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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대학은 2015년 7월, 교육부 ACE사업(학부교육 선도대학 육성사업, Advancement of College Education)에 선정되어 

‘S-Life형 인재양성을 위한 청춘도약 프로젝트’라는 학부교육 모델을 통해 대학교육 내실화를 선도하고 있습니다.

학부교육 선도대학 육성사업(ACE사업) 선정

동북아시아의 꿈과 새로운 도전!

S-Life형 인재 양성을 위한

잘 가르치는 대학

교육부 대학구조개혁평가

최우수(A등급)대학 선정
여러분이 꿈꾸고 있는 희망찬 미래

국립 순천대학교가 함께 하겠습니다

동북아시아의 꿈과 새로운 도전!

미래를 대비하는

경쟁력 있는 대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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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사회와 함께하는

지역 특성화 대학

우리 대학은 2014년 7월부터 교육부 지방대학특성화사업(CK-1)에 선정되어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지역선도형 창의인재 

양성에 전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지방대학특성화사업(CK-1) 선정

동북아시아의 꿈과 새로운 도전! 동북아시아의 꿈과 새로운 도전!

지역의 세계화, 세계의 지역화를 이끄는

글로컬대학

우리 대학은 교육부가 시행한 ‘2016년 외국인 유학생 유치·관리역량 인증제(IEQAS)’를 획득하여 우리 대학 유학생관리시스

템의 우수함을 국내·외적으로 공인받았습니다. 이를 통해, 외국인 유학생 관련 정부 재정지원사업 지원 시 우대혜택 및 정부 

주관 각종 유학 관련 박람회 참가, 사증발급(VISA) 심사기준 완화 등의 다양한 혜택을 받고 있습니다.

교육국제화 역량 인증 획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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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북아시아의 꿈과 새로운 도전!

교육목적

학술의 이론과 응용방법을 교수ㆍ연구하고 유능한 인재를 양성하여 국가와 

인류사회 발전에 기여함

교시

眞理 
創造

교육목표

교양지식과 전문지식을 겸비한 인재 양성

세계화ㆍ정보화에 부합하는 가치관과 능력을 갖춘 인재 양성

건전한 시민의식과 지도적 인격을 갖춘 인재 양성

국가와 사회 발전을 선도할 수 있는 인재 양성

80여년의 전통을 기반으로 도약하는 대학

진리

창조

교육이념 및 목표
Ideals and Objectives of Education 

4대

목표

7대

전략

동북아시아의 꿈과 새로운 도전!

동북아시아의 꿈과  새로운 도전

소통과 혁신을 

통한 대학 운영

내실 있는 

교육과 창의적 

글로컬 인재양성

연구인프라 확충 

및 역량강화

복지가 든든한 

행복한 대학 건설

비전 
Vision

행정의 

효율화

교육의 

질 향상

연구지원 

강화

교직원 

복지향상

대학의 환경 변화에 대비한

생존 전략 수립

대학 재정 확충 및 

운영의 효율화

참여, 자율, 소통의

양성평등 공동체 실현

수요자중심 교육으로 

취업 경쟁력 강화

역량강화를 위한 시스템 개선과

연구 분야 지원 강화

환경변화에 따른

대외협력 및 홍보 강화

교직원 및 학생의 

복리 후생 향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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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세기 첨단 생명과학 산업 인력 양성

생명산업과학대학은 21세기 생명산업과 선진농업 발전에 필요한 유능한 전문인력 

양성을 목표로 농업생산의 과학화ㆍ선진화, 첨단 농업과학기술 개발, 농업자원의 

효율적 이용방안 등을 연구한다. 또한 생명과학과 관련하여, 현대 생물학의 연구기능을 

전문적으로 수행해 나갈 인재를 배출하고, 생물자원의 생산성 향상 및 환경보전과 생물

산업의 발달에 기여할 전문 인력 양성을 목표로 한다.

교육 목표

농림축산 식품분야의 재료를 생산 및 가공하여 부가가치를 창출하고, 농산물 

유통체계를 선도하는 인재 양성

농업관련 연구기관에서 종자개발, 농업생산기술 개발, 가공기술 개발 등의 

직무를 수행하는 전문가 양성

21세기 첨단 농업시설의 설계 및 운영을 할 수 있는 전문가 양성

웰빙자원학과

산림자원학전공(산림자원·조경학부)

조경학전공(산림자원·조경학부)

원예학과

식물의학과

식품공학전공(식품과학부)

식품영양학전공(식품과학부)

조리과학과

생물학과

생물환경학과

동물자원학과

산업기계공학과

한약자원개발학과

간호학과

농업경제학과

생명산업
과학대학

생명산업과학대학

| 종자(산업)기사·식물보호(산업)기사 

|  유기농업(산업)기사

| 농산물품질관리사 등

| 시설원예기사·토양환경기사 등

웰빙자원학과

웰빙자원학과는 미래의 식량산업 및 생명공학을 이끌어 갈 전문 인력을 양성하기 위하여 

작물 재배기술 개발ㆍ신품종 육성, 생명공학기법을 이용한 신기능성 작물 개발 및 유전자원 

증식ㆍ이용 등에 관한 연구와 교육을 담당한다.

교육 과정

우리 학과 교육과정은 재배학, 식용작물학, 작물생리학, 작물유전 · 육종학 등 기초학문 영역과 

생물공학개론, 식물조직배양, 종자학, 토양 · 비료학 등 응용학문 영역에 걸쳐 이론 교육뿐 

아니라 충분한 실험ㆍ실습이 이루어지도록 하고 있다. 

취업 · 진로분야

공무원

연구직 : 농촌진흥청, 도 농업기술원 및 산하기관

지도직 : 도 농업기술원 및 시 · 군 농업기술센터 외

기술·행정직 : 농림축산식품부, 농림축산검역본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국립종자원

시·군 농업직공무원 등

공공기관 및 기업 

기관 : 농어촌공사, 농수산식품유통공사 등

농협 : 중앙회 및 지역농협

기업 : 종묘회사, 농약회사, 제약회사, 국 · 내외농업관련연구소 및 다국적기업 등 

전문경영인 및 기타

농업경영인, 후계농업경영인  

http://wellbeing.sunchon.ac.kr

T 750-3210

SUNCHON
UNIVERS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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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명산업과학대학 생명산업과학대학

| 산림기사·산업기사

| 조경기사·산업기사

| 자연생태복원기사

| 자연생태복원산업기사 등

| 중등학교 정교사(2급,교직이수자)

산림자원학전공
(산림자원·조경학부)

숲과 사람, 그리고 환경

산림자원학은 산림이 가지고 있는 경제적 기능과 환경적 기능을 극대화하기 위하여 산림을 

효율적으로 조성, 관리, 이용하는 학문으로서 산림의 역할과 기능을 개발하고 지도할 전문인과 

과학자의 양성을 도모한다.

교육 과정

우리 학과 교육과정은 재배학, 식용작물학, 작물생리학, 작물유전·육종학 등 기초학문 영역과 

생물공학개론, 식물조직배양, 종자학, 토양·비료학 등 응용학문 영역에 걸쳐 이론 교육뿐 

아니라 충분한 실험ㆍ실습이 이루어지도록 하고 있다. 

취업 · 진로분야

기업 : 산림조합중앙회, 산림법인 및 기술사 사무소, 한국양묘협회, 펄프ㆍ제지회사, 목제회사 

공무원 : 국가직(산림청 및 산하기관), 지방직(서울특별시, 광역시, 시도군 산림과)

연구소 : 국립산림과학원, 국립수목원, 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 한국임업진흥원 등

자영업 : 조경수생산업 및 조경업, 임업후계자 및 벤처기업

임산물생산업, 공단, 협회 : 국립공원관리공단, 녹색사업단, 산지보전협회, 사방협회

특색 사업(프로그램)

Membership training, 소모임 및 학과 동아리

임업기능인훈련원 현장실습(자격증 취득 교육)

전문가 초청강연, 학과 관련 업체 현장실습

선배님 오신날(산림자원 총 동문회)

제주도 난대림 실습

지리산 종주 실습

낙우송의 손짓

http://forest.sunchon.ac.kr

T 750-3220

조경학전공
(산림자원·조경학부)

대지 위에 자연과 삶을 디자인하는 예술

조경학은 정원과 광장, 공원, 레크리에이션 시설, 단지, 도시, 국토에 이르기까지 광범위한 

외부공간의 계획·설계·관리 능력을 배양하는데 목표를 두고 있다.

교육 과정

본 학과의 교육과정은 조경의 이해, 설계이론 및 기초실습, 조경계획학, 설계스튜디오, 

조경수목학, 조경컴퓨터그래픽, 조경식재학 등 조경학의 기초적인 학문영역과 조경구조학, 

미학, 관리학, 설계스튜디오2, 컴퓨터 조경 디자인 스튜디오, 조경시공 및 관리실습 등 조경학 

심화 영역에 걸쳐 이론 교육을 비롯한 다양한 실습이 이루어지는 교육과정을 운영하고 있다. 

취업 · 진로분야

조경 분야 정원 관련 분야

· 공무원 (국가직, 지방직)

· 연구기관 (국토연구원, 전남발전연구원)

· 국영기업 (LH공사, 도로공사, 농어촌공사)

· 지방공사 (SH공사, 전남개발공사)

· 종합건설회사, 조경전문건설회사

· 조경설계사무소, 엔지니어링업체

· 조경시설물 생산, 조경수 생산 및 유통업

· 정원 기획자, 공무원

· 정원 디자이너, 설계사무소

· 가든 퍼니처 관련 산업 

· 정원수, 지피, 초화 생산산업

· 정원 시공, CEO

· 정원 관리사, 정원 해설사

· 나무병원, 식물병원, 수목진단

· 식물원

특색 사업(프로그램)

봄학기 전체 M.T, 조경동문회

소모임 및 동아리, 전공학습 튜더링

현장실습, 수목관리 봉사활동, 국내·외 현장견학

조경설계스튜디오를 통한 공모전 출품, 졸업설계작품전

전문가 초청강연회, 자격증 취득 교육, 취업캠프 등

http://land.sunchon.ac.kr

T 750-3870

SUNCHON
UNIVERSITY

SUNCHON
UNIVERSITY

| 중등학교 정교사(2급,교직이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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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명산업과학대학 생명산업과학대학

| 산림기사·산업기사

| 중등학교 정교사(2급,교직이수자)

| 시설원예기사, 종자기사 

| 식물보호기사, 유기농업기사 

| 농림토양평가관리기사 

| 농산물품질관리기사 등

원예학과

원예학과는 과수, 채소, 화훼를 중심으로 재배, 육종, 이용에 관한 내용을 연구하고 배우는 학과로서 

이 분야에서 전문 기술과 창의적인 경영 능력을 갖춘 유능한 전문원예인, 능동적이고 적극적인 

원예 산업인 육성을 목표로 교육하고 있다.

교육 과정

새내기소양(1학점), 자기개발 및 인성(1과목 이상), 독서와 표현(2학점), 기초학습역량(6학점), 

학과교양 필수 교과목(11학점), 교양선택 교과목(12학점), 전공필수 및 전공선택(70학점)을 

포함하여 130학점 이상 이수해야 함 

취업 · 진로분야

국ㆍ공립연구소 : 국립원예특작과학원, 국립농업과학원, 농생명공학연구원 등

정부부처 및 지자체 : 농림수산식품부, 농촌진흥청, 농업기술원, 농업기술센터 등

교육 및 연구분야 : 교사, 교수 및 각종 연구소의 연구원

기업체 : 농약, 비료, 종묘, 제약, 농산물가공회사, 농협(원예) 등

창업 :  농업벤처회사, 농약사, 종묘사, 과수ㆍ화훼ㆍ채소 농장, 시설원예, 

조직배양묘생산농장, 원예묘생산농장, 플로리스트 등

특색 사업(프로그램)

스마트농식품산업융합인재양성사업단의 참여학과로 다양한 지원 사업 프로그램 참여

전공외 이수과정

연계전공 : 스마트원예산업학 학위 취득

교직과정 : ‘중등교원 정교사’ 자격증 취득

복수학위 취득 :     2개 이상의 전공 이수와 학위취득으로 학생의 잠재 능력 개발과 현대 사회

가 요구하는 고급인력 양성

http://horti.sunu.ac.kr

T 750-3240

식물의학과

푸른 생명을 돌보는 식물의사를 양성하는 요람

식물은 모든 생물에게 생명의 근원인 식량자원과 산림자원을 제공해주기 때문에 녹색식물이 

없는 지구를 상상할 수 없다. 식물의학과는 생로병사를 겪으면서도 말을 할 수 없어 고통을 

호소하지 못하는 식물의 아픔을 진료하고 치료하는 식물의사를 양성한다.

교육 과정

친환경 바이오산업을 선도할 인재를 양성 및 미래 전문 인력인 “식물의사”의 소양을 충분하게 

갖출 수 있도록 교육한다.

식물의 생·로·병·사 원리 이해를 위한 기초교과목

생물학 전반에 관한 교과목

식물의 질병에 대한 진단 및 치료에 관한 교과목

 진단 및 치료 능력을 배양하기 위한 다양한 실내 실험과 현장견학 및 현장실습을 연계하는 

맞춤형 교육과정

취업 · 진로분야

국·공립 연구소 : 농촌진흥청, 산림청, 농림축산검역본부, 국립생물자원관, 국립생태원 등  

정부부처 및 지자체 : 농림축산식품부, 환경부, 각 도 농업기술원, 각 시군 농업기술센터 등  

기업체 : 농약회사, 비료회사, 종묘회사, 조경회사, 제약회사, 방역회사 등 

식물병원, 나무병원

벤처회사(농약·종묘, 버섯, 미생물농약, 천적) 

대학원 진학

http://plantmedi.sunchon.ac.kr

T 750-3860

| 식물보호기사(산업기사) 

| 나무의사, 수목보호기술자 

| 종자기사(산업기사, 기능사) 

| 유기농업기사(산업기사, 기능사) 

| 문화재수리기술자(기능자) 

| 시설원예기사

SUNCHON
UNIVERSITY

SUNCHON
UNIVERS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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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명산업과학대학 생명산업과학대학

식품공학전공
(식품과학부)

글로컬(Global + Local) 스마트식품산업을

선도할 미래형 식품산업 전문인재 양성

120세를 추구하는 21세기 식품의 기능은 인간의 생명유지를 위한 에너지와 영양공급 역할에서 

건강증진, 질병예방, 치료의 기능으로 확대됨에 따라 식품산업도 식품가공, 기능성식품개발, 

바이오소재개발, 식품생명화장품·제약·환경 관련산업 등 여러 분야와 융합하며 발전하고 있다. 

식품공학전공

(Food Science and Technology)

식품공학전공(Food Science and Technology)

에서는 농축수임산 자원을 생물학적·화학적·

물리적 기술을 이용하여 영양성·기능성·

저장성·기호성·편의성이 증대된 가공품

으로 제조하고 이를 안전하게 소비자에게 

공급하기 위한 포장·저장·유통·판매 등 식품

산업 전 과정에 요구되는 식품과학기초(Food 

Science) 및 산업응용기술(Technology)에 

관한 이론과 실습교육을 통하여 미래식품생명

산업을 이끌어갈 인재를 양성하고 있다.

http://fst.sunchon.ac.kr

T 750-3250

전공
·융합
·교직

취업
연계

식품미생물  식품화학

식품가공  식품위생

식품분석  발효공학

식품저장  식품마케팅

생화학 등 전공과목 

1.  BT(Biotechnology) 
+ IT(Information 
Technology) (스마트
식품산업학 연계 전공)

2.  중고등학교 식품가공
교사 교직과목

1.  현장실습 및 인턴십 교육 
(4-8주)

2.  산학연 연계 프로그램
3.  취업촉진 프로그램 

(취업 맞춤형 동아리 지도)

과학적인 원리 이해와 현장 맞춤형 

실습 교육으로 미래형 식품산업 인재 형성

| 식품기술사

| 식품(산업)기사

| 위생사

| 품질관리기사

| 중등학교 정교사(2급,교직이수자)

| 수산제조(산업)기사

| 수산제조기술사

| 주조사

| 각종 조리 기능사 등

교육 과정

졸업 후 취업분야

산업체

식품가공  화장품  바이오산업  
유통회사(생산, 연구, 품질관리,
마케팅, 기획, 유통부서)

지방자치단체

출연기관

도 농업기술원
시도 출연 연구소
보건환경연구원

정부기관 및 연구소

식품의약품안전처  농촌진흥청
국립수산진흥원  국립수산물품
질검사원  한국식품개발연구원
시군구청 위생관련 부서

교육기관 및 대학원 진학
교직과정 이수 및 
2급 정교사 자격증 

(식품가공) 
취득 후 중고등 
학교 교사 임용

국내외 대학원
진학에 의한 

석·박사 학위 취득 후 
연구소 및 대학교수 임용

취업 · 진로분야

| 영양사면허증 

| 위생사면허증

| 중등학교 정교사(2급,교직이수자)

| 임상영양사면허증

| 조리기능사

| 보건교육사

| 식품산업기능사/기사

| 농ㆍ수산물 품질관리사 등

식품영양학전공
(식품과학부)

건강ㆍ복지 대한민국 국민건강 지킴이를 양성

국민 생활수준의 향상과 더불어 건강에 대한 관심과 건강 지향적 식생활에 대한 사회적 

욕구가 높아짐에 따라 국민 건강 향상에 중추적 역할을 담당할 유능한 전문 인력에 대한 

필요성이 증가하고 있다. 이에 본 학과에서는 개인과 집단의 식사와 영양관리 및 교육, 식사

요법을 통한 질병의 예방과 치료, 기능성식품의 개발과 연구, 제과 제빵과 식음료 산업 등 

다양한 분야에서 활동할 수 있는 영양사, 영양교사 및 식품영양 전문가를 양성하고 있다. 

교육 과정

“희망이 있는 「식품영양학전공」, 미래를 여는 「식품영양학인」”이 되도록 현장중심의 맞춤형 

수업, 취업분야별의 ROAD MAP과 난이도에 따른 특별지도(땀방울), 집중지도, 자율지도를 

실시하고 있다. 동시에 학과 홈페이지의 자체 “인력닷컴” 등을 포함한 취업정보 메뉴들을 

활성화시켜 졸업생 -재학생-산업체(공공기관)의 상호간 밀접한 관계로 넓혀 가고 있다.

취업 · 진로분야 

http://fn.sunchon.ac.kr

T 750-3650

영양사 분야 공무원·연구사 분야

· 영양교사 및 학교급식 영양사

· 산업체 단체급식 영양사

· 병원, 보건소 임상영양사 및 상담영양사

· 군대, 교정시설 등 공공기관 영양사

· 복지기관의 실버 케어 영양컨설턴트

· 보건식품 국·공립 정부기관 위생직 공무원

· 식품 및 건강보건 생명과학 분야 연구원

· 각종 식품회사 연구원

· 기능성 식품 벤처기업 창립

· 대학원 석·박사 진학(식품영양,약대,의대)

SUNCHON
UNIVERSITY

SUNCHON
UNIVERS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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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명산업과학대학 생명산업과학대학

조리과학과

전문 조리기능인 교육의 요람

식품과 조리과학에 관한 전문지식과 이론을 익히고 여러 가지 실험·실습을 통하여 개인이나 

사회가 요구하는 식생활의 발전에 이바지하는 전문인을 양성하는데 주목적을 두고 있다. 

현대인들의 신체적 건강뿐 아니라 정신적·사회적 건강 측면에서도 건전한 식생활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우리 전통 식생활의 장점을 현대 식생활에 원활히 접목시키도록 교육한다.

교육 과정

본 학과의 교육과정은 조리과학, 식품학, 영양학, 한국조리학, 외국조리학, 동양조리학, 

제과·제빵학, 향토음식, 외식산업론, 호텔경영론, 연회실무론 등의 이론과목과 각종 조리실습

(한국조리, 서양조리, 일본조리, 중국조리, 제과, 제빵, 식음료, 조각장식), 실험조리 및 관능검사, 

식재료 분석 등의 실험·실습 과목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외에도 교사가 되기 위한 교직과정이 

개설되어 있다.

취업 · 진로분야

중등조리교사 - 호텔 및 외식업체 조리사 및 단체급식 조리사

조리 전문 연구가 - 개인 사업장 운영  

식품연구소  - 대학원 석·박사 진학 

공무원(농·수산 식품부 및 식품 위생직) 

학과 활동

매년 10월 중 졸업작품전 및 뷔페 페스티벌을 개최하고 있음

2016년 10월에는 Nature란 주제로 17회 졸업작품전과 약 200분의 내·외빈과 함께 

뷔페 페스티벌을 개최함

동아리 활동

각 조리 분야별 동아리, 식음료 창업동아리, 대회 준비반 동아리, 조리교육 동아리 등이 활동 중임

http://cooking.sunchon.ac.kr

T 750-3690

| 중등학교 정교사(2급, 교직이수자)

| 조리산업기사 

| 식품기사·각종 조리기능사

| 식품산업기사·위생사

| 커피 바리스타 조주기능사 및 

와인소믈리에

| 생물분류기사

| 자연환경기사

| 자연생태복원기사

| 생물공학기사

| 환경기사

| 대기환경기사

| 수질환경기사

| 종자산업기사

| 식물보호산업기사 등

생물학과

자연, 인간, 기술을 하나로 풍요로운 세상을 창조한다

생물학의 기초를 교육하여 전문적으로 연구를 수행해 나갈 유능한 인재를 양성하는데 

그 설치 목적을 두고 있으며, 또한 생물학의 전반적인 분야에 대한 기본이론과 원리를 

터득함으로서 능동적인 응용과 창조적인 연구능력을 지닌 사회의 선도적 연구 및 기술 인력을 

양성하는데 그 뜻을 두고 있다.

교육 과정

학과 전공교육과정은 크게 동물학, 식물학, 미생물학, 유전학 분야로 구성되어 있으며, 생명

현상을 이해하기 위하여 식물분류학, 동물조직학, 생리학, 유전학, 발생학, 면역학 등을 

수강하며, 이 현상을 분자수준에서 규명하기 위하여 생화학, 분자생물학 등이 다루어지고 

있다. 또한 취업시 필요한 현장 실무능력을 쌓기 위해 실험실습 교과목을 강조하여 운영

하고 있다.

취업 · 진로분야

공무원 : 중앙정부 및 지방자치단체(환경부,보건복지부 등)

일반기업 : 의학,제약,환경, 화장품, 생명공학 등

연구소 :  보건환경연구원, 생명공학연구원 국립과학연구소, 한국해양연구소, 식품의약안전청 등

특색 사업(프로그램)

지방대학 특성화 사업(CK-1) / 생물소재발굴 · 활용사업단이 선정되어 5년간 약 25억원을 

지원받아 생물산업관련 전문인력을 양성하며, 단일학과(생물학과만 해당) 사업단으로 

선정되어 운영하고 있음 

현장견학·실습·답사·취업 지원

사업단 자체 장학금 지원 등

http://biology.sunu.ac.kr

T 750-3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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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명산업과학대학 생명산업과학대학

생물환경학과

생물학, 화학, 환경과학 등의 기초과학 및 생명공학(BT) 기술을 응용하여 생물자원의 생산성 

향상과 환경보전기술의 개발에 기여함을 교육과 연구 목표로 하고 있으며, 친환경적인 생산 

환경 제어 기술, 환경보전과 복원기술, 유전공학을 이용한 생명자원 생산 및 가공기술의 

발전에 기여할 전문 인력을 양성하고자 한다. 특히, 생물환경분야의 깊은 관심과 역량이 

있으면서 탐구력과 열정을 가진 인재를 양성하고자 한다.

교육 과정

본 생물환경학과는 생명공학·생명자원 분야에 관한 기초학문과 응용생명공학 분야의 학문에 

대한 이론학습과 실험실습에 중점을 두고 있으며, 특히 졸업 후 전공 관련 분야에 취업하여 

적응할 수 있도록 교육과정을 운영하고 있다.

취업 · 진로분야

국공립연구소 :  농촌진흥청 산하 연구소 · 농업기술센터 · 한국생명공학연구원 · 한국화학연구원 · 

식물검역소 등 연구원 및 공무원 근무

기업체 : 환경 · 화학 · 농약 · 비료 · 식품 · 주류 · 제약 · 생물공학 분야 관련회사

취업률 현황

2014년 졸업자 취업률(12월 기준) : 84.2%

농촌진흥청, 농업기술센터, 친환경농산물 분석기관, 식약처 등의 국·공립 및 기업 연구소, 

농업 및 환경관련 기업체 등 전공과 관련하여 취업하는 비율이 높다. 

http://bioenv.sunchon.ac.kr

T 750-3290

| 유기농업기사·식물보호기사

| 종자기사·수질환경기사

| 토양환경기사·대기환경기사

| 폐기물처리기사·시설원예기사

| 정보처리기사

동물자원과학과

동물자원과학은 동물생산 분야, 동물질병, 동물성 식량자원 공급 및 생명공학 연구를 통한 

인류의 식량, 생명, 환경 문제 해결을 위한 교육을 지향한다. 환경 친화적 동물자원 생산과 

동물 환경복지 개선에 관한 전공 지식을 습득하고 현장 교육을 실시하며, 각종 동물체의 

구조와 기능의 이해를 통하여 질병을 합리적으로 예방한다. 우수 개체 생산을 위한 복제, 

인공수정, 육종, 사료의 가공과 소시지, 치즈 등의 축산식품 생산에 관한 체계적인 이론과 

실험, 실습을 통하여 우리 분야의 전문 인력을 양성한다.  

http://animal.sunchon.ac.kr

T 750-3230

학과 프로그램

| 교직과정 

(중등 2급 정교사 자격증 취득)

| 국립축산과학원 산학연협동과정

(대학원)

| 미래전문인력양성사업단 

(전문인력양성프로그램)

| 청정농식품생명산업전문인력

양성사업단

| 스마트농식품산업융합인재

양성사업단

교육 과정

애완동물학 / 동물번식학 및 실험 / 동물면역학 / 동물전염병학 / 동물육종학 

동물영양학 / 사료생산공학 / 발효유제품학 / 동물발생공학 / 육가공학 / 식육과학 

동물세포공학 / 동물유전학 / 반추동물영양생리학 / 축산식품위생안전학 

중소동물학 / 동물내분비학 / 동물생리학 및 해부학

취업 · 진로분야

공무원(농림축산식품부, 지자체, 축산과학원, 농업기술센터, 축산품질평가원, 생산자협회)

중·고등학교 교사

기업체(사료, 기업목장, 동물약품, 유가공, 육가공, 동물원 등)

대학원 진학 / 자영 및 축산관련 기업경영

애완동물

특색 사업(프로그램)

산업통상자원부에서 6년간 85억의 사업비를 지원받아 “순천대친환경축산사업단”을 운영하며

지역 친환경 축산 발전에 견인차 역할을 수행함

전남농업기술원에서 3년간 8억의 사업비를 지원받아 “전남 친환경한우 산학연사업단”을 

운영하며 지역 한우의 부가가치 증진 및 한우 농가의 생산성 향상을 지원함

전국 유일의 대규모 유가공 실습장(198m²) 보유, 20종 이상의 치즈 제조 기술을 포함한 

유가공 실습 및 목장형유가공 교육 실시

한우 DNA 분석 센터 지정(축산과학원)으로 “쇠고기 이력 추적제 사육단계 검사기관”을 운영

산학협력취업패키지 참여 학과로 기업 연계를 통한 취업 지원

| 중등학교 정교사(2급, 교직이수자)

| 축산산업기사

| 축산기사

| 가축인공수정사

| 식육처리기능사

| 가축방역사

SUNCHON
UNIVERSITY

SUNCHON
UNIVERS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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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명산업과학대학 생명산업과학대학

산업기계공학과

산업기계공학과는 생물 생산과 가공에 필요한 생물생산기계시스템에 관한 지식과 전기, 

전자 및 컴퓨터 응용분야를 함께 교육하여 미래의 첨단 생물 산업의 발전뿐만 아니라 여타 

산업기계 분야에서도 이해력과 창의력을 발휘할 수 있는 전문 인력을 양성한다. 

교육 과정

새내기소양(1학점), 진로 및 인성교육(1학점 이상), 독서와 표현(2학점), 기초학습역량(6학점), 

학과교양필수 교과목(12학점), 교양선택 교과목(18학점), 전공필수 및 전공선택(70학점)을 

포함하여 130학점 이상 이수

취업 · 진로분야

공무원 : 교육부, 산업자원부, 농림축산식품부, 중소기업청, 농촌진흥청 등 

교육 및 연구분야 : 교사, 교수 및 각종 연구소의 연구원

공기업 : 철도공사, 한국전력, 도로공사 등 

사기업 : 기계, 생물산업기계, 자동차, 항공, 조선, 철강, 발전설비, 전기, 건설 관련 회사

자영업 : 기계기술이나 생물산업기계기술을 이용한 기업운영

특색 사업(프로그램)

전공 외 이수과정

교직과정 : 중등교원 정교사’자격증 취득

복수학위 취득 :   2개 이상의 전공 이수와 학위 취득으로 학생의 잠재 능력 개발과 현대 사회가 

요구하는 고급인력양성

http://sangi.sunchon.ac.kr

T 750-3260

| 기계·농업기계

| 건설기계설비·건설기계정비

| 건설안전·건설재료시험

| 건축설비·폐기물처리

| 정밀측정·자동차정비

| 철도차량·항공·조선

| 누설비파괴검사·자기비파괴검사

| 프레스금형설계·공조냉동기계

| 용접·소방설비·산업안전관리

| 승강기·메카트로닉스기사

| 전기관련 기사

| 컴퓨터관련 기사

| 중등학교 정교사(2급,교직이수자)

| 한약도매업무관리자자격증   

| 중등학교 정교사(2급, 교직이수자)

| 식물보호(산업)기사·종자(산업)기사

| 농산물품질관리사·농산물검사원

| 자연생태복원(산업)기사

한약자원개발학과

21C 한방바이오 산업 인재양성

한약 및 기능성식물자원에 대한 종합적인 지식이 집약된 전문인력양성을 목표로 한약자원

개발에 관한 이론과 실험·실습을 바탕으로 현장에서 실무능력이 뛰어난 유능한 한약자원 

전문인 양성한다.

교육 과정

학과에서 식물·동물·광물들을 이용하여 폭넓게 연구함으로써 학생들의 졸업 후 취업분야의 

길을 넓히고 있다.

한약도매업무관리자로 인정되는 한의약학, 한약 감정, 한약 유통 및 저장, 한약의 생산 및

재배, 한약관련법규정 등 기초 교과목 이수

조직배양, 한약약효분석학, 자원식물분석학, 자원식물학, 한약생산유통학, 약용식물분류

및 생태학, 한약저장학, 본초·방제학실험실을 운영하고 있으며, 각 분야별 실험·실습을 통한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연구활동과 자기개발의 기회제공 

취업 · 진로분야

한약도매업무관리자 - 한방산업진흥원

농촌진흥청 산하 농업직 및 연구직 공무원

제약회사, 종묘회사, 식품회사, 농약회사

한약 및 천연물 관련 연구소 - 중등교사 및 교수

국·내외 대학원 진학

http://w1.scnu.ac.kr/web/hanyak/home

T 750-3280, 36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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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명산업과학대학 생명산업과학대학

간호학과

간호학과는 인간존중을 바탕으로 간호전문지식을 습득하고 우수한 실무수행능력을 배양하여 

간호조직에 기여할 수 있는 윤리의식과 국제화 역량을 갖춘 전문직 간호사를 양성하는 학과

입니다. 

교육 과정

새내기소양, 진로 및 인성교육, 독서와 표현, 기초학습역량, 계열기초과목 및 전공선택과 

전공필수 포함 총 140학점 이상 이수

전공필수 중 임상실습 과목 24학점 및 1000시간 이상 실습이수

졸업인증제 적용

취업 · 진로분야

취업을 원하는 졸업생들 대부분 자신이 원하는 취업지에서 일하게 되는데, 간호학의 특성상 

대부분이 임상간호사로 종합병원에 취업하고 있다. 4년간의 간호 교육과정을 마치고 간호사 

국가시험 합격 및 면허증 취득 후, 간호대학 졸업생들의 진로영역은 다음과 같이 다양하다.

 임상 간호사 

(서울아산병원, 고려대학교병원, 성모병원, 경상대병원, 전북대병원, 전남대병원 외 취업)

해외 및 국내 국립, 사립 의료기관, 중앙부처 및 지자체 보건직 공무원

산업체 산업 간호사

심사평가원, 건강보험관리공단, 보험회사 의료비 심사간호사

제약회사 연구 간호사

의료정보시스템 회사

간호장교, 교정직 간호사

한국간호교육평가원이 시행한 간호교육 인증평가 인증 간호교육 기관

인증기간 : 2016년 6월 13일 ~ 2018년 6월 12일

http://nursing.sunchon.ac.kr

T 750-3880

| 농산물품질관리사

| 유통관리사

| 투자상담사

| 전산세무회계

| 금융자산관리사

| 중등학교 정교사(2급, 교직이수자)

농업경제학과

농업경제학과가 농업, 농촌

농업인의 미래를 선도하겠습니다

농업경제학과는 농업에 관련한 여러 가지 경제 및 사회현상의 인과관계의 법칙성을 연구하며, 

미래의 우리 농촌과 농식품산업 발전 및 농업인의 복지증진을 위해 국민경제의 균형적인 

발전에 이바지할 수 있는 인재를 양성한다.

교육 과정

농업경제학과는 농업경제, 농업경영, 농산물 유통, 농업정책, 지역경제, 농촌관광, 농산물 무역, 

식품시스템, 자원경제, 해외농업개발 등에 관한 전문적 지식을 연마하며 농업현장 견학을 

통하여 농업 경제 이론과 접목시키고 농어촌 및 농업인을 둘러싸고 있는 문제를 파악하여 

생각하고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을 기른다.

취업 · 진로분야

공무원 : 지경부7급 1명, 국세청7급 1명 외 다수

농업관련 연구기관 : 6명

한국농어촌공사 : 1명

농·수·축협 및 각종 금융기관 : 10여명

식품 및 유통관련 기업 : 10여명

초·중·고등학교 교사 및 교육 공무원 : 6명

영농법인체 및 영농 창업 : 12명

각종 언론기관 및 기업체, 대학원 진학 등

http://agrieco.sunu.ac.kr

T 750-32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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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북아 시대를 열어가는 글로벌 전문인력 양성

사회과학대학은 급변하는 현대 사회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고, 미래사회를 이끌어

나갈 수 있는 유능한 전문인력을 육성하는 데 역점을 두고 있다. 또한, 광양만권 

경제자유구역 지정 등 수요가 급증하고 있는 글로벌 비즈니스 전문 인력과 동북아

시대를 이끌어갈 새로운 리더십을 지닌 유능한 고급인력 양성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

교육 목표

미래 사회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고 선도하는 창의력과 실천력을 갖춘 인재 양성

올바른 가치관 정립과 합리적 사고 및 창조적 탐색 능력을 함양할 수 있는 전인 교육

국제화 시대에 부응하고 사회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전문 지식과 리더십을 갖춘 

글로벌 인재 양성 

사회
과학대학

경제학전공(경제회계학부)

회계학전공(경제회계학부)

경영학전공(경상학부)

무역학전공(경상학부)

물류학과

법학전공(공공인재학부)

행정학전공(공공인재학부)

사회복지학부

| 증권분석사

| 외환선물거래사

| 펀드투자상담사

| 파생상품투자상담사

| 증권투자상담사

| 자산관리사

| 투자자산운용사

| AFPK(개인종합재무설계업무 자격)

경제학전공
(경제회계학부)

경제이론들을 체계적으로 학습하고 이를 현실경제에 적용하는 능력을 개발하여 현대 산업

사회를 선도하는 글로벌 전문인력을 양성하는데 교육의 목적을 두고 있다.

교육 과정

경제학원론 및 경제영어 등 경제학의 기초전공소양을 학습하고, 미시경제학, 거시경제학, 

화폐금융론, 재정학, 국제경제학 등의 전공교과목을 심도있게 학습한다. 이를 바탕으로 

경제변동과 투자전략, 엑셀응용경제통계, 경제정보분석, 경제학연습 등을 통해 실무경제학에 

대한 활용능력을 키운다.

취업 · 진로분야

특색 사업(프로그램)

특성화된 다양한 프로그램 개설 및 참여

경제학과에서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통하여, 경제이론의 현실적용능력을 키우고, 경제흐름과 

경기변동 등을 활용한 실무능력을 배양하고 있다.

산업시찰(현장견학)

경제학과에서는 매년 10월~11월 중 현장견학을 실시하여 광양만권 주변 기업 및 전남지역 

기업을 시찰함으로써 현실경제흐름을 이해하는데 도움을 주고 있다.

http://econo.sunchon.ac.kr

T 750-3460

학문분야

기업분야

금융분야

대학교수, 국내외 연구원

공무원, 대기업/중소기업

사원, 공기업 임직원

은행 임직원, 금융기관 종사자, 

투자 및 컨설팅 전문가

SUNCHON
UNIVERSITY



27 순천대학교 학과정보 SUNCHON UNIVERSITY  28

사회과학대학 사회과학대학

회계학전공
(경제회계학부)

회계학과는 산업계와 공직분야에서 요구하는 최고의 회계전문가를 양성하기 위해서 국제

회계기준과 정부회계 등 이론교육은 물론 현장실습교육과 전산회계/세무 등 실무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한 다양한 교육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http://acc.sunchon.ac.kr

T 750-3420

|  공인회계사, 세무사, 감정평가사 등  

전문자격증 취득  

| 공무원(회계직, 세무직, 재경직)

| 기업체 및 회계업무아웃소싱업체 

| 공기업·정부출연기관 회계직

| 증권·금융회사(분석, 영업직)

교육 과정

한국세무사회와 전산세무회계 교육협약(1997년~)

대한상공회의소 ERP 산학협력(2002년~)

졸업생과 재학생 취업 멘토링 운영

학과의 특색(경쟁력) 있는 자료

국제회계기준도입 및 정부회계제도의 개편, 조세정책 강화 등으로 회계전문인력 수요 증가

2007 ~ 2016년간 세무직 공무원 60여명 배출(2013년 7급 견습직원 채용 1명 합격)

취업률 우수학과 선정(2011, 2012년)

고시원운영 : 공인회계사, 세무사, 세무직 공무원 수험준비생 지원 

(2013년도 세무사 2차 1명, 1차 2명 합격)

졸업생과 재학생 취업멘토링 운영(매년)을 통한 교류의 장 마련

특색 사업(프로그램)

NewsWeek 영어스터디 그룹운영

Tutoring그룹 : 선배의 지도를 통한 전공과목 학습

전산회계/세무 : 특강을 통한 필수자격증 취득

기업재무분석프로젝트 : 기업사례분석발표훈련을 통한 종합분석능력 및 발표능력 향상

현장실습 및 현장견학 : 기업실무능력 향상

광양만권경제특구 비즈니스 MASTER 사업단 운영

4학년에 걸쳐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개인의 역량강화 및 취업 실무 능력 향상을 위한 지원

경영학전공
(경상학부)

경영학과에서는 기업을 포함한 다양한 사회기관의 조직과 경영에 대한 일반관리 이론과 

기법을 기초로 생산·운영, 재무, 경영정보시스템, 마케팅, 인사·조직, 경영전략 등의 

분야를 국내외에서 전공한 전임교원과 실무경력을 지닌 강의 전담 교원들이 학부와 

대학원 석·박사과정에서 체계적이고 종합적으로 교육하고 있다. 또한 실무교과목과 

현장실습, 국내외 인턴제 등을 통해 학생들에게 심층적인 실무경험과 지식을 제공함으로써 

현장 경쟁력을 증진시켜 학생들의 기업 및 정부기관으로의 취업, 벤처를 포함한 다양한 

창업활동을 지원하고 있다.

http://ba.sunchon.ac.kr

T 750-3410

| 경영지도사

| 공인회계사

| 노무사·세무사

| 물류관리사

| 유통관리사

| 품질관리사

| 금융자격증 등

취업 · 진로분야

타전공자의 진로보다 다양하고 폭넓은 분야로 진출가능

경영관리직

일반기업, 연구소, 공기관 등의 경영/기획, 총무, 인사/노무, 홍보 등 다양한 업무, 삼성전자, 

삼성생명, SPP중공업, SPP에너지, 현대하이스코, 안전행정부, 전남테크노파크, 현대해상, 

한국오발, 동화약품, 보령제약, 네오위즈, 교원그룹, 전남신용보증재단 등

금융직 

시중은행 및 증권사 전문요원(PB,텔러직,투자 및 자산관리직)

증권사 : 삼성증권, 대신증권, 대우증권, 한국투자증권, 동양종합금융증권 등

은행권 : 농협중앙회, 기업은행, 외환은행, 우리은행, 광주은행, 신협, 수협 등 

특색 사업(프로그램)

광양만권경제특구비즈니스MASTER사업단

사업단참여를 통하여 학생들의 학습 및 취업동아리, 각종 경시대회, 장학금, 국내/해외 

인턴십, 어학학습 지원 등의 프로그램을 통하여 학생들의 역량강화를 통해 지역인재로 

거듭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산업시찰 : 매년 2학기에 시행되는 산업시찰은 지역 내 산업체를 방문하여 대학에서의 

교육과정을 통해 습득한 이론을 현장에 적용할 수 있는 능력을 기르고 인간관계 형성과 

회사 분위기를 미리 익힘으로써 학생의 기업에 대한 적응력을 높이는 데 도움을 준다.

경영인의 날 : 경영인의 날은 1988년 제1회를 시작으로 하여 현재에 이르기까지 경영학과의 

대표적인 학술제로 졸업생과 재학생의 만남의 장이다.

SUNCHON
UNIVERS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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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학전공
(경상학부)

무역학전공은 국가 경제의 높은 대외무역의존도와 날로 가속화되고 있는 세계화/개방화 

추세에 적극적으로 대처하고 “세계를 내품에, 세계로 뻗어나가는 무역학과”를 비전으로 

글로벌 무역전문가를 양성하고 있다.

학과 비전

창의적 사고

다양한 상황에서의 문제해결능력 배양

진취적·실무적 인재배양

지역사회 및 기업과 협력을 통한 진취적·실무적 교육실현을 통한 인재 양성

글로벌역량강화

“글로벌시대에 어울리는 무역전문인력 양성”

글로벌 인재의 양성을 위하여 영어뿐 아니라 제2외국어의 교육을 동시에 진행하고 있으며, 

무역이론과 실무에 대한 적절한 조화를 통하여 학생들이 경쟁력을 갖추고 글로벌 역량을 

함양하도록 한다

특색 사업(프로그램)

광양만권경제특구비즈니스MASTER사업단 

사업단참여를 통하여 학생들의 학습 및 취업동아리, 각종 경시대회, 장학금, 국내/해외 인

턴십, 어학학습 지원 등의 프로그램을 통하여 학생들의 역량강화를 통해 지역인재로 거듭

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해외교환학생파견 

글로벌 인재육성을 모토로 하고 있는 순천대학교 무역학과에서는 매년 2~3학년을 대상으로 

10명의 학생을 중국으로 교환학생으로 파견하고 있다.

고시원(관세사반운영)

관세사반을 운영하고 있으며, 교재 및 동영상 강의지원 등을 통해 관세사 시험을 준비하는 

학생들이 보다 집중적으로 공부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http://trade.sunchon.ac.kr

T 750-3720

무역인의 날 

| 무역학전공의 대표적인 학술제이며, 졸업생과 

재학생 간의 만남의 장이기도 하다.

현장견학

| 매학기마다 1회씩 진행되며, 지역 내외 기업체 

및 여러 박람회를 방문하여 대학 내에서는 

겪을 수 없는 포괄적인 지식 습득을 목적으로 한다.

창의적
사고

진취적
실무적

인재배양

글로벌
역량강화
외국어·IT

VISION 창의적

글로벌 전문인재 양성

물류학과

물류학과는 기업의 경쟁력을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요소인 물류에 관한 일반이론 및 관리

기술을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교육하는 가운데, 그 응용방법을 익히고 전인적 인격을 

함양함으로써 국가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지도자를 양성하는데 목적이 있다. 

http://logis.sunchon.ac.kr

T 750-5110

| 물류관리사·유통관리사 

| 정보처리기사 

| 사무자동화기사

| 판매관리사

| 포장기사(포장산업기사)

| 국제공인생산재고관리사(CPIM)

| 보세사·관세사

| 무역영어·공인회계사

| 변리사·경영지도사

| 세무사·선물거래사

| 재무투자사 등

교육 과정

새내기소양(1학점), 진로 및 인성교육(1학점 이상), 독서와 표현(2학점), 기초학습역량(6학점), 

학과교양필수 교과목(12학점), 교양선택 교과목(18학점), 전공필수 및 전공선택(70학점)을 

포함하여 130학점 이상 이수

취업 · 진로분야

공무원 : 수출입 관리 사무소 등

국내 물류기업 : 삼성, 한진, CJ GLS, 대한항공,  POSCO, GS, 대한통운 등

글로벌 물류기업 : Fedex, UPS, DHL, Wall mart, DPWN, TNT 등

연구직 : 물류관련 국책 및 민간 연구소

특색 사업(프로그램)

글로벌 물류인력 양성 사업단

취업동아리, 국내외 현장실습, 중국교류학생, 해외물류시설탐방, 산학전문가 특강,

해외전문가 특강, 물류관리사 특강, 자격증 취득 지원 등 다양한 프로그램 활동

SUNCHON
UNIVERSITY

SUNCHON
UNIVERS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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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과학대학 사회과학대학

법학전공
(공공인재학부)

생각은 자유롭게, 실천은 정의롭게

법률전문가, 공공인재(공무원) 양성의 요람

1983년 설립, 전임교수 5명, 재적생수 300여 명 

창의적 사고와 비판적 지성을 겸비한 법률 실무가 및 전문가, 지역 공공인재 양성

특성화 학과(지방대학특성화 사업 지역창조 공공인재양성사업단)

http://law.sunchon.ac.kr

T 750-3430

| 로스쿨 진학을 통한 변호사

| 변리사·법무사

| 공인노무사·감정평가사

| 손해사정인·가맹관리사

| 행정사·공인중개사 등

취업 · 진로분야

판사, 검사, 변호사, 국회 및 헌법재판소 연구관

(일반·법원)행정고시(고위공무원), 외무고시(외교관), 입법고시(국회사무처) 

7급 견습공무원, 국회사무처 8급 공무원

경찰직, 법원직, 검찰직, 교정직, 출입국관리직, 소방직, 

국가 및 지방 행정직(일반·교육·선거) 등 7·9급 공무원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일반(법무)대학원 진학

기업법무팀, 법률구조공단, 금융·보험기관, 언론사, 지방의회, 법률사무소, 

재판연구원(로클럭), 국책연구기관 연구원, 상공회의소 직원 등

최근 3년간 공무원 및 공공기관 취업현황

: 공무원 44명, 공공기관 및 금융권 6명, 로스쿨 3명 

법학과만의 장학금 특전! 기숙사 및 고시원 입실

범민장학금(1인당 150만원), 구산장학금(1인당 20만원)

법천제 장학금(매년 약 4명 지급, 50~100만원)

삼성소방공사 장학금(1인당 50~100만원)

법학과 동문졸업생 장학금(100만원, 2015년 예정) 등

※ 고시원[사법고시·법무공무원반] (20명, 무료 2인 1실 방 제공, 교재 및 동영상 강의 지원)

※ 법학과 발전기금 및 장학금 : 9억 확보(2017년 기준)취업동아리, 국내외 현장실습, 중국교류학생, 

해외물류시설탐방, 산학전문가 특강, 해외전문가 특강, 물류관리사 특강, 자격증 취득 지원 등 다양한 프로그램 활동

지역창조 
공공인재양성사업단 
[특성화 프로그램]

| 해외공공기관 탐방(국제화역량 강화)

| 사무자동화 및 컴활자격증 지원

(정보화역량 강화)

| 토익 및 원어민회화 지원

(어학능력 향상)

| 전문가 및 졸업생 초청 특강

(지역창조역량 강화)

| 공무원 동영상강의 및 

학습동아리 지원 등

※ 2014년부터 2019년까지 15억원

(매년 3억 학생 지원)

지역창조공공인재사업단 
프로그램 운영(CK-1)

|   공공관리 능력, 지역창조 기획능력, 글로벌

협력 능력을 갖춘 인재 양성 목표

|   학습동아리 활동, 컴퓨터자격증 특강운영, 

영어 특강운영, 명저읽기, 장학금지원, 

해외 공공기관 탐방 등의 프로그램 운영

행정학전공
(공공인재학부)

지역사회의 발전을 도하는 공공인재 양성

창의적 정책개발과 문제해결 능력 함양

민주주의 의식과 청렴한 공직윤리 의식 제고

지방자치와 조직리더십을 길러내기 위한 교육

교육 과정

1학년부터 교육과정을 통한 공직사회 진출 준비

공직인사 초청 및 졸업생 취업 특강 실시

고시원 행정고시반 운영

공직인턴 학교추천을 통한 견습직 7급 준비

외국어(영어) 능력향상 프로그램 실시

산업체 탐방 프로그램 실시

스터디그룹 및 멘토시스템 실시

취업 · 진로분야

중앙 및 지방행정기관, 국회사무처, 법원 및 검찰, 교육청, 소방, 교정직, 철도공사, 

우정사업본부, 수자원공사, 농어촌개발공사, 근로복지공단, 기업, 금융기관, 

시민사회단체, 대학원 진학 

취업 현황 2013-2016

공무원 총 48 명

일반행정직(29), 사회복지직(1), 교육행정(4), 경찰직(9)

소방직(2), 교정직(1), 우정직(1), 검찰사무직(1)

은행 및 공사 총9명

농협(6), 기업은행(1), 새마을금고(1), 코레일(1)

그 밖에 광양만권 기업 및 시민단체 등 

http://pa.sunchon.ac.kr

T 750-3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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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과학대학 사회과학대학

사회복지학부

사회복지학 전공트랙 현대인의 자립과 사회적응을 촉진하고 지원하며 인간다운 삶을 

영위하도록 도와주는 사회복지사를 양성하고 있습니다.

소비자학 전공트랙 국민경제 주체인 기업, 소비자, 정부의 공동목표인 소비자복지향상과 

건전한 소비문화 형성을 위하여 소비자의 소비생활 및 소비문제를 다루는 다양한 교과로 

고도의 전문성과 통합적인 시각을 고루 갖춘 유능한 인재를 양성합니다.

http://welfare.sunchon.ac.kr

T 750-3670

사회복지학 전공트랙 

| 사회복지사2급

소비자학 전공트랙 

| 소비자업무전문가

| 소비자재무설계사

| 소비자트렌드전문가

| 중등학교 정교사(2급, 교직이수자)

교육 과정

사회복지학 전공트랙 

새내기소양 등 교양 교과목(34학점 이상)과 사회복지사 자격 취득 관련 교과목으로 구성된 

전공 교과목(70학점 이상)을 포함하여 130학점 이상 이수

소비자학 전공트랙 

새내기소양 등 교양 교과목(34학점 이상)과 소비자학 과목으로 구성된 전공 교과목

(70학점 이상)을 포함하여 130학점 이상 이수

취업 · 진로분야

사회복지학 전공트랙 

사회복지사 2급 자격을 취득하여 사회복지사 1급 시험 및 사회복지전담공무원 시험을 

응시할 수 있습니다. 이를 토대로 국가공공기관, 사회복지기관 등에서 활동할 수 있습니다. 

소비자학 전공트랙

소비자업무전문가, 소비자재무설계사, 소비자트렌드전문가 등의 자격증을 취득하여 

한국소비자원 또는 기업의 소비자상담부서, 각 시민단체의 소비상담 관련영역이나 금융

기관으로의 진출이 가능합니다. 또한 교직과정 이수자는 중등학교 가정과 교사로 진출할 수 

있습니다.

특색 사업(프로그램)

전공외 이수과정

교직과정 : 소비자 전공 트랙 이수자 중 교직과정 이수자는 ‘중등교원가정교사’ 자격증 취득

트랙제 : 별도의 허가과정을 거치지 않고 학부 내에서 2개 트랙 이수 가능

초일류 문화산업 인재 양성

인문예술대학은 21세기 정보화시대의 핵심으로 부상하고 있는 문화산업에 

필요한 경쟁력 있는 인재를 양성하고 있다. 또한 학문의 근간이 되는 인문학과 

다양한 예술 분야의 접목을 통해 ‘전인적ㆍ문화적’ 인재를 양성하며 초일류 문화 

선진국가 건설에 앞장서고 있다.

교육 목표

인문학과 예술학의 전문화된 전통 교육과정은 물론, 더 나아가 두 전공분야가 

접목된 학제간 연구로 교육의 새 지평을 제시 

세계화시대에 부응하는 전문적이고 창의적 인재양성을 목표로 인문학적 통찰력과 

예술학적 직관을 겸비한 시대적 인재 양성

인문
예술대학

사학과

철학과

중어중문학과

일본어일본문화학과

문예창작학과

사회체육학과

피아노학과

사진예술학과

영상디자인학과

만화애니메이션학과

패션디자인학과

SUNCHON
UNIVERS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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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문예술대학인문예술대학

| 한자능력검정시험(1급)

| 한국사능력검정시험(1급)

| 박물관학예사

| 한국사지도사·문화탐방지도사

| 역사논술지도사

사학과

과거의 사실이 오늘의 사학이고

오늘의 사학이 미래의 열쇠다

역사학은 인간의 모든 과거 사실을 연구대상으로 삼음으로써 인류 역사의 변천과정과 당시 

사회의 다양한 현상을 규명한다. 이로써 인간의 삶을 이해하고 미래의 인간행위의 방향을 

모색하는 데에도 크게 도움을 준다. 따라서 역사학은 인문사회과학의 토대일 뿐만 아니라 

가장 종합적인 학문이다. 본 학과는 인류의 역사를 한국사, 동양사, 서양사, 고고미술사 등의 

분야로 나누어 각 분야의 역사에 대한 구체적이고 체계적인 이해를 도모한다. 이를 바탕으로 

학생들에게 올바른 역사의식을 갖게 하여 역사분야의 지식뿐만 아니라 건전한 시민으로서의 

의무를 다하는 전문성을 갖춘 전인교육을 지향하고 있다. 

학과 특성

학술포럼, 초청강연회 및 고적답사, 발굴현장수업, 문화유적지 발굴작업, 탁본활동, 박물관 

사회교육, 학술동아리 등 

취업 · 진로분야

연구분야

박물관 학예 연구사, 문화예술담당 학예직공무원, 국가기록원 학예직

문화재 보수 및 보존처리 전문가, 각종 관공서 기록보존요원, 국사편찬위원회 편사연구사

교육분야 

역사교사, 대학교수, 사회교육 전문요원

기업분야

 답사 및 관광가이드, 매장문화재연구원, 역사문화연구소 연구원, 시민단체 활동가

http://history.sunchon.ac.kr

T 750-3470

철학과

대학교육의 목표는 폭넓은 교양의 함양과 각 전공분야에서의 기초적인 지식의 습득에 있다. 

대학교육의 이러한 목표달성에 철학은 필수적이다. 왜냐하면 철학은 인간이 처해있는 역사적 

조건에 대한 반성적인 사유를 통해 인간의 삶과 행위에 의미를 부여할 수 있는 근본원리를 

탐구하는 학문이기 때문이다. 철학과의 교육목표는 첫째, 단순한 의견과 편견이 지배하는 

현실세계에 대한 비판적인 시각을 정립한다. 둘째, 깊이 있는 철학적 사유를 통해 다양한 

현실 문제를 극복할 수 있는 능력을 기른다. 이러한 목표에 부응하기 위하여 사회의 

현실 문제들에 대한 올바른 인식능력을 배양하고, 논리적인 글쓰기를 통하여 비판적·

통합적 사고력을 키우며, 원전강독을 통한 철학사상 이해에 필요한 어학능력 배양에 

힘쓰도록 지도한다.

http://philosophy.sunchon.ac.kr

T 750-3480

| 중등학교 정교사(2급, 교직이수자)

| 논술지도사자격증

| 철학상담사자격증 등

학과 활동

철인의 날 

매년 열리는 학과의 대표적인 인문학술세미나로 현 시대의 다양한 문제들을 비판적으로 

생각해보고 자유롭게 토론하는 시간을 가진다. 또한 재학생과 졸업생간의 만남을 통해 

학업 및 진로상담의 기회를 제공한다.

취업 · 진로분야

철학교육 분야

교사, 교수, 철학상담사, 논술지도사, 교육콘텐츠 제작자, 시민철학교육 전문가, 

인성개발사, 학원강사, 철학적 경영 카운슬러 등

철학연구 분야

 철학이론 연구원, 철학고전번역 연구원, 인문학 관련 정부기관 연구원, 

각종 연구소 연구원 등

철학응용 분야 

정치가, 작가, 언론인, 출판인, 법조인(법학전문대학원), 종교인, 기획가, 공무원 등

SUNCH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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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등학교 정교사(2급, 교직이수자)

| 중국한어수평고시(HSK)

| 실용중국어시험(BCT) 등

중어중문학과

1989년에 개설, 중국어문학 및 문화 전반에 걸친 폭넓은 교육과 

체계적인 교육과정을 통해 중국전문가 양성

교육 과정과 중점 사업

중국어회화 작문 어법 중국문학 등 다양한 어문학교과목을 개설하여 중국어구사능력과 

실용적 지식 배양 

중국과 대만의 우수한 대학과 교류를 통해 1개월, 6개월, 1년 등 장단기 어학연수를 

진행함으로써 매년 30여명 교환학생 파견

중국협력대학 : 북경과기대학, 광서사범대학, 영파대학, 하북사범대학, 산동사범대학, 

대만대학, 대만대동대학, 대만조양과학기술대학, 서안 건축과기대학, 절강이공대학 등

학과 활동

어학캠프

교수 한국학생 중국학생 모두가 참여하여 원어로 소통하게 함으로써 현장 중국어 능력 향상  

평천하 

재학생과 졸업생들의 발표와 만남의 장으로 중국원어 연극, 구연동화, 댄스, 노래 등 다양한 

체험활동 

취업 · 진로분야

중·고등학교 교사 / 교육전문직 / 통역사 및 외교관

공기업(출입국관리소, 한국관광공사, 해양경찰, 교정직)

승무원(국내외 항공사) / 각종기업체(무역, 물류 등)

http://china.sunchon.ac.kr

T 750-3440

일본어
일본문화학과

한일중심의 글로벌 인재 양성

외국어 교육과 외국문화의 이해가 필수적으로 요구되는 21세기 국제화 정보화시대에 

발맞춰 일본관련 분야의 고급 전문 인력을 양성. 특히 실용적인 언어능력을 갖춘 인재양성을 

목표로 비즈니스일본어, 일본어회화, 일본애니메이션 등 다양한 교과목을 이수하여 언어능력을 

증대, 일본어학, 일본문학, 일본문화 등의 체계적인 교과목을 이수한 일본관련 전문가 양성

http://japan.sunchon.ac.kr

T 750-3450

중등학교 정교사(2급, 교직이수자)

| 일본어능력시험(JLPT)

| YBM시사어학시험(JPT) 등

학과 활동

어학캠프 

매년 일본교류대학인 미야자키대학 대학원 교육실습생들의 방문을 통해 한일 학생 간 

소통의 기회를 확대하고 일본어 능력을 향상

일본교환학생 기회의 장 마련

일본교류대학으로 약 한 달간의 단기 일본 어학연수 파견 및 매년 10명 안팎의 중장기 

교환학생을 파견

일문인의 날 축제 

일본연극 공연, 일본 성우 재현 등의 일본어 학습체험 활동. 또한 졸업선배들과의 진로상담 

등 만남의 장 마련

NHK 청취반

본 학과에 있는 소모임으로 NHK 뉴스를 청취하면서 다양한 일본어 활용법 및 일본사회 

전반에 관해 학습

일본어로 인문학 읽기

본 학과에 있는 소모임으로 일본어로 된 인문학도서를 읽음으로써 대학생으로서 기본 

인문소양을 키우고 일본어 능력을 향상시킨다.

취업 · 진로분야

일본어교사(교직이수자), 무역회사, 관광가이드, 항공사(스튜어디스), 

호텔리어, 대학원진학, 일본유학, 관공서, 증권회사, 공무원(국제교류과), 

해외취업(국제교류업무), 통·번역사 등.

일본협력대학

|  신슈대학, 벳부대학, 오이타대학, 야자키대학, 

류큐대학, 세이간일본어학원 등리적인 글쓰기를 

통하여 비판적·통합적 사고력을 키우며, 원전강독을 

통한 철학사상 이해에 필요한 어학능력 배양에 

힘쓰도록 지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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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예지도사

| 논술지도사

| 독서지도사

문예창작학과

문예 창작에 대한 열정과 소질이 있는 학생들을 선발하여 체계적이고, 실제적인 창작 교육을 

통해 역량 있고 참신한 작가를 양성한다. 

교육 과정

국내외 대표적인 작가들의 작품과 문학에 대한 이론을 학습하며 창작에 대한 학생의 창작품을 

합평하고 문학 전반에 대한 토론 및 교수와의 일대일 지도를 통해 창작에 대한 틀을 마련한다.

학과 활동

문화예술제 및 전국 고교생 문예백일장

해당 전공 교수와 재학생들이 함께 시화전 및 연극 무대를 연출하고 소설집을 발간하여 

실제적인 창작을 경험한다. 

문학기행 

문학의 뿌리를 찾아 여행을 떠나고 현역 작가의 특강을 통해 창작의 기틀을 마련한다.

졸업작품집 발간

4년 동안 쌓은 실력을 바탕으로 작품집을 발간하여 출판에 대한 실무를 경험하고 자신의 

색깔과 열정을 표출한다. 

취업 · 진로분야

시인, 소설가, 극작가, 평론가, 동화작가, 방송작가, 편집자, 카피라이터 등 

현재 40여 명의 작가를 배출하였으며, 방송국(9명), 출판사(7명), 문화예술위원회(1명), 

연극배우(5명), 독서·논술 지도교사(80여 명), 겸임교수(1명), 한국어 교사(1명), 기업체

(30여 명) 등 다양한 곳에서 졸업생들이 활동하고 있다.

http://sunchon.ac.kr/web/munchang

T 750-3730

사회체육학과

사회체육학과는 젊고 유능한 생활체육지도자를 양성하는데 일차적인 목표를 두고 있다. 

이를 위해서 이론교과목으로 스포츠 역사철학, 스포츠사회학, 스포츠심리학, 운동생리학, 

운동역학 등 전공과목이 개설되어 있으며, 실기과목으로는 골프, 배드민턴, 수영 등 각종 

생활체육 종목들이 개설되어있다. 또한 폭넓은 교양을 갖출 수 있도록 영어, 컴퓨터 등 

다양한 교양 교육프로그램을 갖추고 인재를 양성하고 있다.

http://sport.sunchon.ac.kr

T 750-5210

학과 활동

사회체육학과 학생들은 다양한 동아리 활동을 하고 있으며, 매년 가을에 학과 축제인 

“기운생동” 페스티벌을 통하여 그동안 배우고 익혔던 끼와 열정을 발표하고 있다. 또한 

순천대학교에서 중점적으로 육성하는 “정구, 양궁, 요트”는 전국체육대회를 비롯하여 각종 

전국대회에서 우수한 성적을 거두고 있다. 그 외 우슈, 수영 등 중점 육성 종목이 아닌 종목

에서도 동아리활동을 통하여 각종 대회에서 입상하고 있다.

취업 · 진로분야

생활체육지도자 자격증을 취득하여, 생활체육지도자, 초·중등 스포츠강사, 방과후 강사, 

체대입시학원 지도자 및 운영자 등에서 활동할 수 있다. 또한 졸업 후 교육대학원에 진학하여 

2급체육정교사 자격을 취득할 수 있다. 현재 체육교사자격 취득후 임용고사에 합격하여 다수의 

졸업생들이 중등교사로 활동하고 있다. 현대사회는 더욱 더 시민들의 생활체육에 관한 관심이 

증가하고, 전문적인 이론과 실기능력을 갖춘 생활체육지도자를 필요로 하는 실정이므로 

사회체육을 전공한 학생들의 취업전망을 더욱 밝게 하고 있다.

| 생활체육지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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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아노학과

감동 있는 선율로 풍요로운 세상을 창조한다

피아노학과는 집중적인 실기 훈련과 학문적 탐구를 통해 능력 있는 전문 음악인을 양성하고 

시대 변화에 부응하는 실용적인 음악인을 키워 음악을 통한 사회의 문화수준 향상에 공헌함을 

목적으로 한다. 최고의 교수진에 의한 1:1 피아노 실기지도가 집중적으로 이루어지며 다양한 

형태의 연주기회를 통해 학생 개개인의 연주능력과 음악성을 살릴 수 있도록 한다. 또한 음악

문헌, 연구, 음악분석, 교수법 등 여러 이론과목을 개설하여 이론적 바탕과 소양을 갖춘 

전문 예술인 및 전인적 교육자를 배출하는 데 중점을 둔다.

교육 과정

최고의 교수진에 의한 1:1 피아노 실기지도가 집중적으로 이루어지며 협주곡의 밤, 정기연주회, 

테마연주회, 졸업연주회 등 다양한 형태의 연주 기회를 통해 학생 개개인의 연주능력과 

음악성을 살릴 수 있도록 한다. 또한 이론과목을 통해 이론적 바탕과 소양을 갖춘 전문 

예술인 및 전인적 교육자를 배출하는데 중점을 둔다. 2013년도부터는 문화예술교육사 

자격증을 취득할 수 있도록 관련과목을 개설하였고, 음악교수학습방법 과목을 통해 피아노 

어드벤처 자격증을 취득할 수 있다.

전공실기/음악문헌/서양음악사/화성학/음악개론/합창/음악교수학습방법/시창청음

음악교육론/음악분석/앙상블과 반주/즉흥연주 및 건반화성/음악 교육프로그램 개발

문화 예술 교육 현장의 이해와 실습/문화예술 교육 개론 등

취업 · 진로분야

중등 및 초등학교 실기 교사, 음악학원 경영자 및 강사, 시립합창단 단원, 

무용단의 반주자 및 지휘자, 방송국 음악 프로그램의 리포터나 구성작가, 

공연기획자, 음악잡지와 신문 등 언론계 기자 등

http://piano.sunchon.ac.kr

T 750-5220

사진예술학과

오직 사진으로 자신의 열정과 꿈을 실현시키고 싶다면

국립 순천대학교 사진예술학과는 바로 당신을 위해 

열정과 꿈을 이루는 공간이 될 것입니다

국립대학에는 최초로 개설된 사진예술학과는 21세기에 걸맞은 다양하고 전문화된 사진의 

흐름을 주도하기 위하여 사진학을 기초로 하여 상업(광고)사진과 순수예술사진을 주전공으로 

하고 있으며, 이를 지원할 수 있는 디지털사진, 비디오 아트, 응용사진, 사진교육학 등의 

다양한 영역으로 분류하여 전문화된 교수님들의 열정과 사랑으로 사진 전문 인력을 

길러내고 있다. 

http://photo.sunchon.ac.kr

T 750-5240

| 중등학교 정교사(2급, 교직이수자)

| 사진기능사

취업 · 진로분야

포토아티스트, 광고대행사, 광고 스튜디오, 패션사진가, 잡지기자, 포토일러스트레이터, 

중고등학교 교사, 문화예술교육사, 대학원 진학, 유학, 자영업, 갤러리 큐레이터, 뮤직비디오

디렉터, 비디오 아티스트

특색 사업(프로그램)

교직과정 : 중등교원 정교사 자격증취득 / 2급 문화예술교육사 자격 부여

SUNCHON
UNIVERSITY

SUNCHON
UNIVERS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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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등학교 정교사(2급, 교직이수자)

|디자인·공예 자격증

영상디자인학과

 

순천대학교 영상디자인학과는 국립대학교에서 유일한 학과이며, 2002년 설립되어 비디오아트, 

애니메이션, 멀티미디어 및 다양한 분야의 인재를 양성하고 있다.

교육 과정

21세기 지식기반 산업의 핵심인 영상 이미지를 생산하는 창의적인 인력 육성을 교육목표로 

한다. 국립대학교 유일의 영상디자인학과로서 최첨단 영상장비의 보유와 더불어, 세계각지

에서 연구한 우수 교수진을 확보하고 있으며, 교직과정 운용으로 전남동부권의 영상분야 

교사배출을 위한 교두보 역할을 하고 있다. 또한, 세계각지로부터 본과에 유학생이 진학하여 

글로벌 시대에 걸맞은 특화된 교육환경이 조성되어 있다. 

취업 · 진로분야

영상편집, 애니메이션, 모션그래픽, 공연영상, 광고, 디자이너, PD, 영화감독, 학술연구기관, 

예술강사 등 

특색 사업(프로그램)

2013 금융사기피해예방 포스터 공모전 - 우수상(150만원)

제3회 향림미디어 공모전 - 사진부문대상(100만원)

제3회 울산사랑 UCC - 우수상(70만원)

http://www.sunchon.ac.kr/web/design

T 750-5250

만화애니메이션학과

만화애니메이션학과는 1996년 4년제 국립대학으로는 최초로 설립된 만화애니메이션 

관련 학과로서 만화 및 애니메이션, 그리고 다양한 멀티이미지 아티스트 분야의 인재를 

양성하고 있다.

http://cafe.naver.com/scartoonart

T 750-5230

교육 과정

다양한 프로그램의 운용능력을 바탕으로 만화, 애니메이션, 뮤직비디오, 모바일영상, 디자인, 

게임동영상, 캐릭터디자인, 카툰 등 각종 분야에 걸쳐 능동적으로 적응해 나갈 수 있는 실기 

위주의 교육과목을 중심으로 하고 있다.

취업 · 진로분야

출판만화가, 웹툰작가, 카투니스트, 게임원화가, 배경원화, 컨셉디자이너, 캐릭터 디자이너, 

게임 동영상 제작, 애니메이터, 캐릭터 사업, 큐레이터,  예술작가, 예술강사 등

특색 사업(프로그램)

제6회 국제디지털만화 공모전 대상 수상

2010서울국제만화애니메이션페스티벌 대학관 최우수상

2010부천국제학생애니메이션페스티벌 대학관 우수상

작품활동

- 00학번 김성환 / 네이버 / 야심작 정열맨Ⅰ,Ⅱ / 야후 / 열혈초등학교 / 귀귀갤러리

- 00학번 박용제 / 네이버 / 쎈놈, 쎈놈 외전 / 갓 오브 하이스쿨

- 01학번 변혜준 / 프랑스Paquet / 환상통 / 케나즈 / 워터멜론걸 / 천국의 우편배달부 / 

천상의 소나티네

- 02학번 박미숙/ 대원/ 이곳은 나의 네잎크로버 / 네이버/ ENT

- 03학번 홍대의 / 네이버 / 달빛머리

- 04학번 박인수 / 마이에트 / 건즈 원화

- 05학번 박윤영 / 네이트 / 여자만화 구두

- 06학번 윤소이 / 다음 / 오!마이 레이스, 디스라이크

- 08학번 고은지 / 컴투스 / 타이니팜 원화

SUNCHON
UNIVERSITY

SUNCHON
UNIVERS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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패션디자인학과

당신의 Passion! Fashion으로 디자인하라

패션디자인학과는 급진하는 현대과학에 발맞추어 개발되는 신소재 섬유기술, 정보화 등에 

힘입어 패션상품의 고부가가치를 높일 수 있는 패션디자이너 및 패션정보인 육성에 목적이 

있으며, 의복소재를 다루는 피복 재료분야, 이론과 실기를 통해 새로운 미적 감각을 디자인

으로 다루는 복식디자인분야, 의복의 제작을 다루는 의복 구성분야, 유행의 흐름뿐만이 

아니라 소비자행동을 파악하여 패션상품을 기획하는 것을 다루는 패션마케팅 분야 등으로 

나누어 자원의 활용과 국가와 인류사회에 기여할 수 있는 전문 인력을 양성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학과 활동

패션디자인학과는 예비졸업생들이 그동안 배운 지식들을 바탕으로 재학 중 가장 많은 

열정과 노력을 다하는 졸업 작품전이 매해 개최된다. 재학생 및 여러 학우들과 외부의 

관심을 가진 모든 사람들이 차분한 분위기 속에서 자유롭게 감상할 수 있도록 작품들

이 전시되고 있으며, 많은 사람의 감상평들로 한층 더 성숙하게 되는 시간을 갖는다. 

또한 1년에 2번, 한 학기에 1번씩 ‘패션인의 날’을 지정하여 순천 외의 지역에서 열리는 

패션관련 행사에 참여함으로써 지방에 위치한 대학교로써 받지 못하는 여러 혜택들을 

행사를 통해 조금이나마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다. 패션 관련 전시회나 박람회 또는 

패션쇼 등을 교수님들과 재학생 모두가 참여하므로 학생들의 단합에 도모하고 있다. 

아울러 전체 및 학년별 M.T (Membership Training), 수학여행, 졸업여행들을 

통해 학우들의 친목에 보탬이 되고 있다.

취업 · 진로분야

패션디자이너/머천다이저/패터너/패션 코디네이터/텍스타일 디자이너/스타일리스트

디스플레이어/패션칼럼니스트/패션컨버터/패션 문화비평가/샵마스터/ 의류기사/기술사

중·고등학교교사/ 대학원진학 등

http://fashion.sunchon.ac.kr/web/fashion/home

T 750-3680

지식경제 시대를 선도하는 기술 인력 양성

공과대학은 700억원이 넘는 대규모 국책사업을 수행하고 있으며, 이를 바탕으로 

지식 경제 시대에 국가 경쟁력의 원천이 되는 창조적 능력을 갖춘 우수한 인재를 

양성하고 있다. 또한 지역과의 활발한 산학협력을 통해 광양만권 연구의 중심축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교육 목표

세계적인 수준의 경쟁력을 갖춘 기술인력 양성

지역친화적인 현장 적응형 기술인력 양성

분석력, 창의력, 적응력 및 설계능력을 갖춘 능동적 기술인력 양성

공과대학

토목공학과

환경공학과

건축학부

기계공학전공(기계우주항공공학부)

우주항공공학전공(기계우주항공공학부)

신소재공학과

고분자공학전공(고분자·화학공학부)

화학공학전공(고분자·화학공학부)

전기공학전공(전기전자공학부)

전자공학전공(전기전자공학부)

정보통신학전공
(정보통신·멀티미디어공학부)

멀티미디어공학전공
(정보통신·멀티미디어공학부)

컴퓨터공학과

기초의·화학부

SUNCHON
UNIVERSITY

| 중등학교 정교사(2급, 교직이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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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목공학과

자연환경과의 조화 속에 인류복지를 위한 인공시설물의 계획, 설계, 시공 및 유지관리에  

필요한 이론과 기술을 연구하고 배우는 곳으로 훌륭한 토목기술인들을 배출하고 있다.

http://civil.sunchon.ac.kr

T 750-3510

교육 과정

교육과정은 전공 기본 과목을 주로 2학년에 개설하며, 3-4학년 과정에서는 선택적으로 

전문과목을 수강한다. 교육내용의 범위는 다양한 건설분야의 특성을 배우고 이해하며 

이를 기초로 한 응용에 적극적이고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현장중심의 포괄적인 

부분을 포함하고 있으며 공학도로서의 학문적 소양과 더불어 균형 있는 기술력을 가진 

종합적인 과학기술 인재양성을 목표로 한다.

취업 · 진로분야

기술직 공무원, 한국도로공사, 한국수자원공사, 한국전력공사, 한국토지주택공사, 기업연구소, 

시공회사, 설계회사

취업 실적

많은 선배들이 전라남도청, 순천시청, 광양시청, 여수시청 등 기술직 공무원으로 일하고 

있으며, 한국도로공사, 한국토지주택공사, 한국전력공사, 대림산업, 현대건설, 금호건설, 

중흥건설 등 수많은 시공회사와 설계회사에서 일하고 있다. 

Improvement
Nature

Civilization

Nature
+

Civilization

환경공학과

환경공학은 환경오염의 원인을 분석하고 연구하여 오염문제의 해결방안을 제시하기 위한 

학문으로서 각종 산업발달 및 인구의 도시집중으로 인해 발생되고 있는 오염문제들을 이해하여 

해결할 수 있는 전문기술인의 양성과 학술적인 연구를 수행하는데 그 목적을 두고 있다.

교육 과정

환경공학인으로서의 기본적인 소양, 올바른 가치관을 형성하고 이론학습, 실험실습 및 

전문교육을 통하여 각종 오염문제와 관련된 기본적인 원리 및 공학적인 제어기술에 대한 

환경 분야의 전문기술인을 양성하는데 기여하고 있다. 

새내기소양(1학점), 진로 및 인성교육(1학점 이상), 독서와 표현(2학점), 기초학습역량

(6학점), 학과교양필수 교과목(12학점), 교양선택 교과목(12학점), 전공필수 및 전공선택

(70학점)을 포함하여 130학점 이상 이수

전공 필수 : 환경공학개론, 환경수학, 대기오염방지기술, 폐기물처리공학, 수처리단위조작, 

환경에너지공학, 토양오염방지공학, 유해폐기물

취업 · 진로분야

엔지니어링, 관공서, 공공기관, 연구원, 교육기관과 오염물질 배출업체, 오염물질 방지시설 

시공 및 설계업체 등에 취업하여 사회 공헌에 이바지하고 있다. 산업발달이 가속화될수록 

환경공학 전공의 졸업생들은 진로의 범위가 더욱더 확대될 것이며 그 수요도 더욱 증가하게 

될 것이다.

특색 사업(프로그램)

환경의 날 행사, 학과 M.T, 대동제, 수학여행, 초청 강연회 및 각종 교류활동

http://environment.sunchon.ac.kr

T 750-3810

| 수질환경기사·대기환경기사

| 폐기물처리기사·토양환경기사

| 소음진동기사·자연생태복원기사

| 산업안전기사·산업위생관리기사 등

SUNCHON
UNIVERSITY

SUNCHON
UNIVERS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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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학부

건축학에 관련된 기술·공학·예술·문화 등의 분야를 다루는 교육기관으로서, 기술과 예술의 

지식을 통합한 창의적인 전문가를 양성하고 지역과 세계를 소통하는 실무형 전문가를 

양성함을 기본 목적으로 삼고, 또한 우리 사회의 지도자에게 필요한 윤리의식과 사회적 

책임의식을 배양하는 것을 발전목표로 삼는다.

http://arch.sunchon.ac.kr

T 750-3520

교육 목표

건축학부는 ‘공공의 이익을 위해 지속가능한 건축을 지향하며, 윤리적이고 전문적인 건축가를 

양성’함을 교육의 기본목표로 설정하고 교육과 연구를 수행한다.

교육 과정

국제건축사 자격취득을 위한 5년제 국제 건축학교육 프로그램 운영

표현 능력을 갖춘 커뮤케이션 분야

역사/행태/환경 등을 이해하는 문화적 맥락분야

각 학년별 단계적으로 진행되는 설계분야

구조, 환경조절, 시공을 다루는 기술분야

바로 현장에 투입되어 응용할 수 있는 실무분야 등으로 구성되어 단계적 과정을 거쳐 국제

건축사 자격을 취득하는데 필요한 교육과정 운영

새내기소양(1학점), 진로 및 인성교육(1학점 이상), 독서와 표현(2학점), 기초학습역량(6학점), 학

과교양필수 교과목(12학점), 교양선택 교과목(19학점 이상), 전공필수(107학점) 및 전공선택(12학

점 이상)을 포함하여 166학점 이상 이수

취업 · 진로 분야

건축설계 사무소, 건설 및 감리회사, 건축관련 연구소, 건축구조 설계사무실, 건축설비회사, 

건축인테리어회사, 건축직 공무원 등

특색 사업(프로그램)

건축학부에서는 건축학인증 워크숍, 학생상담 및 진로지도, 건축워크숍 및 답사프로그램, 

친환경 패시브 하우스 강연 및 전통건축의 설계 강연, 작품전시 프로그램, 특별강연 및 취업특강, 

동아리 및 사회봉사 프로그램을 운영함

| 건축사·친환경건축기술사

| 건축기사·건축설비기사

| 건축산업기사·건설안전기사

| 중등학교 정교사(2급, 교직이수자)

기계공학전공
(기계우주항공공학부)

본 전공에서는 체계적인 기계공학교육을 통하여 국가발전에 이바지하고, 지역사회가 필요로 

하는 인재양성을 목표로 하고 있다. 특히 국제화 시대에 걸맞은 기계공학 엔지니어 양성을 

위해 완벽한 전공실력은 물론 외국어 구사능력도 갖출 수 있도록 교과과정에 반영하여 

지도하고 있다.

교육 목표

창의력과 전문성을 겸비한 기계공학 엔지니어 육성

교육 과정

기계공학전공의 교육과정은 동역학, 재료역학, 열역학, 유체역학, 기계공작법 등의 기본과정과 

기계요소설계, 제어공학, 수치해석, 전기전자공학, 유체기계, 열전달, 전산구조역학, 용접공학, 

기계재료학 등의 전문 응용 과정, 그리고 기계제도, CAD, 기계공학실험, 컴퓨터언어 등의 실험·실습 

과정으로 이루어져 있다. 또한 엔지니어로서의 기본 소양을 갖출 수 있도록 기본 교양과목을 

지정하여 교육하고 있다.

취업 · 진로분야

각종 기계관련 분야에서 설계, 가공, 조립 등의 개발과 생산 부분의 전문 기술자, 연구원 

그리고 기술직 공무원 등으로 진출하고 있다. 최근 부가가치가 높은 발전 설비분야, 동력기관 

분야, 환경관련, 전기전자기기, 복합신소재, 재료공학, 자동차, 조선 분야 등으로 활발하게 

진출하고 있다. 

취업 현황

POSCO, 현대하이스코 등 제철강 제조 기업

한국동부발전 등 발전회사(공기업)

현대기아자동차, 한국타이어 등 자동차관련 기업

삼성전자 등 전자기기 제조 기업

현대중공업, 두산중공업 등 중공업기업

현대삼호중공업, 대우조선 등 조선해양플랜트 엔지니어링 기업

광양만권 초우량 중소기업 등

http://mecha.sunchon.ac.kr

T 750-3530

학과 장학제도

|  (주)포스코 광양제철소 간 ‘기업맞춤형 

인재양성 협약’을 체결하여 학부학생을 

대상으로 일정 인원의 장학생을 선발하

여 전액장학금 지급을 비롯한 해외 어

학연수 및 파견 시 우선적으로 선발하

고, 등록금 전액 및 교재비 등을 지원하

는 장학제도를 가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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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과대학공과대학

우주항공공학전공
(기계우주항공공학부)

본 전공에서는 일반 기계시스템에 대한 교육을 기반으로, 종합적 첨단기계시스템인 항공기, 

로켓, 인공위성 및 선박, 자동차 등에 대한 설계능력 함양을 위하여 주요 역학과목, 3차원 

설계 및 종합설계교과목을 학습한다. 국가 우주개발계획에 의거하여 인근에 우주센터를 

비롯한 우주항공 클러스터가 조성되고 있으며, 위성개발 및 우주발사체의 성공으로 우주

개발에 대한 국가적 요구가 높아지고 있어서, 중장기적으로 본 전공의 발전 가능성이 높다.

http://aerospace.scnu.ac.kr

T 750-3820

교육 목표

시스템 설계 능력을 갖춘 실무형 엔지니어 양성

교육 과정

역학관련 강의를 통하여 기계 구조물의 특성을 이해하고, 요소 설계방법을 학습한다.

설계관련 교과목을 통하여, 시스템의 요구사항을 이해하고 체계적이고 공학적인 문제해결 

방법을 학습한다. 학생들의 실험실 활동을 지원하여 세부전공에 대한 실험실습을 강화하고 

있으며, 이를 바탕으로 현장에서 필요로 하는 실무능력을 배양시키고 있다.

취업 · 진로분야

주항공분야 : 한국항공우주연구원, 고흥 우주센터, 한국항공우주산업, 대한항공 및 아시아나항공 등

자동차분야 : 현대/기아자동차, GM대우 등

일반 산업체 : 포스코, 현대하이스코, 동부제철, 두산인프라코어, 삼성전자 등

조선분야 : 현대중공업, 대우조선해양, 삼성조선, 삼우중공업 등 

대학원 : 본교 대학원 및 국내외 대학원 진학 후에 연구원으로 진출

취업 현황

최근 4년간 취업률(대학정보공시 6월 1일 기준)은 2013년 81.3%, 2014년 74.1%, 2015년 

65.4%, 2016년 62.1%로, 2014년의 경우 아시아나항공, 대한조선, 한국남부발전, 한화테크엠, 

현대엔진, 쌍용자동차 중앙연구소(대학원생) 등 다양한 산업분야에 취업되고 있다. 

신소재공학과

고기능을 요구하는 신소재의 개발이 요구되고 있는 현실에서 순천대학교 신소재공학과는 

그 첨병에 있습니다. 신소재공학과는 POSCO(광양제철소) 뿐만 아니라 현대 HYSCO, 

마그네슘판재공장, LG이노텍, 삼성전자 등 신소재 공학도가 주도적 역할을 담당할 수 있는 

많은 산업체와 긴밀한 관계를 갖고 교육 및 연구에 힘쓰고 있다.

취업 · 진로분야

포스코·하이스코·LG이노텍 / 서울반도체·삼성 SDI·동부제강

각종 기업체 및 학술연구기관 등 / 금속재료·단조·비철야금

비파괴검사·압연·제련·주조 / 표면처리 등 다양한 재료 분야 

기사·기능사 자격증

특색 사업(프로그램) 

포스코 기업 맞춤형 인재양성 협약

특별장학생 

자격 : 대학수학능력시험성적 평균 2등급 이내의 신입생

혜택 : 대학 4년간 등록금 전액 + 생활관비 + 교재비 50만원 지원

기업특화장학생

자격 :   평점평균 누계성적 B+이상, 토익기준 600점 이상의 어학성적을 갖춘 학생으로 

인성과 리더십이 우수한 2학년 학생

혜택 :   2학년 등록금 전액지원, 학부산학장학생 선발 자격, 해외연수 또는 해외파견 유학생 

우선 선발 특전 부여

학부산학장학생

자격 :   평점평균 누계성적 B+이상, 토익스피킹 6등급 이상의 어학성적을 갖춘 학생으로 

인성과 리더십, 전공능력이 우수한 3학년 학생

혜택 :   3,4학년 등록금 전액지원, 장학금 지급(매월 50만원 예정), 포스코 사원채용 기준에 

적합할 경우 사원으로 채용

http://meterials.sunchon.ac.kr

T 750-35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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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과대학공과대학

고분자공학전공
(고분자·화학공학부)

고분자공학은 차세대 첨단 산업발전에 주도적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 고분자(신소재)를 

연구하는 학과이다. 실생활에 쓰이는 전반의 것들 대부분이 고분자 물질로 이루어져 있다고 

할 정도로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나아가 미래 의료 산업이, 항공 산업 및 우주산업 

등에 더욱 필요한 학문이다.

http://polymer.scnu.ac.kr

T 750-3560

교육 과정

고분자공학도를 양성할 수 있는 교육과정 운영

졸업선배, 인근업체 CEO, 관련분야 전문가 등 초청세미나 운영

실험실습 강화 교육과정 운영

취업 · 진로분야

화학, 석유, 의류, 의료, 화장품, 제약, 고분자 가공, 물성 및 합성 분야 등에 진출 가능

최근 3년간 취업 현황 :   제일모직, GS칼텍스, SD, 엠아이텍 , 동아제약, 조아제약, 대웅제약, 

동아제철화학, 바이오레인, 파루, 남해화학, CG바이오, IC 케미컬, 

하이테크 엔지니어링, 전남TP 등에 취업

특색 사업(프로그램)

장학금 : 국가장학금 및 성적우수장학금 외 학과 지정장학금 지급

우송장학금 2명(연 2회) / 동문회 장학금 2명(연 1회)

연구실적 및 수상실적(최근 3년)

한국연구재단, 중소기업청, WISET사업단, LINC사업단, 

교육역량강화사업단 등의 지원을 받아 많은 연구 진행과 학생 지원.

창업경진대회 대상, 전국 학생 포트폴리오 장려상, 환경 분야 

nudge 환경부장관 우수상, 한국여성공학기술 WATCH 21 우수상 등

취업관련 학과자체 동아리 운영

| 품질관리기사

| 화공기사 

| 위험물 산업안전기사

| 화학분석기사

| 고분자제품기술사

| 고분자제품제조산업기사

화학공학전공
(고분자·화학공학부)

화학공학과는 화학공정에 대한 분석력 및 응용력을 갖추고 현장 적응 능력을 겸비한, 21세기 

화학 관련 산업을 이끌어 갈 창의적이고 진취적인 화공엔지니어 양성을 위한 학문이다.

교육 과정

전라남도청 산학협력 취업패키지 교육과정사업 지원으로 선정되어 인근 산업체 CEO를 초청하여 

강연과 업체를 방문하는 프로그램으로 진행되고 있으며, 방학기간 중에는 실험실습, 현장실습 

및 인턴십 교육을 통한 학생들의 능력을 향상시키는 과정으로 진행하고 있다.

우수신입생 유치

화학공학과 순천대학

화학공업 산업체 화학공학과 교수진

산업체 맞춤형 교육

상호협력

졸업 논문제 시행 . CEO강좌 . 

현장파견교육 . 인턴교육 . 인성교육

산업체 맞춤형 전문인력 양성

취업 · 진로분야

화학공학과는 화학을 응용한 공업기술 등을 배워서 실제로 화학이 우리 실생활에 어떻게 

사용되는지를 배우고, 화학공학과가 직업선택의 폭이 넓습니다. 산업현장에 공정플랜트 

등을 관리하는 엔지니어와 석유화학회사, 각종 연구소, 페인트, 화장품, 가스관련, 보일러, 

제약, 품질관리, 분석, 제조업, 에너지 분야에서도 폭넓은 분야에 종사할 수 있다.

http://chemeng.sunchon.ac.kr

T 750-35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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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과대학공과대학

전기공학전공
(전기전자공학부)

전기공학전공은 전기의 생산, 분배 그리고 소비에 이르기까지 관련된 장치를 운영, 관리 및 

개발과 이를 위한 ICT 및 IoT분야에 이르기까지 광범위한 기술을 갖춘 전기공학엔지니어 

양성을 목표로 한다.

교육 목표

첨단 과학기술분야의 폭넓은 지식습득과 공학문제를 해결하고 실천할 수 있는 창의적 기술인재양성

국가와 지역의 산업체 수요 및 직무분석을 지속적으로 반영한 교육과정을 통해 첨단 기술의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현장 실무형 기술인재 양성

전기의 생산, 분배 그리고 소비에 이르기까지 관련된 장치를 운영, 관리 및 개발과 이를 

위한 ICT 및 IoT분야에 이르기까지 광범위한 기술을 갖춘 전기공학엔지니어 양성

사회적 책임과 직업윤리와 같은 기본 소양을 갖추는 동시에 책임감/협동심 있는 미래지향적 

인재 양성

교육 과정

직무분석 결과를 반영한 교육과정 : 전기회로 및 회로이론, 전자공학, 자동제어시스템 해석 

및 설계, 시퀀스제어 및 PLC제어, 전기기기제어, 전력공학, 신재생 에너지공학 등

산업체 수요를 반영한 설계 교과목 : 입문설계, 종합설계 등

취업 · 진로 분야

한국전력공사, 한국수자원공사, 전력거래소(KPX) 등 공기업

삼성, LG, KT, SK, 현대 등 전기 관련 대기업 및 중소기업

연구소 : 전력연구원, 한국전자통신연구원, 전자부품연구원, 국방과학기술연구소

대학원 석·박사과정 진학, 국가기술공무원 등

중등교원 정교사(전기분야)중등교원 정교사(전기분야)

특색 사업(프로그램)

지방대학 특성화사업단 운영('14-'18)

교직과정 : 중등교원정교사 자격증취득

http://elec.sunchon.ac.kr

T 750-3540

| 전기기사·전기공사기사

| 소방설비기사(전기분야)

| 전기철도기사

| 신재생에너지발전설비기사(태양광)

| 산업안전기사·전자계산기기사

| 정보통신기사·정보처리기사

| 중등학교 정교사(2급, 교직이수자)

전자공학전공
(전기전자공학부)

전자공학은 컴퓨터, 반도체, 정보통신, 가전, 로봇, 광전자 및 전자공학 융합기술 등과 같은 

첨단 산업 기술의 발전을 주도하는 학문 분야로 인류생활에 미치지 않은 곳이 없을 정도로 

응용범위가 넓고 산업 및 과학기술 전 분야에 걸친 필수불가결한 기반기술이라고 할 수 있다. 

본 전공에서는 전자기술의 이러한 시대적 흐름에 발맞춰 다양하고 차별화된 실용화·특성화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기본소양 및 실무능력을 갖춘 창의적인 인재를 양성하고 있다.

http://electronics.scnu.ac.kr

T 750-3570

학과 활동

전자공학전공 학생들은 2학년 때부터 전담 지도교수 및 실험실이 배정되며, 전담교수의 

지도하에 프로젝트를 수행함으로써 전공분야의 능력을 향상시키고 실무경험을 체험할 수 

있는 맞춤형 실무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그리고 취업동아리, 현장실습, 전문가 특강, 

현장견학 및 취업특강 등 다양한 학생지원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다. 

취업 · 진로분야

한국통신, 한국전력, 발전소, 한국수력원자력, 한국 가스 공사 등의  각급 공공기관 

한국전자통신연구원, 국방과학기술연구소, 삼성종합기술원, LG전자기술원 등 전기, 전자,

컴퓨터 관련 분야의 각종 국책연구소 및 민간연구기관

삼성, LG, KT, SK, 현대 등 전기, 전자, 컴퓨터 관련 분야의 대기업 및 중소기업 

항공, 조선, 의료, 화학, 특허, 금융, 유통관련회사 등의 전기, 전자, 통신, 전산 업무담당 

기타 대학원 진학, 국가기술공무원 등

특색 사업(프로그램) 

지역산업을 연계한 에너지·자동화설비양성 사업단

전자공학전공은 순천대학교 특성화 전공으로 교육부의 지원을 받아 에너지 자동화설비분야의 

인력양성 및  실무형 산학협력 사업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학생들의 다양한 

특화교육, 연구활동 및 취업 등을 지원하고 있다. 

SUNCHON
UNIVERS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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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과대학공과대학

정보통신공학전공
(정보통신·멀티미디어공학부)

정보통신공학과는 급속도로 발전하는 정보화 사회의 기반 기술인 정보통신분야의 주역이 

될 수 있는 우수하고 창의적인 인력 양성을 목표로 관련 기술을 스스로 익힐 수 있도록 연구와 

실무 적응형 교육에 중점을 두고 있으며 미래의 우수한 인재양성을 위해 데이터통신 및 

네트워크 분야 뿐만 아니라 차세대 IT 융합기술 분야로 교과과정을 다변화하여 운영하고 있다.

취업 · 진로분야 

공공기관 : 한국수력원자력공사, 한국전력공사, 한국가스공사 등

연구기관 : 한국전자통신연구원, 티맥스소프트R&D 센서, 티맥스Core, NHN연구소 등

대기업 및 벤처기업 : KT, 삼성SDS, LG텔레콤, SK네트웍스/텔레콤, 한글과컴퓨터 등

교육기관 : 중등학교 교사 및 IT 전문강사

대학원 석·박사 진학

특색 사업(프로그램)

농업IT융합지원센터

농업분야에 IT기술을 적용함으로써 농촌의 생활환경개선 및 농업 생산력 향상 등 농업IT 

융합산업 활성화를 목적으로 운영하며, 우수한 IT융합기술 인력양성을 위한 인프라 구축 및 

다양한 학생 지원 사업을 진행

국책사업

신재생 에너지 기술개발을 위한 신재생 에너지를 이용한 자체 전원 공급 센서노드 개발 사업

바다 해양자원을 위한 해양자원기반 소용량 에너지 관리 기술 개발 사업 

http://sice.sunchon.ac.kr

T 750-3590

| 국가공인자격증  

정보통신기사, 무선통신기사, 

정보처리기사, 네트워크관리사 등 

| 국제공인자격증 

CCNA, MCP, MCSE, 

OCP , SCJP 등

| 중등학교 정교사(2급, 교직이수자)

멀티미디어공학전공
(정보통신·멀티미디어공학부)

멀티미디어공학과는 컴퓨터 및 IT 기술을 기반으로 디지털 공간에서 다양한 형태의 미디어를 

통합 및 처리하기 위한 기술을 다룬다.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대비한 융합적, 창의적인 인력 

양성을 목표로 탄탄한 이론 및 다양한 실습 교육을 위한 다양한 교과과정을 운영하고 있다.

http://multi.scnu.ac.kr

T 750-3830

교육 과정

다양한 프로그래밍 실습과 제작을 진행할 수 있는 컴퓨터실과 콘텐츠 제작 및 동영상편집, 

디지털오디오 등의 실습을 수행할 수 있는 실습실을 갖추고 있다. 기초-전공주제-심화로 

이어지는 체계적인 교육을 제공하고 있으며, 웹, 네트워크, 음향, 영상, 데이터베이스, 

프로그래밍, 모바일프로그래밍 등의 주제를 다룬다.

취업 · 진로분야

방송사, 방송기기 제작사, 광고업체

게임개발/애니메이션/그래픽디자이너

대기업 정보통신·멀티미디어 관련 부서

인터넷 포털서비스 업체

웹 에이전시/웹프로그래밍 관련 기업

출연연구소/공무원/공기업

완성차 및 부품업체

음향기기 개발 및 설치회사

스마트폰 제작사/APP개발기업 등

학과 특색(프로그램)

인재상 : 융합적, 창의적인 사고를 즐기고 협력적 태도를 가진 적극적인 학생

대학특성화사업(CK1)의 스마트농식품산업 융합인재사업단에 참여하여 다양한 프로그램 진행

실험실 단위의 전공 심화 프로그램 운영

매년 졸업작품 전시회를 겸한 캡스톤디자인 작품 전시회 및 발표행사 개최

CONTENTS

SOFTWARE HARDWARE

MULTIMEDIA
융합을 통한 창조

SUNCH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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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과대학공과대학

컴퓨터공학과

1984년 전산학과로 첫 문을 연 컴퓨터공학과는 21C 사회의 정보통신 및 정보 산업 분야를 

선도하여 중추적인 역할을 수행하는 ICT분야의 소프트웨어 및 하드웨어 관련 전문 인력 

배출을 위하여 컴퓨터공학 분야의 이론 및 실무 응용 능력 배양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운영되고 있다.

학과 활동

컴퓨터공학과에서는 학생들이 수업 중에 배운 전공분야의 능력을 향상시키고, 대학원 

선배들에게 실무경험을 배울 수 있도록 교수 전담 연구실을 운영하고 있으며 취업동아리, 

현장실습, 현장견학, 취업특강을 지원하고 있다. 

취업 · 진로분야

현대사회에서 컴퓨터가 쓰이지 않는 곳은 거의 없는 만큼, 컴퓨터공학과 졸업생들은 다양한 

분야로의 진출 기회를 제공 받는다. 

삼성전자, LG전자, KT, 포스코ICT 등 IT 관련 대기업 및 중소기업

신한은행, 우리은행, KB금융 등 금융 관련 기업 전산 담당자

각종 IT 관련 국책연구소 및 민간연구기관

시스템 관련 SI 및 정보 기술 업체

전산직 공무원

대학원 진학(석사/박사)

http://sce.scnu.ac.kr

T 750-3620

| 기사자격증 

정보처리기사, 정보통신기사 

| 프로그래밍 언어 관련 자격증 

SCJP, JSP

| 네트워크 관련 국제자격증

CCNA, CCNP

| 보안 관련 국제자격증 

CISA, CISSP

| 오라클 관련 자격증 

OCP, OCA

기초의·화학부

기초 의과학 전공트랙은 의치학전문대학원 진학 또는 약학대학 편입 등을 준비하는 학생들에게 

필요한 지식을 집중적으로 교육하여, 의료전문인에 뜻을 두고 있는 학생들의 진학에 도움을 

주려는 목적으로 설치되었다.

화학 전공트랙은 물질의 구조와 성질을 규명하고 이를 통하여 새로운 기능의 신물질을 

창조하는 분야로써, 대부분의 과학 분야에서 필수적으로 요구되는 화학학문분야를 교육하고 

있다. 따라서 본 전공에서는 화학에 대한 깊은 이해와 창조적 응용과정을 통하여 다양한 

응용과학 분야에 진출할 수 있는 토대를 제공한다.

http://w1.sunchon.ac.kr/web/chemistry

T 750-3630

교육 과정

기초의과학전공은 PEET 시험에 대비한 대학교 수준의 물리, 화학, 생물 교과목의 반복적 

교육, 전공 영어 교육, 심층면접에 대비한 심도 있는 화학 관련 지식의 교육으로 구성되어 

있다. 화학전공은 유기화학, 물리화학, 무기화학, 분석화학 등 화학 전 분야에 걸친 심도 있는 

수업과 실험을 통해 이론을 재검토하고 체험하며, 화학지식과 올바른 연구태도를 배우게 된다.

취업 · 진로분야

화학 관련(화장품, 제약 등) 연구소나 기업체 취업 

특수직 공무원(환경, 화약 등) 

약학대학 및 의치학전문대학원 진학 

대학원 진학(석사/박사)

교육대학원 진학 후 중등교원 자격증 취득

특색 사업(프로그램)

취업캠프 및 취업특강(1회/년)

초청 강연회

학술 발표회(국내 또는 해외)

학과 특성화 박람회

| 화학분석기사

| 위험물산업안전기사

| 품질관리기사

| 화공기사

SUNCHON
UNIVERS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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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범대학

참된 교육을 꿈꾸는 최고의 교원 양성

사범대학은 교육자로서 확고한 사명감을 가지고, 각 전공영역에 필요한 이론 및 

학교 현장과 관련된 실질적인 교육 기술을 습득하여 민주사회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유능한 중등교원을 양성하고 있다. 또한 잘 짜여진 교육체계로 이 지역 최고의 

교원임용고사 합격률을 보이고 있으며, 그밖에도 사회의 각 분야에서 국가 교육의 

초석이 되고 있다.

교육 목표

교직자로서 올바른 국가관과 투철한 사명감을 확립

전공분야에 대한 심도있는 학문적 지식을 습득

교과전문가로서의 지식과 기능 및 교육기술을 습득

진실한 교사로서의 품성을 도야

학생에 대한 올바른 이해와 생활지도 기술을 습득

학생의 다양성과 창의성을 중시하는 교육관을 확립

세계화·정보화 사회에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역량을 함양

사범대학

국어교육과

영어교육과

사회교육과

농업교육과

수학교육과

컴퓨터교육과

환경교육과

물리교육과

화학교육과

국어교육과

중등학교 국어과 교사양성을 목적으로 설립된 학과로서, 국어교육에 필요한 다양한 이론과 

실제를 겸비하고, 국어를 사랑하고 모범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지도하는 능력을 기른다. 

또한 문학작품을 올바르게 이해하고 감상하도록 지도하는 능력을 기르고, 국어에 대한 체계적인 

지식을 갖추어 활용하도록 지도하는 능력을 기르며, 원만한 인품 위에 투철한 교사관을 지닌 

국어과 교사를 양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교육 과정

중·고등학교 현장에서 실제 강의되고 있는 모든 영역을 포함하기 위하여 크게 문학계열, 

어학계열, 교육론 계열의 교육과정이 학년별로 체계적인 짜임새를 갖추고 있다. 그 외에도 

실제 임용 합격자의 특강과 활발한 스터디 그룹 지원 등이 이루어지고 있다.

문학계열

국문학개론, 고전문학강독, 현대소설강독, 고소설론, 현대소설론, 고시가론, 한국한문학론, 

국문학사Ⅰ·Ⅱ, 문학비평론, 민속문학론, 현대시론

어학계열

국어학개론, 국어음운론, 국어 논리 및 논술, 국어문법론, 중세국어, 국어사, 국어의미론

교육론 계열

국어교육론, 현대시교육론, 독서교육론, 문학교육론1·2, 학교문법교육론, 의사소통교육론, 

국어교재연구 및 지도법, 정서법교육론, 작문교육론

취업 · 진로분야

중ㆍ고등학교 국어교사, 교육전문직, 언론계(리포터, 작가, 아나운서), 작가, 대학원 진학, 

출판사, 각종기업체, 학술연구기관

임용고사 합격 현황

2014년 5명, 2015년 8명, 2016년 6명, 2017년 4명

http://koredu.sunshon.ac.kr

T 750-3310

| 중등학교 정교사(2급)

| 복수전공으로 다른 과목 교사 자격증

SUNCHON
UNIVERS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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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범대학사범대학

영어교육과

영어교육과는 국제적 개방 경쟁시대가 요구하는 유창한 영어 구사능력과 지도능력을 갖추고 

교육적 사명감과 건전한 인성을 겸비한 우수한 중등학교 영어 교사 및 영어교육 전문가를 

양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http://englishedu.sunchon.ac.kr

T 750-3320

취업 · 진로 분야

중·고등학교 영어교사, 외국계 회사, 언론계(리포터, 아나운서), 대학원 진학, 7·9급 공무원, 

무역회사·은행·국제법률사무소, 국·내외 항공사, 통역 및 번역, 각종 기업체 

특색 사업(프로그램)

임용캠프

학기 중에 열리는 행사로 재학생들의 임용합격를 위한 학습전략을 파악하고 검토하는 

세미나 형식의 캠프.

임용합격자 강연

연중 2~4회 열리는 강연으로 임용합격 선배를 초빙하여 생생한 임용시험경향과 학습전략, 

마음가짐 등을 실제 경험을 토대로 후배들을 격려하는 행사

English Holic 

영어마을 행사로 재학생들이 중심이 되어 인근 초·중 학생들과 함께하는 행사

임용고사 합격 현황

2013년 9명, 2014년 10명, 2015년 6명, 2016년 6명

| 중등학교 정교사(2급)

| 복수전공

2개 이상의 전공 이수와 학위 취득

사회교육과

순천대학교 사회교육과는 민주시민 교육에 이바지 할 전문지식과 교수능력을 갖춘 우수

하고 모범적인 중등사회과 교사양성을 목표로 한다. 교육과정은 사회과 교육학을 비롯하여 

정치학, 경제학, 사회학, 문화인류학, 법학, 지리학, 역사학 등의 교과내용학으로 구성되어 

있다. 학생들은 졸업 후에 중고등학교 교사로 진출하는 외에도 자신의 적성과 희망에 따라 

교육행정직공무원, 교육전문직, 일반행정공무원 및 각종 일반기업체 등으로 진출하고 있다.

교육 과정

일반사회(주전공) : 일반사회교육론, 정치학, 경제학, 사회학, 문화인류학, 법학  

통합사회(연계전공) : 통합사회교육론, 정치학, 경제학, 사회학, 문화인류학, 법학, 지리학, 역사  

취업 · 진로분야

중·고등학교 교사(중등2급정교사 자격증)

교육행정공무원 / 교육전문직 / 일반행정공무원 / 각종 기업체 

특색 사업(프로그램)

사회교육과 재학생들이 우리 사회의 교육문제 등 사회 현상을 정확히 인식하고 이에 대한 

해결책을 모색해 보는 학술행사인 “시현제”를 매년 개최하고 있다. 이를 통해 학생들은 

예비교사로서 사회에 대한 기본적 시각을 확대하고 능력을 증진시킬 뿐 아니라 학우들의 

우애를 증진시키고 대학생활의 낭만을 공유하고 있다.

임용고사 합격 현황

2013년 5명, 2014년 4명, 2015년 7명, 2016년 6명, 2017년 2명

http://soedu.sunshon.ac.kr

T 750-3330

| 중등학교 정교사(2급)

| 복수전공으로 다른 과목 교사 자격증

SUNCHON
UNIVERSITY

SUNCHON
UNIVERS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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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범대학사범대학

농업교육과

농업교육과는 1983년부터 신입생을 모집하여 농산업과 농촌지역개발에 신념을 가지고 봉사할 

중등학교 농업교사와 농촌사회지도자를 양성하는 전국에 하나뿐인 농업 교육 관련 학과이다. 

농업교육이 나아가야 할 방향제시, 교사의 질을 높이는데 목표를 두고 전공 이론과 실습이 

조화를 이룬 교육을 통해 학교 교육 현장에서 꼭 필요로 하는 교사의 인력을 양성한다.

http://agedu.scnu.ac.kr

T 750-3350

교육 과정

새내기소양(1학점), 진로 및 인성교육(1학점 이상), 독서와 표현(2학점), 기초학습역량(6학점), 

학과교양필수 교과목(9학점), 교양선택 교과목(9학점), 전공필수 및 전공 선택(74학점)을 

포함하여 140학점 이상 이수

취업 · 진로분야

교육 분야 : 농업계 고등학교 교사, 평생교육기관

공무원 : 교육부, 농림축산식품부, 농촌진흥청 등 농촌지도사, 농촌연구사 등

공기업 : 농협, 축협 등

자영업 : 영농 종사

특색 사업(프로그램)

농업교육과 한마당  - 영농교육실습 

농업박람회·영농학생(FFK) 전진대회 견학

임용고사 및 유관기관 취업 현황

임용고사: 2013년 8명, 2014년 21명, 2015년 21명, 2016년 9명

농촌진흥청 및 농촌지도사: 2013년 2명, 2015년 2명

| 조경·원예·시설원예

| 화훼장식 종자·유기농업 기능사

| 산업기사·기사 등

| 식육처리기능사·식품가공기능사

| 축산 기능사·산업기사·기사 등

| 중등학교 정교사(2급)

수학교육과

사랑으로 교육을, 교육으로 

희망을 함께하는 사범대학 수학교육과

‘수학 내용’과 ‘가르치는 방법’을 배우고 인격적 소양을 함양할 기회를 부여하여 미래의 

수학교육을 이끌 능력과 인격을 갖춘 훌륭한 수학교사를 양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최고 수준의 학과이다.

교육 과정

수학교육, 대수학, 해석학, 기하학, 위상수학, 통계학 등 수학교육 전반에 관한 교과내용과 

교육의 일반적인 이론을 배우는 교직과목, 실제 현장에서 예비교사로서 자질을 배우는 

교육실습 등으로 이루어져 있음

취업 · 진로분야 

중/고등학교 수학 교사, 교육전문직, 공무원, 대학원 진학, 전문 입시학원 등

특색 사업(프로그램)

사제간대동제

학과 교수들과 졸업생 및 재학생이 함께 자리하여 사제지간의 정을 나누며 교직소양을 

기르는 행사

향림수학교육세미나

수학교육연구자들의 연구 내용을 듣고, 서로 토론하며 수학교육 발전에 이바지 할 수 있는 행사

수학놀이터

놀이와 체험으로 즐기면서 깨닫는 수학원리. 여러 가지 전시교구와 체험교구를 접해 보면서 

수학이 어렵고 딱딱하다는 고정관념을 깨고 수학학습에 흥미를 갖게 하는 수학체험전

임용고사 합격 현황

2013년 8명, 2014년 11명, 2015년 7명, 2016년 11명

http://mathedu.sunshon.ac.kr

T 750-3360

| 중등학교 정교사(2급)

| 복수전공으로 다른 과목 교사 자격증

SUNCHON
UNIVERSITY

SUNCHON
UNIVERS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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컴퓨터교육과

컴퓨터교육과는 미래 사회를 주도할 정보·컴퓨터 분야의 지식과 기술을 습득하고 이를 사회 

발전 및 교육 발전에 적용할 수 있는 교육전문가의 양성을 목적으로 한다. 개방적이며 융통성 

있는 교육환경을 통한 창의적 인재 육성, 글로벌 정보·컴퓨터 교육을 통한 미래지향적 

전문 인재 양성, 산·관·학·연의 연계를 통한 실용주의적 인재 양성이라는 비전을 갖고 

21세기 지식 정보화 시대를 선도할 ‘창의·융합형 IT교육 인재’를 양성한다.

http://comedu.scnu.ac.kr

T 750-3340

취업 · 진로 분야

국내외 중·고등학교 정보 교사

일반 기업체의 IT전문가, 컴퓨터 관련 업체

정보산업 관련 민간업체, 국·공립 정보 관련 연구소

7·9급 공무원, 대학원 진학

특색 사업(프로그램)

초·중·고등학교 학생을 대상으로 로봇 및 SW교육 실시

중·고등학교의 정보·컴퓨터 관련 성과와 연계하여 학과 소프트웨어 전시회 개최 

임용고사 합격 및 취업현황

중등임용고사 : 2014년 5명, 2015년 1명, 2016년 10명, 2017년 10명

취업현황 : NC소프트, 다우기술, 한국교육학술정보원, 수중생태기술연구소, 한일네트웍스 등

수상 실적

2012년 동상, 2013년 동상, 2014년 금상, 2015년 금상, 2016년 은상

| 중등학교 정교사(2급)

정보처리
능력

윤리
의식

융복합
능력

도전

컴퓨터
사고력

자기
주도성

의사소통

글로벌
마인드

환경교육과

인재상 “환경소양을 갖춘 창의 인재”

환경교육과는 환경과 연관된 자연과학적, 인문·사회과학적인 폭넓은 전공 지식의 습득과 

다양한 교수법 함양을 통한 유능한 환경교육자의 양성을 교육 목적으로 한다. 

중·고등학교 환경 교사 「환경」 과목 담당

사회 환경 교육 지도자
그린리더, 청소년지도사, 자연환경 해설사, 

숲 해설가, 문화관광 해설사, 갯벌생태 안내인

환경보건 전문 

국가·지방직 공무원

국가직 : 환경부, 보건복지부

지방직 : 도청, 시군청 환경보건 분야 공무원

환경보건 및 생태 관련 

국가연구소 및 위탁기관

한국환경관리공단, 한국환경자원공사, 

한국수자원공사, 한국환경기술진흥원, 국립보건원, 

한국생명공학연구원, 한국기초과학연구원, 

환경보전협회, 국립생물자원관, 환경연수원

환경화학 및 생물 관련 

대기업 및 중소기업체

LG화학, CJ제일제당 바이오, 대상그룹, 

CJ제일제당제약, 녹십자 등 제약회사

환경 및 생태 관련 민간단체
환경생태관광협회, 녹색연합, 환경운동연합,

 환경문화시민연대, 시민생활환경회의

대학원 석·박사 과정 진학
환경교육, 환경화학, 환경복원 및 미생물, 

환경생태 및 대기오염 방지, 지의류 분야

http://environedu.sunchon.ac.kr

T 750-3380

| 중등학교 정교사(2급)

| 환경 관련 국가기술자격증

| 복수전공으로 다른 과목

 교사 자격증 획득 가능

환경소양을

갖춘 창의 인재

환경지식
+

기술

환경감수성
+

태도

환경
실천력

지속 가능한 사회의 리더

- 국어, 영어, 수학, 일반사회

공통사회, 식물자원·조경

동물자원, 정보·컴퓨터

물리, 화학, 식품가공, 농공

농산물유통, 영양교사2급

조리, 가정, 철학, 중국어

일본어, 사진, 디자인·공예

건설, 전기·전자·통신

취업 · 진로 분야

SUNCHON
UNIVERSITY

SUNCHON
UNIVERS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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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범대학

물리교육과

물리학은 자연현상을 근본적인 원리와 논리적 사고에 입각하여 설명하고 예측하는 학문이다. 

물리교육과에서는 물리학 지식 체계에 대한 전문적인 이해와 과학적 탐구방법을 지도하는 

동시에 물리교육학에 대한 폭넓은 이해를 체득케 함으로서 교육현장에서 필요로 하는 우수한 

중등교원을 양성하는데 그  목표를 두고 있다.

http://physicsedu.sunchon.ac.kr

T 750-3640

교육 과정

직업전문인(교사) 지향형

물리교사로서 우수한 전공 지식과 바람직한 교사상을  형성하기 위한 과정이다. 

학문지향형

물리학을 포함한 전공 학문의 기본 지식을 습득하고 응용하는 방법을 익혀서 장차 학자로서의 

기반을 닦는 과정이다.

복수 전공 지향형

물리와 물리교육에 대한 지식을 사회나 문화 등 진출하고자 하는 관련 분야에 접합하고 

응용하고자 할 때 취할 수 있는 과정이다. 

취업 · 진로분야

중등학교 교사 - 대학원 진학

과학교육 전문가(대학, 국가기관, 지자체의 연구소 등에서 활동)

물리학 전문가(산업과 관련되는 연구소나 기업체로 진출)

사회, 문화 분야(언론사 과학기자나 과학저술가, 과학박물관, 지자체 과학전문직 공무원)

| 중등학교 정교사(2급)

| 전기기사, 광학기사, 

| 가스기사, 건축기사 등 

| 물리 관련학과 자격증

사범대학

화학교육과

화학교육과는 21세기 지식정보화 사회를 선도할 화학교육 분야의 인재를 양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화학교육과에서는 화학에 관한 전문 지식과 함께 화학을 가르치기 위한 

방법론을 습득함으로써 화학 교사, 화학 관련 기업체 및 연구소등 화학 및 화학 교육과 

관련한 다양한 분야에서 일할 수 있는 소양과 능력을 함양하기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다.

http://chemedu.sunchon.ac.kr

T 750-3390

교육 과정

화학교육과에서는 전문 화학자로서 갖추어야할 지식을 터득하기 위하여 일반교양, 교직과목, 

물리화학, 유기화학, 분석화학, 무기화학 등 화학 전 분야에 걸친 내용을 이론과 실험을 통하여 

심도 있게 공부한다. 또한, 화학을 가르치기 위한 방법론으로 화학교육론, 화학교육과정, 

화학교재연구 및 지도법, 화학논리 및 논술, 화학사 및 과학철학 등을 공부하고, 이론적으로 

습득한 지식을 교육실습을 통해 학교 현장에 직접 적용하는 과정을 통하여 예비교사로서의 

경험을 쌓는다.

취업 · 진로 분야

기본적인 진로는 임용시험을 준비하여 중·고등학교의 화학교사가 되는 것이며, 시험을 

통해 교육 행정 공무원으로도 진출할 수 있다. 화학은 모든 산업분야에 필수적으로 필요한 

기초학문이라는 성격상 화공, 제약, 의료, 전자, 전기, 반도체, IT, BT, ET, NT, 자동차, 

철강, 기계, 조선, 우주, 항공 등 산업 전반에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는바 다양한 산업 분야로 

진출할 수 있다. 또한, 대학원에 진학하여 화학 관련 연구소 연구원, 교수, 과학관 연구원, 

전문 강사 등으로도 활동할 수 있다.

특색 사업(프로그램)

오리엔테이션, 체육대회, 대동제, 수학여행 - 임용고사 대비 전공 특강

현장 교사 초청 간담회 - 각종 스터디그룹

SUNCHON
UNIVERSITY

SUNCHON
UNIVERSITY

| 중등학교 정교사(2급)

| 복수전공으로 다른과목 교사자격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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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 보건 향상과 신약개발을 선도하는 약학 전문가 양성

약학대학은 순천시와 천연물의약소재개발 연구센터 공동 설립 협약을 맺고 총 100억원의 

지원 받고 있으며 연구약사 트랙을 운영하여 학부 4년과 대학원 2년을 연계한 4+2제도를 

운영하여 학부부터 대학원까지 장학금을 지원함으로써 신약개발 분야의 우수한 전문 연구

인력을 양성하고 있다. 또한 서울대병원 및 아산병원 등 전국 주요 대학 병원, 여러 지역약국 

및 제약회사와 학생실무실습 협약을 체결하여 학생들에게 다양한 임상 및 제약실무 경험을 

제공함으로써 전문 지식과 실무 능력을 고루 갖춘 약학 전문가를 양성하고 있다.

교육 목표

환자 중심의 직업윤리 의식과 고도의 약학 전문 지식을 바탕으로 국민 보건과 지역사회 

의료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약학 전문인을 양성

질병예방과 약물치료, 약물투약 관련 임상약학 분야와 의약품 생산과 품질관리 관련 산업약학 

분야, 약물 감시 및 의약품 경제성 평가 관련 사회약학 분야의 전문지식을 고루 갖춘 

전문 약사 양성 

글로컬 신약개발의 메카로서 선도적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약학 연구 분야 인재 양성

약학대학

약학과

약학과

환자 중심의 직업윤리 의식과 고도의 약학 전문 지식을 갖춘 약사를 양성함으로써 질병 예방과 

약물치료, 제약산업 및 신약개발, 국민 보건 분야에 기여할 수 있는 약학 전문인력을 양성한다.

http://pharm.sunchon.ac.kr

T 750-3750

교육 과정

약학과의 핵심 교육 프로그램은 크게 기초약학, 임상약학, 산업약학, 사회약학 분야로 구성

되어 있다. 기초약학은 생명과학과 인체 생리 및 질병에 대한 지식을 기반으로 약물의 

약리작용과 부작용의 원리, 약물의 체내동태 등과 관련된 기초이론 교육과정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임상약학은 약물치료, 의약품 처방, 조제 및 투약, 복약지도 등 약물투약과 관련된 

이론 및 실무 교육과정으로 구성되어 있다. 산업약학은 의약품 합성과 품질관리, 제제 및 

수송체, 천연물 의약품 등 의약품 생산과 개발 관련 교육과정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사회

약학은 약물감시, 의약품 경제성 평가, 법규 등 국민 보건 분야 관련 약학 교육과정으로 

이루어져 있다. 

취업 · 진로분야

개국약사, 병원약사, 제약회사, 공직약사, 연구소

특색 사업(프로그램)

전국적인 종합병원에서의 임상실무실습

서울대학교 병원 / 서울 아산 병원

분당 서울대학교 병원 / 인제대학교 해운대 병원

순천향대학교 부천 병원 / 한림대학교 동탄 성심 병원

전남대학교 병원 / 경찰 병원

장학금

|  ㈜ 호남약품(대표 양재승) 죽호장학금

|  순천대학교 교직원 장학금

|  대한약사회 장학금

|  전라남도 약사회 장학금

|  순천시 약사회 장학금

|  윤서영 약사 장학금

|   연구약사 트랙 운영을 통하여 학부부터 

대학원 과정까지 장학금 지원

|   (재)천연물의약소재개발연구센터 운영 

(순천시 지원금으로 2012년 8월 설립)

약학대학

SUNCHON
UNIVERSITY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