나마타학 강의 내용을 모아 정리한 책으

로 미나마타병의 역사와 재판, 투쟁 및 피해 

보상의 경제학에 이르는 내용을 담았다.

학과 취득 자격증

산업위생관리기사, 산업안전기사, 위

험물관리기사, 대기환경 관리기사, 수

질환경 관리기사, 환경영향평가사, 중

등 2급 정교사

졸업 후 진출분야

일반기업 기업체(일반제조업, 건설업 

등)의 산업보건관리자, 의료기관, 산

업보건 컨설팅기업, 작업환경측정 전

문기관, 화학물질 컨설팅기업, 환경보

건 연구기업, 환경오염방지시설업 등

공공기관 고용노동부, 환경부, 보건복

지부, 식약처 등 정부기관, 산업안전

보건공단, 환경관리공단 등 공공기관, 

국립환경과학원, 광역시도 보건환경

연구원, 생명연구원 등 국공립연구원

비영리 부문 학교의 환경교사, 보건교

육사, 민간 연구소 연구원

Our Major Story
<환경보건학개론>, <공중보건학> 같은 필수과목 수강을 통해 전공에 대한 이해 

를 높입니다. <일반화학>과 <일반화학실험(1학기)>, <유기화학(2학기)> 시간

을 통해 전공의 기초가 되는 화학적 지식을 쌓을 수 있습니다. 문이과 교차지

원 학생들을 배려하여 수업이 진행되므로 너무 염려할 필요는 없습니다. 선배

들의 경험담과 조언을 듣다 보면 전공에 대한 애정과 확신이 생길 것입니다. 

아울러 폭넓은 독서활동을 통하여 전공뿐 아니라 인문, 사회, 철학, 과학에 대

한 이해와 교양을 쌓기를 추천합니다.

교육과정
1학기 환경보건학개론, 공중보건학 / 2학기 유기화학, 실용전산, 환경보건학

심화된 전공과목을 접하기에 앞서 기본적인 개념과 방법론을 두루 접하는 시기 

로 <대기오염개론>, <수질오염개론>, <분석화학>, <유해물질관리> 등 세분화된 

분야의 과목을 수강하게 됩니다. <환경보건역학>과 <보건통계학>은 환경의 유해 

요인과 건강 영향 사이의 관계를 밝힘으로써 해결방법을 찾고자 하는 환경보

건학 연구의 토대가 되는 매우 중요한 과목입니다. 꾸준한 독서활동을 통하여  

자신의 생각과 사회의 관심을 엮을 수 있는 능력을 키우기를 추천합니다.

교육과정 
1학기 보건통계학, 분석화학, 분석화학실험, 수질오염개론, 대기오염개론, 환경생태학, 

해부생리학 / 2학기 환경보건역학, 환경화학, 수질오염물분석실험, 실내공기오염, 환경

미생물학, 생화학, 유해물질관리

본격적으로 심화된 전공과목을 배우고 익히게 됩니다. <대기오염관리>, <산업

보건>, <수질관리>, <환경독성>, <환경역학> 등 세부적인 분야의 교과목이 제공 

되고, 이 중 자신의 관심 분야 과목을 집중적으로 수강합니다. 진로와 취업에 

필요한 구체적인 준비를 시작하는 동시에 홈커밍데이, 졸업식, MT 등 학과의 

행사들을 책임지는 학년이기도 한만큼 가장 바쁜 시기이기도 합니다. 전공과 

관련된 신문기사나 사설 등을 꾸준히 읽어 전공 분야의 현안에 대한 감을 익히

기를 추천하며, 3학년 겨울방학에는 학과에서 제공하는 자격증 시험 준비 특

강에 참여하면 큰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교육과정 
1학기 대기오염통제, 산업위생학개론, 공기오염물측정실험, 환경독성학, 인간공학개론 / 

2학기 물리적유해인자관리, 작업환경측정 및 평가, 근골격계질환관리, 산업독성학, 기기

분석, 기기분석실험, 산업환기기술

환경보건 분야 직무수행에 필요한 이론과 기술을 습득합니다. 졸업요건인 

Capstone Design 논문작성을 통하여 대학과정에서 배운 지식과 경험을 

총 동원하여 자신의 관심 주제에 대한 탐구를 공동작업으로 수행합니다. 이 

과정을 통해 자신의 질문을 만들고 스스로 답하는 방법을 배우고, 공동작업 

과정에서의 갈등을 해결하는 경험을 하게 됩니다. 관련분야의 자격증 취득

을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이는 시기이며, 학과에서 제공하는 특강세미나, 홈

커밍행사 등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선배들의 진출 분야에 대한 구체적인 사

례를 다양하게 접한다면 대학원 진학 및 취업 등 진로선택에 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교육과정 
1학기 작업환경측정실습, 산업보건관리, 환경영향평가, 직업성질환, 환경보건연구방법

론(캡스톤디자인) / 2학기 산업안전관리, 산업환경현장실습, 환경위해성평가, 환경보건

캡스톤디자인, 산업보건 인턴십, 환경철학

1학년

2학년

3학년

4학년

PEOPLE_

여러분의 가능성을 믿고 
즐겁게 꿈을 향하세요
“후배님들 안녕하세요! 저는 전공에 대한 애착으로 대학원에

서 학업을 이어가고 있어요. 환경보건 분야에서 전문가가 되는 

것이 제 목표랍니다. 한 가지 일을 하더라도 좀 더 완벽하게 해

내고 싶은 저로서는 제 이름 앞에 ‘전문가’라는 타이틀을 꼭 새

기고 싶어요.

그래서 대학원에 진학을 했고, 열정을 불사르고 있고, 그 타이틀을 향해 

차근차근 한 발씩 내딛고 있답니다. 어떻게 노력하고 있냐고요? ‘즐겁게’

요! 전 어떤 일을 하든 어떤 시련을 겪든 매사를 즐겁게 받아들이기 위

해 노력하는 편이에요. 살다 보면 정말 다양한 일들을 겪게 되는 것 

같아요. 힘들 때도, 절망적인 순간을 맞이할 때도 있죠. 스스로 극

복해야 하는 일들을 버겁고 힘들게만 여긴다면 그만큼 불행한 것도 

없는 것 같아요. 이런 생각 덕분인지 제 인생의 ‘최악’의 순간들(?) 

을 번번이 맞이하면서도 다시,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것 같아요. 후배님들도 자신의 삶을 즐기셨으면 좋겠어요.  
‘아, 난 안 될 거야’ 이런 생각 마시고요.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가능성을 믿고, 도전해서 꼭 꿈을 이루 
시길 바래요.”

오유진(환경보건학과)_순천향대학교 대학원 재학

Enjoy the Club! 
CALYPSO 환경보건학과의 밴드음악 동아리입니다. 지난 1991년에 문을 연 이후 매

해 정기공연을 비롯해 MT, 홈커밍데이 등 여러 행사에 참여해 공연을 하고 있습니다.  

음악에 관심이 있고 음악을 사랑하는 학생들이라면 누구나 모두 칼립소의 회원이 될 

수 있습니다.

UNIQUE 축구를 통해 친목을 도모하고 체력을 키웁니다. 체육대회에서 좋은 성적을 

거두기 위해 정기적으로 연습하고 실전에 돌입합니다.

I.H 산업위생관리기사 자격증 및 학과 관련 자격증을 취득하고, 중간·기말고사를  

대비하기 위해 스터디그룹을 운영하며, 박람회를 견학하는 등 다양한 활동으로 학과

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있는 학술 동아리입니다.

W.H.O 야구에 관심이 있는 학우들이 모여 타격, 송구 등 실전연습으로 실력을 쌓고 

조직력을 향상시키고 있으며 체력 증진, 친목 도모는 물론 스트레스까지 가볍게 날

리고 있습니다.

AERATION 과 내 농구 동아리로 체육대회, BOSS배 등 각종 시합에서 좋은 성적을 거

두고 있습니다. 주 1회 연습을 진행하면서 선후배 간의 정을 끈끈하게 잇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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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엇을 탐구하는가?
생명시스템학과는 지난 1979년에 설립된 생명과학과와 1989년에 설립된 생명공학

과 그리고 2000년에 설립된 해양생명공학과를 통합하여 새로운 학과로 출범하였으

며, 생명 관련 주요 학과들의 통합적인 틀을 이루고 교육과 연구에 있어서 보다 유기

적인 협력을 통해 학문의 동향과 사회적 요구에 부응하고자 합니다.

현재 생물학 및 화학 과목을 강의와 실험을 통해 기본적으로 이수하고 있으며, 커리큘

럼의 경우 탐구대상에 따라 동물학, 식물학, 미생물학, 세포학, 생화학, 유전학, 생리

학, 발생학, 형태학, 분자생물학, 면역학, 생태학으로 구분해 연구를 진행하고 있으며, 

응용 분야로 생명공학, 해양생물학, 환경생물학, 줄기세포학, 천연물화학, 생태공학, 

세포와 질병, 생물정보학으로 구분된 교과과정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생명시스템학과는 졸업 후 대학원에 진학하거나 

국공립 생명과학 연구소, 병원 및 제약회사에서 

연구원으로 일할 수 있으며, 교사나 생명과학 회

사, 해양 및 응응 생명과학 분야 기업체 등에 취

업할 수도 있습니다.

두드려라, 열릴 것이다!
생명시스템학과는 생명과학의 기초 및 응용 분

야의 조화로운 발전을 지향하고, 생명현상을 분

자수준에서 개체 혹은 생태계 수준까지 체계적

으로 이해하고 응용할 수 있도록 생명과학 지식

을 산업체에서 활용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고, 

의약바이오 분야에서 필요한 핵심적인 기본지식과 응용할 수 있도록 학생 중심의 맞

춤형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생명시스템학과는 평소에 생명체의 생명 현

상에 대하여 관심이 있거나 창의적이며 자기 주도적으로 문제를 해결할 줄 아는 학생

에게 보다 적합한 학과입니다. 아울러 실험이나 연구의 원인을 꼼꼼히 분석하고 반복

적으로 실험하는 인내심을 가진 학생, 사물에 대한 호기심과 생명에 대한 경건한 마음

가짐을 지닌 학생이라면 선택하셔도 좋을 학과입니다. 

생명시스템학과를 희망한다면 고교 시절 과학 관련 다양한 체험 활동이나 과학(생물) 

관련 동아리, 교내 과학경시대회 및 연구발표대회, 과학 관련 독서 등의 활동에 꾸준

히 참여해보기를 추천합니다.

생명시스템학과는 생명현상에 대한 기본지식과 통합적 연구를 바탕으로 21세기 고도지식 산업사회를 이끌어 나갈 생명과학의 
발전을 견인하고, 인접 전공의 학문 분야와 소통하고 응용할 수 있는 능력을 함양함으로써, 첨단 생명과학을 통한 국가 및 지
역사회의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인재를 육성합니다. 질병 예방과 치료, 노화, 식량문제, 생물에너지 개발, 환경오염과 녹색성
장 등 생명시스템에 대한 관심과 중요성이 점차 부상하고 있으며, 이 분야의 인력 수요가 크게 증가하고 있으므로 생명시스템 
학과의 전망은 매우 밝습니다.

우리 학과는요!
학과 특별프로그램

❶  순천향대학교의 생명 분야 특성화를 선도하는 학과교내외장학금,  

해외연수장학금, 의약바이오장학금, 근로장학금, 교수추천장학

금, 학과장학금 등 다수 장학금 지원

❷ 청소년 과학캠프 및 생활과학교실 활동 참여

❸ 교수연구실에서 교수 연구프로젝트 참여

❹  선후배 간 ‘멘토 · 멘티 시스템’을 통한 대학생활 및 취업 연계 프로 

그램 운영

생명시스템학과     http://homepage.sch.ac.kr/lifesystem

실무중심 생명공학 교육을 통한 
의약바이오 인재 양성

생명시스템학과 Department of Life Science & Biotechnology

Since 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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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배가 권하는 책
생명과학
Campbell / 바이오사이언스

생물학에 대한 이해를 높일 수 있도록 풍부

한 그림과 문제를 제시한 서적이다. 과학탐

구 질문을 제시하여 탐구기술을 연습해보고, 

가설을 만들어보고, 실험을 설계하고, 실제 

연구 결과를 분석해볼 수 있도록 안내한다. 

생명과학 개념과 현상의 이해
Reece 외 / Pearson Education Korea
광범위한 생명과학의 기본 개념을 설명하고, 

생명과학 지식을 생명과학 지식을 생명과학 

분야뿐만 아니라 다른 과학 분야와 더 나아

가 사회문제에 이르기까지 연결시켜주는 서

적이다. 논리적이고 정돈된 그림과 사진들로 

복잡한 내용들을 이해하기 쉽고 전체적인 개

념을 잡을 수 있도록 도와준다.

생명과학
Raven 외 / 녹문당

생물학적 현상이 무엇이고, 그 현상이 어디

서부터 왔는지 알 수 있도록 안내한다. 챕터 

별로 명확한 주제를 제시, 가설 설정부터 검

증까지 친절한 설명이 되어 있다.

학과 취득 자격증

생물분류기사, 생물공학기사, 자연생

태복원기사, 식물보호기사, 정보처리

기사, 실험동물기술사1, 2급, 해양환

경기사, 수산양식기사, 해양생산기술

사, 해양자원개발기사, 해양조사산업

기사, 감정평가사, 수질환경기사, 수

질환경산업기사, 잠수기능사, 환경공

학기사, 산업안전기사, 산업위생관리

기사, 전자현미경기사

졸업 후 진출분야

교육기관 일반대학원 진학, 약학 및 치

의학전문대학원 입학, 중등학교 과학 

(생물학)교사 등

공공기관 국립보건원, 국립검역소, 생

명공학연구원, 국립암연구소, 보건직 

공무원, 식품의약품안전관리청, 국립수

산과학원, 농촌과학원, 원자력병원 등

일반기업 및 연구소 특허사무소, 화장

품회사, 바이오벤처회사, 의약품 관련

업체, 병원연구소 등

Our Major Story
생물학의 전반적인 개요를 배우게 됩니다. <일반생물학1· 2> 강의를 통하여 생

물학에 대한 이론을 배우며 <일반생물학실험1· 2>를 통하여 그 이론을 확인하

는 시간을 갖게 됩니다. 생물과 화학은 생화학적으로 많은 연관이 있기 때문에 

학생들은 생물학과 화학의 지식을 동시에 이수하게 되며, 생명시스템학과의 특

징과 응용 분야를 배웁니다. 생물학 관련 전공 교과서는 의학과 다른 분야의 융 · 

복합 전공을 위해 주로 영어로 된 원어를 자주 사용하므로 영어공부에도 최선을 

다해야 하며, 교사를 희망하는 학생들을 위한 교직과정도 운영되고 있습니다.

교육과정
1학기 일반생물학1, 일반생물학실험1, 일반화학, 일반화학실험 / 2학기 일반생물학2, 일반 

생물학실험2, 유기화학 및 실험, 생명시스템개론

생물학에 관련된 과목을 바탕으로 본격적인 생물학적 심화과정을 탐구합니다. 

세분화된 생물학적 강의를 학과기초 과목인 <유전학>, <세포생물학>, <계통학>,  

<미생물학>, <생태학>을 통하여 배우게 되며 생화학, 생명공학, 그리고 보다 심

화된 유전학 과목을 선택적으로 이수할 수 있습니다. 비교적 시간적 여유가 있

는 시기이므로 전공과 관련된 다양한 과목은 물론 학교 및 학과 동아리 활동을  

통해 보다 폭넓은 분야를 접해보기를 추천합니다.

교육과정 
1학기 계통학 및 실험, 세포생물학 및 실험, 유전학 및 실험, 유기화학2, 생명공학 / 2학기  

미생물학 및 실험, 생태학 및 실험, 생화학, 유전학2

보다 더 세분화된 전공 관련 과목을 수강하게 됩니다. 세포 단위의 생물체에 

대한 기초 수업을 들었던 학생들은 세포 단위 생물체에 대한 보다 심화된 강

의와 생물 개체 단위로 들어가 동 · 식물에 대한 생리 강의를 듣게 됩니다. 또한 

생물체가 살아가는 생태계의 특징과 각 생태계에 적응하는 방법 및 다양한 생

물에 대한 수업도 들을 수 있습니다. 최신 분야인 <유전공학>, <줄기세포학> 같

은 미디어 매체를 통하여 쉽게 접할 수 있는 응용생물의 대표적인 강의도 접하

게 됩니다. 국내 기업 및 연구소 단기인턴십, 취업연계 장기현장실습 및 해외

인턴십 등 학과에서 다양한 취업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니 진로에 대한 고민을 

갖고 있는 학생이라면 한 번쯤 경험해볼 것을 추천합니다.

교육과정 
1학기 분자생물학1, 유전공학, 조직학, 식물형태학, 무척추동물학, 동물생리학, 생물정

보학, 조류학, 보전생물학, 미생물생리학 / 2학기 분자생물학2, 병원미생물학, 줄기세포

학, 비교해부학, 식물분류학, 생태공학, 환경생물학, 면역학, 동물분류학, 기기분석, 해조

이용공학, 생명의약특성화연수

전공 관련된 실무 과목들을 주로 배우게 됩니다. 분자 단위로 질병을 진단하는 

<분자진단생물학>, 과학수사에서 기본이 되는 학문인 <법생물학> 등 전반적인 

응용생물학 분야를 배우면서 학생들은 졸업을 준비하게 됩니다. 본인의 선택

에 따라 다양한 분야로 진출할 수 있는 전공을 학과 교수님들과의 면담을 거쳐 

선택할 수 있으며, 실제로 각 연구실에 1년 동안 입실하여 논문 등을 작성하면

서 관련 전공을 경험하게 됩니다. 대학원 진학, 취업인턴십 등 진로를 선택하

는 데 있어 다양한 교수님들의 조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교육과정 
1학기 천연물화학, 응용미생물학, 해양생물학, 면역병리학, 캡스톤디자인, 세포미세구

조, 해양생명공학, 현장실습2(인턴십2), 교과교재 및 연구지도법 / 2학기 동물발생학, 식

물생리학, 담수생물학, 분자진단생물학, 바이러스학, 법생물학, 생물학사, 해양생태학, 교

과교육론, 논리 및 논술

1학년

2학년

3학년

4학년

PEOPLE_

설레는 마음으로 꿈을 이루세요
“벌써 오래전 일이긴 하지만 대학 학창시절을 돌이켜보니 저에겐 참 좋은 

자양분이 된 것 같습니다. 요즘 학생들도 마찬가지겠지만, 제 

학창시절 역시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과 고민으로 가
득 차 있었습니다. 반면에 꿈과 목표에 대한 간절
함 역시 컸던 것 같습니다. 뭔가가 간절해지면, 고민의 

무게가 좀 줄어들기도 하더군요. 그래서 웬만한 어려움은 견딜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학부 때 저는 김경자 교수님 연구실에서 박테리아와 관련된 

실험을 하다가 연구에 흥미가 생겼습니다. 이후 서울대 약학대학원 석사

학위를 받고 다시 미국 뉴저지 주립대에서 학위를 마칠 수 있었습니다. 어

떤 삶이든 목표와 방향이 있고 거기에 도전에 대한 설렘까지 더해지면 가

히 금상첨화인 것 같습니다. 제가 연구직에서 오래 버틴 이유 역시 그 설

렘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저녁이 되면 기다림이라는 씨앗을 뿌
리고 아침에는 설레는 마음으로 연구 결과를 수확하곤 합
니다. 결과가 좋으면 기쁜 마음으로 새로운 기다림의 씨앗
을 뿌리고, 결과가 나쁘면 또 다른 설렘을 상상하며 씨앗을 
뿌립니다. 이러다 보면 언젠가는 좋은 결과가 나오지 않을
까요? 후배님들도 설렘이 있는 삶을 바탕으로 원하는 꿈을 꼭 

이루시길 바랍니다.”

김정환(생명시스템학과 92)_경상대학교 의과대학 약리학교실 조교수

Enjoy the Club! 
표본반 ‘표본반’은 생명시스템학과의 유일한 학술 동아리로 매년 학술제를 시행하여 보다  

심도 있는 연구를 진행합니다. 표본반이라는 이름의 취지에 맞게 주제를 정해 곤충을 

채집하고 이를 표본으로 만들고 관리하는 방법을 터득합니다.

STAR-FISH 야구 동아리인 ‘STAR-FISH’는 1984년도에 만들어진 순천향대학교에서 

가장 오래된 동아리 중 하나입니다. 매년 정기적인 행사와 홈커밍데이를 기획하여 졸업

생들과 활발한 교류를 하고 있습니다. 교내 야구리그인 아이언리그에서 항상 상위성적

을 유지하고 있으며, 그 어느 동아리보다 더 가족적이고 화목한 분위기를 자랑합니다. 

Life Slam ‘Life Slam’은 농구라는 운동을 통해 체력을 단련하고 팀워크를 증진시키

며 학과 선후배들 간 교류를 통해 대학생활을 즐기고 나아가 대학생활정보를 교환하

는 커뮤니티를 형성합니다.

V.I.F ‘V.I.F’는 축구뿐만 아니라 기초 체육활동을 진행합니다. 체육동아리는 남자들

만 즐기는 동아리라는 인식을 깨기 위해 남녀 모두 함께 즐길 수 있는 체육활동을 병

행하고 있으며, 매주 운동을 진행하면서 기초체력을 기르고 선후배 간 친목을 다지

는 동아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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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엇을 탐구하는가?
최근 스포츠, 웰빙, 건강이란 단어는 우리가 가장 흔하게 접하는 일상용어가 되었습 

니다. 일상생활 속에서 자주 언급된다는 사실은 이 분야가 그만큼 사회에서 중요한 부분 

을 차지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현대사회는 점점 스포츠 분야의 전문가와 인력

자원을 필요로 하고 있으며, 이러한 흐름에 걸맞은 인재 양성을 위해 스포츠과학과는  

최신시설의 교육환경과 차별화되고 특성화된 통합 교육과정하에 체육 이론 및 실기, 그

리고 응용 분야를 종합적으로 연구하고 있습니다. 학생들은 이러한 과정을 통해 우수 

한 체육지도자로서의 자질과 전문지식을 배양하게 되며, 기초이론과 실기실습을 통해  

산학연협동에 필요한 전문인으로 거듭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스포츠 현장에서 

다양한 요구에 부응할 수 있는 합리적, 과학적인 지도능력을 보유하게 되며, 체육 및 

스포츠 현상에 대한 탐구 스포츠 기술의 이해와 수행능력을 배양하게 됩니다.

스포츠과학과의 졸업생들은 각급 학교교원, 생활체육지도자, 스포츠 코치, 트레이너, 

레크리에이션 지도자 및 체육관련 지도자, 청소년 캠프지도자, 운동처방사, 스포츠에

이전트, 퍼스널트레이너, 유아체육지도사, 특수체육지도자 등 다양한 분야에서 종사하

고 있으며, 최근에는 국·공립기관 및 사회단체에서 졸업생 유치희망도 증가하고 있어  

취업의 폭이 확대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또한 교

내 체육부의 하키, 수영, 육상, MTB 종목 등은 

국가대표선수와 우수한 프로 및 실업선수를 배

출해 본교를 빛내고 있습니다.

두드려라, 열릴 것이다!
스포츠과학과는 각종 운동 종목을 습득할 수  

있는 자질과 훈련을 감당해낼 체력을 갖춘 학생, 

운동하기를 좋아하고 스포츠 관련 학문에 관심이 

많은 학생에게 적합한 학과입니다. 아울러 지도자 

로서의 자질을 갖추고, 사교성과 협동심, 끊임없이 노력하는 자세와 인내심을 갖춘 학

생이라면 주저 말고 스포츠과학과의 문을 두드리시기 바랍니다. 고교 시절에는 다양

한 스포츠 관련 동아리 활동에 참여하거나 안전생활 훈련, 각종 스포츠 관련 박람회, 

스포츠 현장 답사 및 실습 등 다양한 스포츠 정보를 습득하고 체험하는 활동에 참여해

보기를 추천합니다. 아울러 복지시설이나 농·어촌 등에서 일손 돕기, 고아원·양로원 

봉사, 군부대에서의 위문 활동이나 재해 구호 활동, 국제 협력과 난민 구호 활동 등에 

참여해 타인과 관계를 형성하고 사회성을 기르는 것도 필요합니다.

스포츠과학과는 체육지도자, 체육교사, 체육행정가, 운동지도사, 장애인운동지도사 등 수많은 인재를 배출해 국내 스포츠 분야 
에서 중추적인 역할을 담당해오고 있습니다. 스포츠과학은 신체발육 발달과 경기력 향상, 체육교사, 경기지도자 양성을 위한  
전문적인 교육 및 이론과 실기지도가 가능한 지도자 육성을 중점적으로 다루는 분야로, 스포츠과학과는 스포츠과학이론과  
현장적용을 통하여 현대사회의 요구에 부응하고 국민건강증진에 기여하여 한국체육발전을 선도할 수 있는 자질이 우수한  
미래지향적 체육지도자를 육성하고자 합니다.

우리 학과는요!
학과 특별프로그램

❶ 현장적용을 위한 실습교육 강화

❷ 취업률 향상을 위한 다양한 자격증 교육과정 운영

❸  학과 특별세미나 진행 | 학과 교수님 특강, 외부 유명인사 초청 

강의, 다양한 분야에서 활동하고 있는 졸업생의 현장 체험 정보 

교류 등 최신 스포츠 정보 및 인적 교류 진행

스포츠과학과     http://homepage.sch.ac.kr/sports

지·덕·체를 겸비한 
전문 체육지도자들의 산실

스포츠과학과 Department of Sport Science

Since 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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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배가 권하는 책
운동화 신은 뇌
존 레이티, 에릭 헤이거먼 / 북섬

운동으로 지키는 뇌 건강 지침서로 운동이 

우리의 생각과 감정에 어떤 영향을 끼치는지  

설명하고, 운동이 어떻게 뇌에 학습 능력의 

토대를 마련하는지 과학적으로 소개한다. 

강심장이 되라
김병준 / 중앙북스

스포츠심리학자 김병준이 불안과 걱정을  

극복하고, 싸움에서 이기기 위한 6가지 전술 

을 제시한 책이다. 승리를 위한 나만의 습관  

‘루틴’에서부터 ‘이미지트레이닝’, ‘자기 암시 

법’, ‘몰입의 기술’, ‘노력성향의 태도’, ‘가혹 

조건 만들기’ 등 총 6가지로 나누어 자세하게  

설명한다. 

멈추지 않는 도전 
박지성 / 랜덤하우스코리아

박지성 선수가 세계 최고의 프로 축구 리그인  

영국 프리미어리그 맨체스터 유나이티드 팀

에서, 주전 선발 선수로 우뚝 서기까지의 성공  

과정을 그린 에세이집으로 2002년 월드컵 

4강의 신화를 이끌었던 원동력, 일본·네덜

란드·영국에서 꿈을 이루기 위해 거쳤던 숨

은 노력 등을 이야기한다. 

학과 취득 자격증

건강운동관리사, 생활스포츠지도사 1·2
급, 유소년스포츠지도사, 노인스포츠

지도사, 경기지도사, 레크리에이션지

도사, 대한적십자사, 수상인명구조 자

격증, 스포츠경영관리사, 재활체육지

도자, 대한적십자사 응급처치 강사 등

졸업 후 진출분야

학계·교육계 교수, 체육 관련 연구원, 

스포츠기록 분석가, 체육교사, 경기지

도자, 생활체육지도사, 장애인체육지도

자, 유아체육지도자, 노인체육지도자 등

언론계 스포츠 해설위원 및 평론가,  

스포츠 기자 및 프로듀서, 스포츠 방송  

기술자 등

의료계 운동처방사, 운동트레이너, 재활 

치료사 등

체육계 실업선수 및 프로선수, 코치 

및 감독, 심판 등

기타 스포츠 경영 및 행정 등

Our Major Story
스포츠와 관련된 가치관 정립을 위해 <체육사>, <체육철학>, <인체해부학> 등

의 기초 전공이론 과목들과 <수영>, <MTB>, <체조>, <뉴스포츠> 등 실기 과목

들을 수강하고, 글로벌 스포츠인으로 거듭나기 위해 개설된 전공영어를 습득

합니다. 스포츠지도사 자격증을 취득할 수 있도록 여러 동아리를 운영하고 있

으며, 매주 월요일에는 다양한 특강행사에 참여합니다.

교육과정
1학기 체육사, 스포츠전공영어, 수영1, 야외교육론, 하계스포츠, 뉴스포츠1 / 2학기 인체 

해부학, 스포츠정보처리이론 및 실습1, 수영2, 동계스포츠, 체조1, 체육철학, MTB1

스포츠와 관련된 전공 지식을 습득하기 위해 다양한 분야를 배우며, 실기 종목  

수업을 통해 자신의 실기 능력을 향상시키고 있습니다. 스포츠과학과는 생활

체육지도자 자격증 취득을 위해 <스포츠 지도자 특강론>이라는 수업을 진행

해 좋은 결과를 얻고 있습니다. 또한, <특수체육>과 <장애인스포츠> 교과목은 

스포츠 영역을 새로운 대상에 확장, 적용함으로써 관련 자격증 취득, 취업 및 

대학원 전공 선택에 다양한 기회를 제공하고 있으며, 그 결과 많은 학생들이 

장애인 관련 단체에 취업해 활동하고 있습니다.

교육과정 
1학기 육상1, 체육교육론, 근저항운동, 스포츠심리학, 학교보건학, 스포츠정보처리 이론 

및 실습2, 댄스스포츠, 수상인명구조, 체육진로교육 및 상담, MTB2, 배구1· 2, 체조2,  
축구1· 2, 농구1· 2, 스포츠마케팅 및 사업론, 특수체육 / 2학기 체육측정평가, 스포츠사회학,  

운동역학, 안전 및 응급처치, 장애인스포츠, 탁구, 육상2, 스노우보드1, 레크리에이션지도,  

재활마사지, 스키, 스포츠생리학, 에어로빅

스포츠 현장에서 직접적으로 도움이 되는 실습 위주로 수업을 진행합니다. 체육 

교사가 되기 위해서 반드시 이수해야 하는 <체육교육론>, <교재연구 및 지도

법>, <체육 논리 및 논술> 과목은 스포츠과학과에서만 수강할 수 있도록 개설

되어 있습니다. 지역사회나 학교와 연계하는 나눔체험형 교과목도 운영되고 

있으며, <건강운동관리사 특강론> 과목을 개설하여 국가공인 건강운동관리사 

자격증 취득에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교육과정 
1학기 여가 및 레크리에이션, 운동생리실습, 운동역학실습, 코칭론, 체육학연구법, 체육

통계, 운동처방, 하키, 배드민턴1, 필라테스, 운동제어, 보디빌딩1, 수상스키1, 골프, 캠프 

및 오리엔티어링 / 2학기 스포츠경영 및 시설론, 스포츠투어리즘, 보디빌딩2, 체육측정 

실습, 교재연구 및 지도법, 핸드볼1, 건강운동심리학, 스포츠상해 및 재활, 배드민턴2,  
스노우보드2, 동작분석설계 및 시뮬레이션1(캡스톤디자인), 운동발달론

4학년 때는 취업을 준비하기 위해 현장실습과 세미나 과목을 이수하게 되며, 

생활체육지도자 2급 자격증과 건강운동관리사 자격증 시험을 대비한 과목과 

특강 수업을 집중적으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스포츠 관련 산업체와 연계

하여 스포츠 장비를 계발하는 Capstone Design 강좌를 개설하여 장비 계발 

관련 벤처 사업에 아이디어를 제공하고 있으며, 교수 및 학생 간 지속적인 취업 

상담을 통해 자신만의 진로를 찾고 최상의 기량으로 목표를 달성하게 됩니다.

교육과정 
1학기 체육과학세미나1, 스포츠영양분석(캡스톤디자인), 스포츠미디어, 스포츠현장답사  

및 실습1(캡스톤디자인), 핸드볼2, 동작분석장비설계 및 시뮬레이션2(캡스톤디자인), 운동 

제어실습, 스포츠클라이밍, 뉴스포츠2, 태권도, 유도, 현장실습(인턴십1), 스포츠지도사

특강론, 건강운동관리사특강론 / 2학기 수상스키2, 검도, 아쿠아로빅, 체육과학세미나2,  
스포츠용어 및 규칙해설, 트레이닝방법론, 종합실기, 스포츠기록분석(캡스톤디자인),  

테니스, 체육논리 및 논술, 스포츠현장답사 및 실습2(캡스톤디자인), 현장실습(인턴십2)

1학년

2학년

3학년

4학년

PEOPLE_

여러분의 시계는 
어떻게 흐르고 있나요?
“안녕하세요! 스포츠과학과 2017년도 학회장 인사드립니다. 지금 저는 신

입생 오리엔테이션을 시작으로 다양한 학과행사를 기획, 진행하며 스포츠

과학과의 화합과 단결을 도모하고 있습니다. 모든 학생들이 보람차고 즐

겁게 학교생활을 할 수 있도록 매일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
에게 하루 24시간, 1년 365일이라는 시간이 주어지지만, 
그 시간을 어떻게 활용하는지는 모든 사람이 다 다릅니다. 
자신에게 주어진 그 시간을 효과적으로 보내기 위해서는 목표와 계획을 세

우고 우선순위를 지키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지금도 시간은 흐르

고 있으니까요. 후배님들에게 우선순위는 뭘까요? 저도 잘은 
모르겠지만 적어도 자신의 미래에 대해 생각하고 고민하는 
시간만큼은 충분히 가지셨으면 좋겠습니다. 미래에 대한 좀 더 

명확한 계획과 목표를 세울 수 있도록 말이죠. 그리고 만약 입학에 성공하

셨다면 한 번뿐인 대학생활! 학업에 몰두하는 것도 좋지만 많은 사람들을 

만나고 즐거운 추억도 많이 만드셨으면 좋겠습니다.”

김지혁(스포츠과학과 12)

Enjoy the Club! 
Libero 불패신화 축구동아리로 각종 대회에서 좋은 성적을 내고 있습니다. 

Bulk Up 단순 웨이트트레이닝뿐만이 아니라 크로스핏, 서킷트레이닝, 인터벌트레 

이닝 등 새로운 트레이닝을 훈련하고 습득함으로써 개인의 건강 체력단련, 나아가  

트레이너, PT전문 트레이너의 꿈을 향해 매진하는 동아리입니다.

센터라인 1996년 설립된 배구동아리로 각종 대회에 출전하여 좋은 성적을 거둔 바  

있습니다. 모두 한 가족처럼 끈끈하게 열정을 불사르고 있습니다.

SPUR SPUR는 ‘스키가 지나간 애국자국’이란 뜻으로 수영, 수상스키, 스킨스쿠버, 

스키, 스노보드, 패러글라이딩 등 많은 레저 스포츠를 체험하고 자격증도 취득합니다.

Direct 남자들만의 전유물이 아닌, 남녀가 함께 야구를 즐기는 동아리입니다.

자맥질 수영을 배우고 자격증을 준비하면서 선후배 간 우애도 다집니다.

BOSS 농구 동아리로 BOSS배 농구대회를 개최하고 있으며, 외부 아마추어 시합에 

참여해 좋은 성적을 거두고 있습니다. 대부분 생활체육 자격증은 물론이고 심판 자격

증을 취득하고 있습니다. We are BOSS! 

Hard Court 순천향대 최고의 테니스 동아리라 자부합니다. 테니스 선수들과 함께 운동 

하며 테니스를 기본부터 쉽고 정확하게 배우고 경기를 통해 실력을 향상시킵니다.

High Clear 배드민턴 동아리로 항상 가족 같은 분위기 아래 맞춤 강습을 진행하고  

대회 개최 및 출전을 통해 실전 경험을 쌓는, 항상 진보하고 있는 동아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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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엇을 탐구하는가?
사회체육학과는 각종 스포츠 종목에 대한 지도자의 기량을 함양하고 이론적 지식은 

물론 복수전공과 각종 생활체육 관련 국가 자격증을 취득할 수 있도록 교육하고 있습

니다. 뿐만 아니라 현장 경험의 기회를 제공하는 인턴십 활동을 통해 급변하는 사회에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돕고 있으며, 매 학기마다 전문가 특강을 실시함으로써 

현대사회에 필요한 지도자가 될 수 있도록 지도하고 있습니다. 또한, 취업한 선배들

과의 교류, 후배들과의 지속적인 멘토링 전략을 통해 선후배 간 취업 네트워크를 적극 

지원하고 있으며, 자격증 동아리, 사회체육학과 스터디그룹(SLSS) 등 다양한 프로그

램을 통해 전공 공부는 물론 사회성과 봉사정신을 기를 수 있는 활동들을 활발하게 진

행하고 있습니다.

21세기 사회체육업은 까다로운 소비자를 만족

시키기 위해 시장주도의 준비된 전문인력을 양

성하고 관련 분야를 전략적으로 연구하는 노력

을 필요로 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순천향대학

교 사회체육학과에서는 산학연구컨소시엄 구축

을 통해 실무형 사회체육지도자 및 전인적인 지

도자를 양성함으로써 지역특성화전략에 부합하

는 전문가를 배출하고 있습니다. 

두드려라, 열릴 것이다!
운동에 재능이 있는데 성격도 활발하다면? 단체

생활 적응력이 뛰어나고 기본적으로 한 가지 이

상의 운동 특기 종목이 있다면? 스포츠맨십에 

대한 이해력에 도전정신과 협동심까지 보유했

다면? 사회체육학과로 오십시오. 여러분은 사

회체육학과가 원하는 인재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사회체육학과를 희망하는 학생이라면 고교 시절부터 구기, 육상, 수영, 씨름, 태권도 

등 다양한 스포츠 활동에 참여해볼 것을 적극 추천합니다. 또한 학생회 활동, 체육대

회, 안전생활 훈련, 국토순례 등 신체활동과 관련된 자율 활동뿐만 아니라 다양한 봉

사활동에 참여해볼 것을 권장합니다. 아울러 각종 진로 정보 탐색 활동을 통해 사회체

육학과가 자신의 적성에 맞는지 먼저 점검해보는 준비가 필요합니다.

사회체육학과는 국민생활체육 진흥과 지역사회 개발에 공헌할 수 있도록 깊이 있는 이론교육과 전문적 실기교육을 통해 건
강한 신체와 건전한 정신을 함양한 전문 지도자를 양성하고 있습니다. 또한, 사회체육의 대중화, 과학화, 정보화에 대비한 창
의적인 교육, 현장 중심 교육을 통해 사회체육의 학문적인 발전에 공헌하며 급변하는 사회 환경에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실무형 사회체육지도자를 양성하고 있습니다.

우리 학과는요!
전문화된 교육 체계 구축

❶ 전공 관련 산업체 취업률 향상을 위한 역량 강화

❷ 인턴십 및 현장실습을 통한 취업률 향상 도모

❸  취업특강, 선배초청 간담회, 현장실습 등 전공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프로그램 운영

❹ 스포츠 관련 세미나 및 박람회 참여

SLSS(SCH Leisure Sports Society) 운영

 ‘SLSS’는 학교생활 및 수업, 과제, 자격증, 진로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정보를 공유하고 함께 공부하는 멘토링 동아리로, 선배
들이 주축이 되어 신입생들의 취업능력을 향상시키고 있으며, 
봉사활동이나 교내외 활동, 공모전 등 공통의 관심사를 가진 학
생들이 스터디 그룹을 이끌어가고 있습니다.

사회체육학과     http://www.sch-leisuresports.com

국민 건강과 여가활용에 기여하는 
우수 사회체육지도자 양성

사회체육학과 Department of Sport, Leisure & Recreation

Since 19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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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배가 권하는 책
스포츠 커뮤니케이션
유상건, 폴 피더슨 / 레인보우북스

국내 스포츠 분야 현직자들의 인터뷰를 통해 

스포츠 커뮤니케이션이라는 분야를 소개한

다. 스포츠 커뮤니케이션의 이론적, 교육적

인 측면과 함께 실제 사례를 소개하고, 한국

의 스포츠 미디어를 다룬다. 또한 개인적, 조

직적 차원에서 이뤄지고 있는 스포츠 커뮤니

케이션의 모습을 찾아볼 수 있다.

나의 직업 스포츠인
청소년행복연구실 / 동천출판

스포츠 세계에 대한 전반적인 내용을 이야기

한다. 현대 생활 속에서의 스포츠부터 전문 

스포츠인의 세상까지 다양한 정보를 담았다. 

직업선수와 심판, 지도자로 분류되는 프로스

포츠인과 체육교사나 대학교수, 클럽 강사 

등의 스포츠 관련 교육가에 대해서도 소개

하고 있다. 전문 체육인으로 진로를 삼는 청

소년에게 유익하고 다양한 정보를 제공한다. 

한국을 빛낸 스포츠 영웅들
최형철 / 미다스북스

마라토너 손기정은 나라 잃은 설움을 잊게 

했었고, 1997년 IMF 사태 때 박찬호와 박

세리의 활약은 경제 재난으로 인해 생긴 근

심과 걱정을 잠시나마 잊게 해주기도 했다. 

2002년 한일 월드컵은 한반도 전역에 붉은 

물결이 일게 하며 온 국민을 하나로 묶어주

기도 했다. 이렇듯 우리나라의 스포츠는 국

가적으로 어려운 일이 있을 때마다 국민의 

사기를 높이는 데 앞장섰다. 이 책은 바로 우

리에게 할 수 있다는 희망의 빛을 전해주었

던 환희의 순간을 다시 한번 느끼게 해준다.

학과 취득 자격증

전문스포츠지도사, 생활스포츠지도사, 

건강운동관리사, 장애인스포츠지도사, 

유소년스포츠지도사, 노인스포츠지도

사, 레저 및 레크리에이션지도사, 스포

츠경영관리사, 승마지도사

졸업 후 진출분야

학계·교육계 대학교수, 중·고등교사, 

스포츠 관련 연구소, 체육 정책 및 기

술 관련 전문위원 등

언론계 스포츠 신문·방송기자, 아나운

서, 캐스터, 스포츠해설위원 등

의료계 운동처방사, 특수 체육 지도자,  

트레이너 등

체육계 운동선수, 감독·코치, 체육 관 

련 지도자, 레크리에이션 강사 등

기타 스포츠 관련 기관·조직, 체육관련 

공단, 프로스포츠구단 프런트, 경호 등

Our Major Story
스포츠의 기초적 이론들과 스포츠의 필요한 용어와 기초지식 그리고 실기수

업을 진행합니다. 또한 스포츠 영어와 대학영어를 통해 글로벌 시대에 필요한 

언어능력을 향상시킵니다. 스포츠를 전공하는 사람에게 자격증 취득만큼 중

요한 것도 없기 때문에 관련 필기시험에 필요한 스포츠 역학, 생리학 등을 적

극적으로 공부할 것을 추천합니다.

교육과정
1학기 전공실기1, 수영1, 계절스포츠1, 스포츠영어1, 스포츠용어 및 해설, 캠프 및 야외 

활동, 현대스포츠론 / 2학기 계절스포츠2, 전공실기2, 수영2, 육상, 스포츠영어2, 스포츠 

윤리, 체육사

1학년 때보다 심화된 수업을 진행하며, <운동생리학> 등 다른 학과의 수업을 수

강함으로써 다양한 영역을 폭넓게 연구합니다. 2학년 때부터는 1학년 때와는  

달리 자신이 희망하는 수업을 직접 선택할 수 있으므로 자신에게 맞는 진로를 이

때부터 신중하게 선택하는 과정을 거치는 것이 좋습니다. 남학생의 경우 군복무 

전에 자신이 좋아하고 자신에게 필요한 자격증을 많이 취득할 것을 추천합니다.

교육과정 
1학기 체조1, 스포츠사회학, 운동생리학, 전공실기3, 건강교육및관리, 스포츠심리학, 생

활체육개론, 트레이닝론, 골프1, 축구, 에어로빅, 테니스1, 탁구1, PT실습1 / 2학기 전공

실기4, 스포츠의학, 생애스포츠론, 여가 및 레크리에이션론, 운동상해 및 구급처치, 골프2,  
배구, 탁구2, 스노우보드, 테니스2, 체조2, PT실습2, 인체해부학

<운동역학>, <체육측정평가>, <스포츠경영론>, <스포츠마케팅>, <스포츠레저프

로그램론>, <유아체육론>, <스포츠지도론>, <스포츠교육학> 등 다양한 체육환

경 현장에 실질적으로 필요한 체육전문인이 갖추어야 할 이론과 여러 실기종

목을 배움으로써 전문가로서의 자신의 진로를 선택하고 준비하는 시기입니다.  

SLSS 스터디를 통해 자신의 역량을 개발하고, 멘토링 팀의 리더로서 리더십을 

발휘하면서 자신을 한층 발전시킬 수 있는 계기를 다질 수 있습니다.

교육과정 
1학기 전공실기5, 체육측정평가, 스포츠경영론, 스포츠레저프로그램론, 운동역학, 뉴스

포츠1, 레저스포츠1, 댄스스포츠1, 태권도2, 소프트볼1, PT실습3, 야구1, 배드민턴1, 윈
드서핑, 레크리에이선 실습, 농구, 장애인스포츠 / 2학기 특수체육론, 스포츠지도론, 스포

츠마케팅, 유소년체육론, 트래킹, 스포츠교육학, 뉴스포츠2, 레저스포츠2, 댄스스포츠2,  
소프트볼2, PT실습4, 야구2, 배드민턴2, 볼링1, 스키

실제 인턴활동과 관련된 다양한 실기와 이론 수업을 병행합니다. 대학원 진학

이나 취업에 필요한 자격증, 실기 능력, 지도 방법 등을 연구하고 학습하며 체

육지도자가 되기 위해 지금까지 준비한 것들을 완성하는 시기입니다. 4학년 

때는 취업을 준비하기 위해 자신의 능력과 기량을 보충하고 다듬는 시기로 우

리 학과의 경우 다양한 자격증 취득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1학년 때부터 매년 

체육 취업박람회에 참가함으로써 현존하는 다양한 직업의 세계를 미리 경험

하고 이해하고 있는 만큼, 자격증 취득이나 진로 선택에 큰 도움을 얻을 수 있

습니다. 뿐만 아니라 실제 체육 현장에 있는 훌륭한 선배들의 특강과 교수님들

과의 자유로운 면담, 학교 취업센터 등을 잘 활용한다면 자신이 원하는 목표에 

한발 앞서 안착할 수 있을 것입니다.

교육과정 
1학기 노인체육, 사회체육세미나1, 현대여가산업경향분석, 운동처방, 스포츠관리및행정, 

수상스키, 필라테스1, 수중스포츠, 종합실기1, 볼링2, 승마1, MTB / 2학기 스포츠이벤

트론, 사회체육세미나2, 사회체육연구법, 승마2, 운동영양학, 종합실기2, 요가, 검도, 게

이트볼, 스포츠마사지및테이핑, 필라테스2

1학년

2학년

3학년

4학년

PEOPLE_

학교생활이 즐거워야죠!

“놀 땐 화끈하게 놀고 공부할 땐 치열하게 공부하는 학생, 게다가 공과 사를 구

분할 줄 안다면? 바로 제가 생각하는 그야말로 ‘멋진’ 사람입니다. 제가 그렇

습니다! 하하~ 농담이고요. 음, 전 2017년도 사회체육학과 학회장을 맡고 

있습니다. 2016년엔 과대표를 맡기도 했죠. 학과 생활이 재미없다면 
수업 듣고 학교 다니는 것이 얼마나 고역일까요. 적어도 그래
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가장 먼저 제 스스
로 학교생활을 재미있게 긍정적으로 즐기려고 노력했어요.  
그리고 지금, 잘하고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우리 학과를 즐거운 학과를 만

들기 위해 학회장으로서 앞장서서 항상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그럴 거고요. 앞으로도 많은 후배들이 우리 순천향대학교 사회
체육학과에 입학할 텐데 졸업을 한 이후에도 제가 꼭 여러분
들을 이끌어줄 수 있는 선배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선후

배는 의리죠! 마지막으로 부족한 학회장을 잘 따라주고 있는 재학생 후배님

들에게 항상 감사드립니다.”

한상빈(사회체육학과 12)

Enjoy the Club! 
Libero 매주 2회 운동을 하고 매년 천안시에서 열리는 축구대회에 출전합니다. 

BOSS 1989년에 창단, 오랜 전통을 자랑하는 농구동아리 보스는 매년 교내대회를 

열어 심판과 진행요원으로 직접 참여하고 있습니다. 

High Clear 배드민턴 동아리로 실력이 우수한 학생을 선발하여 레슨을 실시, 전문적

인 인력을 배출하고 있습니다. 

자맥질 올바른 영법을 공유하고 체력을 증진하고자 만들어진 동아리로 수영지도자나 

수영선수로 활동한 선배들이 직접 수영을 가르치기 때문에 짧은 시간에 수영의 다양

한 기능을 습득하고 수영지도능력도 키울 수 있습니다.

Bulk Up 개인의 건강과 체력단련을 주목적으로 하고 있으며 트레이너, PT전문 트레

이너, 생활스포츠 자격증 3급 헬스 등을 준비합니다. 

Hard Court 테니스 동아리로 가족 같은 분위기에서 체계적으로 테니스를 배울 수 있

습니다. 테니스와 친목, 운동에 대한 예의를 동시에 배울 수 있습니다.

SPUR 레저스포츠동아리로 ‘Spur is Family’라는 슬로건 아래 1991년부터 현재

까지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습니다. 학기 중에는 주 2회 수영을 훈련하고 여름방학에

는 레저스포츠 강사로, 겨울에는 스키강사로 활동하며 경험을 쌓고 있습니다. 매년 

졸업 선배들과 여름 투어, 겨울투어를 진행하면서 끈끈한 정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Direct 야구동아리로 전국대학야구대회에 참가하고, 학내 야구동아리들과 아이언리

그에서 시합을 하고 때로는 야구경기를 함께 관람하기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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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엇을 탐구하는가?
스포츠의학은 스포츠와 인체의 관계를 연구하는 학문으로써 스포츠 선수의 컨디셔닝과  

트레이닝에서부터 부상 예방과 재활은 물론 일반인이나 만성질환자의 건강 증진과 

질병 관리에 이르기까지 광범위한 영역을 탐구합니다. 21세기 우리 사회가 가장  

관심을 보이고 있는 것은 선진 복지국가 구현과 건강한 삶을 추구하는 것으로 이러한 

웰빙 시대가 절대적으로 필요로 하는 것이 바로 스포츠의학입니다. 이에 스포츠의학과 

는 인체해부학, 스포츠생리학, 웨이트트레이닝, 

해부조직학실습, 운동처방, 스포츠테이핑, PT 

이론 및 실습, 운동동작분석, 스포츠상해응급처

치, 스포츠손상이론, 비만관리학, 스포츠심리학,  

노인운동학 등의 이론과 실습과목으로 구성된 

체계적인 교육과정을 통해 우수한 지도자를 양

성하고 있습니다.

두드려라, 열릴 것이다!
스포츠의학과는 기초 의과학 분야에 적성이 맞고  

배움에 대해 적극적이며 탐구정신이 높은 성실 

한 학생, 스포츠 활동을 좋아하고 신체 활동과 

운동을 통해 건강증진 및 질병을 예방하는 데 관

심이 높은 학생에게 적합한 학과입니다. 여기에 

타인에 대한 배려와 ‘인간사랑’ 정신을 실천하려

는 희생정신과 봉사정신, 이성적인 사고와 협

동심, 책임감까지 겸비했다면 더욱 금상첨화입 

니다.

스포츠의학과를 희망하는 학생이라면 고교시절

에 자신의 적성을 미리 신중하게 점검하는 활동과 함께 외국어, 과학탐구, 정규 교육

과정 내에서 이루어지는 학교스포츠 활동과 방과 후 스포츠클럽 활동 등을 경험해보

기를 추천합니다. 가능하다면 장애인이나 불우이웃을 돕는 등의 봉사활동을 미리 경

험해보는 것도 학과 적응에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스포츠의학과는 해부학, 생리학, 생화학 등의 기초 분야와 스포츠손상학, 운동처방, 심전도, 병태생리학 등의 임상 분야를  
포함한 의학적 지식을 통해 인체와 스포츠 및 운동수행과의 관계를 탐구해가는 전공입니다. 스포츠 선수의 건강관리와 부상  
예방을 위해 효과적인 방법을 제시하여 경기력 향상을 도모하고 일반인과 당뇨병, 고혈압과 같은 만성질환자에게는 건강 
증진과 질병 개선에 최적의 운동방법을 지도하는 상당히 미래지향적인 학문입니다. 또한, 운동 및 스포츠 활성화를 통해 국민 
건강 증진에 이바지하며, 각종 만성질환을 예방할 뿐만 아니라 고령화 사회 노인을 위한 올바른 운동지도로 수명 연장 및  
개인적, 사회적 비용 절감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우리 학과는요!
 교육역량 강화 

개인 멘토링제와 그룹스터디, 전공영어 및 해외 어학연수 등 교육 
영량 강화

취업률 제고 

선후배 간 그룹멘토링 시행, 지속적인 전공스터디, 각종 정보 공유  
및 인턴십을 통한 취업률 제고

학과 경쟁력 강화 

부속병원과 연계로 실제 카데바를 이용한 해부조직학실습 진행,  
스포츠재활센터나 병원에서 인턴십을 통한 임상 실무경험 습득,  
대학생 학술대회 발표와 경시대회 참가 및 입상 등 성과 창출 

재학생을 위한 학과 프로그램

실기능력 배양과 인간관계 향상을 위한 스포츠동아리 및 스터디  
활동 진행, 스포츠산업 잡페어 견학 등 정보 공유 및 습득 기회 
지속적 마련, 대학생활 적응과 선후배 간 친목 도모를 위한 체육 
대회 및 MT 개최

스포츠의학과     http://homepage.sch.ac.kr/schsm

미래사회에 필요한 
건강 관련 전문지도자 양성

스포츠의학과 Department of Sports Medicine

Since 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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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배가 권하는 책
해부학_내 몸 안의 숨겨진 비밀
사카이 다츠오 / 전나무숲

쉽고 친절한 해부학 입문서로 인체의 구조에  

대한 알기 쉬운 설명과 간결하면서도 섬세한 

해부도가 담겨 있다. 해부학을 전문적으로  

공부하는 사람뿐만 아니라 청소년이나 대학생,  

그리고 인체에 관심이 많은 일반인도 쉽게 

읽을 수 있도록 구성하였다. 

운동기능해부학
R.T.Floyd / 한미의학

인체의 움직임에 대한 해부학(구조), 신경근 

생리학(기능), 운동역학(운동 구조와 관련된 

움직임 기전)에 대한 개요와 이론을 설명하고  

실제상황에 적절하게 응용할 수 있는 기술들

을 소개한다. 인체의 체력 관리와 관련한 건

강관리 분야의 내용을 기술하는 특징을 가지

고 있어 건강운동관리사, 체력트레이너, 선수 

트레이너, 필라테스, 요가, 물리치료사 등이 

인체의 구조와 기능에 대한 개념을 지나치

게 단순화시키지 않으면서도 명확하고 쉽게 

설명하는 책이다. 

학과 취득 자격증

건강운동관리사(국가자격증), 전문스

포츠지도사(국가자격증), 생활스포츠

지도사(국가자격증), 장애인스포츠지

도사(국가자격증), 유소년스포츠지도

사(국가자격증), 노인스포츠지도사(국

가자격증), 운동사(KACEP), 선수트레

이너(KATA), 체력코치지도자(KCA), 
개인트레이너(PT), 필라테스강사, 요

가강사, 스포츠마사지지도사, 스포츠

테이핑지도사, 레크리에이션강사 등  

다수

졸업 후 진출분야

학계·교육계 교수, 병원과 체육 관련 

연구소 연구원, 스포츠기록 분석가,  

체육교사, 스포츠지도사, 장애인체육

지도사, 유소년스포츠지도사, 노인스

포츠지도사 등

언론계 스포츠 해설위원 및 평론가, 

스포츠기자 및 프로듀서, 스포츠방송 

기술자 등

의료계 운동처방사, 의무트레이너, 건강 

운동관리사 등

스포츠계 실업선수 및 프로선수, 코치 

및 감독, 심판, 선수트레이너 등

기타 스포츠 경영 및 행정 등

Our Major Story
ASP(방과 후 활동) 및 SRC토탈 멘토링제를 통해 선배, SRC지도교수, 건강

지도교수가 대학생활을 쉽고 빠르게 적응해나갈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합니다. 

학과에서는 야외활동, 하계 · 동계스포츠 수업과 체육대회 및 MT 등 비교과 

활동 등으로 동기와 선후배 간 친화력을 높이는 프로그램을 마련하고, 다양

한 스포츠동아리 지원을 통해 실기 능력을 배양하고 대인관계를 향상시켜 나

갈 수 있도록 지도합니다. 

교육과정
1학기 스포츠의학개론, 생활체조, 스포츠영어1, 야외활동, 짐볼과 세라밴드, 하계스포츠 /  

2학기 스포츠마사지, 수영, 인체해부학, 스포츠생리학1, 보건학개론, 기능해부학, 동계스포츠

전공 관련 기초지식을 높이기 위하여 <임상기능해부학>, <운동처방>, <스포츠

병리학> 등 다양한 이론과 실기 과정을 진행합니다. 책임지도교수제와 Office 

Hour 제도를 운영해 지도교수님과의 면담을 통해 유대를 강화하며 학교 및 학

과 자긍심을 높입니다. 선후배 간에도 학습부진학생 튜터링 프로그램과 그룹  

멘토링제를 통해 전공역량을 강화해나갈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합니다. 특히, 국

내에서는 유일하게 순천향대학 부속병원과의 연계로 실제 카데바를 이용한 

해부조직학실습을 집중 교육하는 과정을 통해 실질적인 교육은 물론 순천향

대학교 스포츠의학과만의 자부심을 높여나가고 있습니다.

교육과정 
1학기 스포츠사회학, 웨이트트레이닝, 스포츠역학, 스포츠영어2, 탄력저항운동의 이론과  

실제, 심폐기능학, 구기스포츠1, 스포츠병리학, 스포츠생리학2, 치료적마사지, 임상기능 

해부학 / 2학기 해부조직학실습, 운동검사론1, 스포츠테이핑, 구기스포츠2, 스노보드,  

웰빙스트레치, 근신경기능학, 체육측정평가, 운동처방

전공 역량을 강화하는 심화 교육과정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산업체 연계 맞춤형  

현장 실무교육 강화를 위한 인턴십 제도를 활성화하고 병원, 재활센터, 복지관, 

필드트레이닝센터, 피트니스센터 등 학생들이 희망하는 분야에서 일정 기간 동안  

교육을 받도록 합니다. 또한 국가자격증인 건강운동관리사와 스포츠지도사 자격  

취득을 위한 스터디 활동을 적극 지원하며, 국제화에 발맞춰 전공영어 실력을 

강화하고 해외어학연수 등 해외활동을 장려하고 있습니다.

교육과정 
1학기 운동검사론2, 스포츠심리학, 운동처방프로그램, ACSM특강론, 치료레크리에이

션1, 필라테스1, 치료적테이핑, 라켓스포츠1, 스포츠재활실습 / 2학기 스포츠손상이론, 

PT이론 및 실습1, 응용생리학, 심전도해석 및 실습, 치료레크리에이션2, 필라테스2, 게
이트볼, 운동동작분석

학생주도로 이루어지는 실험에서 논문작성까지 연구역량을 높이기 위한 캡스톤  

수업을 진행하고 있으며, 전문 인재 양성과 취업률 제고를 위한 심화된 교육 

과정을 편성하고 있습니다. 직무분석을 통한 맞춤형 취업교육프로그램과 진로 

지원관 상담 운영을 통해 자기소개서 컨설팅, 이력서 작성법, 면접지도 등 다양 

한 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있으며, 본인을 적극 홍보할 수 있는 다면적 포트폴

리오 제작을 지도받고, 졸업 선배나 외부전문가의 정기적인 특강을 통해 동문 

네트워크 구축은 물론 취업준비에 실질적인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교육과정 
1학기 스포츠의학세미나1, 노인운동학, 스포츠상해응급처치, 비만관리학1, PT이론 및  

실습2, 만성질환과 병태생리학, 인턴십 / 2학기 스포츠의학세미나2, 노인운동학 실습,  

스포츠교육학, 비만관리학2, AT이론 및 실습, 요가, 라켓스포츠2, 영양상담, 인턴십

1학년

2학년

3학년

4학년

PEOPLE_

포기하지 않는다면  
길은 있습니다
“대학생활을 떠올려보면 대한운동학회 주최 전국 대학교 논문 발표대회에서 금상을 받았 

던 일이 가장 기억에 남네요. 당시만 하더라도 스포츠의학과는 학회에서 주최하는  

논문 발표대회에는 참가한 적이 전혀 없었답니다. 사건이 하나 있었죠. 당시 저는 프로 

리그에 첫 데뷔를 준비 중인 부천 FS라는 풋살팀 소속이었는데, 연습경기에서 

상대 선수가 강력한 태클을 걸어 무릎 전방십자인대, 내측부인대, 연골파열이

라는 큰 부상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프로리그 출전의 꿈을 포기해야 
할 만큼 큰 부상이었던 터라 육체적인 것보다 정신적인 고통이  
너무 컸었죠. 아, 이런 상황에서 내가 뭘 할 수 있을까. 고민을  
거듭하다 논문 발표대회에 제가 당한 부상을 소재로 Case 
Study 논문을 완성해 참가하게 되었습니다. 운 좋게 금상을 받게  

됐고 졸업 후 고대병원 스포츠의학실에 실습생으로 갔다가 그때 발표한 논문 

을 통해 임상운동사로 근무하게 되었습니다. 저처럼 부상을 당한 선수,  
또는 일반인들에게 희망을 주고 싶다는 꿈도 그때 생기게 됐고
요. 지금은 힐리언스코어운동센터에서 팀장으로 일하고 있습니다. 요즘 스포츠 

의학 업계에서 순천향대 스포츠의학과 하면 이미지가 상당히 좋기로 유명해요.  

스포츠의학과를 전공으로 선택한다면 후회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

분도 포기하지 말고 자신의 꿈을 향해 도전하시길 바랍니다!”

안호주(스포츠의학과 06)_대웅제약 힐리언스코어운동센터 팀장

Enjoy the Club! 
Libero 축구를 사랑하는 사람이면 누구나 활동할 수 있으며 스포츠지도사 등  

자격증 취득은 물론 매년 전국 아마추어 대회에 참가하여 좋은 성적을 내고 있습니다. 

Bulk Up 단순 웨이트트레이닝뿐 아닌 크로스핏, 서킷트레이닝, 인터벌트레이닝 등 

새로운 트레이닝을 함께 훈련하며, 개인의 건강 및 체력 단련, 나아가 트레이너, PT 

전문 트레이너의 꿈을 향해 노력하고 있는 전문 동아리입니다.

센터라인 배구동아리로 각종 대회에 출전하여 좋은 성적으로 입상하였습니다. 

SPUR 1993년에 창단한, 전통과 가족애로 똘똘 뭉친 레저스포츠 동아리입니다. 

Direct 운동장에서는 함께 야구를 즐기고, 운동이 끝난 후에는 친목을 도모하면서 새

로운 도약을 준비하고 있는 동아리입니다.

자맥질 선배들과 수영을 하면서 많은 것을 배우고 함께 자격증을 준비합니다.

BOSS 각 대학 주최 농구대회에 대표로 참가해 좋은 성적을 거두고 있으며 교내 체육

대회에 심판과 대회진행 요원으로 참여합니다. 

스포츠의학연구회 기초분야와 임상, 재활 분야를 망라한 의학적 지식을 바탕으로  

스포츠와 인체의 관계를 연구하는 모임입니다. 다양한 스터디 운영을 통해 지식을 습득 

하고 자기개발을 위한 자격증 대비반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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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VOLUTION

나는 누구인가. 
무엇을 위해 
살 것인가.

이 생각이 멈추지 
않았다면 그대는 
진화 중이다.

PART 6_공과대학
컴퓨터소프트웨어공학과 · 컴퓨터공학과 · 정보통신공학과 · 전자공학과 · 전기공학과 · 전자정보공학과 · 

나노화학공학과 · 에너지환경공학과 · 디스플레이신소재공학과 · 기계공학과 · 정보보호학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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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엇을 탐구하는가?
컴퓨터소프트웨어공학과는 C, C++, Java 등 주요 프로그래밍 언어는 물론 자료구조, 

데이터베이스 프로그래밍, 네트워크 프로그래밍, 컴퓨터그래픽스, 모바일 프로그래

밍, 임베디드소프트웨어, 게임 프로그래밍 등 많은 교과에서 실습을 통해 실무 중심의 

소프트웨어 개발 능력을 배양합니다. 또한, 컴퓨터구조, 소프트웨어공학, 오퍼레이

팅시스템, 컴파일러, 컴퓨터보안 등 컴퓨터 소프트웨어 기술의 기초 핵심 분야에 대한 

전반적인 이해를 토대로 새로운 기술을 습득하고 응용할 수 있는 능력을 배양합니다. 

이러한 교육과정을 바탕으로 컴퓨터소프트웨어공학과에서는 컴퓨터 소프트웨어 개발,  

데이터베이스 설계 및 운영, 컴퓨터 네트워킹 인

프라, 정보통신기술 및 서비스, 모바일 애플리케

이션 개발, 게임, 정보보호, 그린 ICT, ICT 융합 

등 우리 사회가 필요로 하는 ICT 관련 분야를 선

도할 수 있는 인재를 양성하고 있으며, 졸업생

들은 각 분야의 전문가로서 핵심적인 역할을 담

당하고 있습니다.

두드려라, 열릴 것이다!
컴퓨터소프트웨어공학과는 학과 특성상 평소에 

컴퓨터, 게임, 기계 등의 기능을 익히고 조작하

는 것에 대한 흥미가 있는 학생에게 적합한 학과

입니다. 이와 함께 새로운 분야에 대한 호기심

과 창의력, 논리력이 있는 학생, 공학적인 마인

드와 함께 스토리, 심리, 인문학 등의 분야에 대

한 관심을 겸비한 학생, 자료 분석 및 설계 능력

을 갖춘 학생, 문제를 해결하는 데 있어 자기 주도성을 갖춘 학생, 팀워크에 필요한 협

동심, 책임감, 성실성을 갖춘 학생, 학습발표력을 갖춘 학생, 준법성 및 나눔과 배려

의 마인드를 갖춘 학생들에게 보다 적합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아울러 고교 시절에는 

컴퓨터, 인터넷, 기본 프로그래밍, 발명, 로봇제작 관련 교내 대회 및 동아리 활동, 컴

퓨터 또는 과학 관련 체험 활동에 참여해볼 것을 추천합니다. 

컴퓨터소프트웨어공학과는 4차 산업혁명의 원동력인 소프트 파워를 갖춘 ICT 분야의 국제적인 전문 인력 양성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컴퓨터소프트웨어공학과의 교육과정은 모든 컴퓨터 관련 산업분야로의 취업은 물론이고, 국내 · 외 컴퓨터 관련 분
야의 대학원에 진학할 수 있도록 준비되어 있습니다. 이를 위해, 컴퓨터소프트웨어공학과는 컴퓨터 기초 이론부터 최첨단 컴
퓨터 소프트웨어 기술을 아우르는 실무 중심의 교육을 시행하고 있으며, 재학생들이 새로운 컴퓨터 소프트웨어 관련 기술들을  
습득하고 응용할 수 있는 능력을 배양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우리 학과는요!
우수학생 유치

입시 홍보 전략, 장학금 확충

안정적인 취업

진로지도교수제 및 취업정보시스템 운영, 인턴십 · 현장교육 확대

교과과정 개편

실무 중심의 산 · 학맞춤형 교과과정 운영, 특성화 교과과정 운영,  

글로벌 전공 역량 강화 교과과정 운영

교육성과 평가

재학생 · 졸업생 만족도 및 산업체 만족도 평가 실시

산 · 학연계 교육

산 · 학협력체계 구축, 산 · 학연계 프로젝트 교육 강화

컴퓨터소프트웨어공학과     http://homepage.sch.ac.kr/computer

4차 산업혁명을 선도할 
소프트웨어 전문가의 산실

컴퓨터소프트웨어공학과 Department of Computer Software  
Engineering  |  Since 1984

163순천향대학교 전공안내서



선배가 권하는 책
뇌를 자극하는 C프로그래밍
서현우 / 한빛미디어

실질적인 프로그래밍 능력을 키워주는 개론

서이다. 글자와 그림을 효율적으로 섞어 지루

해질 수 있는 개념들을 재미있게 풀어내 읽

는 이로 하여금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했다.

미래를 바꾼 아홉 가지 알고리즘 
존 맥코믹 / 에이콘출판사 

오늘날 우리는 궁금한 것이 있으면 인터넷 

검색엔진에 검색어를 입력하고, 필요한 물

건이 있으면 인터넷 쇼핑몰에서 구입한다. 

저자 존 맥코믹은 이를 가능케 한 아홉 가지  

위대한 알고리즘 이면의 기본적 아이디어를  

다양한 비유와 예를 활용해 쉽고 정확하게 

설명한다. 

학과 취득 자격증

정보처리기사 · 산업기사, 전자계산기 

조직응용기사, 정보보안기사 · 산업기 

사, 전자상거래관리사, 사무자동화산업

기사, 정보관리기술사, 컴퓨터시스템

응용기술사, 시스코 인증 자격(CCNA, 
CCNP, CCIE), 리눅스 마스터, 정보

기술자격, 국제공인 정보시스템감사사

(CISA), 정보보호기사, 정보보호산업

기사, 정보보안전문가, 마이크로소프

트인증자격, 자바인증자격, OCP, 국
제공인 웹마스터 자격, 중등2급 정교사

졸업 후 진출분야

소프트웨어 개발자 상용 소프트웨어 

개발자, 컴퓨터 게임 개발자, 모바일 앱  

개발자, 웹 개발자, 임베디드 소프트

웨어 개발자

IT 컨설턴트 엔터프라이즈 자원관리 

컨설턴트, 지식관리 컨설턴트, 소프트

웨어 아키텍터

시스템엔지니어 컴퓨터시스템 엔지니

어, 산업시스템 엔지니어, 프로젝트 엔

지니어, 기술시스템 엔지니어, 지식정

보 시스템 엔지니어, 시스템 운영 관리

자, 네트워크 엔지니어 등

DB 관리자 데이터베이스관리자(DBA), 
빅데이터 전문가, 정보검색사, 정보 제

공자(DB Tunner)
정보보안전문가 정보보안전문가, 네트

워크 보안 전문가, 암호 전문가, 보안 

컨설턴트, 보안 S/W 개발자

Our Major Story
4차 산업혁명 시대에는 ICT와 다른 학문의 융합을 통해 새로운 가치를 창출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따라서 전공 공부뿐만 아니라 풍부한 독서 등을 

통해 다른 학문에 대해서도 이해하는 노력이 필요하며 동아리 및 봉사활동, 다

양한 학내 활동에 참여해보는 것이 좋습니다. 아울러 진로를 모색하고 교양 및  

영어 실력을 향상시키는 노력과 함께 전공 학습에 필요한 기초수학 및 컴퓨터 

소양 등의 기초를 다지는 것이 중요합니다.

교육과정
1학기 컴퓨터개론, C프로그래밍, C프로그래밍실습, 창의공학설계 / 2학기 C프로그래밍

활용, C프로그래밍활용실습, 소프트웨어기초설계, 공학수학, 인터넷프로그래밍

본격적으로 전공과목을 공부하는 시기로 각 교수님별로 운영되는 연구실 활

동에 참여하기를 권장합니다. 또한 본인이 진학 또는 취업 · 창업하고 싶은 분

야에 대한 계획을 세워야 합니다. <C++>, <자료구조>, <이산수학>, <컴퓨터아

키텍처>, <JAVA> 등 2학년에서 배우는 전공과목은 컴퓨터소프트웨어공학과

의 필수 기초과목들로 고학년 과정의 토대가 될 뿐만 아니라 졸업 후에 컴퓨

터와 관련된 어떤 분야로 진출하더라도 기초가 되는 과목들이기 때문에 성실

하게 공부해야 합니다.

교육과정 
1학기 이산수학, 이산수학연습, 자료구조1, 자료구조1 실습, 컴퓨터아키텍처, 전공영어1,  
C++프로그래밍, C++프로그래밍실습 / 2학기 JAVA프로그래밍, JAVA프로그래밍실습,  

자료구조2, 자료구조2 실습, 오퍼레이팅시스템, 프로그래밍언어론, 소프트웨어공학, 정보 

이론, 전공영어2

2학년에서 배운 내용을 더욱 심도 있게 습득할 수 있는 과목들이 편성되어 있

습니다. 자신의 세부 전공을 고민하고 진로를 준비해야 하는 중요한 시기이므

로 교육과목을 신중하게 선택해야 합니다. 다양한 기술 분야들이 ICT 분야와 

융합하는 추세이므로 가능한 다양한 전공과목을 수강해 여러 분야의 지식을 골

고루 이해하고 습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아울러 학과 교수의 지도를 바탕으로 

컴퓨터 관련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각종 기사 자격증 취득을 준비해야 합니다.

교육과정 
1학기 데이터베이스, 데이터통신, 오토마타, 엔터프라이즈프로그래밍, 컴퓨터그래픽스, 

시스템분석 및 설계, 전공실무1, 전공영어3, 논리 및 논술 / 2학기 캡스톤디자인1, 컴파

일러, 데이터베이스프로그래밍, 컴퓨터보안, 게임프로그래밍, 설계패턴, 전공실무2, 전공 

영어4, 교과교재 및 연구지도법

컴퓨터소프트웨어공학과는 학사 학위 취득을 위해 졸업작품 발표와 졸업논문  

작성을 필수로 하고 있습니다. 4학년 때는 캡스톤디자인 수업과 지도교수의 

1:1 지도를 통해 1년간 졸업논문 연구를 수행한 후 그 결과를 2학기 공과대학

학술축전에 졸업작품으로 발표 및 전시해야 합니다. 또한, 프로그램 개발을 목

표로 하는 다양한 프로젝트 기반의 컴퓨터 관련 과목에 대한 학습과 각종 컴

퓨터 관련 기사 자격증에 대한 취득이 가능합니다. 인턴십(현장실습), 캡스톤

디자인, 공모전 출품 등 다양한 활동을 통해 본인의 미래를 진취적으로 설계

하고 본인이 희망하는 분야로 진학 또는 취업 · 창업을 준비하는 시기입니다.

교육과정 
1학기 캡스톤디자인2, 모바일프로그래밍, 네트워크프로그래밍, IoT기초이론, 임베디드

소프트웨어, 전공실무3, 인턴십1· 3, 교과교육론 / 2학기 유비쿼터스컴퓨팅, 융합소프트

웨어, 지능형소프트웨어, 휴먼IoT응용, 전공실무4, 인턴십2, IPP1· 2

1학년

2학년

3학년

4학년

PEOPLE_

순간에 충실하고 
다양한 것들을 경험하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현재 삼성SDS에서 서버운영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목표를 갖고 있으신가요? 음, 제 목표는 사실 되게 단순하답니다. 계속해서 행

복하게 사는 것? 높은 직급에 올라가고, 남들이 인정하는 큰 성공을 이뤄내고 싶

다… 뭐 이런 목표가 아니라서 다소 의아해하실 수도 있을 것 같네요. 그런

데 전 그냥 행복하게만 살아도 참 좋을 것 같아요. 남을 위해서 사는 것

도 아니고 제 인생을 사는 건데 제가 좋아하는 사람들과 함께, 좋아하

는 일을 하면서 최대한 즐겁고 행복한 삶을 살고 싶습니다. ‘Carpe 

Diem!’ 아마 많이 들어보셨을 것 같네요. 지금 살고 있는 이 순

간에 충실하라는 뜻의 라틴어죠. 저는 대학생 때부터 노는 것이

든 공부든 그 순간만큼은 최선을 다하려고 했어요. 제가 보내는 

하루하루가 모여서 미래의 제가 된다고 생각하면 뭔가 와닿는 

느낌이 다르더라고요. 무얼 하든 후회 없이 살고 싶습니다. 후

배님들도 되도록 많은 경험을 했으면 좋겠어요. 특히 대학생 때

만 누릴 수 있는 그런 경험들이요. 꼭 공부와 관련된 경험
이 아니라, 정말 하고 싶었던 것들을 하셨으면 좋겠
어요. 제 경우에도 대학생 때의 다양한 경험들이 지금 많은 도움

이 되고 있거든요. 자신의 시야를 넓혀가는 후배님들이 되
셨으면 좋겠습니다.”

홍선기(컴퓨터소프트웨어공학과 09)_삼성SDS

Enjoy the Club! 
TURBO 농구를 중심으로 학과 단합을 이끌어내고 과 행사 시 중추적인 참여를 통해 

컴퓨터소프트웨어공학과 발전에 밑거름이 되고자 만들어진 농구 동아리이자 친목 동

아리입니다. 이러한 친목은 졸업 후에도 졸업생 선배님들과의 다양한 교류를 통해 계

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SOCCER11 컴퓨터소프트웨어공학과 축구동아리로 1989년에 창단, 23년째 축구

를 통하여 정신과 신체를 단련하고 학우들 간의 친목을 도모하고 있습니다. 뛰어난 축

구 실력보다는 성실성을 중시하고 있으며, 다양한 인간관계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SOCCER11’은 축구를 잘하는 사람들의 모임이 아닌 축구를 좋아하는 사람들의 모

임입니다. 축구를 좋아하고 열정이 있는 분이라면 언제나 환영합니다.

WINNERS 컴퓨터소프트웨어공학과 야구동아리입니다. 야구는 힘든 스포츠입니다. 

단지 놀면서 즐기는 스포츠라기보다는, 보이지 않는 곳에서 묵묵히 땀 흘리고 자신

만의 노력이 더해져야 결과로 이어질 수 있는 스포츠입니다. 혹시 우리와 같은 생각

을 하고 있진 않으신가요? 우리 젊은 날의 모습과 꼭 닮은 스포츠가 바로 ‘야구’라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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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엇을 탐구하는가?
컴퓨터공학과는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를 망라한 컴퓨팅의 제반 분야에 대한 기초 및 

응용 지식을 습득하고, 이론과 실제에 대한 전문 지식을 고루 습득하여 전문성과 융합

사고능력을 배양하고, 산업체 현장의 공학지식을 접목하여 컴퓨팅 제반 분야의 문제

를 창의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컴퓨팅 전문가를 양성하고자 체계적인 교과 과정을 운

용하고 있습니다. 미래 사회가 요구하는 컴퓨터공학 인재의 첫 번째 덕목은 기초과학 

및 인문학적 기본 소양과 함께 컴퓨터공학의 이론과 실제에 대한 전문지식 습득을 통

해 융합사고 능력, 전문성, 창의력을 함양하는 것입니다. 컴퓨터공학과에서는 산업체

의 실제적 공학지식과의 효과적 접목을 통해 창

의적 문제 해결능력 및 설계능력, 실무 중심의 

현장적응능력, 미래 신기술 개발능력을 갖춘 미

래지향적 공학인을 양성하고, 합리적 사고와 바

른 인성, 수준 높은 커뮤니케이션 기술, 효과적

인 팀 협업 능력, 미래기술에 대한 감수성 함양

을 통해 글로벌 컴퓨팅 분야에서 리더십을 발휘

하고 사회에 공헌하는 개방형 공학인을 양성하

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두드려라, 열릴 것이다!
4차 산업혁명이 본격적으로 현실화되는 2020년

에는 710만 개의 일자리가 사라지는 반면, 200

만 개의 일자리가 새롭게 생겨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4차 산업혁명이 컴퓨팅 기술을 통해서 

구현되는 만큼 새로운 일자리의 주인공은 여러분

이 될 것입니다. 컴퓨터 게임이나 컴퓨터와 관련

된 다양한 응용 소프트웨어에 대한 관심이 있고, 

창의적·논리적으로 사고하며, 정확한 의사소통 능력을 지닌 학생, 새로운 것에 대한 

호기심과 도전정신, 탐구정신을 비롯해 협동심, 성실성, 끈기를 갖춘 학생, 더불어 지

속적으로 자기개발 활동이나 창조적 활동에 참여한 경험이 있는 학생이라면 컴퓨터공

학과의 문을 두드리십시오. 여러분이 바로 4차 산업혁명을 이끄는 프런티어입니다.

미래를 주도하는 산업, 미래의 먹거리를 창출하는 키워드로 4차 산업혁명이 떠오르고 있습니다. 4차 산업혁명이란 기존 전통  
제조업에 통신, 컴퓨팅 기술의 융합으로 구현된 ‘지능정보사회’를 말하며, 인간에게 효율성과 더불어 편리한 스마트 기능을 제공 
하고자 하는 것이 그 목표입니다. 이러한 기능의 원천은 컴퓨팅이며, 컴퓨팅의 핫 트렌드인 인공지능, 사물인터넷, 빅데이터는  
4차 산업혁명의 주요 키워드입니다. 컴퓨터공학과는 하드웨어, 시스템, 소프트웨어의 컴퓨터 전 분야에 대한 기초 및 응용 지식 
을 습득하여 컴퓨팅 제반 분야의 문제를 창의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컴퓨팅 전문가로서 4차 산업혁명을 주도하고 이끌어갈 
주역을 양성합니다.

우리 학과는요!
학과 특별프로그램

❶  학과 맞춤형 튜터링 프로그램 운영 | 학습능력 강화를 위한 전공

과목별 튜터 풀 운영, 신청 시 배정

❷  컴퓨팅 사고력 경진대회 개최 | 창의적 문제 해결 및 컴퓨팅 사고 

력 향상을 위한 경진대회 학년별 실시

❸  교수－학생 간담회 개최 | 학년별 교수－학생 간 간담회 개최로 

학생들의 요구사항 청취 및 문제 해결

❹  학과 학술제 행사 개최 | 학생작품 전시, 경진대회, 골든벨 등 학과 

학술제 주간 행사 개최

❺  학생 밀착 개인 지도를 위한 컴퓨팅 분야별 랩 운영 | 오피스 공간  

및 컴퓨팅 기기 포함 전공별 랩 운영으로 밀착 개인지도 지원

❻  산 · 학협력을 통한 실무 능력 향상 | 산업체 인턴십, 일학습병행제,  

산업체 특파원 프로그램 등 다양한 기회 제공

❼  대학생 글로벌 능력 향상 지원 | 해외 장 · 단기연수, 해외 교환학생,  

해외 인턴십 등 글로벌 리더십 함양 프로그램 지원

컴퓨터공학과     http://homepage.sch.ac.kr/xe

21세기 미래산업을 주도할 
IT 인재 양성

컴퓨터공학과 Department of Computer Science & Engineering

Since 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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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배가 권하는 책
앨런 튜링의 이미테이션 게임
앤드루 호지스 / 동아시아

앨런 튜링의 출생부터 죽음까지, 그리고 알

려지지 않은 삶과 업적에 대해 집중 조명한

다. 그의 어린 시절 일화와 학창시절, 대학 

시절의 모습, 암호해독으로 전쟁을 승리로 

이끈 이야기, 동성애자임이 밝혀져 학계에

서 물러나 자살로 죽음에 이르는 과정과 에

니그마 암호해독에 관해서도 자세히 설명한

다. 또한 그가 연구한 순수 수학과 형태 발상 

등 다양한 이론과 튜링이 주고받은 편지, 논

문 등과 앨런 튜링 본인과 가족, 인물에 대

한 실제 화보 사진도 실려 있어 당시 튜링의 

모습을 직접 확인할 수 있다.

인터스텔라의 과학 
킵손 / 까치 

저자는 먼저 우주로 여행을 떠나기 전 알아

야 할 기본적인 지식을 설명하여 우주의 기

초지식 습득을 돕는다. 그리고 인류의 희망

을 품고 떠난 쿠퍼 일행이 가게 될 은하를 지

배하는 블랙홀 가르강튀아를 상세히 다루며 

가르강튀아의 상세모습과 병충해로 인해 인

류가 직면하게 된 위기, 쿠퍼 일행이 다른 별

로 가는데 핵심적인 구실을 한 웜홀과 우주선 

인듀어런스호에 대해서도 다룬다.  

학과 취득 자격증

국가공인 한국산업인력공단주관 정보

처리기사 · 정보처리산업기사, 사무자

동화산업기사 등, 대한상공회의소 주

관 전자상거래관리사 등

기타 시스코시스템사 주관 시스코인

증자격증(CCDA, CCDP, CCIE), 선
마이크로시스템즈 주관 자바인증자격

증(SCJP, SCJD, SCWCD, SCEA), 
마이크로소프트사주관 마이크로소프

트인증자격증(MCP, MCSA, MCSD, 
MCSE), 한국정보보호진흥원 주관 정

보보호전문가 등

졸업 후 진출분야

일반기업 시스템, 응용, 임베디드, 보

안 등의 분야에서 컴퓨팅 솔류션을 주

로 개발하는 대기업 및 중소기업의 산

업체 방면

공공기관 시스템, 보안 등 기 개발된 

컴퓨팅 솔류션을 주로 활용하면서 컴

퓨팅 자원을 관리하는 일반 회사, 병

원, 금융, 관공서(정부, 정부 관련 기

관, 지방자치단체) 방면

비영리 및 연구 부문 컴퓨팅의 신기

술을 연구하는 대학 및 연구소 방면

Our Major Story
컴퓨팅의 전반적인 분야에 대한 이해와 Python, C의 고급 프로그래밍 언어를 

이용한 프로그래밍 기초 훈련 등을 통해 컴퓨팅 토대를 닦으며, 이와 더불어 교

양 과정 및 전공 기초 과목을 통해 합리적 사고와 바른 인성, 수준 높은 커뮤니

케이션 기술, 팀 협업 능력, 글로벌 리더십을 함양합니다. 스티브 잡스가 강조

하였듯이 문학, 역사, 철학의 인문학 서적을 틈틈이 탐독할 것을 강력히 권장

합니다. 창의성은 바로 인문학으로부터 나오기 때문입니다.

교육과정

1학기 공학설계입문, 컴퓨팅 이해, 프로그래밍 기초, 프로그래밍 기초Lab / 

2학기 C프로그래밍, C프로그래밍Lab, 선형대수, GUI설계기법, 컴퓨터영어

컴퓨팅의 수학적 기초와 논리 회로, 컴퓨터 구조를 통한 하드웨어의 이해, 알

고리즘을 통한 문제 해결 훈련 등 컴퓨팅의 기반 요소 기술을 배웁니다. 2학

년 때부터는 학과의 다면적 졸업인증 기준을 점검하여 착실하게 점수를 이수

하는 계획을 수립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한 가지 예는 봉사활동입니다. 사실 

봉사활동의 시기가 따로 정해진 것은 아니지만 다른 학년에 비해 다소 여유

가 있는 시기이므로 타인을 돕는 활동을 통해 성숙함을 다져보길 권장합니다.

교육과정 

1학기 전산수학, C프로그래밍연습, 디지털로직, 데이터구조, 디지털로직Lab, 

데이터구조Lab, JAVA프로그래밍, JAVA프로그래밍Lab / 2학기 확률 및 통계,  

컴퓨터구조, 객체지향프로그래밍, 객체지향프로그래밍Lab, 웹프로그래밍, 기초 

전자회로, 기초전자회로Lab, 알고리즘

프로그래밍 언어, 운영체제, 네트워크, 데이터베이스, 소프트웨어 공학 등 컴

퓨팅의 핵심 요소 기술을 배워서 컴퓨팅 원리 및 내부 동작 구조를 분석하고 

이해하는, 학과 교육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시기입니다. 3학년 때는 교환학생

과 방학 기간 중에 실시하는 해외 장 · 단기 연수에 도전해볼 것을 추천합니다. 

우리 학교의 가장 큰 장점이라 할 수 있는 교환학생이나 해외연수 프로그램은 

글로벌 컴퓨팅 리더십을 키울 수 있는 좋은 기회입니다.

교육과정 

1학기 프로그래밍언어론, 운영체제, 화일처리, 윈도우즈프로그래밍, 컴퓨터 

그래픽스, 리눅스프로그래밍 / 2학기 컴퓨터네트워크, 데이터베이스, 데이터

베이스Lab, 컴파일러, 마이크로프로세서, 마이크로프로세서Lab, 소프트웨어

공학, 교과교재 및 연구지도법

4차 산업혁명의 키워드인 인공지능, IoT, 빅데이터 등 컴퓨팅의 최신 기술을 

배우며, 2~3학년 때 배운 컴퓨팅의 기반 및 핵심 기술을 적용하여 컴퓨팅의 

다양한 응용 분야에 대해서 졸업 작품을 종합적으로 설계하고 개발한 후 발표

합니다. 또한, 산업체 인턴십, 일학습병행제, 산업체 특파원 등 실무중심의 산

업체 현장적응력을 키우기 위한 프로그램이 제공됩니다. 졸업 작품과 실무 능

력은 취업 경쟁력의 바로미터입니다.

교육과정 

1학기 스마트폰응용프로그래밍, 인공지능, 임베디드소프트웨어, 임베디드소프

트웨어Lab, 현대암호 및 응용, 형식언어, 캡스톤디자인1, 교과교육론, 인턴십1 /  

2학기 IoT시스템설계, 빅데이터 이해, 컴퓨터게임, JAVA응용프로그래밍, 모 

바일시스템, XML응용프로그래밍, 캡스톤디자인2, 논리 및 논술, 인턴십2

1학년

2학년

3학년

4학년

Enjoy the Club! 
CODE C, Java, C++, C#의 프로그래밍 언어를 이용하여 다양한 문제를 해결하는 방

법을 연구하는 동아리입니다.

DevApp 안드로이드와 애플 스마트폰 상에서 동작하는 유용한 앱을 개발하는 동아

리입니다.

New Game 온라인·모바일·스마트폰 게임 외에도 VR과 AR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차

세대 게임을 개발하는 동아리입니다.

TURBO 농구로 친목을 쌓고 학과의 단합을 이끌어내는 농구 동아리로 졸업 선배들과

도 친밀한 교류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SOCCER11 축구 동아리로 지난 1989년에 창단되어 올해로 23년째를 맞고 있습니다.  

축구를 좋아하고 축구에 대한 열정이 있는 분이라면 남녀노소 누구나 언제나 환영합니다!

WINNERS 야구를 사랑하고 열정적으로 야구를 즐기는 사람들이 끈끈한 정을 이어

가고 있는 매력 만점 야구 동아리입니다.

PEOPLE_

교수님을 뵙고 
포기했던 유학길에 올랐죠
“지난 2015년 저는 순천향대 컴퓨터공학과 졸업과 동시에 석사에 입학했고,  

2017년 미국 코네티컷 주립대 박사과정에 합격했습니다. 사실 유학은 저에

게 막연한 계획이었어요. 금전적인 문제 등으로 오래전에 마음을 접었죠.  

그러던 중 4학년 초에 새로 임용되신 교수님을 찾아가 제 진로에 대해 

상담을 했었는데, 교수님께서 여름방학 때 미국 Worcester에 있

는 WPI 대학 공동연구 출장에 동행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셨습니다.  

정말 좋은 기회였죠. 그곳에서 좋은 연구 환경을 보고 다양한 경

험을 하고 나니 마음이 달라지더라고요. 막연한 계획이 구체적인 

계획으로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뭐든지 막연하고 어려워 
보여도 우선 시도하고 도전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미래가 어떻게 달라질지 모르는 거니
까요. 2014년 초에 기업 공모전에 참가한 적이 있었는데, 비록  

수상은 못 했지만 공모전을 진행하면서 공부한 내용을 바탕으로 그

해 8월에 있었던 WPI 대학과의 공동연구에서 인정을 받게 되

면서 제 인생스토리도 달라졌습니다. 여러분들도 교수님
들과 대화 많이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교수님들은 
학생들에게 보다 많은 도움과 기회를 주시고자 노
력하는 분들입니다. 자주 찾아뵈세요. 여러분의 미래 
도 어떻게 달라질지 모릅니다.”

공영선(컴퓨터공학과 09)_미국 코네티컷 주립대 박사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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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엇을 탐구하는가?
정보통신공학과는 무선통신시스템을 설계하고 운영하는 ICT 기술을 교육하고 연구

하는 학과입니다. 차세대 5G 이동통신과 IoT 등 초연결 사회를 위한 기반 기술인 통

신시스템 기술, RF & 안테나 기술, 융합 임베디드와 보안 기술 등 세 가지 기술의 연구 

그룹을 이루어 활발한 연구 활동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들 그룹에는 모든 학부 재학

생이 참여하는 전공연구회를 운영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학부 과정의 졸업생들은 준 

대학원생 수준의 전문 연구 기술 인력으로 성장하고 있습니다.

정보통신공학과의 학부생 전공연구회는 대학원 중심의 연구실에 학부생이 참여함으

로써 교수와 대학원생이 참여하는 연구 프로젝트를 공동 수행하고, 학과 심화 전공의 

기초 과정을 함께 학습하게 됩니다. 이러한 활동의 결과는 4학년 과정의 졸업 작품 전

시회인 공과대학 학술제 및 캡스톤디자인 경진대회, 국내외 학술대회 발표 등으로 이

어지며, 졸업 논문의 주제로 활용됩니다.

정보통신공학과는 정보화 사회를 이끌어 나아

갈 수 있는 이론과 실무를 겸비한 인재를 양성하

고 있습니다. 모든 재학생이 학부 재학 중 한 가

지 세부 전공을 선택하여, 통신 시스템 및 회로 

엔지니어, 컴퓨터 네트워크 및 정보보안 전문가

로 성장하고 있으며, 졸업 후에는 대학교수, 국

가 공무원, 이동통신·휴대폰·시스템 회로 설계 

기업의 임원 및 연구원 등 다양한 ICT 관련 분야

에서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습니다.

두드려라, 열릴 것이다!
정보통신공학과는 사물에 대한 관심과 호기심이 

많고 평소 과학 분야에 흥미가 많은 학생, 전자 

제품이나 ICT 기기, 컴퓨터의 작동 원리에 흥미

가 있는 학생, 통신 기기나 컴퓨터 조작을 좋아하는 학생, 인터넷, 발명, 설계, 목공, 

로봇제작 관련 교내 대회 및 동아리 활동 경험이 있는 학생, 자기 주도성, 탐구력, 협

동심, 배려심이 있는 학생 등 미래 정보통신공학과를 이끌어갈 다양한 인재를 기다리

고 있습니다. 정보통신공학과를 희망한다면 고교 시절 과학 관련 체험활동 및 교육봉

사활동 등을 미리 경험해보기를 권장합니다.

순천향대학교 정보통신공학과는 통신 시스템 및 부품 설계, 네트워크, 통신 보안에 이르는 ICT 시스템의 최고 전문 교육과 
연구를 수행하는 학과입니다. LTE와 5G(5세대 이동통신)의 이동통신, IoT와 초고속 WiFi 등의 근거리 통신 등 다변화하는 
통신 서비스와 시스템 기술에 대응할 수 있는 핵심 요소 기술의 전문가로 구성된 우수한 교수진의 지휘 아래 통신 시스템 설
계, 통신 회로 부품 설계, 컴퓨터 통신 네트워크, 통신 보안 등 정보통신공학(ICT) 기술의 선도적 역할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우리 학과는요!
정보통신공학과만의 특별프로그램

❶ 모든 재학생의 전공연구회 참여 

❷  전 세계 표준 공학과정 이수 자격이 부여되는 AEEBK 공학인증  

교육과정 실시

❸ 국내외 파견 및 연수, 봉사 프로그램 진행

❹ 정보통신 전시 · 박람회 참관

❺ 홈커밍데이 행사를 통한 졸업생과의 교류

❻ 졸업생 · 재학생 연합 학술대회 진행

❼ IPP형 일학습병행제를 통한 장기현장실습 진행

❽ 인턴십 · 현장실습을 통한 취업 연계 프로그램 지원

❾ 청년취업아카데미 등 정부지원사업 참여

정보통신공학과     http://homepage.sch.ac.kr/infocom

21세기 미래 산업사회 이끄는 
테크놀로지의 길

정보통신공학과 Department of Information & Communication Engineering

Since 19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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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배가 권하는 책
생각의 지도
리처드 니스벳 / 김영사

공자의 후손들과 아리스토텔레스의 후손들

을 해부하는 비교문화 연구서이다. 교육, 과

학, 사회, 경제생활, 의학, 언어습관, 계약 관

행에 있어서의 동서양의 차이를 과학적으로 

입증한 책이다. 저자는 동양과 서양의 사고

방식이 우열의 문제가 아닌, 상호보완적 관

계에 있음을 이야기하면서 부분보다는 전체

에 주의를 기울이는 동양의 ‘종합적’ 사고방

식과 형식논리나 규칙을 사용하여 추리하

는 서양의 ‘분석적’ 사고방식의 차이점에 대

해 논하고 있다.

징비록
유성룡 / 홍익출판사

유성룡이 임진왜란 당시의 상황을 기록한 책

으로 임진왜란 전 일본과의 관계, 전쟁 상황

과 이순신 장군의 활약 등을 기록하면서 다

시는 임진왜란과 같은 일이 일어나지 않도

록 경계하기 위해 기록하였다.

학과 취득 자격증

무선설비(산업)기사, 방송통신(산업)기

사, 전파전자통신(산업)기사, 정보통신

(산업)기사, 통신선로산업기사, 반도체

설계(산업)기사, 의공(산업)기사, 임베

디드기사, 전자계산기기사, 전자(산업)

기사, 정보처리(산업)기사, 사무자동화

산업기사, 멀티미디어콘텐츠제작전문

가, 전자계산기조직응용기사, 정보보

안(산업)기사(한국인터넷진흥원 주관), 

RHCE(Red Hat Certified Engineer), 
LPIC(Linux Professional Institute), 
웹 프로그래머 자격인증 시험(WPC), 
오라클 공인전문가 제도(OCP), 정보

보안관리사(ISM), 국제 공인 정보시

스템 감사사(CISA)

졸업 후 진출분야

이동통신과 인터넷 서비스 기업 SK 
Telecom, KT, LG U+ 등
무선 통신 시스템 및 부품 기업 삼성전

자, LG전자, Ace Technology, Avago 
Technologies 외 외국계 기업 등

기타 전국 각 대학 교수, 국가 연구소 

연구원, 기업 임원 등

Our Major Story
정보통신공학 전공의 개념을 파악하고 국내외 ICT 동향에 대한 폭넓은 이해

와 경험을 쌓는 시기입니다. 공학에 대한 이해를 쌓을 수 있는 <기초공학설계>,  

<논리회로>, <컴퓨터프로그래밍> 등 비교적 부담이 없는 전공기초과목으로 교과 

과정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1학년 때는 ICT 동향과 국내외 전시회 참관, 외부  

인사 초청 강연 등을 통해 지식의 폭을 넓혀가는 시기이자, 학업에 대한 부담이  

상대적으로 덜하므로 독서나 여행, 동아리 활동 등을 경험하기에도 좋은 시기 

입니다.

교육과정
1학기 셀프리더십, 기초공학설계, 컴퓨터프로그래밍1, 컴퓨터프로그래밍실습설계1, 선형 

대수 / 2학기 진로설계프로젝트, 컴퓨터프로그래밍2, 컴퓨터프로그래밍실습설계2, 논리 

회로

1학년 과목들이 교양과 공학 공통의 기초를 다지는 기간이라면 2학년은 학과

의 본격적인 전공 학습을 위한 기반을 다지는 시기입니다. <회로이론>, <전기

자기학>, <자료구조>와 같은 각 분야별 본격적인 전공을 학습하게 됩니다. 또

한 이들 전공에 대한 실습 설계를 병행하여 엔지니어로서의 기본 자질을 습득

하게 됩니다. 2학년은 1학년 신입생들을 지도하며 선배로서 리더십을 키우고 

공동체 생활에서의 중추적인 역할을 시작하는 시기입니다. 다양한 교내외 활

동으로 대학생활에서 소중한 경험을 얻게 될 것입니다.

교육과정 
1학기 전기자기학, 회로이론1, 디지털시스템, 객체지향프로그래밍, 공업수학1, 회로이론

실습설계1, 논리회로실습설계 / 2학기 신호및시스템, 회로이론2, 회로이론실습설계2, 자
료구조, 자료구조실습설계, 공업수학2, 초고주파공학1, 디지털시스템실습설계

학과 전공의 가장 핵심적인 부분을 학습하는 단계입니다. 모든 재학생들이 학과  

교수님들의 연구실에 배정되어 심화학습을 진행하는 전공연구회를 시작하는 

때이기도 합니다. 실무 경험을 겸비한 창의적인 인재로 양성하기 위한 전공연

구회는 순천향대학교 정보통신공학과의 특화된 교육시스템이며, 학부 4년의 

학습 효과를 대학원 1년 차 수준의 실무적 연구개발 능력으로 키워주는 매우  

효과적인 학습 활동입니다. <전자회로>, <데이터통신>, <초고주파공학>, <통신 

이론>, <마이크로프로세서>, <데이터베이스> 등 심화된 전공 교과를 선택적

으로 수강할 수 있으며, 소속된 전공연구회의 프로젝트를 수행하게 됩니다.

교육과정 
1학기 전자회로1, 전자회로실습설계1, 컴퓨터구조, 확률및랜덤프로세스, 데이터통신, 초 

고주파공학2, Java프로그래밍 / 2학기 전자회로2, 전자회로실습설계2, 통신이론, 통신

이론실습설계, 시스템프로그래밍, 마이크로프로세서, 교과교재및연구지도법(교직)

4학년 과정은 보다 폭넓은 전공 지식을 함양하고, 그동안 배운 내용을 토대로 

스스로 설계 능력을 겸비하고, 실무 경험을 쌓는 준비 기간입니다. 이를 위해 

1~3학년 과정의 실습 설계 과목의 경험을 바탕으로 한 종합설계와 IPP 장기

현장실습, 인턴십 등의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으며, 본인의 선택에 따라 심화

전공과 융합전공 과목들을 수강할 수 있습니다. 전공연구회의 프로젝트 결과

를 졸업작품으로 만들어, 공과대학 학술제에서 발표하게 됩니다.

교육과정 
1학기 컴퓨터네트워크, 안테나공학, 초고주파회로설계및실습, 디지털통신이론, 디지털통

신실습설계, 종합설계(캡스톤디자인), 교과교육론(교직), 현장실습(인턴십1) / 2학기 임베

디드시스템, 이동통신공학, 안테나설계및실습, 통신보안공학, RF회로및시스템설계, IT융
합공학, 레이더공학, 논리및논술(교직), 현장실습(인턴십2 · 3), IPP1· 2

1학년

2학년

3학년

4학년

PEOPLE_

산은 오르라고 있는 겁니다!

“후배님들, 반갑습니다! 저는 지금 국방과학연구소에서 국산 무기를 만드는 

업무를 맡고 있습니다. 어쩌다 보니 순천향대 출신으로는 최초로 국방과학

연구소에서 일하게 됐습니다. 대학시절 때만 해도 집안사정이 많이 어려웠

어요. 덕분에 친구들 하숙집을 전전하면서 대학생활을 보냈죠. 하지만 그러

면 그럴수록 학업에 대한 열정은 더 견고해져 갔던 것 같습니다. 형편이 어렵다 보니 

사실 대학원도 주저하게 되더라고요. 3학년 MT때 지도교수님의 제안이 없었다면 아

마 포기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대학원에 가서도 전 장학금을 받기 위해 더 열심히 

노력했습니다. 주어진 여건이 어렵다고 상황에만 얽매어 불평하면
서 시간을 낭비했다면 지금의 저도 없었을 것 같아요. 자신의 능
력을 최대한 발휘해 끝까지 노력할 수만 있다면 언젠가는 반드
시 성공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제 경험담이기도 하고요. 

후배님들도 좀 더 욕심을 내면 좋겠습니다. 사실 순천향대 출신이라는 것만으로

도 주눅이 드는 경향이 더러 있는데, 사회생활 해보니 전혀 그럴 필요가 없더군

요. 사회는 출신보다 사람을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까짓거 한 번 
부딪쳐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목표가 생각보다 그리 높은 산
은 아니란 걸 꼭 경험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왕 할 바엔 꼭 최
고가 되세요!”

류상철(정보통신공학과 90)_국방과학연구소

Enjoy the Club! 
Crush 축구를 사랑하는 정보통신공학인들의 모임으로 정보통신공학과의 최고의 단

합력을 자랑합니다. 크러쉬는 정보통신공학과 학부생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축구에 

흥미와 열정만 있다면 축구를 잘 못하는 학생들도, 여학생들도 함께 참여할 수 있습니

다. 한 달에 2~3회씩 타과 축구동아리들과 대운동장, 소운동장에서 축구경기를 가지

고 있으며, 매번 3~4게임씩 모든 인원이 참여할 수 있도록 선수를 조정해가며 경기를 

갖고 있습니다. 총동아리가 주최하는 ‘순천향 챔피언스리그’나 ‘공대체육대회에’도 출

전해 좋은 성적을 거두고 있습니다. 학기별로 2~3번씩 회식을 통해 선후배들 간 친목

을 도모하고 있으며 단순히 축구만을 사랑하는 학과동아리가 아니라, 학업에 대한 정보

는 물론 인생에 대한 정보까지 공유할 수 있는 다양한 강점을 자랑하는 동아리입니다.

Miracle ‘미라클’은 남녀노소 누구나 참여할 수 있는 볼링의 특성을 십분 활용하여 선

후배, 동기와 친목을 다지고 있습니다. 매월 2차례 신창볼링장에서 경기를 가지고 있

으며, 볼링을 처음 접해본 사람도 부담 없이 배우고 함께 즐길 수 있으며, 모두가 가

족처럼 끈끈한 정으로 똘똘 뭉쳐 대학생활의 묘미와 활력을 찾기에는 안성맞춤인 동

아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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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엇을 탐구하는가?
인류문명은 끊임없이 빠르게 변화 발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변화의 선두에 전자

공학이 있습니다. 전자공학 분야는 큰 범위에서는 컴퓨터와 통신 및 반도체 분야를 아

우르며, 작게는 컴퓨터의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 그리고 이들을 서로 복합적으로 연

결시켜 시스템으로 만드는 통신 및 네트워크 분야를 다룹니다. 이러한 시스템의 오장

육부를 마이크로프로세서, 아날로그회로, 디지탈회로, 집적회로, 멀티미디어, 임베디

드시스템, 디지털통신, 초고주파통신, 이동통신, 신호처리시스템, 자동제어시스템 등

으로 일컬으며, 이를 다시 하나로 묶어 이른바 정보기술(IT)이라고 합니다. 

현대 과학기술의 변화와 발전은 예전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가속화되고 있습니다. 그 대열

에 동참하기 위해서는 기초체력이 튼튼해야 합

니다. 전자공학과 교육과정은 이러한 기초실력

을 튼튼히 갖출 수 있도록 구성되어 있으며, 전

자공학이 아우르는 어떠한 세부 분야에 진출하

더라도 전문기술인으로서 즉시 적응하고 그 분

야의 리더로 성장할 수 있는 자질을 갖출 수 있

도록 교육하고 있습니다.

두드려라, 열릴 것이다!
전자공학 전문기술인은 배려와 양보, 설득의 덕

목도 갖추어야 합니다. 이러한 덕목의 바탕은 공

감의 감성입니다. 따라서 전자공학과는 새로운 

것에 호기심이 많으며 전자 및 컴퓨터 관련 기기 

다루기를 좋아하는 학생, 꼼꼼하고 논리적·창의

적이며 인내심과 끈기가 있는 학생, 수학과 같

은 이공계 과목에 흥미가 있는 학생, 협동심과 

성실함을 갖춘 학생에게 보다 적합한 학과입니다. 전자공학과를 희망한다면 고교 시

절부터 수학·영어 경시대회 등 교과 경시대회에 참여하거나 과학실험, 과학축전 참

가 등의 체험 활동, 발명 및 과학탐구 등의 동아리 활동을 경험해보기를 추천합니다.

전자공학은 가전산업부터 우주기술 분야에 이르기까지 현재 및 미래의 인류문명에 있어 가장 중심적인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 
학문 분야입니다. 컴퓨터, 통신, 반도체로 대표되는 전자공학은 특히 21세기 지식 정보화 사회가 요구하는 첨단 전자기술을 
연구 · 개발함으로써 인류사회에 지속적으로 크게 기여하고 있습니다. 전자공학과는 1986년에 설립되어 현재에 이르기까지 
컴퓨터, 통신 및 정보 네트워크 분야, 반도체, 디스플레이 분야, 시스템 및 제어 분야, 신호처리 및 시스템 분야, 로보틱스 분야 
등 첨단 전자 기술 분야에서 다양한 연구 · 개발 및 전문적인 교육을 통해 훌륭한 인재를 양성하고 있으며 졸업생들은 각 분야
의 전문가로서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우리 학과는요!
취업역량 강화 프로그램

기업이 요구하는 인력 양성에 최적화된 교과과정 반영

교수-학생 간 밀착 교육을 통한 소속감 및 자신감 부여

교수별 학술동아리 조직 및 학술 프로젝트 밀착 지도, 교수 및 학생 간  

유대감 강화, 동아리별 공동 학술 프로젝트 수행 및 발표회 개최, 

창의성과 기술력을 갖춘 전문인력 양성

교육역량 강화 프로그램

산업현장 중심의 전기전자 전문인력 양성

연구역량 강화 프로그램

지방자치단체, 국책 연구소 및 대학 간 상호협력 및 지원 체계 구축

특별교육프로그램

전공산업 관련 유명인사 특강과 현장견학, 교수 연구분야별 랩실  

운영을 지원하는 링크올셋 프로그램 이외에 공학인증 프로그램,  

공학 교육 혁신프로그램 진행

전자공학과     http://homepage.sch.ac.kr/electronic

디지털 마인드를 가진 
위대한 인재들

전자공학과 Department of Electronic Engineering

Since 19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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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배가 권하는 책
수학 없는 물리
Paul G. Hewitt / Pearson Education
개인경기나 단체경기는 물론 컴퓨터 게임에

서도 관련된 규칙을 알아야 경기나 게임 자

체를 즐길 수 있듯이 자연의 법칙을 알아야 

일상의 자연현상도 이해할 수 있다. 물리학

은 자연의 법칙을 연구하는 학문으로써 모든 

자연현상을 간단명료하게 설명한다.

실용주의 프로그래머
앤드류 헌트. 데이비드 토머스 / 인사이트

‘실용적인 프로그래머’들의 경험에서 우러

나오는 정제된 통찰과 지혜를 통해, 더 나

은 프로그래머가 되도록 돕는 탈무드 같은 

책이다. ‘어떻게’ 보다는 ‘왜’를 생각하게 하

며, 어떤 언어를 쓰고, 어떤 분야를 다루든

지 상관없이 읽을 수 있게 되어 있다. 코드 

중심이라기보다는 프로그래머의 전반 활동

에 대해 나이든 프로그래머가 들려주는 격

언 같은 느낌이 들 정도로 재미있고, 교훈적

이며, 감동이 있다. 

같기도 하고 아니 같기도 하고
로얼드 호프만 / 까치글방

간단한 분자에서 시작하여, 화학논문, 각종 

분자의 합성, 메커니즘 등 화학 전반에 대해

서 다루다가도, 환원주의, 탈리도마이드 같

은 과학철학의 영역으로 살짝 옮겨가기도 한

다. 다소 뜬금없이 과학과 민주주의의 관계

를 다루는가 하면, 바람직한 과학교육과 환

경문제에 대해서도 언급하고 있다. 중간 영

역이라는 저자의 주장대로, 화학적인 내용이 

우리의 실생활과 어떻게 연결되는지에 대해

서 술술 읽어나갈 수 있다.

학과 취득 자격증

반도체설계기사, 반도체설계산업기사, 

의공기사, 의공산업기사, 전자계산기

기사, 전자계산기제어산업기사, 전자

기사, 전자산업기사, 정보처리기사, 

CCNA(Cisco Certified Network 
Associate)

졸업 후 진출분야

일반기업 대기업, 중소기업, 국내외 반

도체 및 전자 관련 업체, 자동차 관련 

업체, 정보기술 관련 업체, 이동통신 

업체, 휴대폰 제조업체, 휴대폰 관련 

부품 업체, 의료기기 전문 업체

공공기관 정부출연 연구소, 고위 공무 

원, 전문 기술직, 교육, 교사, 교수

비영리 부문 학교, 병원

기타 창업, 대학원 진학, 해외유학 등

Our Major Story
전자공학의 기초 지식을 습득하기 위해 <전자공학개론>을 학습하고, 공학적 

설계 개념을 익히고, <논리회로설계> 과목을 통해 컴퓨터 시스템을 구성하는 

기본 구조를 이해하고 설계능력을 배양할 수 있으며 컴퓨터 프로그래밍과 수

치해석 과목을 통해 기본적인 프로그램 능력을 키울 수 있습니다. 또한, 전자

공학에 필요한 기초 물리법칙과 수학이론도 공부합니다. 각종 동아리 활동을 

통해 선후배 간 멘토 · 멘티 관계를 경험함으로써 보다 유익한 대학생활의 기

반을 다지기를 권장합니다.

교육과정
1학기 일반수학1, 일반물리학1, 일반물리학실험1, 논리회로설계1, 논리회로실습설계1,  
전자공학개론 / 2학기 일반수학2, 일반물리학2, 일반물리학실험2, 논리회로설계2, 논리

회로실습설계2, C프로그래밍, C프로그래밍 실습설계

컴퓨터 기본 구조와 동작을 공부하며 고급 <C 프로그래밍>과 <C++ 프로그래밍>  

과목을 통해 프로그램 능력을 심화시킬 수 있고 기본적인 전기회로를 해석하고  

설계 능력을 회로이론으로 키워나갈 수 있으며, <전자기학>을 통해 전계와 자계 

에서 발생하는 물리적인 현상을 이해하고, <신호 및 시스템> 과목을 통해 기본

적인 데이터신호의 성질과 특성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이 시기에는 각 교수님

들이 운영하는 랩실을 탐방하여 전자공학 분야에서 특별히 관심 있는 분야를 

발견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지길 바랍니다.

교육과정 
1학기 공업수학1, 회로이론1, 회로이론실습설계1, 고급C프로그래밍, 고급C프로그래밍

실습설계, 전자기학 / 2학기 공업수학2, 회로이론2, 회로이론실습설계2, C++프로그래밍,  

C++프로그래밍실습설계, 컴퓨터구조 신호 및 시스템

<전자회로>, <데이터통신>, <전자장>, <제어공학>, <디지털시스템설계>, <마이

크로프로세서>, <임베디드시스템>, <확률과통계>, <컴퓨터네트워크>, <반도체

소자>, <회로설계입문> 등의 과목을 통해 다양한 전공 분야에 대한 경험과 지

식을 쌓을 있는 기회를 가집니다. 아울러 이 시기에는 본인들이 소속될 랩을 

결정하고 본격적으로 랩 세미나활동을 시작하게 되며 이를 토대로 관심 있는 

전공분야에 대해 심도 있는 학습기회를 갖게 됩니다.

교육과정 
1학기 물리전자공학, 전자회로1, 전자회로실습설계1, 데이터통신(캡스톤디자인), 제어공

학1, 윈도우프로그래밍, 윈도우프로그래밍실습설계, 마이크로프로세서, 마이크로프로세서

실습설계, 전자장 / 2학기 확률 및 통계, 전자회로2, 전자회로실습설계2, 컴퓨터네트워크, 

반도체소자, 제어공학2, 회로설계입문(캡스톤디자인), 교과교재연구 및 지도법, 인턴십1

<반도체공학>, <제어시스템설계>, <통신시스템>, <전자응용실습>, <윈도우프로

그래밍>, <멀티미디어전송기술>, <디지털신호처리>, <마이크로전자회로설계>,  

<초고주파공학>, <집적회로설계>, <이동통신> 등의 과목을 통해 전자공학의 

전문 인력이 갖추어야 할 전공 능력을 배양하게 됩니다. 또한, 종합 설계 과목

을 통해 지도교수 감독하에 산업체가 요구하는 졸업 논문을 완성할 수 있을 것

입니다. 이 시기에는 취업과 관련해 지도교수와의 긴밀한 소통이 요구됩니다.

교육과정 
1학기 반도체공학, 제어시스템설계1, 디지털시스템설계(캡스톤디자인), 통신시스템, 멀티 

미디어전송기술, 디지털신호처리1, 전자응용실습설계, 교과교육론, 인턴십2 / 2학기 마이

크로전자회로설계(캡스톤디자인), 제어시스템설계2, 임베디드시스템, 디지털신호처리2,  
집적회로설계, 이동통신, 초고주파공학, 논리 및 논술, 인턴십3

1학년

2학년

3학년

4학년

PEOPLE_

스펙보다는  
노력과 자신감!
“학교 이름도 취업 스펙의 하나다? 저도 그렇게 생각한 적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직접 사회생활을 해보니 학교 간판보다 더 중요한 게 

있더라고요. 바로 자신의 ‘노력’입니다. 자신이 좋아하고, 
잘하고. 열정을 가질 수 있는 분야에서 최선을 다
하는 것이 더 중요한 것 같습니다. 저는 대부분의 학생들이 스

펙으로 생각하는 토익점수가 없었습니다. 토익보다는 영어회화에 흥미

가 있어 그 부분만 파고들었죠. 어느 순간 다른 사람들보다 우위에 올라

선 저를 발견하게 됐고요. 현재 생활에 만족하고 지내다 보면 뒤처지기 

마련입니다. 끊임없이 노력한다면 누구나 한계를 넘어설 수 있습니다.  

저는 지금 다니고 있는 회사에서 성공해서 높은 위치에 오르고 싶다… 

뭐 그런 막연한 생각보다는 제가 맡은 업무에 대해서 남들보다 잘하고, 

잘 아는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그 미래는 너무 막연하고, 멀기 때문입

니다. 하나하나 차근차근 도전하고 성취하셨으면 좋겠습
니다. 시련은 누구에게나 찾아옵니다. 저도 한 번의 고배를 

마신 후 삼성전자 공채에 합격했습니다. ‘나는 이 회사를 가고 싶
은데, 이 회사는 무리겠지?’라는 생각보다 ‘그래도 한 번 
해보자!’라는 자신감을 여러분도 가지셨으면 좋
겠습니다.”

오세범(전자공학과 09)_삼성전자 반도체연구소

Enjoy the Club! 
가이야 가이야는 전자공학과 스포츠 동아리로 체력 증진은 물론 선후배 간 친밀감을 

형성할 수 있으며, 항상 즐거운 웃음이 넘치는 마음 훈훈한 동아리입니다.

전자공학과 학생회 최고의 교수님들과 최고의 학생들이 이끌어가는 밝은 미래가 가

득한 곳! 한 줄기 따스한 햇살이 내리쬐는 학생회실에서 전자공학과의 무한한 미래를 

만들어가는 다양한 활동을 통해 멋지게 대학생활을 즐길 수 있습니다. 전자공학과 학

생회는 MT 및 축제 기획, 학과운영 토의, 각종 프로그램 진행 등 학과의 다양한 현안

에 대해 발전방향을 모색하고 학생들 스스로 각 분야에서 리더십을 발휘해 학생회를 

이끌어가고 있습니다.

농구동아리 D&B 전자공학과 농구동아리로 농구를 좋아하는 분이라면 누구든 참여할 

수 있습니다. 농구 연습이나 시합을 통해 체력을 증진하고 스트레스도 훌훌 털어버리

고 있으며, 선후배 및 동기들 간 친밀감 형성은 물론 서로 아끼고 배려하는 끈끈한 우

애를 통해 구성원들 모두가 학교생활의 즐거움과 재미를 만끽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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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엇을 탐구하는가?
21세기는 기술에 있어서도 융합과 통합의 시대입니다. 한 가지의 기술로 생존할 수 

있는 시대는 지났습니다. 전기공학과에서는 기존의 전기, 전자, 제어, 통신 공학의 어

느 한 분야만을 고집하지 않고 이들을 융합한 응용기술을 교육하여 21세기 융합기술 

시대에 적응할 수 있는 인재 육성을 목표로 합니다. 또한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사고력

과 연구력을 갖춘 고급인력을 배양하기 위해 다양한 교육매체와 방법을 활용해 이론

교육을 실시하고 있으며, 고도 산업기술에 적응하고자 하드웨어 및 소프트웨어에 관

한 창의적 설계와 실험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전기공학과는 학생들이 꿈과 희망을 키워 자아 성취를 이루고 학생 개개인의 가치를 

더욱 높일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며, 이를 위해 

진취적인 학업 성취의 동기를 제공하고 학업, 진

로, 장학금, 동아리 활동, 교우관계 등 많은 문

제들을 교수진과 함께 고민하도록 할 것입니다. 

아울러 공학기술을 선도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순천향대학교의 건학이념에 따라 ‘인간사랑’을 

실천하는 따뜻한 인간성을 갖춘 공학자, 나아가 

국가와 사회에 도움이 되는 올바른 인재를 키우

기 위해 정진하고 있습니다.

두드려라, 열릴 것이다!
전기공학과는 평소 자연과학 및 공학 분야에 흥

미가 많은 학생, 복잡한 시스템의 구조를 분석하

고 이해하는 데 관심이 많은 학생, 수학이나 과

학 과목에서 다루는 수식에 흥미가 많은 학생, 

전기, 전자, 통신, 기계, 회로, 에너지 분야에 대

한 흥미와 기타 새로운 분야에 호기심이 많은 학

생에게 적합한 학과입니다. 아울러 주변 사람들

과 잘 어울리고 도전을 즐기며, 궁금증을 풀기 위

해 끈질기게 노력하는 학생을 선호합니다. 전기 

공학과의 문을 두드리고 싶다면, 고교 시절부터 전기, 전자, 통신, 제어 및 기타 과학 

관련 동아리 활동에 참여하거나 과학기술 분야 경진대회 및 발명대회에 참가해보기

를 권장합니다.

전기공학과는 전기 · 전자공학을 기반으로 하여 전기, 전자, 통신 분야의 융합기술을 배우는 미래지향적인 학과입니다. 전기 
공학과는 전기공학 분야에서 충남지역에서 유일하게 BK21 2단계 사업에 선정된 바 있으며, 산업자원부 주관 최우수실험실
사업 수행, 차세대BIT무선부품지역혁신센터 운영 등 다양하고 우수한 성과를 바탕으로 창의적이고 모범적인 인재를 양성 
하기 위해 창의 설계와 실험실습을 강화한 교과과정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 국가연구소, 대기업 및 우수 중소기업과  
많은 산학협력 프로그램을 시행하여 높은 취업률을 달성하고 있습니다.

우리 학과는요!
수상경력

아이디어빅리그 우수상, IPP 일병행 학습제 대상, 공학교육혁신센

터 Capstone Design 경진대회 은상, 전력전자학술대회 I.E 경진

대회 동상, 대한전기학회 전기기기 및 에너지변환부분 추계학술대

회 우수논문상, 전력전자학회 JPE 영어논문 최우수상, 한전주관 

전국대학생 발명품 경진대회 금상 수상 등 다양한 수상 경력 보유

특성화사업

교수님별 연구실 동아리(Laboratory) 운영, 충남 4대 전략산업과 

연계된 스마트 그리드 인재양성을 위한 전기와 IT 통신의 융합교

육 및 연구 진행

교육역량 강화 및 취업률 향상

스마트 그리드 인재 양성을 위해 진로 적성과 수학능력 진단을 통

한 진로 설계, 창의적 산학협력으로 산업체연계 기술교육, LINC, 
IPP 연계 현장실습교육, 산업체 인사초청 워크숍 실시. 기업체와 

연계한 교수별 연구회 활성화를 통한 취업 · 창업률 향상, 취업률 향

상을 위한 다양한 취업 및 창업 지원 교육 실시

전기공학과     https://homepage.sch.ac.kr/ecs

전기·전자공학 기반 융합기술로 
미래를 창조하다

전기공학과 Department of Electrical Engineering

Since 19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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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배가 권하는 책
수학은 아름다워
육인선 / 동녘

수학을 통해 논리적인 사고력을 키울 수 있

도록 꾸며진 수학 교양서이며 학생들의 이

해도를 고려하여 수학교과서의 순서에 맞게 

숫자, 대수, 기하, 해석기하학의 네 부분으로 

구성되어 다양하고 논리적인 생각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재밌어서 밤새 읽는 과학 시리즈
사마키 다케오 / 더숲

‘공포’를 주제로 뉴스에서 나오는 범죄 뒤 숨

은 심리과학부터 영화 <설국열차>에서 본 차

갑게 동결된 지구의 원리, 영화 <그래비티>

에 나온 우주유영에 관한 이야기를 통해 일

상적인 사건 속에서 신비로운 과학의 세계

를 발견하는 눈을 가질 수 있도록 안내하며, 

‘라면을 먹으면 왜 콧물이 나는 걸까? 참은 

방귀는 어떻게 되지?’ 등 사소하지만 일상 

속에서 누구나 한 번쯤 품어볼 만한 질문에 

대한 답을 제시한다. 

신나는 화학
전화영 / 동녘

‘수영장보다 바닷물에서 몸이 더 잘 뜬다’, ‘날

아가는 화살은 멈추어 있다?’ 등 화학의 원리

를 쉽고 재미있게 그림을 덧붙여 설명했다.

학과 취득 자격증

전기기사, 전기공사기사, 전기산업기

사, 전기공사산업기사, 전기철도기사, 

소방설비기사, 정보통신기사, 공업계

측제어기사, 전자계산기기사, 정보통

신설비기사, 무선설비기사, 유선설비

기사 , 전파통신기사, 전자기사, 전자

산업기사, 교직 과정

졸업 후 진출분야

일반기업 대기업, 중소기업, 인터넷관

련 업체, 정보통신 응용업체, 자동화 

기기업체, 마이크로프로세서 관련 응

용시스템 업체, 제어계측 관련 업체, 

자동화 관련 업체, 전기분야 업체, 건

설업체 등

공공기관 한국전력공사, 국방과학연 

구소(ADD) 등의 정부출연연구소, 공무 

원 등

비영리 부문 학교, 병원, 중등교사

기타 창업, 대학원 석박사과정, 해외

유학, 유관분야 개인사업

Our Major Story
‘인간사랑의 실천’이라는 본교 교육 이념과 관련해 전공과 직접적인 연관은 없

지만, 적극적으로 교우 관계를 개척하고, 동아리 활동을 비롯해 다양한 봉사  

활동 및 학내 활동에 참여하고자 하는 마인드가 필요합니다. 또한 대학생에게 

필요한 교양 및 영어 실력 향상에 대한 노력은 물론 다양한 책들을 읽고, 자신

만의 진로를 탐구하며, 향후 전공과목 습득을 위해 수학, 물리, 화학 등 과목

의 기초를 다지는 것이 중요합니다. 아울러 유익하고 보람 있는 대학생활을 

보낼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다양한 활동에 참여하고 규칙적인 생활습관을 기

르는 것이 좋습니다.

교육과정
자기개발프로젝트, 진로설계프로젝트, 필수 교양 과목(사고와 표현, 인간사랑 외), 일반  

수학, 일반 물리학, 기초전기전자수학, C프로그래밍1· 2, 전기전자공학개론1· 2 등

전공과목 공부를 시작하는 시기입니다. 교수님들의 세부전공에 대한 깊은 관심  

아래 각 연구실 동아리에서 공부하는 선배들의 모습을 주의 깊게 관찰하고 본인 

이 희망하는 분야의 미래에 대해 계획을 세워야 합니다. 2학년에서 배우는 대

부분의 과목들은 전기공학과의 필수 학과 기초 과목들이어서 고학년을 준비하

기 위해서도 필요하지만, 졸업 후에 어떤 분야로 진출하더라도 기초가 되므로  

매우 성실하게 공부하여야 합니다. 또한 향후 진로를 고려해 외국어 공부를  

심도 있게 파고들어 공인어학 점수를 높이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교육과정 
영어회화1· 2, 전자기학1· 2, 회로이론1· 2, 회로이론실험1· 2, 기초공학수학, 응용공학수학,  

논리회로1· 2, 논리회로실험, 전기공학응용스프트웨어1· 2, 객체지향프로그래밍, 윈도우즈 

프로그래밍 등

졸업 후에 본인이 진출하게 될 세부 전공 분야의 발판을 준비하는 시기입니다.  

요즘은 다양한 기술 분야들이 융합하는 추세이므로 졸업가능 학점에 맞추지 말

고 가능하면 많은 전공과목을 수강하여 본인의 사회적응력을 높여야 합니다. 

또한, 3학년 때는 본인의 희망 진로에 가장 가까운 연구실 동아리에 가입하여 

지도교수와 선배들과 함께 직접 전공 분야를 심도 있게 공부해야 합니다. 각종 

기사 자격증 취득을 위한 공부도 3학년 때부터 시작해야 합니다.

교육과정 
전자회로1· 2, 전자회로실험1· 2, 마이크로프로세서1· 2, 전기자기장론, 전기기계1· 2, 전기 

기계실험1· 2, 송변전공학, 제어공학1· 2, 마이크로파공학, 배전시스템공학, 전력공학실험,  

인턴십1, 교과교재연구및지도법 등

전기공학과에서는 졸업작품 발표와 졸업논문 작성을 필수로 하고 있습니다.  

4학년 때는 모두 연구실 동아리에 가입하여 지도교수의 지도를 받아 1년간 졸

업논문 연구를 수행한 후 그 결과를 2학기 공대학술제에 졸업작품으로 발표

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4학년 때 가장 난이도가 높은 세부 전공과목을 선택하

여 공부해야 합니다. 3학년 때부터 준비를 시작한 각종 기사 자격증은 4학년 

때 취득이 가능하며, 4학년 때는 본인이 희망하는 분야로 취업 또는 창업을 하

거나, 국내외 대학원에 진학하기 위해 매우 신중하게 그러나 진취적으로 미래

를 설계하고 중요한 결정을 해야 합니다.

교육과정 
전력전자, 전력전자실험, 전력계통, 통신이론, 신호및시스템, 무선회로설계1· 2, 무선회로

설계실험1· 2, 전력변환및전동기제어, 전력변환및전동기제어실습, 졸업논문, 인턴십2 · 3, 
IPP1· 2, 교과교육론, 논리및논술 등

1학년

2학년

3학년

4학년

PEOPLE_

전기공학과 후배님들 
학과선택 잘하셨습니다!
“이 글을 전기공학과의 후배님들이 보고 있다면 이 말을 전하고 싶습니다. 여러분 전공  

잘 선택하셨습니다! 전기계열의 기술인력은 사회에서 지속적으로 꾸준히 필요로 하고  

있으며, 졸업생들 역시 다양한 분야에서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습니다. 대학생활 동안 학점관리, 자격증 취득, 외국어 능력  

등을 착실히 준비만 해둔다면 좋은 기회가 왔을 때 그 기회를 

놓치지 않고 잡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동문회도 잘 운영되고 있고  

졸업생과 재학생 간 교류 역시 활발한 편이라 이를 잘 활용한다면  

여러모로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저는 되도록 모든 일을 긍
정적으로 생각하려고 노력하는 편입니다. 물론 맡은 
일에 최선을 다하면서 말이죠. 제 주변에 있는 모든 사
람들이 서로 사랑하고, 위로하고, 즐거움을 함께 나눌 
수 있도록 앞으로도 노력해나갈 생각입니다. 직장도 가정 

도 ‘행복이 넘치는 작은 천국’으로 만들고 싶습니다. 자신이 먼저 노력 

한다면 그 노력은 주위 사람들에게도 영향을 미치기 마련입니다.  

끝으로 후배님들에게 1인 1동호회 활동을 추천합니다. 
제 경우 동호회 활동을 통해 얻은 경험들이 사회생활에 많은 도움이 

되었습니다. 학창시절의 좋은 추억거리이자 졸업 후에도 
지속적인 유대관계를 이어갈 수 있는 매개체가 되
기에 충분하다는 생각입니다.”

황영하(전기공학과 87)_한국서부발전(주)

Enjoy the Club! 
학과 연구실 동아리 에너지변환연구실_초전도체, 자성체 에너지 응용  전기 기계 분야 /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연구실_영상처리, 원격하드웨어제어, S/W를 이용한 측정자동

화 분야 / 전력공학연구실_대전력, 송변전, 고전압공학, 전력선에 의한 인체영향 평가 

분야 / 무선부품연구실_무선통신용 부품 연구 분야 / JLINK21_비선형견실제어, 웹

기반 가상실험실, 퍼지제어 및 신경망 제어기 설계 분야 / 전력전자/마이크로프로세

서연구실_전력전자, 마이크로프로세서 응용, 드론 및 로봇공학 분야 / 초고주파공학

연구실_마이크로파 공학, 무선통신용 회로 및 시스템, 각종 무선 시스템 관련 분야 /  

항법신경공학연구실_시스템모델링, 위성통신, 위성항법 관련 분야

Spacer 축구 동아리로 평소 축구를 사랑하고 좋아하시는 분이라면 누구든 가입할 수 

있으며, 매주 정기적으로 교내 운동장에서 함께 운동하면서 친목을 다집니다.

Supercon 농구 동아리로 매주 정기적으로 교내 농구장에서 운동을 하면서 체력을 

단련하고 건강한 학교생활을 위해 노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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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엇을 탐구하는가?
전자정보공학과에서는 우수한 연구 및 교육 실적을 보유하고 있는 전임교수들이 특성

화된 교육·연구 프로그램과 산학연계 프로그램 등 실험, 설계 및 기초 학문에 기반을 

둔 개방적이고 창의적인 교육·연구 프로그램들을 바탕으로 대한민국 성장 동력의 중

추가 될 창의적인 엔지니어를 양성하고자 힘을 쏟고 있습니다. 전자정보공학과는 실무

능력을 함양한 국제화·정보화된 인재 양성뿐만 아니라, 윤리교육을 통한 올바른 인격  

함양 등 전인교육을 목표로 학생들을 밀착 지도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지속적인 교과 

과정 개편, 산학협동을 통한 취업 기회 확대,  

교수들의 적극적인 지도 등을 통해 IT 분야에서 

최고의 엔지니어를 배출하는 학과로 거듭나고자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전자정보공학과의 교육 분야는 크게 세 트랙 

으로 나뉩니다. ‘디스플레이 전자정보’ 트랙에서

는 우리나라가 세계 최고의 기술력을 확보하고  

있는 디스플레이 및 반도체산업 분야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며, ‘전력 정보 시스템’ 트랙은 모든  

산업의 근간이 되는 전력시스템 및 전력전자  

산업 분야에 대한 교육을, ‘제어 정보 시스템’ 트랙 

은 차세대 국가 성장 동력 산업으로 추진되고  

있는 지능로봇 및 디지털전자 산업 분야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두드려라, 열릴 것이다!
전자정보공학과는 신기술, 자연과학 분야에 흥

미가 많은 학생, 전자기기 제어나 컴퓨터 프로

그램에 흥미와 소질이 있는 학생, 그리고 어학실

력이 뛰어나거나 언어와 관련된 듣기, 말하기에  

흥미가 있는 학생에게 보다 적합한 학과입니다. 전자정보공학과를 희망한다면 고교

시절부터 과학 및 발명 관련 동아리 활동, 교내 과학경시대회 및 발명 경진대회 참가 

등 전자정보공학 분야의 기초적 소양을 쌓을 수 있는 다양한 체험활동에 참여해볼 것

을 추천합니다.

현재와 미래의 정보화 · 세계화 사회를 이끄는 중추적인 기술의 하나인 IT기술은 컴퓨터와 전기, 전자, 제어공학 및 정보통신  
기술이 융복합된 기술입니다. 전자정보공학과는 이렇게 융합된 복합기술과 그 세부 기술들을 종합적으로 교육하여, 국내 산업  
현장에서 꼭 필요한 인재를 양성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전자정보공학과는 산학협동 교육 및 연구를 위한 국가적 대형  
프로젝트를 수행하고 있으며, 대학 인근의 삼성디스플레이단지, 삼성전자, 현대자동차 등 대기업은 물론 전자정보공학 관련 
중견 기업들과 연계하여 산학일체형 산학협동 시스템을 구축하였습니다.

우리 학과는요!
학과 특별프로그램

❶ 동문기업인 초청 특강

❷ 전공 관련 전시회 참관

❸ 기업체 탐방 프로그램 실시

❹ 전공 관련 전문가 초청 강좌 운영

❺ 원어민 교수 전공영어 교과목 개설 

❻ 산업체 인턴십 진행

❼ 창업 동아리 운영

❽ IPP형 일학습병행제 프로그램 진행

❾ 창업선도대학 선정

❿ Capstone Design 교과목 개설

  디스플레이 분야 고부가가치산업인력 특별양성과정 운영 | 실험 

실을 산업체 연구실 수준으로 운영하고 삼성전자, 전자부품연구원,  

네오뷰코오롱, 선익시스템, 충남디스플레이센터 등이 참여하는 대

규모 산업체 및 연구소 강사진을 구성하여 직접 산업체 현장에서 

필요한 내용을 강의하고 충남디스플레이센터에서 디스플레이 관련  

실험을 공동으로 수행 

전자정보공학과     http://homepage.sch.ac.kr/sdisplay

IT분야의 
글로벌 스탠더드를 제시하다

전자정보공학과 Department of Electronics & Information Engineering

Since 19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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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배가 권하는 책
일러스트로 보는 기초전기전자
마사요시 사카이 / 한진

기초적인 전기 지식을 일반인들이 이해하기 

쉽도록 설명한 책이다. 비교적 어려운 내용

에 대해서는 연상 기법을 도입, 많은 도면과 

일러스트를 이용해 설명하고 있다.

화학으로 이루어진 세상
K. 메데페셀헤르만 외 / 에코리브르

생활 속의 화학을 담아 정리한 교양 화학서 

로, 과학저널리스트인 저자와 실용화학자가 

하루 24시간 안에 일어나는 화학적 사건을 

시간별로 추적하는 내용이다. 현대 문명 속에  

남아 있는 화학의 양면성을 흥미롭게 풀어 

낸다. 

미적분으로 바라본 하루
오스카 E. 페르난데스 / 프리렉

어렵게 느끼던 미적분을 일상의 하루를 통 

해 스토리텔링으로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풀어쓴 책으로 미적분학을 통해 사람의 혈관 

이 특정한 각도를 유지하면서 나뉘는 이유를 

설명하고, 왜 공중으로 던진 모든 물체가 포 

물선을 그리는지, 시간 여행을 할 수 있다는 

것, 우주가 팽창하고 있다는 것을 증명하면 

서 시간과 공간에 대해서 다시 생각해 보게  

한다.

학과 취득 자격증

그래픽스운용기능사, 무선설비기사, 반

도체설계산업기사, 반도체설계기사, 소

방설비기사, 소방설비산업기사, 정보

기기운용기능사, 정보통신기사, 무선

설비산업기사, 전파통신기사, 유선설

비기사, 자동화설비제어기사, 전기공

사기사, 전기기사, 전기철도기사, 전자

회로설계산업기사, 정보처리기사, 통신

선로산업기사, 전파전자기사

졸업 후 진출분야

일반기업 대기업, 중소기업, 국내외 디 

스플레이 반도체 및 전자 관련 업체, 

자동차 관련 업체, 정보기술 관련 업

체, 발전 및 전기설비 유지 · 관리 · 보수  

전문 업체, 전문 건설업체, 이동통신업 

체, 휴대폰 제조업체, 휴대폰 관련 부

품 업체

공공기관 정부출연 연구소, 고위 공무

원, 전문기술직

비영리 부문 학교, 병원, 교사, 교수

기타 창업, 대학원 진학, 해외 유학

Our Major Story
우수한 공학도의 기본 자질을 연마하는 시기입니다. 전자정보공학 교육의 기초 

가 되는 <프로그래밍>, <논리회로>, <일반수학>, <일반물리학>을 배우고, 국제

화 능력 배양을 위해 <대학영어>를 수강하며, 진로설계의 구체화를 위해 <자

기개발프로젝트>, <진로설계프로젝트>를 수강하고, 인문학적 교양 함양을 위

해 <사고와 표현>, <그래픽 포트폴리오>, <인간사랑> 등의 과정을 이수합니다. 

또한, 다양한 전시회, 학회, 현장 견학 등을 통해 공학자로서의 삶에 대한 이

해를 넓힙니다.

교육과정
1학기 일반수학, 프로그래밍기초1, 프로그래밍기초실습1, 전자정보공학개론, 자기개발

프로젝트 / 2학기 일반물리학, 프로그래밍기초2, 프로그래밍기초실습2, 공학수학기초, 

논리회로, 진로설계프로젝트

전자정보공학 교육의 근간이 되는 시기입니다. 공학도로서의 튼튼한 기초역량

을 배양하기 위해 <C++프로그래밍>, <회로이론>, <전자기학>, <디지털공학>,  

<선형시스템>, <공학수학> 등의 전공과목을 이론과 실습을 병행하여 이수하

며, 국제화 역량 향상을 위해 영어회화 과정을 이수합니다. 전공과목 학습에 

더해, 실무능력을 갖춘 공학도로의 성장과 든든한 사회적 네트워크 형성을 지

원하는 연구실 및 동아리 활동을 병행할 것을 추천합니다.

교육과정 
1학기 C++프로그래밍, C++프로그래밍실습, 공업수학1, 회로이론1, 회로이론실험1,전
자기학1, 디지털공학 / 2학기 디지털회로설계실습, 공업수학2, 회로이론2, 회로이론실

험2, 전자기학2, 선형시스템

전자정보공학 교육의 토대를 구축하는 시기입니다. 무한히 성장할 수 있는 공학 

도의 능력을 완성하기 위하여 이론과 실습이 융합된 <전자회로>, <제어공학>, 

<전력공학>, <전기기계>, <반도체>, <마이크로프로세서> 등의 전공과목을 수

강합니다. 외국인 전임교수가 함께하는 <전공영어> 과정 이수를 통해 국제화 

능력을 지속적으로 강화하는 한편, 실무능력을 키우기 위한 현장실습 과정을 

제공합니다. 국제화된 실무형 공학자로의 성장을 지원하는 해외 교환학생 및 

해외 인턴십 프로그램을 적극 활용하기를 추천합니다.

교육과정 
1학기 전자회로1, 전자회로실험1, 제어공학1, 전력공학1, 전기기계1, 반도체1, 전공영어1,  
마이크로프로세서, 마이크로프로세서응용실습 / 2학기 전자회로2, 전자회로실험2, 제어 

공학2, 전력공학2, 전기기계2, 전공영어2, 전력전자1, 반도체2, 디스플레이공학, 교과

교재연구및지도법

전자정보공학의 응용력을 완성하는 시기입니다. <로봇공학>, <디지털제어>, <지 

능제어>, <자동화공학>, <디지털회로>, <아날로그회로>, <에너지시스템>, <에너

지공학>, <광전자반도체> 등 기업활동과 직결되는 전공과정의 이수를 통하여  

공학적 실무능력을 완비하게 됩니다. 아울러 취업 · 창업 능력의 배양을 위하여 

IPP, S-OJT 등 현장일체형 교과과정을 제공합니다. 4학년은 졸업 후 미래를 

준비하고 자신만의 기량을 가다듬는 시기이므로, 학과에서 제공되는 다양한 

취업 및 창업 관련 프로그램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것이 좋습니다.

교육과정 
1학기 전력전자2, 수치해석, 전공영어3, 에너지시스템실습, 광전자반도체, 시스템프로

그래밍, 아날로그회로, 디지털회로, 반도체제조공정, IoT기초이론, 캡스톤디자인1, 교과 

교육론, 인턴십1, 인턴십3 / 2학기 휴먼IoT응용, 로봇공학, 디지털제어, 자동화공학, 에너 

지공학, 디스플레이공학실험, 전력시스템해석, 정보디스플레이공학개론, 논리및논술, 전력 

변환응용실습, 전공영어4, 캡스톤디자인2, 인턴십2

1학년

2학년

3학년

4학년

PEOPLE_

생각하는 대로 말하는 대로!
“안녕하세요. 전자정보공학과 후배, 아니 제자 여러분! 저는 00학번 선배이자 전자정

보공학과 교수입니다. 본교 출신 교수로서 후배, 제자들을 좀 더 가까이에서 친근

하게 만날 수 있어 감개무량합니다. 여러 교수님들의 훌륭한 가르

침 덕분에 지금 이 자리에 제가 설 수 있게 된 것 같습니다. 교학상

장(敎學相長)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중국의 고대 유교의 경전인 

예기에 나오는 이 말은 스승은 학생을 가르치며 성장하고, 제자는 배우

며 성장한다는 말입니다. 지극한 진리가 있다고 해도 배우지 않으면 그것

이 왜 좋은지 알지 못합니다. 배움으로써 자기의 부족함을 알 수 있으며,  

가르친 후에 비로소 어려움을 알게 됩니다. 저는 가르치고 배우면서 더

불어 성장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저와 학과 학생의 발전이 곧 순천향대

학교와 학과의 발전이라 생각하며, 가르치고 배워나가겠습니다. 때로는 

실패할 때도 좌절할 때도 있겠지만 최선을 다한다면 그만큼 목표에 도

달할 확률은 높아집니다. 저는 사람이 하는 일은 항상 생각하
는 대로 또는 말하는 대로 이루어진다고 생각합니다. 지
속적으로 생각하고, 말하고 있다는 것은 그 목표에 대한 
관심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관심이 생기면 궁금증도 생
기게 되고, 이 궁금증을 해결해 나가다보면 어느덧 자신
의 목표에 도달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후배 여러분! 

자신의 꿈과 희망을 항상 생각하고, 말하시라 전하고 싶습니다.”

김병호(정보기술공학부 00)_순천향대학교 전자정보공학과 교수

Enjoy the Club! 
로봇동아리 날개짓 학부과정에서 깊이 다루어볼 수 없는 여러 가지 마이크로프로세서

를 이용한 시스템 제어 특히, 자율이동 로봇, 음성인식 로봇, 2족 로봇, 4족 로봇 등 

다양한 로봇을 대상으로 하는 로봇제어에 관하여 연구 및 실험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창업동아리로써 학부과목과의 접목을 통해 학부 내 학업분위기 조성에 기여하며, 신

입생들의 전공이해에 도움을 주기 위해 동아리 내 교육을 점진적으로 확대하고 있습

니다. 모든 학생들이 골고루 날개짓 동아리의 기초 및 전문적인 노하우를 익힐 수 있

도록 돕고 있으며, 학생 개개인의 자료 및 정보를 서로 교환 및 공유함으로써 회원들 

간 유대감을 극대화합니다. 대외적으로는 관련 대회에 출전해 개인의 발전을 꾀하고 

많은 기술을 습득할 수 있도록 지원하며, 관련 학부 및 동아리들과 연계해 더 큰 성과

를 창출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특히 지난 13년간의 운영을 통해 500명의 졸업

생 배출하였으며, 매년 30여 명의 신입회원을 비롯해 전체 100여 명의 학생들이 함

께하는 학내 최대 규모의 전공동아리입니다. 과거 10년간 30여 명이 대기업 취업에 

성공하였으며, 졸업생들이 실리콘밸리를 포함한 미국 로봇 산업에도 진출하는 등 다

양한 성과를 바탕으로 교내외에서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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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엇을 탐구하는가?
본 학과는 산업체 및 연구소와의 활발한 공동연구를 기반으로 응용교육을 강화하고 

국내외 대학과의 긴밀한 유대 관계를 통해 기초 교육을 더욱 강화하고 있습니다. 화공

산업 전반에 필요한 물리, 화학, 수학을 기초로 화공양론, 열역학, 단위조작, 공장설

계, 제어, 공업경영 등의 전통적인 교과목과 자동차 특화 교육 과정을 운영하고 있습

니다. 주요 연구 분야로는 플라즈마 가공, 촉매 반응 공학, 유기 합성 및 정제, 분체공

학, 공정제어, 공정모사, 고분자 공정, 생명, 분리공정, 신에너지, 이차전지 등이 있으

며 이러한 각각의 분야와 관련하여 다양한 산학협동을 통한 기초·응용 분야의 연구가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나노화학공학에서는 이론과 실험을 통한 연구논문 제도를 졸업제도로 채택하고 있으

며 학생이 선택한 세부 전공의 지도교수로부터 자기 적성에 맞는 연구 지도를 받을 수 

있습니다. 세부 전공 분야는 화학공학과 공업화

학으로 분류되며, 각 전공 분야에 따라 철저한 지

도를 통해 창의력을 배양하는 교육을 실시하고 있

습니다. 보다 전문적인 연구를 수행하고자 현재 

GC, IR, UV, TGA, BET, DSC, SEM, HPLC, 

입도분석기 등 고성능 연구 장비들을 구비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새로운 연구 장비를 지속적으

로 확보해 나갈 방침입니다.

두드려라, 열릴 것이다!
나노화학공학과는 화학적 분석 및 실험에 대해 흥

미가 있는 학생에게 적합한 학과입니다. 따라서 고

교 시절부터 과학 동아리 활동, 과학 관련 교내외 

대회 등에 참여해보기를 권장하며 외국어 능력 함

양을 위한 활동을 비롯해 스포츠활동, 청소년 단

체 활동, 봉사활동 등을 통해 공동체 의식을 함양

하는 노력도 필요합니다. 이울러 세심하고 주의력이 깊으며, 끈기가 있고 성실함까지 

겸비한 학생이라면 망설이지 마시고 나노화학공학과의 문을 두드려주시기 바랍니다.

나노화학공학과의 교육목표는 전통적인 화공산업 전반에 폭넓게 적용할 수 있는 기초 학문과 화학공정에 대한 전문지식을 갖
춘 화공기술자 양성입니다. 나노화학공학과는 대량생산과 장치산업에 대한 전통적인 화학공학과와는 달리 삶의 질과 보다 나
은 환경에 대한 욕구에 부응하기 위해 화학공학의 미시적인 영역, 즉 첨단산업과 생명공학, 의료공학은 물론 신소재공학, 미래
형 자동차공학 등으로 영역을 넓혀 과학과 인류 문명의 발전을 선도하는 첨단학과입니다. 특히 산학협력관계를 통해 국가가 
요구하는 핵심 기술개발에 참여할 수 있는 고급 과학기술 인재를 양성하는 데 목표를 두고, 21세기를 선도하는 나노, 바이오, 
IT분야와 접목한 응용교육을 위해 산업체 및 연구소와 활발하게 공동연구를 시행하고 있으며, 학생들의 전공 이해도 증진 및 
취업률 향상을 위해 관심 분야 연구지도 교수제와 졸업논문 연구지도, 그리고 현장실습교육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우리 학과는요!
지도교수제 및 영어프로그램 운영

❶ 지도교수제로 실습활동 및 졸업논문 활동 지도

❷ 전공영어 교육프로그램 운영으로 어학 능력 향상

나노화학공학융복합녹색기술개발 프로그램 운영

❶ 미래형 자동차 그린부품소재 프로그램

❷ 그린에너지 프로그램

❸ New IT 융합 강화 프로그램

현장취업 창출 프로그램 운영

❶ CTO 리더십프로그램

❷ 현장실무참여 프로그램

❸ 중견관리자와 멘토링프로그램

❹ 산학연계 강화 프로그램

나노화학공학과     http://homepage.sch.ac.kr/nano

21세기 미래 산업사회 
핵심NT인재 양성

나노화학공학과 Department of Nano Chemical Engineering

Since 19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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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배가 권하는 책

9가지 크레이지 아이디어
로버트 에를리히 / 사이언스북스

입자물리학 교수인 로버트 에를리히는 이 

책에서 ‘9가지 검토해볼 만한 황당 아이디

어’를 선정하고, 과학적 분석을 동원해 해부

했다. 가령, 에이즈의 원인은 HIV가 아니라

는 주장, 총기 소유가 늘어나면 범죄가 줄어

든다는 주장, 시간 여행이 가능하다는 주장 

등이다. 그가 알려주는 ‘크레이지 아이디어 

10가지 판별법’을 적용하면, 책을 읽는 우리

도 얼마든지 세상의 크레이지 아이디어들을 

재단해볼 수 있다. 

과학혁명의 구조
토마스 쿤 / 까치글방

현대 물질문명을 받쳐주고 있는 과학의 본

질적 성격을 파헤치고 있어 현대 지식인들

이 꼭 읽어야 할 고전이다. 서구 지식사회에 

미친 방대한 영향을 정리하고 ‘과학’의 진보

가 이룩되는 과정을 체계적으로 요약한다. 

쿤에 의해서 제시된 패러다임과 공약 불가

능성 같은 개념을 명확히 하여 쿤의 아이디

어가 오늘날 과학에 어떤 타당성을 가지는

지 검토하고 있다.

욕망하는 테크놀로지
장대익, 이상욱 / 동아시아

한국을 대표하는 과학기술자들이 ‘기술’에 

대해 성찰한다. 시계, 자전거, 휴대전화, 인

터넷, 휴머노이드와 사이보그까지 그 역사

와 사회문화적 의미를 다루고 있다. 일상적

으로 사용하는 현대 문명의 이기들이 어떻

게 발명되었고, 우리의 삶과 문화에 어떤 영

향을 끼치는지를 풀어낸다. 이 책은 자연과

학과 인문학, 사회과학, 문화학, 역사를 아우

르며 딱딱하고 어렵게 느껴지는 테크놀로지

에 대한 고정관념을 깨뜨린다.

학과 취득 자격증

화공기사1급, 가스기사, 산업안전기

사, 화학분석기사, 화약류제조기사, 위

험물산업기사(수질, 대기, 폐기물), 환

경기사, 소방기사

졸업 후 진출분야

일반기업 엔지니어링 기업, 석유화학

공업, 정밀화학공업, 전자소재공업, 화

학분석기업, 고분자공업관련 기업체, 

무기물제조공업, 도료·안료공업, 의료·

제약공업 등

공공기관 각 기업체 및 정부기관, 정 

부출연 연구소, 전문직(변리사, 자영업,  

컨설턴트) 등

Our Major Story
공학의 기초를 습득하기 위하여 <화학>, <물리학>, <수학> 등과 이를 실험적으로  

규명하는 <화학실험>, <물리학실험> 등 기초 학문과 외국어, 컴퓨터언어, 기타 

철학, 논리학과 같은 교양과 공학의 기초 역량을 다지는 분야를 배웁니다. 타인 

과의 대화와 팀플레이, 공학의 원리를 실습으로 체득하는 <공학입문설계>와  

바른 인성과 미래 리더의 역량을 함양하는 <셀프리더십> 교과목도 수강합니다.  

봉사활동과 동아리 활동, 여행, 독서 등의 경험을 해보기를 권장합니다.

교육과정
1학기 일반수학1, 일반물리학1, 일반화학1, 일반물리학실험1, 일반화학실험1 / 2학기 

일반수학2, 일반물리학2, 일반화학2, 일반물리학실험2, 일반화학실험2, 나노공학개론

1학년에서 배운 공학의 기초를 바탕으로 화학공학의 초석으로 필요한 <유기

화학>, <물리화학>, <화공공학기초실험>을 수강하고, 화학공학의 기본인 물질

과 에너지 수지식을 배우는 <화학공학양론>, 물질의 물성과 열적 특성을 배우

는 <화공열역학>과 유체의 움직임을 공학적으로 분석하는 <유체역학>과 <컴

퓨터언어>, <컴퓨터활용> 등을 수강합니다. 졸업 후 진로를 결정하고 미래를 

준비하는 시기로 선후배와 교수님들과 진로에 대한 풍부한 상담을 통해 실행

할 수 있는 계획을 수립하고 실천할 것을 권장합니다.

교육과정 
1학기 공업수학1, 컴퓨터언어설계, 물리화학1, 유기화학1, 화공양론1, 화공기초실습설

계1, 생물공학 / 2학기 공업수학2, 컴퓨터활용실습, 물리화학2, 유기화학2, 화공양론2, 
화공기초실습설계2, 화공열역학1, 유체역학

3학년과 4학년 2년 동안에 각 교수님의 Lab 구성원으로서 화학공학의 미래

기술을 연구 및 체험하고 발표하며, 지난 2년간 학습한 화학공학의 기초를 바

탕으로 <물질전달>과 <열전달>, <화학공정실습설계>, <분리공정>에서 물질과 

열의 거동과 분리과정의 이론과 실습을 수강하고, <화학반응공학>에서 화학

반응 및 반응기 설계를 학습하며, 플라스틱인 고분자의 합성과 물성은 <고분

자화학>과 <고분자가공학>에서, 나노물질의 성질에 대해서는 <나노분체공학>,  

<나노소재화학>, <나노생유기화학>, <나노기기분석>에서 배우고, 기타 <전기

화학>, <무기공업화학>, <분석화학> 등을 수강합니다. 전공 이외에 다양한 교

양교과목에 대한 탐구는 물론 영어 능력을 향상시키는 노력도 요구됩니다.

교육과정 
1학기 물질전달, 열전달, 고분자나노공학, 전기화학, 화공공정실습설계1, 화학공학연구

설계1(캡스톤디자인), 유기공업화학, 화공열역학2, 유기나노소재 / 2학기 화공공정실습

설계2, 화학공학연구설계2(캡스톤디자인), 반응공학1, 고분자화학, 무기공업화학, 분리

공정, 나노기기분석, 나노분체공학, 고분자가공학

지난 4년간 학습결과를 집대성하는 종합설계를 수강하고 경진대회에 참가합

니다. <공정제어>와 <공장설계 및 모델링>에서 화학공정을 제어하고 분석, 설

계, 모델링방법을 습득하고, <화장품공학>, <산업안전공학>, <청정기술공학> 

등 전문분야 교과목을 수강하며, 현장실습 프로그램을 통해 화학 산업뿐만 아

니라 전 산업계에 필요한 전문지식을 현장에서 직접 체득합니다. 이러한 과정

을 통해 화학공학 전문지식과 소양을 겸비한 화학공학 전문인이자 산업현장

에 필요한 역군으로 거듭나게 됩니다.

교육과정 
1학기 공정제어, 화학공학특수연구설계(캡스톤디자인), 공장설계, 나노이동현상, 현장실

습(인턴십1) / 2학기 종합설계(캡스톤디자인), 공정설계 및 모델링, 나노기술공학, 나노

촉매공학, 전자공학

1학년

2학년

3학년

4학년

PEOPLE_

나만의 목표를 찾아 고고~
“안녕하세요! 나노화학공학과 집행부와 SRC 멘토를 맡고 있는 김송주입니다. 저는 

신입생들이 관심 분야를 찾고 학교 생활에 잘 적응할 수 있

도록 돕고 있어요. 새로운 것을 시도하는 것을 좋아해서 여

러 가지 일에 도전하다 보니 학과 생활도 열심히 하게 되고, 

동아리 활동이나 다른 활동들도 찾아서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아직 

하고 싶은 게 더 많은 16학번이라 전공수업이나 교양수업을 다양하

게 들어보면서 제가 정말로 원하는 일을 찾는 것이 현재 저의 목표랍

니다. 화학공학과는 진로가 다방면으로 정말 많거든요. 그 중에서 제

가 앞으로 해나가야 할 일을 찾고 그 분야에서 최고가 되기 위해 즐거

운 마음으로 노력할 생각입니다. 

오늘 할 일을 내일로 미루지 말라! 다들 아는 말이
지만 정작 지키긴 힘들더라고요. 그래도 내일 
힘들어하고 있을지도 모르는 ‘나’를 위해 오늘
을 충실히 살아보렵니다. 왠지 책임감이 팍팍 
생기는 걸요! 아직 여러모로 부족하기에 오늘도 
전 저만의 목표를 찾아 씽씽~ 달려가겠습니다. 후배님
들도 각자 하고 싶은 일이나 목표 꼭 이루셨으면 
좋겠어요. 우리 친하게 지내자고요!”

김송주(나노화학공학과 16)

Enjoy the Club! 
아쿠아 ‘AQUA’는 지난 1990년에 창설되어 현재 약 50여 명이 활발한 활동을 펼치

고 있는 축구 동아리입니다. 축구 외에도 매 학기 졸업생과의 만남을 통해 친목 경기

를 진행함으로써 선후배 간의 연결고리를 이어오고 있습니다.

데카핸즈 항상 밝은 분위기에서 친목을 도모하고 누구보다 즐겁게 농구를 즐기는, 참

여하면 할수록 마음 풋풋해지는 농구 동아리입니다.

화공 취업을 JOB자 2015년 개설된 화공인들만의 취업을 위한 동아리입니다. 자신의 

진로에 대해 고민하고 강의를 들으며 취업에 대한 정보를 얻을 수 있습니다. 선후배 간

에 이루어지는 풍부한 커뮤니케이션은 물론 다양한 취업 분야에 대한 탐색과 공유 과정

을 통해 차근차근 취업 계획을 세우고 준비하는 의미 있는 시간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NST 스터디와 친목을 아우르는 동아리입니다. 각자 공부한 내용을 바탕으로 정보를 

공유하면서 서로에게 동기부여를 해줍니다. 서로 모르는 부분에 대해 질문을 하고 각

자의 지식을 토대로 성실하고 친절하게 답하면서 지식을 쌓고, 함께 공감하며, 형제

처럼 끈끈하게 친목을 도모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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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엇을 탐구하는가?
에너지환경공학은 다양한 기초학문 및 응용학문이 유기적으로 결합된 융합응용학문

으로 인구의 증가, 자원 및 에너지의 이용, 산업화 등에 기인하는 에너지 및 환경문제

를 해결하는 학문입니다. 이에 따라 개설되는 과목의 특징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자연 정화과정의 원리와 공학적 공정에서 응용하는 원리의 연관성이 강조되며 둘째, 

실제 설계와 조작(Operation)과 연관된 원리를 이해하고 기술을 습득하는 것이 중

요합니다. 에너지환경공학의 연구 분야는 수질관리, 용수 및 폐수처리 기술, 대기 및 

토양오염물질 처리 기술, 폐기물 처리 및 자원화 기술, 이산화탄소 포집 및 자원화 기

술, 청정에너지 기술 등이 있으며, 에너지환경공학 전공의 연구시설에는 TOC, GC, 

HPLC, AAS, UV, SEM, PM10, PM 2.5, IC 등 현대적인 기기들을 구축하고 있습니다.

순천향대학교 에너지환경공학과는 ‘신기술 교육을 통한 학생 가치 창출’에 앞장서는 

최우수 교수진과 열정과 꿈을 가진 학생들의 노

력으로, 지구환경 보존과 대체에너지 개발 분야

의 최우수 글로컬 리더(Glocal Leader)를 배

출하는 청년 학과로 최근 급부상하고 있습니다.

에너지환경공학과는 졸업 후 화학 관련 제품을 

생산하는 모든 공장에 취업이 가능하며 그 곳에

서 수질오염, 대기오염 방지 및 폐기물 처리와 

관련된 업무를 수행할 수 있습니다. 또한 각종 

국립 및 사립 환경연구소와 기술직 공무원으로

도 취업이 가능합니다. 

두드려라, 열릴 것이다!
평소 에너지 및 환경공학 분야에 관심이 있고 화

학, 수학, 생물을 비롯한 자연과학 분야에 흥미

가 있는 학생이라면? 새로운 것을 발견하고 응

용하는 일에 매력을 느끼고 창의적인 공학설계 

활동에 열정을 가진 학생이라면? 여러분은 바로 에너지환경공학과가 기다리는 인재

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아울러 에너지환경공학과를 희망할 경우 고교 시절부터 자연

환경 보호, 환경보전 캠페인 등 환경보호 활동을 비롯해 수학, 과학, 컴퓨터 등의 동아

리 활동에 관심을 갖고 참여하는 것이 좋습니다.  

에너지환경공학과는 자연환경을 보전하고 지속가능한 사회를 구현하기 위해 환경문제의 원인을 규명하고 오염제거 및 복원 
기술을 연구하며, 친환경적이고 안정적인 에너지 생산을 위한 융합 기술을 연구하여 미래사회에 전개될 에너지 및 환경 문제
를 창의적이고 능동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글로벌 전문 인력을 양성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국가직무능력표준(NCS) 기반의 교
육 및 훈련, 즉 산업현장에서 직무를 수행하기 위해 요구되는 지식, 기술 및 태도 등을 배양하기 위해 실무중심의 교육과 다양
한 체험 활동을 진행하고 있으며 이를 바탕으로 산업현장에 최적화된 인력을 양성하고 있습니다.

우리 학과는요!
에너지환경 융복합 녹색기술개발 프로그램 운영

❶ 폐기물의 에너지자원화 프로그램

❷ 방사성폐기물의 위해도 저감화 프로그램

❸ 수질 및 대기 정화 프로그램

에너지환경 융복합 녹색산업 창출 프로그램 운영

❶ 저탄소 수질운영 기술의 산업창출

❷ 친환경 소재의 응용 분야의 산업창출

녹색 신기술 실용화를 위한 창업 프로그램 운영

예비 창업 프로그램 및 CEO 특강 운영

재학생을 위한 학과 프로그램

❶ 환경 관련 5개의 실험실(Lab)을 운영

❷ 기사 자격증 취득을 위한 동아리와 세미나 운영

에너지환경공학과     http://homepage.sch.ac.kr/envir

지구환경 보전과 
청정기술 개발을 리드하다

에너지환경공학과 Department of Energy & Environmental Engineering

Since 19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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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배가 권하는 책
위대한 전환 : 지구 온도 2도를 
지키기 위해
알렉산드라 하만, 클라우디아 체아슈미트 / 

푸른지식

기후변화가 지구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학

자들의 견해를 강연 형식으로 풀어놓은 그

래픽 책이다. 전 지구적 문제로 부상한 기후

변화의 현주소와 기술적, 경제적, 국가적 대

안을 알기 쉬운 일러스트와 도표, 대중적인 

언어로 압축해 사전 지식 없이도 쉽게 이해

가 가능하다.

그린잡
녹색교육센터, 박경화 / 양철북

에너지 및 환경과 관련된 직업군을 알려주는 

책이다. 각 장마다 해당 직무 전문가의 의견 및 

적성, 라이프스타일 등을 설명하고 있어 자신

의 적성에 맞는 녹색직업을 골라볼 수 있다.

학과 취득 자격증

수질환경기사, 수질환경산업기사, 대

기환경기사, 대기환경산업기사, 온실

가스관리기사, 온실가스관리산업기사, 

폐기물처리기사, 폐기물처리산업기사, 

토양환경기사, 토양환경산업기사, 소

음진동기사, 소음진동산업기사, 자연

생태복원기사, 자연생태복원산업기사, 

원자력기사, 신재생에너지발전설비기

사, 신재생에너지발전설비산업기사, 산

업안전기사, 산업안전산업기사, 산업

위생관리기사, 산업위생관리산업기사

졸업 후 진출분야

공무원 환경부, 특별시·광역시·도·시

군 환경공무원, 지방유역 환경청 등 

공기업 환경공단, 수도권매립지관리공

사, 한국수자원공사, 한국농어촌공사, 

도시개발공사, 한국수력원자력, 한국전

력, 남동·남부·동서·성부·중부발전 등

산업체 에너지 및 환경관련 플랜트 설

계 및 시공 회사, 자연환경 보전을 위한 

환경영향평가 회사, 에너지 생산, 환경

오염물질 처리시설 운영 및 관리 회사

연구소 국립환경연구원, 한국환경정

책평가연구원, 보건환경연구원, 한국

건설기술 연구원 등

학계 환경전문교사, 대학교수 등

Our Major Story
과학의 기초 원리를 이해하기 위해 화학, 수학, 생물학 등의 기초학문을 배우

고, 외국어, 컴퓨터 프로그램 및 다양한 인문사회 강좌를 통해 기본 소양을 다

집니다. 이와 함께 바른 인성과 리더의 역량을 함양하기 위한 셀프리더십, 전

공에 대한 심도 있는 탐색과 인생 로드맵을 형성하기 위한 진로설계프로젝트

를 수행하게 됩니다. 학교생활 적응 및 원만한 교우관계 형성을 위해 교수님 및 

선배와 면담, 동아리 및 봉사활동 등에 참여할 것을 권장합니다.

교육과정
1학기 일반수학1, 일반생물학, 일반화학1, 일반화학실험1, 컴퓨터활용수학1 / 2학기 일반 

수학2, 일반화학2, 일반화학실험2, 공학디자인, 프로그램언어

1학년에서 습득한 기초학문을 바탕으로 지구환경의 보존 및 청정기술 개발을 

위해 <공학기초계산학>, <에너지환경공학개론> 등 에너지환경공학의 기초과목

을 배우고, 지구 환경에 영향을 미치는 오염 물질의 종류와 분석을 위한 <환경

분석화학>, 수질환경의 특성, 용수 및 폐수처리 기술 습득을 위한 <물리화학적  

수처리공학>, 대기환경의 특성, 오염물질처리 기술 습득을 위한 <청정에너지

관리 및 기후변화>, 신재생에너지의 특성을 습득하기 위한 <신재생에너지공

학> 등을 배우게 됩니다. 학업 이외 시간에는 전공 교과목에 대한 이해도 향상

을 위한 학습소모임, 진로 선택을 위한 교수님 및 선배와의 면담, 다양한 특성

화 프로그램에 참여할 것을 권장합니다.

교육과정 
1학기 영어회화1, 환경분석화학, 에너지환경공학개론, 물리화학1, 환경미생물학, 환경화학, 

환경분석화학실습 / 2학기 영어회화2, 물리화학적 수처리공학, 청정에너지관리와 기후변화, 

물리화학2, 공학기초계산, 생명공학, 신재생에너지공학, 물리화학적 수처리공정 실습설계

산업현장에서 직무를 수행하기 위해 요구되는 직무능력을 습득하기 위해 생물

학적 폐수처리 공정, 대기오염제어 공정 및 환경설비설계와 경영 등을 배우고, 

실험실습 및 현장체험 학습을 통해 에너지환경공학자의 지식, 기술 및 태도 등

을 배양하게 됩니다. 또한 에너지 및 환경문제 해결 능력을 배양하기 위해 캡

스톤디자인 등 다양한 프로젝트를 수행하게 됩니다. 전공 관련 자격증 취득을 

위한 학습소모임이나 다양한 취업관련프로그램에 참여할 것을 권장합니다.

교육과정 
1학기 생물학적 수처리공학, 공학세미나1, 환경반응공학, 연소에너지공학, 토양지하수환

경, 환경영향평가, 환경법규, 생물학적 수처리공정 실습설계 / 2학기 캡스톤디자인1, 대
기오염 제어공학, 컴퓨터활용수학2, 공학세미나2, 환경시스템공학, 에너지환경통계학, 

인터페이스공학, 수계통공학, 전기에너지공학, 대기정화공정 실습설계

국제적인 환경변화에 적응하고 에너지환경공학자의 전문성 및 문제 해결 능력 

을 배양하기 위해 <청정에너지 빅테이터공학>, <환경영향평가> 및 <에너지 분리

공정> 등을 배우게 됩니다. 또한 다양한 현장체험 학습을 통해 전문지식을 현장

에서 직접 체득할 수 있게 됩니다. 학업 이외 시간에는 취업을 위한 소모임, 취

업프로그램 및 취업박람회 등에 참여할 것을 권장합니다. 이러한 일련의 과정을 

통해 에너지환경공학전문인, 창의적 문제 해결 능력을 갖춘 글로벌 에너지 및  

환경 기술인으로 성장하여 산업현장에서 꼭 필요한 인재로 거듭날 수 있습니다.

교육과정 
1학기 캡스톤디자인2, 환경설비 설계와 경영, 상하수도공힉, 환경영향평가, 산업환경공

학, 청정에너지 빅데이터공학, 에너지환경정책, 환경컴퓨터실습설계, 현장실습(인턴십1), 
현장실습(인턴십3) / 2학기 환경컴퓨터시뮬레이션, 지하수오염공학, IPP(장기현장실습), 

에너지시스템공학, 환경법규, 에너지분리공정, S-OJT(일학습병행제)

1학년

2학년

3학년

4학년

PEOPLE_

대한민국 에너지환경공학 분야를 
즐겁게 이끌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에너지환경공학과를 누구보다 아끼고 사랑하는 학생회장입니다. 

에너지환경공학을 전공하는 공학인으로서 대한민국의 에너지

환경공학 분야에 한 획을 긋는 공학도가 되는 것이 목표입니다. 

최근 가장 대두되고 있는 사회적 문제 중 하나인 ‘환경오염문제’

에 대해 지속적으로 탐구하고 연구하여, 해결책을 제시하는 그런 공

학도가 되고 싶습니다. 저는 ‘매 순간을 즐기자’라는 생각으로 대학생

활을 하고 있습니다. 천재는 노력하는 사람을 이길 수 없고, 
노력하는 사람은 즐기는 사람을 이길 수 없다는 말이 있
습니다. 노력도 노력이지만 매 순간을 긍정적으로 생각
하는 사람에겐 좋은 미래가 따라오기 마련인 것 같습니
다. 학교생활뿐 아니라, 제 인생에 있어서도 항상 즐기
는 자세로 매사에 최선을 다하고자 합니다. 후배님들도 학

과 공부를 비롯해 학교 생활을 항상 재밌고 보람차게 했으면 합니다. 

‘그때 좀 더 노력할걸’, ‘그때 좀 더 즐길걸’ 후회하지 말고, 학교와 
학과를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매 순간에 최선을 다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아울러 자신이 원하는 목표를 뚜
렷하게 설정하고, 그것을 위해 한 걸음씩 신중하게 
나아가는 사람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최부용(에너지환경공학과 13)

Enjoy the Club! 
E.O.S 교내 운동장을 이용하여 축구에 관심이 있는 학생들과 운동하고 싶은 학생들이 

주축이 돼 친목을 도모하고 건강한 학교생활을 영위하고 있습니다. 매년 교내에 있는 

풋살 및 축구대회, 체육대회에 참가해 좋은 성적을 거두고 있으며, 학과 학생들 간에 

친밀감과 유대감을 형성하기에 안성맞춤인 동아리입니다.

PIN 지친 학교생활을 벗어나 함께 볼링을 즐기며 교우관계를 돈독하게 유지하고 서

로 간에 신뢰를 쌓는 볼링 동아리입니다. 남녀노소 누구나 참여할 수 있는 스포츠인 

볼링을 통해 부담 없이 화끈하게 스트레스를 날려버리고 있습니다. 신입생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를 기대할게요!

에너지환경공학인증 학습동아리 기숙형학습공동체(SRC)의 멘티·멘토 프로그램, 상

담형 학습 프로그램, 방과 후 교육 프로그램 등 다양한 과정을 통해 저학년 학생들이 

많이 어려워하는 수학·물리·화학·C언어 등의 학습능력을 강화하고 있으며, 공학인증

이수체계도에 따른 선수과목들을 잘 익혀 이와 관련된 과목들을 수강하는 데 어려움

이 없도록 지도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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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엇을 탐구하는가?
디스플레이신소재공학과에서는 금속재료, 세라믹재료, 전자재료, 반도체 재료, 디스 

플레이 재료 등 재료를 구성하고 있는 물질의 결정구조 및 미세조직 등을 파악하고, 

이 물질들의 기계적, 전기적, 광학적, 자기적, 열적 성질들을 연구하여 제품생산이나 

신소재 개발 등에 일익을 담당할 수 있도록 교과과정을 운용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학부과정에서는 모든 재료에 대한 기초적 지식에서 전문적인 지식까지 전 과정을 폭

넓게 다루고 있으며, 다양한 실험을 통해 실무를 겸비할 수 있도록 도움으로써 관련 

사업 분야나 학계에서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는 유능한 인재를 양성하고 있습니다.

본 학과는 디스플레이신소재공학 분야의 전문인력 양성을 위해 산업 연계 선택형 교

과과정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디스플레이소재, 

경량소재, 세라믹소재. 반도체 및 금속소재 등에 

특화된 교과과정을 운영하고 있으며, 저학년부

터 취업과 연관된 교과 경로를 선택하여 집중학

습을 할 수 있도록 장려하고 있습니다. 또한 졸

업논문의 주제로 산업계 수요를 반영한 과제를 

선택하여 취업시장을 선점하고 최신 기술을 습

득하는 기회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두드려라, 열릴 것이다!
디스플레이신소재공학과에서는 미래를 선도해

나갈 유능한 인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화학, 

물리 등 과학 과목에 흥미가 있고, 다양한 소재

를 응용한 공학 제품과 미래 산업에 관심이 있는 

학생이 바로 그 주인공입니다. 이와 함께 학생회  

및 스포츠 활동을 통해 리더십 및 공동체 의식을 

형성하고, 관찰력이 예민하고 타인의 활동 결과를 해석하는 능력을 갖춘 학생, 세심

함과 끈기, 인내심과 논리적으로 사고하는 습관을 겸비한 학생이라면 학과 진학 시 보

다 쉽게 적응할 수 있습니다.

디스플레이신소재공학과는 재료의 특성을 연구하고 새로운 재료를 개발하며, 이들 재료를 활용하는 분야를 공부하는 학과입
니다. 재료는 모든 산업의 기본이 되는 소재로써, 현재의 IT 산업, 정보디스플레이 산업, 우주산업 분야 등의 눈부신 과학발전
은 신소재의 개발로 인해 가능해졌습니다. 이와 같이 모든 산업이 발전하기 위해서는 새로운 기능을 소유한 첨단소재의 개발
이 선행되어야 하며 매우 핵심적인 역할을 소재가 담당하고 있습니다. 디스플레이신소재공학과는 디스플레이 분야 및 기타  
산업의 소재와 공정 분야에서 지역혁신의 주체가 되고, 원대한 포부와 살아있는 지식을 갖춘 우수한 인재를 양성하고자 최선
을 다하고 있습니다.

우리 학과는요!
산업 연계 선택형 교과과정 운영

❶  디스플레이소재, 경량소재, 세라믹소재, 반도체 및 금속소재 등에  

특화된 교과과정 운영

❷ 저학년부터 취업과 연관된 교과 경로를 선택하여 집중학습 장려

현장교육 강화

❶ 학기와 방학 중에도 인턴십 강좌 개설로 현장교육 강화

❷ 산업체와 연계한 단기현장교육 및 견학 실시

❸ 실험실습장비 확충으로 자체현장교육 및 실습 강화

학술동아리 강화

❶ 1교수 1동아리 지도

❷ Capstone Design 실험 강화 및 졸업논문제 정착

❸ 예비창업교육 및 자격증 소모임 활성화

디스플레이신소재공학과     https://homepage.sch.ac.kr/display

첨단소재 개발로
과학발전의 미래를 견인하다

디스플레이신소재공학과 Department of Display Materials 
Engineering  |  Since 19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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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배가 권하는 책
디스플레이공학개론
김억수, 문대규 외 / 텍스트북스

이 책은 평판디스플레이에 적용되고 있는 원

리와 공정에 대한 이해를 돕고자 집필되었다. 

다양한 디스플레이 장치를 이해하기 위해서

는 종합적인 사고가 필요하기 때문에, 이를 

염두에 두고 소자, 재료 및 부품, 장비, 공정

의 전반에 걸쳐 기본 원리를 위한 개념과 응

용을 위한 변화를 다루었고 지식과 개념이 

전달할 수 있도록 노력을 기울였다.

미래사회와 신소재
박상준 / 기전연구사

신소재 개발 개론서로 초금속 재료와 세라

믹스 재료, 복합재료, 바이오 재료 등 세상

을 바꾼 신소재들에 관한 이야기를 담았다.

공학도를 위한 신소재공학
백영남 / 학진북스

산업 사회의 발전에 따라 산업현장에서 많이 

사용되고 있는 신소재의 원리와 응용에 대해 

설명한 책이다. 새로운 자료, 도표, 사진 및 

그림을 다량 수록하여 대학에서 기계공학을 

전공하는 학생뿐만 아니라 산업현장의 기술

자나 일반인도 이해하기 쉽다.

첨단과학의 신소재
전창림 / 자유아카데미

화학 공학자, 전자 공학자, 건축 공학자, 디

자인 전문가, 회사 경영자들을 막론하고 누

구나 알아야 할 현대의 첨단 신소재들을 흥

미 있게 다루고 있어 창의적 공학 설계를 들

어가려는 공학대학 학부생에게, 취업을 앞

둔 공대 재학생에게, 산업체에서 신제품 개

발에 관심이 있는 사람들에게 유용하고 재

미있는 책이 될 것이다.

학과 취득 자격증

세라믹기사, 금속재료기사, 반도체설

계기사, 초음파비파괴검사기사, 금속

기사, 품질관리사, 누설비파괴검사기

사, 와전류비파괴검사기사, 자기비파

괴검사기사, 의공기사, 부식방식기술

사, 전기방식기술사, 도장방식기술사

졸업 후 진출분야

일반기업 정보디스플레이, 자동차, 조

선, 항공, 환경 분야, 의공관련 산업, 

신소재개발 전문 과정 후 산업체 등

공공기관 국공립 연구소 연구개발분 

야 등

Our Major Story
공학 분야의 기초가 되는 <일반화학>, <일반물리> 등 신소재 분야의 이론적 입

문과목을 시작으로 실험력과 응용력을 키우게 됩니다. <창의적신소재설계> 과

목을 통하여 동료 간의 팀 활동과 상호 토론을 거쳐 신소재분야에서의 실제 설

계 제품들을 만들어보면서 팀원과의 소통능력을 향상시키고 문제 해결 능력

이란 무엇인지 인지하게 되는 시기입니다. <재료과학개론>, <영상으로 접하는 

신소재입문>을 통해 전공 분야에 대한 기초를 다지게 됩니다.

교육과정
1학기 일반컴퓨터운영, 일반화학1, 일반화학실험1, 일반물리1, 일반물리실험1, 결정구조,  

재료과학개론 / 2학기 일반화학2, 일반화학실험2, 일반물리2, 일반물리실험2, 창의신소

재설계, 영상으로접하는신소재입문, 재료공학실험1

신소재 분야의 다양성을 접하는 시기로 디스플레이, 반도체, 생체, 자동차, 항공 

재료 등의 기능성재료를 경험하고 이러한 기능성 소재의 특성을 이해하기 위한 

기본 소재인 금속, 세라믹, 고분자 등의 기초 입문이 이루어지는 시기입니다.  

신소재 분야의 기본이 되는 과목들을 요소설계과목으로 운영하여 학생들의 관

심도에 따라 분야를 구체화할 수 있도록 돕고 있으며, 관심 분야가 유사한 팀

원들 간 토론을 통해 이론적인 설계 능력을 반복하고 실현할 수 있는 방법론에 

대하여 경험하는 시기라 할 수 있습니다.

교육과정 
1학기 일반수학1, 물리화학, 재료공학1, 재료역학, 물리야금, 재료공학실험2, 정보디스

플레이개론, 세라믹개론 / 2학기 일반컴퓨터언어, 일반수학2, 재료공학2, 열역학, 디스

플레이물리, 전자기재료, 세라믹신소재공학, X선회절 및 전자현미경, 액정디스플레이

디스플레이, 금속재료, 신소재, 전자재료 등의 요소설계 관련 과목을 통해 각

자의 관심도에 맞는 이론적인 배경을 갖추게 됩니다. 팀별로 가상적인 체험을 

통해 실제 응용 분야에 적용시키고자 하는 설계 능력을 갖추게 되며 4학년에

서 이루어지게 될 응용종합설계를 준비하는 시기입니다. 또한 현장실습 등을 

통해 습득한 이론 및 경험을 사회에 적용할 수 있도록 준비합니다.

교육과정 
1학기 공업수학, 재료열역학, 캡스톤디자인1, 금속재료, 금속재료실험, 응고 및 주조, 세

라믹공정, 실리콘반도체개론, 디스플레이유리공학, 디스플레이소재 및 장비 / 2학기 재

료의 기계적거동, 캡스톤디자인2, 디스플레이 식각 및 표면공학, 재료상평형, 전자세라

믹재료, 디스플레이세라믹실험, 디스플레이 소자 공정실험, 디스플레이세정개론, 생체 

및 의공재료개론

그동안 축적한 심도 있는 이론적 설계 능력을 바탕으로 고도의 응용능력을 배

양하는 시기입니다. 관심 분야의 지도교수와 팀원이 개별 그룹이 되어 신소재 

분야의 응용설계를 경험하고, 이를 작품으로 만들거나 실제 제품으로 구현합

니다. 또한 이러한 종합응용 설계 내용을 학사 논문으로 구체화하여 신소재공

학도로서의 자질을 완성합니다. 이러한 교육과정 및 세부 활동을 통해 학생들

은 신소재 분야에 대한 창의력과 응용능력을 배양함으로써 취업이나 미래에 

대한 자신감을 얻게 됩니다.

교육과정 
1학기 신소재응용종합설계, 캡스톤디자인3, 파인세라믹스, 반도체재료, 유기발광디스

플레이, 상변태, 부식 및 방식, 디스플레이 CAD, 인턴십1·3, IPP1 / 2학기 고체재료의 

접합 및 관련기술, 박막재료, 특수재료, 반도체공정, 차세대디스플레이, 인턴십2, IPP2

1학년

2학년

3학년

4학년

PEOPLE_

자랑스러운 사람이 되겠습니다
“하면 된다! 상당히 짧은 말이지만 견고한 의미를 품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혹시 안 되는 일이 있다면 그것
은 노력하지 않았거나 노력이 부족하지 않았
나 생각합니다. 누구나 포기하지 않고 열심
히 노력하다 보면 언젠가는 무슨 일이든 해낼 수 있
을 거라 믿습니다. 저도 그런 신념을 가지고 대학생활을 보냈

습니다. 그저 평범한 학생에 불과하지만 그래서 지금은 디스플레

이신소재공학과의 학회장 자리를 맡고 있기도 합니다. 지금의 이 

자리가, 앞으로의 제가 누군가에게 자랑스러울 수 있도록 앞으로

도 최선을 다할 생각입니다. 많이 부족하긴 하지만 이런 저도 누

군가의 멘토가 될 수 있으며, 누군가는 저를 보고 무언가를 배울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어떤 관계에서든 상대방에게 부

끄럽지 않고 자랑스러운 저 자신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이 

작다면 작을 수도, 크다면 클 수도 있는 제 인생의 목표입니다. 저

는 디스플레이신소재공학과의 한 일원인 것이 참으로 자랑스럽고 

뿌듯합니다. 후배님들도 우리 학과를 자랑스럽게 생각하
고 다들 우리 학과를 빛낼 수 있는 ‘큰 사람’
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학원(디스플레이신소재공학과 13)

Enjoy the Club! 
Zinc Blende 농구 동아리이며, Zinc Blende는 ‘강한 결합력을 가진 원자구조’라는 

과학 용어로 팀원들 간의 강한 팀워크를 상징합니다.

Backtackle 운동을 좋아하고 축구에 관심 있는 학생들이 소속된 축구 동아리입니다.

Metal & Fabrication 금속재료의 특성, 열처리 및 용접 가공 등에 따른 금속의 미세

조직을 관찰하고 물성에 관한 연구를 진행합니다.

RUST 금속부식의 원리를 이해하고 그 방식법, 혼합전위이론, 부식동역학, 각 금속

의 부식특성, 부식의 전기화학 등을 연구합니다.

B.M.T 금속재료를 가열하여 변형저항이 작은 용융상태로 만든 후, 주형(Mold) 속에 

주입하여 응고시킴으로써 원하는 형상을 제조하고 물성에 관한 연구를 진행합니다.

E.F.C.L 디스플레이와 반도체에서 쓰는 장비는 외부환경에 취약하기 때문에 이런 

장비를 보호할 수 있는 봉지기술을 필요로 합니다. 이와 관련된 연구를 진행합니다.

N.E.C.C 디스플레이와 반도체에서 쓰이는 기능성 유리소재(실링유리, 저열팽창유리)

와 세라믹에 관련된 물성을 연구합니다.

나스팍 각 공정 전과 후에 증가하는 오염물을 최소화하는 연구를 진행합니다.

D.M.D 디스플레이 재료를 이용한 소자를 제작하고 전기적·광학적 특성을 연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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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엇을 탐구하는가?
기계공학과 교육과정은 학생들에게 기초지식과 응용능력을 동시에 겸비할 수 있도록 

하여, 여러 학제가 관련된 종합적인 응용 분야에 전문지식과 탁월한 리더십을 제공할 

수 있도록 계획되어 있습니다. 현재는 더욱 효율적이고 폭넓은 교육과 전공의 자유로운  

선택을 위하여 여러 분야로의 진출을 위한 로드맵을 정립해 제공하고 있으며, 생체 

역학, 열시스템설계, 환경열유체공학, 제어 및 

지능 로보틱스, 메카트로닉스, 동역학, 진동학, 

자동차공학, 컴퓨터 응용 소프트웨어, 마이크로 

시스템 등 현대 사회가 요구하는 다양한 기계공학  

분야들에 중점을 둔 실용적인 교육 프로그램이 

운용되고 있습니다. 기계공학과의 졸업생들은  

대학원 진학을 비롯해 대기업, 벤처 및 중소기업, 

각종 국공립·산업체 연구기관 등으로 다양하게  

진출해 설계 및 개발 엔지니어, 생산기술엔지 

니어, 품질관리 엔지니어, 생산관리 엔지니어,  

영업엔지니어, 연구원 등의 업무를 훌륭하게  

수행하고 있습니다.

두드려라, 열릴 것이다!
기계공학과는 고도 산업사회의 기본적인 학문인 

기계공학의 이론지식을 습득하고, 다양한 실험

을 통해 응용기술을 연마하여 기계설계 및 관련 

산업 분야에 전문지식을 활용할 수 있는 실무능

력을 갖춘 기술인력을 양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따라서 수학, 물리 등의 과목에 흥미가 있는 학생, 사물에 대한 호기심이 있는  

학생, 기계의 작동 원리에 대한 이해력이 있는 학생에게 적합한 학과입니다. 또한, 스

포츠 활동, 봉사활동 등으로 공동체의식을 형성한 학생, 도전의식과 자기 주도성을 겸

비한 학생이라면 입학 후에 보다 수월하게 학과 생활에 적응할 수 있습니다. 기계공학

과를 희망할 경우 고교 시절 수학, 과학 등 학술동아리 활동이나 컴퓨터 관련 동아리 

활동을 미리 경험해보기를 추천합니다.

기계공학은 산업화된 사회에 필수적인 학문으로 지속적인 발전을 거듭해 오고 있으며, 각종 산업기계와 관련 장치 설비의 설계,  
제작, 이용, 관리 등에 관한 이론과 응용기술을 탐구합니다. 기계공학과는 IT융합 추세에 대응할 수 있는 교육환경을 조성하고  
있으며 아울러 학생들의 창의성을 발휘할 수 있는 교육을 실시합니다. 이론교육에서 배운 내용을 직접 확인하고 응용능력을 
배양할 수 있도록 실험실습을 강화하고 있으며, 분야별 연구실에서 지도교수의 밀착 연구 지도를 통해 현장에서 바로 활용이 
가능한 창의적인 능력을 갖춘 인재를 양성하고자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우리 학과는요!
학과교육목표

❶ 산업체 실무능력에 부합하는 응용능력 배양

❷ 정보화사회에 부응하는 설계전산화 기술 습득

❸ 이론내용을 적용한 실험을 통해 이론 검증 능력 함양

❹ 창의적 사고력을 보유한 기계공학도 양성

학과 특성화 프로그램

❶  실험교육 강화 | CAD교육 강화, 실험실습 장비 확충, 산학맞춤형  

교육사업 강화

❷  창의능력 배양 | 창업동아리 활성화, 창의적설계 경진대회 개최,  

창의설계 교육 강화

❸  지역연계사업 활성화 | 자동차 및 디스플레이 계열 교육시스템 

구축, 지역혁신 발전을 위한 산학연계 교육 및 기술 지원 시스

템 구축

재학생을 위한 학과 프로그램

학과 캡스톤디자인 경진대회 실시

기계공학과     https://homepage.sch.ac.kr/mech

첨단산업사회를 견인하는
테크놀로지 크리에이터

기계공학과 Department of Mechanical Engineering

Since 19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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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배가 권하는 책
공학에 빠지면 세상을 얻는다
서울대학교 공과대학 / 동아사이언스

서울대학교 공과대학과 동아사이언스의 공동 

기획으로 탄생한 한눈에 보는 공학 가이드. 

서울대학교와 동아사이언스에서는 2004년
부터 사회 지도층으로 활동하고 있는 공학

인을 직접 만나 공학인으로서의 삶에 대해  

듣는다. NHN 김범수 공동대표, LG생명과학  

양흥준 사장, 현대중공업 최길선 사장, 삼성

전자 시스템LSI 사업부 임형규 사장, 포스코 

강창오 사장, 한국예술종합학교 민현식 교수  

등 모두 20명의 인터뷰가 수록되어 있다.

인간이 초래한 대형참사
제임스 R 차일스 / 수린재

1788년부터 2000년까지 200년이 넘는 

기간 동안 세상을 놀라게 했던 50여 가지의  

다양한 재난과 사고들의 이면을 세밀하고 생생 

하게 그려낸 책이다. 챌린저 우주왕복선 사고,  

체르노빌 원전 사고, 콩코드 추락사고 등 귀에  

익숙한 것을 비롯해 텍사스의 뉴런던 독립 초

등학교 가스폭발 사고, 미시시피 강의 설타

나 호 침몰 사고, 하이야트 호텔 스카이워크  

붕괴 사고 같이 처음 들어보는 대형 참사까지  

다루었다. 

학과 취득 자격증

건설기계기사, 건설기계정비기사, 공조 

냉동기계기사, 메카트로닉스기사, 사출

금형설계기사, 용접기사, 기계설계기사, 

일반기계기사, 자동차정비기사, CLAD

졸업 후 진출분야

일반기업 설계 및 개발 엔지니어, 품질 

관리 엔지니어, 생산관리 엔지니어

기타 공공기관, 연구원, 교육기관 등

Our Major Story
기계공학 학습의 기초를 다지는 시기로 <일반수학>, <물리>, <화학>, <물리실험>  

등 기초과목뿐만 아니라 기계공학의 가장 기본이 되는 과목인 <정역학>에 대

해서 공부합니다. 또한 <자기개발프로젝트>, <진로설계프로젝트>, <공학입문

설계>, <CAD> 등 기계공학도로서 갖추어야 할 기본 소양을 공부합니다. 이 시

기에는 기계공학뿐만 아니라 공학도 혹은 지식인으로서 갖추어야 할 소양에 

대해 폭넓게 관심을 가지고 공부하기를 권합니다.

교육과정

1학기 정역학, 자기개발프로젝트, 프로그래밍1 / 2학기 진로설계프로젝트, 

CAD, 기구학

1학년 때 배운 기초지식을 바탕으로 본격적으로 기계공학의 기초 과목을 공부 

하는 시기입니다. <공업수학>, <고체역학>, <유체역학>, <열역학>, <동역학> 등  

기계공학의 가장 근본이 되는 역학과목을 공부합니다. 또한 <기계공학실습설

계>를 통하여 기본적인 공작기계를 다루는 능력을 배양합니다. 이 시기에는 

역학의 원리에 대해 깊이 생각하고 탐구할 것을 권합니다.

교육과정 

1학기 열역학1, 공업수학1, 기계공학실습설계1, 전산제도, 고체역학1, 프로그

래밍2, 전공영어1 / 2학기 기계공학실습설계2, 전공영어2, 유체역학1, 고체 

역학2, 열역학2, 3차원CAD

2학년 때 배운 역학과목을 좀 더 심도 있게 발전시키는 시기입니다. <열전달>,  

<메카트로닉스>, <진동학>, <수치해석>, <기계설계>, <CAD · CAM> 등 산업체

에서 많이 활용되는 과목을 공부합니다. 또한 <기계공학실습설계>를 통하여 

LabView, CAD 등 현대 기계공학 산업체에서 요긴하게 사용되는 최신 설계

기술에 대해 공부합니다. 이 시기에는 졸업논문을 본격적으로 준비해야 하는 

만큼 기계공학 산업 전반을 거시적으로 살펴볼 수 있도록 자신의 안목을 키우

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교육과정 

1학기 동역학, 창의적작품설계, 전공영어3, 수치해석, 유체역학2, 기계설계,  

메카트로닉스, 열전달1, 기계공학실습설계3 / 2학기 전공영어4, CAD · CAM, 

기계제어, 기계진동학, 기계역학 및 실험, 졸업작품실습설계1, 열전달2

그동안 배운 기계공학의 기본 지식을 이용하여 산업체에서 직접 활용되는 응용 

과목을 배우는 시기입니다. <자동차공학>, <유체기계>, <내연기관>, <유한요소

해석>, <소성전산역학> 등을 배우게 되며, 마지막으로 졸업논문을 완성합니다. 

졸업을 앞둔 시기이므로 산업체에서 실제 일어나는 일들을 보다 폭넓게 경험 

하고 이해할 수 있도록 현장실습에 직접 참여하는 활동을 통해 자신의 기량을 

끌어올리기를 권장합니다.

교육과정 

1학기 전공영어5, 유체기계, 자동차공학, 유한요소해석입문, 졸업작품실습 

설계2, 머신비전 / 2학기 소성전산해석, 유압공학, 내연기관, 유한요소응용, 

설계프로젝트

1학년

2학년

3학년

4학년

PEOPLE_

과감하게 도전하세요 
지름길일 수도 있으니!
“대학교 4학년인 제 위치와 동일 선상에 계신 분들이라면 취업이라는 현실을 곧 맞닥 

뜨리게 되실 텐데요. 제 목표는 외국계 회사에 입사하는 것입니다. 여행을 좋아해서 

가급적이면 해외 출장이 잦은 곳으로 입사하고 싶은 욕심이 있습니다. 현직자 분들께

선, 생각하는 것만큼 절대 쉽고 재밌는 일이 아니라는 말을 

많이 해주시지만 정말 단순하게 일과 여행을 동시에 즐기

고 싶습니다. 아울러 한 시대를 이끌어갈 엔지니어가 되기 

위해 하루하루 최선을 다해 열심히 살아가고자 합니다. 

부족하지만 몇 년 일찍 학교생활을 하면서 느낀 점들을 후배님들께  

말씀드려 볼게요. 아직 본인이 가장 하고 싶은 하는 일, 좋아하는 일이  

무엇인지 모르는 분들이 많이 계실 겁니다. 물론 반대인 경우도 있겠

지요. 4학년이 된 저도 아직까지 저에 대해 잘 모를 때가 많습니다.  

선택의 기로는 점점 다가오는데 어떤 길을 걸어가야 할지  
잘 모를 때 무작정 조금이라도 관심이 가고 흥미를 유발 
하는 일에 적극적으로 다가가시길 추천합니다. 전혀 생
각지도 못했던 분야의 일을 하다 보면 우연히 본인의  
적성에 맞는 일을 발견할 때가 있습니다. 본인의 꿈과 
목표에 좀 더 빨리 도달할 수 있는 지름길을 만날 수도 
있습니다. 시작이 반이라는 말처럼 주저 말고 시작할 수 있는 용기와  

배짱을 가진 지성인이 되시길 진심으로 바랍니다.”

고대윤(기계공학과 12)

Enjoy the Club! 
SMOG 기계공학과 자작 자동차 동아리입니다. 자작 자동차를 저예산으로 직접 설계  

및 제작하면서 학과에서 배우는 지식을 직접 체험하며 엔지니어링 센스를 기를 수 

있습니다. 전국대학생자작자동차대회에 참가해 2011년에는 120개 대학 중 동상  

수상, 2016년에는 동상 및 장려상을 수상한 바 있습니다.

MCS CAD-CAE 통합프로그램인 Pro-E와 SolidWorks를 이용하여 3차원 Modeling

을 구현하고 해석하는 과정을 통해 사용법을 익히는 동아리입니다.

DOM DOM은 ‘Dream of Mechanical Engineering’의 약자로 ‘기계의 꿈’이라는 

슬로건을 안고 전진하는 축구 동아리입니다.

Steal 2001년에 창단한 기계공학과를 대표하는 농구 동아리로, 선후배 간 친목을 도모 

하고 스포츠 정신을 농구로 배양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공대체육대회에서 2차례 

우승을 거머쥔 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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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엇을 탐구하는가?
정보보호학과는 학부과정으로는 국내 최초로 2001년 우리 대학에 신설된 학과로서 

인터넷보안, 운영체제 보안, 전자상거래 보안, 해킹 및 바이러스 대응, 제어시스템 보

안 등의 기술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정보보호학과에서는 정보화 사회에 필요한 컴퓨

터 관련 첨단기술을 습득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이와 관련한 다양한 최신의 보안기술

을 익힐 수 있습니다. 정보보호학과 학부 과정은 크게 암호학, 네트워크, 컴퓨터 기술 

분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교육과정은 인터넷 보안, 해킹 및 바이러스 대응 기술, 전

자상거래 보안 기술, 운영체제 보안, 제어시스템 보안 등의 주요 과목으로 구성되며, 

전자상거래 및 국가 기간 통신망에서의 모든 정보시스템 및 정보통신시스템에 대한 

정보보호 문제를 연구하게 됩니다. 

정보보호학과에서는 정보보호 교육 역량 확보를 

위하여 특화된 교육과정을 선택하고, 재학생이 

보다 효율적인 교육을 받을 수 있는 환경을 제공

하고 있습니다. 또한, 정보보호 전문 연구소 및 

기업과의 MOU 체결을 통해 산·학·연 연계를 도

모하고, 이를 통해 정보보호 관련 실무 기술 습

득 및 관련 업무 처리 능력 향상의 기회를 제공

합니다. 이 외에도 국내·외 학술대회를 개최함으

로써 정보보호 관련 연구 동향을 분석하고 지식

을 습득하며 변화하는 정보보호 환경에 대한 이

해를 증진시키고자 합니다.

두드려라, 열릴 것이다!
정보보호학과는 컴퓨터에 관심이 많고 이를 능

숙하게 다룰 줄 아는 학생, 보안 분야와 과학 신

기술에 관심이 많고 논리적인 사고를 할 수 있는 

학생에게 적합한 학과입니다. 이와 함께 그룹을 

이끌 수 있는 리더십과 사람과 사회에 대한 관심

과 흥미가 있는 학생, 타인의 사생활을 지킬 줄 

아는 윤리성을 갖춘 학생, 외국어에 관심이 많은 학생이라면 학과 생활에 보다 수월하

게 적응할 수 있을 것입니다. 아울러 전공과 관련해 고교 시절부터 과학, 외국어 등 학

술 동아리 활동이나 컴퓨터 관련 동아리 활동을 경험해보기를 추천합니다.

정보공유의 중요성이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인터넷에 기반을 둔 다양한 정보 서비스들이 출현하면서 정보의 기밀성, 무결성, 
그리고 가용성에 대한 사회적, 국가적인 차원에서의 요구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정보보호학과는 정보누출, 도청, 위조 그리고 
변조 등의 다양한 공격과 위험으로부터 정보통신망과 시스템을 보호하고, 해킹 및 바이러스 등의 전자적 침해 행위로부터 정
보시스템을 보호하며, 전자거래에서 개인 및 거래 정보를 안전하고 신뢰성 있게 전달하기 위해 이론과 실제적인 기술을 겸비
한 정보보호 분야 인재 양성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또한 암호학, 네트워크, 컴퓨터 기술 분야의 전문가를 양성하기 위해 인
터넷 보안, 해킹 및 바이러스 대응 기술, 암호학, 운영체제 보안, 전자상거래 보안, 제어시스템 보안 및 국가 기간 통신망에서
의 모든 정보시스템과 정보통신시스템에 대한 정보보호 문제를 연구하고 있습니다.

우리 학과는요!
재학생들을 위한 학과 프로그램

❶  실제 네트워크 공격 상황에 대한 대응능력 확보를 위한 보안관

제 장비운영 훈련 프로그램 

❷  학생 자치적 정보보호 실무능력 훈련을 위한 전공 학술동아리 

프로그램 

❸  중 · 고등학생 대상 해킹방어대회를 통해 재학생 해킹대응능력을  

훈련하기 위한 청소년 정보보호 페스티벌 개최

❹ 저명 보안전문가를 초청하여 전공 특강, 취업 특강 등 진행

❺  미래창조과학부 ‘정보보호 우수동아리 육성사업’ 및 외국 유명

대학 ‘석 · 박사 과정 지원 사업’ 재정 지원

학과 특성화 전략

❶  산 · 관 · 연과의 밀착 협력교육을 통하여 실무에 바로 투입이 가

능한 인재 양성 

❷  학과 학술동아리 특화 및 활성화를 통하여 자기 주도적 문제 해

결이 가능한 인재 양성 

❸  학부 및 대학원 조기 협력연구 강화를 통하여 공동 연구수행이 

가능한 인재 양성

정보보호학과     http://homepage.sch.ac.kr/security

전문지식과 실무능력을 
보유한 정보보호 전문가들

정보보호학과 Department of Information Security Engineering

Since 2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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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배가 권하는 책
훤히 보이는 정보보호
정교일, 이병천, 진승현 / 전자신문사

정보보호의 기초부터 최신 기법까지 총망라

하고 해킹에 대비하는 생활수칙도 공개한다. 

안전한 웹2.0 시대를 위해 정보보호에 대한 

완벽한 안내서가 되어줄 것이다.

거의 모든 인터넷의 역사
정지훈 / 메디치미디어

언제 어디서든지 인터넷에 접속하여 길을 

찾고, 쇼핑을 하고, 원하는 것을 검색할 수 

있는 시대. 인터넷 없는 삶은 상상할 수 없

는 오늘날, 그 인터넷의 탄생과 발전, 그리

고 인터넷의 현재와 미래의 전망은 어떨까. 

미래학자이자 IT전문가인 정지훈이 인터넷

이 탄생할 수밖에 없었던 다양한 역사적인 

사건과 배경, 주요 인물들의 생각과 철학, 그

리고 그 발전 과정과 미래에 대해 인문학적 

시선으로 조망한다. 

학과 취득 자격증

정보보안기사, 정보보안산업기사, 정보

처리기능사 · 산업기사 · 기사, 정보기기

운용기능사, CIP(노벨공인자격), 리눅

스전문가(LPIC), AutoCad 기술자격

시험, 오라클공인전문가제도(OCP), 자
바프로그래머인증시험(SCJP), MCP 
(Microsoft Certified Professional), 
정보보호 전문가(SIS), 정보보안관리사
(ISM), 공인정보시스템감사사(CISA), 국
제공인 정보시스템 보안 전문가(CISSP)

졸업 후 진출분야

국가기관 국가정보원, 정부부처, 경찰

청, 검찰청, 기무사 등

일반기업 정보보호전문업체(안랩, 하우

리, 이글루시큐리티, 닉스테크, NSHC 
등), 전자서명법에 의한 5개 공인인증

기관(정보인증, 증권전산, 금융결제원, 

전산원, 전자인증), 소프트웨어 개발업

체, 웹프로그래밍 개발업체, 네트워크 

프로그램 개발업체

공공기관 공공기관의 정보보호 전문

가 (한국전력공사, 한국수력원자력, 한

국남동발전, 한국철도공사, 한국수자

원공사, 인천국제공항공사, 한전KDN 
등), 공공 연구기관 정보보호 전문가 

(국가보안기술연구소, 한국인터넷진흥

원, 한국전자통신연구원, 금융보안원)

기타 정보보호 벤처 창업

Our Major Story
정보보호공학도로서 첫 발걸음을 내딛는 매우 중요한 시기로 기본 소양과 정보 

보호공학의 기초를 탄탄히 다지는 것이 요구됩니다. 이를 위해 학생들은 <컴

퓨터프로그래밍1· 2> 과목에서 C언어를 중심으로 프로그래밍 기초실력을 다

지고, <이산수학>과 <논리회로 및 컴퓨터설계>, <정보보호개론> 과목을 통해 

정보보호에 대한 이론적 토대를 확립합니다. 또한, 학생들은 우리학과의 핵심 

경쟁력인 학과동아리에 참여하여 선배들의 멘토링하에 세미나와 팀별프로젝

트 등의 다양한 활동을 진행하면서 수준 높고 깊이 있는 학습을 하게 됩니다.

교육과정
1학기 컴퓨터프로그래밍1, 이산수학 / 2학기 정보보호개론1, 컴퓨터프로그래밍2, 논리 

회로 및 컴퓨터설계

<자료구조> 및 <운영체제>, <컴퓨터네트워크> 등 IT 분야의 핵심 과목과 프로

그래밍 심화 과정을 통해 IT 인재로서 필수적인 전문성을 확보합니다. 또한,  

<정수론>, <암호학1>, <데이터베이스보안> 과목을 시작으로 본격적인 보안 공

부에 돌입하게 됩니다. 이 시기에 2학년 학생들은 프로그래밍 심화 과정을 통

해 얻은 지식을 바탕으로 프로그래밍 실습과 프로젝트 수행에 집중하여 실무

현장에서 즉시 활용 가능한 프로그래밍 실력을 증진시키게 됩니다.

교육과정 
1학기 객체지향프로그래밍1, 어셈블리언어, 시스템프로그래밍, 정수론, 자료구조, 데이

터통신 / 2학기 암호학1, 객체지향프로그래밍2, 윈도우프로그래밍, 운영체제, 소프트웨

어개발관리, 컴퓨터네트워크, 데이터베이스보안

진로에 맞추어 전공과목을 선택 및 집중하는 시기입니다. <정보보호시스템설

계1· 2>에 참여하여 담당 지도 교수님의 긴밀한 지도하에 동료 학우들과 팀을 

이루어 산학형 혹은 연구형 프로젝트를 수행할 기회를 갖게 됩니다. 이 시간

을 통해 학생들은 스스로 문제를 찾고, 문제에 대한 해결방안을 연구 및 개발

하는 능력을 함양하게 됩니다. 또한, 교내외 학술대회 및 세미나 참가, 학술논

문지 논문작성, 경진대회 참여 등 학과동아리의 주축 회원으로 활동하고, 각종 

외부활동을 하면서 의미 있고 유익한 경험을 하게 됩니다.

교육과정 
1학기 운영체제보안, 정보보호시스템설계1(캡스톤디자인1), 암호학2, 네트워크프로그래

밍, 인터넷보안, 모바일프로그래밍, 전공영어1 / 2학기 정보보호시스템설계2(캡스톤디자

인2), 정보이론, 제어시스템 보안, 전공영어2, 악성코드분석, 침입차단및탐지, 보안공학

차세대 정보보호인재 및 리더로서 갖추어야 할 기본 소양과 핵심 역량을 완성

하는 시기입니다. 이를 위해 정보보호에 특화된 다양한 과목을 수강하고, <정

보보호시스템설계3 · 4>를 통해 산학형 혹은 연구형 프로젝트를 완성하면서 

그 결과물을 졸업논문으로 발표함과 동시에 공대학술제에 전시합니다. 또한, 

인턴십 및 IPP(장기현장실습)에 참여함으로써 재학 중에 산업체에서 일할 수 

있는 기회를 얻을 수 있습니다. 이처럼 체계적으로 잘 준비된 교과과정을 바탕

으로 학생들은 취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정보보안기사, 정보처리기사 등 자격

증 취득과 이력서 및 자기소개서 개발 등에 매진하게 됩니다.

교육과정 
1학기 컨텐츠보안, 정보보호실무1, 정보보호법과윤리, 사이버테러대응기술, 취약점분석기

술, 침해대응기술, 전공영어3, 정보보호평가관리인증, 정보보호시스템설계3(캡스톤디자

인3) / 2학기 정보보호실무2, 임베디드융합보안, 디지털증거분석, 정보보호시스템설계4 
(캡스톤디자인4), 이동통신보안, 금융보안

1학년

2학년

3학년

4학년

PEOPLE_

역지사지의 마음으로 
배려하고 존중합시다
“안녕하세요. 순천향대학교 정보보호학과 학회장입니다. 학회장은 학과를 

대표하여 학생들을 이끌어 가는 것이 아니라 학과 생활을 친절하게 안내해

주는 표지판에 가깝지 않나 생각해봅니다. 저는 학과 생활에 많은 어려움을 

겪는 학생들과 가깝게 소통하면서 더 나은 학과 생활을 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고 싶습니다. 그렇게 살고자 노력하고 있고요. 역지사지(易地思之)
란 말이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나보다 힘든 사람은 많아
도 나만큼 힘든 사람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잘 살펴보면 이 

말은 상대방도 나만큼 힘들 것이니 입장을 바꿔 생각해볼 필요가 있다는 말

입니다. 아니 입장을 바꿔 생각을 해야 합니다. 사람은 일생 동안 다양한 관

계를 맺고 살아갑니다. 혼자서는 살아가기 힘든 세상입니다. 입장을 바꿔 
상대방을 배려하고 존중하는 그런 삶이 무엇보다 절실한 이
유입니다. 미래의 후배님들도 역지사지의 마음으로 대학생
활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아울러 대학은 자신만의 무기
를 준비하는 곳이라고 생각합니다. 졸업 전까지 될 수 있
는 한 다양한 경험을 쌓고 그것을 토대로 자신만의 강점을 
만드셨으면 좋겠습니다.”

박인혁(정보보호학과 12)

Enjoy the Club! 
Security First ‘보안이 최우선’이라는 슬로건으로 활동 중이며 해킹과 보안에 관한 

전문적인 학술활동을 통해 실력을 향상합니다.

CQRE 대학원 연구원과 학부생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보안기술 심화훈련에 앞서 창

의적이고 통섭적인 사고력과 하드웨어 및 소프트웨어 설계능력을 기르기 위하여 사

물인터넷 디바이스, 지능형 로봇 등을 구현하여 융합설계 경진대회에 출전합니다. 

LOGOS LOGOS란 사물에 대해 ‘무엇인가’를 파악하는 인간의 ‘분별’, ‘이성’을 의미

하는 고대 그리스어로 암호학 및 클라우딩 컴퓨팅에 대한 실용적인 내용을 다룰 수 있

는 인재 양성을 목표로 합니다. 

CPSS 전력, 원자력, 교통 및 수자원 분야 등의 국가기반시설의 제어시스템과 스마트

그리드, 스마트시티, 스마트팩토리, 자율주행자동차 등 CPS 전역에 대한 사이버 보안 

기술에 대하여 세미나 및 프로젝트 등을 진행하는 학술 동아리입니다. 

MobiSec MobiSec(Mobile Internet Security)은 5G와 분산 이동성 관리, 사물인

터넷 기술을 중심으로 차세대 네트워크 보안을 연구하는 동아리입니다. 

Fair Play 축구 동아리로 젊음과 열정으로 하나가 되는 동아리입니다. 

Shutter Box 사진을 찍는 것과 찍히는 것을 좋아하는 사람들의 사진 동아리입니다.

난쟁이가 쏘아올린 작은 공 농구를 즐기고 친목을 다지는 농구 동아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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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ARMONY

내 옆 누군가는 
가장 위대한 

스승이자 거울이다.
그가 존재하지 않는 
세상에는 
그대도 없다.

PART 7_의료과학대학
보건행정경영학과 · 의료생명공학과 · 의료IT공학과 · 임상병리학과 · 작업치료학과 · 의약공학과 · 의용메카트로닉스공학과

207206 순천향대학교 전공안내서



무엇을 탐구하는가?
보건행정경영학과는 보건의료의 행정 및 경영과 관련한 이론 및 실무를 겸비한 인재

의 실용교육을 중시하는 미래 유망성이 높은 학과입니다. 보건의료산업은 이미 21세

기의 차세대 국가성장 동력원으로 지목되고 있으며, 국민소득과 의식수준의 향상으

로 선진의료 및 보건서비스에 대한 기대와 요구치는 더욱 높아지고 있습니다. 보건의

료정책의 변화, 의료시장 개방, 병원행정경영 혁

신 등의 필요성으로 해당산업 환경은 급변하고 

있으며, 보건행정경영 전문인력의 수요 역시 급

증하고 있습니다. 이에 부응하기 위하여 보건행

정경영학은 보건의료산업의 행정 및 경영혁신의 

주축이 될 전문경영인력을 양성하고자 보건행정, 

의료경영, 의료정보관리의 3개 축을 중심으로 하

는 교육프로그램을 통해 향후 보건의료산업의 

수요에 종합적으로 대처하고 있으며, 현장밀착

형 행정 및 경영 전문인력을 배출하고 있습니다.

두드려라, 열릴 것이다!
보건행정경영학과는 보건의료 분야의 관리, 비

즈니스, 행정, 정책 등의 측면에 관심이 있는 학

생들에게 적합한 학과입니다. 따라서 사람을 존

중하고 배려하는 인성과, 사람들을 만나고 공감·

소통하며 더불어 함께할 줄 아는 성격을 지닌 학

생들에게 적합합니다. 아울러 빠른 상황판단력

과 순발력, 분석능력, 상담, 심리 등에 관한 지식

과 기본적인 의료 상식을 보유하고, 건강을 결정

짓는 요인들을 연구하고 건강을 향상시키기 위

한 사업이나 정책에 흥미가 있는 학생이라면 보

건행정경영학과가 보다 적성에 맞을 수 있습니

다. 병원에서의 봉사활동이나 건강증진 및 질병

예방을 위한 교육, 홍보 관련 동아리 활동, 복지관, 노인시설, 보육시설 등에서의 봉

사활동을 틈틈이 해둔다면 입학 시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보건행정경영학은 효율적인 자원관리를 통해 국민의 건강을 증진시키고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이론과 방법을 
체계적으로 연구하는 학문으로서, 보건의료산업의 행정, 경영, 의료정보 분야의 이론 및 실무를 집중적으로 공부하게 됩니다.  
순천향대학교 보건행정경영학과는 교육부가 지정한 보건행정계열에서 단 하나뿐인 대학교육특성화 우수학과에 선정된 바 
있으며, 보건행정과 의료경영 및 의료정보 분야의 포괄적인 전공지식과 현장실무 능력을 겸비할 수 있도록 다학제적 교과 
과정을 갖추고 있습니다.

우리 학과는요!
타 학과와의 융합 과정인 12개의 전문트랙 운영

트랙참여학생 대상 장학금 지급 및 트랙인증서 발급

진로 및 취업 역량강화 프로그램

❶ 자기 주도적 진로설계 ‘미션 파서블 프로그램’

❷ 진로 · 취업 컨퍼런스(사회 진출 선배와의 만남, 홈커밍데이)

❸ 다양한 취업역량 강화 프로그램(자소서, 면접준비, 전문가 특강)

❹ 국내 유수 병원 견학, 병원경영학회 참관 

글로벌 역량강화 프로그램

❶  세계보건기구 본부(스위스 제네바) 및 서태평양 사무처(필리핀, 

마닐라) 등 국제기구 인턴십 진행

❷  글로벌 단기연수 프로그램(UAE 왕립 칼리파병원 단기 인턴십 /  

싱가포르, 필리핀 전공체험 등) 진행

인문학적 상상력 개발 프로그램

❶ 독서 퀴즈대회, 독서 마일리지 장학금

❷ 동계방학 영어 스피킹 집중교육 실시

차별화된 보건의료 인재양성 프로그램

❶ 데이터사이언티스트 교육과정

❷ RAP 교육과정

자기 주도형 학습 프로그램

멘토 · 멘티 프로그램, 학습공동체, 협동학습 프로그램 운영

보건행정경영학과     https://medis.sch.ac.kr/department/health_administration/01.php

보건의료 분야 
통섭형 창의인재의 산실

보건행정경영학과 Department of Health Administration and Management

Since 2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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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배가 권하는 책
클라우스 슈밥의 제4차 산업혁명
클라우스 슈밥 / 새로운현재

‘제4차 산업혁명은 무엇인가?’, ‘무엇을 어떻 

게 변화시킬 것인가?’, ‘우리에게 어떤 영향

을 끼칠 것인가?’, ‘공익을 위해 이를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인가?’ 이 네 가지 질문

에 대한 답을 제시한다.

완벽한 보건의료제도를 찾아서
마크 브릿넬 / 청년의사

저자 마크 브릿넬은 지난 6년간 전 세계 60
여 개 국가에서 수백 개의 공공 및 민간 보

건의료기관과 함께 협업해왔다. 지구를 70
바퀴 이상 돌아다녔을 정도로 다양한 국가

들과 함께 일해 온 그는 여러 국가의 보건

의료제도의 운영 현황과 세계 보건의료계

를 움직이는 구조적인 힘에 대해 독특한 시

각을 제공한다.

학과 취득 자격증

의무기록사(국가 면허), 보건교육사 2·3
급(국가 자격), 병원행정사(국가 공인자

격), 사회조사분석사, 전산회계사, SAS  
Base Programmer, 건강보험사, 정

보처리기사, SAS Advanced Pro-
grammer, 병원코디네이터, 국제의

료관광코디네이터, 생명보험 언더라이

터(CKLU, AKLU, FKLU), 생명보험

협회, 손해보험 보험심사역(개인보험, 

기업보험), 보험연수원(국가공인) 등

졸업 후 진출분야

의료기관 국내 유수 대학병원, 종합병원  

등 보건의료기관의 행정 및 경영 관리

(기획, 원무, 재무, 총무 등), 의무기록 

및 의료정보관리

정부 및 공공기관 보건복지부, 지방자치

단체, 보건소, 질병관리본부, 국민건강 

보험공단,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의료 

기관평가인증원, 인구보건복지협회,  

국립암센터

연구기관 및 단체 보건사회연구원, 한 

국보건산업진흥원, 한국보건의료연구 

원, 대한의사협회, 대한병원협회, 대한 

약사회, 한국건강관리협회, 한국의학 

연구소

보건의료산업 관련 업체 제약회사, 의

료기기회사, 임상시험관리업체, 보건의

료산업 경영컨설팅 업체, 민간보험사

기타 보건의약 언론기관, 보건의료기

관 운영지원 전문기업, 기업 보건관리

자, 대학원 진학 등

Our Major Story
보건의료에 대한 기초적인 내용과 행정, 경영과 관련한 일반적인 이론과 실제를 

학습하는 시기입니다. 또한 기초 영어회화 및 비즈니스 문서 제작 등 보건행정 

경영인으로서의 기초 역량을 다지는 기간입니다. 인문학적 소양에 대한 요구가  

높아진 만큼 문학, 역사, 철학에 대한 관심과 역량을 배양하고, 보건의료 분야의  

국제화에 발맞추어 영어공부도 틈틈이 해두기를 추천합니다. 

교육과정
기초 경영학총론, 보건행정학원론 / 전공 의학용어, 해부학, 보건의료와 경영, 역학 및 질병 

관리, 공중보건학개론, 보건행정경영영어

본격적으로 보건의료 행정-경영-의료정보 분야의 전공과목을 체계적으로 학습 

하는 시기입니다. <보건통계학>, <보건조사방법론>을 통해 사회조사분석사 자격 

시험에 응시할 수 있습니다. 또한 학교에서 운영하는 방학 중 어학연수나 교환 

학생 지원을 위해 영어 성적을 취득하는 것도 필요합니다. 졸업을 위한 봉사활동  

시간도 틈틈이 챙기는 동시에 우리 학교의 이념인 ‘인간사랑’의 정신을 실천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실무능력 향상을 위해 각종 공모전이나 정부 · 민간의 

서포터즈 프로그램에도 참여할 것을 적극 권장합니다.

교육과정 
기초 보건의료정책론, 보건교육학, 보건조사방법론, Healthcare 3.0의 이해 / 전공 보건 

의료사회학, 의료서비스마케팅, 임상의학용어, 병리학, 보건통계학, 의료보장론, 보건의료 

DB, 의무기록관리학, 병원경영정보론

보건의료 분야 행정-경영-의료정보에 필요한 전문적이고 심도 있는 내용을 

학습하는 시기입니다. 진로에 따라서 다양한 자격증을 준비하는 것도 필요합니

다. 수업을 통해 전산회계 자격증을 취득하여 병원경영 전문 능력을 함양할 수 

있으며, RA 자격증, CKLU 자격증에 도전해보시기 바랍니다. 공기관에 도전 

하고자 하는 학생은 한국사 자격증도 고려하면 좋습니다. 우리 학과는 3학년 

방학기간 동안 병원 및 다양한 보건의료 기관에서 1~2개월간 실습을 진행함

으로써 학생들의 실무능력을 키우고 있으며, 국제기구 및 해외 의료기관을 통한  

글로벌 전공체험의 기회도 마련하고 있습니다. 이밖에 교환학생, 어학연수 등 

다양한 글로벌 프로그램에도 도전해보시기 바랍니다.

교육과정 
기초 국제보건학, 보건의료사업계획론, 병원재무관리론 / 전공 의료의질관리, 병원인사

관리, 약무법제도론 암등록, 의무기록실무, 질병수술분류1, 건강보험실무, 병원관리학, 

보건의료경제학, 보건의료법규, 보건교육방법론

보건의료 행정-경영-의료정보의 사례 및 실무 중심의 수업을 바탕으로 사회

진출을 위한 보건행정경영인의 자질을 완성하는 시기입니다. <보건의료빅데이

터분석론> 수업을 바탕으로 SAS 자격증에 도전하고, 국가면허인 의무기록사  

및 보건교육사, 병원행정사 자격 시험에 응시하기 위한 준비를 하는 시기입니다.  

우리학과는 자소서 첨삭, 모의 면접, 취업 특강, 선배와의 멘토링 등 학생들의 

진로 탐색 및 목표 달성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명품학과 졸업생이라는 자부심과 예비 보건행정경영으로서의 자

질을 모두 갖추게 됩니다.

교육과정 
전공 질병수술분류2, 병원통계실무, 장기요양서비스, 보건행정경영실습1(캡스톤디자인), 

보건의료관리세미나, 보건행정경영실습2(캡스톤디자인), 의무기록특수과제, 보건의료커

뮤니케이션, 보건의료빅데이터분석론

1학년

2학년

3학년

4학년

PEOPLE_

사람이 자산입니다!
“먼저 학과 교수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입학할 당시 보건

행정경영학과는 신설학과여서 다양한 정보를 얻기가 상대적으로 어려웠는

데, 다행히 학과 교수님들이 많이 신경을 써주셔서 이 자리까지 

올 수 있게 된 것 같습니다. 저는 ‘만나는 사람마다 교육의 기회 

로 삼으라’고 했던 링컨의 말을 좋아합니다. 한 개인이 경험하고  

배울 수 있는 것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 사람을 만나 

서 그 사람만의 경험과 노하우를 배운다면 본인에게 엄청난 자산 

이 될 거라 생각합니다. 저는 대학생활 동안 최대한 많은 것을 경험하고 여러  

사람들을 만났습니다. 대학생활의 첫 번째 터닝포인트였던 아너스 프로그

램에서 제 목표에 동기부여를 해주신 많은 분들을 만났고, 해외여행 한번 

가본 적이 없던 제가 단기 어학연수를 통해 세계보건기구(WHO)에서 인턴 

을 경험할 수 있는 기회를 만났습니다. 저희 학과 최대의 장점은 병
원, 협회, 기관 등 다양한 실습 경험을 얻을 수 있는 점이고 
특히 세계보건기구의 실습 경험은 어디서도 쉽게 얻지 못
할 기회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저는 다양한 사람들과의 
네트워크를 통해 다양하고 새로운 관점을 가지게 되었고  
큰 자극을 받았습니다. 앞으로 우리나라에서 보건·복지는 빼놓을 수 

없는 이슈가 될 것입니다. 그 최전선에서 일하는 전문가로 많은 

후배님들이 활동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류정민(보건행정경영학과 07)_대한병원협회

Enjoy the Club! 
쏘쿨이 ‘소주와 쿨하게 이별하는 법’의 약자로, 대학 및 지역사회의 올바른 음주문화 

정착을 위해 대한보건협회가 주관하는 대학 중앙동아리입니다.

글빛누리 학과 내 도서관 책마루를 운영하는 독서토론 동아리이며, 끈끈한 친목을 기반 

으로 독서를 통한 토론능력을 쌓는 촉망받는 학과동아리입니다.

도담 헬스케어 3.0 사업단의 지원을 받아 학과 및 의료대 그리고 보건의료 소식을 전하 

는 동아리로 도담한 소식을 전하는 보건행정경영학과만의 학과신문 동아리입니다.

BKB 공연과 합주를 통해 친목을 도모하는 어쿠스틱밴드 동아리입니다.

Ambition 농구에 관심이 있거나 농구를 즐기는 학생들이 화합과 친목을 도모하고 체육 

대회 및 교내 농구대회에 참가합니다.

크라테스 축구를 좋아하는 사람들의 모임이며 ‘이기는 경기보다 즐기는 경기를 하자’

는 슬로건을 가지고 있는 학과 동아리입니다.

기타 동아리 정목회_올바른 공직자를 지향하는 모임 / 의료경영정보연구회_병원경영 및  

의료정보 분야의 전문인력을 꿈꾸는 모임 / Loony Bean_영어회화 동아리 / Mustard 

Seed_기독교모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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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엇을 탐구하는가?
의료생명공학과에서는 생명과학과 기초의과학의 집중적인 학습을 통하여 의생명과

학 교육을 강화하되 특히 임상적용 유전체, 의료용 기능성세포 및 의료용 천연물소

재 분야를 집중적으로 교육하고 훈련시키고자 합니다. 또한 서울, 부천, 천안, 구미

에 위치한 4개 순천향병원의 우수한 의료 인프라와 연계하여 교육이 이루어집니다. 

의료생명공학과의 특성화에 따른 세부 교육내용은 임상적용 유전체, 의료용 기능성

세포 및 의료용 천연물소재의 세 가지 분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이 세 분야의 교육내

용을 기반으로 하여 임상체학(Clinomics) 전문인력을 양성하고자 하는 특화된 교육

목적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특성화된 교육의 성과는 크게 의생명 관련 우수 대

학원 진학과 국내 유수의 생명공학 연구기관, 그리고 의료·바이오 산업체에 우수인력

을 배출하는 것으로 가시화되고 있습니다.

의료생명공학과는 졸업 후에 첨단 의료생명공학, 의약바이오, 생명산업 등 여러 분

야의 국내외 대기업, 중견기업, 유망벤처기업 현장에 진출할 수 있습니다. 취업역량 

강화를 위한 현장지향형 교육에 필수적인 전공 지식과 소양은 우리 학과의 맞춤형 교

육과정을 통해 충분히 습득할 수 있습니다. 또한 최신 실험 및 실습 교육을 통해 첨단

생명공학 연구개발 현장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의료생명공학과의 졸업생들은 병원, 제약회사

를 비롯하여 의료생명공학 관련 정부출연 연구

소, 국공립연구소, 검역기관, 민간 기업 연구소 

등에 연구 및 개발 인력으로 진출해 있으며, 순

천향의생명연구원(SIMS)을 포함한 생명과학 분

야 대학원 진학을 통해 보다 전문적인 연구의 기

회를 얻을 수도 있습니다. 

두드려라, 열릴 것이다!
의료생명공학과는 평소에 생명현상에 흥미가 많

은 학생이나 실험 및 실습을 좋아하는 학생이라

면 수월하게 적응할 수 있는 학과입니다. 아울

러 영어를 좋아하고 타인과 협력할 줄 아는 사회

성이 좋은 학생에게 보다 적합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고교 시절부터 생명과학 

및 화학 관련 동아리 활동이나 의료, 보건, 복지, 생태 등 의료 관련 봉사활동을 통해 

의료생명공학과에 걸맞은 자질을 풍부하게 함양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의료생명공학은 의생명과학과 생명공학의 융합학문으로서 의료과학을 기반으로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의료생명공학과에서
는 분자 수준으로부터 생명체 집단수준에 이르기까지 생명현상에 대한 깊은 이해를 바탕으로 최신 의료생명공학의 이론과 기
술을 배우게 됩니다. 또한, 질병의 원인과 기전을 규명하고 진단, 치료 및 예방법 개발에 필수적인 첨단 생명공학을 탐구하게 
됩니다. 의료생명공학과에서는 학생 개개인의 진로 설정을 위하여 의생명과학, 의료생물소재 분야 등의 강의 프로그램이 개
설되므로 적합한 분야를 선택하여 집중적으로 교육받을 수 있습니다. 이론교육은 해외 최신교재를 이용하여 강도 높게 이루
어지며, 최첨단 교육용 기자재와 시설을 이용하여 개인 또는 소규모 단위의 체계적인 실험 · 실습이 이루어집니다.

우리 학과는요!
순천향대학교 의료생명공학과만의 파워 

❶ 특성화 프로그램 1 | 기초 의생명과학 학습

❷ 특성화 프로그램 2 | 의료바이오 취업역량 강화

❸ 특성화 프로그램 3 | 첨단 의료바이오 전문연구

전문성 확보를 위한 체계적인 교육시스템

❶ 이론교육을 비롯한 전 과정에 해외 최신교재 활용으로 전문성 확보

❷  최첨단 교육용 기자재 및 시설에서 개인 또는 소규모 단위의 체계 

적인 실험 · 실습 진행

❸  전공학습동아리 참여와 개인별 연구프로젝트 수행을 통해 교수님,  

학생, 선후배 사이의 긴밀한 유대감 형성

의료생명공학과     http://homepage.sch.ac.kr/medicalbio

미래 산업의 핵심이 될 
의료생명공학과에 대한 A to Z

의료생명공학과 Department of Medical Biotechnology

Since 2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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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배가 권하는 책
그림으로 그리는 생명과학
정화숙 외 / 라이프사이언스

생명과학의 기초가 되는 내용을 5개 장으로 

나누어 그림과 사진, 표를 이용해 쉽게 이해

할 수 있도록 돕는다. 세포의 구조와 기능, 

식물의 구조와 기능, 동물의 구조와 기능, 생

태계 및 생명의 연속성의 내용으로 구성되

어 있다. 생물학 전공자뿐만 아니라 일반인

들도 이 책을 통해 생명과학의 기본개념과 

지식을 쉽게 이해할 수 있고 개념 간의 관계

를 정립할 수 있을 것이다.

생명과학의 기원을 찾아서
강석기 / MID
생명과학에서 중요한 족적을 남긴 28편의 

오리지널 논문을 바탕으로 그 논문의 성과

와 그에 얽힌 비화, 그리고 연구자의 치열한 

고뇌와 개인적 고민까지 담아낸 28편의 에

세이다. ‘현대 생명과학의 탄생’, ‘유전자 사

냥’, ‘진화의 진화’, ‘생리학의 재발견’, ‘발생

의 미학’, ‘떠오르는 신경과학’, ‘상식의 벽을 

넘다’로 나뉜 7개의 분야는 각각 현대 생명

과학을 생물학과 구분 짓는 발견들을 그 토

대로 하고 있다. 각 분야에는 네 개의 논문이 

소개되는데, 가장 빨리 발표된 논문은 1880
년에 발표된 논문일 만큼 현대 생명과학의 기

원을 찾아가는 데에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분자생물학, 유전체공학, 생리학, 발생

학, 신경과학 등을 다룬 각각의 분야를 따라

가다 보면, 현대의 생물학(생명과학)이 가지

는 의미와 이 분야가 앞으로 어떠한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을지를 살펴볼 수 있을 것이다.

학과 취득 자격증

실험동물기사, 생물공학기사, 생물분

류기사, 화학분석기사

졸업 후 진출분야

연구소 정부출연 연구소, 국공립연구소,  

겸역기관, 민간기업 연구소, 생명공학 

연구소

기업 생명공학 관련 산업 분야 국내 

외 기업, 유망벤처기업, 공기업, 화장품 

회사

기타 공무원, 제약회사, 병원, 특허사

무소, 임상시험 전문인력, 관련 분야 

대학원 진학 등

Our Major Story
의료생명공학과에서는 생명현상, 특히 인간의 질병과 노화, 나아가 건강한 

삶과 관련된 지식과 실용적 기능을 배우게 됩니다. 1학년은 그 출발과정으로  

<의료과학개론>, <인간과 질병>, <인체생리학>, <해부학> 등 전공 교과를 배우

게 됩니다. 대학생으로서의 자질을 갖추기 위한 교양과목들과 <일반생물학>, 

<일반화학>을 배우는 시기이기도 합니다. 아울러 이 기간 동안은 새내기 대학

생답게 각종 동아리 활동이나 여행 등 건강한 사회인으로 성장할 수 있는 다양

한 경험에 도전해보시기 바랍니다.

교육과정
기초 의료과학개론, 일반생물학1· 2, 일반화학1· 2, 인간과 질병 / 전공 인체생리학, 해부학

한 단계 올라선 의료생명의 영역으로 <의학용어>, <분자유전학>, <발생학>, <세

포생물학>, <병원미생물학>, <생화학>, <유기화학> 등의 과목을 수강하며 학문적 

토대를 쌓기 시작하는 시기입니다. 전공 분야에 대해 맛을 보기 시작하는 시기라

고 할까요? 이들 전공 교과는 향후 학부 졸업에 이르기까지, 그리고 졸업 후 사회

에서의 지적 활동에도 다양하게 변형되고 응용되는 만큼 튼튼한 기초를 쌓을 수 

있기를 권합니다. 대학교 2학년은 대학생으로서 가장 역동적인 시기인 만큼 어떤  

분야이든 자신이 좋아하는, 혹은 관심이 가는 주제를 찾아 열정적으로 몰입해

보는 좋은 기회들을 만들어보시기 바랍니다.

교육과정 
기초 의료생물통계학 및 실험, 발생학 / 전공 유기화학, 기초 유전학, 일반미생물학 및 실험,  

의학용어, 생화학1 및 실험, 분자유전학, 세포생물학 및 실험, 병원미생물학, 기기 분석학,  

공중보건학

핵심적인 전공 교과를 가장 많이 배우는 시기이자 의료생명의 참맛을 알고 성장 

해나가는 시기입니다. 3학년 교육과정은 <분자생물학>, <호르몬학>, <면역학>, <임상 

유전체학> 등 학문중심적 교과들과 <약용식물학>, <천연물기기분석>, <유전자조

작실습> 등 실용중심적 교과들로 편성되어 있기에 다양한 분야를 접할 수 있으며  

각자에게 적합한 진로의 분야를 탐색하고 결정하는 데 있어서 많은 도움을 받

을 수 있습니다.

교육과정 
전공 생화학2 및 실험, 분자 생물학, 호르몬학, 약용식물학, 천연물기기분석 및 실습, 바

이오산업론, 식물조직배양학 및 실험, 임상 유전체학, 인턴십Ⅰ, 면역학, 유전자조작실습, 

생약지표성분분석실습, 임상생화학

대학원 진학이나 취업 등 구체적인 진로의 방향을 설정하고 준비를 완성하는 

시기입니다. 학문적으로도 실용적으로도 응용성이 높은 <줄기세포학>, <바이

오의약품>, <조직학>, <약리학>, <종양생물학>, <노화생물학>, <생물자원개발론>  

등의 강의가 개설되며 진로의 설정과 논문 준비를 지원하는 개인연구프로젝

트가 1년간 운영됩니다. 하계 방학 중 혹은 가을 학기 중 진행되는 인턴십은 

제약회사, 화장품회사, 국공립연구기관 등 산업 현장에서의 근무 경험을 쌓을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며 이는 각자가 원하는 최상의 취업을 성취하는 데 있어

서도 큰 도움이 되는 프로그램이라 할 수 있습니다.

교육과정 
전공 줄기세포학, 의료단밸질공학, 개인연구프로젝트(캡스톤디자인)1· 2, 인턴십Ⅱ·Ⅲ, 조

직학, 종양생물학, 노화생물학, 생물자원개발론, 식물과학, 실험동물및실습, 항생물질론,  

임상시험론, 약리학

1학년

2학년

3학년

4학년

PEOPLE_

즐기세요, 행동하세요!
“하고 싶은 일에는 때가 있다! 죽기 전 제 인생을 돌아봤을 때 단 한 
번의 후회 없이 파란만장한 삶을 사는 것이 제 
꿈입니다. 뒷산을 뛰어 올라가고, 번지점프를 해보고, 스

카이다이빙을 하고… 나이 들어서는 하기 힘들 다양한 활

동들의 리스트를 만들고 하나하나 지워나가는 삶에 저는 행복을 느

낍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제 인생을 충분히 즐겼기에 이제는 제 인생

에 책임을 져야 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취업을 위해 한걸음씩 나아가

고 발전해가는 것 역시 제게는 즐거운 과정입니다. 2학년 말에 PEET 

(약학대학입문 자격시험)에 떨어진 적도 있지만 곧 새로운 목표가 생겼

고, 다양한 자격증을 취득했으며, 학과 부학생회장으로서 알찬 경험도 

해봤습니다. 호주로 워킹홀리데이를 떠나 지게차 자격증까지 따면서 

일을 했고, 많은 외국 친구들을 만났으며, 영어는 물론 다양하고 소중

한 것들을 배웠습니다. 저는 아직도 하고 싶은 것들이 많습니다! 취직 

후에는 칵테일 만들기, 암벽등반 등 좀 더 다양한 분야에 도전할 계획

입니다. 후배님들도 학점에 목숨 걸고 하루 종일 도서관에 앉아 있기

보다는 취미생활도 즐기고 여행도 다니고 여러 사람들을 만나 견문을 

넓혔으면 좋겠습니다. 인생은 짧고 해보고 싶은 건 많을 나이

니까요. 원하는 게 있다면 주저 말고 행동하세요!”

안석원(의료생명공학과 11)

Enjoy the Club! 
AFFECTUS 정기적인 운동을 통해 학과 내 선후배들과 친목을 다지고 시합을 통해 

다른 학과들과 교류하고 선의의 경쟁을 펼칩니다. 좋은 사람들과 즐거운 시간을 보내

고 다양한 인맥도 형성할 수 있는 마음 훈훈한 동아리입니다. 

3R 의생명 분야에서 중요하게 다루고 있는 동물실험(전임상 단계)의 기초적인 기술을 

익히기 위한 자격증 획득을 목적으로 개설된 동아리입니다. 동물 사육법뿐만 아니라 

실험동물 워크숍 및 학회 참여와 함께 동물실험 분야 교수님의 지도 아래 다양한 실습

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동물실험학자로서의 기본적인 동물 윤리, 생리 해부, 유전학  

등에 대한 다양한 지식을 쌓을 수 있으며 실습을 마친 후에는 한국동물실험기술원에

서 발행하는 공인 자격증을 취득할 수 있습니다. 

CosMedi 미용효능물질로 사용 가능한 천연소재 연구, 국내 화장품 회사 견학, 그리

고 동아리 활동의 실험결과물로 학회 초록 발표 혹은 지식재산권 출원 등의 활동을 진

행합니다. 화장품 관련 회사로의 취업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연구 및 활동 등을 통해 화

장품에 대한 이해와 관심을 높일 수 있으며, 화장품에 대한 다양한 지식을 쌓을 수 있

는 기회를 제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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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엇을 탐구하는가?
최근 병원과 의료기관에서는 질병을 발견·진단·치료·분석하는 첨단 의료기기가 광범

위하게 보급되고 있으며, 환자정보·진료기록·의료영상을 전산화하여 서비스하는 처

방전달시스템(OCS), 전자의무기록시스템(EMR), 의료영상정보시스템(PACS)이 사

용되고 있습니다. 이와 더불어 원격으로 환자를 진료하는 의료서비스와 개인의 건강정

보를 국가에서 관리하는 전자건강기록(EHR)이 도입되고 있습니다. 이처럼 의료IT 산

업 시장은 급속도로 확대되고 있으며 향후 보다 가속화될 것을 예측함으로써, 순천향 

대학교는 35년 동안 축적해온 의료 서비스 경험

을 바탕으로 병원정보시스템 및 의료기기 개발 

분야에 필요한 전문 인력을 양성하는 의료IT공

학과를 2007년에 국내 최초로 신설하였습니다. 

순천향대 의료IT공학과 학생들은 의료IT 전문 

교수진, 첨단 교육 시설과 기자재, 순천향 4개 

부속병원(서울, 부천, 천안, 구미)에서의 인턴과 

현장교육 등의 우수한 교육 인프라를 최대한 활

용하여, 의료서비스 기반 의료기기·의료전산 서

비스 분야의 전문인력으로 성장하고 있습니다. 

특히 의료IT공학과는 의료와 관련된 소프트웨어

개발 분야, 하드웨어개발 분야의 능력을 갖춘 인

재 육성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다른 의료공학 계

열 학과들과는 차별성을 확립하고 있어 차세대 

시장을 크게 선점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두드려라, 열릴 것이다!
의료IT공학을 공부하기 위해서는 수학적 논리

력이나 물리 관련 기본 지식이 필요합니다. 또

한 의료IT공학과가 첨단기술이 이용되는 학문

인 만큼 컴퓨터나 전자 장비, IT기기 등 각종 기

계나 장비에 대해 관심이 있는 학생, 기계나 장비 등 정교한 것을 만들고 실험하며 조

작하는 것에 흥미가 있고, 분석하고 측정하는 일을 좋아하는 학생에게 적합합니다. 

따라서 고교 시절부터 과학탐구 실험반 또는 다양한 자연계열의 동아리 및 체험 활동

을 해보는 것이 좋습니다.

의료IT공학은 ‘의학 + 공학 + 정보학’의 융합학문으로 정부차원에서 집중 육성하는 ‘BT + IT + NT’의 전문기술이 복합된, 학문
적 부가가치가 매우 높은 첨단기술 분야입니다. 의료IT공학과에서는 의료분야에 필요한 소프트웨어 및 하드웨어 교육을 통해 
향후 폭발적인 수요가 요구되는 의료서비스 시장에서 선도적 역할을 담당할 핵심인력을 양성하고 있습니다. 
21세기 산업은 지식기반산업과 보건의료산업이 주축이 될 것으로 예측됩니다. IT분야의 세계적인 경쟁력을 갖추고 있는 우리 
나라의 경우, IT를 기반으로 하는 의료 분야의 새로운 기술창조에 적합한 토양을 갖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거대 다국적 기업들
이 부가가치가 높은 의료 분야를 집중 육성하고 있으며, 국내에서도 정부차원의 범부처적 지원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우리 학과는요!
6개의 연구실 운영

병원정보시스템(Hospital Information System, HIS) 연구실, 의

학통계프로그램 연구실(Medical Statistic Program Lab, MSPL), 
U-Healthcare 연구실, 의용전자연구실(MediTronics), 의료시스

템 및 기기(Medical System & Device) 연구실, 의료영상시스템

(Biomedical Image System, BIS) 연구실을 통해 학과 교수님

들이 수행하는 연구활동에 직접 참여하고, 다양한 프로젝트를 통해 

의료산업에서 필요로 하는 전문기술과 실무 역량 배양

12개의 전문트랙 운영

보건의료데이터 사이언티스트 양성 트랙, 의료기기 허가 및 보험등

재 전문가 양성 트랙, U-Healthcare 전문가 양성 트랙, 글로벌 건

강개발 리더 양성 트랙, 운동재활관리 전문가 양성 트랙, QoLT 기
술개발 전문가 양성 트랙, 헬스케어3.0 창업가 양성 트랙 등 전공

심화과정과 타 학과(전공)와의 융합과정인 12개 전문트랙을 운영

하며, 트랙참여 학생을 대상으로 장학금 지급 및 트랙인증서 발급

학습증진 프로그램

멘토링, 튜터링, 협동학습, 인성리더십, 기업가정신 캠프 등 다양한  

프로그램 운영

의료IT공학과     http://homepage.sch.ac.kr/mite

의료서비스 시장 선도하는 
국내 최초, 최고의 의료IT공학과

의료IT공학과 Department of Medical IT Engineering

Since 2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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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배가 권하는 책
스티브 잡스 전기
월터 아이작슨 / 민음사

완벽에 대한 열정과 맹렬한 추진력으로 IT혁
명을 일으킨 창의적인 기업가 ‘스티브 잡스’

의 롤러코스터 같은 인생과 그의 불같이 격

렬한 성격에 관한 내용을 담고 있다.

청소년 부의 미래
앨빈 토플러 / 청림출판

<미래쇼크>, <제3의 물결>을 통해 지식기반 

사회의 도래를 예견했던 앨빈 토플러. 그가 

15년 만에 내놓은 또 하나의 대작 <부의 미

래>가 대한민국 청소년들을 위해 새롭게 태

어났다. 이 책에서 토플러는 미래의 부(富)

가 어떻게 변화하고 우리의 삶에 어떤 영향

을 미칠지, 새로운 부의 창출 시스템은 어떠

한지를 예견한다. 단순히 경제학적 관점에

서의 부가 아닌, 문화와 문명이라는 좀 더 커

다란 구조 속에서 우리 생활 곳곳에 영향을 

미치는 부가 어떻게 형성되고, 어떻게 변화

하며, 또 어떻게 이동하는지 등을 제시한다.

학과 취득 자격증

의공기사, 정보처리기사, 전자기사, 전

자계산기사, 네트워크관리사, 정보검

색사, 리눅스마스터, 시스코인증시험, 

썬SCJD, 오라클 OCP 등

졸업 후 진출분야

일반기업 대기업, 중견기업, 중소기업, 

의료기기산업체, IT기기개발(HW), 소

프트웨어개발(SW), 정보시스템(SI) 
공공기관 정부, 정부 관련 기관, 연구소

비영리 부문 학교, 의료기관(병원 등)

기타 대학원 진학 등

Our Major Story
의료소프트웨어의 기초인 C언어를 학습하면서 의료IT 분야의 전공지식 함양

을 위한 첫발을 내딛게 됩니다. 디지털 시스템 과목에서는 의료용 디지털 회로

들의 종류 및 작동원리 등을 학습하고, 이러한 디지털 회로들을 구성하고 이

해하는 데 필요한 지식들을 <전기전자회로1>을 통해 습득하게 됩니다. 또한  

<일반 수학>을 통해 의료용 소프트웨어와 하드웨어 설계 및 분석에 필요한 수

학능력을 기르게 됩니다. 

교육과정
의료IT개론, 병원정보시스템개론, 인체해부학, C프로그래밍1· 2, C프로그래밍실습1· 2, 
의용전자개론, 디지털시스템, 디지털시스템실험, 의료과학개론, 전기전자회로1, 전기전

자회로실험

객체라는 개념이 추가되어 프로그램을 단순화하고, 생산성과 신뢰성이 높은 

시스템을 구축할 수 있게 해주는 Java를 학습하여, 의료용 프로그램 개발을 

시작합니다. <자료구조>, <데이터베이스>를 학습하고, 프로그램을 작동하면서 

발생하는 데이터들을 효율적이고 신속하게 처리, 관리하는 법에 대해 학습합

니다. 이는 향후 처방전달시스템(OCS), 전자의무기록시스템(EMR) 등 의료

용 소프트웨어뿐만 아니라 다양한 의료기기 개발능력에 도움을 주게 됩니다.  

<전기전자회로2>를 통해 트렌지스터를 활용한 증폭기의 종류와 작동 원리를 

학습하여 미세한 생체신호들을 계측하고 연산시킬 수 있게 되며 <의학용어>,  

<의료기기론>, <의료영상공학개론>을 통해 병원에서 사용하는 프로그래밍 혹

은 기계를 개발할 때 알아둬야 할 기초 지식들과 작동원리를 학습합니다. 

교육과정 
Java프로그래밍, Java프로그래밍실습, 의학용어, 의료영상공학개론, 확률통계, 전기전

자회로2, 헬스케어3.0의이해, 자료구조, 자료구조실습, 의료기기론, 컴퓨터구조, 데이터

베이스,데이터베이스실습

<의료영상시스템>과 <디지털 영상 처리>, <생체 신호 처리>를 통해 의료산업에

서 쓰이는 데이터들을 생산하고 가공하는 기초 기술을 배웁니다. 저학년 때 배운  

C언어와 Java를 더욱더 심도 있게 학습하고, 기초를 탄탄하게 다지는 <알고

리즘> 과목과 초소형 PC를 이용한 4차 산업 혁명의 핵심 분야로 떠오르는 

IoT의 기초를 배울 수 있는 <마이크로프로세서>와 <임베디드 시스템>을 집중 

적으로 배웁니다. 

교육과정 
인체생리학, 알고리즘, 알고리즘실습, 운영체제, 비쥬얼C++프로그래밍, 비쥬얼C++프로

그래밍실습, 생체 신호 처리, 마이크로프로세서, 마이크로프로세서실험(캡스톤디자인), 의

료안전법규및정보, 생체계측시스템, 생체계측시스템실험(캡스톤디자인), 웹프로그래밍, 

컴퓨터네트워크, 임베디드리눅스(캡스톤디자인), 의료영상시스템

<병원의료실무>, <의료정보응용>을 통해 학과와 관련된 의료 기관에서 조직 및  

기능을 학습합니다. <고급 웹 프로그래밍>에서 3학년 때 배웠던 JSP 기술들을 

더욱 다양하고 심도 있게 배우고 익힙니다. <PBL(Project-Based Learning)> 

과목을 통해 각자 지도교수님에 지도 아래 현실적인 프로젝트를 개발, 졸업 

작품으로 발전시키고 취업을 준비합니다. 2학기 때는 산업체나 교육기관에서 

실무중심 기술과 현장경험을 습득합니다.

교육과정 
고급 웹 프로그래밍, 컴퓨터보안, 소프트웨어공학, 닷넷프로그래밍, 병원의료실무, U-Health-
care 시스템, 병원의료실무, U-Healthcare PBL1· 2, 삶의질기술개발 PBL1· 2, 유비쿼

터스컴퓨팅, 의료정보응용, 의료시스템응용, 웹애니메이션, 현장실습(인턴십2)

1학년

2학년

3학년

4학년

PEOPLE_

배려와 존중의 미덕을!
“저에겐 목표라기보다는 소박한 꿈이 하나 있습니다. 제가 아끼는 사람들과 함께 살 

수 있는 작은 마을을 만드는 꿈입니다. 부모님께서 자주 말씀하십니다. 하루빨리 시

골에 내려가 욕심 없이 살고 싶다고. 친구들을 만나도 우리  

다 같이 시골에 내려가 살자는 말을 할 때가 종종 있습 

니다. 부모님의 행복을 위해서, 또 친구들과 같이 조용

하고 여유로운 삶을 살고 싶은 저는 그래서, 모두가 

함께 모여 살 수 있는 작은 마을을 만들고 싶습니다. 

세상이 많이 각박합니다. 그래서 더욱 우리가 잊어

서는 안 될 덕목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바로 ‘예의’입

니다. ‘예의’는 조금만 신경을 쓰면 누구나 쉽게 지킬 

수 있습니다. 때로는 다른 사람의 기억 속에 각인돼 사람을 

판단하는 잣대가 되기도 합니다. 내가 먼저 예의를 지키면 상대방도 

예의를 지키게 됩니다. 이것이 퍼지고 퍼져서 많은 사람들이 서로를 

존중하고 예의 바른 사회가 되면 좋겠습니다. 미래의 후배님들!  
성적에 매달려 자기 자신을 잃어버리지 않았으면 좋겠
어요. 자신이 하고 싶은 것, 자신이 좋아하는 것들을 하
면서 대학생활의 행복한 기억들을 많이 쌓으시기 바랍
니다. 그것이 가장 큰 재산이 될 거라고 생각해요. 언제나 화

이팅입니다!”

김성원(의료IT공학과 13)

Enjoy the Club! 
자료구조 동아리 컴퓨터 프로그래밍 동아리입니다. 1학년 때 배웠던 C언어를 토대로  

2학년 때는 자료구조를 통해 프로그래밍을 좀 더 체계적으로 작성하는 방법을 배웁니다.  

의료소프트웨어 제작동아리 병원 정보를 전산 시스템으로 구축하는 데 사용되는 각종 

검사 수치를 이용하고, 이를 분석하여 응용하는 병원정보시스템에 대해 공부하는 동

아리입니다. 분석한 데이터와 교과 시간에 배운 Java, C++, 비주얼베이직 등의 언어

를 이용하여 의료 소프트웨어를 개발하고 있습니다.

OS Programming 동아리 프로그램 개발에 기초가 되는 C언어 및 Java를 학습하는 

동아리입니다. 컴퓨터프로그래밍의 기본기술과 데이터구조의 기본개념, 프로그래밍 

문제 해결 및 데이터 처리의 기본기법에 관한 학습에 중점을 두고 있으며, 매주 C언어 

및 Java를 기반으로 하는 프로그램 제작 관련 세미나를 진행합니다. 

디지털 심화 동아리 교과과정에서 배운 디지털 논리 시스템 설계 지식을 Altera사의 

FPGA를 활용하여 간단한 기능을 할 수 있는 CPU와 주변장치로 실제로 구현합니다. 

디지털 논리시스템 설계전공 지식을 심도 있게 학습할 수 있는 동아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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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엇을 탐구하는가?
임상병리학은 과학적이고 전문적인 기술을 이용하여 검체 또는 생체를 대상으로 병

리적·생리적 상태를 예방·진단·예후 및 관찰하고 치료에 기여하며, 신뢰성을 보장하

기 위해 신속하고 정확한 검사결과를 제공하고, 검사결과의 연관성을 해석하고 현재 

사용 중인 검사법의 평가와 개선을 꾀하여 새로운 검사법을 평가하는 전문 보건 기술

인을 양성하는 학문입니다.

임상병리학과에서는 인체해부학, 생명과학, 인체생리학, 미생물학, 혈액학, 임상화학, 

임상미생물학, 면역학, 면역 혈청학, 생리학적 검사, 병리학, 조직학, 생화학, 분자생물

학, 임상생화학실습, 미생물학실습, 혈액학실습,  

조직검사학실습, 분자생물학실습, 면역혈청학실 

습, 생리기능검사실습, 병원임상실습 등 임상병리  

검사에 필요한 전문 과목을 학습합니다. 임상병

리사가 되기 위해서는 임상병리학과를 전공하고 

국가고시에 합격하여 보건복지부 장관이 부여하

는 임상병리사 면허를 취득해야 합니다.

4개의 대형 종합병원과 오랜 역사를 가진 의과

대학의 풍부한 인프라를 바탕으로 임상병리학과

는 우리 대학교 의학과, 간호학과와 마찬가지로 

임상병리사 면허 합격률 100%, 취업률 100%

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두드려라, 열릴 것이다!
임상병리학은 영어와 과학에 대한 관심과 함께 

생명과학 및 화학 관련 지식을 필요로 합니다. 

따라서 임상병리학과는 실험과 실습을 좋아하고  

화학, 생명과학 등의 교과목에 흥미가 있는 학생 

과 분석적 사고력을 바탕으로 세포와 조직 등을  

검사하고 분별하며, 결과를 해석할 수 있는 능력 

을 갖춘 학생에게 적합합니다. 고교 재학 중에는 과학탐구 동아리, 컴퓨터 동아리, 외국 

어회화 동아리 활동과 병원 등 보건기관에서의 봉사, 헌혈 등의 활동을 경험해볼 것

을 추천합니다.

오늘날에는 건강에 대한 관심이 크게 높아짐에 따라 진단기술이 급속하게 발전하고 있으며, 최첨단 과학기술이 진단에 응용 및 
도입되면서, 사회는 이에 부응하는 보다 많은 인력과 뛰어난 의과학적 지식을 지닌 전문 의료과학인을 필요로 하고 있습니다.  
순천향대학교 임상병리학과는 순천향의 기본정신인 ‘인간사랑’을 바탕으로 서로 돕고 협동하는 공동체 의식을 함양하고 자신
이 맡은 역할에서 최선을 다하는 인재, 적극적인 태도와 의과학적 전공지식을 함양한 현대 사회가 필요로 하는 미래지향적인 
전문 의료과학인을 양성하고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우리 학과는요!
현장 맞춤형 교육

❶ 현장 및 전문가 강의 개설

  전공에 적합한 교수 및 의과대학의 전문교수들이 직접강의를 담

당하며, 현장(병원 실습) 지식이 필요한 분야는 현장 실무자가 직

접 강의 진행

❷ 순천향대학교 부속병원 실습

  현장 감각 습득을 위해 우리 대학 부속병원에 직접 파견해 업무 

파악 진행

학생밀착형 교육

❶ 임상병리학과 동아리 운영

  정규교과과정을 중심으로 학생들의 다양한 관심을 이끌어내고 

분야별 지식과 경험을 심화할 수 있도록 전공동아리 활동 진행

❷ 자격증 및 영어성적 졸업의무제

  졸업 후 진로 범위를 넓히기 위해 졸업요건으로 공인 토익성적 

700점 또는 학과에서 인정하는 전공 관련 자격증(임상병리사, 

국제임상병리사 등)을 1개 이상 획득하는 것을 의무화하고 저

학년부터 이를 준비할 수 있도록 프로그램 운영

임상병리학과     https://homepage.sch.ac.kr/bmls

국민 보건 및 건강증진에 기여하는 
전문 의료과학인

임상병리학과 Department of Biomedical Laboratory Science

Since 2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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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배가 권하는 책
화학 교과서는 살아있다
문상흡 , 박태현 외 / 동아시아

일상에서 부딪히기 쉬운 수많은 일들이 결

국 화학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는 사실을 이

해하기 쉽게 설명하기 위해 재미있는 예화

를 수록하였다. 고등학교 화학 교과서의 전 

분야를 망라해 화학의 기초부터 응용에 이르 

기까지 알기 쉽고 재미있게 설명하였으며 

교과서의 연계 내용을 표로 정리하여 목차 

뒤에 수록했고, 풍부한 사진과 그림을 통해 

글로는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의 이해를 돕

는다. 화학과 밀접한 관련을 맺는 흥미진진

한 이야기를 통해 화학에 관한 내용을 이해

하는 것을 넘어 화학에 애착을 가질 수 있도 

록 유도한다.

매력적인 심장 여행
요하네스 폰 보르스텔 / 와이즈베리

‘심장 전도사’인 저자 요하네스 폰 보르스텔

이 우리가 소홀히 해왔던 심장에 대한 이해

를 돕는다. 저자는 사이언스 슬램 독일 대표 

로 활동한 바 있는 인기 과학강연자이다. 또

한 응급상황에 투입되어 긴급 치료를 돕는 응

급구조사로 활동하며 얻은 심장에 관한 흥미

롭고 중요한 지식을 모두 들려준다.

학과 취득 자격증

임상병리사, 미국임상병리사[ASCPi 
(MP, MT)],국제세포진단사(IAC), 방
사성동위원소 취급자면허, 실험동물

기사, 위생사, 산업보건분석사

졸업 후 진출분야

일반기업 대기업, 중소기업 식품회사

공공기관 임상생리검사실, 생명과학 관

련 연구소,국립과학수사연구원(NFS), 
경찰청과학수사(CSI), 건강관리협회 

국립보건원, 검역소 등

비영리 부문 대학병원 및 종합병원의  

진단검사의학과, 핵의학과, 병리과

Our Major Story
임상병리학의 역사와 발전에 대해 공부하며, 임상병리학에 관련된 교과목 등

을 소개하고 과목 간 상호 유기적 관계를 터득하게 하는 등 임상병리사가 되기 

위해 필요한 전반적인 내용을 개괄적으로 교육받습니다. 생명체의 일반구조

와 기능, 생리, 생식과 발생, 유전 등에 관하여 고등교육보다 심화된 생명과학

에 대한 지식을 습득합니다. 또한 이론으로 배운 것을 직접 실습해보며 임상병

리사로서 필요한 자질을 배웁니다. 임상병리학과는 과학이 기초 과목이지만 

영어 실력이 매우 중요합니다. 외국 기업이나 임상병리사로도 취직할 수 있는 

기회와 진로의 폭이 넓기 때문에 유창한 영어 실력이 요구됩니다. 

교육과정
1학기 생명과학1, 생명과학실험1, 일반화학, 의학용어, 임상병리학원론, 의료과학개론 /  

2학기 생명과학2, 생명과학실험2, 보건학원론, 유기화학1, 인체해부학, 세포생물학

임상병리학과는 병원균 또는 유익균의 양면을 가지고 우리 삶과 깊숙이 관련

되어 있는 미생물과 여러 가지 감염질병에 관한 연구를 수행하는 <임상미생물

학>, 생물체의 면역체계를 연구하는 생물학의 한 분야인 <면역학>, 생물체를 

구성하고 있는 여러 조직을 연구대상으로 하는 생물학의 한 분과인 <조직학> 

등을 배우는 시기입니다. 2학년 때는 비교적 시간적 여유가 있으므로 학과활

동도 중요하지만 여러 대외활동에 참여해 다양한 사람들을 만나고 다채로운 

경험을 해보는 것이 좋습니다.

교육과정 
1학기 일반미생물학, 생화학1, 유기화학2, 면역학, 인체생리학 / 2학기 조직검사학, 조직 

검사학실습, 임상미생물학1, 임상미생물학실습1, 생화학2, 임상혈액학, 분석화학, 기생

충학, 의과학세미나

임상병리학과 3학년은 <임상화학1>, <임상생리학1>, <임상미생물학2>, <진단 

혈액학>, <병리학> 등의 이론 전공과, 전공기초를 바탕으로 하는 실험 위주의 

실습수업을 통해 보다 심화된 실무교육을 받게 됩니다. 실험 위주의 실습수업

이 많은 만큼 직접 경험을 통해 얻을 수 있는 장점이 많은 시기입니다. 하계 · 

동계 방학 중에는 병원실습을 통하여 졸업 후 진로 중 하나인 병원 임상병리

사의 역할을 직접적으로 접해볼 수 있는 아주 좋은 기회를 만날 수 있습니다.

교육과정 
1학기 임상미생물학2, 임상미생물학실습2, 진단혈액학, 진단혈액학실습, 임상화학1, 임상 

생리학1, 직무집중교육, 병리학, 기기분석학, 기기분석학실습, 세포생리학, 독성학, 동위

원소검사학 / 2학기 임상화학2, 직무집중교육2, 임상화학실습1· 2, 분자생물학, 분자생

물학실습, 임상바이러스학, 진단세포학, 혈액은행

사회로 나아가는 출발선에서 3년 동안 접한 전공강의와 특강 또는 특성화 프

로그램을 통해 습득한 지식을 자신의 직무와 연계하여 실무능력을 강화하게 

됩니다. 전원 국가고시 합격이라는 목표 아래 조별스터디를 진행함으로써 서

로 돕고 협동하는 공동체 의식을 함양할 수 있으며, 자신이 맡은 역할에서 최

선을 다하는 적극적인 태도를 배우게 됩니다. 자신만의 진로를 다질 수 있도록 

학과에서 제공하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잘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교육과정 
1학기 면역혈청학, 요화학, 생물정보학, 보건의료법규, 법의학의이해, 임상병리학현장실

습1· 2 / 2학기 임상생리학2, 임상분자진단학, 정도관리학, 임상병리학특론1· 2 · 3(캡스

톤디자인), 보건통계학, 병원감염관리학

1학년

2학년

3학년

4학년

PEOPLE_

누군가에게 도움이 되고 싶은 나
비정상인가요?
“저는 드라마 ‘CSI’를 보고 범인을 찾는 데 유전적인 증거를 분석하는  

연구자에게 매력을 느끼게 되어 임상병리학과에 진학하게 되었어요.  

막상 입학하고 보니 원래 문과였던 터라 학점이 좋지 않았고 자괴감이 

들기도 했었죠. 한 학기를 마치고 나니 조바심이 들더라고요. 무조건 
배우고 익히자 싶어 실험실에서 열정을 불살랐죠. 그 덕
분에 성적우수자인 ‘Dean's List’에 이름을 올리게 되었
답니다. 노력하면 된다는 걸 그때 알았어요. 3학년이 된 지

금 저는 과대표를 맡으면서 해외 봉사도 다녀오고 지역아동센터에서 교육

봉사를 진행하면서 열심히 살고 있어요. 저는 도움이 필요한 분들을 돕고 싶

어 어릴 때부터 봉사활동을 해왔었어요. 그리고 이런 제 자신이 자랑스럽고 너무  

행복합니다! 제 삶에 감사함도 느끼고요. 앞으로도 두려워하지 않고 새로운 도

전을 해나갈 생각이에요. ‘국토대장정’도 그 중 하나고요. 여러분도 혹시 학
점이 낮다고 포기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노력하는 만큼 결
과는 나오거든요. 후회 없이 대학생활 하시고 원하는 꿈들을 다 
이루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양한 일들에 도전도 해보시고요. 취업만 생각

하면서 대학생활을 하기에는 인생이 너무 우울하지 않을까요? 여러분 

모두 원하는 꿈들 다 이루시길 바래요!”

김아연(임상병리학과 15)

Enjoy the Club! 
MAESTRO 순천향대학교 의료과학대학 내 첫 공식 동아리로 ‘최고, 장, 거장’이라는 뜻

을 가진 MAESTRO라는 이름처럼 의료, 과학의 전반적 분야에서 최고가 되자는 취지

로 어학 공부를 하거나 논문을 읽는 등 여러 가지 학술활동을 진행하는 동아리입니다.

KEANU 오카리나 연주 동아리입니다. 오카리나는 사람이 만들어낸 악기 중에 자연

과 가장 닮은 소리를 내는 아름다운 악기라고 불립니다. 

HOMME Homme(옴므)는 프랑스어로 ‘남성’을 뜻하며, 남학우들로 구성되어 주기

적인 모임을 통해 학술적 교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오손도손 핸드메이드 동아리로 캘리그라피, 액세서리디자인, 각종 공예를 배우고 친목

을 도모하며, 만든 제품들을 플리마켓에서 판매하거나 전시하는 활동을 진행입니다. 

ForRest 말 그대로 휴식을 위해 만들어진 임상병리학과 밴드 동아리입니다. 바쁜 일

상 속 스트레스를 노래를 통해 풀어내자는 취지로 만들어졌으며 학교생활과 공부에 

지친 모든 순천향인들이 편안하게 즐길 수 있는 공연을 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DEDICAR ‘헌신’이라는 의미로, 2017년에 처음 개설된 학과 봉사 동아리이며 천안·

아산지역을 중심으로 봉사활동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223222 순천향대학교 전공안내서



무엇을 탐구하는가?
데일 카네기는 자기관리론에서 ‘작업치료는 활동을 마치 약처럼 사용하는 치료적 방

법’이라고 표현하며, 자기 자신의 걱정 및 근심을 안정시키는 멋진 치료라고 소개하

고 있습니다. 작업치료학과는 신체적, 정신적 어려움을 겪고 있거나 어려움이 발생될 

것으로 예상되는 사람들이 최대한 독립적으로 생활을 영위하고 그들의 삶의 질을 향

상시키는 데 필수적이고 전문화된 작업치료사를 육성합니다. 작업치료학과 학생들은 

인체 해부학과 생리학 등 기초 의학적 지식을 학습하게 되며, 작업치료 대상자를 평가

하여 정확한 정보를 기반으로 적합한 치료계획

을 수립하고 시행할 수 있는 능력을 함양합니다. 

이 과정에서 작업치료 대상자의 작업을 프로파

일링 및 수행 분석하고, 신체적 기능 증진훈련, 

일상생활 동작 훈련, 인지 및 지각 증진훈련, 직

업교육 등을 통하여 대상자를 삶과 사회에 참여

하도록 돕는 방법을 배웁니다.

두드려라, 열릴 것이다!
작업치료학과는 사람들과 어울리기를 좋아하고 

친절하고 이해심이 많은 학생에게 보다 적합한 

학과입니다. 아울러 신기술 학습을 선호하고, 다

양한 환경에 대한 적응력과 지식응용력을 갖춘 

학생, 글로벌 시대에 필수조건인 영어 또는 외국

어 능력에 소질이 있는 학생, 도전정신, 탐구정

신, 봉사정신, 성실성 및 끈기가 있는 학생에게 

적합합니다. 고등학교 재학 중에는 예절·질서 기

본 생활 습관 형성 활동, 교우 상담 활동, 학생 건강 체력 평가, 체격 및 체질 검사, 안

전생활 훈련, 수련 활동, 나의 희망 찾기, 흡연 제로 프로그램 등에 참여하고, 다양한 

장애 인식개선 관련 공모전 등을 경험해보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외국어회화나 과학

탐구, 사회조사, 독서 및 비평 활동을 비롯해 구기, 육상, 수영 등의 운동이나 다양한 

봉사활동에 참여해볼 것을 권장합니다.

작업치료학과는 생애 전 주기의 대상자들이 질적으로 높고 최대한 독립적인 생활을 영위하는 데 필요한 전문적인 작업치료를 
교육합니다. 재학생들은 작업치료 교육을 통해 신체적, 정신적, 사회적인 이유로 작업 수행에 어려움이 있거나 어려움이 예상
되는 개인, 집단, 기관을 평가하고 그 내용을 분석하여 대상자별 맞춤형 중재 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하는 능력을 배양합니다.  
순천향대학교 작업치료학과는 순천향대학교 서울, 부천, 천안 병원과의 긴밀한 협조 아래 교육과 실습, 연구를 진행하고  
있으며, 신수도권 최고의 작업치료사 인재를 양성하는 교육 및 연구 중심 대학으로 자리매김할 것입니다.

우리 학과는요!
2015년 90.9% 취업

학과 소속 5명의 교수가 책임자로 있는 참여과학연구실, 작업수행 

및 재활공학연구실, 생물학적 작업치료 및 대체활동개발 연구실, 

신경인지 및 노화 연구실, 생애작업발달연구실을 통해 심화교육 및 

연구, 지역사회 활동 등을 진행해 취업 강화

CK-1 특성화

5년간 42억여 원을 지원받는 ‘교육부 CK-1 특성화 사업’을 통해  

현장교육, 현장견학, 튜터링, 멘토링, 글로벌 현장교육 등 지원

작업치료학과 수상실적

2014년 전국 작업치료학과 최초로 제1회 국제창업포럼(주)따뜻한

기술 S.I.A.T BPC 최우수상(중소기업청장상) 수상, 2014년 전국 작

업치료학과 중 최초로 대한민국 인재상(작업치료학과 3학년 유수빈), 
2015년 대한민국 인재상(작업치료학과 3학년 곽지원) 연속 수상

작업치료학과     https://homepage.sch.ac.kr/ot

재활 전문인으로서 
미래 복지사회를 구현하다

작업치료학과 Department of Occupational Therapy

Since 2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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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배가 권하는 책
닉 부이치치의 허그
닉 부이치치 / 두란노

한계를 껴안는 꿈과 희망의 이야기로 팔다

리 없이 태어난 호주 청년 닉 부이치치가 온

갖 난관과 장애를 딛고 일어선 경험들을 담

은 책이다. 평범한 사람이 누리는 평범한 일

상이 가장 부러웠던 스물일곱 살 청년은 이

제 전 세계를 누비며 자신의 삶을 통해 하나

님의 사랑을 전하고 있다. 신체적 장애로 인

해 겪은 아픔과 절망, 그리고 그것을 뛰어넘

어 행복을 누리고 전하기까지의 과정을 생

생하게 그려낸다.

학과 취득 자격증

작업치료사

졸업 후 진출분야

의료기관 종합병원, 한방병원 및 각 의 

료기관의 재활의학과, 소아과, 정신건 

강과

공공기관 장애인복지관, 노인복지관, 

건강보험관리공단, 직업재활원, 보건직  

공무원

교육기관 장애전담어린이집, 특수학교

일반기업 의료기기업체 및 복지용품 

유통업체

기타 대학원진학, 해외취업 등

Our Major Story
작업치료학은 20세기 보건의료 분야 최고의 창의융합 영역입니다. 1학년 시

기에 전공인 <작업치료학 개론>을 공부하면서, 보건 분야를 알기 위해 <의학용

어>, 전공 기초 분야인 <인간심리학의 이해> 및 <생명 윤리와 과학>을 함께 공

부합니다. 전문 분야의 지식을 깊고 풍요롭게 하기 위해서 칙센트미하이의 저

서인 ‘몰입(Flow)’과 인식론 및 가치를 논하는 철학책이나 다양한 세대를 다루

는 심리학책을 읽어보기를 권합니다. 예술에 대한 이해와 관련된 서적도 많이  

읽으시기 바랍니다. 무엇보다 인간의 본성과 인간 행위의 의미를 담고 있는 영

화들을 많이 접하면서 인간과 사람이 사는 세상에 대한 이해와 자신을 사랑할 

수 있는 소양을 갖추었으면 합니다.

교육과정
1학기 생명과학, 작업치료학 개론, 생명윤리학 / 2학기 의학용어, 인체해부학, 인간심리학 

의 이해, 생명과학실험

사람의 작업에 바탕이 되는 신체 구조 및 기능을 배우고, 작업 구성 요인을 본격 

적으로 익히는 단계입니다. <기능해부학>, <신경해부학> 등의 과목을 통해 헬

스케어의 기초 지식을 쌓고 <심리평가 및 실습>, <이학적검사 및 실습>, <작업 

치료평가 및 실습> 과목에서 평가 역량을 키웁니다. <작업수행분석>과 <대체

치료학> 수업에서는 사람을 작업적 존재로 바라보는 시각을 갖춥니다. 2학년

은 풍요로운 작업치료 정보에 편리하게 접근하기 위해서 외국어 습득에 노력 

을 기울여야 하는 시기입니다. 또한, 학과 내외 활동을 통해 다양한 사람들과  

소통하는 경험을 함으로써 대인관계 기술을 향상시키는 것이 필요합니다.

교육과정 
1학기 인체생리학, 작업수행분석, 기능해부학, 대체치료학, 작업치료평가 및 실습 / 2학기 

작업치료신경해부학, 이학적검사 및 실습, 심리평가 및 실습, 정신의학, 헬스케어3.0의 이해

전공과목의 심화과정에 참여하여 작업치료 임상현장에서 반드시 필요한 <근

골격계 작업치료학 및 실습>, <신경계작업치료학 및 실습>, <정신사회 작업치

료학 및 실습>, <운동치료학 및 실습>, <아동작업치료학 및 실습>, <일상생활동

작 및 실습>, <감각통합치료 및 실습>, <보조기의지학 및 실습>, <지역사회작업

치료학>, <재활심리학>, <재활기술방법>, <노인건강관리PBL1· 2>, <운동재활

관리PBL1· 2>, <아동발달PBL1· 2>, <삶의 질 기술개발PBL1· 2>, <헬스케어

창업PBL1· 2> 등 세부적인 심화 교육과정을 학습합니다.

교육과정 
1학기 근골격계 작업치료학 및 실습, 정신사회 작업치료학 및 실습, 운동치료학 및 실습, 

보조기의지학 및 실습(캡스톤디자인), 아동작업치료학 및 실습, 일상생활동작 및 실습, 노인 

건강관리PBL1, 운동재활관리PBL1, 아동발달PBL1, 삶의 질 기술개발PBL1, 헬스케어 

창업PBL1 / 2학기 감각통합치료 및 실습, 신경계작업치료학 및 실습, 재활심리학, 치료적 

작업응용(캡스톤디자인), 지역사회작업치료학, 재활기술방법 실습1, 노인건강관리PBL2, 
운동재활관리PBL2, 아동발달PBL2, 삶의 질 기술개발PBL2, 헬스케어창업PBL2

1학기 동안 현장실습에 참여하여 학내에서 학습한 지식을 작업치료 임상현장

에 적용하며, 이 과정을 통해 졸업 후 진로를 심도 있게 탐색합니다. 2학기에

는 <재활기술방법실습2>, <보건의료법규> 등 임상 현장에서 필요한 전공 교과

목을 이수하고, 이와 병행하여 작업치료사 면허시험을 준비하며, 취업 특강 및 

모의 면접 등 취업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에 참여합니다.

교육과정 
1학기 공중보건학, 작업치료행정론, 작업치료임상실습1· 2 · 3 · 4 / 2학기 노인작업치료

학, 재활공학, 보건의료법규, 재활기술방법실습2, 작업치료연구방법론, 장애아동의 이해

1학년

2학년

3학년

4학년

PEOPLE_

작업치료사로 자부심과 긍지 느낍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작업치료사입니다. ‘작업치료’가 여러분들에게는 생소한 분야일 수

도 있겠네요. 일상의 모든 활동을 우리는 ‘작업(Occupation)’이라고 
표현하는데 신체적·정신적·인지적 어려움이 있으신 분들이 다시 일
상의 모든 작업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치료를 하는 학문을 바로 
작업치료라고 해요. 다시 말해, 환자가 일상, 사회로 다시 복귀하여 

독립적으로 생활할 수 있도록 하는 재활의 한 분야랍니다. 요즘은 많은 

매체들이 미래유망직종으로 작업치료사를 꼽고 있더라고요. 현재  

저는 일하다가 다친 산업재해 환자를 치료하는 병원에 근무하고 

있어요. 대부분이 뇌손상, 척수손상으로 마비 및 인지적 장애가  

있는 중증 환자분들이시죠. 이분들이 다시 일상생활, 사회로  

복귀할 수 있도록 도움을 드리고 있습니다. 저는 작업치료사 

로서 자긍심과 자부심을 가지고 즐겁게 일하고 있어요. 순천향 

대학교 대학원에서 학업과 연구도 계속하고 있고요. 제가  
공부하고 느낀 모든 것들이 지금, 그리고 앞으로 
제가 만나게 될 많은 환자들에게 올바르게 적용
되고 그분들의 삶이 좋은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도
록 도움을 드리고 싶습니다. 후배님들이 보기에 부끄럽지  

않은, 명예로운 작업치료사가 될 수 있도록 앞으로도 

노력하겠습니다. 후배님들도 화이팅입니다!”

원재경(작업치료학과 08)_근로복지공단 인천병원

Enjoy the Club! 
PHILOS 2008년에 의학용어 학습을 목적으로 설립되었고 현재는 해부학 학습을 목

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에리세(ERICE) 희랍어로 ‘풀숲’이라는 의미로 세상에 아름다운 음악의 화음을 전하고 

싶은 사람들이 모여 통기타, 팬플룻 그리고 키보드를 연주합니다.

BIOMEGA 인체해부학, 생리학, 신경해부학 등 의학 관련 기초 과목을 학습하기 위

해 설립된 학술동아리입니다. 작업치료사의 지식을 넓히고, 치료적 자질을 높이며 근

거 중심 작업치료를 수행하기 위한 발판을 마련합니다.

THE # 건강한 보건인이 되기 위해 선후배가 함께 다양한 운동을 하며 건강을 도모하

는 동아리입니다. 더불어 보건인에게 꼭 필요한 인체해부학, 의학용어 등을 선후배 

간 튜터링제도를 통해 함께 공부하며 작업치료에 대한 지식을 쌓는 교류의 장입니다. 

W.I.N.G 재활의료와 의공학을 융합한 재활 보조기기를 연구 및 개발하는 창업동아

리입니다.

Compello 운전재활에 필요한 운전보조기구를 제작하며 장애인운전재활의 질 향상

을 목표로 하는 창업동아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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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엇을 탐구하는가?
생명과학의 꽃으로 불리는 의약산업은 고부가가치를 창출하는 첨단산업으로 국가적

으로도 차세대 성장동력 산업으로 선정될 만큼 중요한 핵심 산업입니다. 또한 충청 광

역권의 선도 산업으로 의약바이오 분야가 선정되는 등 이 분야에 대한 정부의 집중적

인 투자가 이루어지면서 관련 분야의 인력수요가 급속히 증가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특히 의약공학은 기초과학, 약학, 의학, 공학, 관리·경영 등이 조화롭게 연결된 다학

제적인 새로운 융합 학문입니다.

순천향대학교 의약공학과는 의약바이오 관련 세 학과가 연합한 충청권 융합 생명의

약 사업단, 지방대학 특성화사업에 선정된 바 있으며, 신약소재 개발과 관련된 의약화

학 분야·바이오 씨 밀라, 세포치료제, 유전자치

료제 등 바이오 의약품 제조 분야·의약품의 효능

에 대한 이해와 관련된 분야·제약공정 및 품질관

리 분야 등 특성화된 분야를 교육하고 있습니다.

졸업 후에는 의약바이오 전문대학원 또는 유학

을 통해 해외 대학원 진학할 수 있으며, 제약회

사, 화장품회사, 기타 바이오 관련 회사에 취업

할 수 있습니다. 아울러 국공립기관, 공무원 및 

기타 연구 관련 전문직에 진출할 수도 있습니다.

두드려라, 열릴 것이다!
의약공학과는 약학, 생명과학, 공학을 기반으로 

하는 융합 학문이므로, 화학, 생물학 및 물리학

의 실험과 관찰에 흥미가 있으며 꼼꼼하고 침착

한 성격의 학생에게 매우 적합합니다. 그리고 실

험 과정과 결과에 대한 분석능력과 문제 해결능

력이 큰 도움이 됩니다. 특히 화학과 생물에 대한 기초능력을 갖춘 학생, 의약품에 대

한 남다른 관심 및 개발 의지를 갖춘 학생, 제약회사 및 바이오회사에 취업에 관심이 

많은 학생이라면 적극 환영합니다. 의약공학 관련 고교 체험으로는 제약, 의약품 관

련 활동이나 화학, 생물 등의 과학 동아리 활동, 외국어 회화, 과학탐구, 컴퓨터 등의 

동아리 활동을 추천합니다.

의약공학(Pharmaceutical Engineering) 분야는 약학, 생명과학, 공학의 학문 분야가 복합된 다학제적 융합 학문으로서 세
계적으로도 크게 발전을 거듭해온 차세대 유망 분야입니다. 부가가치가 대단히 높고 그 응용범위가 매우 넓고 다양하기 때문
에 우리나라의 국가 경쟁력을 높일 수 있으며 건강하고 높은 질의 삶을 추구하는 미래사회에서도 핵심이자 필수적인 학문 분
야입니다. 순천향대학교는 지난 2009년에 교육과학기술부 의약바이오 분야 인재양성사업의 주관대학으로 선정되어 SCH의
약바이오인재양성센터를 설립하는 등 의료과학분야 특성화 교육을 인정받아 관련 산업 육성에 필요한 인재양성을 위해 매진
해 왔습니다. 이후 2012년 의약공학과를 설립하여 국내 최고의 교수진, 첨단장비와 맞춤형 교육을 통해 의약산업 분야에서 
활약할 유능한 인재를 육성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우리 학과는요!
해외 전문연구기관 연수

2015년 1월 태국 국책연구소 BIOTEC에 3학년 학생 9명 4주간  

연수

기업주도 현장실무실습 교육

2015년 3개의 기업에서 다양한 실무실습 교육 수행

취업동아리 지원

의약바이오 분야 특별전문가 양성을 위해 동아리 8개의 활동경비  

지원

멘토 · 멘티 지원

자기 주도 학습에 어려움이 있는 학생을 도와주는 멘토 · 멘티 연결  

및 경비 지원

의약공학과     http://homepage.sch.ac.kr/pharmeng

건강한 삶을 리드하는 
첨단의료과학 인재들

의약공학과 Department of Pharmaceutical Engineering

Since 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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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배가 권하는 책
새로운 약은 어떻게 창조되나
교토대학대학원약학연구과 / 

서울대학교출판문화원

새로운 약을 어떻게 창조하는가에 대해 교

토대학 약학부, 대학원 약학연구과의 교수진 

10명이 자신의 전문 영역과 체험을 바탕으로 

해설한 책으로 약의 역사와 신약개발의 방법

론을 정리하고 신약개발 과정을 설명하여 신

약개발에 관련된 교육과 연구를 어떻게 하고 

있는지에 대해 알아볼 수 있도록 도와준다.

과학콘서트
정재승 / 동아시아

분야를 넘나드는 통합적 지식과 사유를 보

여주며 세대를 초월해 즐길 수 있는 지식논

픽션으로, 많은 독자들에게 사랑받으며 교

양 과학 필독서로 자리 잡은 책이다. 일상과 

전문 지식, 과학과 여타 학문들을 넘나드는 

통합형 지식으로 복잡한 물리 법칙이나 수

학을 전혀 못 해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한 것이 특징이다. 과학과 여러 학문을 아우

르는 크로스오버적 접근과 당연하다고 생각

되는 사회현상을 전혀 다른 각도에서 의심

하는 기발한 질문으로 세상에 대한 새로운 

지식을 선사한다.

학과 취득 자격증

의약정보사, 약무사, 생물공학기사, 화

학분석사, 변리사, 산업위생관리기사, 

의약분야 기술거래사

졸업 후 진출분야

대학원 진학 국내외 대학원 진학을 통

해 신약개발 연구원으로 진출 

일반기업 진출 제약회사, 바이오 회사,  

식품회사, 화장품회사, 의약바이오 관

련 서비스회사(CRO, CMO, 특허, 컨

설팅 등)

공공기관 진출 국공립기관, 공무원 및 

기타 의약품 관련 전문직

Our Major Story
의약공학의 기본이 되는 학과기초과목을 공부하는 시기로 <일반생물학>, <일

반화학>, <일반물리학>, <일반생물학실험>, <일반화학실험> 등 기초과학 분야

와 <생명공학개론>, <의약지식재산권학>, <나노화학개론> 등 개론을 수학하며 

외국어, 컴퓨터 등 다양한 교양과목 이수를 통해 다양한 지식을 습득합니다. 

의약공학과에는 다양한 동아리가 있습니다. 선배들과 친목을 쌓을 수도 있고 

앞으로 결정할 자신만의 진로를 간접 체험할 수도 있으므로 동아리 활동을 잘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교육과정

1학기 일반화학, 일반생물학, 일반물리학, 일반생물학실험, 일반화학실험 /  

2학기 생명공학개론, 나노화학개론, 의약지식재산권학

<의약공학개론>, <생화학>, <유기화학>, <미생물학> 등의 교과목 이수를 통해 

의약품에 대한 전반적인 지식과 나아가 제약 산업 및 시장에 관련된 지식들을 

습득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유기화학실험>, <생화학실험> 등 실험 수업을 통

해 이론으로 배운 내용을 실제로 적용해볼 수 있습니다. 학과에서 주최하는 견

학 등을 통해 실제 의약공학 관련 기업을 탐방하는 등 교내외에서 다양한 정

보를 얻을 수 있는 시기입니다.

교육과정 

1학기 의약공학개론, 유기화학1, 생화학1, 미생물학, 유기화학실험, 생화학 

실험 / 2학기 의약품분석학, 유기화학2, 생화학2, 의약통계학

<약제학>, <제제공학>, <분자생물학>, <유전공학> 등 의약품의 제조와 설계, 효

능 등 의약공학에 대한 보다 전문적인 지식을 연구하고 습득하는 시기입니다. 

또한 의약바이오전공과 웰니스융합 전공 등 복수전공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아울러 의약바이오 관련 박람회 등을 통해 관련 분야 기업 탐방이나 진로 및  

취업에 도움이 되는 다양한 활동을 경험할 수 있으므로, 이에 대한 적극적인 

참여를 통해 자신에게 도움이 되는 정보들을 풍부하게 습득하고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교육과정 

1학기 약제학1, 제제공학1, 분자생물학, 의약컴퓨터실습 / 2학기 약제학2 및 

실험, 제제공학2 및 실험, 유전공학및실험, 약전, 우수의약품제조품질기준

졸업반으로서 본격적인 사회 진출을 준비하고 대비하는 시기입니다. 각 대학

원 지도교수님의 실험실에 학생연구원으로 들어가 대학원 진학에 대한 예비 

실험에 참가할 수 있으며, IPP와 장기현장실습을 통해 인턴십 기회를 갖는 

등 다양한 방법과 경로를 통해 취업을 준비할 수 있습니다. 4년간 의약공학

과에서 다학제적 융합학문을 이수하고 다양한 활동을 진행한 학생이라면 졸

업 후 의약공학 분야에서 주요한 역할을 해낼 수 있는 유능한 인재가 될 수 있

을 거라 확신합니다.

교육과정 

1학기 약사법규, 의약품시료전처리, 분광학적품질관리론, 품질보증론, 밸리데

이션, 약리학 / 2학기 약물스크리닝, 신약개발및의약품인허가, 약물유전체학,  

화장품학

1학년

2학년

3학년

4학년

PEOPLE_

꾸준히 노력하면 자신감은 따라옵니다
“처음 의약공학과에 들어올 때만 해도 ‘내가 과연 웃으며 졸업할 수 있을까?’ 싶었는

데 벌써 4학년이 돼서 후배들에게 제 이야기를 하게 되다니 기분이 참 묘하기도 신기

하기도 하네요. 사실 고등학교 때만 해도 전 원소기호를 외울 줄은 꿈

에도 몰랐던, 과학과는 거리가 먼 문과생이었어요. 지금 생각해보면 

‘약’이라는 단어에 뭔가 본능적으로 이끌렸던 거 같아요. 정신을 차려

보니 덜컥 순천향대학교 의약공학과에 입학해 있더라고요. 처음엔 참 

막막했습니다. 전공책은 전부 영어인 데다 원소기호도 제대로 모르

는 내가 화학, 생물이 기본인 이곳에서 과연 잘할 수 있을까. 그래도 

이왕 내가 선택한 길이니 최선을 다해보자 싶어 모르면 
묻고 전공책을 반복해서 읽었습니다. 꾸준히 노력하는 
수밖에 없더라고요. 그 결과 화학은 A+를 받을 수 있
었고 다른 과목도 상위권에 드는 점수를 받기에 이르렀
어요. 나날이 향상되고 있구나 스스로 느끼면서 학과 상위 클래스에 

도달했습니다. 어떤 일을 해나갈 때는 자신감이 참 중요한 것 같아요. 

자만심 말고요. 군대에서 조교생활을 할 때도 수업에서 발표할 때도 

자신감과 여유가 있으니 일에 탄력이 붙더라고요. 그 자신감으로 각

종 대회에서 여러 성과를 거두기도 했으니 자신감은 가히 저의 최고의 

무기가 된 것 같습니다. 지나고 보니 4년이라는 시간이 정말 짧네요.  

꾸준한 노력과 자신감, 잊지 마세요!”

임재민(의약공학과 12)

Enjoy the Club! 
Pharmaster 충청권 융합 생명-의약사업단의 지원을 통해 지난 2014년에 만들어

진 동아리로 취업의 기본이 되는 토익과 자격증 공부, 제약회사 비교 분석과 상담 및 

견학을 주 활동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의약발명동아리 의약발명과 특허에 대한 아이디어를 발굴하고 특허출원에 대한 기초

를 배우고 토론하며 직접 출원까지 하는 동아리입니다.

신약개발동아리 의약 산업 분야에 창의적 인재가 되기 위한 준비 활동으로 신약개발 

및 제약 연구에 대해서 함께 토론하고 정보를 공유하는 동아리입니다. 아울러 신약개

발 분야뿐만 아니라 학교생활에 잘 적응할 수 있도록 서로에게 도움을 주면서 서로 부

족한 면을 채워가는 동아리입니다.

PAC MAN 우리가 흔히 사용하는 화장품 성분에 대해 알아보고 그 성분의 역할을 연

구하는 동아리로 기존 화장품들을 살펴보고 자신의 아이디어에 부합한 의료, 의약 화

장품을 개발 및 제작하는 활동을 통해 화장품이 피부에 주는 영향을 분석해보는 학

술 동아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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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엇을 탐구하는가?
의용메카트로닉스공학과는 의용 센서를 기반으로 하는 웨어러블 건강관리기기 및 의료 

기기 산업 분야의 글로벌 전문가를 양성하고 있습니다. 미래 건강관리 산업에서의 핵심  

기술인 의용센서 및 의료기기관련 하드웨어 개발 능력을 갖추어 의료공학 계열 학과

들과의 차별성을 확립하는 것이 특징입니다. 

특히 순천향대학교는 그동안 축적해온 의료 서비스 경험 및 의료기기 관련 전문기술

을 바탕으로 2017년 의용메카트로닉스공학과를 국내 최초로 신설하였습니다. 순천

향대학교 의용메카트로닉스공학과 학생들은 전문 교수진을 비롯한 첨단 교육 시설과 

기자재, 그리고 순천향 4개 부속병원(서울, 부천, 천안, 구미)에서의 협동프로그램과 

관련 기업에서의 현장교육 등 우수한 교육 인프라를 최대한 활용하는 교육과정을 통해  

개인 맞춤형 건강관리 산업의 리더로 성장할 수 있습니다.

의용메카트로닉스공학과는 2016년 선정된 교

육부 프라임사업의 핵심학과로서, 미래형 건강

관리시장에 필요한 경쟁력 있는 인재를 양성하

는 대한민국 최고의 학과로의 성장을 목표로 합

니다. 아울러 의료, 기계공학, 전자공학이 융합

하는 특성화학과로서, 순천향대학교가 40여 년 

동안 축적해온 의료 서비스 산업 분야의 경험을 

바탕으로 의용 하드웨어 개발 분야에 필요한 압

도적 비교우위 경쟁력을 가지는 전문 인력을 양

성하고자 합니다. 

두드려라, 열릴 것이다!
의용메카트로닉스공학과는 수학, 과학(물리)에 

대한 지식을 바탕으로 하는 첨단기기와 관련된 

학문인 만큼 컴퓨터나 전자 장비, IT 등 각종 기

계나 장비에 대한 관심이 있는 학생, 기계나 장

비 등 정교한 것을 만들고 실험하며 조작하는 것

에 흥미가 있는 학생, 분석하고 측정하는 일을 좋아하며 수학적 논리력이나 물리 관

련 기본 지식이 있는 학생에게 적합한 학과입니다. 아울러 고교 재학 중에 과학탐구 

실험반 또는 다양한 자연계열 동아리 활동에 참여한 경험이 있다면 입학 시에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고령화 사회와 건강 수명 연장 시대의 도래에 따라 예방관리 중심의 새로운 의료분야에 대한 수요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전 세계 
적으로 또 국가 차원에서도 건강수명 연장을 달성하기 위한 전통적인 의료의 창조적 파괴를 통해 개인 맞춤형 예방 · 진단 · 치료 ·  
재활 · 일상생활관리 중심의 새로운 의료 체계로의 재편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분야에 대한 인력 수요 및 산업 발전
은 매우 빠른 속도로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개인 맞춤형 건강관리 서비스를 구현하기 위해 가장 중요한 요소는  
신체에 대한 정보를 빠르고 효율적으로 측정 · 모니터링 할 수 있는 센싱(Sensing) 및 분석 기술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의용
메카트로닉스공학과는 순천향대학교 의료과학 특성화의 중추적 역할을 담당하고 PRIME ‘웰니스산업 실무인재 양성’사업의 
중심 학과로서 의료산업체에서 즉시 활약할 수 있는 우수한 기술인을 양성하고 있습니다.

우리 학과는요!
교육역량 강화

❶  순천향대학병원이 강점을 가진 의료서비스를 기반으로 의료기기 ·  

건강관리 서비스 분야 전문인력 양성 

❷ 차별화된 의료IT산업 필수 교과목의 체계적, 고강도 교육 실행

❸  의용메카트로닉스 전문 교수진 및 첨단 교육시설 · 기자재를 활용 

한 교육 

❹  순천향 4개 부속병원 및 관련 기업체 인턴십을 통한 현장 실무  

교육 강화

학과 특성화

❶  미래 건강관리 산업에서의 핵심 기술인 의용센서 및 의료기기 

관련 하드웨어 개발 능력을 갖춘 인재를 배출함으로써, 의료공

학 계열 학과들과의 차별성 확립 

❷  의료IT공학과와의 체계적인 연계를 통해 의용 HW개발능력은 

물론 SW개발 기술능력도 함양할 수 있도록 교육

의용메카트로닉스공학과     https://medis.sch.ac.kr

개인 맞춤형 건강관리 산업의 
글로벌 리더를 향하다

의용메카트로닉스공학과 Department of Medical & Mechatronics  
Engineering  |  Since 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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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배가 권하는 책
헬스케어 이노베이션
최윤섭 / 클라우드나인

이 책은 현재 진행되고 있고 또 앞으로 진행

될 미래 의료 환경의 혁신과 변화상에 대한 

통찰을 담아내고 있다. 단순히 미래 지향적

인 기술과 실제 적용 사례들을 소개하는 것

에 그치지 않고 애플, 구글 등 글로벌 IT 기
업들의 헬스케어 분야 진출에 대한 최신 동

향, 과거 비즈니스 사례 분석 및 성공 요인 

제시, 그리고 과감한 미래 예측까지! 디지털 

헬스케어 분야의 모든 것에 대한 뜨거운 이

슈들을 포괄적으로 다룬다.

스마트 헬스의 미래
김승환, 전진옥 외 / 전자신문사

죽을 때까지 남은 세월, 건강한 삶 등 미래를  

내다보는 데 도움이 될 만한 책이다. 패러다 

임 변화에 발맞출 해법이 담겨있다. 헬스케

어 체계가 어떻게 발전해 ICT와 결합했는지,  

디지털 병원은 어떤 모습인지, 미래가 어찌 

펼쳐질지를 한눈에 들여다볼 수 있다.

학과 취득 자격증

의공기사, 전자기사, 메카트로닉스기

사 · 전자캐드기능사 등 각종 전자기

계 관련 자격증

졸업 후 진출분야

일반기업 대기업, 중견기업(삼성전자, 

현대 · 기아자동차, 삼성메디슨, GE헬
스케어, 인바디) 등

Our Major Story
공학에서 많이 사용되는 수학의 제반원리 및 응용을 학습하는 <공학수학>, 기

계공학 및 전자공학의 주요 기초를 습득하는 <기계공학개론>, <전기전자공학

개론>, 소프트웨어의 기초 문법의 학습과 창의적 사고의 훈련을 위한 <소프트

웨어입문> 등 기초적인 공학 과목을 배우게 됩니다. 공학의 학문적인 특성상 

수학 및 물리학에 관심을 가질 것을 추천합니다. 어려운 이론에 집중해 공부하

기보다는 기본적인 원리를 터득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합니다.

교육과정

공학수학1· 2, 소프트웨어 입문, 소프트웨어 입문 실습, 기계공학개론, 전기전자 

공학개론, 의용메카트로닉스 입문, 열역학

기계공학의 기초이론인 역학관련 과목, 아날로그 및 디지털 전자 회로 해석의 

이론과 실험적 연구를 수행하는 <전기전자회로> 및 <디지털논리회로>, 생체

신호를 측정하는 센서들의 원리를 학습하는 <의용센서공학> 등 기초 이론을 

바탕으로 기계 및 전자공학에 관련된 학문을 심도 있게 배우는 시기입니다. 학

과에서 배운 이론을 바탕으로 실무와 관련된 다양한 경험을 할 수 있는 동아리 

활동을 추천합니다. 스스로 간단한 기구 혹은 회로를 설계하고 제작하는 과정

에서 응용력 및 창의력을 높일 수 있습니다.

교육과정 

전기전자회로, 전기전자회로 실습, 의용센서공학1, C프로그래밍, C프로그래

밍 실습, 기계제도 및 CAD, CAD 실습, 정역학, 디지털논리회로, 디지털논리

회로 실습, Matlab 입문, Matlab 입문 실습, 유체역학, 고체역학

센싱된 아날로그 및 디지털 생체신호를 처리하는 이론적 연구를 수행하는 <생

체신호처리>, 임베디드 시스템 구성에 필수적인 MCU에 관한 실습을 수행하는  

<의용마이크로프로세서>, 실제 사용되는 의료기기를 직접 제작해 보는 <메카

트로닉스 실습> 등 의료기기 및 의용 디바이스 제작에 필요한 전문기술을 배

우고 응용하는 시기입니다. 조별 활동을 통해 실습이 이루어지는 만큼 적극적

으로 수업에 참여한다면 리더십 역량을 높이는 좋은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교육과정 

인체생리학, 생체신호처리1· 2, 의용전자설계, 의용전자설계 실습, 의용마이크

로프로세서, 의용마이크로프로세서 실습, 열전달, 동역학, 생체계측시스템설계,  

생체계측시스템설계 실습, 메카트로닉스 실습1, 시스템제어이론, 기계공작법,  

로봇공학개론

실제 기업현장에서 사용되는 다양한 센서, 회로, 기구를 연구하고 세부적인 회

로 및 기구 설계 방법은 물론 전체적인 헬스케어시스템에 이르기까지 헬스케

어 디바이스 분야의 전문능력을 가진 공학인으로서의 자질을 완성하는 시기

입니다. 취업, 진학, 창업을 준비하고 자신만의 전문성을 확립해 나가는 시기

로, 학과와 학교에 있는 지원센터 및 상담센터를 잘 활용한다면 성공적인 사회 

진출을 위한 기반을 다질 수 있습니다.

교육과정 

센싱알고리즘 응용, 메카트로닉스 실습2, 시스템해석 및 최적설계, 의용기계

공학 설계, 아날로그 집적회로, 의료안전법규, 의료기기, 헬스케어 시스템 이해 

와 응용, 의용센서공학2, 현장실습(인턴십1· 2 · 3)

1학년

2학년

3학년

4학년

PEOPLE_

능동적으로 
자신의 삶을 즐기세요
“저는 학부와 대학원에서 전자공학을 전공했습니다. 졸업 후 삼성전자에 입사한 이

후에는 웨어러블 헬스케어 디바이스 개발업무를 담당했지요. 실제 웨어러블 디바이

스에서 측정되는 센서 신호에는 움직임으로 인한 잡음이 크기 때문에 이를 제거하고  

사용자의 생체신호를 정확하게 측정하기 위한 알고리즘을 연구하고 개발하는 일이었 

어요. 그리고 지금은 순천향대학교에서 새로운 헬스 

케어 디바이스 개발을 위해 연구를 진행하고 있습 

니다. 제 목표는 알고리즘의 설계, 개발, 최
적화, 상용화 검증의 단계를 거처 실제 상용제품
에 적용한 경험을 바탕으로 산업현장에 꼭 필요
한 이론과 실무기술을 학교 교육현장에 잘 반영
하여 의용센서를 기반으로 의료기기 분야의 산업
을 선도할 인재를 양성하는 것입니다. 
알기만 하는 사람은 좋아하는 사람만 못하고, 좋아하는 사람

은 즐기는 사람을 따라가지 못한다고 합니다. 대학생활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학생들이 스스로 능동적인 삶을 사는 것이

라 생각합니다. 교과 학습은 물론이고 사회생활에
서 본인 스스로 주인이라는 생각을 가지시고 남
들이 정해놓은 가치 기준에서 벗어나 본인만의 
성공 방정식을 찾아낼 수 있는 힘을 길렀으면 좋
겠습니다. 우리 학과로 오십시오. 제가 힘이 돼드

리겠습니다!”

신재욱(의용메카트로닉스공학과 조교수)

Enjoy the Club! 
가온누리 전공을 보다 완벽하게 마스터하는 빠르고 알찬 길! 가온누리는 전공수업뿐

만 아니라 교양수업에 대해서 이해가 부족한 부분을 서로 공유하고 토론하는 스터디 

동아리입니다. 동아리 활동을 통해 수업의 이해도를 높이고 학습능력 및 자기 주도적 

학습 습관을 기를 수 있습니다.

뽕차 건강은 쑥쑥 스트레스는 훌훌! 뽕차는 학업과 일상생활에 지친 의메인들을 위

해, 동기 및 선후배 간 친목 도모를 위해 만들어진 축구동아리입니다. 가족적이고 친

근한 분위기를 원한다면? 뜨끈뜨끈한 정이 넘치는 뽕차와 함께하세요! 모두가 원하

는 풋풋한 대학생활의 낭만이 보장되는 곳이며, 축구에 관심만 있다면 누구든지 함께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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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CHIEVEMENT

이룬 것이 
없다면 이룰 것이 
많다는 뜻.
성취의 순간, 
삶은 모든 것이 
희망이다.

PART 8_의과대학
의예과 · 간호학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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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엇을 탐구하는가?
[의예과] 의학은 인간의 고귀한 생명과 관계되는 건강 및 질병을 연구, 치료함으로써  

인간이 건강하고 복된 삶을 살 수 있도록 돕고, 나아가 인류복지 향상에 기여하는 학문 

입니다. 의예과 2년 과정을 통해서 학생들은 인문사회과학 분야의 교양과목, 자연 

과학 및 기초의학 분야의 전문과목을 이수하고, 국제화 및 급속히 발전하는 최첨단 

의학의 주역이 될 수 있는 능력을 배양하게 됩니다. 더 나아가 올바른 인격과 덕망, 의학 

지식을 고루 갖춘 의사가 될 수 있도록 기본적인 자질을 함양할 수 있는 과정입니다.

[의학과] 의학과는 ‘인간사랑’의 건학이념을 바탕으로, 창의와 열정으로 의학을 탐구

하고 타인을 배려하며 생명을 존중하는 전인적인 의료인을 양성함으로써, 지역사회의  

건강복지에 이바지하고 있습니다.

순천향대학교 의과대학은 현재 기초의학교실로 

해부학교실, 생리학교실, 생화학교실, 미생물학 

교실, 병리학교실, 기생충학교실, 약리학교실, 

예방의학교실, 재생의학교실, 의학교육학교실, 

순천향의학연구소를 두고 있으며, 내과학교실, 

외과학교실, 산부인과학교실, 영상의학교실 등 

총 23개 임상의학교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두드려라, 열릴 것이다!
의학의 기본은 과학입니다. 인체의 구조와 특성

에 관심이 있는 학생, 생명을 소중히 여길 줄 아는  

마음과 환자에 대한 사랑과 배려심이 충만한  

마음을 가진 학생이 의학에 적합한 학생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의예과를 희망한다면 중·고등학교  

시절 생명과학과 화학 관련 연구 동아리 활동을  

통해 자기 주도적 심화학습을 경험하는 것은 물론,  

의사로서의 기본적인 인품과 소양을 기르기 위해 공동체 생활 속에서 나눔과 배려의 

경험을 터득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아울러 의예과에 진학하게 되면 엄청난 양의 학습 

 과정을 거쳐야 하므로 성실하게 학습을 수행하고자 하는 마인드와 함께 기본적인 과학 

적 지식이 있어야 합니다. 또한, 응급상황이 발생했을 때는 빠르게 상황을 판단할 수 

있는 능력과 정확하게 대처할 수 있는 능력이 필요하므로 이를 갖춘 학생에게 적극 

추천합니다. 

순천향대학교 의과대학은 1974년에 설립된 순천향병원을 모체로 1978년에 설립되어 순천향대학교 발전의 토대가 되었으며,  
전국 4개 병원, 3,000여 병상에 이르는 대규모 시설을 기반으로 그동안 3,000여 명의 의사와 2,200여 명의 간호사를 양성
해왔습니다. 현재 우리나라에서 규모가 가장 큰 의과대학 중 하나로 수많은 훌륭한 의료인들을 배출하였으며, 우리나라 여러 
의학 분야에서 선도적인 역할을 수행하는 한편, 모교 발전에도 큰 역할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우리 학과는요!
체계적인 스터디 그룹 운영

의예과는 2년의 과정을 거쳐 의학과로 진학하게 됩니다. 타 대학과 

비교할 때 순천향대학교 의예 · 의학과만이 가진 독보적인 장점은 

바로 스터디입니다. 의과대학 학생들 대부분이 의과대학에 입학은 

했지만 홀로 공부하는 친구들이 많기 때문에 공부량이 많은 의과

대학 공부에 어려움을 많이 느끼곤 합니다. 하지만 스터디를 통해  

같은 목표를 가진 동기들은 물론 경험이 풍부한 선배들과 함께 공부 

하며 어려움을 쉽고 슬기롭게 극복할 수 있습니다. 

대한민국 최고의 인프라

순천향대학교 의과대학은 서울, 부천, 천안, 구미 지역에 2, 3차 대학 

병원과 의생명연구원을 보유하고 있으며 사람을 중요시하는 의술을  

통해 ‘인간사랑’ 정신을 실천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훌륭한 교수님

들이 의과대학 10개의 기초의학교실에서 기초의학을 연구하시며 

후학 양성에 열정을 다하고 있습니다.

의예과     http://homepage.sch.ac.kr/premedicine · 의학과     http://med.sch.ac.kr

인본의학! 사람이 중심이 되는 
의술을 펼쳐갑니다

의예과(의학과) Department of Premedicine (Medicine)

Since 19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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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동과 사랑을 세상과 나누겠습니다
“제 아주 어린 시절의 기억입니다. 하루는 아주 늦은 밤에 대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나서  

온 가족이 잠을 깼습니다. 복막염으로 수술을 받았던 환자가 고마운 마음을 전하려고 

수 십리 산골에서 찾아온 것이었습니다. 병원을 향해 일단 집을 나섰다는 그분은 눈이 

많이 오는 바람에 차가 모두 끊겨 걸어서 오다 보니 늦은 밤이 되어버렸다며, 한 손에 

식혜를 담은 양철 주전자를 꼭 쥐고 계셨습니다. 부친은 따뜻한 밥 한 끼를 대접하시

며 한동안 담소를 나누셨습니다. 말로는 형용하기 어려운 환자와 의사 사이에 가슴 따

뜻한 그 모습이 지금도 선명한 기억으로 남아 잊히질 않습니다. 당시의 아름다운 기억

들이 의사가 되는 길로 방향을 정해준 계기가 된 것 같습니다. 무언가를 기억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감동’이라고 합니다. 마음을 울리는 감동의 기억

은 우리들의 가슴속에 오래 머물기 마련입니다. 고객 감동을 위

해 고민할 때마다 설립자이신 향설 박사님께서 하신 말씀을 종

종 떠올립니다. “실력 있는 의사를 넘어서 따뜻한 가슴을 가진 의사가 되

어야 한다.” 무엇보다 사람으로부터 채워지는 사랑이 가장 먼저입니다.  

병원 가족들의 진솔한 사랑과 따뜻한 가슴에서 자연스럽게 흘러나온 배려가 

환자의 마음에 스며들 때 고객 감동이 일어납니다. ‘순천향’이라는 단어를 

접하는 대한민국 국민 모두가 곧바로 ‘사랑’을 떠올릴 수 있도록 끊임없이  

낮은 자세로 나눔과 배려의 정신을 실천하겠습니다. 

‘신시경종(慎始敬終)’이라는 옛말이 있습니다. 어떤 일을 시작할 때 많은 것

을 삼가면서 신중하게 결정하고, 일을 하기로 결정했을 때는 목표를 향해 치

열하게 노력하고, 일을 마무리할 때는 공경스럽게 마쳐야 한다는 뜻입니다. 

저는 여러분의 선배이며, 한 사람의 의사이자, 병원 경영자로서 신시경종의 

자세를 항상 견지하고자 합니다. 여러분은 무엇이든 할 수 있고, 될 
수 있습니다. 스스로가 자신의 한계를 단정하지 않았으면  
합니다. 순천향과의 만남이 제 인생의 가장 큰 행운입니다.  

사랑합니다, 그리고 고맙습니다.”

이문수(의과대학 외과 교수)_순천향대학교 부속 천안병원 병원장, 대한위암학회 이사장

선배가 권하는 책
성채
A, J. 크로닌 / 민음사

크로닌은 1896년 스코틀랜드에서 태어나 

의과대학을 졸업한 의학박사이다. 그는 1차 

세계대전의 발발로 해군에 입대하게 된다.  

전쟁이 끝난 뒤 다시 학교로 돌아온 그는 우수 

한 성적으로 대학을 졸업하지만, 도시의 병원 

근무를 피하여 인도항로에서 근무하면서 가난 

한 이웃들의 벗이 되는 참된 봉사를 실천하게  

된다. 크로닌 자신의 체험을 소설로 승화시킨  

작품이다.

세계사편력
자와할랄 네루 / 일빛

인도의 독립 영웅 네루가 딸에게 보낸 196
편의 옥중 편지 엮은 책으로, 그의 인생관과 

가치관을 세계역사 무대를 통해 볼 수 있도록 

구성한 지침서이다. 이 책에 실린 편지글들은 

우선 세계 역사를 서구 중심의 편협한 시각 

에서 벗어나 균형 잡힌 세계관과 역사관을 

갖도록 안내한다. 뿐만 아니라 사회지도층이 

갖추어야 할 도덕적 지침을 전하며, ‘역사로 

부터 무엇을 어떻게 배울 것인가?’라는 질문

에 대해 명쾌한 해답을 제시하고 있다. 

닥터스
베른하르트 알브레히트 / 한스미디어

의사이자 작가인 베른하르트 알브레히트가 

자신의 경험, 동료 의사의 사례와 신문 기사

에서 접한 사건 등을 재취재하며 기록한 칼럼

을 토대로 한다. 그는 특이한 질병을 앓거나  

불의의 사고를 당한 환자들과 그들을 담당한 

의사들을 직접 만나 여러 차례에 걸쳐 인터 

뷰를 하면서 의학적 기적에 관한 이야기에 

귀를 기울였다.

학과 취득 자격증

의사면허증

졸업 후 진출분야

임상의사 각급 의료 기관, 개인병원 

대학병원 및 연구소 대학병원, 의학 

관련 연구소 등

정부기관 보건복지부, 환경부, 노동부, 

기타 정부 출련 연구기관

국제기구 WHO, 적십자

기타 NGO, 식품회사, 스포츠기업 등

Our Major Story
의과대학 의예과 및 의학과의 교육과정은 기초 및 임상의학 교과목, 임상표현 

(CP) 교과목, 인문사회의학(PDS) 교과목으로 구분하여 이수체계를 마련하였

으며, 의과대학은 교육과정의 특수성으로 인하여 각 학년에 개설된 모든 전공 

과목을 이수하여야 다음 학년으로 진급할 수 있는 규정이 있어, 교육과정 선 · 

후수 이수 체계를 확고히 확립하고 있습니다.

기초 및 임상의학 교과목은 의예과 및 의학과 전공과 관련된 가장 중요한 교과 

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최근 의학교육의 방향과 의사국가고시의 경향

이 임상표현(CP) 중심으로 바뀌고 있는 상황을 고려하여 의과대학에서는 임상 

표현(CP) 교과목을 대폭 확대 개편하였고, 모든 교과목의 교육과정성과계획

서를 임상표현 중심으로 작성하도록 하였으며, 이에 맞추어 수업이 진행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순천향대학교 의과대학의 교육목표는 ‘실력 있는 의사, 공감하는 의사, 공헌하는  

의사’입니다. 이러한 교육목표를 온전히 달성하기 위해서는 전공 교과목뿐만  

아니라 많은 의료인문학적 소양을 배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에 의과대학은  

중요 교육트랙 중 하나로 인문사회의학(PDS) 교과목을 대폭 확대하였으며,  

또한 이러한 교과목이 전 학년에 걸쳐 골고루 분포하도록 하였습니다. 특히 이러 

한 교과목은 단순한 강의 중심이 아니라 탐방, 체험, 타 직종에 대한 이해, 봉사 

등 다양한 교육방식으로 진행되도록 하였으며, 평가방법 또한 다양한 방법으로  

할 수 있도록 재량권을 부여하였습니다. 궁극적으로 의과대학은 순천향대학교 

의 건학 이념인 ‘인간사랑’의 정신을 바탕으로 훌륭한 인술을 실천하고 펼칠 

수 있는 인성을 갖춘 의사를 배출하고자 합니다.

의예과 교육과정
1학년 [교양] 미술과 감상, 영어회화1· 2, 대학영어, 비즈니스 문서제작, 독일어1, 중국어1,  
인간사랑, 봉사, 사고와 표현, 셀프리더십, 진로설계프로젝트 / [전공] 의사소통과 인간관계,  

의학물리, 의학영어, 일반생물학, 일반생물학 실험, 중급영작문, 일반화학, 비교해부학, 

비교해부학 실험, 유기화학, 의료정보통계학, 의생명수학, 표현예술치료 및 실습, 의과학,  

분자세포생물학

2학년 [교양] 의학사 / [전공] 의학교육개론, 행동과학, 의료경영경제학, 의료사회학, 면역학,  

의공학, 인간사랑 환자사랑1· 2, 조직학 및 실습, 해부학 및 실습, 생화학 및 실습, 의과학

세미나(NICE), 생리학 및 실습, 신경해부학

의학과 교육과정
1학년 의료법학, 미생물학 및 실습, 역학 및 환경보건, 의과학세미나(NICE), 기초의학특화 

실습(NICE PFE), 인간사랑 환자사랑3 · 4, 임상표현 기초통합1· 2, 기생충학 및 실습, 병리학  

및 실습, 의료윤리, 약리학 및 실습, 진단학, 기초의학특화 실습(NICE PFE), 의료관리, 임상 

표현 임상기초통합1· 2 · 3 · 4
2학년 호흡기학, 임상의학 입문, 소화기학, 성장과 노화, 심장학, 신장요로 생식학, 내분비 및  

핵의학, 감염병, 응급의학과 외상학, 인간사랑 환자사랑5 · 6, 임상표현 임상통합1· 2, 법의학,  

정신행동과학, 지역사회의학, 혈액종양학, 신경계통학, 문제바탕학습, 면역 및 알레르기

학, 여성생식의학, 근골격학, 두경부학, 임상특과, 의료법규

3학년 신경과학 및 임상실습, 환자-의사관계, 영상의학 및 임상실습, 외과학 및 임상실습,  

임상수기학 실습, 임상수행평가 실습, 내과학 및 임상실습, 정신건강의학 및 임상실습, 인간 

사랑 환자사랑7 · 8, 임상표현 임상통합3 · 4, 산부인과학 및 임상실습, 외과학 및 임상실습, 

선택실습, 예방의학 및 임상실습, 응급의학 및 임상실습, 임상수기학 실습, 임상수행평가

실습, 소아청소년과학 및 임상실습, 임상의학세미나, 특과계열 임상실습1
4학년 내과학 및 임상실습, 산부인과학 및 임상실습, 외과학 및 임상실습, 신경과학 및  

임상실습, 응급의학 및 임상실습, 가정의학 및 임상실습, 영상의학 및 임상실습, 임상수기학 

실습, 특과계열 임상실습2, 정신건강의학 및 임상실습, 임상수행평가 실습, 소아청소년과학  

및 임상실습, 인간사랑 환자사랑9, 임상종합평가

커리
큘럼

PEOPLE_

Enjoy the Club! 
메디삭 축구에 대한 열정만큼은 둘째가라면 서러울 끈끈함과 팀워크로 출중한 실력을 

자랑하는 동아리입니다. Medical League에서 준우승 등의 쾌거를 거둔 바 있습니다.

BREGMA 의과대학 록 밴드 동아리로 하드 록부터 트렌디한 장르까지 시대를 아우르는  

센스 있는 선곡으로 관객과 연주자 모두 일심동체로 즐거운 공연을 선보입니다. 

PIACEVOLE 의대 유일의 오케스트라 동아리입니다. 순천향 역사 40년과 함께해온 

동아리로 일 년에 한 번 정기공연을 가집니다.

한결진료소 한결진료소는 간호학과와 의예과가 연합된 의료봉사 동아리입니다. 여름

방학에 ‘쏙쏙 캠프’라는 교육봉사활동을 통해 아이들과 좋은 추억을 쌓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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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엇을 탐구하는가?
자연과학·인문과학·사회과학을 기초로 하는 응용과학으로서 간호학의 입문에 해당하는 

간호학 개론부터 기초간호학, 성인간호학, 여성건강간호학, 아동간호학, 정신간호학,  

지역사회간호학, 간호관리학 등을 주요 연구 영역으로 하며, 해부학·생리학·약리학· 

병리학·미생물학·생화학 등의 전공기초학도 간호학 교육과정에 포함됩니다. 이론과 

원칙 및 응용과학의 지식을 도입한 점에서는 일반과학과 다를 바 없지만, 간호라는 것

은 본질적으로 인간애·사명감·의욕·만족감 등 간호정신을 가지지 않고서는 불가능한 

일입니다. 간호학은 인간을 이해하는 인본주의를 바탕으로 하는 응용과학 학문이자, 

사람과 사람의 삶을 이해하고 연구하는 인본주의  

과학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여러 학문 

분야 중에서도 인간을 직접 대면하는 특수성을 

가진 학문이므로 인간에 대한 이해가 필수적이

라고 할 수 있습니다.

두드려라, 열릴 것이다!
간호학과에서는 기본적으로 영어와 과학에 대한  

지식이 필요합니다. 아울러 인체나 질병, 생명 등 

에 대한 관심이 있고 타인에 대한 배려심이 있으

며 대인관계가 원만한 학생, 일부 과학 교과목만 

잘하기보다는 비판적 사고능력과 문제 해결능력, 

의사소통능력을 갖춘 학생, 타인을 보살피는 일에 

즐거움을 느끼고, 팀의 성과 또는 자신의 업무에 

대한 책임감을 겸비한 학생을 적극 환영합니다! 

고교생활 중에는 장애인이나 병약자 돕기, 양로

원·보육시설 봉사, 국제 협력을 비롯한 난민 구

호 및 재해 구호 활동, 헌혈 등의 봉사활동을 경험

하는 것이 좋으며, 자율활동으로는 외국어회화, 과학 탐구, 청소년적십자, 또래 상담,  

또래 중재조정 등의 체험을 해보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자기 이해 및 심성 계발, 자기 

정체성 탐구, 가치관 확립, 학교 방문, 학업·입시·학교·직업 정보 탐색 등의 활동을 통

해 간호학과가 자신의 적성에 맞는지 탐구해보길 권장합니다.

간호학은 인간 생명의 고귀함을 존중하고 인류에 봉사하는 정신을 바탕으로 간호학의 과학적 이론과 기술 및 윤리를 교육 
하여, 전문인으로서 대상자의 치료적 돌봄 관계를 형성하는 능력을 성취하는 것을 기본 목적으로 합니다. 간호학과의 교육 
철학은 순천향대학교의 정신인 ‘인간사랑’에 기초한 대상자 우선가치를 실현하는 것입니다. 이를 바탕으로 학생이 개인, 가족, 
지역사회의 건강 요구와 이에 영향을 미치는 내 · 외적 환경을 이해하고, 최적의 건강을 유지 · 증진시키고 질병예방과 회복 및 
고통경감을 통해 대상자가 스스로 안녕을 도모하도록 돕는 전문성을 갖추게 하는 것이 본 학과의 교육목적입니다.

우리 학과는요!
재학생 프로그램 

프로그램 학습성과기반 교육과정 및 다면적 졸업인증제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진로개발지원

외국어, 컴퓨터, 리더십 등 실무 관련 역량을 강화하고 취업을 위한 

이미지관리, 면접지도, 정보를 제공하며 취업의 질을 향상하기 위해 

적응프로그램, 인턴십 등 실무수행역량을 강화시킬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또한 취업희망기관에 견학할 기회를 제공하며, 

졸업생(대기발령자)의 적응력 강화 프로그램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학과 특성화 프로그램 

전공의 특성화를 살리기 위해 임상, CRC, 보건교육사 선택 트랙을 

운영하며, 기숙형학습공동체(SRC) 활용 및 진로개발 활성화, 봉사

활동 활성화, 나눔간호장학생 선발지원 프로그램을 통해 ‘나눔간호

교육’을 실천하고 있습니다.

간호학과     http://son.sch.ac.kr

순천향대학교의 정신
인간사랑을 몸소 실천하다

간호학과 Department of Nursing

Since 19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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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배가 권하는 책
간호사라서 다행이야
김리연 / 원더박스

떨리는 가슴으로 미국에서 온 간호사의 강연 

을 듣던 간호학생에서 이제 자신의 이름 앞에  

설레는 마음으로 ‘미국 간호사’라는 수식을 

붙이기까지, 조금은 특별하지만 어찌 보면 

지극히 평범한 청춘 간호사가 꿈을 향해 타박 

타박 걸어온 과정을 솔직하고 경쾌하게 풀어 

놓은 에세이이다.

간호사, 너 자신이 되어라
한화순 / 한언출판사

시골 소녀였던 저자가 병원 파트장이 되기

까지, 현장에서 터득한 30년 간호사 생활의  

생생한 지혜를 담고 있다. 간호사는 전문 지식 

과 소양은 물론 환자를 간호하는 헌신적인  

마음, 강인한 체력이 뒷받침되어야 한다. 완

벽한 간호사처럼 보이는 저자에게도 병원을 

뛰쳐나가고 싶던 날들이 있었다. 그러나 힘든 

순간에도 전문 간호사로서의 소신을 지켜왔

기 때문에 간호사 일의 의미를 찾고 꿈과 행복

을 향해 전진할 수 있었다고 저자는 밝힌다. 

리딩으로 리드하라
이지성 / 차이정원

우리에게 필요한 인문학, 인문 고전의 세계로  

안내한다. 총 6장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1장
은 개인뿐 아니라 가문과 나라의 운명을 바꾸 

는 인문고전 독서의 힘을, 2장은 리더를 길러 

내는 인문고전 독서교육법을, 3장은 인문고전  

독서로 자본주의 시스템의 승자가 되는 법을,  

4장은 문학, 철학, 역사고전에서 배우는 인생

경영법을, 5장은 초보자를 위한 저자의 인문

고전 독서 가이드를, 6장은 인류 역사를 새

롭게 쓴 명사들의 인문고전 독서법을 담고 

있다. 간호사는 숙련된 기술, 전문적 지식과 

더불어 사람을 귀하게 여기고 대상자를 따뜻 

하게 이해하는 시각이 필요하기에 인문 소양  

함양에 도움이 되는 책이다.

학과 취득 자격증

간호사, 조산사, 해외간호사, 보건교사,  

임상시험간호사

졸업 후 진출분야

일반기업 제약회사(임상시험간호사), 

의료기구전문회사

공공기관 연구원, 공무원, 간호장교

비영리기관 병원 간호사, 항공간호사, 

보건교사, 조산사

Our Major Story
<간호학 개론>을 통해 간호역사와 철학, 간호학자들의 삶을 탐구하며 간호에 

대한 가치관을 확립하게 됩니다. 교양과목 이외에도 간호인문학적 관점을 확

립하기 위해 다문화사회를 이해하는 자세를 견지할 수 있도록 돕고, 해부학과  

기초간호과학, 보건통계학 등 전공과목을 위한 기초를 다지게 됩니다. 간호학 

은 인간의 생명을 다루는 전문직이므로 인문학 관련 책을 많이 읽기를 권장합

니다. 보건교사를 지망하는 경우, 성적관리 등 자기관리가 중요합니다.

교육과정
1학기 대학영어, 영어회화1, 인간사랑, 자기개발프로젝트, 심리학개론, 일반생물학, 다문화 

사회의 이해, 해부학, 간호학 개론 / 2학기 영어회화2, 진로설계 프로젝트, 프레젠테이션 

테크닉, 사고와 표현, 일반화학, 세계여행, 비즈니스 데이터처리, 보건통계학 및 실습, 기초 

간호과학1

<약리학>, <건강사정 및 실습>, <의사소통과 인간관계>를 배우며, 간호연구 논

문의 작성방법을 가르치고 근거기반 간호의 개념을 익혀 전공기초를 확고히 

다지는 시기입니다. 기본간호 실습은 임상실습을 하기 전 단계에서 모형을 이

용하여 반복적인 훈련을 시키며, 간호술기를 정확하고 능숙하게 하도록 지도

하므로 학생의 열의가 필요합니다. 

교육과정
1학기 약리학, 기초간호과학2, 건강사정 및 실습, 의사소통과 인간관계, 인간발달이론,  

기본간호학1, 기본간호학1실습, 보건교육학, 병원미생물학, 의학용어 / 2학기 기초간호

과학2, 간호연구, 행복학, 간호과정과 비판적사고, 기본간호학2, 기본간호학2 실습, 보건 

교육방법론, 환경보건, 간호와 영양, 성인간호학1, 지역사회간호학1

성인간호, 아동간호, 정신간호, 지역사회 간호 등의 이론과 임상 및 지역사회 

에서의 실습 등 세부 전공 분야를 전문적으로 다루게 되는 시기입니다. 실습은 

병원이나 보건소, 지역아동센터 등 현장실습을 위주로 하기 때문에 환자와 의

료진과의 의사소통과 대인관계 등을 체험하게 됩니다. 현장실습은 이론적으로  

배운 지식을 현장에 적용하여 임상적응력을 높이기 위한 과정이므로 많은 경험 

을 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자세를 가져야 합니다. 대상자와의 면담 등 대인관계 

능력을 높이기 위한 봉사활동, 인턴십 등이 많은 도움이 될 것입니다.

교육과정
1학기 간호연구연습, 성인간호학2 · 3, 성인간호학1· 2 임상실습, 아동간호학1, 아동간호학1  
임상실습, 지역사회간호학2, 지역사회간호학1 실습, 핵심기술실습, 종양간호학, 간호정보학,  

보건학 / 2학기 성인간호학4, 성인간호학3 임상실습, 아동간호학2, 아동간호학2 임상실습,  

간호관리학1, 지역사회간호학2 실습, 정신간호학1, 정신간호학1 임상실습, 간호윤리학, 

코칭의 기초, 임상시험연구방법론, 임상시험개론, 보건프로그램개발 및 평가

보다 심도 있게 전공과목을 학습하고, 여러 차례의 임상실습을 통해 이를 통합

하는 능력을 배양하는 시기입니다. 20개 핵심술기술의 완성도를 높이기 위한 

통합실습과 선택실습을 통해 임상수행역량을 기르고, 응급간호, 재활간호, 노인

간호 등 전문분야에 대해 학습할 기회를 가지게 됩니다. 특히 간호사 국가시험에  

대비해야 하는 시기이므로 자기 주도적 학습을 통해 지속적으로 노력한다면  

‘간호사 면허취득’이라는 만족스러운 결과를 얻을 수 있을 것입니다.

교육과정
1학기 성인간호학5, 성인간호학4 임상실습, 간호관리학2, 간호관리학 임상실습, 정신간호 

학2, 정신간호학2 임상실습, 여성건강간호학1, 여성건강간호학1 임상실습, 보건교육실습,  

통합실습1, 응급간호학, 임상시험관리 / 2학기 성인간호학6, 간호윤리학, 여성건강간호 

학2, 여성건강간호학2 임상실습, 통합실습2, 보건의료정책 및 법규, 선택실습, 재활간호 

학, 노인간호학

1학년

2학년

3학년

4학년

PEOPLE_

후회 없이, 최선을 다해 즐기세요!

“미래에 대한 근심과 걱정보다는 틈만 나면 놀 궁리에 바쁜 학생이었어요. 덕분에  

교수님과 동기들의 걱정을 한 몸에 받았죠. 과대표, 동아리활동, 홍보 

대사 알리미, 대망의 통학에 이르기까지 하루 24시간이 모자랄 정도 

로 다양한 경험에 욕심을 내는 바람에 대학생활의 주객이 전도되는 

상황에 이르렀죠. 아뿔싸~ 4학년 여름방학이 되어서야 그동안 잊고 있었던 

공부를 시작했어요. 다행히 국가고시에 합격하고 순천향대학교 부속 천안병원  

신경과 간호사로 근무하게 됐네요. 저 같은 사람도 있답니다! 국가고시, 졸업, 

입사… 몰아치듯 많은 일들이 일어났고, 많은 것이 바뀌었습니다. 근데 퇴근을  

하고 집에 가면, 어둡고 조용한 방안에서 제 마음에 위로가 되는 것들
을 떠올려보면 대부분 지난 추억들이더라고요. 이런 저런 생각을 

떠올리다 친구에게 전화를 하고, 부모님께 안부를 묻고, 그렇게 점점 저는 어른 

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지금 이 순간 역시 추억이 되어 훗날에 저를  
위로하고 즐겁게 해줄 것 같아요. 저는 후배님들이 너무 너무 부러워요!  

학생 신분일 때만 누릴 수 있는 것들이 정말 많거든요. 저보다  
더 욕심내고 더 즐기라고 말해주고 싶어요. 막상 졸업하고 보니  

최선을 다하지 않았던 순간들이 후회로 남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앞으로 

제 삶에 더욱 최선을 다할 생각입니다. 후배님들도 최선을 다해 멋진  

캠퍼스 라이프를 보내시길 바랍니다!”

전유경(간호학과 13)_순천향대학교 부속 천안병원

Enjoy the Club! 
그들 의과대학 초록밴드로 드럼, 베이스, 기타, 키보드 등을 배울 수 있으며 매년 1회 

정기공연을 진행합니다.

그루터기 의과대학 풍물패로 방학 동안에는 임실필봉에 있는 전수관에서 인간문화재 

선생님의 가르침 아래 풍물을 익히고 있으며, 타 대학과도 악기로 소통하고 있는 공연 

동아리입니다.  

맨발 간호학과의 남학생들을 주축으로 안정적이고 활발한 봉사활동의 터전을 마련하고

자 만들어졌습니다. 매월 사회복지기관 ‘새감마을’에서 봉사활동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사랑순간 봉사동아리로 지역아동센터 정규봉사 및 의료봉사와 조직기증홍보, 고등 

학생 멘토링 등의 단기봉사를 진행하면서 대학생활을 알차게 보내고 있습니다. 

파사 순천향대학교 의과대학 순수연극 동아리입니다. 연기는 물론, 무대설치부터 연출 

까지 직접 주관하며 복성이나 발음 등 연극의 기본기를 배울 수 있습니다. 매년 2회 

정기공연을 진행합니다.

피노키오 간호학과 인문학의 연계를 위해 책읽기, 서평과 토론, 북콘서트, 컬러링 및  

북아트 대회 참가를 통해 자기계발을 하는 동아리입니다. 흥사단의 지원을 받아 널싱런,  

초청강의, 봉사 등의 활동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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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천향대학교는 4차 산업혁명 시대의 신산업을 주도할 미래인재 양성을 위해 대대적으로 학사제도를 개편하였고, 

2016년에는 교육부 재정지원사업인 <산업연계 교육활성화 선도대학 프라임(Program for Industrial needs 

Matched Education, PRIME) 사업에 충청권에서는 유일하게 선정되어 3년간 최대 450억 원의 정부지원을 
받게 되었습니다.

1. 미래 유망산업의 First Mover ‘순천향’
순천향대학교는 PRIME 사업 지원 아래 미래 유망직종을 발굴하고 현대 사회의 최신 트렌드를 반영한 신설학과 

개설로 폭넓은 선택의 기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의생명공학의 새로운 패러다임

MediTech
(1개 학과 신설, 3개 학과 증원)

미래 산업수요에 필수적인 핵심 융합기술

SmarTech
(4개 학과 신설, 1개 학과 증원)

인문학 콘텐츠를 기반으로 한 창의교육

HumanTech
(4개 학과 신설)

의용메카트로닉스공학과

의료생명공학과
의료IT공학과
의약공학과

스마트자동차학과
에너지시스템학과
빅데이터공학과
사물인터넷학과

건축학과

한국문화콘텐츠학과
영미학과
중국학과

디지털애니메이션학과

2. 웰니스산업을 이끌 통섭형 인재 양성 [SISC5 교육과정]
‘SISC5(Soonchunhyang Industry-Startup-Convergence 5)’ 교육과정을 통해 다방면에서 융합적으로 사

고하고 행동하는 인재를 양성합니다.

· 융합인재 양성과정 융합·창업과목 이수, 웰니스융합전공 복수학위 취득 후 창업

· 실무인재 양성과정 PRE-CO-OP 교과목 수강, 장기현장실습(SCH CO-OP) 이수 후 취업

3. 전주기 학생종합지원체제 [SENSE]
‘SENSE(SCH Education, Navigation, System&Engine)’는 입학 전과 졸업 후를 포함하는 인력 양성 전주

기에 있어서 우수인재의 발굴·육성 및 성공적인 사회진출과 안정적인 정착을 보장하기 위한 순천향만의 전주기 

학생종합지원체제입니다.

· <I’Decide> → <I’Design> → <I’Develop> 총 3단계로 구성하여 효율적으로 진로와 취업·창업 지원

4. 졸업생들을 위한 안정적 취업·창업 지원 프로그램 [PGP]
‘PGP(Post Graduation Program)’는 SENSE의 <I’Develop> 시스템에 의해 졸업 후에도 1년 동안 재학생

과 같은 수준으로 취업·창업·이직·재교육·실무훈련 등을 지원하는 교육 프로그램입니다.

5. 순천향대 취업·창업 종합 지원체계

전주기 창업교육 현장체험 실무교육

Self-Teaching 교육
학생 주도적 교과목표 

이수시스템

Business Fellow
기술·창업 분야 전문 
멘토링시스템 구축

Startup Plaza
창업 진화공간 조성 및 

지원체계 구축

창업지원 5학년 PGP PGP 프로그램
졸업생 대상 지원 프로그램 

운영

SCH CO-OP
사회수요 대응 기업 연계 
장기현장학습 프로그램

진로지원관
전공별 진로지원관  

제도

웰니스융합전공
(창업실무교과, SOOC, TP)

4학년
장기인턴십

3학년

전공교육 2학년 전공교육

교양교육(Pre 융합전공) 1학년 교양교육(Pre CO-OP)

246

NEWNEW NEW

PRIME 사업01
PROGRAM
· PRIME 사업
· ACE 사업
· 고교교육 기여대학 지원사업

· 창업지원 프로그램

· 진로취업 프로그램

· SRC 프로그램
· 글로벌 프로그램

· 장학제도

· 지원가능학과 알아보기

· 통학 안내

https://homepage.sch.a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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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천향대학교는 학생들이 자신의 길을 스스로 찾을 수 있도록 다양한 창업 지원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창업 강좌, 실전형 창업캠프, 창업아이템 경진대회, 창업동아리 등을 통해 기업가정신을 배우며 글로벌 기업

가의 역량을 쌓아가고 있습니다.

1. 창업지원 프로그램 Structure

2. 순천향의 생각 놀이터 [아이디어팩토리]
아이디어팩토리는 학생들의 창의적 아이디어를 발굴·확산하고 이를 사업화하기 위해 마련된 개방형 제작 공간입

니다. 순천향대는 ‘아이디어팩토리 지원사업’에 선정되어 3년간 총 9억 원의 사업비를 지원받게 되어, 제조장비와 

시설 인프라를 마련하고, 전문 인력 및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학부교육 선도대학 육성사업인 ACE(Advancement of College Education)는 대학이 자체적으로 교육 선도
모델을 창출하여 확산 · 발전시켜나갈 수 있도록 교육부에서 이른바 ‘잘 가르치는 대학’들을 선정하여 지원하는 사

업으로 순천향대학교는 2015년 ACE 사업에 선정, 4년간 총 90억 원을 지원받게 되었습니다.

1. ACE 기반 순천향의 [나눔교육 3.0]
순천향대학교는 ACE사업을 통해 학생들이 사회에 공헌하고 창의적 사고를 갖는 인재로 양성되도록 전공(WIU), 
교양(MDC), 비교과(WIE) 과정을 7개 영역으로 세분화화여 기존의 교실중심, 교수주심, 이론중심, 특정 전공중심

의 교육철학과 방법의 한계를 극복하고 혁신하려는 순천향대학교 고유의 교육철학이자 패러다임인 ‘나눔교육 3.0’
을 통해 학생들의 자기주도력과 잠재력을 극대화하고 있습니다.

2. [나눔교육 3.0]의 세부 내용

전공(WIU) 
교육과정

· 지식나눔 플랫폼(WIU : What I Understood)구축
· 지식프로슈머 양성 나눔교과 확대 및 교수법 확산
· 학생의 제안 및 심사를 통한 융·복합 교과 개설

· 현장 체험 공유를 통한 체험 지식의 고도화 
· 실전에 준하는 창업교육 실시

교양(MDC) 
교육과정

· 학제 간 교양강좌 40개 확대 운영
· 교양형 캡스톤디자인 강좌 개발
· SCH-Naver 연계 EduCafe 개설 및 운영

· 역량기반 교육과정 개편, 학제 간 융·복합 교과 개발
· 지역과 세계에서 봉사 실천

비교과(WIE) 
과정

·  多Dream센터 및 SRC를 통한 체계적인 비교과  
플랫폼 구축
·  WIU1000+ 배움공동체 생태계 구축 관련 운영안 마련

· 해외 인턴십 및 봉사활동 확대
· 생애주기형 진로설계(All-Set) 프로그램 구축 및 운영
· 多Dream 총괄운영센터 구축

학사구조
· 多전공 비율 30% 확대
· 학과 간 융합과 구성원의 요구를 통한 학과 구조개선

·  창업프로그램 전공 학위제, 창업휴학제, 
창업인턴십제도 등 학제 운영

학생지도
· 24시간 상담 가능한 맞춤형 상담
· 학습 소수자 상담 프로그램 강화

·  인성과 학업, 진로지도, 건강지도 외에 창업 및 
기업가 정신을 추가한 4차원 멘토링 시스템 구축

교수–학습 
지원 체계

·  수요조사 및 나눔교육3.0 플랫폼 실현을 위한  
교수-학습 인프라 구축

· 나눔교육형 교과(WIU), 진로설계 프로그램 개발
· 핵심 역량 기반 5개 영역별 프로그램 확대 운영

교육의 질 관리
· 교수 e-포트폴리오 시스템 구축 및 확대
· 교육인증관리센터 및 多Dream 센터 신설

·  블록타임제 75분 수업을 활용한 WIU 플랫폼 구축 
및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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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프라인 수업에서 학습한 내용을 학습자 스스

로 확인, 토론, 검증할 수 있도록 온라인상에 학

습공동체를 구성하여 집단적으로 지식을 형성하

고 나누는 창의, 열정, 배려의 플랫폼 

ACE 사업02

MDC(Multi-Disciplinary Class) : 교양WIU(What I Understood) : 전공

WIE(What I Experienced) : 비교과

창의 공감

소통

사회공헌형
창의인재

다양한 전공 교수들을 중심으로 특정 주제에 대

한 수업을 공동으로 기획하고 진행, 평가하여 교

양수준의 다양한 융합적 집단지성의 창출과 전

파를 가능하게 하는 플랫폼

순천향대학교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비교과활동을 총칭하는 용어로 다양한 

전공 학생들이 공통의 취미와 관심을 중심으로 비교과과정 학습공동체를 구

성하여 얻는 체험과 감성을 서로 공유함으로써 지혜의 동반 경험과 공유를 

가능하게 하는 플랫폼

집단지식

집단체험/감성

집단지성

교과목화

내용교류

인적교류

교과목화

실천화 실천화

고교교육 기여대학 지원사업

창업지원 프로그램

03

04

고교교육 기여대학 지원사업은 대학의 입학전형이 고교교육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해 바람직한 입시를 운영하는 

대학을 선정하여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순천향대학교는 2010년~2017년까지 8년 연속 이 사업에 선정되었으
며, 고교교육 활성화에 기여하는 대학이 되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대학이 보유한 연구기술을 

창업아이템으로 개발하고, 지역사회에 

창업이 활발하게 확산될 수 있도록 지원

창업 인프라 구축 창업가 양성 교육

창업동아리 | 창업활동 지원멘토

현장체험 중심의 융합 팀티칭 | 창업의 기초 · 심화 · 특화과정

창업 프로그램 전공 | 복수전공으로 이수 가능하며, 

창업강좌개설 · 운영

대학의 창업지원시스템 | 원스톱 창업지원 시스템

외부의 창업지원 네트워크 | 창업지원 기관, 전문가 네트워크

기업가정신 팩토리 | 예비창업자, 창업동아리, 재학생 

네트워크가 가능한 융합공간

창의디자인센터(3D프린터 시스템) | 창업자의 아이디어를 

시제품으로 제작 가능

사업기획 단계부터 시제품 디자인, 제작,  

경영 · 마케팅, 성장촉진을 위한 투자유치 

등의 일련의 과정을 통해 예비창업자로 

성장

창업지원
프로그램대학 학생

순천향 창업 모델

고른 기회 전형 확대 정보소외지역 전형 안내 강화

고교 교육 중심의 대입전형 운영

순천향대학교

학생 및 학부모의 대입 부담 경감

입학사정관 · 학생 · 학부모 1:1 맞춤형 상담

고교-대학 연계 프로그램 활성화

01

청년 창업가
학생 중심의 혁신형 

아이디어 창업

02

글로벌 벤처
연구소 중심의  

Global 창업

03

지역벤처기업
지역 기반의  
기술벤처 창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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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천향대학교는 학생 개개인이 꿈꾸는 미래가 보다 구체화될 수 있도록 진로 · 취업 지원 로드맵을 통해 1학년 때부
터 졸업할 때까지 진로 · 취업 활동을 심층적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다양한 진로 탐색의 기회와 구직 및 취업 활동

을 통해 순천향인들은 자신의 꿈에 한 발 앞서 안착하고 있습니다.

1. 순천향 학년별 진로 · 취업 지원 로드맵

2. 순천향 진로 · 취업 지원 프로그램

심리검사 및 상담
진로 · 직업심리검사를 실시하여 학생들의 진로직업문제를 진단하고 상담하여 진로 의사결정 지원
· 적성검사, 직업선호도검사, 직업가치관검사, MBTI검사

진로 · 취업 교과목
취업에 관심이 있는 학생에게 진로를 결정하고 취업준비에 도움이 되는 강의
·  저학년생의 진로와 직업에 대한 바람직한 가치관을 형성하도록 하여 진로탐색 기회 제공
·   고학년생의 취업 목적 및 기업체 채용 패턴 사전교육을 통해 보다 계획적인 취업준비 지원

진로 · 취업프로그램
학생들의 특성에 맞는 취업경쟁력 향상 프로그램 제공
· 취업박람회, 취업캠프, 취업특강 등

자격증 교육 자격증은 특정한 자신의 적성과 목표에 기여할 수 있는 자격증 취득 지원

어학능력 교육
대학생의 외국어 능력 향상 지원
· TOEIC, OPIC, 일어(JPT), 중국어(HSK)

현장실습 및 현장체험 신성장유망 산업분야 기업체험과 연수를 통해 산업현장에서 요구하는 실무형 인재 양성

취업 동아리 지원
같은 분야 취업에 관심 있는 학생들에게 체계적인 취업준비에 도움을 주고 학생들이 정보를  
공유할 수 있는 기회 및 공간 제공

3. 심리검사 및 상담 프로세스

진로취업 프로그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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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각 단과대학별 진로지원관 상담실 및 연락처 참조 바랍니다.

개인별 Needs 파악

자기탐색 · 목표설정 프로세스 취업 프로세스

동기부여 · 자신감 고취

자기이해 심리검사 역량분석 취업준비

진로목표 설정 취업전략 취업실행

진로설계 취업상담 구인개척 채용정도

진로 및 취업교과목

학생 진로
지원관

구직기술 잡·매칭

취업
성공

진로목표 설정단계
진로계획 수립단계

진로목표설정

직업 및 직무탐색

현장경험 축적

직업기초능력배양

진로기초역량 강화단계
진로직무역량 개발단계

진로목표점검

취업교과목 수강

취업역량강화

취업 스터디 참여

취업준비 완성단계
구직활동 실행단계

서류전형준비

구직기술향상

취업사이트 등록

구직 캘린더 작성

진로설계 준비단계
진로설계 탐색단계

자아향상

자기이해

자기 평가 능력개발

진로탐색

2학년 3학년 4학년1학년

순천향 기숙형학습공동체인 SRC(Soonchunhyang Residential College)는 신입생 전원이 기숙사에서 생활
하며 ‘인성함양, 진로탐색, 방과후활동’ 등의 특화된 프로그램을 통해 공동체 정신을 배우고 나눔과 창의성을 지닌 

글로벌 리더로 성장할 수 있도록 돕는 순천향만의 특별한 인재양성시스템입니다.

1. 토탈 멘토링 시스템
순천향의 모든 신입생들은 입학과 동시에 각 학과별 ‘학과 지도교수 ⇔ 건강 지도교수 ⇔ 재학생 멘토’로 구성되는 

멘토 그룹들에게 개별화된 밀착형 지도를 받게 됩니다. 신입생 20여 명 단위로 구성되는 ‘SRC 멘토링팀’은 전체 

52개 학과에서 총 126개의 팀이 운영됩니다. 신입생들은 SRC의 토탈 멘토링 시스템을 통해 대학생활 적응을 위

한 상담 및 지도를 받을 수 있습니다.

· 학과 지도교수 학과별 SRC 전담 학과지도, 대학생활 적응, 학업의지 고취, 학생상담

· 건강 지도교수 학과별 SRC 전담 건강지도, 건강지도 멘토링, 건강특강

· 재학생 멘토 신입생 멘티 관리 및 상담, 생활지도, 생활관 층장역할 병행

2. 정규 교과과정 운영
SRC에서 운영하는 정규 교과과정에 의하여 신입생들은 1학년 기간 동안 총 2학점의 교양필수 ‘SRC 교과과정’을 

이수하게 되며, 학과의 전공 교수님들이 참여하는 ‘팀티칭 방식’의 교과과정을 통하여 신입생들은 자기주도학습 및 

미래설계를 확고히 이룰 수 있게 됩니다.

구분 1학기 2학기 학점

1학년
셀프리더십 및 자기개발프로젝트
자기주도적 삶과 가치관 형성

Group Program을 통한 리더십 함양

진로설계프로젝트
전공에 적합한 진로탐색 및 설계
전공관련 현장과 연계한 과목 운영

각 1학점

3. 비교과활동 ASP 지원
SRC에서 운영하는 ASP는 학습과 즐거움이 함께 이루어질 수 있도록 ‘문화 · 예술 · 체육 · 학술 · 봉사’의 5가지 유형

의 활동으로, 첨단 시설과 쾌적하고 안전한 생활공간에서 공동체정신 및 사회성 함양, 리더십 증진 등 나눔과 협동

을 배우는 다양한 동아리 활동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❶ 문화 영화감상, 음악감상, 미술감상, 문화답사, 종교활동 등 / ❷ 예술 미술, 사진, 악기, 힙합 등 /

❸ 체육 요가, 피트니스, 격투기, 구기, 댄스 등 / ❹ 학술 독서, 전공, 어학, 자격증 등 / ❺ 봉사 사회봉사, 국외봉사 등

4. 생활관 및 프로그램실 소개
모든 활동이 건물 내에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돕는 복합공간(Complex)으로 이루어진 생활관은 향설생활관 1· 2 · 3,  
학성사 1· 2 · 3, 글로벌빌리지 등 7개 RC 하우스에서 신입생, 재학생 및 해외 자매결연 대학의 교환학생들이 함께 

학습하며 생활하고 있습니다.

생활관 규모 안내

구분 형태
입사현황

입시생 관리부서
남 여 계

향설생활관1 2인실 - 1,044 1,044
신입생

SRC센터

향설생활관2 2인실 1,010 - 1,010

향설생활관3 2인실 220 304 524

재학생
학성사1 4인실 - 400 400

학성사2 2인실 - 306 306

학성사3 4인실 304 - 304

글로벌빌리지 2인실 240 240 480 재학생, 신입생, 외국학생 국제교육교류본부

계 1,774 2,294 4,068 - -

SRC 프로그램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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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천향의 무대는 국내를 넘어 세계를 향하고 있습니다. 순천향대학교는 학생들의 잠재적 가치를 높이고 글로벌 시대 

의 미래 리더로 성장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해 교환학생, 어학연수, 글로벌빌리지 등 다양한 글로벌 프로그램을 마련 

하고 있습니다.

1. 교환학생 프로그램
우리 대학과 협약을 맺은 해외 자매대학에 일정기간(6개월 또는 1년) 동안 파견되어 전공 또는 일반선택 학점을 취

득한 후 학점을 인정받는 제도로 파견 대학에서 취득한 학점(최대 17학점)이 본교 학점으로 인정됩니다.

주요파견국
미국, 중국, 독일, 베트남, 스웨덴, 스페인, 영국, 일본, 캐나다, 프랑스, 핀란드, 호주 등
(2016학년도 기준 12개국 46개 대학 총 228명 파견)

선발기준
영어권 ·일본 대학 어학성적 50%, 면접 30%, 평균평점 20% 기준으로 합격자 선정 
중국 대학 서류 50%, 면접 50% 기준으로 합격자 선정

2. 어학연수 프로그램
방학 중 3주~4주간 캐나다, 필리핀, 중국 등 해외 자매대학에서 어학연수, 현지 문화체험을 통해 외국어 실력 향상 

및 국제화 감각을 키울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프로그램입니다. 

지원내용
교육비 및 숙식비 전액 또는 상당부분 지원. 자매대학에서 이수기준 충족한 학점 취득 시 본교에서 
특별학점(일반선택 2학점)으로 인정

선발기준
서류 50%, 면접 50%로 합격자 선발(영어권 단기어학연수의 경우 모의 또는 공인영어성적 필요. 
캐나다 단기어학연수의 경우 선발 시점 외국어교육원(S-FLEC) 원어민 영어회화 강좌 이수자 
또는 이수예정자여야 하며 중국 단기어학연수는 어학성적 무관)

3. 글로벌빌리지(Global Village)
글로벌빌리지(Global Village)는 본교 재학생들이 해외 교환학생들과 같은 생활관에서 살면서 외국어 수업 및 다양한 

문화교류 활동에 참가하며 자연스럽게 외국어 실력을 키울 수 있는 순천향만의 특화된 외국어교육 프로그램입니다. 

 프로그램 소개

· 영어, 중국어, 일본어 관련 외국어 수업 수강 가능
· 외국인 교환학생과 주 최대 5시간까지 1:1 언어학습 가능
· 단기어학연수 선발 시 별도 우대 전형을 제공하며, 모의토익 응시기회 학기 중 2회 제공
·  미국, 캐나다, 중국, 일본 등 세계 각국 교환학생과 같은 기숙사에 배정되며, 글로벌빌리지 운동회, 
인터네셔널 커피아워, 글로벌데이 등 다양한 문화교류 활동을 통해 자연스러운 외국어 실력 
향상(별도 교육비 550,000원)

합격자 선정 매 학기 6월, 12월 선발공고 후 학업생활계획서 50%, 직전학기 성적 50% 기준으로 합격자 선정

4. 기타 프로그램

해외인턴십 학점을 인정받으면서 현지 기업의 실무를 익히고, 어학연수와 문화체험의 기회를 제공

해외봉사 매 학기 순천향 글로벌 청년봉사단(G.I.V)을 선발해 순천향만의 ‘인간사랑’을 실천

외국어교육원 원어민 
회화강좌(S-FLEC)

순천향대학교 소속 외국인 교수진이 직접 강의하는 과정으로 영어, 중국어, 일본어 각 레벨별 
다양한 회화과정 운영

글로벌 프로그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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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자매대학 현황 40개국, 175개 대학 

남미

3
아프리카

4
유럽

11
아시아

19
북미

2
오세아니아

1

장학제도
순천향대학교는 학생들이 마음 놓고 학업에 매진하고 자신만의 꿈을 향할 수 있도록, ‘인간사랑’을 실천하는 인재

로 성장할 수 있도록 신입생을 비롯한 재학생들에게 폭넓은 장학금 혜택의 기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소중한 미래, 순천향대학교가 함께하겠습니다.

1. 향설장학금(수능성적우수장학금) 지급기준

장학명 지급조건 장학금액 장학기간

SMART
국어, 수학, 영어 중 2개 과목 등급 합 2 이내 이거나

국어, 수학, 영어, 탐구(2개 과목 평균) 3개 과목 등급 합 5 이내
수업료 전액 / 기숙사  
및 기숙사비 / 어학연수 4년

CONTRIBUTION
국어, 수학, 영어 중 2개 과목 등급 합 3 이내 이거나

국어, 수학, 영어, 탐구(2개 과목 평균) 3개 과목 등급 합 7 이내
수업료 전액 /

기숙사 및 기숙사비 2년

HARMONY
국어, 수학, 영어 중 2개 과목 등급 합 4 이내 이거나

국어, 수학, 영어, 탐구(2개 과목 평균) 3개 과목 등급 합 8 이내
수업료 전액 1년

SRC
국어, 수학, 영어 중 2개 과목 등급 합 5 이내 이거나

국어, 수학, 영어, 탐구(2개 과목 평균) 3개 과목 등급 합 9 이내
기숙사비 1년

※ 향설장학금 선발 시 유의사항

 ❶ 의예과, 간호학과는 선발하지 않음

 ❷ 장학금 수혜기간 동안 신청학점이 17학점 이상이고, 직전학기 평점평균을 3.5 이상 취득하여야 함

  · 수혜조건 미 충족 시 해당학기 장학금 미지급 / 수혜조건 미 충족 2회 누적 시 장학생 자격 정지

 ❸ SRC 장학금은 최초합격자에 한함

 ❹ 타 장학금과 중복 시에는 장학혜택이 큰 장학금을 지급함

 ❺ 기숙사비 장학금 대상인 학생이 기숙사에 미 입사할 경우에도 장학금 지급(기준 금액 : 향설1관 기숙사비)

 ❻ SMART, CONTRIBUTION, SRC 기숙사비는 매 학기 종료 이후 개별 지급

 ❼ SMART 장학생 어학연수 장학지원은 3학기 이상 등록자에 한함

2. 입학 성적우수 장학금

장학명 선발기준 장학금액

일반학생(교과), 지역인재(교과)
모집단위별 선발
· 최초합격자 중 입학성적이 우수한 자
· 일반학생(교과), 지역인재(교과) 모집인원 합산하여 선발

<수업료>
최우수 100%
우수 70%
장려 50%
격려 30%

일반학생(종합), 지역인재(종합)
모집단위별 선발
· 최초합격자 중 입학성적이 우수한 자
· 일반학생(종합), 지역인재(종합) 모집인원 합산하여 선발

일반학생(실기)
모집단위별 선발
· 최초합격자 중 입학성적이 우수한 자

기초생활수급자및차상위계층(교과), 농어촌학생(교과), 
특성화고교졸업자(교과), 고른기회(종합), 

기초생활수급자및차상위계층(종합), 농어촌학생(종합)

모집전형별 선발
· 최초합격자 중 입학성적이 우수한 자

체육특기자(실기) 필드하키, 테니스 종목 합격자 수업료 100%

특성화고졸재직자(종합) 합격자 수업료 50%

 
3. PRIME 장학금

구분 PRIME장학생(융합인재) PRIME장학생(실무인재)

선발 학과

한국문화콘텐츠학과, 영미학과, 중국학과, 미디어커뮤니케이션학과, 

디지털애니메이션학과, 빅데이터공학과, 사물인터넷학과, 

스마트자동차학과, 에너지시스템학과, 공연영상학과, 

보건행정경영학과, 의료생명공학과, 의료IT공학과, 작업치료학과, 

의약공학과, 의용메카트로닉스공학과, 글로벌문화산업학과, 회계학과

전 학과
·  제외 학과 : 글로벌자유전공학과, 

디지털애니메이션학과, 공연영상학과, 

유아교육과, 특수교육과, 사회체육학과, 

임상병리학과, 작업치료학과, 의예과, 간호학과

장학 혜택 4년 수업료 전액 지원 국내외 장·단기 현장실습 비용 지원

※ 학과별 장학생 선발 인원 및 장학유지 조건 등 PRIME장학금 관련 세부사항은 추후 입학처 홈페이지에 공지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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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 경기 방향

누리로(좌석형 전기동차)

서울역 → 신창(순천향대)역 도착(90분) →  

셔틀버스 순천향대학교 도착(3분)

※  정차역 | 서울, 용산, 영등포, 안양, 수원, 오산, 서정리, 

평택, 성환, 천안, 아산, 온양온천, 순천향대

KTX, SRT
KTX(서울역, 용산역) / SRT(수서역) → 

천안아산역 도착(35분 / 30분) → 전철 환승 

신창(순천향대)역 도착(14분소요) → 셔틀버스 

순천향대학교 도착(3분)

일반열차(장항선) + 시내버스

용산역(영등포역) → 온양온천역 도착(80분) → 

온양온천역 길 건너 국민은행 맞은편 시내버스  

환승 → 순천향대학교 도착(20분)
※ 온양온천역에서 전철로 환승 → 신창(순천향대)역 5분

일반열차(경부선)

서울역(영등포역) → 천안역 도착(50분) →  

전철 환승 신창(순천향대)역 도착(20분) →  

셔틀버스 순천향대학교 도착(3분)

전철 

전철 1호선 신창(순천향대)역행 →  

신창(순천향대)역 도착 → 셔틀버스 순천향대학교 

도착(3분) 

※  서울역 140분, 영등포역 120분, 수원역 80분,  

천안역 20분 소요

버스

❶  강남 고속버스터미널(80분) / 동서울  

터미널(100분) → 온양시외버스터미널 /  

아산(온양)고속버스터미널 도착

※  온양시외버스터미널 앞 시내버스(430, 430-1, 430-2) 
→ 순천향대학교 도착(25분)

❷ 남부터미널 → 순천향대학교 도착(100분)
※ 신창 경유 예산, 홍성, 보령 방면 직행버스 이용

대전 방향

KTX
KTX 대전역(오송역) → 천안아산역 

도착(20분) → 전철 환승 신창(순천향대)역 

도착(15분) → 셔틀버스 순천향대학교 도착(3분)

버스

대전복합터미널(90분) / 대전서부

시외버스터미널(100분) → 온양시외버스터미널 도착
※  온양시외버스터미널 앞 시내버스(430, 430-1, 430-2) 
→ 순천향대학교 도착(25분)

대학 운행 버스

직행 통학버스

잠실, 사당, 안산, 분당, 용인, 인천(주안),  

인천터미널, 부천, 송내에서 학교까지 논스톱으로 운행

※  재학생 인원에 따라 개강 이후 노선 신설 최종 확정 

(2016년 기준)

셔틀버스 

신창(순천향대)역에서 순천향대학교 동문까지  

수시 운행(평일 오전 8시~11시 / 오후 3시~8시),  

그 외 전철 시간에 맞춰 15분 간격 운행

※ 홈페이지 https://homepage.sch.ac.kr → 

    순천향안내 → 순천향 오시는길에서도 쉽게 찾아보실 

   수 있습니다.

순천향에는 어떤 전공을 선택할지 고민하는 학생들에게 진로를 찾아주는 내비게이터가 있습니다. 자신의 적성과 

소질에 맞는 대학의 전공에 대해 안내와 추천을 받아 진로를 설계할 수 있으며, 방법은 간단합니다. 자신의 내신 등

급이나 모의고사 등급 등 성적 자료를 입력하면 희망지원 학과의 합격 가능성을 알아볼 수 있습니다.

진학설계프로그램

※ 참고하기

 ❶ 수시모집 학생부교과전형과 정시모집 수능위주전형 기준으로 지원가능학과를 알려드립니다.

 ❷ 학생부종합전형과 실기위주전형은 성적 산출방법이 다르므로 참고만 하시기 바랍니다.

 ❸ 로그인 하면 입력한 정보가 저장되어 다른 정보 이용 등 차후에도 편리하게 활용할 수 있습니다.

지원가능학과 알아보기 통학안내09 10
내가 원하는
내게 꼭 맞는
전공을 
찾아드립니다!

대입전형 준비 온라인 종합안내  http://ipsi.sch.ac.kr/

진학 설계 시작

진학 설계 완료

5

분석

6

결과
(지원희망 학과 합격 가능성, 

합격 가능성 학과)

7

출력

1

홈페이지 가입

2

로그인

3

진로탐색 검사

4

성적입력
(내신 등급, 모의고사 등급, 

희망지원 학과 입력)

4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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앙뜨레프레너관
멀티미디어관

유니토피아관

테니스코트1

I'Design관

야외공연장

지역혁신관

산학협력관

학예관
향설생활관1

향설생활관2

Welcome to Soonchunhyang! 

Campus Map

내 미래의 캠퍼스는 어디 있을까?
대한민국 인재상 6년 연속 수상, 세계 162개 대학과의 빵빵한 글로벌 네트워크,

새로운 미래를 꿈꾸는 신입생이라면 누구나 기숙사생활이 가능한 곳, 

이런 대학 흔치 않다는! 동문을 지나 파릇파릇 탁 트인 피닉스광장에 이르면 

와~ 하는 감탄사가 절로 나올걸! 아기자기 위풍당당 캠퍼스 투어, 자, 시작해볼까?

대학본관

향설생활관3

글로벌빌리지

공학관

본부석

체육관

한마루

학군단

운동부 생활관

대운동장소운동장

유리온실

학생회관
학성사3

학성사2

학성사1

향설도서관

인문과학관

자연과학관
국제교류관

의료과학관

피닉스광장

교육과학관

인공폭포

동문

연못

셔틀버스 승강장

통학버스 승강장

서문

피닉스타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