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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대학교는 사회수요중심의 신교육구조정착과 학생들의 가치를 높이는
비전교육, 창의성을 계발하는 리버럴아츠교육, 전문역량을 고양하는
융·복합 전공교육을 통하여 3S 특성을 갖춘 교양있는 창의적 전문인을
양성합니다.

미래 대학의 새로운 표준,
대전대학교

문화창조

건학이념
국가발전

사회봉사

교육목표

건전한 가치관과 세계관을 토대로 지성과 덕성을 겸비하고, 글로컬 마인드와
융합적 식견을 바탕으로 전문역량을 갖춘 창의적 인재를 양성한다.

인재상

3S 특성을 갖춘 교양 있는 창의적 전문인
1

Subjectivity 자기 주도적 주체성

2

Soft-Power 디자인적 사고에 기초한 포괄적 지성

3

Specialty 실용적 전문역량

핵심역량
7

대
핵
심
역
량

인문적 사고 역량

가치관 확립

과학적 사고 역량

세계관 정립

의사소통 역량

집단지성 형성

글로컬 역량

지역·국제적 활동

자기주도 역량

주체성 확립

협동 역량

리더십 실현

전문 역량

직업적 수월성

교
육
지
향
점

정부 재정지원 사업
3개 부문 선정
대전대학교는 사회맞춤형 산학협력선도대학(LINC+) 육성사업(20172022), 학부교육 선도대학(ACE) 육성사업(2014-2017), 지방대학 특성화
사업(CK-1)(2014-2018)에 선정되었습니다. 대전권 사립대학교 중 유일
하게 3개 부문 사업 모두 선발되어 그 의미가 더욱 특별합니다.
또한, 2016년 대전을 중심으로 한 중부권 4년제 대학교 중 최초로 고용
노동부에서 주관하는 ‘지역·산업 맞춤형 인력양성사업’에 선정되어,
오는 2021년까지 약 150억여 원을 지원받게 됩니다.

2017년 사회맞춤형
산학협력선도대학 육성사업 선정
교육부/한국연구재단
지원기간 l 2017-2022

2014 학부교육
선도대학(ACE) 육성사업 선정
교육부/한국대학교육협의회
지원기간 l 2014-2017

2014 지방대학
특성화 사업(CK-1) 선정
교육부/한국연구재단
지원기간 l 2014-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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혜화 리버럴 아츠 칼리지(H-LAC)에서는 미래 사회가 요구하는 인재를 양성하기 위해 우리 대학에 입학하는 학생
들이 바른 인성·가치관을 확립할 수 있고, 인문소양을 갖춘 통섭형(소통, 협동, 창의) 인재가 될 수 있도록 교육
하고 있습니다. 혜화 리버럴 아츠 칼리지(H-LAC)는 잘 가르치기 경쟁을 통해 미래사회의 요구에 부합하는 인재
양성에 힘써 우리나라 대학교육을 선도할 것입니다.

대전대학교 혜화 리버럴 아츠 칼리지

01. 학과소개
글로벌문화콘텐츠학과는 리버럴아츠(Liberal Arts) 교육의 바탕 위에서 새로운 문화콘텐츠산업에 필요한 인재를
양성하는 학과입니다. 현대사회에서 점점 더 확장되는 문화콘텐츠산업은 문화기획, 콘텐츠 생산 및 배급 유통 등
다양한 분야에서 기획-제작-마케팅 인력을 새롭게 필요로 하고 있습니다. 본 학과는 21세기 정보사회의 이러한
문화사회적 수요에 부응하는 능력을 함양하기 위해 인문학 뿐 아니라 글로벌 차원의 문화사회학 및 커뮤니케이션학,
나아가 첨단의 IT 및 SW공학까지 학습하는 선구적인 융복합교육을 실시합니다. 다양한 학문이 융합하는 이러한
학제적 교육을 실시할 뿐 아니라 산학협동을 통한 실무적인 교육도 병행함으로써 명실상부한 글로벌 문화인재를
육성하고자 합니다.

02. 어떤 학생에게 어울리나요?

글로벌
문화
콘텐츠학
전공
Faculty of
Liberal Arts & Global Studies

본 학과는 현대 정보사회가 요구하는 문화사회적 소양을 함양하고 이를 산업적 수요에 적용하는 유연하고 창의적인
글로벌-융합적-창의적 인재 양성을 목표로 합니다.

전화 042-280-4830

본 학과에 지원하는 학생들은 대학생활에서 적극적이고 진취적이며, 지적 호기심을 갖고 현실의 문화적 트렌드를
읽어내는 안목을 갖고자 힘쓰는 사람들입니다.

03. 교육과정
1학년

1학기:글로벌문화와의사소통, 문화디지털기초, 영미문화의이해, 한국의역사와문화, 비전탐색
2학기:국제문화론, 유럽의역사와문화, 디지털기술의발전과문화, 글로벌사회의언어, 캠퍼스멘토링

2학년

1학기:문화학입문, 문화정치학, 문화콘텐츠소프트웨어의이해및실습
2학기:문화철학, K-culture와세계, 영어프로젝트기획, 문화콘텐츠프로그래밍

1학기:세계화와국제관계, 글로벌커뮤니케이션, 영어스토리텔링, 대중문화의이해, 멀티미디어기반문화콘텐츠
실습
3학년
2학기:세계문화유산과한국문화유산, 언어와문화, 디지털사회와문화, 문화콘텐츠와테크놀로지활용, 미디어와
문화콘텐츠

4학년

1학기:문화프로젝트기획, 영미문화콘텐츠, 문화트렌드분석, 문화콘텐츠창업캡스톤디자인Ⅰ, 빅데이터를활용한
문화콘텐츠분석
2학기:글로벌문화콘텐츠기획, 문화콘텐츠마케팅, 문화콘텐츠세미나, 문화콘텐츠창업캡스톤디자인Ⅱ

04. 학과특별프로그램 및 동아리 (& 취득자격증)
•실습프로그램 집중 개설 및 전문화
•문화프로젝트 기행 및 문화 탐방
•해외 대학에서의 다문화 체험 학습 기회 제공(국제교류원의 교환학생 프로그램)
•해외에서 프로젝트 활동을 하는 글로컬청년문화프로젝트
•학생 중심의 한중일 글로컬청년문화포럼

05. 졸업 후 진출분야
•문화콘텐츠 제작, 유통 및 배급 분야 : 출판-방송 등 미디어 산업, 일반 기업체의 홍보-브랜딩 업무, 문화
콘텐츠 소프트웨어 제작 기여
•문화기획 분야 : 문화이벤트 및 공연기획, MICE기획
•지역 문화예술 분야 : 지자체 문화전문직 공무원, 문화원 및 문화재단 전문인력,
•복수전공을 통한 관련 전공 분야
•국내외 유수 대학원 진학

http://home.dju.ac.kr/lags

9

10

DAEJEON UNIVERSITY

국어국문
창작학
전공
Department of
Korean Language &
Literature and Creative Writing

01. 학과소개
국어국문창작학과는 새로운 시대가 요구하는 통합형 인재를 키우기 위해 기존의 국어국문학과와 문예창작학과가
발전적 통합을 이룬 새로운 패러다임의 학과입니다. 한국어문학에 담긴 정신세계를 연구함으로써 한국인으로의
정체성을 확립하고, 21세기가 요구하는 상상력과 창의력을 갖춘 인재를 양성하기 위해 탄생하였습니다.
국어국문창작학과는 한국어와 한국문학을 공통분모로 하는 연구와 이론 및 창작과 실기 능력을 토대로 실무능력을
갖춘 인재를 양성하는 데 궁극적 목표를 두고 있습니다. 특히 탄탄한 이론적 기초와 창의적 실무 능력을 키우는
교육과정은 연구 및 창작 분야뿐만 아니라 문화, 콘텐츠 관련 분야 전반에 걸쳐 뛰어난 능력을 발휘할 수 있는
인재를 배출해내는 기반이 될 것입니다.

02. 어떤 학생에게 어울리나요?
본 학과에서는 국어국문학과 문예창작학 분야가 상호작용하며 공존하고 있습니다. 학생들은 어문학에 한정하지
않고 한국문화 전반에 대한 안목과 시야를 넓히고, 시 ·소설 ·비평 ·희곡 ·수필 ·영화 ·방송문학 등의 이론과

전화 042-280-2210, 2250
http://home.dju.ac.kr/krlit

실기를 병행 학습하게 됩니다. 따라서 인문학 전반에 다양한 관심을 지닌 학생들, 국어 교육에 관심이 있는 학생들,
탄탄한 이론을 바탕으로 창작 훈련을 받고자 하는 학생들에게 적합한 학과라고 할 수 있습니다.

03. 교육과정
1학년

1학기:시창작의 이해, 국어 문자생활의 이해, 비전탐색
2학기:비전설계, 국문학개론, 소설창작의 이해, 캠퍼스멘토링

2학년 1학기:소설 창작과 분석, 방송드라마실기 2학기:국문학사, 국어문법론
3학년

1학기:국어자료의 이해와 활용, 한국시가의 전통, 한국비평 읽기와 감상, 시창작 워크숍, 소설 작가탐구와
작품분석, 논픽션과 경험의 재구성, 연극장면구성의 이해, 현대문학사
2학기:시창작 연습, 소설창작워크숍, 현대 소설의 이론, 문학과 영화, 방송구성작가실기, 독서치료, 캡스톤
디자인, 현대소설 읽기와 감상, 현대문학비평론

4학년

1학기:현대시론, 현대시 읽기와 감상, 문화콘텐츠론, 문화기획 캡스톤디자인, 국어국문창작학 비즈니스
커뮤니케이션, 영화 시나리오 기초
2학기:시창작의 심화, 젠더와 문화, 글쓰기·독서지도, 국어와 사회, 현대시인연구

04. 학과특별프로그램 및 동아리 (& 취득자격증)
국어국문창작학과에서는 정규 교과과정 이외에 여러 분야의 소모임을 운영함으로써 학생 개개인의 학습목표나
관심분야에 적합한 학습이 가능하도록 적극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들 소모임은 학생들 스스로가 이끌어가는 모임
이면서, 국어국문창작학과의 학생으로서 정체성을 발견할 수 있는 중요한 기회를 제공합니다. 국어국문학 분야
에는 고전문학 분과, 현대문학 분과, 여성학 분과, 어학 분과, 다좀불휘 등이 있고, 문예창작학 분야에는 시연, 틈,
아방가르드, 드라마테크 등이 있습니다.
•고전문학 : 고전문학을 좋아하는 학생들이 모여 학습하는 소모임으로 고전문학을 통해 삶의 교훈과 지혜를
얻고자 합니다.

•현대문학 : 현대문학을 좋아하는 학생들이 모여 학습하는 소모임으로 현대문학의 기초가

되는 개론서 공부와 역사, 철학 전반에 걸친 학습을 중심으로 하고 있습니다.

•여성학 : 여성과 남성이라는

젠더 경험을 중심에 두고 여성과 사회에 대한, 나아가 인간에 대한 공부를 하는 모임입니다. •어학 : 우리말을
사랑하는 사람들의 모임으로 어휘의 어원과 역사를 비롯하여 국어학 전반에 대한 지식을 탐구합니다.
•다좀불휘 : ‘다좀’이란 ‘사랑’을, ‘불휘’는 ‘뿌리’를 뜻하는 우리 고유의 어휘. 풍물의 참맛과 풍류를 즐기고, 풍물
전수와 연습을 통해 구성원들 간의 정을 쌓는 모임입니다.

•시연 : 현대시에 대한 분석 및 실제적인 시 창작과

시 창작 방법론을 모색하는 모임으로, 창작한 시에 대한 합평과 퇴고, 시 창작 방법에 대한 견해를 나눕니다.
•틈 : 소설 창작과 소설 비평을 함께 하는 소모임으로 기성 작가들의 작품과 소모임원의 창작 작품을 비교하며
대전대문학상 등 대학 공모전과 신춘문예, 문예지 발표 등을 함께 준비합니다. •아방가르드 : 영화 소모임으로,
영화를 정기적으로 관람하고 시나리오를 창작 검토하며 단편영화를 직접 제작해 봅니다. •드라마테크 : 다양한
종류의 희곡, 드라마 극본, 영화 시나리오 등을 탐구하고 토론하는 소모임으로, 창작에 관심 있는 학생들이 모여
추억을 쌓으며 친목을 도모하는 소모임입니다.

05. 졸업 후 진출분야
새로운 패러다임을 제시하며 통합형 인재를 양성하는 국어국문창작학과는 졸업 후 진출 분야가 매우 다양합니다.
학과 졸업 후 대학원에 진학하여 대학교수 및 강사가 될 수 있으며, 한국어 교사와 강사로도 진출할 수 있습니다.
또한 신춘문예, 문예지를 통해 시인·작가로 등단하거나 방송작가, 시나리오작가, 극작가로 활동할 수도 있습니다.
이외에 언론 방송계와 출판계로 진출하는 길도 열려 있습니다.

대전대학교 혜화 리버럴 아츠 칼리지

01. 학과소개
역사학은 과거에 관한 성찰과 해석을 제공함으로써 개개인에게 정체성과 소속의식을 부여하여 새로운 역사를
창조하는 기초 학문으로 존재해 왔습니다. 최근 역사학에서는 민족과 국가 중심의 역사의식에서 벗어나 인권과
개별 집단의 문화를 중심으로 과거를 조명하는 흐름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대전대학교 역사문화학과는 이러한 흐름을 감안하여 한국과 동서양의 역사와 문화에 관한 인문학적 소양을 함양
하여 한국인으로서의 정체성을 형성할 뿐만 아니라 민주 사회 시민으로서의 자세를 양성하고자 합니다. 아울러
박물관 학예사와 기록관리 전문요원으로 진출하는 데 필요한 전공 기초를 학습합니다.

02. 어떤 학생에게 어울리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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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사
문화학
전공
Department of
History & Culture

•역사에 흥미와 애정을 가지고 역사책을 통한 과거로의 이행에 익숙한 학생
•사물에 다양한 면이 존재한다는 점을 이해하고 비판적으로 비교, 분석적으로 사고할 수 있는 학생
•현실에 안주하지 않으며 항상 대안을 모색하는 학생

전화 042-280-2281

•만화 영화 스머프에 나오는 “투덜이 스머프”같은 학생
•어학을 비롯한 기본기를 익히기 위한 인내력과 꾸준함이 있는 학생

03. 교육과정
1학년

1학기:역사문화학입문, 문화유적답사, 비전탐색
2학기:한국사기초한문, 캠퍼스멘토링

2학년

1학기:한국고대사, 조선시대사, 동양고대사, 서양고대사, 서양중세사
2학기:한국근대사, 고려시대사, 동양중세사, 동양근대사, 서양근대사

3학년

1학기:한국생활문화사, 지방사, 동양현대사, 박물관학개론
2학기:한국사상사, 비교문화사, 일본사, 고고학종합설계, 문화콘텐츠캡스톤디자인

4학년

1학기:한국중세사연습, 기록관리학개론, 문화유산조사프로젝트, 역사문화학종합설계
2학기:한국고대사연습, 한국근세사연습, 한국근현대사연습

04. 학과특별프로그램 및 동아리 (& 취득자격증)
•매년 2번 정기문화유적답사를 통해 역사 현장을 직접 답사하고 체험할 수 있습니다.
•여름방학 중 박물관 준학예사 자격증 시험과 한자능력검정시험에 대비하는 학습동아리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축구, 당구 등 취미활동 소모임이 구성되어 친목과 체육활동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05. 졸업 후 진출분야
졸업 후에는 고고학, 기록관리학, 박물관학, 문화콘텐츠 등의 전공을 살려 대학원에 진학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또한 고고학 연구원, 기록관리 전문요원, 역사 교사, 박물관 학예사, 역사학 연구원 등 전공을 살려 진출합니다.
그 밖에 일반 기업체 직원, 학원 강사, 방송 작가, 기자 등으로 진출하기도 합니다.

http://home.dju.ac.kr/hist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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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학
전공
Department of
Economics

01. 학과소개
경제학은 주어진 여건 아래에서 가장 큰 성과를 얻을 수 있는 합리적 선택의 원리를 탐구하는 학문입니다. 이러한
경제원리의 교육을 통해 고도산업화 사회 및 정보화·세계화 시대에 나타나는 다양한 사회현상 및 경제문제를
스스로 분석하고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춘 경제전문가를 양성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경제학은 인간생활의
가장 기본적 측면의 하나인 경제생활의 본질을 탐구함으로써 현실사회를 이해하고 미래를 전망하는 가장 과학적
이고도 실천적인 사회과학 중의 하나입니다. 경제학과에서는 이러한 광범위한 주제들에 과학적으로 접근할 수
있는 지식을 쌓고 실천적으로 이들 영역에서 활동할 전문가를 양성하는데 교육목표를 두고 있습니다. 이렇게
연마된 경제학 전공자에 대한 사회적 수요는 대단히 큽니다.

02. 어떤 학생에게 어울리나요?
전화 042-280-2340

경제학은 인간생활의 가장 기본적 측면의 하나인 경제생활의 본질을 탐구함으로써 현실사회를 이해하고 미래를
전망하는 가장 과학적이고도 실천적인 사회과학 중의 하나입니다. 따라서 현대산업사회의 급속한 발전과 함께

http://home.dju.ac.kr/economics

경제학이 관심을 갖는 구체적 대상도 상품의 생산, 소비, 유통, 분배 등 전통적인 분야는 물론 복지, 건강, 환경,
교육, 주택, 노사관계 등으로 매우 다양화되고 있습니다.
경제학과에서는 이러한 광범위한 주제들에 과학적으로 접근할 수 있는 지식을 쌓고 실천적으로 이들 영역에서
전문가를 양성하는데 교육목표를 두고 있습니다.

03. 교육과정
1학년

1학기:경제학적 사고와 표현, 경제학원론(1), 비전탐색
2학기:경제학원론(2), 캠퍼스멘토링

2학년

1학기:미시경제학, 경제수학, 시사경제론, 일반경제사
2학기:거시경제학, 지식경제론, 법과 경제학, 정보와전략, 경제학설사

3학년

1학기:노동경제학, 계량경제학, 금융시장론, 통화금융론, 정치경제학
2학기:노사관계와 인적자원관리, 비즈니스경제학, 국제무역론, 재정학, 한국경제사
1학기:공공정책 이해, 시장경쟁과 독과점, 국제금융론, 경제사상, 환경과 자원의 경제학

4학년 2학기:소득분배와 사회복지, 경제학 비즈니스 커뮤니케이션, 경제학세미나, 세계경제의 이해, 경제이슈토론
캡스톤디자인

04. 학과특별프로그램 및 동아리 (& 취득자격증)
•매경TEST 스터디그룹 : 경영학과와 경제학과 교수들이 학기 동안 경제·경영 및 시사전반에 대한 지식과
이해력을 바탕으로 주어진 상황에 대한 탁월한 분석력·응용력·문제해결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한 수업을 진행
하고 있습니다.
•CDE 스터디그룹 : 영화(Cinema)와 다큐(Documentary)를 이용하여 경제학(Economics)을 공부하는 그룹
입니다. 재미와 지식을 동시에 얻을 수 있습니다.

05. 졸업 후 진출분야
•은행, 보험회사, 증권회사, 종합금융회사, 리스회사 등 금융기관
•국내 대기업, 외국인 투자회사, 중견기업, 벤처 창업
•5급, 7급, 9급 공무원
•공기업
•대학원 진학 후 교수 및 연구소 연구원으로 근무
•신문·방송사 경제부 기자
•법학전문대학원 또는 경영전문대학원에 진학 후 최고 전문가로 활동

대전대학교 혜화 리버럴 아츠 칼리지

01. 학과소개
정치외교학은 순수학문만으로는 급변하는 글로벌 사회에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졸업생의
취업문제를 원활히 대비할 수 없다는 문제의식에 따라 정치학의 순수학문과 미디어학의 실용학문을 융합한 21세기
첨단 사회과학의 한 분과입니다. 정치외교학과는 정치학, 미디어학, 리더십교육 등을 통해 미래를 주도할 전문인과
지도자 양성에 힘씁니다.
정치외교학과 1992년 정치외교학과로 개설된 이후 교육부의 대학 학부제 개혁 방침에 따라 행정학과, 경제학과,
법학과, 사회복지학과 등과 함께 사회과학부 내의 정치외교학 전공으로 바뀌었다가, 다시 정치외교학과로 독립
하였습니다. 그러나 외교학의 수요가 감소함에 따라 외교학 관련 과목들을 축소하고 언론학 관련 과목을 개설
하면서 정치언론홍보학과로 변경하였고, H-LAC으로 소속을 변경하면서 현재의 정치외교학과로 개편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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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외교학
전공
Faculty of
Politics and Diplomacy

02. 어떤 학생에게 어울리나요?
현실에 대한 예리한 분석력, 정확한 판단력 및 냉철한 비판력을 가진 학생, 미래 정치를 위한 심도있는 사고력,
풍부한 상상력 및 기발한 창의력을 키우고 싶은 학생에게 어울립니다.

03. 교육과정
1학년 정치학개론, 한국정치사 입문, 국제정치학개론, 미디어와 정치, 비전탐색, 캠퍼스멘토링
3학년

근대정치사상, 디지털미디어의 이해, 비교정부와 정치, 외교정책론, 환경과 평화, 이데올로기론, 21세기국제외교와
안보, 동북아지역 정치론, 성과문화의 정치학, 정의론, 한국정치론
국제기구론, 정치발전 창업 캡스톤디자인, 민주주의이론, 사이버시대 정치와 외교, 영상문화와 시네폴리틱스,

4학년 정당과 선거의해, 창업기획, 국제정치와 미래국가전략, 동양정치사상, 정치리더십의 이해, 정치학세미나, 국제
정치학 세미나

04. 학과특별프로그램 및 동아리 (& 취득자격증)
•POS & POB : 2014년도부터 창설되어 현재까지 총 40명으로 이루어져 있는 축구/농구 동아리입니다. 매년
학기 초에 선수를 모집하고 있으며, 주기적으로 모임을 가지며 친목을 도모하고 있습니다.
•모의 UN 동아리 : 1998년 외교부가 주최하는 전국대학생 모의 UN회의에서 우리 대학 학생들이 최우수상을 수
상한 것을 계기로 학생들의 외교력, 협상능력 개발을 위해 결성되어 정치외교학과의 특성을 살리는 동아리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모의 국회 동아리 : 2013년도부터 정치외교학과라는 특성을 살려, 모의국회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매년 2학기에
진행하며 타 학교 정치외교학과와의 회의 및 피드백을 통해, 수준 높은 활동을 목표로 삼고 있습니다.

05. 졸업 후 진출분야
졸업 후 사회 모든 분야와 조직에서 기획 및 홍보를 담당하는 총괄관리자의 역할을 할 뿐만 아니라 국제기관의
직원, 청와대의 행정요원, 행정부처의 공무원, 국회 사무처 직원 및 국회의원 보좌·비서관, 정당의 사무처 직원 및
정당인, 지방정부 및 지방의회의 공무원, 단체장 및 의원, 시민·사회단체의 직원, 신문 및 방송사의 기자 및 직원,
일반기업의 사원, 여론조사기관 및 사회조사기관의 조사원, 학교 및 연구소의 직원 및 연구원 등 정치 및 미디어
영역에서 전문가로 활동하게 됩니다.

전화 042-280-2274
http://home.dju.ac.kr/politic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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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 042-280-2444
http://home.dju.ac.kr/istat

01. 학과소개
사물인터넷으로 이루어지는 초연결사회에서 빅데이타의 분석과 이를 기반으로 하는 기술의 개발은 4차산업혁명
시대의 주요한 특징입니다. 그러므로 실시간 다양한 형태로 생성되는 빅데이타의 구조를 이해하고 처리하는 기술과
이를 분석하고 해석하는 능력은 4차산업혁명시대를 선도하고자하는 젊은이들이 함양해 할 필수 역량입니다.
빅데이터사이언스전공에서는 (1)빅데이터의 효율적인 처리를 위한 데이터베이스 구축 및 관련 소프트웨어에 대한
교육 (2)빅데이터를 객관적ㆍ과학적으로 분석하는데 기반이 되는 다양한 통계분석기법 및 시각화방법에 대한 교육
(3)빅데이타 활용분야와 이와 관련된 빅데이타 분석기법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여 빅데이타 분석전문가를 양성
합니다. 빅데이타 분석전문가의 진출 분야는 우리 사회가 점점 더 4차산업혁명시대로 진입함에 따라 더욱더 증가할
것입니다. 미래에 대한 열정과 패기 넘치는 대학 생활을 대전대학교 빅데이타사이언스전공에서 함께 하기를 바라며,
4차산업혁명시대를 선도하고자 하는 학생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02. 어떤 학생에게 어울리나요?
컴퓨터를 사용하여 빅데이터 처리 및 분석모형, 통계분석모형을 적용하기 때문에 컴퓨터 활용능력이 있으면 공부
하는데 도움이 됩니다. 정보를 분석하고 추리하는 것을 좋아하는 사람에게 적합합니다. 빅데이터 처리 및 분석
그리고 통계모형은 사회학, 경제학, 경영학, 금융, 보건·의료 등 다양한 분야에 응용되므로 이들 분야로 진출하고자
한다면 빅데이터 분석능력을 바탕으로 관심 분야로의 진출이 가능합니다. 수학에 약간의 흥미가 있다면 더욱
좋습니다.

03. 교육과정
비전탐색, 캠퍼스멘토링, 빅데이터개론, 빅데이터통계학, 통계수학, 빅데이터베이스, 빅데이터분석플랫폼, 빅데이터와 R
프로그래밍, 빅데이타와 Phython프로그래밍, 데이터마이닝, 빅데이터시각화, 기계학습개론, 확률분포론, 통계적 추정론,
선형모형분석, 범주형자료분석, 상관된자료분석, 다변량모형분석, 생존자료분석, 공공빅데이타분석, 보건·의료빅데이타
분석, 금융빅데이타분석, 빅데이타캡스톤디자인I, 빅데이타캡스톤디자인II

04. 학과특별프로그램 및 동아리 (& 취득자격증)
•위편삼절 : 고전 읽기 동아리
•소프트 스탯(Soft-Stat) : SAS 학습 동아리
•통계세상 : 통계관련 직종 탐색 및 취업 준비 동아리
•Project S : 엑셀 VBA와 R 학습 동아리
•취득자격증 : 사회조사분석사1급/2급, 데이터분석전문가/데이터분석준전문가, 정보처리기사/정보처리산업기사,
SAS 국제공인자격, 마케팅조사분석사 국제마케팅자격증 등

05. 졸업 후 진출분야
본과 전공자의 사회진출은 공무원, 금융회사, 마케팅회사, 대학원, 연구소 등 다양하며 아래의 각 분야에 진출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국가기관 : 통계청, 한국은행 등
•금융관련분야 : 증권, 은행, 투자신탁, 신용카드 관련기업, 연/기금관리공단 등
•컨설팅 분야 : 여론 조사 기관, 통계 컨설팅, 마케팅, 신용 정보 분석 회사 등
•통신분야 : 통신관련회사
•의학ㆍ약학 분야 : 병원, 제약회사, 임상시험 수탁기관 등
•대학원으로 진학
•연구소 : 경제, 경영, 산업공학연구소 등

대전대학교 혜화 리버럴 아츠 칼리지

01. 학과소개
생명과학은 ‘생명현상이란 무엇인가?’라는 철학적 명제로부터 출발한 학문입니다. 그러므로 생명과학은 진리를
탐구하는 기초과학의 주요한 한 분야입니다. 그러나 현대 생명과학은 인간의 삶과 환경 그리고 정보에 이르는
폭 넓은 분야에 직접적으로 응용되고 있는 주요한 응용과학의 한 분야로 발전해 왔습니다. 21세기 생물산업(BT)은
정보산업(IT), 환경산업(ET)과 함께 국가의 흥망성쇠를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분야일 것입니다.
현대의 생명과학은 생물정보(Bioinfomatics), 생물환경(Biological Environment), 생물산업(Biotechnology) 등 고부가
가치를 지닌 직접적인 응용분야는 물론 농학, 의학, 약학 및 한의학 등의 발전을 위하여 필수적인 학문입니다. 또한

생명과학
전공
Department of
Life Science

미래에 무한가치창출을 위한 막대한 잠재력을 지니고 있기에 패기 있는 대학인들이 도전하기에 충분한 매력을
갖고 있습니다. 대전대학교 생명과학부는 순수학문의 탐구와 인간 삶에의 응용이라는 두 가지 요구에 부응하기
위하여 생명과학과와 미생물생명공학과를 2013년에 발전적으로 통합하여 발족한 학부입니다.
본 생명과학과에서는 유전학, 생리학, 분자생물학, 생화학, 분류학, 생태학 등 기초적인 학문 분야를 통해 다양한
생명현상에 대한 순수과학적 관점을 함양하고, 유전공학, 생물공학, 환경미생물학, 면역학, 균학 등의 강의를 통해
생명공학에 대한 지식을 넓힘으로써 21세기가 필요로 하는 첨단응용과학인 생명과학 분야의 주역이 될 전문 인력을
양성합니다.

삶에 호기심이 많은 학생, 『어린 왕자』를 읽어 본 학생, 혼자 있기를 좋아하는 학생, 여러 사람과 어울리기를 좋아
하는 학생, 부끄러움이 많은 학생, 활달한 학생, 미래가 불투명해 보이는 학생, 자신의 삶을 살아 보고 싶은 학생,
자기 자신을 찾아다니는 학생, 그리고 특히 생물과목이 재미없게 느껴졌던 학생들에게 잘 어울릴 것 같습니다. 이들
학생들은 독특하며 고유한 여러 다른 생명체들의 삶 그리고 상호작용하며 관계 속에서 살아가는 생명체들의 역동
적인 삶에 대해 감동을 받게 될 것이고, 자기 자신의 삶의 신비에 대해 어렴풋하게나마 엿볼 수 있게 될 것입니다.

03. 교육과정
1학년 1학기:비전설계, 일반생물학 및 실험 1, 비전탐색

전화 042-280-2436
http://home.dju.ac.kr/biosci

02. 어떤 학생에게 어울리나요?

2학기:일반생물학 및 실험 2, 캠퍼스멘토링

1학기:세포의 세계, 생명현상의 통합적 이해, 미생물학의 이해, 미생물과 발효, 유전과 사회, 진화학
2학년
2학기:세포의 세계, 생명현상의 통합적 이해, 미생물학의 이해, 미생물과 발효, 유전과 사회, 진화학

3학년

1학기:생화학 및 실험, 미생물생리학, 분자생물학, 식물형태학 및 실험, 동물분류학, 발효학
2학기:식물생리학, 동물생리학, 인류유전학 및 실험, 유전공학, 균학, 곤충학

4학년

1학기:면역학, 식물계통분류학 및 실험, 고급생물학, 의학미생물학, 생태학, 캡스톤디자인 1
2학기:생물공학, 미생물분류학 및 실험, 생명과학세미나, 논문작성법 및 원서강독, 캡스톤디자인 2

04. 학과특별프로그램 및 동아리 (& 취득자격증)
•자승자강(Biology Study Group) : 생명과학전공 교과목에 대해 서로 토론하는 학생들의 스터디 동아리입니다.
대학원 진학이나 취업에 뜻이 있는 학생들을 매 학기 선발하여 개인 학습 공간을 제공합니다.
•발효식품연구회 : 우리 고유의 전통발효식품에 대한 이해를 높이기 위하여 전공 교과목에서 배운 이론지식과
실험기법을 사용하여 과제 수행을 하면서, 전통발효식품의 재발견과 과학화를 통한 연구개발 및 산업화에 대한
지식 전달을 목표로 합니다.
•버섯연구회 : 자연생태계 조사를 통해 국내에서 자생하고 있는 버섯류를 채집하여 형태학적 특성과 분자
생물학적 특성을 기반으로 하여 동정하고 표본을 제작합니다.
•취득자격증 : 생물공학기사, 버섯종균기사, 환경기사(대기/수질/폐기물), 전자현미경 기사, 자연생태복원기사,
생물분류기사, 토양환경기사, 변리사, COBE(Certificates Of Biotechnology Engineering), 조경기사, 분류생태
기사, 기술경영사 등

05. 졸업 후 진출분야
졸업생들은 생명공학연구원, 화학연구소, 한국수자원공사, 담배인삼공사 등 여러 유관 연구소에서 일하고 있으며,
환경관련 공공기관이나 제약회사, 식품회사, 보건 관련 기술직 등에도 진출하였습니다. 향후 바이오 벤처기업 등
더욱 다양한 생명과학 분야에 취업하리라 기대합니다. 장래의 진로로는 대학원 진학, 외국유학, 취업 등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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패션디자인·비즈니스학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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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공연예술학과

디자인·아트대학은 실현 예술의 극대화를 목표로 건축디자인, 패션디자인, 커뮤니케이션디자인, 영상애니메이션,
방송공연예술 분야가 상호 연결된 학문 간의 유연한 거대융합공동체입니다. 인간 생활환경의 가치 향상에 부응하는
지능적 공간 창조의 리더를 배출하는 학문의 실현 공간입니다.

대전대학교 디자인·아트대학

01. 학과소개
대전대학교 건축학과는 지속적인 사회수요에 기반한 높은 취업률을 유지하고 창조적인 건축가 양성을 위해 노력
하고 있으며 학사과정으로 건축학 전공(Architecture)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건축적 아이디어’를 글과 말,
그림으로 표현할 수 있는 커뮤니케이션의 방법과 수단을 지속적으로 연습하고, 아울러 역사, 행태, 환경에 대하여
분석과 종합 할 수 있는 능력을 배양하는 학습을 행함으로써 주어진 과업을 대할 때 문화적 맥락을 파악하고
주어진 조건을 적절히 해석하여 통합할 수 있도록 능력을 배양할 수 있도록 합니다. 또한 건축 전반에 걸친 공학
기술적 및 예술적 측면을 교육하여, 경제적이면서도 인간의 다양한 거주 욕구를 충족시켜 주는 주택건축에서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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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
학과
Department of
Architecture

공공건축물에 이르기까지 한정된 공간을 예술적으로 창조하는 일련의 작업과정을 거쳐 주거환경이나 도시환경
등 인간과 관련된 모든 공간 과학을 연구합니다.

02. 어떤 학생에게 어울리나요?
평소 집짓기와 실내 인테리어 등의 디자인에 관심이 많은 이로서, 전문적인 교육을 통해 아름다운 도시를 완성하고

전화 042-280-2508

사회에 봉사하는 진정한 건축가로서 자신의 꿈을 펼치고 싶은 학생에게 어울립니다.
http://home.dju.ac.kr/architectural1

03. 교육과정
교육과정은 디자인 기초능력 배양을 위한 디자인 관련 과목과 창의적인 문제 해결 능력을 배양하기 위한 특성
있는 설계 교육이 되도록 구성되어있습니다.
1학년

1학기:건축기초설계(1), 표현기법, 형태구성, 건축론, 비전탐색
2학기:건축기초설계(2), 건축CAD(1), 조형디자인, 캠퍼스멘토링

2학년

1학기:건축설계(1), 건축계획(1), 한국건축사, 건물시스템설계, 건축CAD(2), 주거학
2학기:건축설계(2), 건축계획(2), 구조역학, 한국근대건축사

3학년

1학기:건축설계(3), 서양건축사, 단지계획, 친환경설비계획, 컴퓨터표현기법
2학기:건축설계(4), 도시계획, 건축재료학, 서양중세건축사, 실내디자인

4학년

1학기:건축설계(5), 건축법규, 강구조의 이해, 건축계획세미나, 조경계획
2학기:캡스톤디자인 도시실무프로젝트① / 건축설계(6), 건축설비, 콘크리트구조, 현대건축, 친환경건축

5학년

1학기:캡스톤디자인 도시실무프로젝트② / 건축설계(7), 건축시공관리, 도시설계
2학기:캡스톤디자인 도시실무프로젝트③ / 건축설계(8), Architectural Business Communication, 부동산학

04. 학과특별프로그램 및 동아리 (& 취득자격증)
•건축답사 : 매년 1학기와 2학기 국내 건축 답사를 진행하여 그 지역의 자연, 역사, 문화를 종합적으로 이해하고
건축물의 디자인 혹은 기능면의 우수함을 봅니다.
•학생 설계 작품 전시회 : 매년 연말에는 학생들의 각색 있는 작품과 창의적인 사고가 깃들여있는 설계 작품
전시회를 개최합니다.
•현장실습 프로그램 : 하계 및 동계에는 현장 실무 프로그램을 실행하며 학점인정 및 취업 사전 대비를 할 수
있는 실질적인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크로스이어 : 건축 설계 수업을 기반으로 하여 1:1 scale 구현을 경험하는 학과 행사입니다.
•캡스톤 디자인 : 학생들이 전공지식으로 바탕으로 창의적 아이디어를 현실화하는 실무교육 시스템입니다.
•작업실 : 성공적인 대학생활을 위한 선후배간의 상호보완적 교류를 바탕으로 하는 작업실 동아리 활동을 합니다.

05. 졸업 후 진출분야
건축학과는 국가와 지역사회의 요구에 부합되는 교육목적과 학생들의 졸업 후 진로에 알맞은 체계적인 교육 과정의
운영으로 대기업 건설 회사나 설계사무소, 공무원 및 연구소, 대학원 진학 등으로 취업하고 있습니다. 또한 전공과
관련한 건축기사 자격증을 취득하며, 특히 졸업생 중에는 기술사나 건축사 자격증을 취득하여 설계 사무소등을
운영하고 있는 동문도 사당수에 이르고 있습니다.
•일반회사 : 건축설계 사무소, 인테리어설계사무소, 건축감리 사무소, 건축개발기획 회사
•연구기관 : 대학원, 건설연구소
•공무원 : 건축직, 도시계획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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패션
디자인·
비즈니스
학과
Department of
Fashion Design & Business

01. 학과소개
Fashion Design Business 학과는, 패션의 전문화ㆍ세계화에 대처할 수 있는 국제적 감각의 패션전문인 양성을
목표로 1989년 의류학과로 신설되었고, 1999년 패션디자인ㆍ비즈니스학과로 명칭이 변경되어 현재에 이르고
있습니다. 21세기에 적합한 유능한 패션 스페셜리스트를 길러내기 위해 패션 디자인, 패션 비즈니스, 패션 디스
플레이, 패션 일러스트레이션, 컴퓨터패션, 패션CAD, 패턴 디자인, 의복구성 등의 교과목을 체계적으로 개설하여,
패션에 대한 이론적 지식, 실제적 기술 및 감각 등의 습득에 주력하고 있습니다.

02. 어떤 학생에게 어울리나요?
패션 현장에서 실제적으로 활용할 수 있게 디자인과 비즈니스 이론을 배울 의지가 있으며 패션에 대한 관심이
많은 학생에게 어울립니다.

전화 042-280-2460
http://home.dju.ac.kr/fashion

03. 교육과정
1학년

1학기:패션아트, 패션컬렉션, 비전탐색
2학기:패션과 색채, 복식디자인, 패션프렉티스 , 캠퍼스멘토링

2학년

1학기:패션일러스트레이션, 기초패턴디자인, 패션마케팅, 섬유재료학, 악세사리디자인
2학기:패턴디자인 및 실습, 패션상품기획 및 유통, 서양의복구성, 패션디자인CAD, 웰에이징우리옷

3학년

1학기:한복구성, 테일러링, 패션드레이핑, 패션소비자행동
2학기:의복위생학, 패션 VMD, 패션 모델리즘, 복식사, 패션e-비즈니스실무

4학년

1학기:의상미학, 스포츠웨어연구, 테크니컬디자인과 패턴CAD, 현장실습
2학기:패션연출

04. 학과특별프로그램 및 동아리 (& 취득자격증)
•Texture Art : 옷에 가장 적합한 소재를 찾아내는 과정을 배우는 모임입니다. 다양한 방법으로 소재를 분석
하고, 또한 장·단점을 배우며 취업을 목적으로 실무적인 부분을 익히는 과정으로 보다 프로페셔널한 인재
양성을 목표로 두고 있습니다.

05. 졸업 후 진출분야
•패션디자인 : 패션디자이너, 텍스타일디자이너, 패턴디자이너, 패션상품디자이너, 장신구디자이너, 공연의상
전문가, 패션코디네이터, 컬러리스트, 패션일러스트레이터
•패션비즈니스 : 패션머천다이저, 패션디스플레이어, 패션바이어, 샵마스터, 텍스타일컨버터

대전대학교 디자인·아트대학

01. 학과소개
대전대학교 커뮤니케이션디자인학과는 디자이너의 꿈과 만나는 가장 빠른 길을 안내합니다. 디자인의 기초부터
전문분야에 이르기까지 체계적인 교육과정과 현장 중심 실습을 통해 프로페셔널 디자이너의 꿈을 이룰 수
있습니다. 1988년 디지털 시대와 함께 시작한 커뮤니케이션디자인학과는 세계적 경향에 부합하는 커리큘럼과
최첨단 선진 교육, 풍부한 현장 실무 경험을 토대로 한 실용 교육을 바탕으로 빠르게 성장하며 지역을 넘어, 전국
디자인대학 수준과 글로벌 스텐더드 역량을 갖춘 학과로 발돋움하고 있습니다. 본 학과에서는 디자인의 기초가
되는 드로잉과 아이디어 발상법에서부터 실무프로젝트 실습에 이르기까지 디자인에 필요한 영역을 두루 배우게
됩니다. 이를 통해 편집디자인, 그래픽디자인, 문화콘텐츠디자인, 브랜드디자인, UX/UI디자인의 세부 전공트랙을
기반으로 심도 깊게 공부할 수 있습니다. 또 본 학과에서는 실무현장에서 사용하는 컴퓨터 장비들을 그대로 갖추고
학생 스스로 컴퓨터를 다루는 기술을 기초부터 고급 과정까지 익힐 수 있도록 합니다. 철저한 실습을 통해 학생
들은 본인의 소질과 적성에 맞는 영역을 개척해 창의적인 디자이너로 성장할 수 있습니다.

02. 어떤 학생에게 어울리나요?
디자이너의 꿈을 꾸는 열정이 있는 학생, 다양한 매체를 체계적으로 활용할 줄 아는 표현력과 새로운 시대의
트렌드에 적응하고 선도할 수 있는 창의적이고 도전적인 학생에게 어울립니다.

03. 교육과정
1학년

1학기:기초디자인1, 기초컴퓨터그래픽스1, 사진과이미지1, 비전탐색
2학기:기초디자인2, 기초컴퓨터그래픽스2, 사진과이미지2, 캠퍼스멘토링

2학년

1학기:타이포그래피1, 키네틱디자인1, 그리드디자인1, 시각이미지디자인1, 아이디어발상1
2학기:타이포그래피2, 키네틱디자인2, 그리드디자인2, 시각이미지디자인2, 아이디어발상2

3학년

1학기:기초편집디자인1, 디지털미디어캡스톤디자인1, 기초그래픽디자인1, 기초문화콘텐츠디자인1, 기초
브랜드디자인1
2학기:기초편집디자인2, 디지털미디어캡스톤디자인2, 기초그래픽디자인2, 기초문화콘텐츠디자인2, 기초
브랜드디자인2

1학기:편집캡스톤디자인1, 그래픽캡스톤디자인1, 문화콘텐츠디자인실무1, 브랜드디자인실무1, UX/UI 디자인
실무1
4학년
2학기:편집캡스톤디자인2, 그래픽캡스톤디자인2, 문화콘텐츠디자인실무2, 브랜드디자인실무2, UX/UI 디자인
실무2

04. 학과특별프로그램 및 동아리 (& 취득자격증)
•Grapathy : Grapathy는 그래픽과 텔레파시를 합친 말로써 시각으로 소통한다는 뜻입니다. 그래픽, 타이포
그래피 등 본인이 원하는 다양한 디자인을 한 후, 팀원들과 소통하는 동아리입니다. 선·후배 간에 함께 디자인
공모전을 준비 및 참여하는 과정에서 교수님들의 지도아래 학생들이 주도적으로 프로젝트 진행합니다. 이를
통해 수업 외의 새롭고 다양한 창의적인 시도를 바탕으로 개인 역량을 향상시킵니다.

05. 졸업 후 진출분야
편집디자인, 그래픽디자인, 문화콘텐츠디자인, 브랜드디자인, UX/UI디자인 등의 다양한 디자인분야에서 활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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커뮤니
케이션
디자인
학과
Department of
Visual Communication Design
전화 042-280-2490
http://design.daejeo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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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
애니
메이션
학과
Department of
Animation & Motion Graphics

01. 학과소개
미래를 디자인하는 첨단 디지털파워 영상애니메이션학과는 디지털 콘텐츠와 일러스트, 웹툰을 기반으로
미래의 콘텐츠 산업을 선도해 갈 인재 양성을 목표로 합니다. 월트 디즈니, 소니 영화사, 세계 최대 게임 회사인
EA (Electronic Arts) 출신의 교수진. 독일, 미국 등 유학파 교수진, 캐릭터디자인, 웹툰 작가인 실무 교수진이 학생
들의 예술적인 재능과 창의력을 극대화하여 콘텐츠 산업 현장과 첨단 뉴미디어에 적용할 수 있도록 맞춤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영상애니메이션학과는 국내 최고 수준의 업체들과 교류를 맺고 산학 협력 수업을 진행하고 있으며, 방학 동안
선발된 학생들을 회사에 파견해 인턴 경험을 갖게 하고 취업으로 연계합니다. 작가를 지망하는 학생들은 학기
중과 방학에 다양한 프로그램으로서 실무 역량을 강화하도록 합니다. 본 전공에서는 1·2학년의 경우 콘텐츠와
예술의 기초 수업을 진행하며 다양한 경험을 할 수 있도록 제공하고, 3· 4학년에 세부 전공별로 나누어 심층
수업을 합니다.

전화 042-280-2497
http://www.animation.daejeon.kr/kr

02. 어떤 학생에게 어울리나요?
다양한 분야에 관심을 가지고 새로운 세계와 뉴미디어를 받아들일 수 있는 열정을 가진 학생들에게 적합한 곳
입니다. 앞으로는 만화, 일러스트레이션, 애니메이션, 회화, 게임, 음악 등 실로 다양한 분야들이 디지털 미디어로
교류하게 될 것이기에 졸업 후에는 일러스트레이션, 웹툰, 게임, 애니메이션, 영화, 방송국, 광고회사, 뮤직비디오
제작 등의 다양한 곳에서 역량을 발휘할 수 있습니다.

03. 교육과정
1학년

1학기:입체조형 1, 기초 디자인 1, 드로잉, 기초애니메이션1, 비전탐색
2학기:입체조형 2, 기초 디자인 2, 일러스트레이션, 기초애니메이션2, 비전설계, 캠퍼스멘토링

2학년

1학기:3D그래픽스 1, 애니메이션1, 콘텐츠개발1, 사진
2학기:3D그래픽스 2, 애니메이션2, 콘텐츠개발2, 영상디자인

1학기:일러스트캡스톤디자인1, 문화콘텐츠캡스톤디자인1, 고급애니메이션1, 창업과문화예술, 실험영상캡스톤
디자인1, 모션그래픽스1, 3D캡스톤디자인1, 콘텐츠기획1
3학년
2학기:일러스트캡스톤디자인2, 문화콘텐츠캡스톤디자인2, 고급애니메이션2, 실험영상캡스톤디자인2, 모션
그래픽스2, 3D캡스톤디자인2, 디자인2, 콘텐츠기획2, 영상비즈니스커뮤니케이션2

4학년

1학기:콘텐츠프로젝트1, 영상캡스톤디자인, 모션그래픽프로젝트1, 뉴미디어 프로젝트, 포트폴리오, 인턴쉽
2학기:콘텐츠프로젝트2, 영상프로젝트, 뉴미디어캡스톤디자인, 인턴십

04. 학과특별프로그램 및 동아리 (& 취득자격증)
•학생들이 개인별 혹은 팀별로 다양한 공모전을 선택하여 준비합니다.
•대전 스카이로드 영상 축제 (하늘 길을 걷다)를 매년 개최하여 3,4학년 우수 영상들을 상영합니다.
•매 학기 3~4회 캐릭터디자인, 웹툰 작가, 애니메이션 감독을 비롯한 다양한 분야의 아티스트를 초청하여 특강을
개최하고 방학마다 전공 워크샵을 개최하여 업계의 정보를 공유하며 실무 역량을 강화합니다.
•서울캐릭터페어, 국제애니메이션페스티벌, 부산국제게임전시회, 드림웍스/픽사 전시회 등 다양한 전공 관련
전시회를 참관합니다.

05. 졸업 후 진출분야
•일러스트 / 웹툰 - 컨셉아트, 게임캐릭터디자인, 동화 일러스트, 웹툰 작가 등
•영화, 애니메이션 및 게임 : 게임, 애니메이션, 영화, TV 특수 효과 및 합성
•2D 영상 : 2D 애니메이션, 광고· 방송· 전시 영상, 뮤직비디오 제작

대전대학교 디자인·아트대학

01. 학과소개
방송공연예술학과는 입학 시 보컬과 댄스, 그리고 연기 실기를 통해 신입생을 선발하지만, 입학 이후에는 이
세 개 영역을 골고루 이수해야 합니다. 매 학기 세 개 영역 당 두 과목씩 과목이 개설되고, 무대 분장이나 공연
연출 등 공통 과목을 통해 공연 전반의 능력을 향상시키는 방향으로 전공이 운영됩니다.
매년 5월에는 교수님들의 지도 아래 장르별 워크샵을 진행하고, 11월에는 학년별 워크샵을 진행합니다. 또한 여름
방학과 겨울 방학에는 평소 부족한 역량을 장르별로 개별 지도하는 개별 워크샵을 진행합니다. 매년 9월에는
정기공연을 통해 학과의 모든 역량을 쏟아 붓는 행사가 이루어지고, 12월에는 졸업 공연을 통해 졸업생 등의 향후

방송공연
예술학과
Department of
Broadcast Performance & Art

진로도 모색하게 됩니다.
이와 같이 방송공연예술학과는 철저히 실기 위주와 장르별 안배를 통해 노래와 춤, 연기를 종합적으로 교육하여
졸업 이후 어느 한 장르에 국한하지 않고 다양한 방향으로 진로를 선택할 수 있도록 운영되고 있습니다.

02. 어떤 학생에게 어울리나요?
예술계통(연극, 뮤지컬, 무용)에 대해 열정적이고 도전적인 마음과 열심히 하려는 노력과 의지가 있는 학생에게
어울립니다.

03. 교육과정
1학년

1학기:기초연기1, 시창청음1, 움직임기초, 보컬기초, 발음및발성1, 비전탐색
2학기:비전설계, 피아노클래스1, 희곡분석, 시창청음2, 기초연기2, 캠퍼스멘토링

2학년

1학기:스트릿댄스, 재즈및팝보컬연습, 화술1, 무대분장, 움직임1, 피아노클래스2
2학기:댄스보컬앙상블, 앙상블워크숍, 화술2, 움직임2, 스트릿댄스2, 한국무용

3학년

1학기:뮤지컬보컬연습1, 장면연기1, 얼반댄스, 디지털음악1, 영상제작, 인물창조훈련, 현대무용
2학기:디지털음악2, 뮤지컬보컬연습2, 영상연기, 공연연출, 무대조명

4학년

1학기:공연비즈니스커뮤니케이션, 공연예술사, 안무법실습, 레코딩실습, 뮤지컬연기, 판토마임
2학기:졸업공연1, 졸업공연2, 극장실습 캡스톤디자인

04. 학과특별프로그램 및 동아리 (& 취득자격증)
•해외참가오디션 및 공연(영국, 러시아, 일본, 필리핀, 말레이시아 등) : 재학생들을 기준으로 해외 오디션을
통해 선발된 학생들이 해외에서 폭넓은 예술을 경험하고 느낄 수 있는 학과특별프로그램

05. 졸업 후 진출분야
학교를 졸업한 이후에는 자신의 선택이나 적성에 따라 취업을 할 수 있습니다. 이를 위하여 방송공연예술학과
에서는 다양한 방면으로의 강의 개설을 통해 학생들이 개인만의 독자적인 방향으로의 진로를 선택할 수 있도록
힘쓰고 있습니다. 현재 방송공연예술 분야의 관심과 지원이 크게 증가되면서 방송, 공연 분야에서 활동할 수 있는
영역이 다양한 방면으로 폭넓게 확대되고 있습니다. 졸업 후 방송 연예인, 뮤지컬 배우, 댄서, 가수, 연예전문 기획사,
영화사, 음반 제작사, 음반 기획사, 이벤트공연 기획사, 방송국 및 공연예술 매니저, 연예 매니저, 기획 디렉터,
예술단 등으로 진로를 다양하게 개척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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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 042-280-2930
http://home.dju.ac.kr/bp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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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과학
대학
College of
Social Sciences
023

군사학과

024

경찰학과

025

법학과

026

행정학과

027

사회복지학과

028

아동교육상담학과

029

중등특수교육과

사회과학은 사회 전반에 일어나고 있는 문제들을 과학적인 접근방법을 통하여 분석·연구하고,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을
배양하는 학문 분야입니다. 사회과학대학은 학생들이 높은 수준의 지식과 책임감, 판단력을 소유한 인재로 성장할 수
있도록 가르치고 있으며 연구와 사회봉사도 중요한 기능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대전대학교 사회과학대학

01. 학과소개
군사학과는 대전대학교의 혜화이념인 ‘나라사랑, 생명존중, 실질추구’를 이어받아 군사학과 훈(訓)을 ‘헌신, 창조,
자율’로 선정하여 국가와 민족을 위하여 헌신하고 명예와 신의를 지키며, 문화 창조에 기여하고 사회봉사를 실천
하는 인재 양성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대전대학교 군사학과는 남학생의 경우 입학과 동시에 육군 군장학생으로 선발되며, 졸업과 동시에 육군 소위로
임관합니다. 아울러 여학생 일부는 입학과 동시에 군장학생으로 일부는 입학 후 장학생 시험을 통해 군장학생의
자격을 획득할 수 있으며, 군장교 진출을 목표로 할 경우 육, 해, 공 장교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사회 진출을 목표로

군사
학과
Department of
Military Studies

할 경우에는 복수전공 학위를 취득하여 원하는 분야로 취업할 수 있습니다. 2017년 2월 기준으로 군사학과 졸업생
전원이 군장교 임관 및 민간기업 취업이라는 성과를 달성하였습니다.

02. 어떤 학생에게 어울리나요?
군장교로 직업군인을 원하는 학생으로 리더십이 있고 희생정신이 강하며, 창의적이고 활동적인 성격을 갖고 있는
학생, 아울러 클라우제비츠처럼 군사전략가를 꿈꾸며 군사학을 체계적이고 심층 있게 공부하고 싶은 학생에게
어울립니다.

03. 교육과정
1학년

1학기:군사학개론, 군사법, 잠재역량계발(1), 군사체육(1), 비전탐색
2학기:역사와 국가관, 병영체험(1), 군사체육(2), 잠재역량계발(2), 세계전쟁사, 캠퍼스멘토링

2학년

1학기:국제관계론, 전쟁과문명, 국방정치경제론, 장교역량계발(1), 군사사상, 극기훈련, 군사심리학, 잠재역량
계발(3)
2학기:군리더십, 군사이론, 병영체험(2), 북한군사론, 잠재역량계발(4), 위기관리론, 군사경제론, 민군관계론
1학기:군사영어, 군사정보보안론, 전쟁론, 잠재역량계발(5), 국방정책론, 군사전략, 무기체계론

3학년 2학기:군사정보학, 동북아군사안보론, 6.25전쟁사, 군사화과학기술, 국방조직관리론, 잠재역량계발(6). 국가
안전보장론
1학기:군사교육학, 잠재역량계발(7), 병서연구, 군사연구세미나, 군상담코칭이론
4학년
2학기:군대윤리, 방산창업세미나, 미래전쟁, 사이버정보전자전, 장교역량계발(2), 잠재역량계발(8)

04. 학과특별프로그램 및 동아리 (& 취득자격증)
•나라사랑 정신 함양과 장교로서 품성 및 자질 향상을 위해 국내외 연구, 안보 및 유해발굴 현장 견학, 전적지
답사 및 방산업체 방문 등 다양한 프로그램 운영.
•학과 특성에 따른 전쟁사 및 안보동아리, 체력단련을 위한 태권도, 축구, 테니스, 스쿼시 동아리, 학과 홍보를
위한 신문제작, 학과홍보 동아리, 사회봉사를 위한 봉사활동 동아리 등을 학생 자치적으로 운영.
•군사학과는 재학기간동안 의무적으로 사무자동화 산업기사, 한국사, 태권도 1단 자격증을 취득해야 하며, 복수
전공에 따라 어학 자격증, 전산관련 자격증 등 취득.

05. 졸업 후 진출분야
학군사관(ROTC) 또는 학사사관 과정을 통해 전원 육군 장교(소위)로 장교 임관하며, 임관 후 본인의 의사에 따라
장기복무를 지속하거나 의무복무 후에 복수전공 및 졸업인증자격증을 활용하여 대학원 진학, 민간기업, 방위산업체,
국가(정부)기관 등 다양한 진로 선택 가능

전화 042-280-2090
http://home.dju.ac.kr/m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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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학과
Department of
Police Science

01. 학과소개
경찰학과는 실무의 이론을 겸비한 우수한 교수진을 갖추고 있으며, 교육 분야도 경찰학, 범죄학, 형사법학, 무도
등 특화된 교육과정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경찰학과에 입학하여 학과의 교육과정을 성실히 이수하기만
하면, 누구나 경찰공무원으로 자신의 꿈을 펼칠 수 있다는 점이 본 학과의 강점 중 하나입니다.
2006년 3월 법·경찰학부 내 경찰학전공으로 설립되어 제1기 35명을 맞이하였으며, 2011학년도에 독립된 경찰
학과로 분리되어 현재에 이르고 있습니다. 경찰학과는 2008년 제1기 졸업생 20명을 배출한 짧은 역사에도 불구
하고 2017년까지 160여명이 넘는 경찰공무원 합격생을 배출하여 현재 전국에서 경찰의 동량으로 활동하고 있으며,
그 외에도 법률구조공단, 금융권 등 사회 각 분야에 진출하여 왕성한 활동으로 사회발전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또한 2014년도에 군사, 소방, 지반방재학과와 더불어 CK-1 사업단에 선정되어 매년 8억 원의 국고보조금을 받게
되어 학생들이 해외견학, 장학금 등 많은 혜택을 받을 수 있는 환경을 만들게 되었습니다.

전화 042-280-2080

02. 어떤 학생에게 어울리나요?

http://home.dju.ac.kr/police

경찰학과는 정신적으로 바른 소양을 갖추고, 항상 남에게 모범이 되는 학생들에게 어울리는 학과입니다. 신체적
으로도 뛰어나며 학업 능력을 두루 갖추고 추후 경찰공무원이 될 자질이 있는 학생들이 본 학과에 입학을 하게
되면, 학과 교육과정을 우수하게 이수할 수 있을 것입니다. 또한 자기 계발의 열정이 있고, 학과의 모든 프로그램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적극적인 학생들에게 어울리는 학과입니다.

03. 교육과정
1학년

1학기:경찰학입문, 경찰무도론Ⅰ, 비전탐색
2학기:형사사법체계론, 경찰무도론Ⅱ, 캠퍼스멘토링

2학년

1학기:형법총론, 경찰학총론Ⅰ, 범죄학개론, 경찰실무영어Ⅰ, 경찰호신체포론Ⅰ
2학기:형법각론, 경찰학총론Ⅱ, 형사소송법Ⅰ, 범죄예방론, 경찰실무영어Ⅱ, 경찰호신체포론Ⅱ

3학년

1학기:경찰학각론Ⅰ, 형사소송법Ⅱ, 교정학Ⅰ, 민간경비학, 형법연습, 경찰체력검정Ⅰ
2학기:경찰학각론Ⅱ, 경찰수사Ⅰ, 비교경찰론, 경찰한국사Ⅰ, 범죄심리학, 경찰체력검정Ⅱ

4학년

1학기:경찰수사Ⅱ, 경찰한국사Ⅱ, 행정법Ⅰ, 과학수사론, 경찰경호론
2학기:교정학Ⅱ, 행정법Ⅱ, 경찰정책화

04. 학과특별프로그램 및 동아리 (& 취득자격증)
•킬유 : 학과 축구동아리(학과 학생들 간의 친목을 다지며 일주일에 1번씩 학교 운동장에서 축구를 하며, 교내
축구대회에 나가 우수한 성적을 거두기도 하였습니다.)
•무사도 : 학과 유도 동아리(무도를 배우는 우리 학과는 유도 동아리를 가지고 있으며, 무도를 담당하시는 ‘김필승
교수님’께서 지도교수로 계시며 수업이외의 시간에 유도를 배울 수 있는 기회를 가질 수 있습니다.)
•경사82 : 학과 고시반(학생들의 학업 의식을 고취시킬 수 있는 스터디 그룹으로서, 학과에 마련된 고시반에서
엄격한 관리 하에 공부하고 있으며, 매주 1번씩 학생들이 번갈아 가며 문제를 출제하여 모의고사를 치르는 등
자신의 실력을 매주 점검하여 학습에 임하고 있습니다.
•리치 : 농구동아리.
•족구왕 : 족구동아리.
•블랙러너스 : 경찰 체력 동아리.

05. 졸업 후 진출분야
대부분의 학생들이 경찰공무원을 꿈꾸고 준비를 하고 있지만 모두가 그런 것은 아닙니다. 자신의 적성에 맞추어
각종 국가공무원 채용시험, 즉 국가정보원, 교정공무원, 소방공무원, 군 장교 및 부사관 등 관련 공직 또는 공기업
분야를 준비하는 학생들도 있고 또한 그 분야로 취업하여 현재 만족하며 일하는 졸업생들도 있습니다.

대전대학교 사회과학대학

01. 학과소개
법은 우리 사회생활 전반을 규율하는 가장 중요한 규범으로 법학은 이러한 법규범의 해석과 적용을 위한 각종
이론과 판례를 연구하는 학문입니다.
대전대학교 법학과는 ‘국가와 지역이 필요로 하는 법조인력 양성’이라는 목표 아래 1983년에 처음 신입생을 모집한
이후 현재까지 2,000여명의 졸업생을 배출한 대전대학교의 전통적인 학과 중 하나입니다.

법학과
Department of
Law

법학과는 대전·충청 지역 사립대학 최초로 사법시험합격자를 배출하였고(현 고등법원 판사 재직 중) 각종 공무원
시험과 관련 자격시험에서 꾸준히 많은 합격자를 배출하고 있습니다. 또한 최근에는 법조인이 되고자 하는
졸업생들의 법학전문대학원 합격 역시 증가하고 있습니다.

02. 어떤 학생에게 어울리나요?
법학이라는 학문의 특성상 사회 전반의 다양한 현상과 사회적 문제 해결에 관심을 갖고 있는 학생이라면 법학에
흥미를 느낄 수 있을 것입니다. 또한 법이론을 바탕으로 법을 해석하고 이를 실제 사례에 적용하는 법학 공부는
논리적이고 분석적인 사고력을 필요로 합니다.
법학을 강의실 내에서 공부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사회로 나아가 이를 적용·집행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법학이
추구하는 이념인 ‘정의’를 실현하고자 하는 소신과 사회봉사 정신이 가장 중요하다 할 것입니다.

03. 교육과정
1학년

1학기:법학개론, 비전탐색
2학기:민법총칙, 캠퍼스멘토링

2학년

1학기:헌법(1), 물권법, 형법총론, 법률영어(1)
2학기:헌법(2), 담보물권법, 형법각론, 상법총론, 법률영어(2)

3학년

1학기:채권법총론, 회사법, 행정법총론, 경제법, 형사정책, 국제법
2학기:민사소송법, 채권법각론, 형사소송법(1), 행정법각론, 국제거래법, 노동법, 어음수표법, 법학적성시험

4학년

1학기:형사소송법(2), 보험해상법, 사회법, 세법, 친족상속법, 민사집행법, 지적재산권법
2학기:헌법연습, 민법연습, 형사실무연습, 상법연습, 행정법연습, 환경법

04. 학과특별프로그램 및 동아리 (& 취득자격증)
•태룡연 : 법학과에서 운영하는 집중학습실로 각종 시험 및 자격증을 준비하는 학생들이 지도교수의 지도 아래
학습에 매진하고 있는 곳입니다.
•손해사정사 준비반 : 법학과 졸업생들이 많이 진출한 손해사정 업계를 진로로 선택한 학생들이 지도교수의
지도 아래 자격증 취득을 위한 체계적인 준비를 할 수 있는 법학과 프로그램입니다.
•공무원 준비반 : 각종 직렬(법원직, 검찰직, 교정직, 경찰직, 보호직 등)의 공무원이 되기를 희망하는 학생들이
지도교수의 지도 아래 공통과목 스터디, 주요 과목 특강 등을 들으며 수험 준비를 하는 법학과 프로그램입니다.
•각종 스터디 그룹 : 법학과는 이 밖에도 로스쿨 스터디 그룹, 공인중개사 스터디 그룹, 한국사 검정시험 스터디
그룹 등 공통의 목표를 가진 학생들이 정보를 공유하며 함께 학습하는 스터디 그룹이 많습니다.
•각종 운동 동아리 : 법학과에는 축구동아리 VT, 농구동아리 SKY, 여자발야구 동아리 BB 등 선후배와 동기들
간의 친목을 도모하며 체력을 기를 수 있는 각종 운동 동아리가 활동 중입니다.

05. 졸업 후 진출분야
우리 사회 전 영역에서 법적 지식이 필요하지 않은 분야가 없기 때문에 법학 전공 졸업자가 진출할 수 있는 진로는
매우 다양합니다. 법학과 동문들이 활동하고 있는 주요 진출 분야는 다음과 같습니다.
우선, 공적 분야 종사자로는 판사, 변호사 등의 법조인과 법원직, 검찰직, 경찰직, 교정직 등의 공무원이 대표적
입니다. 또한 각종 공기업이나 공공단체에서 공적인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동문들도 많습니다.
사적 분야로 진출하여 일반 기업에 취업한 동문은 물론 금융 계통에 종사하고 있는 동문들도 많습니다. 가장
대표적으로 손해사정사 자격증을 따거나 관련 지식을 쌓아 손해사정법인이나 관련 기업에 취업하는 사례를
들 수 있습니다.
이 밖에도 법학과 졸업생은 대학원으로 진학하여 학계로 진출하거나 노무사, 감정평가사, 법무사 등의 자격증을
취득하여 관련 업계에 종사하는 등 사회 각 영역으로 진출하고 있습니다.

전화 042-280-2310
http://home.dju.ac.kr/la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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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EJEON UNIVERSITY

행정
학과
Department of
Public Administration

01. 학과소개
행정학은 입법·사법·행정의 국가기능 중에서 행정중심의 정부운영과 활동을 전문적으로 다루는 사회과학분야
입니다. 최근 사회문제 해결의 새로운 주체로서 ‘시민사회’역할이 강조되면서 지역공동체 또는 시민사회단체(NGO)에
대한 주제도 행정학에서 활발히 다루어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시대조류에 맞춰 대전대 행정학과는 공공기관뿐만
아니라 시민사회가 요구하는 유능한 인재 육성에 초점을 맞추고, 품성·전문지식·실천기술 차원에서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교육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대전대 행정학과는 2014년 ‘지역공동체 전문가양성’이라는
주제로 대학특성화사업에 선정되어 2019년까지 매년 2억 원에 가까운 예산을 교육부로부터 지원받아 각종 학과
장학금, 국내외 현장견학, 외부위탁교육, 기관연계 동아리형 멘토프로그램, 현장실습 등의 다양한 혜택을 학생들
에게 제공하고 있습니다.

전화 042-280-2320
http://home.dju.ac.kr/public

02. 어떤 학생에게 어울리나요?
공공문제에 대한 관심 또는 사회적 책임의식을 가지고 공공분야 또는 시민사회 분야에 진출해 좀 더 나은 사회
또는 정부를 만드는데 기여하고 싶은 학생들에게 어울립니다.

03. 교육과정
1학년

1학기:행정학개론 1, 삶과 사회와 행정, 공공경제학의 이해, 비전탐색
2학기:행정학개론 2, 리더십의 이해와 실천, 공공행정과 공동체, 비전설계, 캠퍼스멘토링

2학년

1학기:미시조직론, 행정조사프로젝트, 인사행정의 이해, 현대도시와 행정, 행정기초이론, 조직과 리더십
2학기:거시조직론, 공동체 행복론, 공기업론, 지역공동체거버넌스, 재무행정론, 거버넌스와 리더십

3학년

1학기:지방자치론, 갈등관리와 협상전략, 마을학개론
2학기:노동복지정책론, 위험사회와 안전관리론, 국제행정론, 행정 캡스톤디자인

4학년

1학기:지방정부관리론, 행정윤리와 사례연구, 지역공동체 혁신론, 현장실습
2학기:복지국가와 복지정책, 정책기조론, 여성정책, 정부규제론

04. 학과특별프로그램 및 동아리 (& 취득자격증)
•학과 자체 비교과 프로그램 운영 : 외부전문가 특강, 자격증 취득 프로그램, 전공공모전 / 대학생 논문대회 /
학술제, 전문가-학생 멘토프로그램, 국내외 현장견학, 동아리 활동 지원
•특성화사업단 현장실무연계 교육과정 운영 : 지역공동체 활성화 관련 주요기관과의 MOU 체결을 통한 전문가
특강, 현장실습, 멘토 및 동아리프로그램 운영

05. 졸업 후 진출분야
현재 대전대 행정학과 동문들은 현직 국회의원을 비롯해 중앙정부 및 지방자치단체, 공기업, 시민사회단체, 민간
기업, 언론사, 대학 등 다양한 분야에 진출해 뛰어난 역량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대전대학교 사회과학대학

01. 학과소개
사회복지학과는 1992년 야간학부로 시작되어, 1997년에는 대학원과 1998년 주간학부가 만들어졌으며, 2001년
부터는 충남ㆍ대전 유일의 박사과정이 개설되게 되어 짧은 기간 동안 비약적인 성장을 이루었습니다. 사회복지
학과는 21세기 복지사회를 이끌어갈 사회복지사에게 요구되는 가치, 지식, 기술을 함양하여 지역사회 및 국가에
기여할 수 있는 진취적인 전문사회복지사의 양성을 교육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또한 학과 내 활발한 소모임 활동
및 사회복지현장실습 등을 통해 사회복지실천교육에 앞장서고 있으며, 졸업한 많은 선배들이 대전지역 및 기타
지역에서 사회복지사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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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복지학과
Department of
Social Welfare

02. 어떤 학생에게 어울리나요?
인간을 존중하는 윤리규범과 가치를 갖춘 ‘정의로운 인간’, 사회복지학의 이론과 실무를 겸비한 창의적 ‘전문인’,
그리고 사회복지분야의 일원으로 복지사회 구현 및 사회발전에 헌신하는 ‘봉사하는 인재’의 자질을 고루 갖춘
학생에게 어울립니다.
전화 042-280-2275

03. 교육과정
1학년 사회복지개론, 인간행동과 사회환경, 자원봉사론, 사회복지윤리와철학, 비전탐색
사회복지실천론, 사회복지실천기술론, 사회복지정책론, 사회복지행정론, 지역사회복지론, 사회복지조사론,
2학년
캠퍼스멘토링

3학년

프로그램개발과평가, 사회복지현장실습Ⅰ, 사례관리론, 정신보건사회복지론, 사회복지프로그램 캡스톤 디자인,
청소년복지론, 가족과젠더, 가족복지론, 학교사회사업론, 케어복지론, 노인복지론
아동복지론, 심화현장실습Ⅱ, 가족상담 및 치료, 인턴십, 심리측정 및 평가, 아동/청소년 사례관리론, 교정복지론,

4학년 노인교육론, 장애인복지론, 의료사회사업론, 노인/장애인 사례관리론, 사회복지자료분석론, 사회보장론, 사회
복지법제론
✽밑줄 글씨는 사회복지사 2급 자격증 취득을 위한 교과목이므로 반드시 이수해야 함(필수 12과목, 선택 4과목 이상 이수)
✽사회복지현장실습은 실습 후 들어야 하는 필수이수 과목임
✽프로그램개발과 평가는 현장실습을 나가기 전 반드시 이수해야 하는 과목임
✽사회복지 캡스톤디자인은 사회복지현장실습 및 프로그램개발과평가 과목을 선이수 해야하는 과목임

04. 학과특별프로그램 및 동아리 (& 취득자격증)
•따사랑 : 친목도모와 봉사활동을 목적으로 한 사회복지학과 소모임으로, 따사랑이라는 용어는 “따뜻한 사람들의
모임”이라는 속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분야에서 각자가 하고 싶은 봉사에 참가함으로써 봉사의 길을
가고 있습니다. •맷돌 : 맷돌이 윗돌과 아랫돌이 서로 맞물려 돌아가야 제 기능을 할 수 있듯이 이 사회에서도
장애인과 일반인이 서로 어우러져 살아가는 세상을 만들고자 하는 맷돌인들의 소망을 나타 낸 말입니다. 주요
목표는 자원봉사자들의 정보의 공유로써 자원봉사자들뿐만 아니라 장애인과 일반인, 일반인과 일반인 등등 사회
각계각층의 구성원들이 각자의 정보와 숙달된 지식, 그리고 각각의 요소에 적절한 자원의 재분배 등이 맷돌의
이상적인 목표라 할 수 있습니다.

•바와소 : 바와소는 바위와 소나무의 준말입니다. 바위가 있습니다. 그 바위

틈에서 소나무가 싹을 틔우고 바위의 도움을 받아 아름드리 소나무로 성장하지만 바위는 사라지게 됩니다. 바위가
소나무에게 아낌없이 양분을 주듯 바와소는 어려운 이웃에게 도움을 주는 봉사 소모임입니다.
•소시오드라마 : 소시오 드라마 소모임은 소시오 드라마의 개념과 상담기법을 이해하고 사회문제를 즉흥극이나
연극체험을 통해 사회문제에 대해 관심을 가지게 되어 그로인해 사회문제를 자신과 타인의 입장에서 바라보는
기회를 가질 수 있게 하는 목적을 가집니다. 그 외에도 소모임 회원들 간의 학교생활에 관한 전반적인 정보교류와
소모임 활동에 대한 피드백을 통해 친목도모와 역량강화의 목적을 가집니다.
•취득자격증 : 사회복지사 2급, 사회복지사 1급 (국가시험 응시), 아동상담사, 건강가정사 등

05. 졸업 후 진출분야
•동사무소 및 구청, 시청 등에서 활동하는 사회복지 공무원
•종합사회복지관 및 아동, 노인, 청소년, 여성 등 여러 분야의 사회복지기관과 사회복지시설에서 활동하는 전문
사회복지사
•정신보건 관련 의료기관에서 활동하는 정신보건사회복지사
•일반 종합병원에서 의사들과 팀워크를 이루어 활동하는 의료 사회복지사
•초등.중.고등학교에서 활동하는 학교사회복지사
•대학원 진학

http://home.dju.ac.kr/welfare

28

DAEJEON UNIVERSITY

아동교육
상담학과
Department of
Child Education & Counselling

01. 학과소개
아동교육상담학과는 아동교육을 이끌어갈 창의적이고 능력 있는 영유아 보육교사, 아동상담 및 치료전문가 및
건강가족 지원을 위한 건강가정사를 양성합니다. 이를 위해 교육과정을 다양화하고 여러 학문의 이론을 기초로
실제적인 현장실습과 임상을 폭넓게 교수함으로써, 독창적인 전문능력을 갖춘 인재를 육성합니다.

02. 어떤 학생에게 어울리나요?
성품과 역량을 두루 갖춘 인재가 적합합니다. 인간에 대해 깊이 이해하고 싶으며, 따뜻한 마음으로 아동과 가족을
사랑할 수 있는 학생이 지원하는 것이 좋습니다. 우리 학과를 졸업한 후에는 많은 학생들이 어린이집 및 영유아
교육기관의 교사, 아동상담센터의 아동상담사 및 청소년지원센터의 청소년상담사, 건강가정지원센터, 다문화가족
지원센터의 가족지원 전문가로 진출합니다. 이러한 곳에서 일하기 위해서는 인간에 대한 믿음과 이해를 갖추는 것이
필수이겠지요. 또한 아동과 가족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그들에게 필요한 프로그램을 기획, 운영할 수 있는

전화 042-280-2452
http://home.dju.ac.kr/kidbiz

창의적 사고와 문제해결력을 갖춘 사람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가족 및 지역사회의 다양한 자원과 협업하기 위해서는
효과적인 의사소통 능력과 네트워크 형성 능력이 필요합니다.

03. 교육과정
1학년

1학기:발달심리, 보육학개론, 비전탐색
2학기:건강가정론, 심리학개론, 영유아발달, 캠퍼스멘토링

2학년

1학기:아동상담론, 게임놀이치료 캡스톤 디자인, 아동권리와 복지, 아동미술, 가정생활교육, 아동건강교육
2학기:정신건강론, 심리평가, 언어지도, 보육과정, 미술치료, 가정자원관리, 아동음악

3학년

1학기:임상실습 및 슈퍼비전, 집단상담, 아동관찰 및 행동연구, 놀이지도, 놀이치료, 가족과문화 종합설계,
가족정책론
2학기:다문화가족론, 가족상담, 영유아교수방법론, 아동생활지도, 아동수학지도

4학년

1학기:아동복지론, 보육실습, 모래놀이치료
2학기:부모교육, 보육교사론

04. 학과특별프로그램 및 동아리 (& 취득자격증)
•폴라리스 : 폴라리스는 봉사활동 및 그룹 스터디를 통해 예비 교사로서 함양해야할 지식과 행동을 습득하는
동아리입니다. 대전대학교에서 위탁 운영하는 대전광역시동구청 한솔어린이집 교육봉사 및 건강가정지원센터
아이돌보미 사업 등의 봉사활동에 참여합니다.
•G.P.S(Game Play School) : G.P.S.는 게임놀이교육 콘텐츠, 프로그램 개발 및 교육활동을 통해 교사와
상담사로서의 역량개발을 위한 학습 및 봉사동아리입니다. 주된 활동은 드림스타트, 지역아동센터, 다문화교육
센터 봉사활동 및 아동, 청소년, 가족게임놀이교육 프로그램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기린아 : 기린아는 어린이들을 대상으로 연극공연을 진행하는 연극 봉사 동아리입니다. 동아리는 연기·대본팀,
무대팀, 의상·메이크업팀으로 구성되어 있고, 어린이날 연극, 인형극 봉사활동에 참여하고 있으며, 기린아
‘서포터즈’를 운용 학교생활 및 학업에 열중할 수 있도록 1:1멘토링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하모니 : 하모니는 다문화 초등학생, 중학생을 대상으로 봉사활동에 참여하는 동아리입니다. 다문화 대안학교,
다문화가족지원센터를 규칙적으로 방문하여 학습 멘토링(수학,국어,과학,영어 보조교사)이나 기본예절교육 등
사회화과정에 도움을 주는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학과 졸업 시 취득 자격증(해당 교과목 이수 시) : 보육교사 2급, 건강가정사, 아동상담사

05. 졸업 후 진출분야
•어린이집 보육교사, 영유아 교육기관의 교사 및 원장
•아동상담실, 놀이치료실, 청소년상담실, 청소년지원센터의 아동상담사 및 청소년상담사
•건강가정지원센터, 다문화가족지원센터의 교육 및 상담, 문화 사업을 운영하는 건강가정사
•아동관련 산업체 및 기업체 취업
•대학원에 진학하여 보다 전문적인 공부

대전대학교 사회과학대학

01. 학과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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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는 우수한 특수교육 전문기관으로 발전할 것입니다.

중등특수
교육과

02. 어떤 학생에게 어울리나요?

Department of
Secondary Special Education

2006학년도 개설된 대전대학교 중등특수교육과는 졸업과 함께 특수학교 중등 2급 정교사 자격증을 취득할 수
있는 대전지역 최초의 사범계열 학과입니다. 우리 중등특수교육과는 장애학생에 대한 남다른 소명의식과 정열,
진취적인 학풍을 바탕으로 한국사회의 요구에 부응하는 특수교육교사 및 장애인 복지 분야의 전문 인력을 배출

중등특수교육과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아이들에 대한 애정과 지속적인 관심, 그들이 교육을 통해서 변화
될 수 있다는 강한 의지가 필요합니다. 단순한 호기심과 관심만으로는 오랫동안 특수교사로 일할 수 없다는 것이
교사들의 공통된 의견입니다.

03. 교육과정

전화 042-280-2711

1학년 1학기:교육학개론 특수교육학개론, 비전탐색 2학기:인간발달의 이해, 특수아 미술 교수법, 캠퍼스멘토링
1학기:정서·행동장애 학생교육, 장애학생 통합교육론, 지적장애 학생교육, 지체장애 학생교육, 특수교육
캡스톤디자인(1)
2학년
2학기:학습장애학생교육, 의사소통장애학생교육, 청각장애학생교육, 긍정적 행동지원, 교육심리, 특수교육
캡스톤디자인(2)

3학년

1학기:상담심리와 커뮤니케이션, 특수교육교육과정론, 특수교육대상학생 진단 및 평가, 시각장애학생교육,
교육방법 및 교육공학, 교육봉사활동
2학기:특수교육 교과교재 연구 및 지도법, 자폐성장애학생교육, 중도·중복장애학생교육, 교육과정 및 교육
평가, 교육봉사활동

4학년

1학기:특수교육공학, 특수교육교과교육론, 학교현장실습, 교직실무
2학기:중등특수교육세미나, 교육행정 및 교육경영

04. 학과특별프로그램 및 동아리 (& 취득자격증)
•임용고사준비실 : 4학년을 위주로 운영되는 임용고사준비실은 자격증 취득, 취업정보 공유, 스터디를 통해
구체적이고 체계적인 방법으로 임용고사를 준비하는 스터디그룹입니다.
•중등특수교육과 축구동아리 “FC중특” : 축구를 통해 선배와 동기를 알아가며 많은 것을 배워갈 수 있는 곳
입니다. 축구를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다면 누구든지 참여할 수 있고 선배와 후배 간에 형제 같은 돈독한
우애를 쌓으며 운동할 수 있는 건실한 소모임입니다.
•중등특수교육과 봉사활동 이야기 소모임 “라포(Rapport)” : 영어로는 친밀한 관계를 뜻하고, 프랑스어로는
보거나 들은 사실에 대한 이야기, 증언, 보고 내용, 이야기 내용을 뜻합니다. 2013년 처음 만들어진 우리 소모임
라포는 특수교육학개론 시간에 일인당 조금씩 발표 할 수밖에 없었던 아쉬움이 있었기에 현재 주1회(목요일
오후 5시~6시) 우리 소모임을 통해 자신의 봉사 반뿐만 아니라 다른 학우들의 이야기도 들어봅니다.
•바실 : 바늘과 실의 줄임말로써 펠트를 이용하여 여러 가지 작품을 만드는 펠트소모임입니다. 특히 교재 교구를
만드는 것을 중점으로 하고 있습니다. 바실은 2007년 중등특수교육과 선배님들로부터 탄생하여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정기적인 주 1회 모임을 통해 중등특수교육과 학우들은 단합을 도모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바실은 교재교구를 만듦으로써 특수교사에게 필요한 다재다능한 능력들을 발전시키는데 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플랩 : 통기타를 주로 하여 악기를 연습하며 학우들의 교양을 더 늘려주고, 공부로 쌓인 스트레스를 음악으로
풀어줄 수 있게 도와주는 모임입니다. 통기타 연습과 친목 도모를 위하여 매주 정기적인 모임을 하고 있습니다.
•중등특수교육과 수화동아리 “아침” : 아름다운 침묵의 줄임말로 침묵도 충분히 아름다울 수 있다는 것을 의미
합니다. 의사소통하는 데 어려움이 있는 청각장애 학생들과 소통하며 그들이 하는 말을 이해하고 도움을 드릴
수 있도록 매주 주 1회 모여 학생들끼리 수화를 배우고 익히는 동아리입니다.

05. 졸업 후 진출분야
•특수학교의 중등특수교사 •일반 중ㆍ고등학교내의 특수학급 교사 •고등학교 통합 교류교사 •장애인 종합
복지관 특수교사

•종합복지관 특수교사

•종합병원 특수클리닉 교사

•특수교육관련 특수교육행정가 •국내/외 대학원 진학

•특수교육관련 연구기관의 연구직

http://home.dju.ac.kr/sse

30

DAEJEON UNIVERSITY

경영
대학
College of Business
Administration
031

경영학과

034

영미언어문화전공

032

의료경영학과

035

중국언어문화전공

033

회계학과

036

일본언어문화전공

037

국제통상학과

038

국제물류학과

039

산업·광고심리학과

경영대학은 1981년 대전대학교의 개교와 함께 출발한 이후 글로벌 시대와 융·복합 시대를 반영한 다양한 전공분야를
구축하여 현재는 경영학부 내에 경영학과, 의료경영학과, 회계학과 등 3개 학과, 글로벌비즈니스학부 내에 국제언어학과,
국제통상학과, 국제물류학과 등 3개 학과와 산업·광고심리학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글로벌통상학부는 영어, 중국어, 일본어 등 외국어 능력과 지역학 지식을 겸비한 국제통상 및 국제물류 인재육성을
목표로 글로벌·융합형 교과과정을 운영하고 있으며, 전통적인 경영학 분야를 경영, 의료경영, 회계 및 산업·광고심리
등으로 세분화하여 학과를 개설하여 다양한 시대적 수요에 부응하고 있습니다.
경영대학은‘창조경제 견인’
,‘지역사회 기여’및‘융·복합형 인재양성’
을 목표로 전공분야별 교육, 연구 및 산학협력
분야 등에서 우수한 교수진을 구축하여 미래의 사회를 주도할 인재양성에 힘쓰고 있습니다. 세계화, 정보화 시대에 적합한
인재양성을 위하여 해외자매대학과 활발한 교수·학생교류가 이루어지고 있으며, 학부교육 선진화사업 등을 통해 교육의
내실화를 도모하고 있습니다. 또한 LINC 사업을 통하여 학생들의 실무 및 현장능력과 창조적 시각을 배양하여, 국내외
산업수요에 부응하는 글로컬 인재를 양성하고 취업경쟁력을 제고시키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주변 환경이 급변하고 있는
현대사회를 이끌어 나가기 위해서는 사고의 유연성과 함께 개인의 역량을 키워야 합니다.
우리 경영대학에서는 교수님들이 정규교육과정에서 잘 가르치는 것은 물론이고 멘토링을 비롯한 다양한 활동을 통해
학생들을 지도하여, 학생들이 원하는 분야에서 자신의 능력을 마음껏 발휘하고 사회에 나가서 소중한 꿈을 이룰 수 있도록
끊임없이 노력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대전대학교 경영대학

01. 학과소개
경영학과는 1981년 대전대학교의 개교와 함께 출발한 이후, 현재의 경영대학을 구성하고 있는 경영학과, 글로벌
비즈니스학부, 회계, 산업·광고심리학과, 물류유통학과, 의료경영학과 중, 최초이자 최대 학과로서의 위상을 자랑
하고 있습니다. 급변하는 경영환경에 능동적으로 적응하고 학생의 요구에 부응하기 위하여 현대 경영에 필수적인
인사 및 조직 관리, 재무 관리, 마케팅 관리, 생산 관리 및 MIS, 글로벌 경영, 회계학 등의 전공과목을 중심으로
경영 전반에 걸친 관련 과목을 개설하여 진취적인 전문 경영인 양성에 이바지하고 있습니다.

경영
학과
Department of
Business Administration

02. 어떤 학생에게 어울리나요?
경영학과는 기업의 생존과 성장을 위해 필요한 지식을 전달하고 현재와 미래의 경영자를 양성하는 학과입니다.
경영학과를 지원하는 학생들에게 특별히 요구되는 능력이나 성격이 따로 있는 것은 아니지만 경제와 기업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미래의 경영자로서의 꿈을 키우는 학생들이라면 경영학과에 더 어울린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경영학과는 매우 다양한 영역을 공부할 수 있다는 특성 때문에 어떠한 유형의 학생들도 관심 분야를 찾아서 공부할
수 있는 학과이기도 합니다.

03. 교육과정
1학년

1학기:경영학원론, 비전탐색
2학기:회계학원론, 캠퍼스멘토링

2학년

1학기:재무회계, 기업윤리, 인적자원관리론, 마케팅
2학기:광고전략, 재무관리, 증권시장론, 경영정보시스템, 생산관리

3학년

1학기:원가회계, 벤처 창업 프로젝트, 경영조직론, 조직행동론, 마케팅 조사
2학기:글로벌마케팅, 투자론, 선물과 옵션, E-Business

4학년

1학기:경영학 비즈니스 커뮤니케이션, 세무회계, 노사관계론, 인간관계와 리더십
2학기:소비자행동연구, 서비스마케팅, 국제재무론, 경영분석

04. 학과특별프로그램 및 동아리 (& 취득자격증)
•경영학과 내 동아리나 스터디 그룹은 학생들의 자발적인 참여와 지도교수의 지원 등을 통해 자율적으로 운영
되는 것이 특징입니다. 경영학과 내 세부 전공 분야인 생산/MIS, 마케팅, 재무, 인사·조직, 글로벌경영의 관점
에서 활동이 이루어지기도 하고, 경영 일반이나 어학 관점에서 동아리와 스터디 그룹이 생성되고 운영되기도
합니다. 학생들은 관심 분야의 동아리와 스터디 그룹을 만들어 운영할 수 있고, 이 과정에서 학교와 학과
로부터 교수의 지도, 재정적인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2016년 현재 인사·조직 동아리, 마케팅 동아리, 생산/MIS 동아리, 취업대비 동아리 등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05. 졸업 후 진출분야
•공기업 및 사기업 등을 비롯한 각종 기관과 조직에서의 실무 경영 전문가
•은행, 증권사, 투신사, 컨설팅사, 사회조사분석 기관 등의 전문직
•창업 기업의 최고경영자, 전문경영인으로서의 최고 경영층 임원
•회계사(KICPA, AICPA), 노무사, 세무사, 위험관리사, 계리사 등의 전문직
•교수, 연구원, 교사 등 경영 관련 실무 및 이론에 관한 교육자 및 연구자

전화 042-280-2330
http://home.dju.ac.kr/biz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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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학과소개
의료산업은 국내총생산(GDP)의 14%를 차지하는 덩치 큰 분야이면서 가장 급격하게 증가하는 매우 활기찬 분야
입니다. 정부는 우리나라를 동아시아 지역의 의료산업 메카 또는 허브로 육성하여 선진의료의 시대를 앞당길
계획입니다. 의료기관은 점차 대형화되고 있고, 프랜차이즈 시스템으로 변하고 있으며, 다양한 전문 인력들이
포진하고 있습니다. 의료 부문을 책임지는 의사와 간호사가 있고, 의료경영을 책임지는 전문 경영인이 있습니다.
삼성병원은 의사들 중 일부를 병원 경영 전문가로 육성하여 경영을 전담토록 하고 있으며, 세브란스 병원은 병원장
아래 의료 부문의 의무부원장과 경영을 담당하는 행정부원장을 두고 있습니다. 의료경영에는 전문 지식과 소양이
필요합니다. 다가올 전문 경영의 시대, 병원도 예외일 수 없습니다. 대전대학교 의료경영학과는 의료산업의 핵심에
서게 될 전문 경영 인력을 배출하는 곳입니다.

전화 042-280-2060
http://home.dju.ac.kr/medbiz

02. 어떤 학생에게 어울리나요?
전문 경영 시대에 맞는 의료 경영 전문가를 꿈꾸는 학생, 21세기 의료 경영 전문가를 꿈꾸는 학생, 의료 분야의
전문 인력을 꿈꾸는 학생, 웰빙 및 건강 관련 분야의 창업을 꿈꾸는 학생에게 어울립니다.

03. 교육과정
1학년

1학기:의학용어 1, 보건학개론, 비전탐색
2학기:의학용어 2, 보건의료산업경영학개론, 비전설계, 건강과 운동, 보건의료정보학, 캠퍼스멘토링

2학년

1학기:보건의료업무기획, 병원과 경영, 보건통계학, 인체해부학
2학기:병원 회계 및 재무관리, 보건의사소통, 보건사업관리, 의료보장과 의료체계

3학년

1학기:조사방법론, 의료기관 경영분석 및 진단, 의료조직 업무관리, 건강보험
2학기:의료산업구조분석, 의료마케팅, 의료조직 인적자원관리, 웰빙 캡스톤디자인, 보건교육실습

4학년

1학기:전략경영 캡스톤디자인, 보건의료법, 보건의료정책, 경영 캡스톤디자인, 산업보건
2학기:보건의료 빅 데이터 분석, 보건교육방법론, 의료경영세미나, 의료기술 및 질 평가, 의료산업과 법률

04. 학과특별프로그램 및 동아리 (& 취득자격증)
•축구 소모임(철인28호) : 선후배간의 운동을 통한 교류의 장 형성 및 건강증진을 위함
•여성 소모임(여성학우회) : 선후배간의 지속적인 만남을 통해 교류의 장 형성
•토익스터디활동 : 토익만을 위한 스터디그룹, 토익점수 달성하는 그룹에게는 소정의 장학금 지급
•신입생 멘토제 : 학기 초 신입생들과 재학생들의 원할한 소통을 위한 모임
•취득 자격증 : 병원 행정사, 보건교육사(2, 3급), 의료 보험사, 사회조사분석사, 병원 코디네이터

05. 졸업 후 진출분야
•기획 및 전략, 원무, 총무, 구매, 홍보 등 의료경영 분야
•제약회사, 의료기기회사 등 보건의료 관련 산업체
•보건복지부, 일반행정직, 보건직, 의무행정장교 등 국가 및 지방 공무원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보건 관련 연구소, 보건산업진흥원, 병원협회, 의사협회 등 보건의료
관련 전문기관
•병원신문, 의협신보 등 보건관련 전문지

대전대학교 경영대학

01. 학과소개
회계학은 경영·경제 제반 분야 중 가장 역사가 깊은 학문으로서의 인류의 기원과 함께 시작되었습니다. 오늘날
기업은 물론 사회·경제적 조직의 경영자가 필수적으로 갖추어야 할 기본 자질이 바로 회계지식이며, ‘회계정보가
없다면 자본시장은 존재하지 못한다’고 할 정도로 회계의 중요성은 날로 높아지고 있습니다.
투자자의 의사결정을 위한 재무회계, 경영자의 경영의사결정을 위한 관리회계, 경제주체의 세무의사결정을 위한
세무회계를 중심으로 이론과 실무를 겸비한 체계적인 교육과정을 개설하고, 학생들로 하여금 기업과 사회의 주역
으로서의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교육하고 있습니다.

회계
학과
Department of
Accounting

또한 회계학과는 조직의 핵심 정보를 다루는 학과인 만큼 사회·경제적 수요에 의해 졸업생의 역량을 펼칠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하고자 한국공인회계사회와 산학협력을 맺음으로써 회계법인, 회계사무소 등 현장실습을 통해
직업교육이 효과적으로 이루어 질 수 있도록 기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최고 수준의 취업률을 자랑하고, 졸업생의
진출 분야 또한 다양하며 각 분야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전화 042-280-2276

02. 어떤 학생에게 어울리나요?
체계적이고 합리적인 것을 좋아하고 기업의 경영에 관심이 있으며 향후 기업의 자금을 관리할 수 있는 학생과
안정적인 것을 추구하는 학생으로서 공무원에 관심이 있거나 금융 전문가가 되고 싶은 학생이 어울립니다. 그
밖에도 회계를 배우고자 하는 마음을 가진 학생이라면 누구나 어울리는 학과입니다.

03. 교육과정
1학년

1학기:회계학원론, 회계학원론연습, 경제학원론, 비전탐색
2학기:회계원리, 회계원리연습, 경영학원론, 재무관리, 인적자원관리, 캠퍼스멘토링

2학년

1학기:중급회계(1), 원가회계, 세무회계원론, 생산운영관리, 상법, 재정학
2학기:중급회계(2), 관리회계, 소득세회계, 마케팅, 경영통계학

3학년

1학기:고급회계, 법인세회계(1),부가가치세회계, 회계실무연습, 전산회계캡스톤디자인, ERP물류·생산
2학기:회계감사, 재무제표분석, 법인세회계(2) 재무회계캡스톤디자인, ERP회계·인사

4학년

1학기:회계학비즈니스커뮤니케이션, 경영컨설팅, 재무회계세미나, 회계이론, 창업과회계, 관리회계캡스톤
디자인
2학기:관리회계세미나, 비영리회계, 세무회계세미나, 세무회계캡스톤디자인

04. 학과특별프로그램 및 동아리 (& 취득자격증)
•학습동아리 : 회계사, 세무사 등 회계 관련 자격증을 취득하기 위해 정보를 공유하고 함께 공부하는 동아리
입니다. 학번에 치우치지 않고 공부에 열정이 있는 학생들끼리 모여 단합도 하고 같이 경쟁도 하며 함께 공부할
수 있습니다.
•카젠 : 10년이 넘은 장수 축구 동아리로, 여학우들도 매니저로 참여할 수 있으며, 다양한 학번대가 어우러져
친목을 다지고 정기적으로 모여 운동을 하고 경기 참여도 합니다.
•취득 자격증 : 공인회계사(CPA), 세무사(CTA), 감정평가사, 전산세무·회계, TAT·FAT(세무·회계정보처리) 등

05. 졸업 후 진출분야
공인회계사, 세무사, 감정평가사 등 고급자격 전문직이 될 수 있으며 회계직, 세무직 및 행정직 공무원이나 은행,
증권, 보험 등의 금융 전문가로 활동할 수 있습니다. 기업분석사(애널리스트), 자산관리사(펀드매니저), 투자상담사
등 증권시장 전문가 경영컨설턴트, 경영지도사 등의 기업 컨설팅 전문가의 길도 열려 있습니다. 또한 기업의 전략적
의사결정을 담당하는 기획 및 회계부서 책임자 및 최고경영자가 될 수도 있으며 대학원에 진학하여 연구소 연구원
및 대학교수가 될 수도 있습니다.

http://home.dju.ac.kr/acc

33

34

DAEJEON UNIVERSITY

영미언어
문화전공

01. 학과소개
국제언어학과, 영미언어문화전공에서는 다양한 비즈니스 분야에서 활동할 수 있는 국제통용어인 영어를 중점적
으로 교육합니다. 언어는 언어권의 문화의 총체적 산물이므로 영미권 문화에 관한 것을 교육할 뿐 아니라 영어로
된 다양한 교재를 통하여 영어능력과 인문학적 소양을 함양할 수 있도록 체계적 교과 과정을 제공함으로써 언어
능력을 갖춘 국제적 인재를 양성하는데 기여하고 있습니다.

Department of
English Language & Culture

02. 어떤 학생에게 어울리나요?
언어 중 특히 영어에 관심과 재능이 있으며 영어를 수단으로 하는 다양한 분야에 진출하고자 하는 모든 학생들
에게 어울립니다.
전화 042-280-2220
http://home.dju.ac.kr/english

03. 교육과정
1학년

1학기:지역과 언어의 이해(1), 비전탐색
2학기:지역과 언어의 이해(2), 캠퍼스멘토링

2학년

1학기:국제인문소양(1), 영문법, 영어강독(1), 영어발음의이해, 영작문(1), 초급영어회화
2학기:영미문학감상(1), 영미문화, 영어강독(2), 중급영어회화, 토익말하기쓰기기초

3학년

1학기:고급영어강독, 고급영어회화, 비즈니스영어, 영미문학감상(2), 영어통번역연습(1), 영작문(2)
2학기:시사영어연습, 영어의역사와 영국사회, 영상영어, 영어청취, 영어통번역연습(2), 토익,토플(독해및어휘)

4학년

1학기:미디어영어, 영어토론연습
2학기:국제인문소양(2), 영어학특강, 프레젠테이션영어

04. 학과특별프로그램 및 동아리 (& 취득자격증)
•학과 주도 모의 토익 시험 : 매 학기마다 모의토익시험을 실시하여 실력이 향상되는 학생들에게 장학금 수여
•교환학생 프로그램 : 미국, 영국, 캐나다, 말레이시아, 호주, 뉴질랜드 등 영미 문화권의 여러 대학에 교환학생을
파견하는 프로그램
•영어 스피치 대회 : 해마다 개최하는 영어 스피치 대회를 통해서 학생들의 영어 말하기 능력 향상을 도움
•토익 동아리 : 토익 RC/LC 의 수준 향상과 공인어학 점수 향상을 위한 동아리

05. 졸업 후 진출분야
글로벌시대에 융복합교육을 강조하는 대학교육에서, 영미언어문화전공은 모든 분야에 바탕이 되는 기본적 소양이며
복수전공과 부전공을 통하여 진출할 수 있는 분야가 다양합니다.
영어를 필요로 하는 모든 분야 중 교수, 교사, 학원강사, 기업체, 언론출판사, 공무원, 경찰공무원, 공사, 항공사,
무역회사 등 에 진출할 수 있습니다.

대전대학교 경영대학

01. 학과소개
중국언어문화전공에서는 21세기 세계의 정치·경제·문화의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 중국을 이해·파악하여
원활한 국제교류를 수행할 지식인 배양에 주력하고자 합니다. 이에 중국어의 기초발음에서 고급단계의 회화·
작문·독해에 이르는 과목을 중점적으로 학습하고, 중국의 고대에서 현대에 이르는 문학상의 여러 장르를 이해
하며, 정치·경제·문화 등의 과목을 섭렵하여서 현대중국사회의 제반현황을 파악하는데 중점을 두고있습니다.
한편, 본교에서는 심천대학·감남사범대학·한산사범대학·길림사범대학 등과 자매결연을 맺고 있어서 본 학과의
대다수 학생들이 중국에서 1년간 체류하면서 실질적인 어학교육과 문화체험을 하게 되고, 또한 동계어학연수의

중국언어
문화전공
Department of
Chinese Language & Culture

일환으로 1개월 과정의 중국 어학연수를 실시하고 있어서 많은 재학생들이 중국문화를 직접 체험할 수 있는 기회를
획득할 수 있습니다.

02. 어떤 학생에게 어울리나요?
1992년 한·중 수교 이래 25년 간 양국은 외교, 경제, 문화 등 모든 방면에서 밀접한 관계를 유지, 발전 시켜왔으며,
현재와 미래 양국은 상생할 수밖에 없는 시대적 요구에 순응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시대의 흐름 속에 중국어의
학습과 중국에 대한 이해는 더 이상 선택이 아닌 필수가 된지 오래입니다. 본인의 미래와 비전을 중국어와 중국을
공부하고 이해하는 것에서 출발하여 향후 중국 전문가로서 한·중 관계 속의 주인공이 되는 야심찬 꿈을 계획하는
사람에게는 대전대학교 중국언어문화전공은 가장 이상적인 선택일 것입니다.

03. 교육과정
1학년

1학기:현대중국학실습, 비전탐색
2학기:집중중국어실습, 캠퍼스멘토링

2학년

1학기:중국어학개론, 중국어발음과청취, 중국명언명구, 중국어강독실습(1), 중국어회화실습(1)
2학기:현대중국어어휘, 중국문학탐색, 중국어회화실습(2), 중국어강독실습(2), 인터넷중국실습

3학년

1학기:시청각중국어(1), 중국문화사, 중국사회조사연습, 현대중국어문법, HSK실습
2학기:시청각중국어(2), 한문문법, 중국현대문학감상

4학년

1학기:중국의 대중문화, 중국소설감상, 한·중통번역실습, 실무중국어실습
2학기:무역중국어실습, 중국학 비즈니스 커뮤니케이션, 당송산문감상, 중국문화특강

04. 학과특별프로그램 및 동아리 (& 취득자격증)
•한사모 : 한어를 사랑하는 모임의 약자로 선후배 간 멘토링시스템을 통하여 교육, 토론, 경험 공유 등의 방식으로
전공 학습을 보조하고 전공에 필요한 자격증 시험에 대비할 수 있도록 함과 동시에 학우들의 돈독한 유대감을
형성하고 학과의 면학 분위기 조성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新HSK : 중국 교육부가 주관하는 중국어가 모국어가 아닌 사람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중국어 능력 시험

05. 졸업 후 진출분야
21세기의 사회가 전문적인 지식과 함께 책임감 넘치며 자기개발에 힘쓰는 인물을 요구하는 시대라고 할 때, 본
학과에서 배출된 학생들은 그러한 잠재력과 가능성을 지니고 있기 때문에 각계 분야에 두루 진출하여 재능을
과시할 수 있다고 봅니다. 또한 재학기간 중에 많은 학생들이 해외파견의 기회를 획득하게 되어 그들 자신의 어학
기틀을 튼튼히 마련할 수 있고, 아울러‘세계인과의 도전’, ‘세계로의 진출’이라는 드높은 기상과 자신감을 확신할
수 있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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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언어
문화전공
Department of
Japanese Language & Culture

01. 학과소개
일본언어문화전공에서는 ‘국제적 감각과 실용성을 겸비한 글로벌 전문인 양성’을 목표로 독자적이고 체계적인
커리큘럼과 프로그램 개발에 주력하고 있습니다. 매년 일본의 5개 대학(구마모토학원대학, 메이지대학, 세츠난대학,
홋카이상과대학, 홋카이학원대학)으로 20여명의 장기 교환유학생을 파견하고 있으며, 여름과 겨울 방학 기간에는
글로벌 인사이트 프로그램(5주간의 단기 일본 유학)을 운영하여 감각적인 언어 능력을 습득할 수 있도록 지도하고
있습니다. 또한 교내에서는 버디 제도와 학술제, 체육대회, MT 등을 통해 일본에서 파견된 일본인 교환유학생들과
활발하게 교류하여 학생 간 이해와 친목을 도모하고 있습니다.

02. 어떤 학생에게 어울리나요?
일본어, 일본인, 일본문화 등 일본에 관심을 갖고 적극적으로 배우며 이해하려는 자세와 의지를 가진 학생이라면
전화 042-280-2255

누구에게나 어울리는 전공입니다. 특히 일본으로의 유학과 취업을 희망하는 학생에게 안성맞춤입니다.

http://home.dju.ac.kr/japanese

03. 교육과정
1학년

1학기:초급일본어(1), 비전탐색
2학기:초급일본어(2), 캠퍼스멘토링

2학년

1학기:중급일본어(1), 일본어초급회화실습(1), 일본어시청각실습(1), 일본어한자연습, 일본문화입문
2학기:중급일본어(2), 일본어초급회화실습(2), 일본어초급작문실습, 일본어문법, 일본현대사정
1학기:일본역사, 고급일본어(1), 일본어중급회화실습, 일본어시청각실습(2), 일본어능력시험(1), 일본명작감상

3학년 2학기:고급일본어(2), 일본어고급회화실습, 일본어중급작문실습, 일본어능력시험(2), 미디어일본어, 일본문학
개설
1학기:실무일본어, 일본어비즈니스커뮤니케이션, 일본어통번역실습
4학년
2학기:현대일본어이해, 일본지역캡스톤디자인

04. 학과특별프로그램 및 동아리 (& 취득자격증)
•Study Crew : 일본어 능력 향상과 선후배 간 친목을 도모하기 위해 결성된 일본언어문화전공의 학습 동아리로,
다수의 일본인 교환유학생도 참가하고 있습니다.
•야쿠샤(役者) : ‘연기자’ 또는 ‘배우’라는 의미의 일본어로, 매년 개최되는 전공 학술제 행사의 주축이 되는 연극
동아리입니다. 연극을 통해 자연스러운 일본어 구사 능력과 협동심을 기릅니다.
•취득자격증 : 일본어능력 자격증(JLPT, JPT), 일본어관광통역안내원 자격증, 한자검정 자격증

05. 졸업 후 진출분야
일본언어문화전공(일어일문학과) 졸업생은 다양한 직종에서 역동적으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특히 일본 교환유학
프로그램에 참가한 학생 대다수는 졸업과 동시에 일본의 현지 기업이나 국내 일본계 기업에 취업하고 있으며, 그
외 호텔, 관광, 여행, 출판, 사설교육기관, 연구소 등 각계각층에서 활약하고 있습니다. 대학원에 진학하여 석, 박사
과정을 이수하고 교육자의 길을 걷는 졸업생도 많습니다.

대전대학교 경영대학

01. 학과소개
우리나라의 경제성장은 수출 중심의 산업구조에 기반하고 있습니다. 1970년대부터 본격적으로 성장하기 시작한
수출 규모는 2008년 세계 12위에 오른 후, 2009년 9위, 2010년 7위에 이르는 등 지속적으로 확대되고 있습니다.
수출은 우리나라 GDP의 약 50%에 이를 정도로 경제의 근간을 이룹니다. 국제통상학과는 이러한 배경에 기반
하여 지난 1989년 ‘무역학과’로 출범하였고, 이후 전문화에 따라 물류유통 부문을 독립학과로 편성하며
‘국제통상학과’로 개편되었습니다. 2016학년도부터는 급변하는 국내외 환경변화에 대응하고, 무역을 포함하는
통상 전반의 글로벌 전문가 육성을 위하여 국제언어학과, 국제통상학과, 국제물류학과와 함께 글로벌비즈니스학부로

국제
통상학과
Department of
International Commerce

개편되었습니다. 국제통상학과는 변화를 선도하고 세계의 중심에서 한국의 위상을 드높일 수 있는 자질을 갖춘
전문 무역인, 통상 전문가를 양성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02. 어떤 학생에게 어울리나요?
상품의 거래라는 기본적 경영활동에 관심이 있는 학생, 기업 및 국가 간의 상품 거래에 대한 흥미를 가지고, 참여자
간의 이익과 전략에 대한 학습을 희망하는 학생, 글로벌 환경에서 다양한 사람들과 만나기를 희망하며 자신감을
기반으로 세계의 다양성을 열린 마음으로 이해하고 참여할 수 있는 학생이 어울립니다.

03. 교육과정
1학년

1학기:국제경제와 통상, 비전탐색, 국제통상영어회화 1
2학기:경영학원론, 회계학원론, 무역상무론, 비전설계, 국제통상영어회화 2, 캠퍼스멘토링

2학년

1학기:국제통상원론, 미시경제학, 무역영어, 국제통상영어회화 3, 국제경영학
2학기:무역결재론, 거시경제학, 국제금융론(외환관리론), 국제통상영어회화 4, 통계분석론, 아시아 지역경제론

3학년

1학기:국제경영조사방법론, 글로벌 지역통상분석, 글로벌 기술경제론, 국제통상 캡스톤디자인, 국제통상
영어회화 5
2학기:국제경제학 세미나, 해운ㆍ보험론, 국제통상 캡스톤디자인, 국제통상영어회화 6

4학년

1학기:창업경제론, 국제통상 현장실습, 관세제도론, 글로벌 기술경영론, 인턴십
2학기:글로벌마케팅, 국제통상 현장실습, 무역실무세미나, 글로벌 전략경영세미나, 인턴십

04. 학과특별프로그램 및 동아리 (& 취득자격증)
•중국어소모임 : 중국어에 관심이 있는 학생들이 모여 기초 회화 및 문법 등 어학은 물론 중국 사회경제문화
전반에 관하여 학습하는 동아리입니다.
•쉐르파 : 기업분석 및 교내외 공모전 참여를 통해 전공역량을 제고하고, 취업을 위한 실무적 차원의 다양한
학습을 하는 동아리입니다.
•Fly high : 해외기업, 국제기구 등의 인턴 및 취업을 희망하는 학생들이 모여 각종 채용과 관련한 정보를 공유
하고 지원을 위한 준비를 하는 동아리입니다.
•무지개 : 무역 전문 자격증 취득을 위해 전공 지식을 학습하는 동아리입니다.
•안다미로 : 학과 내 독서모임으로써 책에 관한 주제 및 관련 사회현상들에 대해 토론하며 전반적인 지식을
습득합니다.

05. 졸업 후 진출분야
국제통상학과를 졸업한 선배들은 전국의 현장에서 중추적 역할을 하고 있으며 사회의 다양한 분야에서 맡은 바
임무를 다하고 있습니다. 본 학과의 졸업생들은 벤처, 무역회사, 해외 마케팅 관련 분야에 진출하여 학교에서 배운
지식과 능력을 발휘하고 있는데, 특히 제조업체 및 무역회사의 무역 파트, 해외 영업 및 마케팅 분야에서 활약하고
있으며, 금융기관에 진출하여 국내외 금융시장의 흐름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또한 학문 연구에 뜻을 둔 사람들은
대학원에 진학하여 석·박사 학위를 취득하여 대학 강단에서 학문에 대한 열의를 불태우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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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
물류학과
Department of
International Logistics

01. 학과소개
본 국제물류학과는 국가발전과 지역경제발전에 이바지할 수 있는 Glocal ICT 융·복합 물류전문인력을 양성하는
중부권 최고의 명품 교육기관을 교육 비전으로 설립하였습니다. 또한 Glocal 물류 시장에서 활동할 핵심 물류전문
인력을 양성하고, Glocal 경영환경에 대응하고, ‘동북아 물류 중심지화 실현’의 국가 정책 목표에 기여하며 제 4차
산업혁명 시대를 선도하는 Glocal 물류전문인력양성을 교육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본 학과의 교육과정은 산업체 및 사회 수요를 반영한 수요자 중심의 교과과정 운영, Global 장기 인턴십과정 및
주문식 맞춤형 교과과정을 구축하여 Glocal ICT 융·복합 물류 인력을 육성하고 있습니다. 또한 세계화, 지방화 및
정보화 시대에 Global 물류 전문가에게 필요한 전문 경영경제지식과 Global 물류 환경변화에 적응하는 지혜와
능력, 국제무역물류 전문가정신을 갖춘 Glocal 융·복합 물류전문가 양성을 지역중소기업 멀티플레이어형 양성을
교과과정을 선도적으로 구축하고 있습니다.

전화 042-280-2050
http://home.dju.ac.kr/logis

02. 어떤 학생에게 어울리나요?
Global 현상의 진전으로 인해 각 국가 간 및 국가 내에서 빠르고 신속한, 그리고 정확한 물류유통의 중요도가
높아짐에 따라 기업들은 물류 및 물류 인력에 따른 전문성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그에 따른 전문성을 갖춘 인재를
원하고 있어, 앞으로의 진로 및 취업 전망이 대단히 밝은 학과입니다. 이에 본 학과에서는 Global 물류시장을 주도할
수 있는 진취적이고 적극적인 성품을 가지고 리더십을 함양하고 있는미래의 Global Leader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03. 교육과정
1학년

1학기:글로벌물류개론, 경제원론1, 물류비즈니스 중국어회화, 비전탐색
2학기:글로벌무역개론, 경제원론2, 유통관리론, 물류비즈니스 일본어회화, 캠퍼스멘토링

2학년

1학기:무역업무론1, 글로벌SCM전략론, 캡스톤디자인 상권분석, 캡스톤디자인 유통마케팅, 원산지관리론
2학기:물류관리론, 물류관련법규1, 물류회계, 무역업무론2, 화물운송론, 관세와통관

3학년

1학기:보관하역론, 물류관련법규2, 물류정보관리시스템ERP, 국제물류론, 운송보험론, 구매자재관리론
2학기:국제결제론, 캡스톤디자인 유통금융, 캡스톤디자인 고객관리론, 물류비즈니스 영어회화

4학년

1학기:LG전자 하이프라자 유통경영실무, 교통물류, 물류현장실습, 물류비즈니스 커뮤니케이션, 물류혁신기술4.0
2학기:캡스톤디자인 두드림 직장직무분석, 물류유통정책론, 유통현장실습, 물류와 통계, 두드림 성공 창업론

04. 학과특별프로그램 및 동아리 (& 취득자격증)
•국토교통부 국책 글로벌물류인력양성사업
•교육부 주문식 맞춤형 교육과정 운영
•LG전자하이프라자 우선채용 학과
•글로벌 장기인턴십 프로그램
•ICT 융·복합 물류연수교육
•CK 자체대학특성화 중소기업 멀티플레이어형 인력양성사업
•학습 및 취업 동아리 Study Cube 운영(전공자격증 취득)
•창업동아리 Dragon-fly 운영(드론연구 및 창업교육)

05. 졸업 후 진출분야
본 학과를 졸업하면 일반적으로 흔히 알고 있는 PM(제품기획매니저), 유통관리사(전체적인 매장 관리), 물류 운송
회사, 공항이나 부두 등의 물류 선적 및 하역부서, 물류관련 회사(항공운송, 해상선박회사, 육상운송대한통운),
양산이나 부곡지역의 복합 화물 터미널 내지는 항만 운영 공사기업, 기업 내의 물류 관련 부서, 홈쇼핑, 전자
상거래 업체, 제조업체의 물류 부서, 철도내의 화물 사업팀, 공사기업의 조달청, 유통관련 대리점 및 지사장으로도
취업이 가능합니다.
또한 항공물류협회, 각종 기업의 물류관련 협회 및 연구소, 언론기관의 물류신문 및 잡지(e-business), 전자
상거래의 대표적인 업체인 KL-net 등으로도 취업이 가능하고 전 세계로 진출한 국내외 다국적 물류기업의 해외
물류법인 등은 물론이고 글로벌 물류기업, 제조업체 등의 국제물류관리자로 진출할 수 있습니다.

대전대학교 경영대학

01. 학과소개
산업·광고심리학과는 다양한 인간 활동과 산업장면 내에서 파생될 수 있는 여러 문제를 정확하게 진단하고 예측
하여 인간을 중심에 둔 솔루션을 제공하는 전문가를 배출하고자 탄생하였습니다. 인사 영역, 조직 영역, 소비자
영역, 광고 영역, 상담 영역 중심으로 세분화된 전문 지식을 갖추고 실무능력을 함양하여 현대 사회에서 요구하는
융합형 현장지향 인재를 양성하고자 합니다.

02. 어떤 학생에게 어울리나요?
기업이나 조직의 근간이 되는 인사 및 조직심리에 대한 이론적 연구와 현장실습 경험을 통해 HR 전문가가 되고자
하는 학생, 상담가 또는 정신건강 전문가로서 자신의 적성을 확인하고 상급수련과정을 준비하고자 하는 학생,

39

산업·
광고심리
학과
Department of
Industrial &
Advertising Psychology

소비자 및 마케팅 분야의 전문가가 되기 위한 자질과 지식 및 실무능력을 쌓고자 하는 학생, 광고 및 상업커뮤니
케이션 지식 및 전문 실무능력을 함양하고자 하는 학생에게 어울리는 학과입니다.

전화 042-280-2370
http://home.dju.ac.kr/djupsy

03. 교육과정
1학년

1학기:심리학개론, 심리통계학, 비전탐색
2학기:학습심리학, 응용심리학, 캠퍼스멘토링

2학년

1학기:조사방법, 인사심리학, 광고심리학, 발달심리학, 이상심리학
2학기:소비자 심리학, 조직심리학, 설득심리학, 상담이론과 실제

3학년

1학기:코칭과 리더십,광고기획창의적종합설계,성격심리학,특수아상담,행복학개론
2학기:임상심리학, (평)평생교육 프로그램 개발론, 마케팅성공 창의적 종합설계, IMC광고론, 조직진단 및 개발
1학기:기업교육론, 고객만족론, 브랜드심리학, 심리검사, 가족상담

4학년 2학기:의사결정론, 응용행동치료 창의적 종합설계, 인사.조직 창의적 종합설계, 건강심리학, 문화심리학,
I.A.P 현장실습

04. 학과특별프로그램 및 동아리 (& 취득자격증)
•sigma : 다양한 연구방법론을 숙지하여 인간심리를 심층적으로 파악하고 분석하는 역량을 함양하는 모임입니다.
- 1학년:심리학의 이해, 기초 통계 연구, 기본 연구방법론
- 2~4학년:사회조사분석사 및 학과 관련 자격증 취득 준비, 컴퓨터 응용 통계 분석, 고급 연구방법론
•True Talk : 산업교육 및 평생교육, 상담 및 임상심리에 대한 이론적 연구와 현장실습 활동을 하는 모임입니다.
- 1학년:산업교육 및 상담에 대한 연구, 자기진단 실시(성격 검사, 적성검사 등)
- 2~4학년:산업교육, 상담심리, 직업상담 등의 과목 이수, 상담 실습 및 사례 발표
•A# : 광고 이론 및 실무를 숙지하고, 광고 공모전에 참여하는 모임입니다.
- 1학년:광고 공모전 응모, 광고의 기초적 이론 습득
- 2~4학년:광고 이론을 바탕으로 실제 광고를 만들어 보고 다양한 광고 공모전에 출품, 매년 광고 작품
전시회 개최
•Synergy : 산업 및 조직심리를 함께 공부하고, 원하는 분야로의 취업이나 진학을 목표로 하는 활동입니다.
- 1학년:자신의 목표와 비전 설정, 심리학에 대한 기본 지식 습득
- 2~4학년:직업상담사 등 자격증 스터디, 직무분석 프로젝트 등 기업 실무역량 강화, 각종 취업프로그램
참여를 통한 취업역량 강화, 기업체 등 현장 견학

05. 졸업 후 진출분야
산업·광고심리학은 심리학을 산업현장에 적용한 응용학문이기 때문에 다양한 분야로 진출할 수 있습니다. 학과의
동문들은 광고기획 회사, 마케팅 관련 회사, 홍보 회사, 평생교육사, 강사, 산업 및 조직 심리사, 대학원 진학,
사회조사분석사, 인력관리 전문가 등 다양한 분야에서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습니다. 교직과정의 개설로 전문
상담교사의 길도 열려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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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과대학은 전공분야별 연구와 산학협력 분야 등에서 우수한 교수진을 구축하고 교육부 지방대학 특성화 사업(CK-Ⅰ)인
국가 안전방재 전문 인력 양성 사업단을 비롯하여 산학협력 선도대학 육성 사업(LINC)에 여러 학과가 참여하고 있습니다.
창조시대에 적합한 융·복합 인재 배출이 목표입니다. 학생들과 지도교수가 함께 수행하는 캡스톤디자인 교과목을 통해
준비하는 프로젝트는 학생들의 창의적 아이디어를 기업에 적용할 수 있도록 도와줄 겁니다.
대전대의 아름다운 8대 풍경 중에서 2경(차 없는 거리)을 시작으로 4경(선봉의 광장)을 거쳐 5경인 융합과학관까지 여러
건물에 공대의 각 학과가 배치되어 있습니다. 봄 벚꽃부터 녹음 가득한 초록을 거쳐 고색창연한 은행잎을 밟으면서 인생의
미래를 준비하여 흰 눈 내릴 때 목표를 성취할 수 있기를 기원합니다.

대전대학교 공과대학

01. 학과소개
건축공학과는 창의성, 과학성, 전문성 함양을 위한 교육과정을 운용하고 있으며, 전공교과로 건축구조, 건축재료
및 시공, 건축 환경, 시공관리, 기초적인 건축계획 및 설계분야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건축구조분야는 구조형식, 구조물 해석 및 설계를 중심으로 컴퓨터를 이용한 전산분야 학문과 접목이 이루어지고
있으며. 건축재료 및 시공분야는 신재료 개발, 재료의 선택 및 효율적 이용 방법과, 경제법칙에 입각한 최적 품질의
건축물을 목표로 하는 시공기술을 다룹니다. 건축환경 분야는 건물의 쾌적한 환경을 목표로 열 환경, 음 환경,
빛 환경 등 환경 원론 분야와 위생, 공기조화, 전기설비 등 건축설비 분야가 병행되어 있습니다. 건축계획 및 설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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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야는 건축공학에 필수적인 기초 계획 이론과 설계를 포함하며, 시공관리 분야는 건축생산의 경영관리와 시공
기술의 합리적 운용방법 등을 다룹니다. 또한 취업에 대비하여 전공지식을 충실히 심화시켜 지식과 기술이 융합
되고 개성과 인품이 조화된 인간상, 미래지향적이고 진취적인 인간상을 기르는데 노력하고 있습니다.

02. 어떤 학생에게 어울리나요?
건축은 인간 생활을 위한 삶의 환경을 만드는 것이므로, 건축을 하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인간에 대한 이해가
바탕이 되어야 합니다. 건축은 무에서 유를 창조하고 미래를 현실화하는 기존에 없던 새로운 것을 설계하고 만드는
것이므로 도전적이고 진취적인 정신을 필요로 합니다. 이 세상 어느 건물도 똑같은 건물이 없으므로 좋은 건물을
설계하고 잘 짓기 위해서는 창의적인 사고와 분석적인 사고를 바탕으로 맞닥뜨린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문제
해결 능력을 요구합니다. 안전하고 튼튼하고 쾌적한 건물을 만들기 위해서는 사물을 관찰하고 분석할 수 있는
능력과 그러한 관찰 결과를 공식화 할 수 있도록 물리와 수학에 대한 지식이 필요합니다. 아울러, 주어진 시간과
주어진 예산 내에서 비용 효율적으로 건물을 짓기 위해서는 경영·경제 등에 기본적인 이해를 필요로 합니다.

03. 교육과정
1학년

1학기:건축프로그램기초, 건축도면표현과이해 1, 비전탐색
2학기:건축도면표현과이해 2, 비전탐색, CAD 1, 캠퍼스멘토링

2학년

1학기:구조역학 1, 건축환경 1, 건축구법, 구조실험기초
2학기:건축프로그램응용, 건축재료, 구조역학 2, CAD 2, 건축시스템설계, 건축환경 2

3학년

1학기:건축설비 1, 강구조설계, BIM 1, 철근콘크리트, 건축재료실험, 건축시공
2학기:BIM 2, 공사관리, 철근콘크리트설계, 건축설비 2, 합성구조설계, 건축법규, 건축적산

4학년

1학기:구조해석, 건축공학 캡스톤디자인 1, 건축경영, 건축환경시스템해석, 구조동역학
2학기:건축공학 캡스톤디자인 2, 구조설계, 건축환경실험

04. 학과특별프로그램 및 동아리 (& 취득자격증)
아래와 같이 건축공학과는 교내 학과에서 세부전공별 지도교수 하에 학과 연구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학생들의
적성을 끌어올려, 전문적인 기술을 배양할 수 있도록 하는 전공 분야별 연구 및 실험 동아리입니다.
•건축재료연구실(남재현교수님 담당) : 콘크리트 강도 실험 관련 연구
•건축환경연구실(신우철교수님 담당) : 신재생에너지 관련, 건물에너지 관련 연구
•강구조연구실(오영석교수님 담당) : 철골 구조 관련 연구
•콘크리트구조연구실(반병열교수님 담당) : 콘크리트 구조 관련 연구, 도면 자동 생산 연구
•디지털건축모델링연구실(김중헌교수님 담당) : 디지털 모델링

05. 졸업 후 진출분야
•졸업 후 진로 : 졸업 후에는 각 건설업체의 시공분야나 또는 건축사무소로 인테리어사무소, 건설회사를 개업할
수 있으며, 그밖에 국가기술직 공무원, 연구원, 정부투자기관, 엔지니어링 회사, 건설 회사, 대학원 등에도 진출
할 수 있습니다.
•취업방향
- 일반회사 : 건설회사, 시행회사, 건축감리사무소, 건축적산사무소, 건축구조사무소, 건축설비회사, 건축자재회사
- 연구기관 : 대학원, 건설연구소
- 공무원 : 건축직, 도시계획직

전화 042-280-2510
http://home.dju.ac.kr/architectural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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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학과소개
토목공학과는 선진산업사회의 기반시설인 도로, 항만, 공항, 교량, 철도, 댐, 원자력발전소, 상·하수도 등 공공
복지를 위해 인간 생활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고 국가 사회간접자본을 확충하는데 설립목적이 있습니다. 이를
위해 토목구조물의 설계, 시공 및 효율적인 유지관리 등에 필요한 인재들을 양성하고 있습니다. 특히, 시민들의
일상생활 속 활동이 편리하고 효율적이게, 안전하고 쾌적하도록 환경을 개선함으로써 문명발달에 기여하는 학문
입니다. 뛰어난 교수님들의 열정 가득한 강의로 토목문야의 체계적인 틀을 잡고 있으며, 선후배 간의 정이 깊어
단합이 잘 되고 서로에게 힘이 되어주는 버팀목이 되며 매년 졸업생 초청 특강을 열어 후배들의 진로 선택에 많은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02. 어떤 학생에게 어울리나요?
토목이란 건축의 기본이 되는 학문이기 때문에 섬세하고 책임감이 강한 학생에게 어울리며, 또한 많은 활동을
전화 042-280-2520
http://home.dju.ac.kr/civil

필요로 하는 학문 분야이므로 활발하며 적극적인 자세로 대인관계를 가질 수 있는 학생에게 어울립니다.

03. 교육과정
1학년

1학기:토목CAD, 비전탐색
2학기:기초역학, 캠퍼스멘토링

2학년

1학기:응용역학(1), 측량학(1), 측량실습(1), 토목재료공학, 유체역학(1)
2학기:응용역학(2), 측량학 및 측량실습(2), 토질역학 및 실험(1), 유체역학(2), 수치해석 및 연습

1학기:구조역학(1), 철근콘크리트공학 및 연습(1), 토질역학(2), 암반역학, 응용수리학(1), 수문학, 상하수도
공학 및 연습(1)
3학년
2학기:구조역학(2), 철근콘크리트공학 및 연습(2), 토목시공 및 관리, 기초공학(1), 응용수리학(2), 하천공학 및
설계, 상하수도 공학 및 연습(2)

4학년

1학기:구조실험연습, PS콘크리트공학, 기초공학(2), 수공설계, 수리통계학
2학기:강구조설계, 토목설계, 도로교통공학, 수자원공학 및 설계, 해안 및 항만공학

04. 학과특별프로그램 및 동아리 (& 취득자격증)
•스터디 : 1~3학년이 참여하는 멘토링 시간은 교수님의 지도하에 분반별로 상담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교수
(멘토)와 학생(멘티)이 전공분야의 학습 및 생활 전반에 관해 밀착 지도함으로써 졸업 후 전공분야에서 성공적인
취업이 이루어지도록 학생을 지도하고 있습니다. 이로써 자아 존중감을 고양시키고 대학인의 품성을 확립하여,
궁극적으로 비전과 진로를 구체화 할 수 있도록 하는 학과 프로그램입니다.
•파괴 : 토목공학과 학생들이 정기적으로 축구를 하며 선후배 간 친목을 다지는 동아리입니다.
•취득자격증
– 기사:토목기사, 도시계획기사, 소방설비기사, 건설재료시험기사, 지적기사, 조경기사, 건설안전기사,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기사 등
- 기술사:토목구조기술사, 토질 및 기초기술사, 재료기술사, 수자원기술사, 건설안전기술사, 도로 및 공항기술사,
시공기술사, 에너지기술사, 관개배수기술사, 철도기술사, 항만 및 해안기술사, 상·하수도 기술사 등

05. 졸업 후 진출분야
•공무원 : 공무원 임용시험에 합격하면 건설교통부, 해양수산부, 행정자치부, 환경부 등 중앙정부 부처나 지방
자치단체의 기술직 공무원으로 일할 수 있습니다.
•건설업체 : 건설회사에 입사하여 공사의 시공, 공정관리 유지관리 등의 기술직으로 일할 수 있습니다.
•엔지니어링 업체 : 설계와 감리 전문회사에 입사하면 건설공사의 조사·계획·설계·감리 등의 기술직 업무를
담당하게 됩니다.
•국영기업체 : 수자원공사, 토지공사, 도로공사 등의 국가 투자 사업체에서 일할 수 있습니다.
•연구소 : 전문연구기간과 건설회사에 소속된 연구소에서 토목공학 분야를 연구하는 연구원으로 활동할 수
있습니다.
•회사 창업 : 설계, 시공 감리 등 각종 토목 관련 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를 창업하여 경영자로 활동할 수
있습니다.

대전대학교 공과대학

01. 학과소개
컴퓨터공학과는 기존의 컴퓨터공학과와 IT경영공학과가 통합된 학과이다. 컴퓨터공학과는 본교 및 공과대학의
교육목적을 바탕으로 하여 세계화와 급속히 변하는 시대의 시대적 요청과 미래 지향적인 철학에 따라 컴퓨터를
구성하는 하드웨어 및 소프트웨어에 대한 지식의 습득뿐만 아니라 관련 산업, 문화를 이끌어 갈 기초적 자질,
창의적인 응용력을 발휘할 수 있는 우수한 기술 능력과 관리자로서의 능력을 갖춘 기술 인력 양성을 교육목적으로
만들어진 학과이다.
대전대학교 컴퓨터공학과는 1985년 전자계산학과로 개설된 이래 정보사회에서 “가장 폭넓은 선택의 기회부여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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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에서 필요로 하는 인재의 양성”이라는 목표아래 수많은 학사와 각 전문적 기술 분야의 석사 및 박사를 배출
하였다. 컴퓨터공학과는 세계수준의 경쟁력을 갖는 교과과정과 교수진을 바탕으로 새로운 Vision을 제시하고
컴퓨터관련 최첨단 기술을 습득하여 급변하는 사회 및 기술에 적응하도록 지도하고 있다. 학생들의 전문성 향상과
심화학습을 위하여 컴퓨터시스템 및 통신보안, 소프트웨어공학 및 멀티미디어, 데이터통신 및 네트워크, 프로젝트
관리 및 소프트웨어설계, 지능시스템 및 영상분석, 컴퓨터그래픽스 및 가상현실, 데이터베이스 및 소프트웨어하우스,
e-비즈니스 경영, 인터넷 응용 등 다양한 분야의 연구 활동영역을 중심으로 각종 학술 세미나와 멘토링 시스템을
통한 학생들과의 밀착지도가 이루어지고 있다. 특히, 컴퓨터전공분야의 학술연구회를 포함하여 50여개의 교내
동아리 활동선택이 가능하며, 100% 취업보장을 위한 각 전문분야별 지도교수님들과 졸업생 선배 및 산업체간의
취업 라인화와 동료 학우들 간의 유대강화를 추진하고 있다.
컴퓨터공학과는 세계수준의 경쟁력을 갖는 교과과정과 교수진을 바탕으로 새로운 Vision을 제시하고 컴퓨터관련
최첨단 기술을 습득하여 급변하는 사회 및 기술에 적응하도록 지도하고 있다.

02. 어떤 학생에게 어울리나요?
컴퓨터에 흥미가 있고 소프트웨어, 멀티미디어 및 게임 개발과 네트워크 및 서버 구축, 통신, 정보보안을 배우고
싶은 학생들에게 어울리는 학과

03. 교육과정
1학년 1학기:이산수학, 비전탐색 2학기:C 프로그래밍, 캠퍼스멘토링
2학년

1학기:오토마타와 응용, 디지털 논리회로, C++ 프로그래밍, 자료구조 및 실습, 인터넷 프로그래밍
2학기:Java 프로그래밍, 수치계산 및 응용, 윈도우 프로그래밍, 데이터 모델링, 알고리즘 및 실습

3학년

1학기:운영체제, 소프트웨어 공학, 컴퓨터 구조, 영상 처리, 모바일 프로그래밍, 데이터베이스 시스템, C#
프로그래밍, 임베디드 소프트웨어, 정보컴퓨터 교과교재연구 및 지도법
2학기:컴퓨터 통신 보안, 네트워크와 데이터통신, 컴퓨터 그래픽스, 데이터베이스 실무 프로젝트, 웹 서버
프로그래밍, 인공 지능, 리눅스, 정보컴퓨터 교수법

1학기:네트워크 보안, 멀티미디어 시스템, 네트워크 프로그래밍, 프로젝트 관리, 시스템 분석 및 설계, 빅
데이터 분석, 캡스톤 디자인 1, 정보컴퓨터 교과논리 및 논술
4학년
2학기:컴퓨터 시뮬레이션, e-비즈니스 설계, 딥 러닝, 산업체현장실습, 가상현실, 창업기획, 캡스톤 디자인 2,
정보컴퓨터 교과교육론

04. 학과특별프로그램 및 동아리 (& 취득자격증)
•캐릭터 : 프로그램의 기초가 되는 C/C++ 언어를 교수님들에게 배우기 이전에 동아리 회원이자 컴퓨터공학과
선배들에게 우선적으로 배우며 예습할 수 있는 동아리입니다. 선배들과의 원활한 커뮤니케이션으로 서로간의 돈독한
정을 쌓을 수 있다는 게 동아리의 가장 큰 특징입니다. 매년 초 신입생들을 대상으로 신입회원을 뽑고 있습니다.
•방학 중 프로그램 사관학교 : 방학 중에 1, 2학년 대상으로 프로그램 언어(C/C++, Java 등)을 전문 강사를 초빙
하여 단기간에 집중적으로 배울 수 있는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기초가 부족한 학생이나 프로그램 언어를
복습하고 싶은 학생들에게 적합한 비교과 프로그램입니다. •기사 자격증 프로그램 : 3학년 학생들을 대상으로
동계 방학 중에 정보처리기사 1급 필기 및 실기 시험을 대비하여 전문 강사를 초빙하여 시험 출제 경향 및 예상
문제를 풀어 정보 정보처리기사 1급 자격증을 100% 취득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특별 프로그램입니다.

05. 졸업 후 진출분야
컴퓨터공학과의 전공자는 컴퓨터 및 전자에 관련한 다양한 분야에 취업을 하고 있다. 삼성전자, LG, 마이크로
소프트와 같은 컴퓨터시스템업체와 한국통신, SK Telecom, LG Telecom과 같은 정보통신업체에 취업하고 있으며
소프트웨어하우스와 웹 기반 인터넷응용, 전자결재 및 정보시스템 서비스와 같은 SI개발업체와 각종 가전 및
정보통신산업분야의 소프트웨어 벤처기업과 연구소, 국가기관에 취업하고 있다. 또한 교직을 이수한 졸업자는
중고등학교에 취업하고 있으며 컴퓨터관련 업무를 하는 은행과 병원에 취업하고 있다.

전화 042-280-2540
http://home.dju.ac.kr/comeng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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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 042-280-2555
http://home.dju.ac.kr/eice

01. 학과소개
전자·정보통신공학과는 컴퓨터 프로그래밍, 유무선 이동통신, 정보통신기술, 전자공학, 로봇제어시스템, 임베디드
시스템 등에 대한 심도있는 이론 및 실무 교육을 진행하여, 전자·정보통신 분야의 폭넓은 이해와 고찰을 바탕으로,
빠르게 변화하는 정보화 시대에 발맞추어, IT융합 분야를 선도하는 전문화된 인재 양성을 목표로 매진하고 있습니다.

02. 어떤 학생에게 어울리나요?
전자 및 정보통신 분야에 관심을 갖고 있으며 IT분야에 대한 전문지식을 습득하여 개인과 나라의 발전에 기여할
학생에게 어울립니다.

03. 교육과정
1학년

1학기:비전탐색, 프로그래밍기초 및 실습, 수학 1,
2학기:비전설계, 프로그래밍응용 및 실습, 수학 2, 캠퍼스멘토링

2학년

1학기:객체지향프로그래밍 1, 컴퓨터구조, 디지털논리회로 및 실험, 신호 및 시스템, 회로이론 및 실험
2학기:객체지향프로그래밍 2, 자료구조, 유닉스실습, 디지털시스템설계, 데이터통신, 마이크로프로세서실습

3학년

1학기:시스템분석 및 설계, 운영체제, 통신이론, 컴퓨터네트워크, 자동제어, 전자회로 및 실험
2학기:소프트웨어공학, 데이터베이스, 멀티미디어시스템, 임베디드시스템개론, 디지털통신, 제어시스템설계

4학년

1학기:캡스톤디자인 1, 비즈니스커뮤니케이션, 영상처리, 임베디드시스템SW, 데이터베이스프로그래밍
2학기:캡스톤디자인 2, 산업체현장실습, 멀티미디어통신, 무선이동통신

04. 학과특별프로그램 및 동아리 (& 취득자격증)
•취업준비실 : 자격증 취득, 취업정보 공유, 취업 스터디를 통해 구체적이고 체계적인 방법으로 취업을 준비하는
동아리
•방학 특강 : 프로그래밍 언어를 주제로 여름/겨울 방학 중에 외부전문가를 초빙하여 특강을 실시
•취득 가능 자격증 : 정보처리기사, 정보통신기사, 무선설비기사, 전자기사, 전파전자통신기사, 전기공사기사,
오라클국제공인자격, 시스코국제공인자격, 마이크로소프트사국제공인자격, 컴퓨터 관련 자격증

05. 졸업 후 진출분야
•전자·정보통신 관련 연구소 및 국가 공공기관
•소프트웨어 개발 기업
•유무선 통신, 이동통신, 네트워크 관련 기업
•컴퓨터 관련 기업
•전자통신기기 개발 기업
•로봇제어시스템 개발 기업

대전대학교 공과대학

01. 학과소개
정보보안학은 조직이 보유하고 있는 정보 자산 및 정보시스템을 다양한 공격 및 재해로부터 효과적이고 효율적으로
보호하기 위한 다차원적인 보호활동을 수행하기 위한 학문 분야입니다. IT기술의 비약적인 발달에 따라 정부, 기업,
정치, 문화 등 사회의 거의 모든 부문이 사이버 공간으로 편입되고 있으며, 사이버 공간은 정부, 방위산업, 정보통신,
에너지, 금융 등 국가 기반 시설이 운영되고 있는 핵심적인 사회신경망의 일부가 되었습니다. 이처럼 사이버 공간에
대한 의존성과 그 중요성이 높아지면서 이에 비례하여 개인정보침해, 산업기밀유출, 사이버 범죄, 사이버 테러,
사이버 전쟁 등 사이버 공간의 잠재적 위험은 다양해지고 있으며 피해 범위도 점점 커지고 있습니다. 특히, 최근
국가 안보를 위협하는 여러 해킹사건은 우리 사회를 큰 혼란에 빠뜨릴 수 있다는 경각심을 주고 있으며, 사이버
공격에 따른 피해규모는 자연재해에 따른 피해규모를 넘어서고 있습니다.
대전대학교 정보보안학과는 사이버 공격에 대한 수동적 대처 방안에서 탈피하여 능동적이고 선제적인 방어체계를
구축하고 이를 운용할 수 있는 인재를 배출하고 있습니다. 현재 380명의 졸업생이 국내 핵심 정보보안 업체 및
공공기관에서 핵심인력으로 활약하고 있습니다. 특히, 2015년에는 재학생이 정보보안부문 SW엑스포에 출전하여
미래창조부장관상(전국 1위)을 수상하였고, 2016년에는 장기현장실습 공모전에 출전하여 대상, 최우수상을 거머쥐
었으며, 석/박사급 인력양성을 하는 정보보안대학원에서는 국가보안기술연구소와 다양한 R&D를 수행 중에 있습니다.

02. 어떤 학생에게 어울리나요?
•화이트햇 해커(white-hat hacker) 즉, 모의 해킹(penetration testing)이나 다른 취약점 점검 등의 기법에 전문적인
보안전문가로는 학업을 위한 순수 목적으로 정보 시스템에 대해 해킹을 시도하며 해킹에 대한 대응전략 구상에
관심이 많은 학생 •해커의 침입과 각종 바이러스 등 악성코드의 발생에 대비, 보안 이론과 실무 보안 정책 능력을
갖춰 전산망 보안과 유지에 관심이 많은 학생

03. 교육과정
1학년

1학기:수학 1, 스포츠건강체력, IT기술과 응용, 비전탐색, 컴퓨터유지보수,
2학기:수학 2, 프로그래밍기초 및 실습, 비전설계, 해킹보안이슈, C&C++프로그래밍 및 실습 , 캠퍼스멘토링

2학년

1학기:이산수학, TCP/IP, 보안시스템구조, 자바프로그래밍 및 실습, 암호기반기술
2학기:운영체제해킹보안, 자바웹해킹보안 및 실습, 암호학, 데이터통신보안, 유닉스시스템관제 및 보안

3학년

1학기:PKI, 네트워크보안, 보안정보처리 1, 차세대보안기술, 디지털 포렌식
2학기:캡스톤디자인 1, 보안정보처리 2, 스마트폰해킹보안, 정보보호 법규 및 관리, 암호프로그래밍

4학년

1학기:캡스톤디자인 2, 정보보안비즈니스 커뮤니케이션
2학기:캡스톤디자인 3, 서버보안관리실무, u-컴퓨팅보안, ICT학점연계프로젝트인턴십

04. 학과특별프로그램 및 동아리 (& 취득자격증)
•시스템보안연구실(SysCore) : 해킹 국내/국제 해킹대회 출전 및 국가보안기술연구소와 시스템보안 관련 R&D
수행을 통해 정보보안분야 리더를 양성하기 위한 동아리(연구실) (2015년 실적:장관상 수상, 국제학회 논문 발표 4건,
특허 2건 출원, 국제 해킹대회 출전 및 수상) •에니그마 : 암호학 및 인증시스템 연구 및 개발을 통하여 보안 환경에
적용하기 위한 실무 기술을 연구 •해커소프트 : 해킹 보안에 관련된 소프트웨어를 연구하여, 각종 해킹 툴에 대한
백신 등을 개발 •넷가드 : 네트워크의 각종 취약점을 분석하고 네트워크를 통해 침투하는 각종 공격 및 그에 따른
방어기법 등을 연구 •BranU : 해킹 대회 참여와 각종 소프트웨어 개발을 목적으로 하는 학생 중심의 동아리
•청년취업아카데미 : 4학년 1학기 학생을 대상으로 여름방학기간 중 집중 현장실습 및 교육을 이수하는 프로그램을
운영 중에 있으며, 청년취업아카데미 수료생의 취업률은 95%를 상회(산업인력공단 지원)

05. 졸업 후 진출분야
정보보안 분야는 정보보호 관련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 보안이 필요한 분야에서 요구되는 소프트웨어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전문가인 보안제품 개발자, 보안사고가 발생했을 때 피해규모를 최소화하기 위해 사고를
보고하고 시스템을 복수하고 예방전략을 수립하는 일을 하는 침해사고 대응 전문가, 정보자산을 위협하여 보안
사고를 발생시키는 요인에 대하여 증거를 수집하여 복구하고 추적하는 활동을 수행하는 디지털 포렌식 전문가,
새로운 악성코드를 분석하여 감염경로나 치료 방법들을 개발하고 치료할 수 있는 백신프로그램을 제작하는 일을
하는 악성코드 분석 전문가, 고객의 정보자산과 비즈니스 프로세스에 따른 위협 및 취약점을 분석하여 보안 수준을
파악하고, 요구수준에 맞는 통합적인 보안 해결책을 설계하는 보안 컨설턴트, 조직관점에서 보안이라는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보안과 관련된 정책-관리체계-시스템 구축-운영(관리)업무를 실제적으로 수행하는 보안관리자
등의 진출 분야가 있습니다. 2016년 현재 380명의 졸업생이 국내 정보보안 업체 및 공공기관에서 핵심인력으로
활약하고 있으며, 국가 정보보안의 핵심 연구기관인 국가보안기술연구소, 국방부 및 공공기관에 138명이 진출
하였고, 국내 3大 정보보안업체에 매년 20명 이상의 졸업생이 취업되고 있습니다. 졸업생은 보안제품개발자, 침해
사고 대응 전문가, 디지털 포렌식 전문가, 악성코드 분석 전문가, 컨설턴트 등으로 진출하고 있으며, 졸업자의
다수는 5년 정도의 정보보안 경력을 쌓아 공공기관으로 진출하여 활약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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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학과소개
환경공학 전공은 1987년 교육부 인가로 설립된 이래 현재까지 32년여의 역사를 가지고 있으며 그동안 교수, 학생
및 졸업생 등의 구성원 모두 부단히 노력하여 대내외적으로 명실상부한 학과의 기틀을 구축해왔습니다. 특히
교육 및 연구여건이 충실히 갖춰진 상태에서 설립을 인가 받을 수 있는 대학원 박사과정이 대전·충남권에서 가장
먼저 개설(1996년)되어 국내 유수 대학의 환경공학과와 당당히 경쟁할 수 있는 높은 수준의 성장을 이룩했습니다.
현재 전임교수 5명, 겸임교수 1명 등 다수의 교수가 강의 및 연구에 전력을 기울이고 있으며, 학부생 140여명,
대학원생(석사 및 박사과정) 6여명이 환경 분야 최고의 전문가를 꿈꾸며 학업에 몰두하고 있으며, 최근까지 공학
박사 40명이 배출되었습니다.
주요 전공과목은 수처리 기술, 수질관리, 환경미생물, 대기오염제어, 반응공정, 폐기물처리 기술개발 등에 관한
것이며, 이밖에도 소음진동, 환경영향평가 등 다양한 과목을 개설하고, 교수님과 대학원생들을 주축으로 실험실을
운영하여 연구 과제를 다양하게 수행하고 있어 학생들로 하여금 환경공학에 관련된 폭넓은 전문지식을 습득할 수

전화 042-280-2530, 2420

있도록 배려하고 있습니다. 특히 환경공학은 무엇보다도 통합과 응용의 학문이며 수학, 물리, 화학, 생물 등의 자연
과학 기초이론과 전공분야에서 습득한 기본지식을 통합한 응용기술을 다루고 있습니다.

http://home.dju.ac.kr/enveng
http://home.dju.ac.kr/chem

환경공학에 관련된 기사자격으로는 대기환경, 수질환경, 폐기물처리, 소음진동, 환경영향평가사 등이 있으며 4년
동안 전공과목을 이수하면서 1개 이상의 자격증을 취득하도록 지도함으로써 취업준비에도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02. 어떤 학생에게 어울리나요?
본 학과의 목표는 창의력과 성실성을 토대로 한 미래지행적인 세계관을 가진 유능한 환경공학 전문인 양성으로
이에 세계화에 맞춰 미래 지향적이며 창의적인 사고를 갖은 학생들에게 적합하며 수질, 대기, 토양, 폐기물, 에너지
등 다양한 환경분야에 관심이 많은 학생이 어울립니다.

03. 교육과정
1학년

1학기:환경공학개론, 비전탐색
2학기:미분방정식, 캠퍼스멘토링

2학년

1학기:환경미생물학 및 실험, 환경유기화학, 대기오염개론, 생태 및 지반환경관리, 환경유체역학
2학기:수질관리 및 연습, 수질오염분석 및 실험, 열 및 물질전달, 연소제어공학, 소음진동 및 통계연습

1학기:대기오염제어공학, 환경화학반응공학, 상수도공학 및 설계, 도시폐기물처리 및 관리, 환경공학창의적
종합설계(1), 용·폐수처리 및 설계(1)
3학년
2학기:대기오염분석 및 실험, 용·폐수처리 및 설계(2), 하수도공학, 수질모델링 및 설계, 산업폐기물처리시설
설계

4학년

1학기:생물자원화공학, 환경영향평가 및 법규, 대기오염제어응용및설계, 환경공학창의적종합설계(2), 환경
적정기술캡스톤디자인
2학기:에너지및환경관리, 토양 및 지하수오염, 산학연인턴십, 산업폐수처리설계

04. 학과특별프로그램 및 동아리 (& 취득자격증)
•취득 가능 자격증 : 하계, 동계 방학기간 중 자격증 취득을 위한 프로그램을 진행
- 환경관련 : 대기환경, 수질환경, 폐기물처리, 소음진동, 토양환경 기사
- 자연환경 : 자연환경관리기술사, 생물분류기사
- 건설 및 안전관리 : 토목기사, 건설안전기사, 산업안전기사/산업위생관리기사 등
- 기타 : 위생사/열관리기사 등

05. 졸업 후 진출분야
•정부관련 연구소/환경관련 공사 : 국립환경연구원, 건설기술연구원, 수자원공사, 환경관리공단, 국립공원관리
공단, 에너지관리공단
•환경직 중앙 및 지방공무원
•건설 환경관련 기업체 : 삼성엔지니어링, 현대엔지니어링, LG엔지니어링, SK건설 외
•NGO활동 및 언론기관 : 한겨례신문, 환경운동연합, 시민환경연구소 외
•국내 진학/해외유학
•창업 : ㈜엔버스, 나엔에코 등.
21세기에는 국제적인 무역과 기술경쟁이 치열해지면서 환경친화기술이 각광받게 되고 이를 이끌어 갈 환경생명
전문 인력에 대한 수요가 크게 늘어날 전망이므로 환경공학도의 취업전망은 매우 밝은 편입니다.

대전대학교 공과대학

01. 학과소개
대전대학교 응용화학과는 기초과학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과학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인재 육성을 목표로 1991년
설립된 이래 연구소 및 산업체 등에서 종사하는 다수의 동문들을 배출하고 있습니다. 화학의 기본 원리와 그 외
여러 산업 분야에서 활용되는 응용화학 지식을 겸비하여 급변하는 현대 사회에 능동적이고 창의적으로 지식을
적용할 수 있는 과학 기술 인력의 양성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물질의 성질과 구조 및 합성 방법 등을 분자
수준에서 연구하는 학문으로, 현대과학과 산업전반의 발전에 폭넓게 기여하며 많은 분야에 응용 가능성이 높은
학문입니다.

02. 어떤 학생에게 어울리나요?
물질을 다루고 이해하는 것에 관심이 있는 학생, 새로운 물질을 개발하고자 하는 학생, 분석 기술의 기본과 응용
방법을 배워 연구실 및 다양한 산업 분야 업무에 종사하고 싶은 학생들에게 어울리는 학과입니다.

03. 교육과정
1학년 비전탐색, 소프트웨어 디자인, 기초체력, 일반화학 및 실험, 캠퍼스멘토링
2학년 공업분석화학, 기초화학계산법, 유기화학, 물리화학, 공업분석화학실험 및 설계, 무기화학개론, 화학소프트웨어
기기분석, 기기분석실험 및 설계, 유기합성화학, 유기화합물의 구조와 반응, 무기화학, 전이금속화학, 고급물리

3학년 화학, 응용무기화학실험 및 설계, 물리화학실험 및 설계, 유기화학실험 및 설계, 응용화학실험실프로젝트, 취업
및 창업프로그램

4학년 전기화학과 에너지, 유기화학의 응용, 분자대칭과 군론, 분리과학특론, 생활속의 화합물, 공업촉매, 미량분석화학

04. 학과특별프로그램 및 동아리 (& 취득자격증)
•유기방 : 유기방은 유기화학을 담당하고 계시는 황정숙 교수님을 중심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매주 수요일에
전원이 모여 영어와 전공 위주로 스터디를 진행하며, 한 학기에 두 번씩 다 같이 모여 회식을 하는 친목자리도
갖습니다.
•무기방 : 무기방은 매주 1~2회씩 모여서 토익 및 전공 공부에 대한 토의를 하고 있습니다. 한 달에 한명씩 자기
소개서를 준비하여 공유 및 수정을 하고 있으며, 그 외에 취업과 대학원 진학을 위한 정보를 공유하고 있습니다.
•분석방 : 2~4학년의 재학생으로 구성된 스터디 그룹으로, 정기적인 모임을 통해 전공학습을 하고 선후배간의
소통으로 부족한 점을 채울 수 있습니다.

05. 졸업 후 진출분야
•연구소 및 기업 : 대덕연구단지의 연구소, 한의학연구소, 유전공학원구원, 한국화학연구원, 에너지연구원, 원자력
연구소, 환경산업분야 연구소, 한국전력연구소, 서울대 공동기기연구원, LG화학, 충남대학교병원, 유한킴벌리,
본교 교직원 등
•대학원 : 대학연구 프로젝트의 연구원으로 실험과제를 수행, 학연과정의 장학생, 본교(대전대학교), 고려대,
연세대, 성균관대, 아주대, 교육대학원, 치의학대학원
•공사 및 공무원 : 서울지하철공사를 비롯한 각 지역의 지방공무원, 소방공무원, 수자원공사, 식약청, KT&G 등
정부산하기관 직원 등으로 공직에 종사
•유학 : 미국대학의 경우 화학 관련 전공대학원생들에게 등록금 전액과 생활비 지원 장학제도가 있음. 미국,
일본 등 16개국 44개교에 걸친, 자매결연대학을 통한 폭넓은 유학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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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학과소개
건설안전방재공학은 다양한 재해 (지진, 산사태, 홍수, 환경오염, 싱크홀 등)로부터 시민들을 보호하고 안전한 활동을
유지할 수 있도록 사회기반 인프라 를 계획, 설계, 시공 그리고 관리하는 학문이다. 각종 사회재난을 사전에 인지
하고 스마트한 사회를 건설할 수 있도록 체계적이고 과학적인 학습을 목표로 설정하고 있다. 학과 교수진은 학부
교육을 통해 시민의 인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국가안전망을 구축하고 이를 제어할 수 있도록 창의적이고 융합적인
인재를 양성하기 위해 교육, 연구 그리고 환경개선에 꾸준한 노력을 하고 있다.
학과특징 : 학과의 학부생 모두가 실험실에 입실하여 선·후배 및 교수님과 보다 밀착된 생활을 통하여 강의 외
실험실별 실험 및 현장탐사 및 실습에 대한 실전적 경험을 쌓으며, 유대관계를 돈독히 유지하는 학과 운영을 실시
하고 있다.

02. 어떤 학생에게 어울리나요?
자신의 적성을 생각하여 광물자원에너지, 지반공학, 지하수환경학, 지구물리학에 관심이 있으며, 환경재해 및
산사태, 싱크홀 같은 재해에 의한 피해를 예방하는 학과로서 이러한 학문을 배우고자 하는 학생들에게 추천한다.

03. 교육과정
1학년

1학기:건설안전공학개론, 비전탐색
2학기:환경방재학개론, 비전설계, 캠퍼스멘토링

2학년

1학기:자연재해관리론, 비파괴조사 및 해석. 건설구조 정역학, 지진학의 이해, 수자원기초공학
2학기:광물암석학 및 실험, 탐사자료처리학 및 실습, 건설구조공학 및 실험
1학기:구조지질학, 수질화학 및오염방재학, 토질지반공학 및 실험, 암석역학, 지진방재학, 물리탐사 및 실험

3학년 2학기:광해방지공학, 구조물안전설계 및 해석, 수리 및 지하수공학, 기초지반공학, 사면안정공학, 산업안전
관리론
1학기:지반조사 및 야외실습, 토양환경 및 정화공학, 환경재해 창의적종합설계, 리모트센싱공학, 건설안전
계측학, 응용지질학
4학년
2학기:지반지질조사 창의적종합설계, 환경재해프로그램실습, 지반재해 창의적종합설계, 수자원방재학,
물리탐사 창업 캡스톤 디자인, 터널 및 지반침하공학, 건설공정관리, 지반맵핑공학

04. 학과특별프로그램 및 동아리 (& 취득자격증)
•건설분야 : 응용지질기사, 철도토목기사,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기사, 콘크리트기사, 토목기사
•안전방재분야 : 건설안전기사, 광해방지기사, 방사선비파괴검사기사, 산업안전기사, 자기비파괴검사기사, 초음파
비파괴검사기사, 침투비파괴검사기사
•환경분야 : 대기환경기사, 폐기물처리기사, 수질환경기사, 해양환경기사, 토양환경기사 등.

05. 졸업 후 진출분야
건설안전방재공학과 졸업생들은 전공분야의 특성상 다양한 분야로의 진출이 가능합니다.
•연구직 : 국립재난안전연구원, 한국건설기술연구원, 한국과학기술연구원, 한국원자력연구원, K-water연구원 등
•공무원 : 토목 및 방재 직렬의 공무원 (9급, 7급, 기술고시 등)
•공공기관 : 도시개발공사, 한국가스안전공사, 한국농어촌공사, 한국석유공사, 한국수자원공사, 한국철도공사
등이 있으며, 졸업생들은 대기업(SK건설, 벽산건설) 및 중소기업의 건설관련 회사와 환경 관련 기업체에 이미
진출하여 있으며 그 외에도 공기업인 한국석유공사, 한국광해관리공단, 한국광물자원공사, 수자원공사 등에도
현재 근무중인 졸업생들이 많이 있다. 또한 학사를 졸업 후 서울대, 고려대 등으로 대학원을 진학하여 석사,
박사 학위를 취득하여 국가 연구소에서 근무하는 졸업생도 다수 있다.

대전대학교 공과대학

01. 학과소개
학과 탄생 배경 : 대전대학교 안전방재학부 소방방재학과는 국가의 각종 재난으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국민생활의 안녕과 복지증진에 기여할 수 있는 소방행정공무원, 소방시설관리사, 소방기술사, 자연재해
전문가, 방재 및 복구 전문인력을 양성하기 위하여 설립되었습니다.
학과 특징 : 소방방재학은 최근 안전문화에 대한 국민의 관심증가로 크게 각광을 받고 있으며 소방, 토목, 건축,
기계 전기 및 화학공학 등 다양한 분야가 접목되어 있는 특성화된 종합학문입니다.
학과 발전사 : 2007년에 신설되어 2018년 까지 여러 인재들을 배출 하고 있으며, 전공지식을 바탕으로 청소년

소방
방재학과
Department of
Fire and Disaster Prevention

안전교육 등의 사회봉사에도 앞장서고 있습니다. 2015년에는 대학특성화사업인 국가안전 방재 전문인력 양성
사업단에 채택되면서 다양한 재난에 대응할 수 있는 전문인력 양성에 이바지하고 있습니다.

02. 어떤 학생에게 어울리나요?
통합적인 사고력의 배양과 첨단과학지식의 습득으로 창의와 실용의 시대에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소방 및
방재분야의 고급 전문 인력 양성을 목표로 하기 때문에 이타적이며 능동적으로 행동 할 수 있는 학생에게 추천
합니다.

03. 교육과정
1학년

1학기:소방학개론, 자연과학개론, 소프트웨어디자인, 비전탐색
2학기:방재학개론, CAD1, 비전설계, 캠퍼스멘토링

2학년

1학기:소방유체역학, 소방행정법, 공업수학, 소방전기공학, 위험물질론
2학기:소방열역학, 재난관리론, 소방약제화학및실험, 소방기계설비공학, 소방전기공학실험

3학년

1학기:연소공학, 소방전기설비공학, 화재공학실험, 산업안전공학, 소방정보통신공학
2학기:화재피난시뮬레이션, 화재역학, 수계소화설비, 경보설비공학실험

4학년

1학기:제연설비론, 전기안전공학, 캡스톤디자인
2학기:화재조사론, 소방IT실무, 폭발공학

04. 학과특별프로그램 및 동아리 (& 취득자격증)
•소방분야 : 소방설비기사(기계), 소방설비기사(전기), 소방설비산업기사(기계), 소방설비산업기사(전기), 가스기사,
산업안전기사, 위험물산업기사, 소방시설관리사, 화재조사관, 방화관리자, 소방기술사
•방재분야 : 방재안전관리사, 응용지질기사, 해양조사기사, 해양공학기사, 건축관련기사, 도시계획기사, 광해방지
기사
•동아리 : 화재 동아리, 전기 동아리, 재해 동아리 등 여러 동아리가 만들어져 활동중에 있으며 학생들 개별적
으로 여러 스터디를 만들어 학업 및 진로에 관하여 노력하고 있습니다.

05. 졸업 후 진출분야
소방공무원 특채(소방학과 졸업자에게 시험자격 부여), 행정자치부, 과학기술부, 건설교통부, 산림청 공무원, 소방
안전교육사, 공기업 및 국책연구원의 안전관리자(각종 에너지관련 안전공사, 공단 및 기술원), 소방기술사, 화재
조사관, 방화관리자, 소방시설 관리자, 위험물안전관리자, 방재안전관리사, 소방기구 및 설비 제조분야, 소방시스템의
설계분야, 시공분야, 감리분야 및 점검분야, 소방시스템 CAD, 설계 및 시뮬레이션을 통한 연구·개발분야, 소방
시스템의 화재조사 분야, 화재예방분야, 전문행정요원, 화재보험사정인(화재보험업계, 손해사정분야), 대학원 진학,
각 군 장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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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 042-280-25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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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학과소개
최근 재난의 대형화 및 복합화로 인한 국가적 차원의 안전방재분야 전문인력 수요가 급격하게 증가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시대적 요구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대전대학교에서는 2017년부터 국내 최초로 사회과학분야
(군사, 경찰)와 공학분야(소방, 건설)의 융·복합 학문 체계화를 통해 국가안전에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전문
인력을 양성하고 있습니다.
특히 안전융합학부는 2014년부터 교육부 지방대학특성화 사업(CK-1)에 선정되어 국가로부터 매년 8억 원의 재정적
지원을 받아 체계적인 교육환경을 구축하고 있습니다. 안전융합학부 학생들은 안전방재분야의 통합 컨트롤타워의
리더가 될 수 있는 교육을 받으며, 군사학과, 경찰학과, 소방방재학과, 건설안전방재공학과 중에서 1개 학과를 선택
하여 복수전공을 이수할 수 있습니다.

전화 042-280-4750
http://home.dju.ac.kr/safety

02. 어떤 학생에게 어울리나요?
안전융합학부는 튼튼한 기초전공 교육 및 주 전공분야의 심화교육을 통하여 국가안전분야의 통합적ㆍ창의적 인재를
육성하고자 합니다. 따라서 국가안전융합학과는 안전분야에 대하여 많은 관심을 갖고 있으며, 투철한 국가관과
올바른 봉사정신을 지니고 있는 학생에게 어울립니다.

03. 교육과정
1학년

1학기:안전방재학개론, 소방시설의 이해, 비전탐색
2학기:지반안전공학, 안전학개론, 국가안전융합 전문인력 체력단련, 공업수학, 캠퍼스멘토링

2학년

1학기:방재관계법규, 방재CAD, 국가안전관리론, 소방기초공학, 사이버공간과 국가안보
2학기:글로벌 위험사회와 국가안보의 이해, 방재IT개론, 국가재난관리론, 전기안전공학개론

3학년

1학기:구조물안전공학, 화학안전공학, 국제안보론, 기계안전공학
2학기:산업안전공학, 사이버안전과 정보활동, 국가안전방재와 과학수사, 통합위기관리론

4학년

1학기:대규모 재난사례연구, 자연재난의 이해, 위험관리프로젝트, 재난대응 인명구조
2학기:통합재난대응프로젝트, 도시방재 및 계획, 지진방재공학

04. 학과특별프로그램 및 동아리 (& 취득자격증)
•학과특별프로그램 및 동아리 : 해외현장학습, 안전 필드트립, SNS특성화 동아리, 국가안전방재 학술제, 비전
코치 및 케어프로그램, 지역사회 봉사활동, 리더십 강화프로그램, 기타 안전방재관련 동아리 활동 등을 통하여
취업역량을 강화하고 창의성과 협동심 등을 가진 실무 능력형 인재를 양성할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으며
프로그램은 대부분 국비로 운용되고 있습니다.
•취득 자격증 : 재난안전관리사, 산악인명구조, 시설물 안전관리사, 인명구조 전문요원, 소방설비기사 등을
비롯한 안보, 치안, 소방, 및 건설분야 관련 다양한 전문 자격증 취득이 가능합니다.

05. 졸업 후 진출분야
국가안전분야의 공무원(안전방재직, 경찰직, 소방직, 군장교 등), 안전방재분야의 대학원·연구소·교육기관, 방재
분야 엔지니어, 위기 서비스 관련 군무원, 기타 안전방재관련 유관기관 등의 진출이 가능합니다.

대전대학교 공과대학

01. 학과소개
신소재공학은 21세기 삶의 질적 향상을 추구하는 산업분야의 핵심소재를 연구, 개방하는 독립분야입니다. 또한
물리/화학, 전기/전자, 화공/생명, 컴퓨터/환경시스템, 건축/토목 등과 같은 다른 이공학 분야와 학문적으로 연계
하여 그 과학과 기술을 융합하고 구체적으로 실현하는 분야로서 중요성을 지니고 있습니다. 신소재공학은 물질의
조성과 그 조성에 의해 구조적으로 발전되는 소재의 물성을 이해하고 이를 기능화하고 융합하여 유용한 소자와
시스템을 개발하고 응용하기 위한 학문입니다. 따라서 신소재공학은 광범위하고, 복합적인 이공학 지식이 요구
되는 분야입니다. 본 학과에스는 전기전자, 에너지, 정보통신, 기계, 환경, 나노바이오 소재를 포함하는 산업재료
및 첨단과학 재료의 연구개발을 위해 재료과학적 기초 이론과 공학적 응용을 습득함으로써 산업체 및 연구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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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서 필요로 하는 재료 전문인을 양성하기 위해 설립되었습니다. 다양한 경험과 경륜을 지니고 있는 교수님과
체계적인 교육과정으로 해마다 수많은 재료 전문인을 배출하고 있으며, 명문 학과로써 발돋음하고 있습니다.

02. 어떤 학생에게 어울리나요?
현재 산업에 사용되고 있는 소재를 포함하여 미래 첨단 산업소재, 즉 반도체 소재, 디스플레이 소재, 에너지 소재,
이차전지 소재, 연료전지 소재, 환경친화 소재, 탄소 소재, 기능성 센서 소재, 자동차 소재, 항공기 소재, 건축용
소재, 나노바이오 소재 등에 대한 호기심과 관심이 많은 학생에게 적합합니다. 학문적으로 물리, 화학, 수학 등
기초과목에 대한 지식과 이를 활용한 재료공학지식에 관심 있는 학생에게 추천합니다.

03. 교육과정
1학년 물리학 2, 비전탐색, 캠퍼스멘토링
2학년 신소재공학개론 1·2, 기초신소재실험 1·2, 재료수학 1·2, 기초전자공학 1·2,, 재료전산, 재료역학, 재료물리화학
3학년

전기전자재료 1·2, 신소재공학실험 1·2, 재료열역학 1·2, 전자기학, 금속강도학, 세라믹공정, 재료분석학,
반도체재료, 전자세라믹스, 디스플레이재료공학

4학년

상평형상태도, 신소재특강, 기능성재료, 나노재료, 고급신소재공학실험, 박막공학, 센서재료, 신소재창업
비지니스커뮤니케이션, 창의적종합설계, 금속재료공학, 반도체공정

04. 학과특별프로그램 및 동아리 (& 취득자격증)
•영어스터디 : 영어 공부를 위한 스터디그룹입니다. 주 5일 2시간 운영합니다.
•FC가우스 : 건강을 증진하고 선·후배 간 친목을 도모하는 축구 동아리입니다.
•공모전 동아리 : 각종 공모전에 대비하여 정보를 공유하고 준비하기 위해 마련된 동아리입니다. 브레인스토밍의
장으로도 활용되고 있습니다.

05. 졸업 후 진출분야
21세기에 들어 산업은 부가가치가 높은 소재 부품을 직접 생산하고 제조하는 구조로 빠르게 탈바꿈하고 있으며,
정부 및 기업들은 차세대 먹거리 분야인 소재 부품 기술에 막대한 투자를 진행하고 있는 상황이며, 그에 따라
관련 소재 부품 업체도 급속도로 늘어나고 있습니다. 따라서 소재 부품 전공자에 대한 산업적 수요가 급속도로
켜졌으며 앞으로도 더욱 커질 것으로 전망됩니다.
본 학과 졸업 후 첨단산업 분야(반도체, 전자부품 소재, 에너지 소재, 나노바이오소재)의 기업, 정부 출연 연구소,
기술직 공무원, 공기업 등으로 진출할 수 있으며, 대학원에 진학하여 본 학과의 학문적으로 유사한 반도체공학,
나노공학, 디스플레이 공학, 재료공학, 전기·전자공학 분야를 전공할 수 있습니다. 앞으로 펼쳐질 첨단과학
사회에서는 정보기술, 에너지 기술, 나노바이오기술, 환경기술, 전문 인력의 수요가 급속하게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졸업 후 진로는 매우 긍정적입니다.

전화 042-280-2412
http://home.dju.ac.kr/materi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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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과학대학은 인간의 건강과 행복을 추구하는 첨단 보건의료과학을 교육하기 위해 특성화한 대학입니다. 우리
단과대학은 8개 학과, 즉 간호학과, 물리치료학과, 임상병리학과, 응급구조학과, 뷰티건강관리학과, 식품영양학과, 스포츠
과학부 내의 생활체육학과와 건강운동관리학과로 구성되어 있으며, 각 학과에는 중추적 역할을 담당할 인재를 양성하기
위해 대학원 석·박사과정과 부설연구소를 마련하여 깊이 있는 연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많은 우수한 졸업생들이 국내외
유수 기관 및 사회 각계 각층에서 활발한 활동을 하고 있으며, 밤 늦게까지 도서관과 연구실의 불을 밝히는 학생과 교수님
들의 노력으로 창의적이고 인간(생명)을 존중하는 보건의료 전문인을 육성하기 위해 그 역할을 다할 것입니다.

대전대학교 보건의료과학대학

01. 학과소개
대전대학교 간호학과는 1993년 대전지역 사립대학 최초로 설립된 간호학과로 본 대학 내에서도 우수학과로서
위상을 지켜 나아가고 있습니다. 1997년 1회 졸업생 38명을 배출한 이래 오늘날까지 총 1,360명의 졸업생을 배출
하였으며, 2000년에는 대학원 석사과정, 2002년에는 박사과정을 개설하였고, 이후 임상전문간호사과정(노인,
가정간호)을 개선하여 국내외 보건의료계의 주역으로 양성하고 있습니다. 2014년 8월 간호학과 공간 이전과 2015년
3월 보건의료과학대학으로의 편제 개편을 통해 간호학과는 제2의 도약을 위한 준비를 갖추고, 보다 나은 교육환경
조성을 통해 글로벌 시대에 대비한 창의적 전문직 간호사를 양성하기 위한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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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어떤 학생에게 어울리나요?
간호사에게 가장 필요한 정신은 타인에 대한 관심과 사랑, 비판적 사고입니다. 정신적, 육체적으로 가장 어려운
시간을 보내고 있는 환자들을 이해할 수 있어야 하며 사람의 생명과 직접 연관된 일을 수행하는 직업이기 때문에
생명을 존중하는 마음과 신중하고 책임감이 있어야 합니다. 또한 과학적인 근거를 갖고 간호행위를 조화롭게 적용할
비판적 사고를 갖고 있어야 합니다.

전화 042-280-2650, 2659
http://home.dju.ac.kr/nursing02

03. 교육과정
1학년

1학기:간호학개론, 성장발달, 해부학, 비전탐색
2학기:기본간호학, 생리학, 인간심리의 이해, 캠퍼스멘토링

2학년

1학기:기본간호학 및 실습, 간호과정, 건강사정 및 실습, 한방간호학, 병리학, 자기주도 리더십
2학기:기본간호학 및 실습, 성인간호학, 아동간호학, 임상연구방법론, 간호윤리와 전문직, 약리학, 의사소통

3학년

1학기:성인간호학 및 실습, 아동간호학 및 실습, 정신간호학, 한방간호학 실습
2학기:성인간호학 및 실습, 아동간호학 및 실습, 정신간호학, 여성건강 간호학, 지역사회 간호학
1학기:정신간호학 및 실습, 여성건강 간호학 및 실습, 지역사회 간호학 및 실습, 핵심간호 캡스톤 디자인

4학년 2학기:지역사회 간호학, 간호관계법규, 간호관리학 및 실습, 핵심간호 캡스톤 디자인, 종합간호 캡스톤
디자인, 노인간호

04. 학과특별프로그램 및 동아리 (& 취득자격증)
•BLS 자격증 취득 프로그램
•학생회 : 나이팅게일 선서식, 임상실습기념회 등 학생활동 전반에 관한 행사 및 활동 주관
•백의도약 : 학술 행사 및 학회지 발간
•편집국 : 간호학과 소식지(DJU Nursing Today) 발간
•아리랑 : 아리랑은 전통문화본과 공동체 문화형성이라는 목표아래 활동하는 풍물패 동아리입니다. 매년 개강
공연과 2학기 전수공연으로 두 번의 정기공연을 하고 있으며, 이 외에도 해오름식 고사와 OT 대동놀이 등
작은 공연으로 여러 가지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백제 로타렉트 : 로타랙트는 간호학과 봉사동아리로써 선·후배가 한 조가 되어 봉사활동을 펼치는 동아리로
매주 토요일마다 노인센터에서 봉사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백제 로타리클럽 3680지구’에 속해 있어
대외적으로 다양한 프로그램 참여 및 후원을 받고 있습니다.
•피온 : 피온은 간호학과 봉사동아리로 외국인복지관, 지적장애인센터에서 정기적인 봉사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파스칼 : 여섯 가지 치매예방을 하는데 도움이 되는 '건강수칙' 앞 글자를 딴 파스칼(PASCAL)은 치매를 예방
하는데 중점적인 활동하는 동아리입니다. 매주 토요일마다 양로원에 찾아가 치매예방수칙 및 운동법을 교육
하며 정기적인 봉사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대전광역치매센터와 연계하여 다양한 프로그램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NCF : NCF는 기독간호학생모임으로 “간호를 통하여 복음을 땅 끝까지”라는 사명을 가지고, 매주 소모임을
통해 기도와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또한 매년 방학 때마다 전국 기독간호사·간호학생 수련회를 통해서 선배
간호사 및 타교 학생들과 교류를 통해 기독간호사로서의 정체성과 나아갈 방향에 대해 배워가고 있습니다.

05. 졸업 후 진출분야
의료기관에서 임상간호사, 보건교사, 보건공무원, 산업장 간호사, 전문간호사, 조산사, 보험심사간호사, 교수, 연구원,
의료기 심사, 제약회사, 해외진출 등 다양한 분야에 진출하여 자신의 능력을 발휘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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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학과소개
대전대학교 물리치료학과는 대전 지역 최초의 4년제 대학 학과로써, 세계적인 기준에 부합하는 교과과정과 학사
관리, 그리고 대전대학교 부속 한방 병원의 최첨단 장비와 시설을 활용하여 최적의 교육여건을 구축하고 있습니다.
물리치료사로서 체계적인 의·과학 지식과 임상 현장에 적합한 물리치료 능력을 함양하고 전문적 인성을 갖춘
경쟁력 있는 보건의료 전문가를 양성하는 것을 교육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특히, 2012년부터 전국 최초로
대학원에 신경계, 정형도수, 스포츠 물리치료 3개 영역의 전문치료사 양성을 위한 석사과정을 개설하여 최고의
전문적 교육과정을 제공하고 전문적 치료사 양성을 위한 미래지향적 교육모델을 확립하였습니다.

02. 어떤 학생에게 어울리나요?
물리치료학과의 학습목표는 전문 이론과 과학 지식을 습득하여 현장성 있고 봉사 정신이 투철한 물리치료
전화 042-280-2290

전문가를 양성하는 데 있습니다. 이러한 우리 학과의 목표에 부합하다고 생각되는 학생들에게 어울릴 것입니다.

http://home.dju.ac.kr/physical

03. 교육과정
1학년 인체해부학 및 실습, 의학용어, 신경과학, 기능해부학, 비전탐색, 캠퍼스멘토링
2학년

신체진단학및실습, 인체생리학, 재활의학, 임상운동학, 물리적인자치료학및실습, 신경및심폐계진단학및실습,
보장구의지학및보조공학, 기초운동치료학
소아청소년재활학및실습, 정형도수물리치료학및실습, 노인재활학, 스포츠손상관리및실습, 응용운동치료학및실

3학년 습, 기능훈련및실습, 심호흡및순환계질환물리치료학및실습, 신경계질환물리치료학및실습, 연구방법론, 피부계
및기타질환물리치료학및실습, 근골격계질환물리치료학실습
근골격계물리치료임상실습, 신경계물리치료임상실습, 심호흡및순환계물리치료임상실습, 소아물리치료임상

4학년 실습, 스포츠물리치료임상실습, 물리치료캡스톤디자인, 근골격계임상물리치료학및실습, 신경계임상물리치료학
및실습, 보건복지법규

04. 학과특별프로그램 및 동아리 (& 취득자격증)
•피온(皮溫) : ‘따뜻한 마음을 입자’라는 뜻을 지닌 봉사 동아리입니다. 현재 38명 정도의 인원이 활동하는
물리치료학과의 대표 동아리로, 복지관과 연계하여 정기적으로 마사지부터 운동치료 프로그램을 제공합니다.
이외에도 다양한 견학과 선후배 간의 자체교육을 통하여 예비 물리치료사에게 필요한 자질을 갖추어 나가고
있습니다.
•SPT : SPT(Sports Physical Therapy)는 스포츠 물리치료 스터디 모임입니다. 마사지와 테이핑을 실습하고,
스포츠를 관람하며 선수들의 움직임을 분석합니다. 현장에서 활동하는 선배들의 모습을 보며 간접체험 기회도
가질 수 있습니다. (스포츠 마사지/테이핑 자격증)

05. 졸업 후 진출분야
•대학병원(고려대학교 안암병원, 충남대학교 병원, 동국대학교 일산병원, 건양대학교 병원, 가톨릭대학교 대전
성모병원, 대전대학교 천안 한방병원 등)
•스포츠 관련기관(국가대표 양궁팀, 진천 국가대표 선수촌, 두산베어스 야구팀, 선수촌병원 등)
•국책연구소(국립재활원 재활공학연구소, 한국기초과학지원연구원)
•사회복지시설(천안장애인복지관, 대전 서구 노인복지관)
•국가 공무원(지역인재 7급 중소기업청, 지역인재 7급 행정안전부, 산업안전보건공단, 경상북도 교육청
•근골격계 특화병원(하늘 스포츠병원 등)
•재활요양병원(유성 한가족 병원, 대전 웰니스병원, 백세요양병원 등)
•석박사과정(University of southern California, 대전대학교 대학원)

대전대학교 보건의료과학대학

01. 학과소개
임상병리학은 의학과 생명과학이 접목된 학문으로 인류의 건강증진을 목표로 인체에서 발생하는 각종 질병의
진단과 치료기술의 연구 및 개발에 중요한 의료정보를 제공하는 최신의학기술의 이론과 실기를 연마하는 임상
검사과학입니다. 즉 의학, 생명공학 및 생명과학분야 전반에 걸친 시대가 절실히 요구하는 미래지향적 첨단학문
이라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대전대학교 임상병리학과는 생명과학과 기초/임상의학에 특화된 교수진을 바탕으로
“최신지견에 맞추어 이론과 실기를 겸비한 미래사회가 요구하는 전문화된 「보건의료인」과 「의생명과학자」양성”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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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어떤 학생에게 어울리나요?
생명과학 및 의학 분야, 국립수사과학연구원의 연구원과 검시관 등 보건의료계열에 관심 있는 학생에게 추천합니다.
여러분의 보장된 미래를 위한 전문가로서의 첫발을 내딛는데 유익한 도움이 될 것입니다.

전화 042-280-2901
http://home.dju.ac.kr/biomedlab

03. 교육과정
1학년

1학기:의학용어, 비전탐색
2학기:인체해부학, 캠퍼스멘토링

2학년

1학기:일반미생물학실험, 분자생물학, 병리학 및 약리학, 체액검사학실험, 생화학, 인체생리학
2학기:임상미생물학실험, 세포생물학, 진단유전학실험, 조직학, 임상화학실험1, 임상신경검사학실습
1학기:면역학, 혈액학실험1, 임상화학실험2, 조직세포검사학실험1, 심전도검사학실습, 캡스톤디자인

3학년 2학기:병원미생물학실험, 혈청학, 혈액학실험2, 수혈의학실험, 조직세포검사학실험2, 폐기능 및 초음파
검사학실습

4학년

1학기:바이러스학, 혈액학, 임상연구방법론, 공중보건학 및 감염관리학, 실험동물학 및 실험
2학기:임상진핵생물학, 보건의료법규, 국제CRC특론, 임상병리학비즈니스커뮤니케이션

04. 학과특별프로그램 및 동아리 (& 취득자격증)
•중·고교학생들을 대상으로 하는 전공체험프로그램을 상시 운영하고 있습니다.
•캠퍼스멘토링 연계 동아리활동
- 실험동물연구회 : 의약품 및 건강기능성식품의 안전성 및 유효성평가 모델을 연구
- 자아미 : 문학 작품을 읽거나 공연을 감상하면서 문화소양 함양
- 임상생리연구회 : 친목을 바탕으로 진로상담 및 전공역량강화
- Bionews in English : 원서 읽기를 두려워하는 학생들을 대상으로 영어기사 등을 이용한 영어학습
•취득면허 및 자격증 : 임상병리사면허증, 위생사면허증, 방사성동위원소취급자 일반면허증, 실험동물기사 1급
자격증, 산업위생기사 1급 자격증 등

05. 졸업 후 진출분야
•의료기관 : 대학병원 및 종합병원 진단검사의학과, 병리과, 핵의학과, 임상생리기능검사실, 산업의학과(건강
검진센터), 의과대학 기초교실 (해부학교실, 미생물학교실, 전자현미경실), 수탁전문검사기관, 보건소, 검역소,
국, 공립기관
•의과학 분야 : 국립과학수사연구소, 임상연구소, 산업의학연구소, 국. 공립 및 정부출연연구소, 민간기업
연구소, 식품의약품 안전처, 국립보건원, 보건환경연구원, 건강관리협회
•생물산업 분야 : 제약회사 품질관리 (QC), 연구소 (대덕연구단지, 오창 및 오송 첨단복합의료단지, CRO 전문기관
•대학원 진학 : 일반대학원, 보건대학원
•기타 : 보험회사, 벤처기업(제대혈, 줄기세포, 체외수정), 실험동물회사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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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학과소개
최근 나날이 증가하는 대형 안전사고 및 인명재해 등에 의해 병원으로 이송 전 현장에서 가장 빠르고 신속한
응급처치를 시행하고 환자 이송을 담당할 수 있는 전문적인 응급의료 종사자, 즉 응급구조사 양성이 필요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대전대학교는 과학적이고 전문적인 이론 및 현장 실무 교육을 통해 국민 보건 향상과 사회발전에
이바지 할 수 있는 1급 응급구조사를 양성하고 있습니다. 대전대학교 응급구조학과는 최상의 교수진 지도 아래에
이론 및 응급의료현장교육을 통하여 문제 해결 능력이 강화된 전문 인력을 양성하고 있습니다. 전국의 주요 대학
병원 응급의료센터에서 이루어지는 의료센터실습과 대전권 지역의 소방서 및 119 안전센터에서의 구급차 동승
실습, 진료보조사(PA)실습 등을 통해 현장적응능력과 고도의 전문성 향상을 위한 교육을 실천하고 있습니다.

02. 어떤 학생에게 어울리나요?
진취적이고 활동적이며 탐구적인 학생과 차분하고 능동적인 학생들이 많은 경험을 할 수 있는 요건이 갖추어진
전화 042-280-2940
http://home.dju.ac.kr/emergency

학과입니다. 나의 작은 힘이 남에게는 큰 도움을 줄 수 있다는 봉사정신이 투철한 학생이 필요합니다. 따라서 자신감,
활동성, 긍정적 사고를 갖는 학생에게 어울리는 학과입니다. 무엇보다도 타인의 생명을 소중히 하는 것이 중요한
학과의 특성상, 그에 걸맞은 노력을 할 수 있는 학생에게 어울리는 과입니다.

03. 교육과정
1학년

1학기:해부학, 기본 응급처치학 및 실습, 비전탐색
2학기:비전설계, 생리학, 응급의학개론, 일반 응급처치학, 캠퍼스멘토링

2학년

1학기:응급환자 평가, 응급약리학, 응급환자 관리학, 의학용어, 전문 외상 응급처치학 및 실습 1
2학기:병리학, 심전도 개론 및 실습, 응급의료센터 임상실습 1

3학년

1학기:보건통계학, 산악구조 실습, 응급의료센터 임상실습 2, 전문 내과 응급처치학 1, 전문 심장구조학 및
실습, 소방학개론, 전문외상 응급처치학 및 실습 2
2학기:응급수혈과 수액 처치 및 실습, 특수 전문 응급처치학, 응급처치 시나리오 캡스톤디자인, 산부인과
응급의학

4학년

1학기:정신 응급의학, 응급의학 임상실습 3, 대량재해
2학기:응급의료 관계법규, 응급처치 실기평가

04. 학과특별프로그램 및 동아리 (& 취득자격증)
•FC프라임 : 남학생들의 축구 동아리로 선후배간의 친목을 도모하고 체력을 증진하여 매년 단과대 내에서 우수한
성적을 올리고 있습니다.
•DI : 학과 내 여학생의 단합과 학업에 대한 정보 교환 및 체력 증진을 위한 동아리입니다.

05. 졸업 후 진출분야
국가고시를 통하여 1급 응급구조사 자격증을 취득한 후 소방공무원(119구급대), 권역별 응급의료센터, 응급의료기관,
응급의료정보센터, 보건직 공무원, 응급처치교육센터, 응급환자이송센터, 의료기기업체, 병원 코디네이터, 산업장
의무실 및 건설현장, 기타 의료기관 관련 부서 등에 진출하여 병원 전단계 및 병원 단계 응급환자 관리 및 일반인의
건강 증진을 위해 활동하게 됩니다.

대전대학교 보건의료과학대학

01. 학과소개
유능한 미용인이 되기 위해서는 건강과 관련된 종합적 지식을 활용하는 능력을 갖춰야 합니다. 우리는 이를 위하여
전국 최초로 뷰티분야와 건강관리분야를 통합적으로 연결시켜 시대의 흐름을 선도하는 뷰티건강관리학과가 탄생
하였습니다.
우리는 뷰티 건강관련분야 전국 최고의 학과라는 자부심을 갖고 있으며, 건강한 사회를 만드는 뷰티 라이프
디자이너로 양성하려는 학과입니다. 육체적 아름다움과 정신적 건강, 사회봉사정신을 함께 갖춘 전인적 미용인을
함양하기 위하여 노력하고 있습니다. 또한 2004년 미용 중등교사 교직이수가 승인되어 미용 교육인 양성에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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힘쓰고 있습니다.

02. 어떤 학생에게 어울리나요?
•배움에 열정이 있으며 도전정신과 봉사정신을 함양한 학생
•우리 학과 관련 분야인 헤어디자이너, 피부관리사, 메이크업아티스트, 네일아티스트, 화장품 기획사 등을 목표로
정진하려 하는 학생
•교육계에 관심이 있어 뷰티 관련분야의 교육담당자가 되고 싶은 학생
•평소 미용 또는 건강관리에 관심이 있어 본격적으로 배워보고 싶은 학생

03. 교육과정
1학년

1학기:미용학개론, 보완 대체 요법, 비전탐색
2학기:피부미용(1), 피부 미용, 캠퍼스멘토링

2학년

1학기:공중 보건학, 발 관리, 생리해부학, 헤어미용1, 네일미용1, 메이크업1
2학기:요가명상(1), 헤어미용2, 네일미용2, 메이크업2, 피부미용(3), 화장품 성분학

3학년

1학기:요가명상(2), 메디컬스킨케어, 화장품 제조학, 헤어미용3, 메이크업3, 미용관리기기학, 미용교과논리 및
논술
2학기:미용경락관리, 아로마테라피, 미용예술 캡스톤 디자인, 헤어미용4, 화장품 창업과 마케팅 실무,
근육학, 예술상담 심리학, 미용 교과교육론

4학년

1학기:아유르베다, 음악치료, 화장품 창업과 판로개척, 미술치료1, 화장품 기획과 창업 캡스톤 디자인,
미용영양치료, 미용교과교재 연구 및 지도법
2학기:면역학, 미용교수법, 미술치료2, 심신테라피, 화장품 개발과 창업 캡스톤 디자인2,

04. 학과특별프로그램 및 동아리 (& 취득자격증)
•미용사 자격증
① 일반(헤어) : 헤어미용 1,2,3,4를 수업을 통한 헤어 기초 지식 및 심화과정 학습
② 피부 : 피부미용(1),(2),(3), 수업을 통해 자격증 과정 및 전문 에스테틱과정 학습
③ 네일 : 네일미용1,2 수업을 통해 자격증 과정 및 현재 샵에서 사용하는 아트기법 학습
④ 메이크업 : 메이크업 1,2,3 수업을 통해 자격증 패턴 및 분장 학습
•미용관련 민간자격증
① 요가명상 (1),(2) 이수 후 시험을 통해 요가 자격증 취득 가능
② 피부미용 수업 이수 후 시험을 통해 스웨디쉬 자격증 취득 가능
③ 발관리 수업 이수 후 시험을 통해 발관리 자격증 취득 가능
④ 미용경락관리 수업 이수 후 시험을 통해 홀리스틱 미용경락자격증 취득가능
⑤ 그 외에 교수님을 통한 대회 및 민간자격증 취득 가능

05. 졸업 후 진출분야
•전문점 : 헤어샵, 피부관리실 및 병.의원 관리실, 체형관리실, 네일아트전문점, 코스메틱전문점
•교육분야 : 교수요원(전문대, 기능대, 정규대학교), 미용관련 고등학교 교사, 미용관련학원강사, 각종문화센터강사
•화장품회사 : 미용연구분야, 교육강사, 마케팅분야, 미용제조연구분야, 전문관리사
•미용전문직 : 헤어디자이너, 피부관리사, 네일아티스트, 발관리사, 메이크업아티스트, 웨딩샵, 코디네이터
(방송국, 영화사, 의류업체, 이벤트사), 뷰티 샵매니져, 기타 프리랜서
•학업 : 유학 또는 대학원 진학
•각종 건강관리사업분야 : 요가센터, 헬스 센터, 명상수련실, 기타

전화 042-280-2390
http://home.dju.ac.kr/beau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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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학과소개
대전대학교는 1989년 종합대학교가 됨에 따라 건학이념인 국가발전·문화창조·사회봉사이념을 구현하고 혜화
이념인 생명존중을 실현하며 국가와 지역사회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식품영양학과를 신설하였습니다. 식품영양
학과에서는 식품과 영양에 관한 체계적인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학문적 연구에 종사할 인력을 양성하기 위해
식품학, 영양학, 조리 및 단체급식 교육과 영양관리를 담당할 영양사와 영양교사 자격 취득을 위한 교육, 식품
산업체 종사자 양성을 위한 교육, 외식산업 경영관리자 양성을 위한 교육 등을 이론교육과 실험실습으로 다양
하게 구성하고 있습니다. 또한 학교급식소, 산업체, 병원, 연구소에서의 현장실습을 통해 실무능력을 증진시킴
으로써 졸업 후 진로에 도움을 주고 있으며 21세기 지식정보화시대에 영양과학과 급식경영분야의 문제해결
능력을 키우기 위한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전화 042-280-2468
http://home.dju.ac.kr/food

02. 어떤 학생에게 어울리나요?
인간에 대해 애정이 있으며 식생활을 통해 인간을 건강하고 행복하게 하고자 하는 마음을 가진 인재, 배려와
봉사를 실천하고 능동적·진취적으로 자아실현하는 인재에게 어울립니다.

03. 교육과정
1학년

1학기:식생활과 문화, 식품학, 비전탐색
2학기:영양학, 유기화학 및 실험, 한국조리 및 실습, 캠퍼스멘토링

2학년

1학기:영양생리학, 조리원리, 영양생화학Ⅰ, 서양조리 및 실습
2학기:고급영양학, 식품화학 및 실험Ⅰ, 영양생화학 및 실험Ⅱ, 공중보건학, 외식창업과 마케팅

1학기:식품미생물학 및 실험, 식생활관리 및 실습, 식품화학 및 실험Ⅱ, 임상영양학, 지역사회영양학, 생애
주기영양학
3학년
2학기:단체급식 및 실습, 식품가공 및 저장학, 식품위생학, 실험조리 및 실습, 영양판정 및 실습, 식사요법 및
실습

4학년

1학기:식품영양창의적종합설계, 발효식품학, 영양교육과 상담실습, 외식산업과 다량조리실습
2학기:급식경영학, 식품영양연구, 영양사현장실습, 노화와 영양

04. 학과특별프로그램 및 동아리 (& 취득자격증)
•프리 보스 : 전공연계 사회봉사를 통한 진로개발과 재능기부를 지향하는 연구 모임으로 보스는 변화와 새로운
경험이 시작되는 가장자리(on the Verge Of Something)라는 의미
•Red Heart : 따뜻한 심장으로, 무언가 의미심장한 일을 만들어 보고 싶은 심·순환계 질환 연구 모임
•H.O.F : 건강에 도움이 되는 식품 및 식생활에 대해 탐색하고 영양교육 및 영양상담을 경험하여 영양카운슬러
로서의 역량을 키우는 모임
•S weet SMARTs : 급식 영양사의 역량을 갖추기 위해 바람직한 목표를 세우고(Specific, Measurable,
Achievable, Realistic, and Time-limited) 따뜻한 마음을 나누며, 함께 목표를 실천해 나가는 모임.
•AWESOME : 급변하는 사회구조와 인구 구성 비율에 부응하는 식생활 형태에 대해 생각하는 모임
•펜타곤 : 식품영양학과의 축구동아리로 현재 40여명의 축구선수와 서포터즈로 구성되어 있으며 친선 경기와
친목 도모
•전공관련 국가 자격 면허 : 영양사 면허, 영양교사 자격, 임상영양사 자격, 보건교육사 3급 자격, 위생사 면허,
식품기사 자격

05. 졸업 후 진출분야
식품영양학 관련 자격면허로 영양사면허증, 교원자격증(2급 영양정교사), 조리사자격증, 식품기사 및 식품산업
기사 자격증, 보건교육사 자격증, 위생사 면허증, 환경기사 및 환경산업기사 자격증이 있으며, 해당 자격을 취득
하고 관련분야로 진출할 수 있습니다.

대전대학교 보건의료과학대학

01. 학과소개
생활체육학과는 21세기를 대비한 스포츠과학화와 생활체육의 저변확대에 기여할 수 있는 이론과 실기의 능력을
겸비한 건실한 체육인의 양성에 신설 목적이 있습니다. 저희 생활체육학과는 실질적이고 활발한 지도교수제를
운영하여 학생의 개개인의 발전을 위해 많은 지원을 추진하려 합니다. 특히 졸업제도를 점수제로 두어 12점 이상을
받을 수 있도록 하여 학생들에게 개개인별 적성에 맞게 자격증을 취득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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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
체육학과
Department of
Sports and Leisure Studies

02. 어떤 학생에게 어울리나요?
다양한 분야(생활체육론, 인체해부학, 수영, 테니스 등)를 포괄적으로 배울 의지가 있으며 적극성과 배우려는 의지
및 정신이 투철하고 실기과목과 이론수업에 대한 관심이 많은 학생에게 어울립니다.
전화 042-280-2910, 2920

03. 교육과정
1학년

휘트니스(1),(2) 테니스(1),(2), 수영(1),(2), 태권도(1),(2), 인체해부학, 생활체육론, 건강관리론, 체육측정평가, 체육
원리, 스키(1), 비전탐색, 캠퍼스멘토링

2학년

스포츠경영론, 뉴스포츠, 체육사, 야영및트레킹(1),(2), 인명구조, 볼링(1),(2), 합기도, 스키(2), 운동생리학, 배구,
농구, 스쿼시, 안전및심폐소생, 윈드써핑, 배드민턴
탁구, 스포츠마사지, 퍼스널트레이닝, 스포츠사회학, 운동처방학, 골프, 스포츠심리학, 생활체육캡스톤디자인,

3학년 배드민턴지도법, 정구, 스포츠행정학, 댄스스포츠, 체육통계학, 레크리에이션론, 유아체육, 학교체육, 운동역학,
골프지도법, 탁구지도법

4학년

스포츠교육학, 축구, 트레이닝방법론, 운동과학실험실습, 노인체육, 야외활동실습, 창업과현장실습, 종합레저
스포츠, 스포츠마케팅, 체육학연구법, 스포츠동작분석연구, 스포츠영양학, 스노우보드, 노인스포츠실습

04. 학과특별프로그램 및 동아리 (& 취득자격증)
•성인 및 청소년 국가대표들이 재학 중인 대전광역시 대표 대전대학교 체육부(검도, 복싱, 정구, 펜싱)는 종목별
국내 최정상의 기량을 지닌 선수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FC HERO : 축구 동아리이며 학생들이 축구의 실기적인 능력뿐만 아니라 생활스포츠지도사 자격증 혹은 심판
자격증을 취득할 수 있도록 많은 도움이 되는 동아리입니다.
•ATP : 농구 동아리이며 농구의 실기능력 뿐만 아니라 생활스포츠지도사 자격증 혹은 심판자격증을 취득할 수
있도록 많은 도움이 되는 동아리입니다.
•PLAY : 배구 동아리이며 배구의 실기능력과 이론적인 부분 모두 겸비하여 각종 대회에도 출전하여 좋은 성적을
거두는 동아리입니다.

05. 졸업 후 진출분야
본 학과의 교육과정을 이수한 학생은 체육 관련단체 및 각 종목별 협회의 실무자, 전문 스포츠지도사, 생활체육의
각 분야에 최고의 지도사 및 경영자, 실업팀, 관공서의 생활스포츠지도사, 대기업·호텔·리조트 등의 전문스포츠
센터 지도사, 스포츠매스컴 관련분야, 레져 및 레크리에이션 지도사, 스포츠마케터, 각 종목별 국내외 심판,
초·중등학교 체육 실기교사, 대학원 진학

http://home.dju.ac.kr/leisu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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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운동
관리학과

01. 학과소개
우리 건강운동관리학과에서는 이론과 실기를 겸비한 우수한 교수진을 갖추고 있으며, 건강과 운동에 관한 체계적인
교육에 중점을 두었습니다. 전문 인력을 양성하기 위해 여러 커리큘럼을 신설하여 이론교육과 실습으로 건강한
사회를 만드는데 목적을 두어 학과의 교육과정을 성실히 이수하기만 하면, 자신의 꿈을 펼칠 수 있도록 마련
하였습니다.

Department of
Health Exercise Science

02. 어떤 학생에게 어울리나요?
건전한 정신과 건강한 육체를 소유한 학생, 리더십이 강한 학생, 봉사정신이 강한 학생, 운동에 소질이 없더라도
건강운동에 관심이 있는 학생이라면 건강한 사회를 만드는 건강운동관리학과에 지원할 충분한 요건을 갖추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전화 042-280-2910, 2920
http://home.dju.ac.kr/leisure

03. 교육과정
1학년

인체구조와기능, 저항운동과유산소운동(1),(2), 스포츠과학개론, 캠핑, 스포츠지도사특강, 요가와필라테스,
건강교육론, 스포츠의학용어, 캠핑지도법, 스포츠안전사고, 재활마사지, 비전탐색, 캠퍼스멘토링

2학년

기능해부학, 스포츠영양학, 발육발달과운동, 운동생리학(1),(2), 운동처방론, 심폐소생및응급처치, 파트너십
트레이닝, 근골격질환과운동, 운동생리학(2), 트레이닝방법론, 재활동작측정및평가, 심리운동학, 그룹엑서사이즈

3학년

질환별식이요법, 건강관련체력트레이닝, 건강캡스톤디자인, 보건통계학, 운동역학, 운동부하검사, 심전도,
운동생화학, 운동부하검사및프로그램작성, 운동심리요법, 건강체력측정평가, 소도구운동, 선수트레이닝

4학년

질환별운동처방, 심전도해석및평가, 임상현장실습(1), 운동상해, 병태생리학, 수치료, 운동손상및재활, 체육학
연구법, 임상현장실습(2), 스포츠경영및벤처창업, 근관절기능검사

04. 학과특별프로그램 및 동아리 (& 취득자격증)
•Physical : 건강운동관리학과의 헬스동아리로 보디빌딩 대회준비 및 생활스포츠지도사, 건강운동관리사, 운동
처방사 등 자격증 취득에 대한 정보를 공유하고 실습하며 함께 땀 흘리며 공부하는 동아리
•공체 : 대한운동사협회, 건강운동관리사를 준비하는 동아리이며, 공부하는 체대생이라는 뜻을 지니고 있고,
체육학과에 대한 편견을 깨기위해 지식과 실력을 겸비한 체대생이 되자는 의미로 만든 동아리이다.
•DKC : 스포츠지도사와 운동해부학(kinesiology)을 주로 공부하는 스터디이며, 공부의 방법을 잘 모르는
신입생들 위주이고 뜻은 스포츠과학부(건강운동관리학과, 생활체육학과)학생들이 운동뿐만 아니라 개인의
궁극적인 목표와 자신의 꿈을 설계하기 위해 다양한 스포츠지도사 자격증을 취득하며 최종목표인 건강운동
관리사를 향해 나아가기 위한 디딤판 역할을 하며 공체와 연계하여 선·후배 간 지식을 공유하고 같이 운동도
할 수 있는 완벽한 환경을 만들기 위한 스터디 그룹입니다.

05. 졸업 후 진출분야
교육과정을 이수한 학생은 전문자격증을 취득하여 건강운동관리사, 각 종목별 생활스포츠지도사, 노인스포츠
지도사, 임상운동사, 선수트레이너, 퍼스널트레이너, 스포츠관련 연구소, 프로팀 선수재활, 보건소 및 병·의원
의료기관, 유소년스포츠지도사, 장애인스포츠지도사, 한국체육과학연구원, 청소년 연구원, 대학 체육연구소, 체육
관련 학회, 대학원 등

한의과
대학
College of
Korean Medicine
062

한의예과

대전대학교 한의과대학은 국가발전·문화창조·사회봉사의 건학이념에 따라 1981년 교육부 인가를 받아 구성원 모두의
열정과 헌신으로 30여 성상을 지낸‘장년 한의대’
입니다. 한의과대학은 최고의 한의학 교육기관으로 성장하고자 혼신의
노력을 경주하고 있습니다. 과거 학문이 한 방향, 단독으로 발전했다면 지금은 학문간의 영역과 벽이 허물어지고 융합·통합
되고 있습니다. 한의학도 예외는 아닙니다. 시대적 요구에 의해 한의학도 변모하고 있습니다. 이에 우리 한의과대학은
인격과 윤리, 전문성을 갖춘 참 의료인 배양을 위해 교육과정을 개편하였고, 첨단 시설 및 기자재 등 교육환경 인프라 구축
에도 힘쓰고 있습니다. 아울러 최고의 한의학 연구·임상기관이 되고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우수한 연구 인력을 확보
하여 한의학의 과학화·표준화·현대화에 앞장서고 있고, 대전·천안·청주 등에 4개 한방병원을 개설하여 중부권 최대의
한방의료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의과대학은 끊임없는 변화와 개혁을 통해 한의학계를 이끌어 나갈 우수한
인재 육성과 국민의료, 더 나아가 인류복지 증진에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많은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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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의
예과
Department of
Premedical Course of
Korean Medicine

01. 학과소개
학과 탄생 배경 : 대전대학교 한의예과는 1981년 대전대학교 설립자이신 한의사 고 지산 임달규 선생의 중부 지역
한의학의 요람으로서 국민건강에 기여하려는 큰 뜻에 부응하여 설립되었으며, 1988년 2월 첫 졸업생을 배출한
이래 전국적으로 한의원, 한방병원, 연구소 및 대학교 등에서 한방진료 및 연구를 통한 사회봉사와 한의학 발전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학과 특징 : 한의예과는 전통적인 동양사상을 계승하고 현대과학과 의학적 사상을 융합하는 특성과 의료인
으로서의 덕목을 익혀야하는 특성이 있습니다. 따라서 본 학과는 이에 적절한 교육 목표를 제시하고 한의학 임상
교과목을 운영하면서 현대적인 의료지식체계와 접목함으로써, 전통적인 한의학의 이론을 계승 발전시키면서
폭넓은 의학배경에 기초한 창조적인 학문을 추구하고 있습니다.
학과 발전사 : 1982년 본 대학부속 한방병원을 개원하였고, 1991년에는 천안한방병원, 1992년 청주한방병원,
그리고 2004년에는 대전 둔산한방병원 등을 설립하여 학생들의 임상실습을 효과적으로 수행하는 교육병원

전화 042-280-2602
http://home.dju.ac.kr/medicine

으로서의 역할과 중부지역 국민의 건강을 책임지고 있습니다. 또한 본 학과는 1983년 대만 중국의약 대학과
자매결연을 시작으로 중국의 요령중의학원, 남경중의약대학, 호묵중의약대학, 상해중의약대학, 천진중의약대학
등과 자매결연을 하고 있으며, 매년 일정수의 학생들을 자매학교에 파견하여 국제교류에 이바지하고 있습니다.

02. 어떤 학생에게 어울리나요?
•한의학은 학문적 속성상 의학의 범주에 속하나 치료방법에 있어 인간 개개인의 체질적 특성 등을 고려하기
때문에 이과적 기본지식은 물론 인문학적 소양을 갖춘 학생이 적합합니다.
•훌륭한 한의사가 되기 위해서는 인간애가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남을 배려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인성을 갖춘
학생들을 환영합니다.

03. 교육과정
예과

1 일반한문, 한의학개론, 생물, 화학, 미생물, 기초의학입문, 비전탐색, 캠퍼스멘토링
2 한방생리학및실습, 원전학, 의학사, 양생학, 생화학, 양방생리학및실습, 해부학및실습, 조직학
1 본초학및실습, 병리학및실습, 경락경혈학및실습, 양방병리학및실습, 약리학, 비전탐색, 캠퍼스멘토링

본과

2 방제학및실습, 진단학및실습, 예방의학및실습, 상한론, 온병학
3

간계내과학, 심계내과학, 비계내과학, 폐계내과학, 신계내과학, 부인과학, 소아과학, 외관과학, 침구학, 추나
의학, 사상의학, 한방재활의학과학, 신경정신과학, 영상의학, 임상병리학, 진단의학

4 임상실습, 보건의료법규, 병원관리학

04. 학과특별프로그램 및 동아리 (& 취득자격증)
•Acoustic Herb : 연주동아리

•CMF : 한국누가회, 신앙동아리

•품(FOOM) : 한의학 학습동아리

•TOMS : 스키동아리 •PULSE : 농구동아리 •계명 : 원전학술동아리 •광축 : 축구동아리 •길벗 : 진료
모임 •디딤컴 : 전산관련 컴퓨터동아리 •보륜 : 의료봉사동아리 •본초 : 본초학술동아리 •원정회 : 의료
봉사동아리

•의침회 : 경락,침구학술동아리

•인청 : 의료봉사동아리

•편집국 : 한의대 언론자치기구

•한길 : 의료봉사동아리 •한음 : 클래식기타동아리 •해구신 : 야구동아리 •황제 : 락음악동아리

05. 졸업 후 진출분야
다수의 졸업생은 개업, 한의원 취업 등 임상분야를 선호하고 해당분야로 진출하고 있으나, 한방병원의 수련의,
대학원, 기초의학조교, 연구기관 취업 등 다양한 분야로의 진출이 해마다 활발해지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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