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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 학과안내

강동대학교가 자랑하는
최첨단 교육혁신 공간

3D 프린팅 드론 첨단 교육장

치위생과 구강건강증진센터 간호학과 시뮬레이션실

실용무용과 안무연습실 FAB CAFE

변
화
와

 도
약을

 실현
하는

강
동대

학교
!

안경광학과 안기능검사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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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텔조리제빵전공 실습실

경찰행정과 모의사격장 웰니스센터 신축기숙사 휴게실

사회복지과 실습실 레저스포츠과 골프연습실

물리치료과 진단평가실습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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젤라또스쿨

유아교육과 모의유치원

수소에너지전공 실습실

만화애니메이션콘텐츠과 실습실

소방안전과 실습실

실용음악과 실습실

전기전공 실습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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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
과

안
내

안과병원(강남하늘안과, 압구정성모안과 등)과 산학협력체결로 졸업과 동시에 원스톱 
취업프로그램 운영, 국내 최대안경체인 (다비치안경, 글라스바바안경, 렌즈미, 안경매
니저 등) 및 다국적 기업(존슨앤존슨, 칼자이스, 쿠퍼비전 등)과 100% 취업이 보장되
는 취업약정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2022학년도 입시결과

모집시기 전형 경쟁률 평균등급 최저등급 수능평균등급

수시1차 일반전형 2.4 4.4 7.0

수시2차 일반전형 3.0 5.2 8.0

정시1차 일반전형 0.6 6.3 7.8 5.3

2021년 취업률

64%

3년제 입학정원
40명

학과장｜이상철 010-6475-8237
교육지원실｜043-879-3034

안경광학과



학
과

안
내

치위생과는 치위생 전공 학문을 토대로 구강보건전문 인재 「치과위생사」를 양성하는 
학과입니다. 디지털 기반 학습 교육 및 4차산업시대의 최신 기자재 활용과 교내 현장미러
형 첨단실습실(구강건강증진센터, 마네킨 시뮬레이션실습실, 방사선실, 구강보건교육실
습실 등)을 갖추고 있으며 1차적으로 교내에서 치위생분야 전공지식과 실습교육을 실시
한 후 2차적으로 산학연계된 현장임상실습 기관을 통해 임상실습을 실시합니다. 
현장중심 핵심역량기반 교육과정을 이수하고 치과위생사 국가시험을 통해 면허증을 취
득하게 됩니다. 또한 전공심화 교육과정을 운영하고 있으며 전공심화과정 이수 후 4년제 
대학과 동일하게 학사학위를 수여받게 됩니다.

2022학년도 입시결과
모집시기 전형 경쟁률 평균등급 최저등급 수능평균등급

수시1차
일반전형 7.9 5.0 6.0

대학자체기준 1.1 5.5 6.1

수시2차
일반전형 11.5 5.5 6.6

대학자체기준 1.1 5.1 6.0
정시1차 일반전형 1.9 6.1 7.5 4.7

2021년 취업률

87%

3년제 전공
심화

입학정원
83명

학과장｜최규영 010-6483-5454
교육지원실｜043-879-3034

치위생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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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
과

안
내

2022학년도 입시결과
모집시기 전형 경쟁률 평균등급 최저등급 수능평균등급

수시1차
인문계고 9.4 4.3 5.1
특성화고 23 2.2 2.9
지역인재 4.5 4.9 5.8

수시2차
인문계고 27.9 3.9 4.4
특성화고 29 2.9 3.1
지역인재 3.9 5.4 6.4

정시1차
일반전형 44.5 4.5 5.2 4.3
지역인재 2.3 6.1 6.8 4.6

임상 경험이 풍부한 우수한 교수진이 양질의 교육에 열정을 쏟고 있으며 전담교수제를 통
하여 학생 개개인을 헌신적으로 지도하고 있습니다.
간호교육인증을 획득한 4년제 교육과정을 통하여 전공과 교양, 교과와 비교과를 아우르
며 국민건강을 책임지는 우수한 간호사를 양성하고 있습니다.
실제 병원 환경을 구현한 최첨단 실습실과 기자재를 활용하여 실습하며, 원하는 시간에 
실습을 지도받을 수 있는 자율실습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2021년 취업률

90%

4년제 입학정원
98명

학과장｜이경주 010-6559-5210
교육지원실｜043-879-3426

간호학과
교직
이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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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학년도 입시결과
모집시기 전형 경쟁률 평균등급 최저등급 수능평균등급

수시1차
인문계고 9.2 4.1 4.9
특성화고 15 2.9 3.3

수시2차
인문계고 16 4.2 4.8
특성화고 20 3.2 3.5

정시1차 일반전형 65 4.1 5.0 4.2

물리치료과는 근거 중심의 전문화된 이론과 실무에 대한 지식을 습득하여 근골격계, 신경
계 및 노인물리치료, 스포츠 물리치료, 소아 물리치료, 심폐물리치료의 임상 중심적인 전
문인을 양성하도록 교육하고 있으며, 환자를 치료함에 필수적인 인성교육을 통하여 이 시
대가 요구하는 치료기술과 인술을 겸비한 전인 교육을 철저히 실시하고 있습니다.

2021년 취업률

92%

3년제 전공
심화

입학정원
40명

학과장｜김지혜 010-9016-6882
교육지원실｜043-879-3034

물리치료과

학
과

안
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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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이론과 실무 위주의 현장교육, 산·학 연계교육 및 다양한 자격 취득 등 보건의료지식 
및  첨단 보건의료정보기술을 효과적으로 접목하여 보다 더 수준 높은 보건의료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의료정보·병원행정 분야의 고급전문인력을 교육하고 양성합니다.

2022학년도 입시결과

모집시기 전형 경쟁률 평균등급 최저등급 수능평균등급

수시1차 일반전형 3.0 5.6 7.6

수시2차 일반전형 5.0 7.2 7.2

정시1차 일반전형 0.1 5.9 7.1 5.1

2021년 취업률

54%

2년제 입학정원
30명

학과장｜이동희 010-6250-4287
교육지원실｜043-879-3446

보건의료행정과

학
과

안
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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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
과

안
내

경영·회계·세무, 부동산, 온라인쇼핑물 제작·운영 등 창업에 필요한 교과목을 실무사례 
중심으로 교육하여 창의적인 인재를 육성합니다. 3·4학년을 위한 야간 학사학위 전공
심화과정(창업경영학과)을 운영하고 있으며, 직장인을 위한 성인재직자 반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2021년 취업률

86%

2년제 전공
심화

입학정원
40명

학과장｜김영일 010-6202-3325
교육지원실｜043-879-3466

창업경영과(야)

2022학년도 입시결과

모집시기 전형 경쟁률 평균등급 최저등급 수능평균등급

수시1차 일반전형 1.6 5.7 8.0

수시2차 일반전형 2.7 5.3 6.0

정시1차 일반전형 1.8 3.9 3.9 5.5[전공심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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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차 산업혁명 시대에 적합한 인성과 창의성을 갖춘 현장 실무형 교사 양성을 위해 전
공 교과, 다양한 전공동아리, 자격증 연계 비교과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맞춤형 교육과
정으로 매년 우수한 교원을 배출하고 있으며, 이러한 성과로 교육부 주관 교원양성 기
관평가에서 매회 우수한 유아교육과로 인정받고 있습니다.

2021년 취업률

81%

3년제 전공
심화

입학정원
40명

학과장｜김미진 010-5274-8528
교육지원실｜043-879-3421

유아교육과

2022학년도 입시결과

모집시기 전형 경쟁률 평균등급 최저등급 수능평균등급

수시1차
일반전형 2.1 5.9 7.6

대학자체기준 0.4 4.1 4.1

수시2차 일반전형 4.1 5.3 6.4

정시1차 일반전형 0.3 5.6 7.2 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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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
과

안
내

경찰학, 행정학, 형사법, 수사, 자치경찰, 경찰행정법, 경찰체육, 경찰무도 등 경찰행정 
업무수행에 필요한 기초지식 및 관리실무능력을 배양해 국가 및 지역사회에서 필요로 
하는 창의적이고 성실한 경찰행정전문인을 육성하고 있는 학과입니다.

2022학년도 입시결과

모집시기 전형 경쟁률 평균등급 최저등급 수능평균등급

수시1차 일반전형 1.6 5.9 6.9

수시2차 일반전형 3.0 6.0 6.1

정시1차 일반전형 0.4 6.2 7.2

2021년 취업률

50%

2년제 입학정원
30명

학과장｜정상완 010-3349-9977
교육지원실｜043-879-3466

경찰행정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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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
과

안
내

국민의 건강 및 레저문화 욕구가 높아지고 있는 시대적 요구에 부응하기 위해 우리 학
과는 다양한 레저스포츠 수요에 대한 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는 이론적 전문지식과 실
기능력을 겸비한 우수한 레저스포츠전문 인력 양성을 목표로 하며, 철저한 학사관리를 
통해 편입학과 더불어 취업에 역점을 두는 현장리더형 인재를 육성하는 미래지향적인 
학과입니다. 

2021년 취업률

50%

2년제 입학정원
30명

학과장｜김옥현 010-4114-8552
교육지원실｜043-879-3466

레저스포츠과

2022학년도 입시결과
모집시기 전형 경쟁률 평균등급 최저등급 수능평균등급

수시1차
일반전형 2.4 5.7 6.9

대학자체기준 0.3 8.0 8.0

수시2차
일반전형 6.8 6.2 7.3

대학자체기준 1.0 5.0 5.1
정시1차 일반전형 0.8 6.6 8.0 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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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
과

안
내

각 전공별 실기 수업과 악전 및 화성학, 컴퓨터 음악 제작, 실용음악 제작과정, 앙상블 
등의 뮤지션이 되기 위한 전문적인 수업이 교육과정으로 있으며, 비교과 프로그램을 
통한 음악 관련 자격증 취득이 가능한 학과입니다.

강동대학교 실용음악과는 음악 안에서의 역할에 따라 3개의 전공으로 나뉘며, 각각 3
개의 전공 안에 세부적인 전공이 있습니다.

1. 스테이지 아티스트 전공 :  음악 안에서 메인이 되는 (가창을 위주로) 본인만의 감성을 표
현하는 아티스트 전공이며, 세부전공으로는 (보컬, 싱어송라이터) 가 있습니다.

2. 뮤직 퍼포먼스 전공 : 음악 안에서 전체적인 음악 색깔을 이끌어갈 수 있는 (악기 연주 위
주의 퍼포먼스) 전공이며, 세부전공으로는 (건반, 기타, 베이스, 드럼, 그 외 악기) 가 있습니다.

3. 뮤직 프로덕션 전공 :  작곡, 작사, 편곡을 포함하여 컴퓨터음악 및 사운드디자인 까지 
(전반적인 음악 제작)를 하는 전공이며, 세부전공으로는 실용음악작곡, 사운드디자인&음
향, 컴퓨터음악가 있습니다.

2021년 취업률

100%

3년제 전공
심화

입학정원
60명

학과장｜이화 010-3593-9394
교육지원실｜043-879-3863

실용음악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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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
과

안
내

강동대 “실용무용과“는 실용무용 위주의 실기교육을 중심으로 학습하고 창작하며 연
구함으로써 시대를 이끌어갈 재학생 개개인에 맞는 전문 영역을 찾아 졸업 후 대중문
화예술산업에서 전문가로서 임할수 있는 발판을 마련해주는 것을 실용무용과의 궁극
적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2년제 입학정원

30명

학과장｜박혜미 010-3251-4655
교육지원실｜043-879-3321

실용무용과

2022학년도 입시결과

모집시기 전형 경쟁률 평균등급 최저등급 수능평균등급

수시1차 일반전형 0.4 6.8 7.1

수시2차 일반전형 0.4 6.3 6.3

정시1차 일반전형 0.1 6.5 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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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최다 웹툰, 애니메이션 산업계 120개 이상의 가족회사와 연계하여 웹툰제작인력, 
애니메이션제작인력을 양성하고 있습니다. 학습자의 개성을 존중하고 창의력과 표현
력을 극대화시켜 콘텐츠 산업현장에 뛰어난 역량을 발휘할 수 있도록 지도하고 있습니
다. 지속적으로 변화하고 발전하는 만화, 애니메이션 콘텐츠 현장에 여러분의 꿈을 실
현하기 위해 뛰어난 교수진과 함께 즐거운 도전의 시간이 되길 바랍니다.

2022학년도 입시결과

모집시기 전형 경쟁률 평균등급 최저등급 수능평균등급

수시1차 일반전형 2.1 5.7 7.4 -

수시2차 일반전형 3 6.3 8 -

정시1차 일반전형 0.2 5.8 7.4 5.1

2021년 취업률

77%

2년제 입학정원
30명

학과장｜김종익 010-4587-8773
교수｜김한재 010-3226-7403

만화·
애니메이션
콘텐츠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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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학년도 입시결과

모집시기 전형 경쟁률 평균등급 최저등급 수능평균등급

수시1차 일반전형 - - -

수시2차 일반전형 1.2 5.4 5.4

정시1차 일반전형 0.1 6.0 6.8

취업중심의 산업맞춤형 실무인재를 양성하기 위한 컴퓨터그래픽, 브랜드아이덴티티, 
전자출판편집, 캐릭터 상품개발에서 모델링과 프린팅까지의 프로세스를 통한 전문화
된 융·복합 과정을 교육합니다. 디자인 감각 배양을 위하여 기본에 충실한 시각디자인 
커리큘럼으로 기초실력을 향상시키고, 다양한 매체로의 확장된 교과목을 통해 전문성
과 경쟁력을 고취합니다.

2년제 입학정원
30명

학과장｜노영화  010-4851-1888
교수｜고광준  010-8669-9951

시각프린팅
디자인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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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과는 다양한 사회복지기관과의 유기적인 협력을 통해 사회복지 현장 실무에 강
한 준비된 전문 사회복지사 양성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주간교육과정은 발달장애인 맞
춤형 교육과정을 개발하여 발달장애학생과 비장애학생의 통합교육과정을 운영하고 있
고, 야간 교육과정은 성인 맞춤형 사회복지 전문 교육과정을 개발 운영하고 있습니다. 특
히 전공심화과정은 사회복지의 분야별 심화된 세미나 교과운영과 사회복지사1급 대비반 
운영을 통해 졸업 후 전문 복지기관으로 취업할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하고 있습니다.

2년제 전공
심화

입학정원
70명

학과장｜김현기 010-5486-8895
교육지원실｜043-879-3466

사회복지과(주/야)

2022학년도 입시결과(주간)

모집시기 전형 경쟁률 평균등급 최저등급 수능
평균등급

수시1차
일반전형 10.2 3.3 3.4

대학자체기준 0.3 7.8 8.1

수시2차 대학자체기준 1.6 6.0 7.5

정시1차 일반전형 0.8 6.2 8.1 6.0

2022학년도 입시결과(야간)

모집시기 전형 경쟁률 평균등급 최저등급 수능
평균등급

수시1차
일반전형 0.4 4.2 4.3

대학자체기준 1.8 3.9 5.2

수시2차
일반전형 1.6 3.9 5.0

대학자체기준 2.0 5.3 7.0

정시1차 일반전형 2.0 5.5 6.2

2021년 취업률 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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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학의 기본가치인 인간의 존엄성과 자유,평등,정의를 실현하는 사회복지전문
가를 양성하는 학부입니다. 지역사회와 이웃의 문제를 함께 고민하고, 인간으로서 자
신의 성장은 물론 사회적 가치를 추구하는 사회인 양성을 위해 사회복지관련 전문지식
을 습득할 수 있습니다. 또한 확대되고 있는 사회복지관련기관에 취업 및 창업이 가능
한 학위 및 국가가자격증(사회복지사2급) 을 취득할 수 있기 때문에 사회에 봉사하며 
안정된 노후를 설계할 수 있는 기회의 학과입니다.

학과장｜류미령 010-8867-9999
교수｜오승하 010-7744-4628

글로컬
사회복지학부

2022학년도 입시결과

모집시기 전형 경쟁률 평균등급 최저등급 수능평균등급

수시1차
대학자체 0.1 6.5 8.1

고른기회 0.4 4.2 6.7

수시2차
대학자체 0.4 5.5 5.5

고른기회 3.5 4.8 7.3

정시1차 일반전형 0.3 7.2 8.1

2년제 전공
심화

입학정원
180명

사회복지전공 : 복지국가에 꼭 필요한 사회복지전문직을 양성하는 학과입니다.
노인복지전공 : 고령화시대 노인복지전문가를 양성하는 학과입니다.

전공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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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과는 디자인, 건축시공, 리모델링 등 분야별 특화 운영으로, 교과과정의 통합적 운
영과 심화과정을 통하여 학생 스스로 적합한 세부 전공을 선택할 수 있도록 운영하고 
있습니다. 졸업 후 취업을 전제로 하는 해당전문가의 강의 및 현장실습교육을 중심으
로 진행하며, 1인 1자격증 이상 취득 후 졸업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2021년 취업률

70%

3년제 입학정원
40명

학과장｜정은호 010-3778-4018
교육지원실｜043-879-3446

건축과

2022학년도 입시결과
모집시기 전형 경쟁률 평균등급 최저등급 수능평균등급

수시1차
일반전형 3.0 5.9 5.9

대학자체기준 0.5 3.3 5.2

수시2차
일반전형 15.0 4.8 7.1

대학자체기준 2.0 4.6 7.4
정시1차 일반전형 1.0 6.7 7.7 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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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단 교육시설과 우수한 현장 실무교육을 바탕으로 현대사회의 각종 화재 및 재난재해로부터 국민의 생
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화재 예방 및 진압, 구조구급의 직무를 수행하는 소방공무원과 대기업 및 중소기
업, 민간시설 등의 화재 및 재난을 예방하는 소방 방재요원 등 소방산업 분야의 핵심 인재를 양성합니다.

소방산업분야 핵심인재양성

소방안전전공

안전관리자2급, 소방설비산업기사(전기/기계분야)

취득자격증

소방공무원(특채, 공채), 방재안전직공무원, 소방안
전교육사, 대기업·중 소기업 및 공공기관 등 기업의 
소방안전관리자

주요 취업처

2년제

소방전기에너지학부
소방전기에너지학부는 첨단 교육시설과 우수한 현장실무교육을 
통해 성인ㆍ재직자를 대상으로 소방산업 분야의 핵심인재, 전기
전문 기술인, 수소에너지 전문가 양성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성인·재직자를 대상으로 전기관련 자격증을 취득할 수 있는 수요자 중심의 교육과정을 운영하고 있
습니다. 전기분야의 체계적인 이론과 실기를 바탕으로 맞춤형 교육을 통하여 전기산업 기술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기술역량을 강화하여, 국가와 지역사회에서 필요로 하는 창의적이고 성
실한 전기전문 기술인을 육성하고 있습니다.

전기분야에필요한 실무 인재 양성

전기전공

전기산업기사, 전기공사산업기사, 신재생에너지발
전설비(태양광)산업기사, 소방설비산업기사, 전자
산업기사

취득자격증

전기설비업체, 태양광발전소업체, 전기공사업체, 전
기자동차업체, 전기부품제조업체, 전기공사업 창업, 
전기전력 공사기관

주요 취업처

친환경 미래 에너지인 수소 관련 전문가 양성을 위해 고압가스와 시설관리를 기반으로 다양한 학문
을 융합하여 가스장치 및 기기와 가스공학, 가스설비, 가스안전관리, 가스계측, 시설관리를 위한 관
련 프로그램 등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수소 생산부터 수소를 이용하는 다양한 
응용 시스템에 대한 이론 및 다양한 실습을 실시하여 수소에너지관련 기관과 관련 산업체, 수소충전
소 등 현장에서의 요구하는 실무 능력을 갖춘 수소 전문가의 양성을 목표로 한다.

수소에너지분야 핵심인재양성

수소에너지전공

가스기능사, 가스산업기사, 에너지관리산업기사,           
배관산업기사, 산업안전산업기사, LPG충전소 시설
안전관리사

취득자격증

도시가스업체, 수소충전소, 고압가스 관련업체,
한국가스공사, 한국가스안전공사 등의 기술직,
소방직 및 공업직렬의 화공분야 공무원

주요 취업처

학과장｜임재근 010-3705-5722

학과장｜김귀주 010-3399-7272

학과장｜김재진 010-3444-17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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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년제

평생직업스마트학부
평생직업교육의 다양한 수요 계층에 대한 교육기회 보장, 직업교
육의 특성 및 학생의 재능과 열정을 살릴 수 있도록 실무지향 교
육과정, 취·창업 프로그램 등을 통한 전문 인재를 양성합니다.

헤어, 네일, 이용, 피부, 메이크업의 미용실무 실습과 응용실습을 기반으로 미용실 관리 및 경영 그리
고 스킨 아트 등 다양한 창의적인 개발을 통해 수업의 질을 높이고 더 나아가 고난이도 수준의 미용
인으로 발전하여 취업과 창업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전문적이고 진취적인 뷰티 마스터를 양성, 졸
업 후에는 종합면허증으로 뷰티의 다양한 직종으로 취업과 창업이 가능합니다.

21세기형 글로벌 뷰티 리더 양성

뷰티미용전공

미용사(헤어), 이용사, 미용사(네일), 미용사(피부), 
미용사(메이크업), 두피관리사, 스타일리스트, 퍼스
널컬러 등

취득자격증

헤어디자이너, 피부관리사, 헤어&메이크업 아티스트
,미용실 창업 마스터

주요 취업처

성인재직자들이 다양한 스포츠 활동을 통해 건강은 물론, 다양한 스포츠 이론 및 실기, 실습능력 
배양 등을 통해보다 나은 미래를 설계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데 역점을 두는 미래 지향적인 
학과입니다.

실기능력과 이론을 겸비한우수한 스포츠지도자 육성

생활레포츠전공

스포츠지도사자격증 (생활, 전문, 노인, 유소년, 장애
인), 퍼스널트레이너자격증, 유아체육지도자자격증,  
스포츠재활 & 스포츠테이핑

취득자격증

트레이너(퍼스널, 선수, 병원재활), 스포츠지도사
  (생활, 전문, 노인, 유소년, 장애인분야), 유아체육지
도자, 스포츠강사 및 방과 후 강사(초·중·고등학교)

주요 취업처

소상공인, 농산물 생산업자를 위한 온라인 스마트 커머스 전문가 교육. 
요즘, 온라인에서 상품을 홍보하고 판매하는 스마트 커머스는 사업 성공의 핵심 요소가 되었습니다. 
우리 전공은 마케팅, 사진 촬영, 영상제작, 광고 홍보, 쇼핑몰 운영, 라이브 커머스까지 온라인 사업에 
필요한 전 과정을 초보자들도 쉽고 재미있게 학습할 수 있습니다.

스마트커머스, SNS홍보, 유튜브영상제작 전문가 양성

온라인영상홍보전공

온라인마케팅 전문가, 그래픽기능사, 디지털커머스
마케팅 전문가, 라이브커머스 전문가

취득자격증

스마트 커머스 전문가, 라이브 커머스 전문가, 1인 크
리에이터, 영상제작 및 사진 촬영 전문가, 온라인 마
케팅 전문가

주요 취업처

학과장｜이은주 010-2412-9397

학과장｜김옥현 010-4114-8552

학과장｜김응종 010-9984-6269

24 학과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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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
내첨단 교육시설과 우수한 현장 실무교육을 바탕으로 모든 실내공간을 아름답고 기능적인 공간으로 창

조하는 실내디자이너 양성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창조적으로 해결하는전문 실내디자이너 양성

인테리어디자인전공

실내건축산업기사,  실내건축기능사,  컬러리스트산
업기사, 건축기사, 전산응용건축제도기능사, 건축도
장기능사, 가구도장기능사

취득자격증

실내디자인 및 전시 디자인 회사, 건축 설계 사무 
환경 및 공공 디자인 회사, 가구디자인 회사 , 
무대 디자인 회사 등

주요 취업처

학과장｜조영준 010-5092-7283

학위를 따면서 자격증 취득 까지! 
사회복지 및 테라피 관련 전문인력 양성을 목표로 융합교육 과정을 운영하고 있으며 관련기관과 산
학협력을 통해 현장중심형 교육으로 실무에 강한 인재를 양성하는 학과입니다.
또한 만학도, 직장인, 발달장애인 대상 토요일 집중 수업, 발달장애인 수업 도우미 지원,  테라피 관련 
실기수업 진행 및 재료 무상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웰빙테라피관련 실무능력을 갖춘 전문인재 양성

웰빙테라피전공

미술심리상담사, 치매예방 지도사, 노인심리상담사, 
보석테라피, 홈패션지도사, 토탈공예 디자인 지도자 등

취득자격증

직업재활센터, 다문화가족지원센터, 병원, 예술테라
피 연계 전문지도 강사

주요 취업처

학과장｜남후남 010-4911-2553

기본조리이론 및 체계적인 실무위주의 교육 프로그램을 통해 전문지식과 현장실무를 연마하여 
급속도로 발전하는 외식문화의 주역을 담당하는 유능한 중견조리사와 제과제빵사를 육성합니다. 
실습비중이 높은 교과 과정으로 재학 중 관련자격증 취득에 도움이 되도록 적극 지원하며, 최신시
스템을 갖춘 환경에서 현장감 있는 실무실습을 통해 취업과 연계가 되도록 운영하고 있습니다.

외식문화의 주역을 담당하는 중견조리사와 제빵사 양성

호텔조리제빵전공

제과기능사, 제빵기능사, 한식조리기능사,양식조리
기능사, 중식조리기능사, 일식조리기능사, 복어조리
기능사, 떡제조기능사, 제과산업기사, 제빵산업기사, 
조리산업기사, 커피바리스타

취득자격증

 베이커리 전문점, 전문조리전문점, 식품업계 취업, 
전문학원, 창업

주요 취업처

학과장｜오명석 010-6242-7692

부동산학개론, 민법, 행정학, 도시행정, 복지행정, 지방자치, 재난관리, 갈등관리, 행정법 등 부동산행
정 업무수행에 필요한 기초지식 및 실전능력을 배양해 국가 및 지역사회에서 필요로 하는 창의적이
고 합리적인 부동산행정전문가를 양성합니다.

창의적이고 합리적인 부동산행정전문가 양성

부동산금융전공

공인중개사, 주택관리사, 경비지도사, 행정사, 
행관리사 등

취득자격증

국영기업체·정부투자기관·금융기관·일반기업체의 사
무직, 행정사, 선출직 공무원 등

주요 취업처

학과장｜정상완 010-3349-99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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