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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전형일정 및 전형장소

구  분 일시(기간) 장 소 비 고

인터넷

원서접수

2019.08.21.(수)

~ 08.22.(목)

• 광주여자대학교 대학원 홈페이지  

  - http://graduate.kwu.ac.kr

 • 홈페이지 상단 ‘입학안내’

   에서 ‘온라인접수바로가기’

구비서류 제출

(직접방문 또는 

등기우편 제출)

2019.08.21.(수)

~ 08.22.(목) 

• 방문접수

  - 대학원 행정실(어등관 1층)

• 등기우편 또는 택배 접수

  - 광주광역시 광산구 여대길 201

    광주여자대학교 대학원

    (우)62396 

 • 2019.08.22.(목) 18:00까지 

   도착하여야 함

 • 대리제출 가능

면접 2019.08.23.(금) • 지원학과별 지정 시간 및 장소 • 시간 및 장소는 추후 안내

합격자 발표 2019.08.26.(월)
• 광주여자대학교 대학원 홈페이지

 - http://graduate.kwu.ac.kr

• 입학안내 → 온라인접수 

바로가기 → 합격자 발표

등록금 납부

2019.08.26.(월)

~ 08.27.(화) 

16:00까지

• 광주여자대학교 지정 은행
• 등록금 납부고지서 참조

• 등록금 미납시 합격 취소

※ 세부일정은 일부 조정될 수도 있음

※ 등록금은 합격자 개인별 가상계좌로 납부하며, 등록금 납부와 동시에 등록 처리됨

2. 전형료

3. 모집단위 및 모집인원

 □ 석사학위과정(정원내 입학정원 14명)

학위과정 모집단위 전형료 결재방법 입금계좌

석·박사 전 모집단위 50,000원

 • 온라인 계좌이체

   (반드시 본인 이름으로

    원서접수시 납부)

광주은행 148-107-527690 

(예금주 : 광주여자대학교)

구  분 계열 학과(전공) 모집인원 수업연한 수업형태

일반대학원

인문사회
어린이영어교육학과

1명 2년 주간

상담임상심리학과
항공관광개발학과

자연과학

작업치료학과
물리치료학과
식품영양학과
치위생학과

예체능 미용과학과

교육대학원 인문사회

유아교육전공 7명

2년 6개월

야간

계절제
상담심리전공 1명

특수교육전공 5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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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석·박사학위과정(정원외 약간명)

※ 석사·박사 학위과정의 학과(전공)별 입학정원은 각 대학원별 총정원제로 운영하며, 학과(전공)별

   모집인원은 지원자 수 등을 고려하여 배정함.

※ 석사·박사 학위과정의 모집 학과(전공)별 최소 수강인원에 미달할 경우 모집을 중지할 수 있음.

※ 석사·박사 학위과정의 일부 학과(전공)는 정원외 신입생을 선발하지 않을 수 있음.

4. 지원자격

 □ 정원내 

구 분 과정 지 원 자 격

교육대학원 석사

1. 공통사항

 ① 국내·외 대학에서 학사학위를 취득한 자 또는 2019년 8월 학사학위 취득예정자 

 ② 법령에 의하여 위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된 자

 ③ 대학(학사과정)의 출신 학과에 관계없이 지원 가능(단, 학과에 따라 선수과목 

    취득이 요구되거나 지원이 불가능할 수 있음)

2. 교육대학원

 ① 유아교육전공 : 2급 이상의 유치원 정교사 자격증 미소지자도 지원 가능  

     (※유아교육전공은 자격증 취득이 불가하며, 졸업후 석사학위만 취득 가능) 

 ② 상담심리전공 : 2급 이상의 유치원·초등학교·중등학교·특수학교 교사 및 

     사서·영양·보건·전문상담교사 자격증을 소지하고, 소지한 교사자격증의 해당 

     학교급에서 3년 이상의 교육경력이 있는 자에 한함(※전문상담교사(1급)

     자격증 취득 가능) 

     - 교육경력의 범위 : 기간제 교사 인정(종일제 강사는 불인정), 유치원 교원

       자격이 있는 사람이 어린이집 원장 또는 보육교사로 근무한 경력 인정

 ③ 특수교육전공 : 유치원·초등학교·중등학교 현직교사에 한함(기간제 교사, 

      종일제 시간강사, 강사는 지원 불가)(※입학전 1년 이상의 교육경력이 있는 

      현직교사의 경우 특수학교 정교사(1급) 자격증 취득 가능)

 □ 정원외 

과정 지 원 자 격

공통

1. 교육부령이 정하는 위탁학생

2. 북한 이탈 주민 및 부모가 모두 외국인인 외국인 학생

3. 외국에서 우리나라 초ㆍ중등교육과 대학교육에 상응하는 교육과정을 전부 이수한 

   재외국민 및 외국인으로서 다음 학위과정별 지원 자격에 해당하는 자

석사
1. 국내·외 대학에서 학사학위를 취득한 자 또는 2019년 8월 학사학위 취득예정자

2. 법령에 의하여 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된 자

박사
1. 국내·외 대학에서 석사학위를 취득한 자 또는 2019년 8월 석사학위 취득예정자

2. 법령에 의하여 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된 자

구  분 계열 학과 모집인원 수업연한 수업형태

일반대학원 예체능 미용과학과 * 2년 주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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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전형 평가요소 반영비율

가. 일반대학원

  1) 석사학위과정 : 대학 성적 60%, 면접 40%

  2) 박사학위과정 : 대학 성적 20%, 대학원 성적 40%, 면접 40% 

나. 교육대학원 : 대학 성적 40%, 경력 20%, 면접 40%

 ※ 졸업예정자의 경우 원서제출일 현재 취득 학점까지의 성적 평균을 기준으로 함

6. 제출서류

 □ 정원외 지원자의 경우 다음 서류를 추가로 제출해야 함(해당자에 한함)

     1) 중국교육부학력전자인정서 1부(중국 소재 대학(원) 졸업(예정)자에 한함)

     2) TOPIK 3급이상 성적증명서 사본 1부(유효기간 이내일 것)

     3) 외국인증명서 사본 1부

     ※ 외국 대학교의 졸업증명서, 성적증명서 등 모든 제출서류는 한글번역공증서를 첨부하여 제출

하여야 하며, 본 대학원에서 학력조회에 관한 소명을 요청할 경우 적극 협조하여야 함

7. 합격자 발표

가. 발 표 일 : 2019. 08. 26(월)

나. 발표방법 : 광주여자대학교 대학원 홈페이지

서 류 명 석사과정 박사과정 비   고

입학지원서(소정양식) 1부 ○ ○
∙ 3개월 이내 촬영한 사진(3*4cm) 1매 부착

∙ 홈페이지→입학안내→입학원서 다운받기

대학 졸업(예정)증명서 1부 ○ ○
∙ 전문대학 졸업 후 4년제 대학에 편입한 자는 

  전문대학 졸업증명서 1부 별도 제출

석사 졸업(예정)증명서 1부 ○

대학 성적증명서 1부 ○ ○

∙ 성적증명서에 평점평균과 평점만점이 반드시

  기재되어야 함

∙ 전문대학 졸업 후 4년제 대학에 편입한 자는 

  전문대학 성적증명서 1부 별도 제출

석사 성적증명서 1부 ○
∙ 성적증명서에 평점평균과 평점만점이 반드시

  기재되어야 함

재직 또는 경력증명서 1부 ○ ○
∙ 재직자 또는 경력자에 한함

∙ 교육대학원 지원자 중 현직교원은 반드시 제출

교원자격증 사본 1부 ○ ∙ 교육대학원 지원자 중 소지자에 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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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등록금 납부

가. 납부기간 : 2019. 08. 26(월) ~ 08. 27(화)

나. 납부장소 : 광주여자대학교 지정은행

다. 등록금 납부고지서 : 개별 송부하지 아니하며, 광주여자대학교 홈페이지에서 고지서 출력(대학원  

   홈페이지-입학안내-온라인접수 바로가기-등록금고지서)

라. 유의사항

  1) 등록금 납부기간에 등록금을 납부하지 않을 경우 합격을 취소함

  2) 공고 내용 미확인, 미숙지, 망각 등으로 등록하지 않을 경우 지원자 책임임

9. 등록금 환불

가. 제출서류 : 입학포기원 1부, 등록금 환불요청서 1부, 통장 사본 1부

나. 신청장소 : 광주여자대학교 대학원 행정실

다. 신청기한 : 2019. 8. 30(금) 18:00까지

    ※ 학기 개시일 이후에 등록금 환불을 받고자 할 경우에는 자퇴하여야 하며, 이 경우 본 대학원 

규정에 따라 입학금 전액과 등록금의 일부를 차감한 금액을 환불함 

라. 기타사항 : 등록금 환불 신청 시 환불되기까지 약 5일 이상의 기일이 소요됨
`

10. 장학 및 특전

 □ 장학금 제도

구 분 장 학 항 목 비 고

공통

• 가계곤란장학금(재학생 중 가계곤란자, 재학생에 한함)

• 관련업종장학금(전공 관련 업종 종사자)

• 송강가족장학금(본 대학교 교직원 및 배우자, 자녀, 형제자매)

• 본 대학교 출신 장학금(본 대학교 또는 대학원 졸업자)

• 형제자매 및 직계존비속장학금(형제자매 및 직계존비속이

  본 대학교 또는 대학원에 재학중인 자)

• 추천장학금(대학원장 또는 학과(전공) 주임교수 추천)

• 공로장학금

• 외국인장학금(외국 국적의 신입생 및 재학생) 등

학비감면

• TA장학금, 연구지원장학금, 학과특성화장학금, 총장장학금 등 일반장학금

교육대학원

• 신입생장학금(교육대학원 신입생 입학자)        

• 현직교원장학금(교육기관(초·중등학교, 특수학교,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에 의하여 인가된 유치원)에서 현직교원으로 재직자)

• 교육행정기관장학금(교육행정기관의 장학사(관), 연구사(관)) 등

학비감면

 ※ 학비감면의 경우 중복 지급하지 않음

 □ 교육대학원 석사학위 취득자는 교육공무원승진규정에 의하여 연구실적 평점을 받을 수 있음

 □ 출석수업 기간 중 본인의 희망에 따라 기숙사 이용이 가능함

 □ 본 대학원에 재학 중 병역연기 혜택을 받을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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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수강신청

가. 기간 : 2019년 9월 개강 직후

나. 장소 : 2019년 8월말 대학원 홈페이지 공지사항 및 각 학과실에서 별도 안내함

12. 지원자 유의사항

   가. 제출한 서류는 반환하지 않음

   나. 경력점수는 제출한 재직(경력)증명서에 한하여 산정함

   다. 한국어 및 영어로 작성되지 않은 서류는 공증받은 한글 또는 영문 번역본을 첨부해야 함.

   라. 서류 미비자의 경우 면접시험에 응시할 수 없으며, 모든 제출 증명서류는 원서 접수일로부터 1년 

이내에 발급된 것이어야 함

   마. 2019년 8월 대학 또는 대학원 졸업 예정으로 합격한 자는 2019.08.28.까지 졸업증명서 원본

을 제출해야 함

   바. 원서 기재사항을 잘못 기재함으로써 발생하는 불이익은 응시자가 받게 되며, 기재내용 및 제출

서류가 사실과 다를 경우 불합격 처리 또는 입학을 취소할 수 있음

   사. 부정한 방법으로 합격 또는 입학한 사실이 확인될 경우 입학 후라도 합격 또는 입학을 취소함

   아. 합격자는 합격자 발표 후 지정된 등록기간 내에 등록을 마쳐야 하며, 미등록 시에는 불합격 처

리되고 후순위 합격자에게 합격을 통지함

   자. 본 요강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본 대학교 대학원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처리함

   차. 기타 입학전형에 관한 문의 : 광주여자대학교 대학원 행정실(어등관 1층, ☎062-950-3802, 3805)

13. [교육대학원]교원자격증 취득에 대한 안내

 가. 교원자격증 취득요건

   [자세한 사항은 ‘입학년도별 교육부 교원자격검정 실무편람’을 따르며, 아래 기준은 변경 가능

함]

   1) 관련학과(전공) 졸업자 또는 졸업예정자로서 교육대학원의 관련전공에 입학하여 교원자격증 

취득에 필요한 학점을 모두 이수하고, 교육학석사학위를 받은 자는 교원자격증을 취득할 

수 있음.

   2) 반드시 학부 또는 대학원 과정에서 교원자격증 표시과목별 관련학과를 전공(복수전공, 전공 

포함)해야 함.

       - ‘관련학과’ 판단 기준은 학부 또는 대학원 등에서 이수한 학점이 입학하고자 하는 교육

대학원 전공의 전공관련 학점으로 최소 30학점 이상을 인정받을 수 있는 학과이어야 함. 

       - 교육대학원 입학전에 취득한 전공학점은 최대 30학점까지 인정할 수 있음. 

    3) 교원자격증 검정기준

      가) 교원자격증 표시과목 관련 전공 50학점 이상

          - 교과내용영역 : 44학점 이상<기본이수과목 14학점(5과목) 이상 포함>

          - 교과교육영역 : 6학점 이상<2과목 이상>

  【입학원서】기재란의 ‘교직과정 이수(입학 후)’ 희망자(전문상담교사 1급 포함)에 한하여 

교직과정 이수 예정자를 선발하며, 선발 후에도 자격요건 미충족시 선발을 취소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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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교직과목 22학점 이상

          - 교직이론 12학점 이상<6과목 이상>

          - 교직소양 6학점 이상<3과목 이상>

          - 교육실습 4학점 이상(교육봉사활동 2학점 포함)

      다) 성적기준

          - 교직과목 평균성적 80점 이상

          - 전공과목 평균성적 75점 이상

      라) 교직 적성 및 인성검사 적격판정 2회 이상

      마) 응급처치 및 심폐소생술 2회 이상

   4) 전공학점 인정 범위

     가) 고등교육법 제2조의 대학, 산업대학, 교육대학, 전문대학, 방송통신대학, 기술대학, 대학에 

준하는 각종학교(이에 상응하는 교육과정을 운영하는 외국의 학교 포함) 또는 특별법

에 의하여 설립되고 대학졸업의 학력이 인정되는 교육기관의 관련학과에서 취득한 학

점

     나) 전공과목은 학점인정 대상 교육기관의 표시과목 관련학과에서 이수구분이 “전공”으로 표

기된 과목에 한하여 인정 가능하고 일반선택이나 교양으로 이수한 경우 전공학점으로 

인정 불가

   5) 학부에서 취득한 교직과목의 인정

       - 교직과정이 설치된 대학에서 교직과목으로 개설된 과목을 이수한 경우에 한하며, 해당과

목을 일반선택이나 교양으로 이수한 경우 출신대학에서 교직과목 개설 인정 확인서를 

첨부하여야 함.

  나. 교원자격증 취득을 목적으로 입학하고자 하는 지원자는 입학 후에라도 자격요건을 갖추지 

못할 경우, 교원자격증 취득이 불가하므로 사전에 교원자격검정령 등 관계 규정을 충분히 

검토 후 지원

【별표1】전공별 교원자격증 표시과목 및 관련 학과(전공)

1. 중등학교 정교사(2급)

모집전공
교원자격증

표시과목
기본이수과목(분야)

미용교육 미용

미용교육론, 미용학개론, 피부미용, 헤어미용, 네일미 용, 

화장품학, 메이크업, 공중보건학, 해부학(또는 생리해부학), 

소독 및 전염병학(또는 위생학)

2. 유치원교사, 전문상담 및 특수교사 : 재교육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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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과(전공)별 주임교수 및 조교실 전화번호 안내 -

학 과 (전 공)
주임교수

조교실
성명 연구실

미용과학과 이정희 950-3662 950-3941

유아교육학과 곽경화 950-3688 950-3957

어린이영어교육학과 김정오 950-3746 950-3965

상담임상심리학과 최희철 950-3837 950-3986

작업치료학과 한상우 950-3679 950-3982

물리치료학과 정연우 950-3773 950-3880

식품영양학과 김지현 950-3717 950-3958

항공관광개발학과 최미선 950-3651 950-3952

치위생학과 조혜은 950-3796 950-3879

교육학과 상담심리전공 최희철 950-3837 950-3986

교육학과 유아교육전공 곽경화 950-3688 950-3957

교육학과 특수교육전공 박상희 950-3683 950-3996

사회복지학과 이형하 950-3707 950-3956

경찰법학과 박종렬 950-3712 950-3960

언어치료학과 박은실 950-3657 950-3959

간호학과 조인숙 950-3723 950-3951

실내건축학과 이향미 950-3754 950-3902

심리운동학과 이재호 950-3944 950-39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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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과(전공) 안내

일반대학원
Graduate School

광주여자대학교 대학원은 여성교육과 미래교육 구현의 건학 이념을 바탕으로 현대사회가 요구하는 교육과 학술
에 관한 심오한 이론과 실제를 연구, 교수하여 국가와 인류사회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창의적이고 능동적인 자
질을 갖춘 전문가를 양성한다.

• 석·박사과정  미용과학과
• 박 사 과 정  유아교육학과
• 석 사 과 정  어린이영어교육학과, 상담임상심리학과, 작업치료학과, 물리치료학과, 식품영양학과, 항공관광개발

학과, 치위생학과

교육대학원
Graduate School of Education

현직교원 또는 교원자격증 소지자만이 입학할 수 있는 재교육과정으로써 유아교육전공을 제외한 나머지 전공은 
계절제 수업으로 방학기간 중에 수업이 이뤄지며, 전공이 다를 경우에는 부전공 자격증이 주어진다. (단, 미용교
육전공은 교원양성기관으로 관련학과 전공자일 경우 교원자격증 미소지자도 입학하여 교원자격증 취득이 가능
함)

•석 사 과 정  상담심리전공, 유아교육전공, 특수교육전공

사회개발대학원
Graduate School of Social Development

현대 사회에서 가장 필요로 하면서 또한 요구되는 인간 복지와 법, 경영, 그리고 문학 등에 관한 학과로 구성되어 
있다. 학생의 선택에 의하여 졸업이수학점 이수 후에 학위논문을 쓰고 학위를 취득하거나, 추가 9학점이상을 이수하
고 졸업연구보고서로 논문을 대체하고 학위를 취득할 수 있다. 교육 수요자인 학생 중심체제로 강의시간을 편성하
기 위하여 교수와 학생 합의하에 야간에 수업을 운영하고 있다.

• 석 사 과 정  사회복지학과, 경찰법학과, 언어치료학과, 간호학과, 실내건축학과, 심리운동학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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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대학원 Graduate School 

 
미용과학과
석·박사과정│
Department of Beauty Science

미용과학과는 체계적인 이론교육과 현장 미용기술 교육을 실시한다. 이론과 미용기술을 접목하여 미용교육분야의 
유능한 교육자 양성과 헤어, 피부관리, 메이크업, 네일 및 화장품 분야의 전문가를 양성한다. 2002학년도 미용과
학대학원을 개설한 이래 2007년 일반대학원 미용과학과 석사, 박사학위과정을 개설하여 순수한 미용분야의 학문
적 체계를 확고히 하는 특성화된 대학원으로 거듭나고 있다.
헤어미용, 피부미용, 메이크업, 화장품학 등으로 구성된 교과과정을 이수하게 되며, 미용관련 기관과 산학협력연
계 연구 및 프로젝트 수행, 미용연구소 및 임상피부연구소를 통한 미용관련 연구와 교육을 진행하고 있다. 이는 
미용 전문지식과 탐구능력을 배양, 예술적 창의력을 창출할 수 있는 교육 체계를 확립하고 미용분야의 연구 및 
예술적 창의력을 실천할 수 있는 미용 전문인과 지도자를 양성한다.

유아교육학과
박사과정│
Department of Childhood Education

유아교육학과는 유아의 전인적 발달을 도모할 수 있는 이론과 실천적 지식을 겸비한 유치원 교사 및 보육교사를 
양성하며, 유아를 지원하는 각 분야의 전문인을 배출한다. 유아교육 대학원은 유아교육에 대한 철학적·심리적 기
초를 학습하는 한편 유아교육에 필요한 체계적 이론을 쌓고 연구를 통하여 유아교육전문가를 육성한다. 이는 영
유아교육 및 보육분야의 연구를 주도하고 선도하는 유아교육 전문가와 올바른 유아교육 철학을 소유한 영유아교
육 및 보육현장의 지도자를 양성한다.

졸업후 진로 : 국·공립 유치원 및 사립유치원 교사, 공인법인 및 사단법인 어린이집 교사, 아동관련 연구소 및 
기관, 교수, 유아교육관련 방송계 진출, 언어치료사, 놀이치료사

어린이영어교육학과
석사과정│
Department of Childhood English Education

어린이영어교육학과는 유아 및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영어교육의 이론과 방법론을 연구하는 분야이다. 언어, 인지, 
정서적으로 중요한 발달단계에 있는 어린이들의 특성과 수준을 잘 이해하고 그에 알맞게 영어교육을 지도할 수 
있는 어린이영어교육 전문가를 육성한다. 국제 공용어로서의 영어를 어린 시기에 쉽게 터득하는 특성을 살려 체
계적·과학적 교육 프로그램으로 어린이 영어교육의 접근방법, 지도절차, 지도기법, 다양한 활동 및 실제적인 지도 
방안을 현장에 적용할 수 있는 유능한 어린이영어교사를 양성하고 정보통신(ICT) 환경에 알맞은 영어교육 콘텐츠 
개발 및 영어교수학습지도를 위한 능력 있는 어린이영어교육 전문가 양성과 현장 교사의 재교육 및 전문성 신장
을 목표로 삼고 있다.

관련자격증 : 한국조기영어교육학회 TESOL 자격증

상담임상심리학과
석사과정│
Department of Counseling & Climical Psycholog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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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임상심리학과는 전문적인 상담훈련을 받은 상담자가 내담자(아동, 청소년, 성인, 노인)의 적응 문제를 진단·
평가하고 심리상담 및 치료를 수행하는 심리상담전문가를 육성한다. 상담임상심리 대학원은 인간의 심리와 행동
에 관한 지식을 습득하여 삶의 다양한 현장에 적응할 수 있는 능력을 향상시키고 유능한 전문 직업인 및 학자를 
양성한다. 이는 이론과 실제의 통합을 통해 병원, 학교, 복지시설, 개인 상담소, 기업체 등 상담 현장 중심으로 
학습할 수 있는 교육 환경을 지원한다. 또한 상담과 관련된 지역사회 네트워크를 활용하여 다양한 내담자를 경
험할 수 있는 환경을 지원하며, 유관 학회와의 밀접한 관계를 통해 학문적 성취를 배가한다.

관련자격증 : 상담심리전문가, 임상심리전문가, 정신보건임상심리사 1급, 청소년상담사 2급 등

작업치료학과
석사과정│
Department of Occupational Therapy

작업치료학과는 신체적·정신적·지적장애가 있는 클라이언트로 하여금 정상 기능을 회복 할 수 있도록 의미있고 
목적있는 작업을 이용하여 치료하는 학문이다. 작업치료학은 크게 아동, 성인, 정신과 작업치료로 구분되는데, 
아동작업치료학은 뇌성마비, 정신지체, 발달지체, 자폐 등을 조기에 발견하여 성장과 발달의 지연을 감소시켜 정
상적으로 발달을 할 수 있도록 도와준다. 성인 작업치료학은 중추신경계, 말초신경계 등의 장애로 일상생활을 수
행하는데 문제가 있는 클라이언트가 독립적으로 활동할 수 있도록 치료한다. 정신과 작업치료학은 정신분열증, 
우울증 등의 정신과적 문제점을 치료하여 클라이언트가 일상생활에 복귀하도록 한다. 광주여자대학교 일반대학
원 석사 과정에서는 위와같은 작업치료 분야에서 뛰어난 전문가, 훌륭한 학자, 현명한 교육자를 양성하기 위하여 
작업치료학을 교수 및 연구한다.

물리치료학과
석사과정│
Department of Physical Therapy

물리치료학과는 신체 기능 평가와 치료적 중재에 관한 연구를 정량적이고 체계적으로 연구하기 위해 전공 교수
별로 다양한 실험실을 운영하고 있다. 근골격계질환예방센터에서는 Global Posture System을 통한 신체정렬분
석과 등속성운동 측정기기를 통한 근력측정 등을 통해 이에 따른 교정운동 프로그램 연구 등을 실시하고 있으
며, 낙상예방연구소와 동작분석실험실에서는 균형발란스 측정 시스템에 의한 균형평가 및 2D/3D 첨단 카메라 
측정을 통한 보행 및 동작분석을 연구하고, 진단 초음파를 통한 근골격계에 대한 질적, 역학적 분석연구를 진행
하고 있으며, 임상전기생리실험실에서는 진단 근전도 및 표면 근전도, 뇌파기를 통한 생체신호분석을 통해 신경
회로망에 대한 연구를 실시하고 있다. 현재 이들 실험실에서는 연구과정생들이 다양한 연구를 배우고 실험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우수한 연구성과들을 매년 국내 전문학술지뿐만 아니라 해외유명 학술지에 발표하고 있다. 

식품영양학과
석사과정│
Department of Food & Nutrition

식품영양학과는 식품산업분야 최적의 실무형 창의적 인재(토탈매니저)를 양성하고 Fun & Creative(신나고 창의
적인)를 운영하며 식품+영양+조리 분야별 특성화 수행 가능 교수 및 실험·실습 인프라를 보유한 학과이다. 위생
사, 식품기사, 식품산업기사, 농산(수·축)식품가공기사, 조리사, 아동요리지도사, 식습관코치, 김치교육지도사, 한
식메뉴개발사, 남도식문화해설사, 조주사, 제과사, 제빵사, 판매관리사, 가맹거래사, 슈퍼바이저 등의 자격증을 
취득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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졸업후 진로 : 식품연구소 연구원, 대학교수, 식품제조회사, 단체급식업체, 식품위생직, 공무원, 호텔, 프랜차이즈
업체(패밀리레스토랑, 스타벅스, 놀부 등), 외식업체 총지배인, 총주방장, 바리스타, 소믈리에, 파
티쉐, 푸드코디네이터, 파티플래너, 메뉴개발전문가, 외식컨설턴트, 외식프랜차이즈전문가회, 연구
학술논문 심포지엄 개최 등

항공관광개발학과

석사과정│
Department of Airline Tourism Development

항공관광개발학과는 사회전반 및 지역관광 개발에 대한 인식 재정립, 지방화시대 발전과 함께 관광개발에 대한 
관심과 관광개발인의 역할 증대에 따라 지역관광 활성화 및 창의적 관광개발의 세계화를 이끌어갈 지역관광개발 
전문인을 양성하는 교육과정을 지닌 학과로서, 향후 지역 및 관광개발과 관련된 국가, 지자체 공무원 및 민간연
구원, 컨설팅 회사, 엔지니어링 회사, 리조트 및 레저 사업체, 여행사, 호텔 등 관광분야에서 다방면으로 진출이 
가능하며, 각 분야에서 계획 및 기획, 운영관리의 역할이 가능한 전문인을 양성하기 위하여 관광개발학을 교수 
및 연구한다. 

치위생학과
석사과정│
Department of Dental Hygiene

치위생학과는 ‘비외과적 치주관리’에 대한 포괄치과위생관리과정의 특성화 프로그램을 체계적이고 전문적으로 운
영하여 근거기반의 포괄치과위생관리과정 전문가를 양성하는 학과이다.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영역으로 치위생학
분야의 학문적 체계를 확고히 하여 치과위생사의 전문성 향상에 기여하고자 한다. 이론과 실습의 통합교육을 통
하여 치위생학 중심으로 학습할 수 있는 교육 환경을 지원하고, 포괄치과위생관리과정을 주도하고 선도하는 치
위생학 교육과 임상실무능력을 갖춘 전문가 양성을 목표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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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대학원 Graduate School of Education 

상담심리전공
석사과정│
Department of Counseling Psychology

상담심리전공은 전문적 상담을 담당할 수 있는 상담의 원리와 이론 및 실천에 이르는 상담심리 연구능력을 기른
다.
교육현장의 다양한 구체적인 문제를 지도 및 상담할 수 있는 지식과 상담방법을 습득하는 능력을 함양하며 2급 
정교사 자격증 소지자로서 본 대학원에서 석사 학위를 취득한 경우 부전공 또는 1급 전문상담교사 자격증을 취득
할 수 있다. 현직교사가 아니더라도 교사자격증이 있는 자가 본 대학원에 진학하여 석사학위를 취득하고 3년 경
력이 충족되면 1급 전문상담교사 자격증을 수여받을 수 있다.

관련자격증 : 전문상담교사 1급 자격증

유아교육전공
석사과정│
Department of Childhood Education

유아교육전공은 유아교육에 대한 철학적·심리적 기초를 학습하는 한편 유아교육의 방법 등 유아교육에 필요한 
체계적 이론을 쌓고, 이론을 바탕으로 한 연구를 통하여 유아교육전문가를 육성한다. 이는 영유아교육 및 보육분
야의 재교육을 통한 유아교육 전문인과 올바른 유아교육철학을 소유한 영유아교육 및 보육현장의 지도자 육성을 
목적으로 한다. 

졸업 후 진로 : 국·공립 유치원 및 사립 유치원 교사, 공인법인 및 사단법인 어린이집 교사, 아동관련 연구소 및 
기관, 교수, 유아교육관련 방송계 진출, 언어치료사, 놀이치료사

특수교육전공
석사과정│
Department of Special Education

특수교육전공은 심신의 장애를 가지고 있는 특수교육 지원 대상 학생의 교육을 이해하고 이에 대한 교육원리와 
방법, 그리고 심리학적 중재방안을 연구하는데 중점을 두고 있다. 이는 특수교사 및 특수교육 관련 전문가로서 
특수교육 현장 및 실제를 이해하고 개선할 수 있는 연구 및 학문적 자질과 능력을 
개발·증진시키고 프로그램 및 진단/평가 과제를 구성할 수 있게 한다.

관련자격증 : 특수학교 1급(또는 2급) 정교사 자격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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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개발대학원 Graduate School of Social Development

사회복지학과
석사과정│
Department of Social Welfare

사회복지학과는 모든 인간의 행복(happiness)과 삶의 질(quality of life) 향상을 위하여 문제를 가지고 있는 개
인, 가족, 집단, 지역사회 공동체를 대상으로 그들이 필요로 하는 원조를 제공하는 전문가를 양성한다. 또한 사
회복지 전문가로서의 역할과 책임을 수행하도록 다양한 학습 과정 즉, 전문적 원조 활동을 수행하는데 필수적인 
사회복지 실천 기술, 사회복지 제도 및 정책에 관한 이론, 조사 방법론, 지역사회 실천 현장에서의 실습 교육 등
을 병행함으로써 사회복지 이론과 실제 임상에서의 훈련을 통하여 전문적인 사회복지 인력을 배출한다.

관련자격증 : 사회복지사 2급(1급 응시자격)

졸업 후 진로 : 사회복지관련기관(센터) 개설, 지역복지분야(아동, 장애인, 노인, 다문화, 가족복지) 취업

경찰법학과
석사과정│
Department of Police & Law

경찰법학과는 여경과 여군을 양성하는 유일한 학과로서 현장실습과 실기능력을 겸비하여 공직진출을 중심으로 
학생들을 양성한다. 경찰법학대학원은 전문직업인 경찰관으로서의 폭넓은 교양과 해박하고 깊은 전문지식을 체
계적으로 습득시켜 국민의 생명과 재산, 사회 공공의 안녕과 질서를 책임질 미래지향적이고 창조적인 경찰의 전
문화 및 경찰지도자를 양성하기 위해 체계적인 연구를 수행한다. 또한 일반경찰행정과 긴밀한 연계를 가지고 있
는 소방행정, 교도행정, 기타 특별사업 경찰분야에서도 업무의 효율화와 전문화를 제고할 수 있도록 연구의 터전
을 마련한다.

관련자격증 : 경호경비지도사, 법무·행정실무사, 감정평가사 등

언어치료학과
석사과정│
Department of Speech-Language Pathology

언어치료학과는 인간의 의사소통장애를 다루는 재활전문가를 양성하는 학과이다. 훌륭한 인성과 사명감을 함양
시키고, 언어병리학에 대한 이론과 실습 교과목을 통해 언어치료 전문가로서의 능력을 갖추도록 한다. 아울러 대
학부설 언어치료센터와 산학협력업체(복지관, 병원, 언어치료센터 등)가 연계하여 언어치료 임상 현장에서 요구
하는 아동 및 성인기 언어장애 진단 및 치료 능력을 함양하고, 언어치료 프로그램 개발 및 연구 능력을 고루 갖
춘 인재를 양성하고자 한다.

관련자격증 : 언어치료사 1급

간호학과
석사과정│
Department of Nursing Science

간호학과는 간호에 대한 체계적 이론과 실무를 깊이있게 이해하고 연구함으로서 간호이론을 개발하고 실무에 적
용할 수 있는 간호전문가, 간호교육자, 간호관리자 및 간호연구자 등의 역할을 담당할 수 있는 간호전문인을 양
성하고자 한다. 아울러 다양한 건강 관리 분야에 독창적이고 지도자적인 능력을 발휘할 수 있는 간호역량을 키
우고 간호전문직 발전에 기여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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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내건축학과
석사과정 │ 
Department of Architecture and Interior Design 

실내건축학과는 인간이 생활하기에 합리적이고 심미적인 공간을 제안하여 실내건축디자인 분야의 발전에 이바지
할 수 있는 전문 디자이너 및 연구 인력을 양성하는 것을 그 목표로 하고 있다. 실내환경과 건축적 이해를 통한 
이론적 바탕위에 주거/상업/전시 등과 같은 공간디자인과 더불어 가구/조명디자인과 같은 다양한 디자인 이론 
및 실기 교과목을 운영하여 기능적, 구조적, 심미적인 공간을 창조할 수 있는 전문 실내건축디자이너로서의 능력
과 자질을 습득할 수 있도록 한다. 졸업 후 실내건축디자인 전문회사, 건축설계사무소, 전시디자인 전문회사, 무
대디자인 업체, 가구디자인 업체, 디자인 기획실 등에 전문 디자이너로 활동할 수 있다. 또한 디자인 교육전문
직, 디자인관련 잡지사, 선박 내장디자인 전문직, 대기업 디자인 업무 및 시설관리 등 다양하고 광범위하게 진출
하여 활동할 수 있다.  

취득자격증 : 실내건축산업기사, 실내건축기사, 건축기사, 전산응용건축제도기능사, 컬러리스트 기사 등 

심리운동학과
석사과정 │  
Department of Psycomotorik

심리운동학과는 장애아동의 발달 및 심리적 활성화에 도움이 필요한 성인과 노인분야에서 전인적인 치료와 교육
을 담당할 전문 인력을 양성하는 학과이다. 특히 발달장애와 움직임과 인지영역에 장애가 있는 아동 및 성인을 
위한 치료분야 그리고 조기교육과 유치원을 포함한 학령기 학생의 일반 학교교육과 사회적인 활동성의 향상이 
필요한 일반 성인분야에서 심리운동의 역할이 매우 필요하므로 심리운동이론과 전문적인 임상능력을 갖춘 전문
가를 양성하고자 한다.

관련자격증 : 심리운동사 2급, 재활운동지도사
졸업 후 진로 : 장애인 관련기관, 종합복지관, 보건복지부 재활바우처 사업 운영, 운동발달센터, 병원 등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