첨단부품소재공학과

취업 가능한 진로
변리사, 재료(금속)공학기술자, 금속공학기술자, 나노공학기술자, 금속·재료공학시험원, 비파괴 검사원, 나노소재연
구원, 나노소재품질시험원, 반도체품질관리시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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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전공 개요
- 첨단부품소재공학과는 부품소재 관련산업의 국가적 기술주권 확보를 위하여 2021년 교육부의 인가를 거쳐 본
부직속으로 신설된 학과입니다.
- 첨단부품소재공학과는 4차산업혁명시대의 빅데이터·인공지능 등의 창의적 지식과 부품소재기술 관련 융합 지식
을 갖춘 창의적 인재를 양성하는 학과입니다.
- 4차산업혁명시대에 지역과 국가가 주력하는 첨단부품소재산업의 성공적 육성에 기여하기 위하여, 빅데이터·인공
지능 및 전사모사 등의 창의적 지식과 부품소재기술 관련 융합 지식을 갖춘 실용인재를 양성합니다.
- 기업현장에 적용이 가능한 실무 능력을 아우르는 부품소재 전문 인력을 양성하여 지역·국가가 주력하는 첨단부
품소재산업발달에 기여합니다.

2. 주요 교과
∎기초 교과

∎심화 교과

- 유기화학

- 재료과학개론Ⅰ

- 고체물리개론

- 재료화학분석

- 코딩 기초

- 재료과학개론Ⅱ

- 무기화학

- 공업수학Ⅰ

- 양자계산과학

- 빅데이터 개론

- 상평형 및 상변태

- 공업수학Ⅱ

- 재료강도학

- 재료열역학

- 유기전자재료

- 재료역학

- 반도체 공정 및 실험

- 반도체 소자 이론

- 인공지능과 딥머신러닝

- 재료구조분석Ⅰ

- 전기화학, 이차전지

- 첨단부품소재 실험 실습

- 기업R&D프로젝트

- 재료구조분석Ⅱ

- 금속소성가공
- 재생에너지
- 계면 반응 공학
- 부품·소재 공정 디자인
- 디스플레이 소자 및 부품
- 철강공정

SUNCHON NATIONAL UNIVERSITY

CAREER ROADMAP

3

3. 적성 및 흥미
- 수학, 물리학, 화학 등 기초 공학과목에 대한 이해 필수
- 다양한 소재에 대해 공부할 수 있는 호기심과 관심 필요
- 새로운 과학기술의 발달과 인간의 욕구에 대한 이해도 필요

4. 기타
특성화프로그램 운영
1. 대학생활 적응 프로그램 운영
- 효율적인 지도교수제(5명 신입생/교수 1인)를 통한 안정적 대학생활 가이드 및 대학원생과 함께하는 연구실
생활 기회 제공(희망자에 한함)

2. 특화된 현장실습 교육과정
- 재학생들의 이론 및 실무 심화를 위하여 관련 산업체 및 연구기관에 직접 방문하여 현장 실습교육 진행
→ 현장 실무와 직무능력교육의 연계 강화

3. 첨단부품소재분야 명사 초청 특강
- 첨단부품소재분야 산업과 관련된 전문가 초청 특강 프로그램 운영

4. 해외 유명 대학에서의 실무 연수
- 해외 유명대학에 학생들을 파견하여 이론 및 실무 심화 연수를 실시함으로써 글로벌 역량 강화를 통한 국제
적 경쟁력을 갖춘 인재로 양성

졸업 후 취득 가능 자격증
→ ADSP(데이터분석 준전문가), ADP(데이터분석 전문가), 빅데이터 분석기사, 정보처리기능사, 리눅스 마스
터, 네트워크 관리사, 위험물 산업안전기사, 화학분석기사, 품질관리기사, 화공기사, 금속기사, 금속재료기
사, 비파괴검사기사, 주조기사, 표면처리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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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비파괴검사원
⦁진출분야 : 사기업, 공기업, 공무원 등
⦁주요 직무 : 제조물을 손상 ·파괴하지 않고 제조물의 내·외부에 존재하는 불연속 혹은 결함을 탐지하거나 물리
적, 기계적 특성을 파악하기 위하여 검사장비를 사용하여 측정·검사·평가한다.
⦁기업이 요구하는 취업 역량 : 비파괴검사관련 국가기술 자격증 보유
⦁필요 기술 및 지식 : 원자력, 방사선, 기계, 재료(금속) 등을 전공하거나 비파괴검사를 배우는 것이 유리하다.
비파괴검사는 주로 검사기계나 장비를 사용하여 수행하는데 이동식으로 사용하는 방사선
비파괴검사 장비의 경우 방사능 강도가 높아 원자력안전법에의한 사전교육을 받아야 하며
취급에도 많은 훈련과 주의가 필요하다.

2. 나노공학기술자
⦁진출분야 : 사기업, 공기업, 공무원 등
⦁주요 직무 : 나노기술을 전자(소자), 바이오, 소재, 등에 적용한다. 전기, 전자, 바이오, 공장장비 및 측정기기,
생산장비, 분석장비 등의 개발연구에 적용 및 활용한다.
⦁기업이 요구하는 취업 역량 : 기계조립기능사 및 전긴관련기능사의 국가기술 자격증 보유
⦁필요 기술 및 지식 : 나노공학기술자가 되려면 대학의 공학계열에서 나노공학 전공으로 대학원 석사 이상을 졸
업하는 것이 유리하다. 나노공학 분야의 연구원을 모집하는 기관이나 연구소 그리고 기업
등에 채용 공고에 따라 지원해 진출할 수 있다.

3. 금속·재료공학시험원
⦁진출분야 : 사기업, 공기업, 공무원 등
⦁주요 직무 : 금속·재료공학기술자 및 연구원의 지휘·감독하에 각종 분석장비를 사용하여 금속제품의 특성을 시
험·검사한다.
⦁기업이 요구하는 취업 역량 : 금속가공 및 재료관련 국가기술 자격증 보유
⦁필요 기술 및 지식 : 교육과정에서 금속재료의 제조, 가공, 사용 개발에 필요한 공학적 지식과 이론을 습득해야
한다. 인터넷이나 신문 공고를 통해 수시 채용이 가능하며, 제철소, 철강 제조회사 등 제
조회사에 근무하게 되며 전자, 조선, 자동차, 항공기, 반도체 등의 분야로 진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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졸업 후 취업 현황
1. 국가기관 및 대학
- 한국전자통신연구원, 교육부, 동경공대 등

2 대기업
- LG전자, LG이노텍, 포스코 등

3. 중견기업
- 도루코, 파루, 루멘스, 뉴서광 등

4. 대학원 석·박사 진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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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전공학부

자유전공학부 선택 가능/불가능 학과·학부 안내
단

과

대

학

선택가능 학과·학부(전공)

선택 불가능 학과·학부(전공)

본

부

직

속

첨단부품소재공학과

없음

생명산업과학대학

간호학과를 제외한 전 학과

간호학과

사 회 과 학 대 학

전 학과

없음
문예창작학과
사회체육학과
피아노학과

인 문 예 술 대 학

예체능계열 학과를 제외한 전 학과

사진예술학과
영상디자인학과
만화애니메이션학과
패션디자인학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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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

과

대

학

전 학과

없음

사

범

대

학

없음(성인학습자 대상)

전 학과

미 래 융 합 대 학

없음(성인학습자 대상)

전 학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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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전공 개요
자유전공학부는 미래를 만들어가는 도전적이고 자기주도적인 인재 양성을 위하여 순천대학교 본부직속으로 설립
된 학부입니다. 변화의 시대를 이끄는 도전적이고 자기주도적인 인재 양성을 목표로 신설된 자유전공학부는 입학
생들이 1학년 동안 대학 생활을 하면서 각자의 적성과 진로를 찾을 수 있도록 폭넓고 깊이 있는 기초 교육과 비
교과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인문사회 또는 자연 계열 전공(학과) 교육과정을 자유롭게 체험할 수 있는 기회를 제
공합니다.

자유전공학부의 특징
⦁자유전공학부생은 특정한 학과에 소속되지 않고 입학 후 1년 동안 자신에게 적합한 전공을 자유롭게 탐색해 볼 수
있습니다. 다양한 학문 분야의 교양교과목과 전공교과목을 수강하고 나서 전공과 진로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자유전공학부의 운영 방안
⦁다양한 전공 탐색을 위한 프로그램
- 전공 및 진로 탐색을 위한 다양한 전공 교수와의 상담 구축
- 다양한 전공 교수를 초빙하여 전공 및 향후 진로에 대한 특강 개최
⦁자기주도적인 학습활동 및 인성교육 프로그램
- 대학생활에 대한 자기주도적인 학습계획을 위한 지속적인 관리
- 다양한 영역의 교양교과목에 대한 이해를 통해 자아정체성 확립의 계기 마련
⦁본인의 희망에 따라 주전공 선택
- 전공 선택 시기 : 1학년 2학기 수료 후 선택
- 전공 선택 범위 : 사범대학 학과, 예체능계열 학과, 약학과, 간호학과, 미래융합대학 학과(성인학습자 학과)를
제외한 모든 학과 선택 가능
- 전공 확정 : 대학에서 정한 기준에 따름
- 교육과정 이수 : 확정된 전공의 교육과정 이수

자유전공학부의 활동 및 프로그램
⦁대학 생활 적응 프로그램 운영
- 다양한 학문 분야 교수와의 상담
- 교수-학생 멘토링
⦁자기주도적 학습을 위한 지원
- 학생 특성 분석을 통한 학사 지도
- 주제 탐구 프로젝트 발표 대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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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공 탐색을 위한 명사 특강
-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 초청 특강 프로그램 운영

자유전공학부 입학생의 학부(과·전공)배정안내
⦁자유전공학부로 입학한 학생은 2학년 진급 시 대학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지원 모집단위내 학부(과·전공)로 배정함.
[단, 간호학과, 사범대학, 약학대학, 예·체능계학과는 제외]

2. 주요 교과
연번

교과목 명

교과목
코드

<교과목 해설>
1

LS0601

한글

영문

전공 탐색

Discovering Major

이 과목은 자유전공학부 신입생들에게 대학에서 전공을 한다는 것이 무

엇인지, 어떻게 자신의 전공을 탐색할 것인가와 같은 문제 의식 아래, 순천대학교 단과대
별 학과의 유형과 특징을 개관하고 학생들이 자신의 진로와 전공을 탐색할 수 있도록 지
도하는 데 목적을 둔다.
주제 탐구와 설계
<교과목 해설>

2

LS0602

Topic Inquiry and Design

이 과목은 학습자의 관심과 흥미에 따라 탐구하고 싶은 주제와 영역을

설정하고 다양한 학문 분야의 지도교수의 도움을 받아 창의적이고 심도 깊은 세미나를
통해 그 결과를 발표하는 과목이다. 이 수업을 통해 관심 있는 분야의 주제를 보다 깊이
탐구하고 이를 통합적으로 조망할 수 있는 종합적 시각을 형성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3. 적성 및 흥미
- 다양한 분야의 전공을 경험해 보고 싶은 학생에게 적합
- 학과나 진로를 선택하지 못하고 고민인 학생에게 적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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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생명과학과

농생명과학과 전공진로 로드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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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전공 개요
⦁농생명과학과 교육 비전 및 미션
- (비전) 기초농업부터 첨단 스마트농업까지 융합적 지식과 실무능력을 겸비한 농생명 전문가 인재 양성
- (미션) 지속 가능한 농업 및 기후변화 대응 미래 식량안보를 위해 4차산업혁명 기술인 스마트농업, 스마트토양
관리, 스마트식물병방제 등의 농생명과학 분야의 융합지식 교육하여 우수인력을 양성함

< 그림 1. 농생명과학과 소개 >

2. 주요 교과
⦁학과 전공 교육 개요
- 교육과정 총 49개 교과목의 스마트농업과 기초 농업기술에 필요한 핵심교과목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전체교과
목이 전공선택 교과목(설계과목제외)으로 운영되어 학생 학습 선택권을 보장
- 기초농업부터 첨단 스마트 농업까지 융합적 지식과 실무능력을 갖춘 창의적 인재양성을 목표로 교육과 연구를
하고 있음
- 지속가능한 농업 및 기후변화 대응 미래 식량안보를 위해 스마트농생명, 미래대응 신품종 개발, 기후변화 농업
환경 관리, 스마트 식물병·해충관리 및 스마트 작물재배 등의 교육을 통한 현장 실무형 인재를 양성함
- 정부기관, 기업체 및 연구소가 필요로 하는 일 잘하는 농업전문가를 육성함

⦁현장 실무형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맞춤형 교육 실시
- 입학 후부터 체계적으로 관리하여 졸업할 때까지 1인 맞춤형 교육으로 2개 이상의 자격증 취득 및 일정 수준
이상의 어학실력을 갖추도록 하여 전공분야 취업에 도움이 되도록 노력하고 있음
- 실험 실습교육을 강화하여 산업체에서의 현장적응능력을 키우고 있으며, 해당분야 전문가 초청 특별강연과 관
련 업체 및 공공기관 현장 견학을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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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농생명과학과는 작물개발·재배환경·작물보호 분야에 관한 기초학문과 농생명과학 분야의 학문에 대한 이론
학습과 실험실습에 중점을 두고 있으며, 특히 졸업 후 전공 관련 분야에 취업하여 적응할 수 있도록 교육과정
을 운영

< 그림 2. 핵심교과목 개요 >

3. 적성 및 흥미
- 농업생산, 농업환경보전, 병해충 관련 기술 개발에 흥미가 있는 학생
- 스마트농업과 첨단농업에 관심이 있는 학생식물(작물)과 생물에 흥미와 애정이 필요
- 기후변화 대응과 농업생태계 보전 등에 관심이 있는 학생
- 식물(작물)과 (미)생물에 흥미와 애정이 많은 학생
- 생명현상 전반에 대해 꾸준하게 관찰할 수 있는 끈기와 분석력을 갖춘 학생
- 외국어와 컴퓨터 활용 등에 소질이 있으면 도움

4. 진출분야

< 그림 3. 농생명과학과주요 취업 현황(2021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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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졸업 후 진로
- (국가기관 및 연구소) 농촌진흥청 산하 연구소·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국립생물자원관·국립생태원·농업기술원·농
업기술센터 등 연구원 및 공무원 근무
- (전문기업체) 환경·화학·농약·비료·식품·주류·제약 등 농생명분야 회사
- (영농창업 및 기타) 벤처회사(식용버섯, 미생물 농약)·식물약국(나무의사)·친환경농자재회사·종묘회사 등 농생명
분야 창업

< 그림 4. 농생명과학과 주요 취업 분야 >

⇒ 농촌진흥청, 환경부, 농업기술원, 농업기술센터, 남해화학, 동부팜한농 등의 국공립 및 기업연구소, 농업 및
환경 관련 기업체, 정부출연기관 등 전공 관련 취업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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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출분야
분야

직업/기관

직무개요

학과전공 및 필요능력

한국농어촌공사

국가기초자원인 주곡의 안정적 생산, 농어
촌 생활환경 개선, 수자원 확보 등 농어촌
관련 업무수행

NCS, 전산관련자격증,
외국어능력

농업직공무원

농산물 유통, 식량증산, 불법행위 단속, 농
업정책, 농업 민원 행정처리 등 업무수행

농업관련 기사·기능사,
재배·식용작물·토양학 등

농촌진흥청(RDA)

농업의 발전과 농업인의 복지향상 및 농촌
자원의 효율적 활용을 도모하기 위한 업무
수행

종자기사, 토양환경기사,
유기농업기사,식물보호기사 등

농업기술실용화재단

농업 R&D 성과를 농업경영체와 기업 등에
전파하여 농산업의 규모화와 산업화를 촉진
하고 농업 경쟁력 향상을 위한 업무수행

유기농업기사·토양학 등

농업기술센터

농업기술과 정보를 보급하는 지방자치단체
산하기관으로 농업관련 계몽지도, 기술보급
및 훈련을 담당

재배·식용작물·토양학 등

환경부산하기관
(환경과학원, 환경관리공단,
수자원공사, 생태원, 생물자원관,
국립공원관리공단 등)

자연환경 및 생활환경의 보전, 환경오염방
지에 관한 사무, 수자원의 보전·이용·개발
등 업무 수행

환경관련 자격증(토양, 수질
대기, 폐기물 등),
자연생태복원기사 영어,
한국사 등

한국생명공학연구원

바이오 신약, 바이오 융합 소재, 국민생활
문제 해결, 바이오 인프라 연구

석박사 이상, 영어 등

보건환경연구원

지역민의 삶의 질 향상과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을 위한 조사 및 연구 업무 수행

석박사이상, 환경관련자격증

농산물품질관리사

농산물의 품질관리, 상품 및 브랜드 개발,
물류효율화, 판촉 및 바이어 관리 등의 업
무를 수행

농산물유통론, 농산물가격론,
원예작물, 법령,
농산물품질관리사 자격증

친환경농업센터

친환경농산물, 유기농업자재, 농축산물인증,
시험, 분석 업무 수행

토양환경기사, 수질환경기사,
환경분석사, 농화학기사 등

친환경농산물인증심사원

친환경농산물인증을 받으려는 업체의 서류
및 현장조사를 통해 적합성 여부를 심사

유기농업기사, 식물보호기사,
재배·식용작물

비료
(남해화학, LG화학, CJ 등)

작물 생산성 증대를 위한 농자재 및 토양
개량제 개발 등 업무수행

재배·식용작물·토양학
유기농업기사 자격증 등

농약(식물병방제재)
(농협, LG화학, 경농 등)

작물병 방제를 위한 재제 개발 및 활용 기
술 개발 업무 수행

유기농업기사, 토양환경기사,
식물보호기사, 드론자격증

농협협동조합(농협)

농업인의 권익을 대변하고 농업발전과 농가
소득 증대를 목표로 농업·농촌의 신용사업,
경제사업, 교육지원 사업을 담당

농업경제, 협동조합론, 농촌지도,
농업전산정보, 농업적책학, NCS,
외국어능력 등

농촌지도사

농가를 대상으로 농업소득 증대, 작물생산
기반의 확충, 농업생산성 향상을 위해 재배
기술 및 우량품종 등에 관한 교육·홍보를
실시하고 지도

농촌지도·협동조합론
농촌조사방법론, 생산관리,
재배·식용작물·토양학 등

농학과 대학교수

농업학과 재학생에게 학문을 가르침과 동시
에 농업·농촌 관련 연구를 수행

농업 영역 연구지식,
석·박사 학위

농업 관련 연구기관

농업분야 기술발전, 생산 작목별 연구소의
연구 및 실험 업무 수행

농업경제, 농업경영,
농촌조사방법론, 지역농업개발론

한국식품연구원

식품 분야의 연구개발, 공익가치창출, 성과
확산 및 기술지원 등을 통한 국가산업

식품산업론, 식량경제학,
농산물유통, 전산관련자격증

식품가공/미실란, 우리원

자기의 작물을 재배 가공하여 여러 가지
유통을 거쳐 농업소득 증대 와 작물생산

재배학, 생리학, 종자기사,
유기농업기사, 품질관리 자격증

나무종합병원 및 벤처회사

나무에 발생하는 생물·비생물적 요인 등의
피해에 대한 예찰·진단·계획·설계·처방·치
료·평가 등을 통해서 나무의 건강성을 유지
하는 전문 업무 수행

나무의사자격증,
수목치료기술자 등

공공·행정

농산물유통·
마케팅

인증관련
산업

농자재
산업

금융·보험

교육·지도

연구·조사

창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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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기타

< 그림 5. 농생명과학과 홈페이지 >

※ https://www.scnu.ac.kr/agroscience/main.do
(순천대학교 생명산업과학대학 농생명과학과 홈페이지 주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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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농업직 공무원
⦁직업분야 : 공공기관 · 행정
⦁주요 직무
- 농산물 유통 및 식량 증산, 농업 정책관련 업무
- 농어민 확인서, 농지원부 발급 등 민원 행정처리
- 농지 불법행위 단속 및 농지재해대책 처리 등
⦁기업이 요구하는 취업 역량
- 농촌문제에 대한 이해와 문제해결능력
- 재배학개론, 토양학, 작물보호학 등 전공능력 및 국어, 한국사 등 기본소양
- 농업관련 기술사·기사·산업기사 자격증
⦁필요한 교육/훈련
- 재배학개론, 작물생리학, 토양학, 농촌사회학 등 전공능력 훈련
- 다양한 조사·체험을 통한 농업·농촌 문제의식 확립
- 농업관련 기술사·기사·산업기사 자격증 취득(가산)
⦁직업 세부분류
- 국가직(농림부 소속기관)
- 지방직(각 시/구/군청 사업소)

2. 창업 및 개인 경영
⦁직업분야 : 창업
⦁주요직무
- 농산물 생산 및 가공, 농어촌 활성화 사업
- 농촌지도·교육훈련, 품종 개량을 통한 수익증대
- 농업 조합원 운영을 통한 전문 농업인력 양성
⦁기업이 요구하는 취업 역량
- 농촌 활성화에 대한 도전정신
- 재배학개론, 작물생리학, 토양학 등 전공능력 및 농기계 운영 능력
⦁필요한 교육/훈련
- 재배학개론, 작물생리학, 토양학 등 전공 교육
- 농기계 관한 교육 및 선진 농가의 기술 교육
- 전공 및 직무 관련 분야 자격증 취득
⦁직업 세부분류
- 스마트팜, 농산물 가공, 농산물 유통업, 체험 농장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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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산업체
⦁직업분야 : 컨설팅
⦁주요 직무
- 마을 특산물 활성화, 농어촌 활성화 사업
- 농촌지도·교육훈련, 전문 농업인력 양성
⦁기업이 요구하는 취업 역량
- 농촌 활성화에 대한 도전정신
- 농촌의 현황 파악
- 의사소통 능력(어르신)
⦁필요한 교육/훈련
- 다양한 조사·체험을 통한 농업·농촌 문제의식 확립
- 브레인 스토밍 훈련
- 전공 및 직무 관련 분야 자격증 취득
⦁직업 세부분류
- 농업컨설팅회사
- 농촌관광플래너
- 농촌교육농장플래너

4. 대학원 진학 및 공공기관
⦁직업분야 : 연구
⦁주요 직무
- 식량문제 해결에 관한 품종개량 및 조직배양
- 기후변화 대응 및 탄소제로 농업기술 개발
- 친환경 병방제 기술 개발
⦁기업이 요구하는 취업 역량
- 식물에 대한 흥미와 애정
- 재배학개론, 농업환경학, 토양학, 병방제 등 전공능력
- 농업계열의 대학 이상 졸업자
- 농업관련 기술사·기사·산업기사 자격증
⦁필요한 교육/훈련
- 재배학개론, 작물생리학, 농업환경학, 토양학, 병방제학 등 전공능력 훈련
- 실험실 기자재 운영법 교육
- 농업관련 기술사·기사·산업기사 자격증 취득(가산)
⦁직업 세부분류
- 민간 연구소
- 대학교 연구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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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자원전공

<산림분야 직업군>
국제기구(AFoCO등)
국제기구(AFoCO
등)
지방자치단체

한국산림복지진흥원

국립산림과학원
국립수목원

한국수목원관리원

한국임업진흥원

산림사업법인

산림청

산림조합

대학, 기업

산림청, 산림교육원, 산림항공본부, 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 지방산림청, 국립산림과학원, 국립
공공분야

수목원, 국립자연휴양림관리소, 지방자치단체 산림과, 지방자치단체 산림환경연구소, 한국임업
진흥원, 한국산림복지진흥원, 한국수목원관리원, 아시아산림협력기구

특수법인

산림관련 직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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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J산림조합, 사방협회, 목재문화진흥원, 한국산지보전협회, 한국산불장비기술협회, 한국등산·
트레킹지원센터, 한국산림토석협회
산림사업법인, 목재생산업, 산림복지전문업, 전문·연관산업, 전문임업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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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전공 개요
⦁전공 개요
산림자원학전공은 산림이 가지고 있는 산림의 경제적 기능과 환경적 기능을 극대화하기 위하여 산림을 효율적으
로 조성, 관리, 이용하는 학문분야로서 산림자원식물의 개발, 육종 및 조림, 산림자원의 경영과 정책, 산지재해
방지 및 산림공학, 야생동식물의 보전, 산림휴양 및 도시림, 산림자원의 가공 및 이용의 영역으로 구성되어 있음.

⦁교육목표
우리나라의 산림은 국토면적의 64%를 차지하고 있으며 무한한 자원의 보고인 산림의 효율적인 관리, 이용에 필
요한 이론과 기술을 습득하여 산림 및 임업발전에 필요한 관리자, 연구자, 지도자, 경영인을 양성한다.

2. 주요 교과
∎기초 교과

∎ 심화 교과

- 융복합 사회와 숲

- 임업종묘·육종학 및 실습

- 산림환경보전학 및 실습

- 산림토목학 및 실습

- 목질바이오매스 및 실험

- 산림경영학 및 실습

- 산림휴양학 및 실습

- 정원 및 도시림관리학

- 산림분류학 및 실습

- 자연환경해설학 및 실습

- 산림환경생물학

- 조림학 및 실습

- 산림측정학 및 실습

- 산림정책학 및 실습

- 목재가공학 및 실습

- 버섯재배학 및 실습

- 수목학 및 실습

- 산림환경복원학 및 실습

- 산림환경토양학

- 조경수생산학 및 실습

- 산림생태학 및 실습

- 산림환경경제학
- 공원관리학
- 산림현장실습
- 산림캐드 및 실습

3. 적성 및 흥미
- 생물 등 자연과목을 좋아하고 산림과 수목에 대한 관심
- 기후변화와 산림의 역할에 대한 이해와 사고력이 뒷받침
- 산림분야는 응용범위가 광범위하기 때문에 자연계열뿐만 아니라 인문사회계열에 대한 폭넓은 시야 필요
- 외국어에 소질이 있으면 도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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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진출분야
분야

공공분야
(공무원)

공공기관

직업명칭

직무개요

필수요건

필요 자격증

산림청
(입업직공무원)
산림교육원
(임업직공무원)
산림항공본부
(임업직공무원)
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
(연구직공무원)
지방산림청
(임업직공무원)
국립산림과학원
(연구직공무원)
국립수목원
(연구직공무원)
국립자연휴양림관리소
(임업직공무원)
지방자치단체 산림과
(녹지직공무원)
한국임업진흥원
(연구원)
한국산림복지진흥원
(연구원)
한국수목원관리원
(연구원)
아시아산림협력기구
(국제기구)
SJ산림조합

산림자원의 증식, 산림의 육성 및 보호, 임산물의
이용개발 등 산림에 관한 사무

산림자원전공

산림기사

산림교육 기획운영

산림자원전공

산림기사

산불예방 및 진화, 산림병해충 방제,
산림사업 지원

산림자원전공

산림기사

신품종 심사 및 품종육성 지원

산림자원전공

산림기사

각 지역의 국유림을 관리 경영

산림자원

산림기사

석사학위 이상

산림기사

석사학위이상

산림기사

산림자원전공

산림기사

산림자원전공

산림기사

산림자원전공

산림기사

산림복지서비스 제공 및 산림복지 산업 지원

산림자원전공

산림치유
지도사

산림생물유전자원의 보전 및 자원화 지원

산림자원전공

산림기사

아세안 10개국이 협력해 사막화 방지 도모

산림자원전공

산림기사

지속가능한 산림경영 촉진 및 산림생산력 증진
산사태로부터 안전한 국민의 삶과
국토보전 도목
생활속 목재문화 선도 및 지원
산지전용타당성 조사 및 산지구분 타당성 조사
산불예방 교육, 훈련, 조사,
정보교류 사업 지원
등산트레킹교육 및 전문산악인 양성 지원
산림경영계획 및 산림조사,
숲가꾸기 사업 시행

산림자원전공

산림기사

산림자원전공

산림토목기사

임산공학전공
산림자원전공

임산기사
산림기사

산림자원전공

산림기사

산림자원전공

산림기사

산림자원전공

산림기사

산림복지전문업

숲해설, 산림치유 등 산림복지서비스 제공

산림자원전공

종묘생산업

산림용 종자와 산림용 묘목 판매
수목피해 진단, 처방과 수목피해 치유 및
방제사업 수행

산림자원전공

산림치유
지도사 등
임업종묘기사

산림자원전공

나무의사

사방협회
특수법인

목재문화진흥회
한국산지보전협회
한국산불방지기술협회
한국등산트레킹지원센터
산림자원법인

산림관련직종

나무의사

국가 혁신동력 창출을 위한 산림과학기술 개발
및 보급
국내외 산림생물자원 조사, 수집,
분류 및 정보화
자연휴양림 휴양사업 지원
지방자치단체의 조림사업 계획 및 실행, 산림경영
계획 등
임가경쟁력 강화, 임산업 성장동력 확대 및
산림의 지속가능성 확보

5. 기타
⦁졸업 후 취득 가능 자격증
산림(산업)기사, 임업종묘기사, 식물보호(산업)기사, 임산가공(산업)기사, 조경(산업)기사, 산림기술사, 산림경영기술
자, 산림공학기술자, 목구조시공기술자, 목구조관리기술자, 목재등급평가사, 산림복지전문가, 산림교육전문가, 숲해
설가, 유아숲지도사, 숲길등산지도사, 산림치유지도사, 나무의사, 수목치료기술자, 수목원전문가, 정원전문가, 분재
관리사, 조경수조성관리사 등

22

국립순천대학교 진로취업로드맵

1. 산림청 공무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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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한국임업진흥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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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한국산림복지진흥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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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한국수목원관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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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경전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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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전공 개요
조경(造景; Landscape Architecture)은 인간 삶의 터전인 땅을 건강하고 아름답게 만들고 가꾸는 과학 기술이
자 창조적 예술이다. 사회가 발전하고 복잡해지면서 조경이 하는 일은 지속적으로 확대되고 있다. 조경학은 소규
모 주택정원과 도시광장에서부터 공원, 레크레이션 시설, 단지, 도시, 국토에 이르기까지 광범위한 외부공간의 계
획·설계·시공·관리 능력을 배양하는데 목표를 두고 있다. 이를 위해 조경학과는 동시대의 국제적 감각과 정보기
술을 습득하고, 자연과 문화에 대한 지식을 바탕으로 합리적 계획 능력과 창의적 설계 능력을 키우기 위한 강의
와 실습을 제공한다.
조경학전공 학부과정에서는 조경계획, 조경설계, 조경생태, 조경시공, 조경관리, 조경수목, 조경미학 같은 기초 이
론에 대한 강의와 실습이 이루어진다. 대학원 과정에서의 관련분야에 대한 종합적인 이해와 깊이 있는 이론을
공부하고 연구, 실습을 통해 전문 지식을 함양하여 조경 전문가를 양성하는데 목표를 둔다.

2. 주요 교과
∎기초 교과

∎심화 교과

- 조경의 이해

- 조경미학

- 숲과 환경

- 조경식재실무학

- 설계이론 기초실습

- 조경구조학

- 조경제도표현

- 공원설계스튜디오

- 조경계획론

- 환경생태학 및 실습

- 조경수목학 및 실습

- 조경관리학 및 실습

- 조경재료학

- 컴퓨터조경디자인스튜디오

- 정원설계스튜디오

- 식재기반계획

- 조경시공 및 관리실습

- 조경적산및실습

- 정원의 역사

- 단지및기반시설설계스튜디오

- 정원학 및 실습

- 환경심리학

- 조경컴퓨터그래픽

- 자유주제종합설계

- 정원식물학 및 실습

- 자연생태복원 및 실습

- 조경식재이론

- 지역연계조경실무

3. 적성 및 흥미
- 주거환경에 쾌적하게 꾸미고 가꾸는데 관심이 있는 학생
- 식물 및 자연현상에 흥미가 있는 학생
- 환경디자인(설계)과 공간감각, 인간의 행태 및 심리, 미적 감감, 식물분류 등의 능력 요구
- 조경의 계획 및 설계, 식물, 생태, 시공, 관리, 미학 등의 기초 이론 지식과 이해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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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진출분야
1) 민간분야
- 조경계획·설계 : 엔지니어링, 조경설계사무소, 경관설계사무소 등
- 조경시공·관리 : 종합건설업, 일반건설업, 조경식재업, 조경시설물업, 환경생태복원, 조경자재, 조경시설물,
수경시설 등
- 녹색산업 : 조경수 생산·유통업, 수목원, 식물원, 화훼, 초화류, 토양·비료, 정원자재 등
2) 공공분야
- 중앙직공무원 : 문화재청, 산림청, 국립수목원 등
- 지방자치단체공무원 : 녹지직, 산림직, 조경직 등
- 정부투자기관 및 산하기관 : 한국도로공사, 한국토지주택공사, 한국농어촌공사, 국립공원공단, 백두대간수목원,
한국임업진흥원, 농업진흥청 등)
- 지방공사 : SH공사, 전남개발공사, 전북개발공사 등
3) 교육기관
- 대학, 대학원, 연구소, 학원, 협회, 조경잡지 등

5. 기타
1) 현장실습
- 2, 3학년 재학생을 대상으로 학기 중에 조경관련 시설답사 및 현장실습 실시
2) 관련 자격증
- 조경(산업)기사, 산림(산업)기사, 자연생태복원(산업)기사, 도시계획기사, 조경기술사, 자연생태복원기술사,
문화재수리기술사, 토목(산업)기사, 건축(산업)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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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로로드맵
항목

단계

정규
교육
및
학위

직업
훈련
및
실습

1학년
※공통교양-기초
※공통교양-핵심
※공통교양-글로벌
의사소통
※공통교양-인성
※학과지정 심화교양
숲과문화와산림치유
※전공교과목 수강
조경의이해

학과소모임활동

2학년
※전공교과목 수강
설계이론기초실습
조경제도표현
조경컴퓨터그래픽
조경수목학및실습
조경식재이론
조경재료학

순천만국가정원
현장견학

3학년

4학년

※전공교과목 수강
조경미학
조경식재실무학
조경구조학
공원설계스튜디오
환경생태학및실습
조경관리학및실습
현대조경론

※전공교과목 수강
자유주제종합설계
※교직교과목수강
식물자원·조경교재연구
및 지도법

현장 실습 견학
취업동아리(소모임) 활동
기업지원(인재개발원)

취업동아리(소모임)활동
취업캠프 참여
창업동아리(소모임)활동

6월~8월
직장연수현장실습
(시공·관리)

6월~8월
직장연수현장실습 및 인턴(공사)

8월
진로특강(대학일자리센터)

8월
성공취업모의면접, 입사지원서,
자기소개서 트렌드 특강
3월
조경기사 필기시험

1학기
․
하계
방학

자
격
취
득

전
문
자
격
·
외
국
어
정
보
화

모의토익시험 응시
어학원 수강
(토익, 회화)
평생교육원 수강

1월
5월
컴퓨터그래픽스운용기능사
조경기사 실기시험
필기시험
3월
6월
사무자동화산업기사
조경기사 자격취득
3월
필기시험
8월
컴퓨터그래픽스운용기능사
자연생태복원기사 필기시험
실기시험
4월
사무자동화산업기사
8월
4월
실기시험
식물보호기사 필기시험
컴퓨터그래픽스운용기능사
10월
자격취득
6월
자연생태복원기사 실기시험,
사무자동화산업기사
식물보호기사 필기시험
4월
자격취득
11월
한문능력검정시험1급
자연생태복원기사 자격취득,
8월
7월
토익성적 700점이상 취득 식물보호기사 자격취득
토익성적550점이상취득
12월
한국잔디연구소 그린키퍼학교입학
(1년과정수료 후 골프관리사
인증시험 응시)
학과취업상담교수 개인상담
전문가 초청 특강

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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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과취업상담교수
개인상담
심리검사(성격,진로적
성)실시
전문가 초청 특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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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과취업상담교수
개인상담
전문가 초청 특강
각종 공모전 참가

학과취업상담교수
개인상담
전문가 초청 특강
각종 공모전 참가

5월~6월
대한민국환경조경대전신청
6월
졸업작품전-자유주제
종합설계
각종 공모전 참가

항목

단계

정규
교육
및
학위

직업
훈련
및
실습

1학년

※공통교양-핵심
※공통교양-글로벌 의사소통
※공통교양-인성
※학과지정 심화교양
정원예술과문화의이해
※전공교과목 수강
융복합사회와숲

학과소모임활동
진로청사진만들기
(인재개발본부)

2학년

※전공교과목 수강
정원설계스튜디오
조경시공및관리실습
정원의역사
정원학및실습
조경계획론
정원식물학 및 실습

10월
전공직무역량강화프로그램
참가 (인재개발본부)

2학기
․
동계 자
방학 격
취
득

7월
전산응용건축제도기능사
필기시험
8월
전산응용건축제도기능사
실기시험
9월
전산응용건축제도기능사
자격취득
11월
한문능력검정시험 2급 응시
12월
토익성적 400점이상 취득

기타

※전공교과목 수강
조경관리학및실습
컴퓨터조경디자인스튜디오
식재기반계획
조경적산및시습
단지및기반시설설계스튜디
오
환경심리학
※교직교과목수강
식물자원·조경교육론

10월~12월
조경실무현장실습
(설계시공관리)

8월
자연생태복원산업기사
필기시험

모의토익시험 응시

전
문
자
격
·
외
국
어
정
보
화

3학년

9월
토익성적 850점이상취득

9월
토익성적650점이상취득

10월
자연생태복원산업기사
실기시험
11월
자연생태복원산업기사
자격취득
10월~11월
OPIC시험 응시(6회)
11월
OPIC Novice high 취득

4학년

※전공교과목 수강
자연생태복원및실습
지역연계조경실무
※교직교과목수강
식물자원·조경논리및논술

10월
성공취업모의면접 참가
(대학일자리센터)
1월
NCS필기전형
특강(대학일자리센터)

8월
자연생태복원기사 필기시험,
식물보호기사 필기시험
10월
자연생태복원기사 실기시험,
식물보호기사 실기시험
11월
자연생태복원기사 자격취득,
식물보호기사
자격취득임용고사 1차시험
12월
임용고사 2차시험(논술),
한국잔디연구소
그린키퍼학교입학
(1년과정수료후 골프관리사
인증시험 응시)

학과취업상담교수 개인상담
전문가 초청 특강
입사컨설팅 및 취업상담
학과취업상담교수 개인상담 학과취업상담교수 개인상담
학과취업상담교수 개인상담
(인재개발원)
전문가 초청 특강
전문가 초청 특강
전문가 초청 특강
채용설명회 및 박람회
봉사활동(수목전지·전정)
봉사활동(수목전지·전정)
봉사활동(수목전지·전정)
각종 공모전 참가
채용설명회 및 박람회
9월
각종 공모전 참가
대한민국환경조경대전 접수
각종 공모전 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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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산업체 및 민간부문
⦁진출분야
- 계획계획 및 설계 : 조경설계사무소, 엔지니어링업체 등
- 조경시공, 관리 및 감리 : 종합건설업체, 일반건설업체, 조경관련 전문건설업체(조경식재, 조경시설물 및 공사
업), 시공감리업체, 사립식물원 등
- 조경소재 개발 및 생산 : 조경수 생산·유통업, 조경시설물 생산업체, 사립식물원 등

⦁주요 직무
- 조경계획 분야 : 자연·인문·사화환경 현황조사, 종합분석, 기본구상, 기본계획, 프리젠테이션 등
- 설계 분야 : 설계조사분석, 기본설계, 실시설계, 현장지원설계 등
- 조경소재 개발 및 생산 분야 : 연구개발(식물재료, 디자인 및 시설물재료 개발), 생산(조경식물, 시설물 생산),
유통(물류자재관리, 유통관리)
- 조경시공 분야 : 조경기반공사, 조경식재공사, 조경시설문공사, 생태복원공사, 실내조경공사, 공사관리
- 조경감리 분야 : 설계감리(설계과정 관리, 기성고 및 공정관리, 감리보고서 작성), 공사감리(공사착수단계 감리,
공사시행단계 감리, 기성 및 준공검사 관련 감리 등)
- 조경관리 분야 : 조경식재 유지관리, 조경시설물 유지관리, 이용관리, 운영관리

⦁기업이 요구하는 취업 역량
- 조경계획 및 설계 : 컴퓨터 및 관련 장비를 활용하여 디지털화 작업 및 분석 능력(CAD, GIS, 포토샵, 일러스
트 프로그램), 의사소통 및 프레젠테이션, 보고서 작성 등
- 조경시공, 관리 및 감리 : 설계도면 등의 설계도서 독해, 설계도서 수정(CAD), 관련법규 이해 및 현장관리 대
응능력, 설계 및 시공과정, 타 분야기술자간의 소통 등
- 조경소재 개발 및 생산 : 식물·시설물 재료 개발을 위한 예찰력과 분석적 사고력, 창의력, 디자인 감각능력,
식물분류 및 생리생태 기초지식 등

⦁필요한 교육/훈련
- 조경관련기사 자격증 및 교육훈련 등
- 컴퓨터자격증 및 취급교육(CAD, GIS, 포토샵, 일러스트 등)
- 설계·시공 기술 교육
- 수목 전지·전정, 번식 교육 등

2. 공공부문
⦁진출분야
- 조경관련분야 정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공무원, 공공연구기관(국토연구원, 건설기술 연구원 등), 국 공영업체
(한국토지주택공사, 한국수자원공사, 한국도로공사, 국립수목원 등)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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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직무
- 조경관련 기획 및 예산 투입
- 의사소통 및 프레젠테이션, 보고서 작성
- 조경계획 및 설계, 시공, 감리 등의 절차관리

⦁기업이 요구하는 취업 역량
- 조경관련 기술사·기사·산업기사 자격증
- 농업계열의 전문대학 이상 졸업자(특채)
- 전문성, 실용적, 이론과 실무 조화 능력
- 글로벌 의사소통 능력(토익 등)

⦁필요한 교육/훈련
- 조경기사 자격증 교육, 토익 등

3. 창업
⦁진출분야
- 조경시공 : 조경식재공사업, 조경시설물설치공사업, 조경유지관리업
- 조경계획 및 설계 : 조경설계사무소, 정원디자인사무소 등
- 조경소재 개발 및 생산업 등

⦁주요 직무
- 조경계획 및 설계 : 컴퓨터 및 관련 장비를 활용하여 디지털화 작업 및 분석 능력(CAD, GIS, 포토샵, 일러스
트 프로그램), 의사소통 및 프레젠테이션, 보고서 작성 등
- 조경시공, 관리 및 감리 : 설계도면 등의 설계도서 독해, 설계도서 수정(CAD), 관련법규 이해 및 현장관리 대
응능력, 설계 및 시공과정, 타 분야기술자간의 소통 등
- 조경소재 개발 및 생산 : 식물·시설물 재료 개발을 위한 예찰력과 분석적 사고력, 창의력, 디자인 감각능력,
식물분류 및 생리생태 기초지식 등

⦁기업이 요구하는 취업 역량
- 시공현장 능력 및 인적 네트워트 구축
- 전문성, 실용적, 이론과 실무 조화 능력

⦁필요한 교육/훈련
- 전공 및 직무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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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자원과학과

34

국립순천대학교 진로취업로드맵

1. 전공 개요
최근 동물산업의 대상동물은 소·돼지·닭 등 주요 경제동물에서부터 각종 야생동물 및 애완동물에 이르기까지 확
대되고 있다. 이와 같이 동물자원분야는 이용 가능한 모든 동물을 연구의 대상으로 함과 동시에 1차 산업의 영
역은 물론 가공·유통 등 2·3차 산업까지 포함하는 다원화된 종합산업이다. 또한 생명과학분야의 교육 연구에 선
구적인 역할을 하기 위해 체계적인 이론 교육과 실험 실습을 통한 우량 가축의 번식과 개량, 기능성 바이오 사료
개발, 한국형 유제품, 소시지 등, 축산물의 효율적인 생산과 가공 및 경영에 관한 이론과 실기를 학습시켜, 국가
와 인류사회에 기여 함에 의의를 두고 있다.
그 목표를 이루기 위해 동물자원과학 연구의 각 분야(육종, 번식, 사양, 영양, 환경, 가공, 육·유가공 유통·경제)
최고 연구진들이 첨단 지식 및 기술을 바탕으로 다원화된 분야를 종합적으로 연구·교육하고 있다. 동물자원 및
생명과학 분야의 교육연구에 선구적인 역할을 하기 위해 체계적인 이론 교육과 실험 및 실습을 통한 우량 가축
의 번식과 개량, 기능성 바이오 사료 개발, 인공수정란 수정란이식 및 실습, 한국형 육·유가공품 등 축산물의 효
율적인 생산과 가공 및 경영에 관한 이론과 실기 등의 분야를 교육하고 있으며, 각 전문 분야를 연구하고 실질적
인 실험 및 실습을 통하여 우리나라 축산업의 발전에 기여하는 전문 인력을 양성하고자 한다.

2. 주요 교과
∎기초 교과

∎심화 교과

- 동물자원과학입문

- 동물세포공학

- 동물자원미생물학 및 실험

- 동물유전학 및 실험

- 동물영양학

- 동물생리학 및 해부학

- 동물자원생화학

- 애완동물학

- 동물번식학 및 실험

- 반추동물영양생리 및 실습

- 사료생산공학 및 실험

- 동물자원정보처리

- 식육과학 및 실험

- 동물질병학

- 동물전염병학

- 발효유제품학 및 실습

- 동물육종학 및 실습

- 축산식품위생안전학 및 실습

- 동물면역학

- 친환경중소동물학
- 동물내분비학
- 동물발생공학
- 육가공학 및 실습

3. 적성 및 흥미
- 동물을 좋아하고 실험,실습에 흥미가 있는 학생에게 적합
- 화학, 생물과 같은 기초과학 과목의 지식과 이해가 필요함
- 외국어에 소질이 있으면 도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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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진출분야
1) 공사 / 공무원
농림식품부 농업직, 농업기술센터, 농촌지도사

2) 연구소
국립 농촌진흥청 농업 연구직, 에너지 연구소, 자원 공학 연구소

3) 산업체
사료 회사 기술 컨설턴트, 동물원사육사, 축산유통, 방역사, 축산물등급판정사, 축협

4) 교육기관
중등교사 자격증 취득 후 고등학교 교사

5) 기타
기업 목장 관리직, 목장 및 농장 창업, 국내외 대학원 진학 석·박사학위 취득 후 연구기관 취업

5. 기타
1) 현장실습
3,4학년 재학생을 대상으로 매해 계절학기에 실시
2) 관련 자격증
축산산업기사, 가축인공수정사, 실험동물기술사, 가축개량사, 식육처리기사, 수질, 환경분석기사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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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로로드맵
항목

단계

1학년

정규 교육
및
학위

※교양교과목수강
※새내기소양 수강

직업훈련
및 실습
1학기
․
하계
방학

자
격
모의토익시험 응시
취 외국어
득 정보화

학과취업상담교수
개인상담
심리검사
(성격,진로적성)
실시 (인력개발원)

3학년

4학년

※전공교과목 수강
동물자원미생물학및실험
동물영양학I
동물세포공학
동물유전학및실험
동물자원생화학
동물생리학및해부학
※교직교과
농업교육론

※전공교과목 수강
사료생산공학 및 실험
식육과학 및 실험
ICT동물자원산업
동물전염병학
동물자원과학

※전공교과목 수강
학교기업현장실습 1
친환경중소동학
동물내분비학
동물자원실험 및 세미나
유생산동물학 및 실험
창의적연구종합설계 1

현장견학
취업:학과취업소모임활동
(외국어,전공 스터디)
이력서

취업동아리 활동
공기업지원
준비/상식,논술,면접
(종합인력개발센터)
6월~8월 관련업체 인턴

취업동아리 활동
엘리트성공취업캠프 참가
(종합인력개발센터)
6월~8월
관련업체(회사) 인턴

모의토익시험 응시

모의토익시험 응시
3월 축산 산업기사
필기시험
4월 축산산업기사실기시험
5월 축산산업기사자격취득
3월-8월
가축인공수정사(시·군별)

모의토익시험 응시
3월 축산기사 필기시험
4월 축산기사 실기시험
5월 축산기사자격취득
3월-8월
가축인공수정사(시·군별)

전문
자격

기타

2학기
․
동계
방학

2학년

학과취업상담교수 개인상담
학과취업상담교수 개인상담
담당교수님과 개인상담
진로집단상담프로그램
취업지원역량강화프로그램
참가(인력개발원)
(인력개발원)

학과취업상담교수
개인상담
담당교수님과 개인상담
취업지원역량강화프로그램
(인력개발원)

※전공교과목 수강
애완동물학
※전공교과목 수강
반추동물영양생리 및 실습
동물자원과학입문
정규교육 및
동물번식학 및 실험
수강
학위
동물자원정보처리
자기개발과 진로설정
동물질병학
교과목수강
※교직교과
(인력개발원)
농업교육론

※전공교과목 수강
※전공교과목 수강
발효유제품학 및 실습
동물면역학
동물영양학 Ⅱ
학교기업현장실습2
동물육종학 및 실습
동물발생공학
축산식품위생안전학 및 실습 육가공학 및 실습
※교직교과
창의적연구종합설계2
동물자원교육론
※교직교과
교육사회학
동물자원과학과논술

직업훈련 및 진로청사진만들기
실습
(인력개발원)

8월:청년층직업지도CAP
참가 (종합인력개발센터)
12월~2월
관련업체(목장) 인턴

10월
모의면접 경진대회 참가
(종합인력개발센터)
12월~2월
관련업체(회사) 인턴

모의토익시험 응시
10월 축산산업기사
필기시험
11월 축산산업기사
실기시험
12월 축산산업기사
자격취득
가축인공수정사(시·군별)

모의토익시험 응시
10월 축산기사 필기시험
11월 축산기사 실기시헙
12월 축산기사자격취득
가축인공수정사(시·군별)

학과취업상담교수 개인상담
채용설명회 및 박람회

학과취업상담교수
개인상담
입사컨설팅 및 취업상담
(인력개발원)
채용설명회 및 박람회

10월
취업역량강화훈련캠프참가
(종합인력개발센터)

전문
자격
자
격
모의토익시험 응시
취 외국어
득 정보화

기타

학과취업상담교수
개인상담

모의토익시험 응시

학과취업상담교수 개인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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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산업체 및 공공기관
⦁진출분야
- 가축위생방역지원본부, 축산물등급판정사, HACCP, 사료 회사 기술 컨설턴트,동물원 사육사, 축산유통, (주)
한국지역개발연구원, 동물초음파진단사, ㈜다비육종, 가축사육종사원, 낙농업종사원, 야생동물구조관리센터, 임
실치즈과학연구소, 농·축협, 등
⦁주요 직무
- 동물용 사료 및 조제 식품 제조업
- 품질관리, 유통관리, 연구개발
- 지역산업 활성화 전략 수립
- 가축을 사육하여 낙농 제품 생산 및 기획 판매
⦁기업이 요구하는 취업 역량
- 전문성, 실용적, 이론과 실무 조화 능력, 종합적 창의력
- 글로벌 의사소통 능력
- 가축의 번식, 사육, 사료 질병에 관한 전문 지식
⦁필요한 교육/훈련
- 축산기사 자격증 교육, 토익 등

2. 농업직, 축산직 공무원(7급, 9급, 농촌지도사, 농업연구사)
⦁진출분야
- 공공기관 · 행정 · 지도
⦁주요 직무
- 농촌지도사업에 대한 장·단기 발전계획 수립
- 축산에 관한 자료 수집 분석 평가.
- 농민이나 농업후계자의 대한 의식개발, 영농기술 및 경영능력, 지도력 배양
- 농민의 편리하고 위생적인 생활 교육
⦁기업이 요구하는 취업 역량
- 국어, 영어, 한국사 등 기본소양 능력
- 농업관련 기술사·기사·산업기사 자격증
- 농업계열의 전문대학 이상 졸업자(특채)
- 전문성, 실용적, 이론과 실무 조화 능력
- 글로벌 의사소통 능력
⦁필요한 교육/훈련
- 축산기사 자격증 교육, 토익 등

38

국립순천대학교 진로취업로드맵

3. 창업
⦁진출분야
- 창업
⦁주요 직무
- 축산물 생산 및 가공
- 농어촌 활성화 사업
- 농촌지도·교육훈련
- 품종 개량을 통한 수익증대
- 농업 조합원 운영을 통한 전문 농업인력 양성
⦁기업이 요구하는 취업 역량
- 농촌 활성화에 대한 도전정신
- 전문성, 실용적, 이론과 실무 조화 능력
⦁필요한 교육/훈련
- 동물영양, 동물사료, 동물번식 등 전공 교육
- 가축 및 사양 관한 교육
- 선진 농가의 기술 교육
- 전공 및 직무 관련 분야 자격증 취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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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예학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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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전공 개요
- 원예학은 모든 농업의 종합적인 이론과 지식의 집약에 의해 자생된 농학의 결정체라 할 수 있다.
- 건강한 식생활을 위한 채소 및 과수작물, 아름답고 쾌적한 생활환경을 위한 화훼류 및 관상식물을 연구하는
학문이다.

2. 주요 교과
∎기초 교과

∎심화 교과

- 채소원예학총론

- 채소원예학 각론

- 과수원예학

- 과수원예학 및 실습

- 화훼원예학

- 화훼생산의 실제

- 식물육종학입문

- 시설환경 IT제어

- 시설원예학

- 생물공학의 실제

- 원예바이오공학

- 식물육종학 응용

- 과수원예의실습

- 수경재배학

- 원예6차산업과 창업

- 기능성 채소학 및 실습

- 원예IT융합기초

- 원예치료

- 재배학원론

- 원예IT융합실제
- 열대과수학
- 화훼수확후 관리 및 디자인 실습
- 원예번식학
- 원에작물바이오테크의 실제
- 채소원예학 실습
- 화훼원예학 실습
- 원예작물분자마커활용의 실제
- 스마트팜운영과 실제
- 수경재배실습

3. 적성 및 흥미
- 생물공학 과목에 흥미
- 생명현상을 객관적으로 보는 관찰력, 논리적 사고, 도전정신, 분석력 필요
- 기초 자연과목에 흥미와 생명현상에 관심
- 실무능력, 창의적사고, 현장경쟁력, 자기개발과 직업의식, 글로벌 마인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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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진출분야
분야

직업명칭

직무개요

필수요건 및 필요 자격증

의료

원예치료사

정신적, 육체적 재활을 목적으로 노인, 장애인,
일반인 등에게 식물을 이용한 원예 활동 및

원예치료사 자격증, 원예학,
사회복지, 임상심리, 간호학,

치료 프로그램을 기획하고 실시·평가한다.

정신의학, 재활의학

고품질·고부가가치의 원예작물을 지속적·안정
시설재배연구원

융합·IT

시설작물재배관리자

스마트농업 전문가

한국농어촌공사

적으로 생산하기 위한 시설재배 기술에 대해
연구를 한다.

농업경제통계론, 농업전산정보,
생산관리 경제학,

온·습도 등 환경을 통제할 수 있는 작물재배

ICT융합영농창업,

시설을 이용하여 채소, 원예 및 기타 작물을

농산물유통·가격론,
ICT법인체창업 및 실습,

재배하는 작업원의 활동을 감독하고, 시설물을
관리한다.
스마트팜 생육 조사 및 데이터분석과 농가 컨
설팅 업무를 수행한다.

전산관련 자격증 소지,
재배·식용작물·토양학 등

국가기초자원인 주곡의 안정적 생산, 농어촌

농업경영, 농산물무역, 농촌조사,

생활환경 개선, 수자원 확보 등 농어촌관련 업

지역농업개발론, NCS,

무수행한다.

전산관련자격증, 외국어능력
농산물유통, 농촌사회,

공공·행정

농업직공무원

농촌진흥청(RDA)

농산물 유통, 식량증산, 불법행위 단속, 농업정
책, 농업 민원 행정처리 등 업무수행

농업의 발전과 농업인의 복지향상 및 농촌자원
의 효율적 활용을 도모하기 위한 업무수행

농업인의 권익을 대변하고 농업발전과 농가소
농협협동조합(농협)

득 증대를 목표로 농업·농촌의 신용사업, 경제
사업, 교육지원 사업을 담당한다.

지역농업개발론,
농업관련 기사·기능사,
재배·식용작물·토양학 등
농업경영, 농업정책,
지역농업개발론,
환경자원·원예·전산자격 등
농업경제, 협동조합론, 농촌지도,
농업전산정보,
농업적책학, NCS,
외국어능력 등

금융·보험
공정하고 객관적인 농업재해보험의 손해평가를
농업재보험손해평가사

위해 피해사실 확인, 보험가액 및 손해액의 평
가, 그 밖의 손해평가에 필요한 사항에 대한
업무를 수행한다.
대학에서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물리학, 생물

교수(농업계열)

학, 수학, 지질학, 천문학, 기상학, 화학, 환경
학 등의 자연과학계열 학문을 강의한다.
꽃을 포장하고 판매하거나 행사장에 화훼장식

교육·지도

플로리스트

을 하는 등 용도에 적합하고 아름답게 꽃을
연출한다.
농가를 대상으로 농업소득 증대, 작물생산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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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촌지도사 및

반의 확충, 농업생산성 향상을 위해 재배기술

농업연구사

및 우량품종 등에 관한 교육·홍보를 실시하고
지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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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정책학, 농산물가격론,
식량경제, 생산관리경제학,
농업재해보험 손해평가사 자격증

정교교육 16년 초과
(대학원 포함)

화훼장식기능사,기사 플로리스트
자격증

농촌지도·협동조합론
농촌조사방법론, 생산관리,
재배·식용작물·토양학 등

5. 기타
⦁학과 전망 및 진출 진로
졸업생들은 사회의 다양한 분야에 진출하고 있는데, 농협을 비롯한 금융기관과 농수산식품유통공사, 한국농어촌공
사, 농업기술원 등 농업관련 공공기관에 진출할 수 있다. 또한 정부 산하기관, 대기업, 중소기업체에 취업할 수
있으며, 앞으로 정부의 BT산업에 대한 투자확대가 기대되는 만큼 연구와 취업영역도 넓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졸업 후 취득 가능한 자격
- 농업계 학과로써 농업직 공무원과 각종 농업관련 기사, 기능사 자격증 응시자격 부여
- 농산물품질관리사
- 식물보호기사
- 종자기사
- 화훼장식기사
- 유기농업기사

⦁학과 행사 및 현장실습
- 농산업 분야 인식제고를 위한 전문가 초청특강
- 향후 농촌지역 인재양성을 위한 현장실습 및 인턴쉽 지원
- 각종 사업단을 통한 취·창업 동아리 지원
- 외국어 및 농산업 관련 자격 취득 시 장학금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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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농업직 공무원
⦁진출분야 : 공공기관·행정
⦁주요 직무
- 농업 정책에 부합되는 행정을 담당
- 농산물 유통담당·식량증산·농지의 불법행위 단속·농어민 확인서발급(농지원부)·농지재해대책 등을 처리하는
업무를 담당
- 국가직은 농림부 소속기관에서, 지방직은 각 시/구청의 사업소에서 근무
⦁기업이 요구하는 취업 역량
- 농촌문제에 대한 이해와 문제해결 능력
- 농업관련 기술사·기사 등의 자격증 취득
- 농업계열 전문대학 이상 졸업자
⦁필요한 교육/훈련
- 재배학개론, 작물생리학, 토양학, 농촌사회학 등의 전공능력 훈련
- 다양한 조사·체험을 통한 농업·농촌 문제의식 확립
- 농업관련 기술사·기사·산업기사 자격증 취득(가산)
⦁직업 세부분류
- 국가직(농림부 소속기관)
- 지방직(각 시/구/군청 사업소)

2. 농업협동조합(농협)
⦁직업분야 : 금융 · 보험
⦁주요 직무
- 신용사업 : 상호금융사업, 농협금융지주
- 경제사업 : 농업경제사업, 축산경제사업
- 지도사업
⦁기업이 요구하는 취업 역량
- 협동조합·전산·회계·지도관련 전공 능력
- 전산·금융관련 자격증
- 국가직무능력표준(NCS) 역량
- 글로벌 의사소통 능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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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요한 교육/훈련
- 협동조합·전산·회계·지도관련 전공 능력 훈련
- NCS(국가직무능력표준) 훈련
- 외국어(TOEIC, TOEIC Speak, OPIC 등) 능력 훈련
- 전산·금융 관련 자격증 취득
⦁직업 세부분류
- 농업협동조합 중앙회
- 농협협동조합 지역조합

3. 플로리스트
⦁진출분야 : 교육·지도
⦁주요 직무
- 꽃을 포장하고 판매하거나 행사장에 화훼장식을 하는 등 용도에 적합하고 아름답게

연출한다.

⦁기업이 요구하는 취업 역량
- 손재주와 창의성, 눈썰미가 요구
- 목적에 따라, 혹은 연령별로 원하는 스타일이 있기 때문에 고객이 원하는 바를 빠르고 정확하게 감지할 수
있는 능력이 필요.
- 유행이 바뀌고 신품종이 나오기 때문에 끊임없는 공부와 선진 외국의 트렌드에 대한 정보습득과 기술습득이
필요하다.
⦁필요한 교육/훈련
- 사설학원이나 평생교육원, 사회복지관, 문화센터 등을 통해 교육을 받을 수 있다.

4. 창업
⦁직업분야 : 창업
⦁주요 직무
- 농산물 생산 및 가공
- 농어촌 활성화 사업
- 농촌지도·교육훈련
- 품종 개량을 통한 수익증대
- 농업 조합원 운영을 통한 전문 농업인력 양성
⦁기업이 요구하는 취업 역량
- 농촌 활성화에 대한 도전정신
- 재배학개론, 작물생리학, 토양학 등 전공능력
- 농업관련 기계 운영 능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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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요한 교육/훈련
- 재배학개론, 작물생리학, 토양학 등 전공 교육
- 농기계 관한 교육
- 선진 농가의 기술 교육
- 전공 및 직무 관련 분야 자격증 취득
⦁직업 세부분류
- 스마트팜
- 농산물 가공
- 농촌 활성화 사업
- 농산물 유통업
- 체험 농장

5. 한국농어촌공사(농업계열)
⦁진출분야 : 교육·지도
⦁주요 직무
- 농어촌 정비 사업을 시행하고 농업기반시설을 종합관리
- 농업인의 영농규모적정화를 촉진함으로써 농업생산성을 증진시키고, 농업촌의 경제⦁사회적 발전에 이바지하
는 농기업이다.
⦁기업이 요구하는 취업 역량
- 시설원예기사, 종자기사 등의 농업계열 자격증 획득
⦁필요한 교육/훈련
- 서류전형 통과를 위한 기본 스펙 만들기(자격증, 공인외국어, 학점, 봉사활동)
- 토익 700점 이상 필요
⦁직업 세부분류
- 국가직(농림부 소속기관)
- 지방직(각 시/구/군청 사업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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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전공 개요
생활수준의 향상과 건강지향적 식생활에 대한 관심이 높아짐에 따라 국민의 건강증진과 건강한 식생활을 선도할
식품영양 전문가 양성을 목표로 한다. 식품과 영양 전반적 분야에 걸쳐 다양한 직무중심의 교육과정을 도입하여
영양사, 영양교사, 식품개발 전문가 등 다양한 분야에서 활동할 수 있는 현장 맞춤형 인재를 양성하고 있다.

2. 주요교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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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진출분야
분야

직업명칭

직무개요

필수요건

필요자격증

단체급식
영양사

∙ 안전하고 위생적인 식단을 제공하기 위하여 최적의
운영 시스템과 전문역량을 갖춘 인력을 활용하여 식
단작성, 식자재 구매 및 관리, 조리⦁검식 및 배식관
리 등 일련의 운영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

영양사

영양사
위생사
조리사

푸드마케터

∙ 식품마케팅 전문가로 시장조사부터 상품기획, 생산･
판매･판촉에 이르는 작업을 담당

-

품질관리사
(농·수산물)

외식
컨설턴트

∙ 안전하고 위생적인 음식을 최상의 환경에서 고객에게
제공하기 위하여 식자재관리, 메뉴품질관리, 서비스
관리, 마케팅 등 일련의 운영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

-

영양사
조리사

영양상담사

∙ 개인과 집단의 질병예방과 건강증진을 위하여 대상자
의 영양평가 결과를 근거로 영양상담을 수행

영양사

영양사
위생사
조리사

임상영양사

∙ 병원, 보건소 등의 의료기관에서 영양상태 판정, 영
양상담 및 교육 등 영양중재를 시행하고 모니터링을
통해 피드백하여 종합적인 영양관리 제공

임상영양
대학원
진학

영양사
임상영양사

식생활
관리사

∙ 건강을 위해 가정의 역할, 사회구조, 식생활 소비환
경의 변화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올바른 식생활
습관을 형성 할 수 있도록 지도하며, 건강개선 및
성장발달을 위한 식생활 교육을 담당

식생활
지도사

영양사
위생사
조리사

영양교사

∙ 초·중·고등학생이 균형 잡힌 식사를 할 수 있도록
식단을 계획하고, 조리 및 식재료 공급 등을 감독하
며, 식생활 개선에 대한 영양교육을 담당

영양교사
2급 취득
후
임용시험
합격

교원자격증
(영양교사2급)
영양사
조리사

보건교육사

∙ 개인, 집단, 산업체 및 지역사회가 건강상 바람직한
행동을 자발적으로 할 수 있도록 체계적이고 효율적
인 보건교육을 실시하고 환경을 조성하며 사전 예방
적 건강관리사업을 수행함으로써 국민 질병예방 및
건강증진 역할을 담당

보건교육사

보건교육사

연구원

∙ 건강기능식품을 개발하기 위해 영양분석과 기초응용
연구 기술을 적용한 신제품 및 기술 개발 계획 수
립, 제품 설계, 품질평가를 수행

석·박사

영양사
위생사
식품기사

식품품질
관리사

∙ 식품별 기준과 규격에 적합한 제품을 제공하기 위해
식품관련 법규관리, 시험검사관리, 제조⦁생산과정의
위해요소를 확인․평가하여 중점적으로 관리

품질관리사
(농·수산물)

식품기사
HACCP
품질관리사
(농·수산물)

공무원

∙ 식품/영양분야와 보건/위생분야의 행정업무와 분석업
무를 담당

공무원
시험 합격

영양사
위생사
식품기사
보건교육사

공기업

∙ 식품/영양 관련 국공립연구소와 산업계의 제품개발
및 품질관리 업무를 담당

-

영양사
위생사
식품기사

푸드
서비스
경영

영양
관리

식품
영양
교육

식품
영양
연구
개발

식품
보건
행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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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기타
⦁영양 관련 면허증(자격증)
자격증

주관기관

정의

영양사

보건복지부

Ÿ 질병예방과 건강증진을 위해 급식관리 및 영양서비스를 수행하는 전문인

영양교사

교육부

Ÿ 식단 작성, 식재료의 선정 및 검수, 식생활 지도, 정보 제공 및 영양상
담 등 학교급식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교사

임상영양사

보건복지부

Ÿ 환자를 대상으로 질병 치료와 예방을 위하여 영양 치료를 제공하는
영양전문인

전문영양사

대한영양사협회

Ÿ 특정한 분야(급식경영, 노인영양, 스포츠, 산업보건 등)에서 건강증진을
위해 급식관리 및 영양서비스를 제공하는 영양전문인

위생사

보건복지부

Ÿ 사람에게 영향을 미치는 위해요인을 관리하여 중독 또는 감염으로부터
사전예방을 위한 업무를 수행하는 전문인

보건교육사

보건복지부

Ÿ 개인 또는 집단의 건강한 행동을 교육하고 환경을 조성하는 전문인

⦁식품 관련 자격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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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격증

주관기관

정의

식품
(산업)기사

한국산업
인력공단

Ÿ 소비자에게 최상의 식품을 제공하기 위하여 식품가공분야에서 기능 업무
를 담당하는 전문인

식품기술사

한국산업
인력공단

Ÿ 식품의 개발, 생산, 관리, 위생, 안전 등 식품의 전반적 전문지식과 기술
및 실무경험을 갖춘 기술전문인

품질관리사
(농·수산)

한국산업
인력공단

Ÿ 적절한 품질관리를 통하여 안정성을 확보하고, 상품성을 향상하며 공정하
고, 투명한 거래를 유도하는 전문인으로 수산물 및 농산물 품질관리사로
구분됨

조리
산업기사

한국산업
인력공단

Ÿ 조리업무 전반에 대한 기술, 인력, 경영관리를 담당하는 전문인

조리기능사

한국산업
인력공단

Ÿ 위생적이고 안전한 음식을 조리하여 제공하는 전문인으로 한식, 양식,
중식 및 일식 조리기능사로 구분됨

제과제빵
기능사

한국산업
인력공단

Ÿ 제빵에 관한 숙련기능을 가지고 제빵 제조와 관련되는 업무를 수행하는
전문인

식품가공
기능사

한국산업
인력공단

Ÿ 식품의 소화율, 보존성, 맛과 형태 등 전반적 가공 업무를 담당하는 전문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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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푸드서비스경영
⦁진출분야 : 단체급식 영양사, 푸드마케터, 외식컨설턴트 등
⦁주요 직무 : 급식운영 계획 수립 및 실행, 식단작성, 식자재 구매 및 관리, 조리·검식 및 배식관리, 급식시설
및 설비관리, 외식운영관리
⦁필요한 교육/훈련 : 영양·위생·안전 관리에 대한 기초지식 습득
식단작성법 및 식자재 조리법 습득
단체급식관리 및 급식경영법 습득
HACCP 및 식품위생관리 관련 훈련
⦁관련 직업
- 산 업 체 : 대기업 및 급식위탁업체, 산업체 영양사
- 교육기관 : 초·중·고등학교, 대학교 영양사
- 의료기관: 병원 급식영양사
- 관 공 서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교정시설, 군부대 영양사
- 영·유아 보육시설 및 사회복지시설 영양사
- 급식경영관리 영양사

2. 영양관리
⦁진출분야 : 임상영양사, 영양상담사, 식생활관리사 등
⦁주요 직무 : 영양상담 및 영양관리
⦁필요한 교육/훈련 : 영양판정, 생애주기영양학, 식사요법 등의 전공지식 습득
대상자 건강상태에 따른 영양관리 프로그램 매칭 훈련
상담기술 습득
⦁관련 직업
- 보건소 및 건강증진센터 상담영양사
- 임상영양사(석사 학위)
- 기업체 건강관리 상담영양사(쥬비스, 두드림 등)
- 국민건강보험공단 상담영양사
-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영양사
- 건강기능식품 상담영양사(뉴트리라이프, 약국 등)
- 스포츠 영양사
- 기업체 홍보영양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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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식품영양교육
⦁진출분야 : 영양교사, 보건교육사
⦁주요 직무 : 영양교육 기획, 만성질환 예방교육, 건강생활실천 영양교육
⦁필요한 교육/훈련 : 영양학, 영양교육, 지역사회영양학 등의 전공지식 습득
대상별 영양교육 목적 및 목표 설정 능력 훈련
영양교육 도구 활용 및 교육 프로그램 숙지
⦁관련 직업
- 초·중·고등학교 영양교사
- 보건소 건강증진센터 보건교육사
- 보건복지부 및 질병관리본부 보건교육사

4. 식품영양연구개발
⦁진출분야 : 국공립연구원, 식품개발연구원, 식품품질관리사 등
⦁주요 직무 : 시험·검사관리, 식품안전 위해요소 관리, 식품(소재) 기획⋅개발, 시제품 연구 및 개발, 기능검사,
시제품 평가, 제품 응용 연구, 법규관리
⦁필요한 교육/훈련 : 식품위생관계법규, 식품학, 영양학 등의 전공지식 습득
식품(소재) 분석법 및 평가 실험 훈련
기능성 연구 기획·개발·실험 훈련
⦁관련 직업
- 국공립 연구소 연구원
- 국립암센터 연구원
- 식품품질관리원
- 식품위생 및 보건 분야 연구원
- 기능성식품 및 가공식품 개발 연구원

5. 식품보건행정
⦁진출분야 : 공기업 행정, 공무원(식품/보건)
⦁주요 직무 : 영양 및 위생보건 행정, 보건 대상자별 위생관리, 식품시설 위생관리
⦁필요한 교육/훈련 : 공중보건학, 식품위생학, 영양학 등의 전공지식 습득
국민건강증진법에 대한 지식 습득
관련 정보수집, 자료 처리, 결과 분석 훈련
⦁관련 직업
- 식품의약품안전처 및 지방청 보건연구사
- 농촌진흥청-영양 및 식생활 개선, 농업연구사 및 지도사
- 시도 식품위생 및 보건직, 시도 교육청 위생직 공무원
- 도보건환경연구원 보건연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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융합바이오시스템기계공학과

영역별 전공 교과목
구 분

기초

농업동력 및 작업기계

열 ⋅ 유체 및 농산가공

농업기계 및 시설의 자동화

1학년

정역학

2학년

공업수학 1, 2
재료역학 1, 2

기계제도 및 2C CAD
3C 기계 CAD

열역학
유체역학 및 연습
유체공학 및 기계

농공학개론

동역학
농업공작
농업기계설계
농업기계학

열에너지공학

응용컴퓨터프로그래밍
전기전자공학 및 실습

농산가공기계학

응용계측 및 실습
농업시설공학
생체역학개론
농업시설공학

3학년

4학년

농업동력학

주요 진출 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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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전공 개요
본 학과는 바이오시스템에 특화된 응용기계공학 분야로, 생물자원의 부가가치를 높이고 사람들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는 농생명산업과 바이오산업에 필요한 첨단 인공지능형 디지털 기술과 바이오 융합기술 중십으로 교육한
다. 스마트팜 특화교육과정으로, 4차산업혁명 핵심기술을 농작업에 접목하여 데이터와 로봇이 사람을 대신하는
농업 4.0 시대 진입에 부응하는 4C 역량을 갖춘 융합인재를 양성한다.
4C – Critical Thinking(비판적 사고), Creativity(창의력), Collaboration(협력), Communication(소통능력) 더
불어 융합바이오시스템기계공학과는 교육부의 스마트팜 분야 첨단학과로 선정되어 2022년도부터 전남대학교 융
합바이오시스템기계공학과와 함께 공동학과로 운영한다.

2. 주요 교과
∎기초 교과

∎ 심화 교과

- 정역학

- 농업기계설계

- 공업수학 1

- 농업기계학

- 공업수학 2

- 농업동력학

- 재료역학 1

- 열에너지공학

- 재료역학 2

- 응용컴퓨터프로그래밍

- 기계제도 및 2D CAD

- 응용계측 및 실습

- 유체역학 및 연습

- 농업시설공학

- 유체공학 및 기계

- 생체역학개론

- 동역학

- 농업시설공학

- 3D 기계 CAD

- 농산가공기계학

- 열역학
- 농공학개론
- 전기전자공학 및 실습

3. 적성 및 흥미
- 수학과 물리학에 대한 이해
- 농업, 제조업 및 에너지 분야의 기계화와 자동화에 관한 관심
- 기계의 구조, 작동원리에 대한 탐구심과 새로운 장치의 개발에 대한 흥미

54

국립순천대학교 진로취업로드맵

4. 진출분야
분야

직업명칭

직무개요

농업기계연구사

농업기계 연구 개발 및 평가

농업기계기사

농업기계생산개발자

농업기계 생산 및 유통

농업기계기사

농업기계관리 및 교육

임대농기계 관리 및 교육

농업기계기사

일반기계공학자

기계 개발 및 연구

일반기계기사

기계생산 및 제조기술자

기계류 생산 관리

일반기계기사

산업안전관리원

산업 현장의 안전 관리

산업안전기사

농업시설관리자

첨단 유리온실 축사 시설 운영 관리

공조냉동기계기사

냉동창고설치 및 관리자

농식품 냉동창고 설치 및 운영

공조냉동기계기사

지열히트펌프설치 및 관리자

온실 및 건축물의 지열 히트펌프
설치 관리

공조냉동기계기사

자동화기술자

자동화 시스템 개발

메카트로닉스기사

생산공정관리자

산업현장의 생산라인 관리

메카트로닉스기사

3D 프린터개발자

3D 프린터 개발 및 제작

3D프린터개발
산업기사

고등학교 교사

농업기계(농공) 교사

농업기계학

기계공학

공기조화,
냉동, 에너지

메카트로닉스

교직

필수요건

교직과정
이수

필요 자격증

교원자격증

※ 워크넷 : www.work.go.kr → 학과정보 → 학과검색 → 진출직업
www.work.go.kr → 직업정보 → 직업정보 찾기

5. 기타
⦁재학생이 주로 취득하는 국가자격증
일반기계기사, 산업안전기사, 소방설비기사, 농업기계기사, 건설기계설비기사, 기계설계기사, 메카트로닉스기사,
공조냉동기계기사 용접산업기사 등
⦁교직과정 이수
- 이수예정자 선발
▸ 대상 : 교직과정이수신청자 중 제2학년 2학기를 이수 중이거나 이수한 자.
▸ 선발기간 : 제 2학년 중 선발
▸ 선발기준 : 전공(학과)별 자체 선발 기준에 의함
▸ 선발인원 : 교직과정설치 승인인원 범위 내(2명)
- 기본 이수과목 및 분야
▸ 농업교육론, 농업공작, 농업기계, 농업동력, 농업토목, 농업수리, 농공학개론,
농업정보, 농산가공기계학, 농지조성, 농촌환경, 농업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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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농업기계기술자
⦁진출 분야 : 농업기계 생산업체(LS엠트론, 대동공업, 국제종합기계 등)
⦁주요 직무 : 농업기계 제품이나 부품 설계/제작/개발, 공장 설비 또는 시설 설계/감독/관리/정비, 신뢰성/내구성/
안전성 등 제품의 품질 향상과 품질관리, 사용자 교육 및 홍보 등
⦁기업이 요구하는 취업 역량 : 전공실무능력, 창의적 사고, 문제해결능력, 위기대처능력, 리더쉽, 팀워크, 외국어능력
⦁필요한 교육/훈련 : 전공 학습 및 실습, 기계설계(제도, CAD 포함), 기계재료 시험 및 검사, 프로그래밍 등
⦁관련 시험/자격증 : 농업기계기사, 일반기계기사, 기계설계기사, 메카트로닉스기사, 농작업안전보건기사, 산업안전
기사, 인간공학기사 등

2. 일반기계기술자
⦁진출 분야 : 기계/자동차/건설장비/철강 생산업체(현대기아자동차, 두산중공업, 한화, 효성, 포스코 등), 항공사 등
⦁주요 직무 : 자동차/기계/중공업/산업시설/선박/항공기 제품이나 부품 설계/제작/개발, 공장 설비 또는 시설 설
계/감독/관리/정비, 신뢰성/내구성/안전성 등 품질 향상과 품질관리, 사용자 교육 및 홍보 등
⦁기업이 요구하는 취업 역량 : 전공실무능력, 창의적 사고, 문제해결능력, 위기대처능력, 리더쉽, 외국어능력, 팀워크 등
⦁필요한 교육/훈련 : 전공 학습 및 실습, 설계(제도, CAD), 기계재료 시험 및 검사, 프로그래밍 등
⦁관련 시험/자격증 : 일반기계기사, 건설기계설비기사, 기계설계기사, 농업기계기사, 메카트로닉스기사, 공조냉동기
계기사, 건설안전기사, 소방설비기사, 승강기기사, 산업안전기사, 인간공학기사 등

3. 농업기계와 일반기계 이외의 공학관련 기술직 또는 기술 영업직
⦁진출 분야 : 엔지니어링/전기/전자/IT/식품 관련 제조업체(삼성전자, LG전자, 하이닉스반도체, 한국타이어 등)
⦁주요 직무 : 전기/전장 설계/관리/정비, 소프트웨어(프로그램) 개발, 생산 관리, 제품 홍보 및 영업, 사용자 교육
및 기술지원, 입찰/계약/납품/준공/검사 등
⦁기업이 요구하는 취업 역량 : 전공실무능력, 문제해결능력, 창의적 사고, 위기대처능력, 팀워크 등
⦁필요한 교육/훈련 : 전공 학습 및 실습, 프로그래밍 등
⦁관련 시험/자격증 : 산업안전기사, 정보처리기사 등

4. 기술직 공무원/공기업/정부투자기관 직원
⦁진출 분야 : 농촌진흥청 농업공학부, 농림축산식품부, 공기업체(농어촌공사, 농업기계협동조합, 농협 한국수자원공
사, 한국전력, 한국가스안전공사, 한국토지주택공사, 한국석유공사, 중소기업청 등)
⦁주요 직무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지원 사업 기획/조사/평가, 사무 행정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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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이 요구하는 취업 역량 : 전공지식, 일반상식, 창의적 사고, 문제해결능력, 위기대처능력, 외국어능력,
직무적합성/조직적합성, 도덕성 등
⦁필요한 교육/훈련 : 전공 학습 및 실습, 일반 사무 및 행정 등
⦁관련 시험 : 공무원 임용시험(7, 9급), 공공기관 채용시험

5. 교사/교수/지도사
⦁진출 분야 : 농업특성화 고교 (마이스터고), 대학, 전문대학, 농업기술센터
⦁주요 직무 : 수업/훈련 및 학생지도
⦁기업이 요구하는 취업 역량 : 전공지식, 교육능력, 지도능력, 일반상식, 도덕성, 리더쉽 등
⦁필요한 교육/훈련 : 전공 학습 및 실습, 교육실습, 윤리교육 등
⦁관련 시험/자격증 : 교사자격증(교사임용시험), 농촌지도사(농업기계), 박사학위(대학/전문대학 교수의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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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공학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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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전공 개요
식품공학(Food Science and Technology)은 농·축·수·임산자원을 생물학적·화학적·물리적 기술을 이용하여
영양성·기능성·저장성·기호성·편의성이 증대된 가공품으로 제조하고 이를 안전하게 소비자에게 공급하기 위한
포장·저장·유통·판매

등

식품산업

전

과정에

요구되는

식품과학기초(Food

Science)

및

산업응용기술

(Technology)에 관한 이론과 실습을 다루는 학문입니다. 즉, 산업체에서 생산하는 다양한 식품의 개발, 생산,
유통과정에 필요한 이론과 실무를 습득하고 새로운 식량자원의 탐색, 개발, 유통에 대한 종합적, 창의적 사고력
을 함양하는 분야입니다.

2. 주요 교과
∎기초 교과

∎심화 교과

- 식품미생물학

- 식품분석학

- 식품공정기초

- 식품관능및품질관리실습

- 생화학

- 유기화학

- 식품학입문

- 영양화학

- 식품재료학

- 식품포장및마케팅

- 식품위생학

- 식품미생물학실험

- 농산식품가공학

- 식품저장및실습

- 발효공학

- 식품해썹및실험

- 식품화학

- 식품가공실습

- 식품분석실험

- 식품생화학및실험

- 식품효소학

등

- 양조학

등

3. 적성 및 흥미
- 과학이나 생물 등 자연기초 과목을 좋아하는 학생에게 적합
- 식품 원료, 가공, 저장, 안전성 확보에 관한 지식과 이해가 필요
- 생명공학(BT) 등 첨단기술을 식품에 응용할 수 있는 전문적 지식
- 외국어에 소질이 있으면 도움이 됨

4. 진출분야
1) 산업체
식품제조, 식품유통, 식품무역, 화장품, 제약 및 바이오산업체의 연구, 생산, 품질 및 안전관리 분야
2) 창업
식품제조, 식품유통 및 농수축산물 무역 등 창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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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진학
국내외 대학원 진학 석·박사학위 취득 후 연구기관 취업
4) 정부 기관
· 행정직 공무원 : 식품의약품안전처, 농림축산식품부, 시도 식품위생직, 시도 교육청 보건직 등
· 연구직 공무원 :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 농촌진흥청, 국립수산진흥원, 국립수산물품질검사원, 국립농산물품
질검사원, 시도 보건환경연구원, 시도 농업기술원 등
5) 교육기관
중등교사 자격증 취득 후 고등학교 교사

5. 기타
⦁현장견학
- 2,3,4학년 재학생 대상으로 학년별 연간 2회 이상 실시

⦁현장실습
- 3,4학년 재학생 대상으로 매년 하계·동계 계절학기 실시

⦁관련 자격증
식품(산업)기사, 위생사, 식품기술사, 품질관리기사, 수산제조기술사, 수산제조(산업)기사, 중등정교사 2급 자격
증, 주조사, 각종 조리 기능사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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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로로드맵
항 목

단계

1학년

학기
․

3학년

(전공교과목수강)
(전공교과목수강)
- 식품미생물학
- 농산식품가공학
- 식품공정기초
- 발효공학
- 생화학
- 식품화학
- 식품학입문
- 식품저장및실습
- 식품분석학
- 식품해썹및실험
- 식품관능및품질관리실습 - 지역산업과진로Ⅰ

정규
교육
및
학위

1

2학년

직업
훈련
및
실습

4학년
(전공교과목수강)
- 식품분석실험
- 식품효소학
- 축산식품가공학
- 식품위생법규
- 식품종합설계1

- 현장견학
- 취업동아리 활동

-

현장견학
현장실습
식품산업기사 실기 대비과정
취업동아리 활동

-

- 모의토익시험 응시
- 교류어학원 수강
(토익, 회화 등)
- 컴퓨터 관련 자격증

- 모의토익시험 응시
- 교류어학원 수강
(토익, 회화 등)
- 컴퓨터 관련 자격증
- 식품산업기사

- 모의토익시험 응시
- 교류어학원 수강
(토익, 회화 등)
- 컴퓨터 관련 자격증
- 식품기사

-

-

하계
방학
(3월
~

자격
취득

8월)

기타

- 모의토익시험 응시
- 교류어학원 수강
(토익, 회화 등)
- 컴퓨터 관련 자격증

- 개인상담(취업상담교수)
- 심리검사(학습,진로 등)

(전공교과목수강)
- 식품재료학
- 식품위생학
- 유기화학
- 영양화학
- 식품포장및마케팅
- 식품미생물학실험

정규
교육
및
학위

2
학기
․

- 개인상담(취업상담교수)
- 학과 실험실 활동

- 현장견학
- 취업동아리 활동

직업
훈련
및
실습

개인상담(취업상담교수)
학과 초청특강
학과 실험실 활동
해외 어학연수
세계교육문화탐방

(전공교과목수강)
- 식품가공실습
- 양조학
- 식품생화학및실험
- 수산식품가공학
- 지역산업과진로Ⅱ

-

현장견학
현장실습
학술발표대회 참가
식품기사 실기 대비과정
취업캠프참가

개인상담(취업상담교수)
학과 초청특강
학과 실험실 활동
해외 어학연수
세계교육문화탐방
교수-학생 산업체 동행

(전공교과목수강)
- 유지화학
- 기능성식품학
- 식품공장설계
- 기기분석및실험
- 식품종합설계2

현장견학
현장실습
식품산업기사 실기 대비과정
취업동아리 활동

-

현장견학
현장실습
학술발표대회 참가
식품기사 실기 대비과정
취업캠프참가

동계
- 모의토익시험 응시
- 교류어학원 수강
(토익, 회화 등)
- 컴퓨터 관련 자격증

- 모의토익시험 응시
- 교류어학원 수강
(토익, 회화 등)
- 컴퓨터 관련 자격증
- HACCP 교육 팀장
- 식품산업기사
- 위생사

- 모의토익시험 응시
- 교류어학원 수강
(토익, 회화 등)
- 컴퓨터 관련 자격증
- HACCP 교육 팀장
- 식품기사
- 위생사

- 개인상담(취업상담교수)
- 학과 실험실 활동

-

-

방학
(9월
자격
~
02월) 취득

기타

- 모의토익시험 응시
- 교류어학원 수강
(토익, 회화 등)
- 컴퓨터 관련 자격증

- 개인상담(취업상담교수)
- 심리검사(학습,진로 등)

개인상담(취업상담교수)
학과 초청특강
학과 실험실 활동
해외 어학연수
세계교육문화탐방
교수-학생 산업체 동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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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상담(취업상담교수)
학과 초청특강
학과 실험실 활동
해외 어학연수
세계교육문화탐방
교수-학생 산업체 동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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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산업체
⦁진출분야 : 참바다, 풀무원, 동원F&B, 보해양조, 호남샤니, 주식회사 한국카라겐, 한성푸드, 매일식품, 비타민하
우스, ㈜한얼싸이언스, 천연스토리, Plu, 엄지식품, 다솔, 아로마라인, 짱죽, 아미코젠, 죽암F&C, 삼
림식품, 보양, 여수새고막, 다움, 영미산업, 다솔, 한일식품, 호남샤니, 티프리, 가온F&B, 오가닉메이
커협동조합, 에이치에이엠, 쓰리에프, 엔트바이오, 네이쳐퓨어코리아, 구례도울바이오, 고흥로컬향토사
업단 등
⦁주요 직무 : 품질관리, 생산관리, 연구개발
⦁기업이 요구하는 취업 역량 : 실용적, 전문성, 이론과 실무 조화능력, 종합적 창의력
⦁필요한 교육/훈련 : 식품기사 자격증교육, HACCP 팀장과정, 토익사관학교

2. 창업
⦁진출분야 : 순꽃 미가식품, 더블유피, 미가푸드, 강자농원 등
⦁주요 직무 : 품질관리, 생산관리, 연구개발
⦁기업이 요구하는 취업 역량 : 실용적, 전문성, 이론과 실무 조화능력, 종합적 창의력
⦁필요한 교육/훈련 : 식품기사 자격증교육, HACCP 팀장과정, 토익사관학교

3. 진학
⦁진출분야 : 한국식품연구원, 한국농식품분석연구소, (재)임실치즈&식품연구소, 전라남도천연자원연구원, 한국기능
식품연구원, 남해마늘연구소, (재)장흥군버섯산업연구원, 한국원자력연구원, 순천대학교친환경인증센
터, 순창발효미생물산업진흥원 등
⦁주요 직무 : 연구, 개발
⦁기업이 요구하는 취업 역량 : 실용적, 전문성, 이론과 실무 조화능력, 종합적 창의력
⦁필요한 교육/훈련 : 국·내외 대학 석·박사 학위

4. 정부기관
⦁진출분야 : 광주광역시보건환경연구원, 농촌진흥청, 충남교육청 보건직, 부산광역시 식품위생직, 남원시농업기술
센터, 경상남도농업기술원, 한국작물연구소, 바이오에너지작물연구소,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 전라남
도농업기술원 곤충잠업연구소, 경상북도보건환경연구원, 광주지방식품의약품안전처 등
⦁주요 직무 : 연구
⦁기업이 요구하는 취업 역량 : 실용적, 전문성, 이론과 실무 조화능력, 종합적 창의력
⦁필요한 교육/훈련 : 식품기사 자격증교육, HACCP 팀장과정, 토익사관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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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교육기관
⦁진출분야 : 광양하이텍고등학교, 김제농생명마이스터고등학교, 순천대학교, 전남대학교, 광주대학교, 경상국립대
학교, 청암대학교 등
⦁주요 직무 : 교육, 지도
⦁기업이 요구하는 취업 역량 : 실용적, 전문성, 이론과 실무 조화능력, 종합적 창의력, 교육능력
⦁필요한 교육/훈련 : 중등정교사 2급 자격증, 국·내외 대학 석·박사 학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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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경제학과

공공 · 행정

농업경영

농산물유통·마케팅

농림축산식품부

농협중앙회·지역조합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

한국농어촌공사

NH농협경제지주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

농업기술센터

영농조합·농업회사법인

대형유통업체

농업기술실용화재단

공인회계사

농산물 MD

농업직공무원

경영지도사

농산물품질관리사

식품산업

금융 · 보험

교육 · 지도

식품제조·가공업체

농협상호금융

농촌지도사

한국식품연구원

NH농협금융지주

농림수산식품교육문화정보원

유기농업기사

농업재해보험손해평가사

중·고등학교 교사

친환경제품인증심사원

농업정책보험금융원

대학 교수

융합 · IT

연구 · 조사

컨설팅 · 코칭

스마트농업 전문가

한국농촌경제연구원

농업·농촌 경영컨설턴트

스마트팜 건축가

농촌진흥청

정책자금 컨설턴트

정밀농업기사

농협미래경영연구소

모니터링·현장코칭 위원

농업전문 크리에이터

농어촌연구원

농업컨설팅기업

농업 후방산업

농촌 관광

언론

종자기사

지자체 농촌융복합센터

농민신문사

농업기계기사

농촌교육농장플래너

한국농어민신문

농약, 비료 도·소매원

농촌관광플래너

농수축산신문

마을기업운영자

언론사 농업전문기자

국제농업기구(FAO, WFP)

64

국립순천대학교 진로취업로드맵

1. 전공 개요
농업경제학은 농업을 포함한 관련 산업의 다양한 경제 및 사회현상을 연구·분석하고, 농업발전과 경제의 상호 연관성
을 규명하는 학문이다. 국가의 생존산업인 농업과 농촌 및 농민의 제반문제 중 특히 농업경영, 농식품경제, 농식품유
통, 농업정보, 농업정책 등에 관한 학문을 교육한다. 아울러 우리 농식품 산업과 농민 문제의 해결, 농촌의
지역개발·환경문제의 개선을 위해서 교육한다.

2. 주요 교과
∎기초 교과

∎심화 교과

- 경제학원론

- 농업미시경제학

- 한국경제의 이해

- 농촌지도론

- 농업경제학

- 농업거시경제학

- 농업경영학

- 농업계량경제학

- 농산물유통론

- 농산물가격론

- 농업회계

- 농촌조사방법론

- 토지경제학

- 생산관리경제학

- 지역농업개발론

- 농업정책학

- 농촌사회학

- 농산물무역론

- 농업경제통계론

- 협동조합론

- 농업전산정보론

- 농촌관광개발론

- 경제학사

- 식품산업론
- 농업·농촌창의종합설계
- 농산업경영투자분석론
- 환경자원경제학
- 식량경제학
- ICT융합영농창업
- ICT농업법인체창업및실습
- 농업경제논리및논술(교직)
- 농산물유통교육론(교직)
- 농산물유통교재연구및지도법(교직)

3. 적성 및 흥미
-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여러 경제현상에 대한 관심
- 경제, 경영, 생산, 유통, 정책, 통계 등 관련 학문에 대한 다양한 지식 필요
- 실무능력, 창의적 사고, 현장경쟁력, 자기개발과 직업의식, 글로벌 마인드 함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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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진출분야
분야

직업/기관

직무개요

학과전공 및 필요능력

농림축산식품부

농산·축산·식량·농지·수리·식품산업진흥·농촌
개발 및 농산물 유통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
는 기관

농업경제, 식량경제, 식품산업,
농업경제 석·박사학위,
외국어능력 등

한국농어촌공사

국가기초자원인 주곡의 안정적 생산, 농어촌
생활환경 개선, 수자원 확보 등 농어촌관련
업무수행

농업경제, 농업경영,
농산물무역, 농촌조사,
지역농업, NCS, 전산자격,
외국어

농업기술센터

농업기술과 정보를 보급하는 지방자치단체
산하기관으로 농업관련 계몽지도, 기술보급
및 훈련을 담당

농업경제, 농촌지도,
농촌조사방법론,
지역농업개발론,
재배·식용작물·토양학 등

농업기술실용화재단

농업 R&D 성과를 농업경영체와 기업 등에
전파하여 농산업의 규모화와 산업화를 촉진
하고 농업 경쟁력 향상을 위한 업무수행

농업경영, 농업정책
NCS, 전산관련자격증,
유기농업기사·토양학 등

농업직공무원

농산물 유통, 식량증산, 불법행위 단속, 농업
정책, 농업 민원 행정처리 등 업무수행

농업경제, 농산물유통,
농촌사회, 지역농업개발론,
농업관련 기사·기능사,
재배·식용작물·토양학 등

국제농업기구
(FAO, WFP)

식량과 농산물의 생산 및 분배능률 증진, 농
민 생활수준 향상, 식량원조 등을 목적으로
하는 기구

식량경제, 농산물유통,
농촌조사방법론,
지역농업개발론, 외국어능력 등

농협중앙회·지역조합

농업인의 권익을 대변하고 농업발전과 농가
소득 증대를 목표로 농업·농촌의 신용사업,
경제사업, 교육지원 사업을 담당

농업경제, 농업경영,
협동조합론, 농촌지도,
농업전산, 농업정책학, NCS,
외국어능력 등

NH농협경제지주

농산물판매사업, 양질의 영농환경 조성, 농업
사업 조직체계 정립, 소매매장, 판매채널 강
화 등

농업경제, 농촌사회학,
식량경제학, 식품산업론,
유통관리사, NCS, 외국어 등

영농조합·농업회사법인

농업, 농식품관련 법인체의 업무처리 및 예산
관리 등

식품산업, 농업회계, 농업경제,
전산관련자격증, 품질관리사,
유통관리사

공인회계사

농업법인기업 회계 상 허위 및 부정이 있는
지 검사하는 직업. 세무상담, 경영컨설팅, 구
조개편, 경영자문 등도 실시

농업회계, 농업경영,
농업전산정보론, 공인회계사
자격증 등

경영지도사

경영에 필요한 전반적 사항을 종합적으로 조
사·분석하여 기업에 대한 진단·평가·개선방
안을 제공

농업경영학,
농산업경영투자분석론,
경영지도사 국가자격 등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

도매시장 육성, 유통조성사업 강화, 수출 진
흥 및 식품소비촉진 사업 등의 업무를 통한
농어민의 소득증진

농산물유통론, 식품산업론,
농산물무역론, 농업정책,
유통관리사, 품질관리사

대형유통업체

백화점, 대형마트, 슈퍼체인 등 규모가 대형
인 유통업체를 말하며, 농산물 및 재화의 유
통·마케팅 등을 담당

농산물유통론, 농산물 가격론,
농업회계, 전산정보론, 마케팅
관련 자격 등

농산물MD

농산물 및 농식품의 기획과 판매 등 생산·가
공·유통 전반을 책임지는 직업

농산물유통, 식품산업론,
농산물가격론, 전산정보 등

농산물품질관리사

농산물의 품질관리, 상품 및 브랜드 개발, 물
류효율화, 판촉 및 바이어 관리 등의 업무를
수행

농산물유통론, 농산물가격론,
원예작물, 법령,
농산물품질관리사 자격증

공공 · 행정

농업경영

농산물유통
· 마케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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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야

직업/기관

직무개요

학과전공 및 필요능력

식품제조·가공업체

농식품관련 법인·기업의 사무처리, 유통 및
예산관리, 마케팅 담당

식품산업론, 식량경제학,
농업회계, 전산관련자격증

한국식품연구원

식품 분야의 연구개발, 공익가치창출, 성과
확산 및 기술지원 등을 통한 국가산업발전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업무를 수행

식품산업론, 식량경제학,
농산물유통, 전산관련자격증

유기농업기사

입지·작목선정, 경영환경 분석 기획과 윤작
체계, 토양비옥도 및 병해충 방지 등 생산관
리와 유기농산물 원료의 가공, 포장, 유통
등의 품질인증과 기술지도 직무를 수행

식량경제, 토지경제학,
재배·식용작물·토양학
유기농업기사 자격증 등

친환경제품인증심사원

친환경농산물인증을 받으려는 업체의 서류
및 현장조사를 통해 적합성 여부를 심사

식품산업론, 식량경제학,
환경자원경제학, 토지경제,
재배·식용작물

농협상호금융

농협 조합원의 영세한 자금을 예탁 받아 이
를 조합원에게 융자함으로써 상호간의 원활
한 자금 융통을 꾀하는 호혜 금융

농업경영, 협동조합론,
농업회계, 농업전산, NCS,
외국어능력 등

농협중앙회의 신용사업부분을 담당함.
예·수금, 투자, 보험, 여신, 자산운용 등

농업경영, 협동조합론,
농업회계, 농업전산, NCS,
외국어능력 등

농업재해보험손해평가사

공정하고 객관적인 농업재해보험의 손해평가
를 위해 피해사실 확인, 보험가액 및 손해액
의 평가, 그 밖의 손해평가에 필요한 사항에
대한 업무를 수행

농업정책학, 농산물가격론,
식량경제, 생산관리경제학,
농업재해보험 손해평가사
자격증

농업정책보험금융원

농림수산정책자금(대출, 보험, 펀드)의 효율
적 운용을 위한 제도연구, 사업관리·점검 등
정책금융 관리업무를 수행

농업정책, 농업회계,
농산업경영투자분석론,
전산관련 자격증, NCS

농촌지도사

농가를 대상으로 농업소득 증대, 작물생산
기반의 확충, 농업생산성 향상을 위해 재배
기술 및 우량품종 등에 관한 교육·홍보를
실시하고 지도

농촌지도·협동조합론
농촌조사방법론, 생산관리,
재배·식용작물·토양학 등

농림수산식품
교육문화정보원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분야의 정보화·가치
확산·기술수준 및 경영능력 제고·전문인력
양성·정보서비스 등을 제공

농업경제, 농업경영,
농촌지도, 식품산업론,
전산관련 자격증, NCS,

중·고등학교 고사

농업계 중등학교에서 농산물유통을 가르치고
생활을 지도하는 업무를 수행

농업경제 교직과정 이수,
농산물유통·가격론 등

대학 교수

농업경제학과 재학생에게 학문을 가르침과
동시에 농업·농촌 관련 연구를 수행

농업경제 영역 연구지식,
농업경제 석·박사 학위

스마트농업 전문가

스마트팜 생육 조사 및 데이터분석과 농가
컨설팅 업무를 수행

스마트팜 건축가

ICT 및 인공지능 기술을 이용한 원격, 자동
화 농장의 설계, 구축, 운영 영농기법에 대
한 자문 등의 업무를 수행

정밀농업기사

지리공간기술을 적극 활용하여 토양, 기후
등 농업관련 데이터를 비교 분석해 농산물
생산에 필요한 관련기술을 개발하고 정보를
제공하는 업무를 수행

농업전문 크리에이터

스마트 농업기술을 활용하여 농촌 미디어 콘
텐츠 제작 기술지원 및 농식품 직거래 촉진
등 업무수행

식품산업

NH농협금융지주
금융 · 보험

교육 · 지도

융합 · IT

농업경제통계론,
농업전산정보,
생산관리 경제학,
ICT융합영농창업,
농산물유통·가격론,
ICT법인체창업 및 실습,
전산관련 자격증 소지,
재배·식용작물·토양학 등

SUNCHON NATIONAL UNIVERS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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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야

직업/기관

직무개요

학과전공 및 필요능력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우리나라 농림경제 및 농촌사회를 종합적으로 조
사, 연구하여 농업·농촌 정책수립 방향을 제시하
고 농가소득 증대와 농업의 경쟁력 향상 위한 업
무를 수행

농촌조사방법론,
농업계량경제학,
농업정책학, 농업경제학,
농업경제 석·박사 학위

농촌진흥청

농업의 발전과 농업인의 복지향상 및 농촌자원의
효율적 활용을 도모하기 위한 업무수행

농업경제, 농업경영,
농업정책, 지역농업개발론,
환경자원·원예·전산자격
등

농협미래경영연구소

농협에서 출자하여 설립한 연구소로써 경제동향
분석, 경영전략, 금융전략 및 마케팅 연구 진행

농업경제, 농업경영,
농업통계, 계량경제,
농업경제 석·박사학위 등

농어촌연구원

농어업인의 소득증대, 농어업경쟁력 확보, 농어촌
삶의 질 향상 등 농정 주요 이슈에 대한 연구

농업경제, 농업경영,
농업경제 석·박사학위,
외국어능력 등

농업·농촌 경영컨설턴트

농업 및 농촌에서 운영되는 법인체 등의 경영 및
운영에 대한 자문 업무 수행

농업경영학, 농촌지도론,
농촌조사, 지역농업개발론,
농촌관광, 경영지도사

정책자금 컨설턴트

농업관련 정책자금의 신청 등의 일련의 과정에
있어 컨설팅, 자문, 상담 등의 정보를 제공하는
업무를 수행

농업정책학, 농업경영학,
농업회계, 전산자격증,
농산업경영투자분석론

모니터링·현장코칭 위원

농촌융복합산업 경영체에 대한 현장맞춤형 코칭·
상담으로 인증사업자 지원 및 육성

식품산업, 농촌관광,
농촌조사, 지역농업,
농촌지도, 농산물유통,
농업분야 석·박사 등

농업컨설팅기업

농업 및 농촌에서 운영되는 법인체 및 개인 농장
에 컨설팅, 기술적 보완 운영에 대한 자문 업무
수행

농업경영학, 농촌지도론,
농촌조사, 지역농업개발,
농촌관광, 경영지도사

종자기사

종자에 있어 지식과 일정한 자격을 갖춘 사람.
우수한 작물품종의 개발 및 보급을 위해 작물의
채종과 배양, 보급업무를 수행함

농촌지도, 종자기사·
기능사·기술사·산업기사
등 자격증

농업기계기사

금속재료의 특성, 설계, 등에 관한 지식을 활용
하여 농업기계를 설계하고, 전문지식을 활용하여
농업기계, 기계부품, 공구 등을 제작함

농업관련학과 졸업자,
농업기계기사 자격증 등

농약, 비료 도·소매원

농약, 비료 등의 사용법과 안전사용기준에 관한
정보를 제공해 구입을 도움. 공동방제를 홍보해
방제효과를 높이며 기타 농업 자재 판매

농업회계, 농촌지도,
재배학, 식용작물학 등

지자체 농촌융복합센터

현장코칭 및 인증자 관리, 농산물 유통·마케팅,
기초실태조사 및 D/B현행화 등의 현장 밀착 서
비스 지원 등으로 농가소득 향상 및 농촌융복합
산업의 발전을 위한 업무 수행

농업경영, 농산물유통,
식품산업, 지역농업개발론,
농촌지도, 법인체 창업 및
실습 등

농촌교육농장플래너

농촌의 가치를 알리고 농업·농촌 체험교육 프로
그램의 개발과 운영, 진행 등의 업무를 수행

농촌관광개발론,
농촌지도론, 농촌사회학

농촌관광플래너

농촌 지역주민의 자율적 협력을 유도하여 관광체
험상품 및 관광코스개발을 통해 지역개발 등의
업무를 수행

농촌조사방법론,
농촌관광개발론,
지역농업개발론

마을기업운영자

마을기업운영에 있어 전반적인 컨설팅 및 자문,
홍보·마케팅 전략 수립 등

농촌관광개발론, 농업회계,
농산물유통, 전산관련
자격증 등

농민신문사
한국농어민신문
농수축산신문
언론사 농업전문기자

영농에 관한 새로운 지식과 기술의 정보를 제공
하며 농민의 지위 향상과 농촌의 복지증진에 이
바지하기 위한 제반업무 등을 수행

농업경제, 농촌지도,
농촌조사방법론,
농산물유통, 농산물가격,
농업경영, 전산자격증 등

연구 · 조사

컨설팅 · 코칭

농업 후방산업

농촌 관광

언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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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진로 및 자격
⦁학과 전망 및 진출 진로
최근 국내의 식량자급도가 하락하고, 전 세계적으로 식량안보와 자원의 무기화가 국제기구에서 중요 의제로 대두
됨에 따라 농업의 중요성이 증대되고 있다. 세계적인 투자가 짐 로저스는 농업을 가장 유망한 투자처로 꼽은 바
있고, 정부는 신성장 동력 확보를 위해 농업을 위시한 BT산업에 대한 투자를 확대하고 있어 농업경제학 전공자에
대한 사회적 수요가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학과 졸업생들은 농협, 농업 및 식품 관련업체, 국제농업기구, 무역업체, 농업 연구소, 대형유통업체 및 유통 서비
스 기관, 정부 및 공공기관, 대학 교수, 금융기관, 언론기관 등 다양한 분야에 진출하고 있다. 최근 농업과 4차
산업혁명 기술을 접목한 스마트농업에 대한 관심과 투자가 증가하고, 농업이 생산과 유통을 물론 가공이나 관광
등 2차와 3차 산업을 아우르는 6차 산업으로 진화하고 있어 학과 졸업생들의 진출 분야가 더욱 확대될 전망이다.
⦁졸업 후 취득 가능한 자격
- 중등학교 정교사(2급, 농산물유통) 교직과정 이수 시 중·고등학교 교사자격 부여
- 농업계 학과로서 농업직 공무원과 농업관련 기사, 기능사 자격증 응시자격 부여
- 농산물품질관리사
- 유통관리사
- 투자상담사
- 전산세무회계
- 금융자산관리사
- 공인회계사
⦁학과 행사 및 현장실습
- 농산업 분야 인식제고를 위한 전문가 초청특강
- 농촌지역 인재양성을 위한 현장실습 및 인턴십 지원
- 각종 사업단을 통한 취·창업 동아리 지원
- 외국어 및 농산업 관련 자격 취득 시 장학금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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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농업협동조합(농협)
⦁직업분야 : 금융 · 보험 · 농업경영
⦁주요 직무
- 신용사업 : 농협상호금융, NH농협금융지주
- 경제사업 : NH농협경제지주
- 지도사업 : 농협중앙회
⦁기업이 요구하는 취업 역량
- 협동조합·전산·회계·지도관련 전공 능력
- 전산·금융관련 자격증
- 국가직무능력표준(NCS) 역량
- 글로벌 의사소통 능력
⦁필요한 교육/훈련
- 협동조합·전산·회계·지도관련 전공 능력 훈련
- NCS(국가직무능력표준) 훈련
- 외국어(TOEIC, TOEIC Speak, OPIC 등) 능력 훈련
- 전산·금융 관련 자격증 취득
⦁직업 세부분류
- 농업협동조합 중앙회
- 농업협동조합 지역조합
- NH농협금융지주
- 농협상호금융
- NH농협경제지주

2. 농산물 MD(머천다이저, 바이어)
⦁직업분야 : 농산물유통 · 마케팅
⦁주요 직무
- 소비자의 농산물 구매 패턴 및 소비유형 분석
- 시장성 있는 농산물의 판매 가능성 분석 및 선정
- 상품기획, 생산, 디자인, 진열, 판매 등에 관한 전반적 관리
- 농산물 판매전략 수립
⦁기업이 요구하는 취업 역량
- 농업경제학, 농업경영학, 농산물유통 등 전공 역량
- NCS(국가직무능력표준) 역량
- 직무(전산, 회계)·전공 관련 자격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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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요한 교육/훈련
- 농업경제학, 농업경영학, 농산물유통 등 전공능력 향상
- NCS(국가직무능력표준) 훈련
- 외국어(TOEIC, TOEIC Speak, OPIC 등) 능력 훈련
- 전공 및 직무 관련 분야 자격증 취득
⦁직업 세부분류
- 농산물 MD(바이어)
- 상품 기획자

3. 농업관련 공공기관
⦁직업분야 : 공공기관 · 행정 · 농산물유통 · 교육
⦁주요 직무
- 농어업 생산기반 조성·정비
- 농어촌용수 및 수리시설 유지관리
- 농촌지도·교육훈련 및 국제협력
- 농업정책보험 및 농어업 재해보험 기금 관리
- 농림수산정책자금 검사·농특회계 융자금 관리
- 농식품 기술사업 지원
- 농업의 ICT 융복합 기술 실용화 및 검인증
- 도시농업 실용화 기술 연구개발 보급
- 친환경 전문농업 활성화 및 농업 전문 인력 양성
⦁기업이 요구하는 취업 역량
- 농업경제학, 농업정책학, 농업경영학 등 전공 역량
- NCS(국가직무능력표준) 역량
- 직무(전산, 회계)·전공 관련 자격증
⦁필요한 교육/훈련
- 농업경제학, 농업정책학, 농업경영학 등 전공능력 향상
- NCS(국가직무능력표준) 훈련
- 외국어(TOEIC, TOEIC Speak, OPIC 등) 능력 훈련
- 전공 및 직무 관련 분야 자격증 취득
⦁직업 세부분류
- 한국농어촌공사
- 농촌진흥청
- 농업정책보험금융원
- 농업기술실용화재단
- 농업기술센터
- 농림수산식품교육문화정보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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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

4. 농업직 공무원
⦁직업분야 : 공공기관 · 행정
⦁주요 직무
- 농산물 유통 및 식량 증산
- 농업 정책관련 업무
- 농어민 확인서, 농지원부 발급 등 민원 행정처리
- 농지 불법행위 단속 및 농지재해대책 처리 등
⦁기업이 요구하는 취업 역량
- 농촌문제에 대한 이해와 문제해결능력
- 재배학개론, 작물생리학, 토양학, 농촌사회학 등 전공능력
- 농업계열의 전문대학 이상 졸업자
- 국어, 영어, 한국사 등 기본소양 능력
- 농업관련 기술사·기사·산업기사 자격증
⦁필요한 교육/훈련
- 재배학개론, 작물생리학, 토양학, 농촌사회학 등 전공능력 훈련
- 다양한 조사·체험을 통한 농업·농촌 문제의식 확립
- 농업관련 기술사·기사·산업기사 자격증 취득(가산)
⦁직업 세부분류
- 국가직(농림축산식품부 소속기관)
- 지방직(각 시/구/군청 사업소)

5. 농촌 지도사
⦁직업분야 : 공공기관 · 행정 · 지도
⦁주요 직무
- 농촌지도사업에 대한 장·단기 발전계획 수립
- 농기계, 시설사업, 작물재배, 재배기술 등 조사
- 농민이나 농업후계자의 대한 의식개발, 영농기술 및 경영능력, 지도력 배양
- 농민의 편리하고 위생적인 생활 교육
⦁ 기업이 요구하는 취업 역량
- 농촌문제에 대한 이해와 문제해결능력
- 농업계열의 전문대학 이상 졸업자(특채)
- 농촌지도론, 재배·작물생리학, 토양학 등 전공능력

72

국립순천대학교 진로취업로드맵

- 국어, 영어, 한국사 등 기본소양 능력
- 농업관련 기술사·기사·산업기사 자격증
⦁필요한 교육/훈련
- 농촌지도론, 재배·작물생리학, 토양학 등 전공능력 훈련
- 다양한 조사·체험을 통한 농업·농촌 문제의식 확립
- 농업관련 기술사·기사·산업기사 자격증 취득(가산)
⦁직업 세부분류
- 농업기계지도원
- 농촌사회지도원
- 원예작물지도원
- 농촌생활개선지도원
- 소득작물지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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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물학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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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전공 개요
생명과학은 지구에 존재하는 수많은 동물과 식물, 그리고 눈에 보이지 않는 미생물까지 모든 생명체를 대상으로
생명현상에 대하여 연구합니다. 의약, 농학, 수산학, 식품영양학, 유전공학, 에너지공학, 환경공학 등 다양한 응
용분야의 기초가 되며, 질병극복, 식량문제, 환경문제 등 인류가 가진 다양한 문제에 대한 해결방법을 모색할
수 있는 종합학문입니다. 생명과학과에서는 근본적인 생명 현상의 과정을 이해하여 의료, 산업 그리고 환경 연
구와 사업에 폭넓게 적용시킬 수 있는 핵심적인 지식을 연구하고 교육합니다. 인간유전체 해석, 난치병 치료기
술, 의료생체재료기술 등 인간에 대한 연구, 미생물유전체의 연구, 농업·식품·환경 등에서의 미생물 이용기술 등
의 미생물에 대한 연구 등이 생명과학에서 이루어집니다.

2. 주요 교과
∎기초 교과

∎심화 교과

- 식물 분류학

- 생명공학

- 발달(발생)생물학

- 환경미생물학

- 구조생물학

- 생물신소재공학

- 세포생물학

- 단백질공학

- 분자생물학

- 생물정보학

- 생화학
- 미생물학
- (동/식물)생리학
- 유전학
- 면역학

3. 적성 및 흥미
지구상에 존재하는 생명체, 생명현상 그리고 자연에 대해 관심을 갖고 있는 학생으로 다른 응용학문의 기초가
되는 학문인만큼 논리적인 사고나 통찰력, 추론적 판단력을 갖고 있어야 합니다. 생명현상을 객관적으로 정확하
게 보는 관찰력, 도전정신, 분석력 등을 두루 갖춘 학생에게 적합합니다. 많은 실험과 실습을 하게 되므로 인내
심도 필요합니다. 연구자적인 소양을 갖추고 문제를 해결하길 좋아하고, 생물학, 화학, 물리학 등 기초 과학과목
에 흥미가 있는 학생이라면 보다 즐겁게 공부할 수 있습니다

4. 진출분야
생물학연구원, 생명정보학자, 수산학연구원, 의학연구원, 약학연구원, 바이오에너지연구및개발자, 생명과학 시험
원, 변리사, 의약품영업원, 재료(금속)공학기술자, 나노공학기술자, 식품공학기술자, 환경공학기술자, 환경영향 평
가원, 친환경제품인증심사원, 보건위생·환경검사원, 곤충컨설턴트, 생명과학연구원, 의약품인허가전문가, 의약품
품질관리원, 특허사무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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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전공 개요
조리과학과는 식품의 조리과학에 관한 전문지식과 이론을 익히고 실험·실습을 통하여 개인이나 사회가 요구하는
식생활의 발전에 이바지하는 전문인을 양성하는데 주된 목적을 두고 있음

2. 주요 교과
∎기초 교과 (1,2학년 교과목)

∎심화 교과 (3,4학년 교과목)

- 외식산업론

- 외식프랜차이즈창업론

- 식품기초유기화학

- 식생활과 음식역사

- 식품학

- 제철음식 및 향토음식

- 한국조리학

- 동양음식문화와 조리학

- 발효식품과 미생물

- 식음료실무론

- 조리과학

- 식품위생학 및 위생법규

- 식품가공

- 식품구매론

- 영양학

- 식이요법

- 호텔경영론

- 외식경영 및 관리론

- 외국조리 및 조리용어

- 단체급식 및 식당관리론

- 제과제빵학

- 조리교육론
- 조리교재연구 및 지도법
- 조리교과 논리 및 논술

∎실습 교과
- 기초조리실습
- 한국조리실습 Ⅰ,Ⅱ
- 제과제빵실습 Ⅰ,Ⅱ
- 조각장식실습
- 식재료분석실험
- 실험조리 및 관능검사
- 서양조리실습 Ⅰ,Ⅱ
- 일본조리실습
- 식음료실습
- 중국조리실습
- 현장실습

3. 적성 및 흥미
- 음식 맛에 대한 예민한 미각과 음식을 표현하는 예술적인 시각이 중요함
- 새로운 음식 메뉴를 개발하기 위해 창의적 능력과 도전적인 마인드 필요
- 여러 사람과 같이 작업하기 때문에 협동역량과 고객에 대한 서비스 정신이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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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진출분야
분야

직업명칭

직무개요
호텔의 주방에서 한식, 중식, 일식, 양

호텔조리사

식 등의 음식을 조리 및 음식서비스를
총괄 관리

프렌차이즈
외식업체 조리사

레스토랑 식당의 주방에서 한식, 중식,
일식, 양식 등의 음식을 조리 및 음식
서비스를 총괄 관리

학과전공

관련 자격증

한국조리,서양조리,

조리기능사,

일본조리,동양조리

조리산업기사

한국조리,서양조리,

조리기능사,

일본조리,동양조리

조리산업기사

식품위생학 및
단체급식조리사

학교 및 사업체의 구내식당 등 단체급
식이 필요한 곳에서 음식을 조리

위생법규, 단체급식 및
식당관리론,
한국조리,서양조리,

조리기능사,
위생사

일본조리,동양조리
호텔의 주방에서 빵 또는 과자류를 만
호텔 제과제빵사

들기 위해 원료를 계량하고 혼합하여
모양을 제조

제과제빵학,
제과제빵실습

제과
제빵기능사,
산업기사

한국조리,서양조리,
푸드스타일리스트

실제 식사 또는 광고 촬영을 위해 음식

일본조리,동양조리

이나 각종 식기를 배열하여 테이블 공

연회실무론,

간을 디자인하고 연출

메뉴디자인,

산업기사

조각장식실습

조리
설탕가루를 반죽하여 색을 넣고 모양을
슈가크래프터

만들어 각종 기념일 케이크, 생활 소품
등을 제조

쇼콜라티에

곤충식품조리사

기내식조리사

프랜차이즈
외식업체 메뉴개발

조리, 주방가전을
이용한 메뉴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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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과제빵학,
제과제빵실습

제과
제빵기능사,
산업기사

초콜릿을 이용해 제품을 만들어 판매하

제과제빵학,

제과 제빵기능

거나 작품 제작

제과제빵실습

사, 산업기사

곤충을 이용한 식품의 조리 방법을 연

한국조리, 서양조리,

조리기능사,

구하고 조리

일본조리, 동양조리

조리산업기사

항공사에서 요구하는 기내식에 조건에
적합하도록 음식을 조리 후 포장

프랜차이즈 외식업체에서 신메뉴 개발
및 기존메뉴의 문제점 보안

한국조리, 서양조리,
일본조리, 동양조리,
메뉴디자인
한국조리, 서양조리,
일본조리, 동양조리,
메뉴디자인

조리, 주방가전을 일반소비자가 구매하

한국조리,서양조리,

였을 때 사용의 다양성을 위해 메뉴를

일본조리,동양조리,

개발하고 레시피 작성하여 메뉴얼

메뉴디자인

조리기능사,
조리산업기사

조리기능사,
조리산업기사

조리기능사,
조리산업기사

분야

직업명칭

직무개요

학과전공

관련 자격증

식음료실무론,

조주기능사,

식음료실습

바리스타자격증

식음료실무론,

조주기능사,

식음료실습

바리스타자격증

보관을 책임지고, 고객에게 적합한

식음료실무론,

조주기능사,

와인을 추천하고 와인 선택 정보

식음료실습

소믈리에자격증

식음료실무론,

조주기능사,

식음료실습

바리스타자격증

음료에 대한 전문지식을 가지고 고
바텐더

객의 주문에 따라 각종 알콜음료
및 비알콜음료를 제조하여 제공

커피에 대한 전문지식을 가지고 고
바리스타

객의 주문에 따라 각종 커피를 제
조하여 제공

레스토랑이나 바에서 와인의 구입과
소믈리에

제공

커피전문점 창업
컨설팅

호텔의 주방에서 빵 또는 과자류를
만들기 위해 원료를 계량하고 혼합
하여 모양을 제조

맥주의 주재료를 감별하는 일에서부

외식
브루마스터

터 맥주가 나오기까지의 모든 맥주

식음료실무론,

제조공정과 완성된 맥주의 품질을

식음료실습

씨서론,
브루마스터
자격증

관리

조주기능사,

식음료실무론,
주류양조 및 무역

주류 양조 및 수입주류의 무역을

식음료실습

진행.

식품가공,

바리스타자격증,
소믈리에자격증
브루마스터

식품구매론

자격증

호텔에서 레스토랑, Bar 등에서 와
인, 양주, 칵테일, 맥주 등 다양한
호텔 식음료부

주류를 관리하며, 고객에게 적합한
주류를 추천하고 주류 선택 정보

조주기능사,

식음료실무론,

바리스타자격증,

식음료실습

소믈리에자격증

제공

프랜차이즈
커피전문점관리직

프렌차이즈

커피전문점에서

발주,

판매, 매장관리, 서비스, 직원관리
등 매장관리의 모든 것을 관리

식음료실무론,

조주기능사,

식음료실습,
외식경영 및 관리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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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야

직업명칭

직무개요
창업 준비자를 대상으로 창업종목,

외식경영컨설턴트

비용, 시설인허가, 메뉴선정 및 구성,
점포개설 등 창업에 대한 전반적인
사항을 상담하고 조언

외식업체매니저

호텔식음업장지배인
서비스
레스토랑지배인
호텔 F&B

뉴디자인

음식전문점 등 음식점의 운영과 영

외식경영 및 관리론, 메

업, 종업원들을 총괄 관리

뉴디자인

호텔 식음업장의 운영과 영업을 총괄

외식산업론, 호텔경영론,

관리하고, 종업원들의 활동을 관리·

연회실무론, 식음료실무

감독

론, 외식경영 및 관리론

식음업장의 운영과 영업을 총괄 관리

외식산업론, 메뉴디자인,

하고, 종업원들의 활동을 관리·감독

외식경영 및 관리론,

음식점에서 고객에게 음식 및 서비스

외식산업론, 연회실무론,

를 제공

외식경영 및 관리론

의견조율을 하며, 매장관리
파티나 음식서비스를 위하여 식료,
케이터링전문서비스

외식경영 및 관리론, 메

외식산업론, 식품구매론,

주들의 중간관리자로 본사와 점주와

테이블, 의자, 기물 등을 고객의 가
정이나 특정 장소로 출장서비스

외식산업론, 연회실무론,
외식경영 및 관리론
한국조리,서양조리,
일본조리,동양조리

조리기능사,

연회실무론, 메뉴디자인,

산업기사

조각장식실습

대학에서 조리 및 외식관련하여 전문
조리 및 외식관련

지식을 가지고 있으며, 교육과정에

교수

따라 학생들에게 교과목을 전문적으

조리 관련
전공 관련 석 박사 학위

로 교육
중등2급정교사
(조리)

교육

요리강사

중고등학교에서 교육과정에 따라 학
생들에게 실업 교과목을 전문으로 교
육

관련 자격증

외식산업론, 식품구매론,

패밀리레스토랑, 패스트푸드점, 외국

프랜차이즈 외식업체에서 본사와 점
슈퍼바이저

학과 전공

자격증,
산업기사,
식품기사, 위생사

조리교육론,
조리교재연구 및

조리기능사,

지도법, 조리교과 논리

산업기사

및 논술,

요리학원에서 수강생들에게 한식, 양

한국조리, 동양조리,

조리기능사,

식, 일식, 중식 등에 관련된 이론과

일본조리, 서양조리,

산업기사,

제과제빵학

제과제빵기능사

실기를 강의

식품학, 영양학,
건강한 식생활을 위해 좋은 식재료
식생활지도사

선택과 올바른 식생활습관 및 식품안
전에 대해 교육

외식산업론, 메뉴디자인,
외식경영 및 관리론,

식이요법,
식생활문화사,
조리기능사,
산업기사

아동요리지도사

아동들의 올바른 식습관을 가질 수

한국조리, 동양조리,

있도록 요리를 함으로, 편식 개선 및

일본조리, 서양조리,

촉감돌이 등 아동지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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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과제빵학

조리기능사,
산업기사,
제과제빵기능사
아동요리지도사

분야

직업명칭

직무개요

학과전공

관련 자격증

식품재료 및 제품의 안전성 및 영양성분을
식품(분석)연구원/

분석기기를 이용하여 분석·연구하고, 식품

식품시험원

의 물리·화학적 특성을 시험하여 회사나 정
부의 품질 기준과 일치하는지 검사
과학 및 공학원리를 식품에 관한 조사, 개

식품공학기술자

발, 생산기술, 품질관리, 포장, 가공 및 이
용 등의 문제에 적용
농산물, 축산물, 수산물 등의 식품원료에

식품(재료)가공연구원

연구
개발

식품연구원(일반)

영양학적·미각적·시각적 특징을 부여하고,
식품제조 및 가공에 사용되는 식품재료와

발효식품미생물학,

위해 분석하고 연구
각종 음식료품을 시험·분석하여 제품을 개

식재료분석실험

선하고 신제품을 개발하며, 음식료품의 생

화학공학기술자

산기술, 품질관리, 포장기술, 가공기술 등을

료품을 시험·분석하고 개발
할랄식품, 식용곤충, 전통장류, 유산균 등을

전통장, 유산균

이용한 식품 제조, 식품가공 및 응용식품

리적·이화학적 특성분석에 따른 밀의 적성
시험을 통하여 가장 효율적인 2차 상품을
연구·개발
식품에 관한 물리·화학적 특성을 시험하여,

검사원

회사나 정부의 품질기준과 일치하는지 검사
음식물, 주류 등의 적격 여부를 관능으로

관리

실험을 수행하고자 원료, 용기,제품 등의

품질관리원

물리·화학적 검사 및 각 공정의 작업관리와

식품
품질관리원
식품첨가물
품질관리원
건강기능식품
품질관리원

식픔기초유기화학,

식품기사,

발효식품미생물학,

위생사,

제과제빵학

품질관리기사

감정하고 평가
맥주·청주·탄산음료·위스키 등의 품질관리

음료

식품

식품학, 영양학,

식재료분석실험

식품품질

음식료품감정사

위생사

개발 등과 대체 재료를 연구·개발
원맥으로부터 생산된 밀가루를 이용하여 물

제분가공연구원

조리과학,

식품기사,

연구
신제품 또는 제품을 개선하고자 각종 음식

할랄, 곤충,
제품연구원

식픔기초유기화학,

가공식품을 연구·개발
식품의 상품성을 개선하고 제품을 개발하기

음식료품

음식료품개발원

식품학, 영양학,

위생상태를 점검
식품 품질관리 실험을 수행하고자 원료, 용
기,제품 등의 물리·화학적 검사 및 각 공정
의 작업관리와 위생상태를 점검
식품첨가물 품질관리 실험을 수행하고자 원

식품학, 영양학,
식픔기초유기화학,
발효식품미생물학,
식재료분석실험

식품기사,
위생사,
품질관리기사

료, 용기,제품 등의 물리·화학적 검사 및
각 공정의 작업관리와 위생상태를 점검
건강기능식품 품질관리 실험을 수행하고자
원료, 용기,제품 등의 물리·화학적 검사 및
각 공정의 작업관리와 위생상태를 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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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야

직업명칭

직무개요

학과전공

관련 자격증

식품학, 영양학,
발효식품미생물학,

식품 접객업소의 위생상태 및 불법
식품위생직 공무원

영업을 감시하고 유통식품의 식품표
지 위반 여부를 감시

식품위생학 및

식품기사,

위생법규, 단체급식 및

위생사

식당관리론,
식품구매론
식품학, 영양학,
발효식품미생물학,

공공

조리직 공무원

학교 및 공기관의 구내식당 등 단체
급식이 필요한 곳에서 음식을 조리

식품위생학 및
위생법규, 단체급식 및
식당관리론,

기능사,
산업기사

식품구매론

행정

식품학, 영양학,

우리나라 농업발전을 위해 필요한
농업연구사(식품개발)

식픔기초유기화학,

신기술, 신품종 등을 연구하고 이

발효식품미생물학,

품종들을 이용해 식품을 개발

식재료분석실험

위생사

서 위생상태의 개선에 관한 문제와
기법에 관하여 감사 및 조언

기자(음식전문)

식품기사
위생사,
품질관리기사

식품학, 영양학,

방역업체, 음식점, 단체급식소 등에

언론

조리관련

식품미생물학,

식품기사,

유기화학,

위생사

식재료분석실험

식품 및 조리에 관련 된 모든 일을

식품학, 식생활문화사,

기사화하여 방송, 신문, 인터넷 등의

제철음식 및 향토음식,

매체를 통해 신속하게 제공

동양음식문화와 조리학

조리관련
자격증

5. 진로 및 자격
⦁학과 전망 및 진출 진로
실무적인 조리지식과 기능을 습득하고 연마하게 함으로써, 국내외 외식 산업체 및 관광호텔 등에 활동할 각종 전
문 조리사로 활동할 수 있고, 단체 급식소 등의 조리사뿐만 아니라 조리전문 연구가나 개인 사업장의 관리자로서
자질을 기르고 식품 연구소 등의 연구원 및 공무원, 중등학교 조리교사로 활동할 수 있으며, 관광 산업의 발달과
한류 영향에 따라 외국 관광객 증가로 취업영역도 넓어질 것으로 예상됨

⦁졸업 후 취득 가능한 자격
- 중등학교 정교사(2급, 조리)
- 한식, 중식, 양식, 일식, 복어, 제과, 제빵, 떡 등 조리 관련 기능사
- 조리 관련 산업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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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식품기사 및 식품산업기사
- 식품가공 기능사
- 수산물품질관리사
- 농산물품질관리사
- 위생사

⦁학과 행사 및 현장실습
- 조리인 선서식
- 졸업작품전
- 조리 분야 취업 선배들의 취업 특강
- 음식경연대회 출전 및 수상
- 호텔 및 단체급식 현장실습 및 인턴쉽 지원
- 학과내 한식, 중식, 일식, 양식, 베이커리, 조주, 교직학습 동아리 운영 지원
- 외식 및 메뉴개발 창업 동아리 활동
- 식품전시회, 음식문화 체험 및 산업체 현장견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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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호텔 및 단체급식 조리사
⦁직업분야 : 조리
⦁주요 직무
- 식단표에 따른 재료 구입
- 재고파악 및 재고관리
- 식자재 손질 및 음식 제조
- 신메뉴 개발
⦁기업이 요구하는 취업 역량
- 호텔경영, 연회실무에 전문적인 지식을 가지고 있으며, 이를 현장에서 외식경영 및 관리를 요구
- 조리 및 품질, 위생안전에 대한 전반적인 능력을 요구 하며, 메뉴조리/배식 및 품질관리, 주방환경관리(위생,
안전, 효율적 동선 등), 식재료 관리(유통기한 등), 식품취급 상 주의사항 교육능력을 요구
- 조리(기능사) 및 위생사 등 자격증
- 조리 관련 전공자 우대
- 신메뉴 개발을 위한 창의적 능력 및 종합적 사고력
- 조리장 내에서의 업무 협력 역량
⦁필요한 교육/훈련
- 호텔경영, 연회실무, 외식경영 및 관리, 단체급식 및 식당관리, 식품위생 및 위생법규, 식품구매 등 전공능력
향상
- 조리(기능사) 및 위생사 등 자격증 취득
- 학과행사인 뷔페 패스티벌을 통하여 대량조리에 대한 이해와 레시피 작성을 함으로써 단체급식에 대한 현장이
해능력 향상
- 식품안전교육센터에서 진행하는 안전관리 및 식품위생교육 수강
- 조리원들을 통솔할 수 있는 원만한 의사소통 능력

2. 외식분야(프랜차이즈 메뉴 개발 및 식품회사 제품 개발)
⦁직업분야 : 조리 메뉴 개발
⦁주요 직무
- 음식을 소비하는 주 고객을 설정하여 연령층, 소비성향, 지역적 특성, 사회적 트랜드 및 음식의 질 등을 고려
하여 제품을 개발
- 동종업계 경쟁업체의 메뉴 현황 및 실적 분석
- 새로운 조리법 및 음식을 개발
- 관능검사를 통해 메뉴를 보완하고 조리 메뉴얼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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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이 요구하는 취업 역량
- 음식을 소비하는 주 고객을 설정하고, 연령층, 소비성향, 지역적 특성 등을 분석한다. 동종업계 경쟁업체의 메
뉴현황 및 실적 분석능력
- 사회적 트렌드나 사람들이 관심을 갖는 주제를 중심으로 음식 분석
- 고객의 건강, 음식의 질 등을 고려한 새로운 아이디어를 개발하여 음식메뉴를 기획
- 재료의 영양과 맛을 살릴 수 있는 조리법을 개발하여 새로운 음식을 개발고객들의 평가를 통해 메뉴를 보완하
고 조리 매뉴얼을 작성.
- 식품에 대한 이해와 숙련된 조리 기술
- 원만한 대인관계 및 서비스 정신
- 조리 관련 자격증(기능사, 산업기사), 식품기사, 위생사 등
- 창의적인 사고와 도전정신 필요
⦁필요한 교육/훈련
- 식품구매론, 외식경영 및 관리론, 식품가공, 식품위생학 및 위생법규, 메뉴디자인 등 전공능력
- 식품에 대한 이해와 숙련된 조리기술
- HACCP 시스템에 대한 이해와 활용능력 훈련
- 조리 관련 자격증(기능사, 산업기사) 자격증 취득
- 교내외조리경연대회에 참가하여 창의적 사고와 도전정신 및 문재해결능력 향상
- 산업체 및 전시회 견학 하여 현장이해능력 향상
- 현장에서 근무하고 있는 졸업생 취업특강을 들음으로써 현장이해능력 향상

3. 중등조리교사 및 요리강사
⦁직업분야 : 교육
⦁주요 직무
- 교육과정에 따라 식품 관련 교과목 지도
- 학생들의 가치관 확립 및 안내자의 역할
- 전담과목의 교수학습과정안 및 수업지도법에 대한 연구
- 전담과목의 실기 수업 진행
⦁기업이 요구하는 취업 역량
- 교직학과를 졸업한 사람(중등조리교사 해당)
- 중등 조리 2급 정교사 자격 취득(중등조리교사 해당)
- 한국사능력 검정 시험 3급 이상 취득
- 식품 및 조리 관련 전공에 대한 이해 및 활용 능력
- 조리 관련 자격증(기능사, 산업기사) 및 조리 관련 민간자격증
- 학생 또는 수강생과의 의사소통 능력과 종합적 사고력
⦁필요한 교육/훈련
- 중등 2급 정교사 자격증(조리) 취득
- 한국사능력 검정 시험 3급 이상 취득
- 조리 관련 자격증(기능사, 산업기사, 민간자격) 취득
- 행정 업무에 필요한 전산 관련 자격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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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식품관련 연구직
⦁직업분야 : 연구
⦁주요 직무
- 시장성, 목적, 기능, 설비 계획을 분석하여 식품의 생산과 소비에 관련된 계획을 기안
- 시험장비를 이용하여 주요성분을 실험 및 분석
- 식품 원료를 목적에 맞게 혼합하여 가공 적성, 형태 및 우수 품질 조건을 탐색
- 제품의 특성에 따라 맛, 향, 색, 모양, 포장방법 등을 고려하여 제품을 개발
⦁기업이 요구하는 취업 역량
- 식품 관련 분야 석사 이상의 학력이 요구
- 전공과 연구 경력이 주된 평가요소가 되며 연구원이 되면 보통 석사과정의 세부전공을 중심으로 연구를 수행
- 학생 시절 다양한 연구에 참여하여 관련 논문을 저널에 제출하는 등 연구 경력을 쌓는 것이 필요하며, 연구보
조원으로 일해보거나 일부 정부출연연구소에서 시행하고 있는 현장연수프로그램에 참여
- 창의적인 사고와 도전정신 필요
⦁필요한 교육/훈련
- 식품학, 조리과학, 식품기초유기화학, 발효식품과미생물, 식재료분석실험, 실험조리 및 관능검사 등 연구에 필
요한 전공능력 향상
- 조리(기능사, 산업기사), 식품기사 및 식품산업기사, 품질경영기사, 품질관리기사 및 위생사 등 자격증 취득
- 산업체 및 전시회 견학 하여 현장이해능력 향상
- 현장에서 근무하고 있는 졸업생 취업특강을 들음으로써 현장이해능력 향상

5. 식품위생직 공무원
⦁직업분야 : 공공기관 · 행정
⦁주요 직무
- 급식을 제공하는 급식소 관리
- 식품을 취급하는 사업소의 위생상태 관리
- 유통중인 식품의 유통기한 관리
- 원산지 과대 광고 유무 감시
- 식품의 수입과 판매, 법적으로 위반되는 식품의 단속 및 감독
⦁기업이 요구하는 취업 역량
- 식품위생학 및 위생법규, 발효식품과 미생물 등 전공능력
- 식품에 대한 이해와 문제에 대한 해결능력
- 국어, 영어, 한국사 등 기본소양 능력
- 위생사, 식품기사 및 식품산업기사, 품질경영기사, 품질관리기사 자격증
⦁필요한 교육/훈련
- 식품위생학 및 위생법규, 발효식품과 미생물 등 전공능력
- 식품위생에 대한 전반적인 이해와 문제 의식 확립
- HACCP 시스템에 대한 이해와 활용능력 훈련
- 위생사, 식품기사 및 식품산업기사, 품질경영기사, 품질관리기사 자격증 취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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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전공 개요
바이오한약자원학과에서는 국내에서 최초로 개설된 ‘한약자원학과’로 출발, 다수의 한약사 배출은 물론 대한민국
보건복지부 인정 ‘한약도매사’ 자격증 제도의 기틀을 제공한 학과라는 자랑스러운 역사를 갖고 있다. 학과에서는
천연유용자원의 탐색개발 및 이용에 관한 제반 관련분야를 연구함으로써 한약자원식물의 개발, 생산, 이용 및
상품화에 중추적인 역할을 담당할 인재를 양성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통적인 한약자원에 대한 체계적인 개발과 이들을 활성화시킬 수 있는 한약전문인이 필요한 한약자원에 대한
기초이론을 바탕으로 보다 우수한 한약자원의 재배, 유통, 가공, 분류와 보존, 한약학기초, 본초, 분석, 개발 등
에 관한 체계적인 학습과 실험· 실습을 통하여 현장에서 실무능력이 뛰어나고 유능한 자원식물 및 한약자원 전
문인 양성을 목표로 한다.

2. 주요 교과
∎기초 교과
학년
1

∎심화 교과
교과목명

학년

한약학개론

약용식물번식학및실습

한약한문

약용식물재배학및실습

생약학및실습
약용식물분류학및실습

2

교과목명

본초학및실습, 한약저장학, 산야초학
3

식품화학, 보건위생학, 한약포제학

유기화학및실험

약용식물육종학

한약자원학및실습

약용식물생태학및실험

약용식물학

약용식물생리학및실습

약초원및실습1,2

생물통계학, 생약분석학

약용식물조직배양학및실습

한약조제학및실습

생화학및실험

4

약전, 약사법규, 한약재품질평가

약용식물및관찰

한약유통학, 한약감정학및실습

생활동의보감

한약재무역학, 환경오염학
식물자원・조경교육론
교직

식물자원・조경교재연구및지도법
식물자원・조경논리및논술

3. 적성 및 흥미
- 종합적 사고, 이론/실무능력, 문제해결능력 등등 역량 강화
- 한약자원에 대한 분류, 생산, 유통, 분석, 활용 등 관련 학문에 대한 다양한 지식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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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진출분야
분야

공공·행정

연구·심사

교육·지도

직업명칭

직무개요

농업직 공무원

농업정책, 농산물 유통담당, 식량증산, 농지
재해대책 등을 처리하는 업무를 담당

농촌지도사

농가를 대상으로 재배기술 및 우량품종
등에 관한 교육·홍보를 실시하고 지도

농업기술센터

농업관련 행정업무 및 농업관련 교육 및
사업을 처리하는 업무를 담당

보건행정직 공무원

한약관련 제반 지식을 필요로 하는 분야
담당

농촌진흥청 산하
연구직 공무원

농업 관련 행정업무, 농업 관련 사업 등등
을 처리하는 업무를 담당

한약진흥재단연구원

한약자원 재배, 증식, 종자관리 등의 업무
를 보며 해외 전통 의약 동향 브리프 제
작 및 배포 등의 업무를 담당

관련 학과 졸업생

농약회사 연구원

작물보호, 안전성 연구, 소재 연구 등의
업무를 담당

자원학, 재배학 관련 석·박사 학위

한국화학 융합시험
연구원

독성평가팀 내 국소 독성시험 및 국소 내
성 시험 등의 업무를 담당

안정성평가연구원

잔류농약이나 농업에 관련한 안정성을 평
가하는 업무 담당

육종 연구소 연구원

종자 육종, 증식, 연구, 검사 등의 업무를
담당

4년제 정규 대학 졸업자
(석사 학위 이상 우대)
종자, 육종, 원예 관련 자격증 취득 시
우대

친환경 인증센터
심사원

친환경 농산물 등을 인증하기 위하여 친
환경 농가를 방문하여 친환경 농산물들을
심사, 이후 관련 행정 업무를 담당

관련 학과 졸업생
종자기사, 유기농업기사, 식물보호기사 중
자격증을 하나 이상 취득한 자

중·고등학교 교사

식물자원・조경 교과목의 중등교사

대학 교수
제약회사

화학 및 유기화학 등 학습하고 관련
자격증을 취득한 학과 졸업생

교직이수 취득자
정교사 자격증

외국어 자격증, 전공 관련 기사나
기술사 취득자

한약도매업무관리자

최상의 약재를 소비자에게 공급하기 위해
재배되거나 법제된 약재를 안전하게 유통
및 관리

보건복지부장관이 인정하는
한약관련학과의 졸업자 및 해당 학점을
교과과정별로 이수한자

한방산업진흥원

한의약육성을 위한 기반 조성과 한의약기
술개발 및 산업진흥 담당

한약자원 재배, 증식, 종자관리,
생육특성, 성분분석 관련 자격증
한약자원학 관련 전공자

제약 및 식품회사

한약재 및 식품 등을 가공하여 기계 추출
및 농축, 유통 업무

전공 관련 전공자 및 관련 자격증
취득자

종묘회사
화장품회사
식품회사

한약 관련

조경, 산림, 원예, 생명 과학 등의 관련
학과 교수

식용작물학, 재배학, 원예학,
농업생산환경, 작물육종학, 식물보호,
유기농업, 생물공학 등을 공부하고 원예
관련 기사나 기술사 농업기계관련
기사나 기술사 자격을 소지한자
관련 학과 졸업생 중 국가시험에 합격
한 자

회사의 상품에 대한 마켓팅 업무와 안전
한 먹거리 및 화장품을 만들기 위해 연구
하며 제약시장 및 환경변화에 따른 마케
팅 전략 담당
상품의 기획, 행사, 홍보, 콘텐츠 주력업
무 담당

농약회사
마켓팅

학과전공 및 필수요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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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기타
⦁학과 전망 및 진로
한약에 대한 기초이론을 바탕으로 우수한 한약재의 생산과 유통에 관련되어지는 약용식물의 재배, 가공, 저장, 분
류, 본초, 분석, 감별 등에 대한 이론을 배워 현장 중심의 실험, 실습으로 교육하여 현장에서 실무능력이 뛰어난
한약 전문인을 길러냅니다.
재배 및 유통산업에서 한약에 대한 종자와 생산, 유통, 소비 시스템을 구축할 수 있으며, 한약 품질 및 의약외
품, 규격을 개선을 제약회사에서 활약할 수 있습니다. 삶의 질이 높아짐에 따라 식품에 대한 사람들의 관심도가
증가하고 있으며, 한방식품 및 한방기능성 식품의 개발과 제품화는 세계적으로 각광을 받고 있습니다. 한방화장
품을 포함한 뷰티산업에도 한약재는 크게 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한약자원학을 전공하는 학생들의 사회적 수요는
증가될 것입니다.
⦁졸업 후 취득 가능한 자격
‣ 한약도매사 자격증(보건복지부 인정 자격증)
‣ 중등학교 정교사 2급(식물자원・조경 교직과정 이수 시)
‣ 농업직 공무원 응시자격 부여
‣ 보건행정직 공무원
⦁학과 행사 및 현장견학
‣ 한약자원 관련 전문가 초청특강 및 교육학 특강
‣ 제약회사 및 농업 관련 공공기관 현장견학
‣ 학과 전체 약용식물관찰 및 채집행사 진행 및 표본수집체험
‣ 취・창업 캠프 프로그램 지원
‣ 기사 및 기술사 자격증 취득 지원 및 장학금 수혜 혜택
⦁학과 관련 자격증 취득
▸ 각종 농업관련 기사, 기능사 자격증 응시자격 부여(식물보호, 유기농업, 종자 등)
▸ 유기농업기사 및 식물보호산업기사
▸ 사무자동화 및 컴퓨터 관련 기사
▸ 한약도매업무관리사 자격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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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한약도매관리사
⦁직업분야 : 한약도매업・공공기관 · 행정 · 농산물유통・교육・기능성식품・한약관련 연구원 등
⦁주요 직무
- 한약재 유통업
- 한약재 관련 교육훈련 및 국제협력
- 기능성식품 기술사업 지원
- 한약의 ICT 융복합 기술 실용화 및 검인증
- 한약재 실용화 기술 연구개발 보급
- 친환경 한약재·생산·및·관리 전문인력 양성
⦁기업이 요구하는 취업 역량
- 한약도매사로서의 전공 역량
- NCS(국가직무능력표준) 역량
- 한약도매사 등 전공 관련 자격증
⦁필요한 교육/훈련
- 한약의 재배，분류，분석，이용 등 전공능력 향상
- NCS(국가직무능력표준) 훈련
- 외국어(TOEIC, TOEIC Speak, OPIC 등) 능력 훈련
- 전공 및 직무 관련 분야 자격증 취득
⦁직업 세부분류
- 한약도매업
- 한방병원
- 농촌진흥청
- 한방산업진흥원
- 각종 기능성식품 관련 회사
- 농업기술센터
- 기능성 화장품 관련 회사
-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

2. 농업관련 공공기관
⦁직업분야 : 공공기관 · 행정 · 농산물유통 · 교육
⦁주요 직무
- 농어업 생산기반 조성·정비
- 농어촌용수 및 수리시설 유지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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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농촌지도·교육훈련 및 국제협력
- 농식품 기술사업 지원
- 농업의 ICT 융복합 기술 실용화 및 검인증
- 도시농업 실용화 기술 연구개발 보급
- 친환경 전문농업 활성화 및 농업 전문인력 양성
⦁기업이 요구하는 취업 역량
- 농업경제학, 농업정책학, 농업경영학 등 전공 역량
- NCS(국가직무능력표준) 역량
- 직무(전산, 회계)·전공 관련 자격증
⦁필요한 교육/훈련
- 농업경제학, 농업정책학, 농업경영학 등 전공능력 향상
- NCS(국가직무능력표준) 훈련
- 외국어(TOEIC, TOEIC Speak, OPIC 등) 능력 훈련
- 전공 및 직무 관련 분야 자격증 취득
⦁직업 세부분류
- 한국농어촌공사
- 농촌진흥청
- 농업정책보험금융원
- 농업기술실용화재단
- 농업기술센터
- 농림수산식품교육문화정보원
-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

3. 농업직 공무원
⦁직업분야 : 공공기관 · 행정
⦁주요 직무
- 농업직 공무원은 농림수산식품부, 농촌진흥청 등으로 임용되어, 식량증산, 비료의 제조, 각종 농산물 생산
및 검사 등을 통해 국내 농업 육성을 위한 전반적인 직무를 수행합니다.
⦁기업이 요구하는 취업 역량
- 농촌문제에 대한 이해와 문제해결능력
- 재배학개론, 작물생리학, 토양학, 농촌사회학 등 전공능력
- 농업계열의 전문대학 이상 졸업자
- 국어, 영어, 한국사 등 기본소양 능력
- 농업관련 기술사·기사·산업기사 자격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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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요한 교육/훈련
- 재배학개론, 작물생리학, 토양학, 농촌사회학 등 전공능력 훈련
- 다양한 조사·체험을 통한 농업·농촌 문제의식 확립
- 농업관련 기술사·기사·산업기사 자격증 취득(가산)
⦁직업 세부분류
- 국가직(농림축산식품부 소속기관)
- 지방직(각 시/구/군청 사업소)

4. 농촌 지도사
⦁직업분야 : 공공기관 · 행정 · 지도
⦁주요 직무
- 농촌지도사업에 대한 장·단기 발전계획 수립
- 농기계, 시설사업, 작물재배, 재배기술 등 조사
- 농민이나 농업후계자의 대한 의식개발, 영농기술 및 경영능력, 지도력 배양
- 농민의 편리하고 위생적인 생활 교육
⦁기업이 요구하는 취업 역량
- 농촌문제에 대한 이해와 문제해결능력
- 농업계열의 전문대학 이상 졸업자(특채)
- 농촌지도론, 재배·작물생리학, 토양학 등 전공능력
- 국어, 영어, 한국사 등 기본소양 능력
- 농업관련 기술사·기사·산업기사 자격증
⦁필요한 교육/훈련
- 농촌지도론, 재배·작물생리학, 토양학 등 전공능력 훈련
- 다양한 조사·체험을 통한 농업·농촌 문제의식 확립
- 농업관련 기술사·기사·산업기사 자격증 취득(가산)
⦁직업 세부분류
- 농업기계지도원
- 농촌사회지도원
- 원예작물지도원
- 농촌생활개선지도원
- 소득작물지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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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전공 개요
간호학과는 인간존중을 바탕으로 간호전문지식을 습득하고 우수한 실무능력을 배양하여 간호조직에 기여할 수 있
는 윤리의식과 국제화 능력을 갖춘 전문직 간호사를 양성하는 학과입니다.
간호학과는 「한국간호교육평가원 간호학 학사학위 프로그램 인증교육기관」 「보건복지부 간호대학 실습교육지원사
업 우수사례 선정 교육기관」입니다.

2. 주요 교과
∎기초 교과

∎심화 교과

- 간호학개론

- 기본간호학

- 간호윤리학

- 성인간호학

- 해부학

- 아동간호학

- 생리학

- 여성건강간호학

- 약리학

- 지역사회간호학

- 병리학

- 정신간호학

- 병원미생물학 등

- 간호관리학
- 간호시뮬레이션 및 통합실습 등

3. 적성 및 흥미
- 인체, 질병, 생명에 대한 관심과 및 생물, 화학 등의 교과목에 흥미
- 원만한 대인관계 및 의사소통능력
- 책임감과 성실함, 전문직으로서의 사명감

4. 진출분야
분야

병원간호사

자격 및 업무내용
• 상급종합병원, 종합병원, 병‧의원, 요양병원, 전문병원 등
• 일반병동, 외래, 수술실, 중환자실, 응급실, 투석실, 조혈모세포이식병동,
신생아실, 분만실, 교육부서 등
• 해당분야에서 최근 10년 이내 3년 이상의 임상경력
• 보건복지부장관이 지정하는 전문간호사 교육기관(대학원)에서 석사과정 이수
• 보건복지부에서 시행하는 전문간호사 자격시험에 합격

전문간호사
• 가정전문간호사, 감염관리전문간호사, 노인전문간호사, 마취전문간호사, 보건 전문간호사,
산업전문간호사, 응급전문간호사, 정신전문간호사, 종양전문간호사, 중환자전문간호사,
호스피스전문간호사, 아동전문간호사, 임상전문간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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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산사

• 간호사 면허 소지자
• 보건복지부장관이 인정하는 의료기관에서 1년간 조산수습과정 수료
• 보건복지부 조산사 면허증 취득

공무원

• 8급 간호직 공무원

• 9급 보건직 공무원

• 보건진료직 공무원

간호장교

• 간호사 면허증 취득 후 간호장교로 임관 또는 국군간호사관학교 졸업 후
간호장교로 임관

해외간호사

• 미국, 호주, 캐나다, 뉴질랜드, UAE, 사우디아라비아 간호사 등
• 해당 국가의 간호사 면허
• 면허취득을 위한 영어 점수 • 임상경력

산업간호사

• 간호사 면허 소지자

보험심사간호사

• 간호사 면허 소지자
• 한국간호교육평가원의 보험심사관리사 1급 자격증 취득

방문간호사

• 간호사 면허 소지자

법의간호사

• 간호사 면허 소지자
• 수사과학대학원 졸업 또는 석사학위 수료
• 법의간호학 관련 과목 12학점 이상 이수

의료전문통역사

• 2년 이상 간호업무 경력

• 한국보건복지인력개발원의 의료 통역능력 검정시험 자격증 취득

항공간호사

• 간호사 면허 소지자

대학원진학

• 일반대학원

• 종합병원 경력 1년 이상

• 전문대학원(전문간호사 교육기관 86개)

• 간호사 면허 소지자
공공기관 연구원
• 한국보건산업진흥원, 한국보건사회연구원,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등

간호창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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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후조리원, 요양원, 조산원, 노인보건센터, 건강교육센터, 상담센터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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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기타
⦁임상실습 협약기관
서울아산병원, 경희의료원, 전남대학교병원, 화순전남대학교병원, 경상대학교병원, 성가롤로병원 등
⦁실습실 현황
- 기본간호학실습실
- 건강사정실습실
- 간호술기실
- 통합시뮬레이션실
- 성인시뮬레이션실
- 아동시뮬레이션실
- 모성시뮬레이션실
⦁자격증 종류
간호사면허증, BLS-provider 자격증, 병원서비스코디네이터 자격증 등
⦁학과 활동 및 프로그램
- 나이팅게일 선서식
- 간호학술제
- BLS 또는 KALS 과정
- 의료봉사활동
- 선진병원 견학 및 전문가 초청 특강
- 졸업선배와의 만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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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임상간호사
⦁진출분야 : 대학병원을 포함한 국·공·사립 의료기관
⦁주요 직무 : 간호대상자를 직접 간호하거나 교육·상담·관리를 담당
⦁기업이 요구하는 취업 역량 : 간호학과 졸업생, 간호사면허 소지자
⦁필요한 교육/훈련 : 간호사, 임상전문간호사
⦁관련 직업 : 간호사
⦁정보 사이트
- 대한간호협회(http://www.koreanurse.or.kr/)
- 보건복지부(http://www.mohw.go.kr)
-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http://www.kuksiwon.or.kr)

2. 보건분야공무원
⦁진출분야 : 보건분야 공무원
⦁주요 직무 : 보건복지부 등의 정부기관, 보험관리공단 등에서 보건업무 담당
⦁기업이 요구하는 취업 역량 : 관련학과 졸업생 , 간호사면허 소지자
⦁필요한 교육/훈련 : 간호사
⦁관련 직업 : 공무원
⦁정보 싸이트
- 보건복지부(http://www.mohw.go.kr)
- 보험관리공단(http://m.nhic.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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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무역학부 경제학전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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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전공 개요
경제학은 일생에서 직면하는 모든 경제적 선택의 문제를 연구하며, 좁게는 우리가 먹고사는 문제부터 넓게는 소
득불균형문제, 실업문제, 환경문제 등을 연구합니다. 급변하는 경제 현실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상당한 정
도의 전문가적 소양을 갖춘 전문경제인을 양성하는 것이 경제학의 교육 목적입니다.
경제학과에서는 전반적으로 경제학의 이론과 방법론, 응용분야 등을 배우고, 이러한 경제이론을 바탕으로 다양한
경제현상을 이해하고 분석하는 ‘경제학자처럼 사고하는 방법’을 배웁니다. 또한, 경제학 이외에 인접학문인 경영
학, 무역학, 회계학 등에 폭넓게 공부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여 졸업 후 다양한 진로를 선택할 수 있는 학문적
소양을 쌓을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현대사회의 사회조직이나 구성원 중 경제적 행위를 하지 않는 구성원은 거의 존재하지 않습니다.

경제학은 사회

과학의 한 분야이면서도 그 응용분야가 방대한 실용학문이기 때문에 우리 사회에서 경제학 전공자에 대한 수요는
꾸준히 증가해 왔습니다. 실제로 경제학을 전공한 학생들은 졸업 후 공무원, 공기업, 금융회사, 대기업/중소기업 등
매우 다양한 분야로 진출할 수 있습니다.
향후에도 경제가 사회 전체에서 차지하는 중요성은 계속해서 증대될 수밖에 없으며, 이러한 상황을 감안하면 경제
전문가에 대한 수요는 지속적으로 늘어날 것으로 보입니다. 이에 따라 우리 경제학과에서는 변화하는 경제 및 금
융환경에 선제적으로 대응하는 심층적인 경제이론과 실무능력을 겸비한 지역경제 및 지역금융 인재를 양성하는
것을 핵심 교육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2. 주요 교과
∎기초 교과

∎심화 교과

- 경제의 이해

- 중급거시경제학

- 경제학개론

- 중급미시경제학

- 현대경제의 이해

- 계량경제학

- 비즈니스외국어

- 세계자본주의의이해

- 통계와 자료분석

- 재정정책론

- 미시경제학

- 지역및도시경제학

- 거시경제학

- 노동경제학

- 경제사

- 글로벌 경제전략

- 재정학

- 국제경제론

- 금융경제학

- 국제금융론

- 금융시장의 이해 등

- 화폐금융론
- 금융상품과 금융제도
- 경제변동과 투자전략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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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적성 및 흥미
경제학에서는 수식이나 그래프를 활용하여 경제현상을 설명해야 하므로 분석적이고 논리적인 사고력을 요구하며,
기본적으로 수리적인 능력과 지식이 필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실제 경제 및 사회에서 발생하는 빈곤, 환경문제 등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논리적이고 수리적인 냉철한 분
석을 뛰어넘는 따뜻한 마음도 매우 중요합니다.
이러한 이유 때문에 경제학자 앨프리드 마셜은 경제학자에겐 ‘차가운 머리와 따뜻한 가슴’이 필요하다고 했습니
다. 경제학에서는 분석적이고 논리적인 사고력을 갖춘 ‘차가운 머리’ 뿐만 아니라 실생활이나 경제 및 사회 전반
에 도움을 주기 위해서는 동시에 “뜨거운 가슴”을 가져야 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4. 진출분야
분야

관리
/
자원

직업명칭

직무개요

필수요건

필요 자격증

여신심사역

금융기관에서 고객에게 돈을 빌려주기 위해
자금 수요자의 요청에 따라 채권보전절차를
거쳐 대출 후 관리 및 자금회수

재무관리, 회계,
세무, 경영전략

여심심사역
신용분석사

회계담당자

사업체의 제반 거래 사항을 기록·정리하고 원
가계산을 통하여 제조원가를 산출하며, 기업의
재무상태와 경영실적을 파악하기 위하여 결산
절차에 따라 대차대조표, 손익계산서 등의 재
무제표 작성

재무관리, 회계,
세무

전산회계

세무회계사무원

회계사, 세무사의 지휘 하에 사업체의 재무
거래에 대해 장부 정리 및 결산서 작성, 세무
조정 업무 수행

경제학, 회계,
세무

전산세무회계

재무담당자

기업에서 예산계획 수립, 관리, 자금조달 및
투자심의를 통한 리스크 관리 업무 수행

재무관리, 회계,
재무, 경영전략

-

총무사무원

사업체의 운영에 필요한 각종 행정업무를 총
괄하는 업무를 수행한다. 문서의 수발 ·관리,
4대 사회보험관리, 급여관리, 비품 및 차량의
관리, 각종 사내 행사를 계획·준비 ·집행하는
데 관련된 업무 수행

경영, 행정,
회계, 인사,
경제, 법,
재무관리

-

리스크관리자

금융기관에서 현업에서 거래하고 있는 운용
방법의 리스크를 판단하여 통제하고 관리하며,
주기적으로 운용성과 분석 및 평가

재무관리, 회계,
세무, 금융공학,
수학, 통계

FRM(국제재무
위험관리사)

금융감독사무원

소비자 보호를 위해 은행, 보험사, 증권사 등
금융기관이 관련 법규에 의해 판매, 투자, 관
리를 하고 있는지 관리·감독

재무관리, 보험,
회계, 세무,
상법

관리
/
감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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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야

마케팅
/
영업

조사
/
분석
/
평가

직업명칭

직무개요

필수요건

필요 자격증

은행텔러

수신상품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고객상담,
입출금, 수납 등 창구일선 업무와 시재관리,
일일마감 등 사후관리 업무 수행

재무관리, 회계,
보험, 경제

은행텔러

주식중개인

주식 시장 및 종목에 대한 분석을 통해 고객과
상담하여 주식 포토폴리오를 짜고, 주식 매매
권유 및 거래를 실행하는 업무 수행

재무관리, 회계,
경영전략,
마케팅, 경제,
외국어

증권투자상담사

채권중개인

연기금, 자산운용사 등 기관투자가를 대상으로
국채, 회사채, 금융채, 산업채 등 각종 채권에
대한 시장 정보 제공, 투자자 성향에 맞춰 채
권상품 소개 및 거래 아이디어 제안을 통해 채
권 매매를 권유 하며, 고객 주문 시 트레이딩
부서로 넘겨 거래를 성사시키는 역할

재무관리,
금융공학, 경제,
마케팅, 수학,
통계, 외국어

증권투자상담사

파생상품중개인

기관투자가에게 통화선물, 금리선물, 상품 선
물, 주가지수선물, 옵션 등 파생상품 (상품가치
가 기초자산의 가치 변동으로 부터 파생되어
결정되는 금융상품) 매매를 권유하고 거래 주
문 시 기관투자가와 파생 상품트레이더를 연결
해주는 중개인 역할 수행

재무관리,
금융공학, 경제,
마케팅, 수학,
통계, 외국어

파생상품
투자상담사

투자인수심사원

기업이 필요한 자금을 조달하기 위해 채권이나
주식을 발행하고 발행된 자금을 일부 인수하여
자금조달이 원활하도록 조성자로서의 역할 수
행. 주로 증권사 IPO 팀에서 비상장사를 발굴
하여 상장을 지원 하는 업무 수행

재무관리, 회계,
경영전략,
마케팅, 경제

회계사

해외영업원

해외로 상품을 판매하는데 필요한 영업 /마케
팅 전략을 수립하여 실행 및 제반 사무를 수행
하거나 상품을 수입해서 판매하는데 필요한 제
반 업무 수행

경제학, 무역학,
외국어

보험설계사

보험가입 대상자를 발굴 및 방문하여 고객의
생활수준, 가족상황, 건강, 미래계획 등을 파악
하여 적합한 보험 상품을 권유

보험설계사
자격증

이코노미스트
(Economist)

주로 증권사 리서치부서에서 거시경제 지표 분
석을 통해 현재의 경제 상황을 진단하고 국내
금융시장에 미치는 영향 파악 및 향후 전망을
예측하는 업무 수행

IR(Investor
Relations) 및
공시 담당자

기업공시 및 주식 관련 업무, IR(Investor
Relations) 자료 작성 및 기관투자가 대상
Roadshow 진행, 주주총회, 이사회 관련 업무
수행

주식투자분석가

채권투자분석가

산업 동향 및 해당 산업의 기업 경쟁력을 분석하여
현재와 미래가치를 분석하여 투자 의견 개진
경제 동향 분석 및 예측을 통해 채권의 현재 가치
와 미래가치를 평가하고 투자의견 개진

재무관리, 회계,
경제, 통계,
외국어

재무관리, 회계,
경영전략,
마케팅, 경제
재무관리, 회계,
세무, 경영전략,
경제, 외국어

보험설계사

CFA
(국제재무분석사)

CFA
(국제재무분석사)

CFA
(국제재무분석사)

재무관리, 회계,

CFA

경제, 외국어

(국제재무분석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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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평가사

주기적으로 기업의 재무상태를 분석하여 채권
등을 발행한 기업이 만기까지 원리금을 상환할
수 있는 능력을 측정하고 신용 등급을 부여하
며, 고객의 요청에 의하여 회사채, 기업어음,
자산유동화증권, 보험금 지급능력, PF Loan,
주식, 펀드 등에 대한 평가 서비스를 제공

재무관리, 회계,
세무, 경제,
경영전략

회계사
신용분석사

감정평가사

고객으로부터 의뢰받은 부동산을 평가하기 위해
사전조사를 통해 적절한 평가방법을 선정하고
가격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파악/ 분석하여
감정가격을 산출하는 업무 수행

경제, 수학,
지리, 부동산법,
민법

감정평가사

스트래티지스트
(Strategist)

주로 증권사 리서치 부서에서 이코노미스트의
거시적인 경제 분석과 섹터 애널리스트의 미시
적 산업 및 기업 분석을 종합하여 포트폴리오
구성 전략을 짜며, 현 시장 환경 하에서 가장
이상적인 포트폴리오를 제안 하는 업무 수행

재무관리,
회계+경제,
경영전략, 통계,
외국어

CFA
(국제재무분석사)

퀀트애널리스트
(Quant Analyst)

통계 모델을 활용한 계량적 분석을 통해 주가
지수 방향성 예측 및 기관투자가들의 종목 별
투자 비중 조언, 파생상품 트레이더가 파생상품
원가를 산정하고 파생상품 북에 대한 헤지 매
매를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트레이딩 시스템
을 구축하는 업무 수행

재무관리, 회계,
수학, 통계

회계사
CFA
(국제재무분석사)

고용보험
통계분석원

고용보험 통계를 분석하여 노동이동, 일자리 변
동 등 노동시장 정보를 제공하고 개선점 파악

경제학, 보험,
통계, 경영,
노동

경제학연구원

국내외 경제 및 산업 동향에 관한 체계적 정보
수집 및 분석을 통해 국가 경제와 기업의 장단
기 발전과제를 종합적으로 연구하고, 이론적 연
구와 실증적 분석, 현장 중심의 조사를 토대로
실천적 대안을 개발·제시하는 업무 수행

노동분야연구원

노동시장 및 고용정책, 노사관계, 인적자원 관
리, 노동법, 노동복지 및 노동보험 등에 대한
연구 수행

경제학, 통계,
노동
(대학원 이상)

법경제연구원

경제법에 관한 조사/연구, 거시경제 및 미시경
제를 망라한 경제정책 전반에 관한 경제법 이
론의 연구 및 발표, 경제법에 관한 연구자료의
조사 및 발간, 경제법에 관한 자문 및 조사, 연
구논문 발간, 교육 홍보

경제학, 법학,
사회, 정치,
행정
(대학원 이상)

북한경제연구원

북한관련 자료를 수집/정리하고 북한경제의 구
조와 동향을 분석. 기업의 대북진출 및 남북
경협관련 연구 수행

경제학, 북한학
(대학원 이상)

보험계리사

보험사의 위험관리를 위한 책임준비금을 쌓고
검증하고 관리하는 업무와 위험률을 반영한 보
험료가 어느 수준에서 책정되어야 하는지를 파
악하여 신규 상품 개발

재무관리, 보험,
통계

금융상품개발자

증권사, 은행 등 금융기관에서 판매하는 상품을
개발하기 위해 시장조사, 고객조사, 경쟁사 조
사 등을 통해 신규상품을 기획하고 개발

재무관리, 회계,
금융공학, 경제,
통계, 수학

경영기획담당자

경영기획전문가는 기업에서 사업계획 입안 및
사업집행과정을 평가

경제학, 경영학

국립순천대학교 진로취업로드맵

경제학

보험계리사

분야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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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업명칭

직무개요

필수요건

필요 자격증

주식펀드매니저

주식 펀드 판매를 통해 유입된 자금 또는 고객
이 일임한 자산을 활용하여 주식 투자 포트폴
리오를 짜고 투자전략에 기반하여 매매를 실행
함으로써 수익을 창출하는 업무 수행

재무관리,
경영전략, 경제,
외국어

CFA
(국제재무분석사)
투자자산운용사

채권트레이더

자사 채권세일즈팀을 통해 들어온 거래를 성사
시키고, 자기자본을 활용한 고유 계정을 활용하
여 FICC(채권, 외환, 원자재) 관련 상품 매매를
통해 수익 창출

재무관리,
금융공학, 경제,
외국어

CFA
(국제재무분석사)
투자자산운용사

파생상품
트레이더

통화선물, 금리선물, 상품선물, 주가지수 선물,
옵션 등 파생상품 개발 및 트레이딩 (거래)을
통해 수익 창출

재무관리,
금융공학, 경제,
수학, 통계.
외국어

CFA
(국제재무분석사)
투자자산운용사

외환딜러

외환시장의 추이를 분석하여 달러 엔화, 마르크
화 등 국제 금융시장에서 통용되는 외환과 파
생 상품을 싼 시점에 사들여서 비쌀 때 팔아
그 차액을 극대화 하는 일 수행

재무관리, 회계,
금융공학, 경제,
통계,

외환전문역

사모펀드매니저

연기금, 보험사, 기업, 개인 등으로부터 공모가
아닌 사모로 자금을 조달하여 기업인수합병을
통해 경영권 확보 후 일정기간 회사의 가치를
제고한 후 매각하여 수익 창출

재무관리, 회계,
세무, 경영전략,
마케팅,
인사조직,
국제경영

CFA
(국제재무분석사)

헤지펀드매니저

증권, 외환 시장 등 높은 수익이 예상되는
High Risk, High Return 투자처를 찾아 다양
한 투자 전략을 통해 절대 수익을 창출

재무관리, 회계,
금융공학, 경제,
통계, 수학,

CFA
(국제재무분석사)

벤처
캐피탈리스트

위험성은 크나 높은 투자 수익이 기대되는 스
타트업과 성장 초기 단계의 벤처기업, 문화콘텐
츠 등에 투자하여 성장과정을 지원하고 지분
매각 또는 IPO(상장)을 통해 투자자금을 회수
하는 업무 수행

재무관리, 회계,
공학, 경영전략,
마케팅

CFA
(국제재무분석사)

재무컨설턴트
(Financial
Consultant)

고객의 현 재무상태를 분석하여 재무목표 수립
을 도와주고, 이를 달성할 수 있도록 최적화
상품을 제안하며 실행을 위한 자문 서비스를
제공

재무관리, 회계,
세무, 보험

CFP (Certified
Financial
Planner)

프라이빗뱅커
(Private
Banker, PB)

고액 자산가의 자산 및 수익 증대를 목적으로
자산(예금, 주식, 실물자산 등) 종합관리하고 세
무, 법률, 상속 등 비금융 업무에 대한 서비스
도 제공

재무관리, 회계,
세무, 경제

프라이빗뱅커

기업인수
합병전문가

인수, 매각, 합병, 지배구조 전략 등의 니즈를
가지고 있는 기업을 발굴 및 제안을 통해 자문
계약을 체결하고, 관련 업무 전 과정을 리드하
면서 고객사를 자문

재무관리, 회계,
세무, 경영전략,
마케팅,
재무분석,
기업결합회계

회계사
CFA
(국제재무분석사)

공인회계사
(Certified
Public
Accountant,
CPA

고유의 업무 영역인 회계 감사 업무를 수행하
며, 이외에도 세무 자문, 경영 자문, 인수합병
등 거래 자문, 사업 타당성 조사(Feasibility
Study) 등 다양한 자문 서비스를 제공

회계,
세무재무관리

회계사

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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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사

조세에 대한 상담을 하고, 의뢰인을 대리하여
세무에 대한 각종 서류 작성, 신고, 청구하며,
부당한 세금에 대한 불복 소송 대행

회계, 세무

세무사

경영컨설턴트

기업측의 의뢰에 의하여 경영실태를 조사하고
문제를 진단하여 구체적인 개선방법 권고

재무관리, 회계,
경영전략,
마케팅,
인사조직

인적자원
컨설턴트

기업 및 조직의 비전과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인적자원(Human Resources)에 관련된 제반
Issue에 대한 지향점을 설계하고 현상을 분석
하여 효과적인 개선방안을 관리(Management)
와 개발 (Development) 관점에서 제시

통계, 인사,
조직, 교육

창업 아이디어나 아이템만 존재하는 초기단계의
창업기업을 발굴해 사무실 제공, 컨설팅 서비스
등을 제공하고 전략, 마케팅, 기술, 디자인 등
전문가를 연결하여 벤처단계로 성장할 수 있도
록 지원

경제학, 경영학,
창업론

PR컨설턴트
(Public
Relations
Consultant

담당 기업에 대한 언론 홍보, 위기 상황 시 위
기 대응 및 일반적인 마케팅 PR 등을 진행

경영전략,
마케팅, 경제,
광고홍보

언론

경제부기자

방송, 신문, 잡지 등 언론사에서 각종 경제 정
책과 현황, 기업 관련 정보를 수집하고 분석하
여 관련 기사를 작성

경제학,
신문방송학

NGO
활동

비정부기구
활동가

사회공익실현을 위해 경제관련 특정 사업을 기
획하고 집행·확산하여 제도적, 정책적, 문화적
으로 사회를 보다 발전적인 방향으로 변화시키
는 것에 따르는 전반적인 업무 수행

경제학, 기타
단체 성격에
부합한 전공
유리

무역사무원

기업 내 수출입 계약거래 등에 관한 사무 전반
에 관한 업무 수행

경제학, 무역학

공정무역전문가

저개발 국가의 생산자와 그들이 생산한 제품을
구입하는 소비자 사이에서의 교역을 돕는 일
전반을 맡는다. 그리고 공정무역이 사회에 널리
알려지도록 홍보

경영, 경제,
무역, 국제개발,
사회

원산지관리사

원산지인증 수출업체, 협회, 연구기관에서 원산
지 충족 여부 확인 및 관리를 하고 원산지 증
명서를 발급

경영, 회계,
경제, 무역,
행정

자문

스타트업
엑셀러레이터

무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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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여신심사역
금융기관에서 자금 수요을 가진 고객의 재무상태, 신용, 담보, 사업성 등의 검토를 통해 여신 가능성을 판단하고,
여신 자격이 있는 경우 여신 조건을 결정하여 여신을 실행하고, 실행 이후 사후관리를 통해 문제 여신이 되지 않
도록 관리하는 업무를 수행합니다

2. 리스크관리자
금융 상품 및 투자와 관련하여 전사적 관점에서 리스크를 관리하는 전문가로서 금융상품 출시, 투자자금 운용 등
전사 상품 및 사업 포트폴리오를 리스크 관점에서 모니터링, 평가 및 대응하고 지속가능 한 리스크관리체계를 정
립하는 업무를 수행합니다

3. 은행텔러
출납창구에서 입지급, 외국환 거래, 출납관리 등 사무업무를 전담하는 은행원으로 은행 창구에서 고객 상담, 입출
금, 수납 등 창구일선 업무와 시재관리, 일일마감 등 사후관리 업무를 수행합니다.

4. 주식중개인
주식매매 권유 및 거래를 실행하는 중개인으로 주식시장 및 종목에 대한 분석을 통해 고객과 상담하여 주식 포
토폴리오를 짜고, 주식 매매 권유 및 거래를 실행하는 업무를 수행합니다.

5. 채권중개인
채권 매매 권유 및 거래를 실행하는 중개인으로 연기금, 자산운용사 등 기관투자가를 대상으로 국채, 회사채, 금
융채, 산업채 등 각종 채권에 대한 시장 정보 제공, 투자자 성향에 맞춰 채권상품 소개 및 거래 아이디어 제안을
통해 채권 매매를 권유하며, 고객 주문시 트레이딩 부서로 넘겨 거래를 성사시키는 역할을 합니다.

6. 파생상품중개인
기관투자가들을 대상으로 파생상품(투자, 헤지)을 제안하고 거래를 성사시키는 증권 세일즈 전문가로 기관투자가
에게 통화선물, 금리선물, 상품선물, 주가지수선물, 옵션 등 파생상품(상품가치가 기초자산의 가치변동으로부터 파
생되어 결정되는 금융상품) 매매를 권유하고 거래 주문 시 기관투자가와 파생상품 트레이더를 연결해주는 중개인
역할을 수행합니다.

7. 투자인수심사원
상장 가능성이 높은 비상장 기업을 발굴하여 상장시키는 IPO(기업공개) 전문가로 기업이 필요한 자금을 조달하기
위해 주식이나 채권을 발행하고 발행된 자금의 일부를 인수하여 자금조달이 원활하도록 조성자로서의 역할을 수
행하며, 주로 증권사 IPO(Initial Public Offering)팀에서 상장 가능성 이 높은 비상장사를 발굴하여 상장을 통한
기업공개를 지원하는 업무를 주로 수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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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해외영업원
해외지역에서의 영업 극대화를 위해 일하는 담당자로 해외로 상품을 판매하는데 필요한 영업·마케팅 전략을 수립
하여 실행하거나 상품을 수입해서 판매하는 데 필요한 제반 업무를 수행합니다

9. 보험설계사
고객의 재정상태, 연령, 가족상황 등을 고려하여 적합한 보험을 설계하는 설계사로 보험가입 대상자를 발굴 및
방문하여 고객의 생활수준, 가족상황, 건강, 미래계획 등을 파악하여 적합한 보험 상품을 권유합니다.

10. 이코노미스트(Economist)
경제 현상이 금융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 예측하는 매크로 애널리스트로 주로 증권사 리서치부서에서 거
시경제 지표 분석을 통해 현재의 경제 상황을 진단하고 국내 금융시장에 미치는 영향 파악 및 향후 전망을 예
측하는 업무를 수행합니다

11. IR(Investor Relations) 및 공시 담당자
투자자와의 지속적인 경영활동 커뮤니케이션을 통해 주식시장에서의 해당 기업이 제대로 평가받을 수 있도록 하
는 공시담당자로 기업공시 및 주식 관련 업무, IR(Investor Relations) 자료 작성 및 기관투자가 대상
Roadshow 진행, 주주총회, 이사회 관련 업무를 수행합니다

12. 주식투자분석가
산업 및 산업내 속한 주요 기업에 대한 분석 보고서를 작성하는 애널리스트로 산업 동향 및 해당 산업의 기업
경쟁력을 분석하여 현재와 미래가치를 분석하여 투자의견을 개진합니다.

13. 채권투자분석가
국채, 지방채, 회사채에 대한 평가를 통해 투자의견을 제시하는 애널리스트로 경제 동향 분석 및 예측을 통해
채권의 현재가치와 미래가치를 평가하고 투자의견을 개진합니다.

14. 신용평가사
신용등급 평가를 통해 채권의 상환 가능성을 공정하게 평가하는 전문가로 주기적으로 기업의 재무상태를 분석하
여 채권 등을 발행한 기업이 만기까지 원리금을 상환할 수 있는 능력을 측정하고 신용등급을 부여합니다.

15. 감정평가사
부동산의 적정가치를 산정하는 가치평가 전문가로 고객으로부터 의뢰받은 부동산을 평가하기 위해 사전조사를
통해 적절한 평가방법을 선정하고 가격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파악·분석하여 감정가격을 산출하는 업무를 수
행합니다.

16. 경제학연구원
경제 현안에 대한 분석을 통해 새로운 대안을 모색하는 경제 전문가로 국내외 경제 및 산업 동향에 관한 체계
적 정보 수집 및 분석을 통해 국가 경제와 기업의 장단기 발전과제를 종합적으로 연구하고, 이론적 연구와 실증
적 분석, 현장 중심의 조사를 토대로 실천적 대안을 개발·제시하는 업무를 수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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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 노동분야연구원
노동과 일자리, 노동자의 복지 등 노동 및 일자리 정책 연구자로 노동시장 및 고용정책, 노사관계, 인적자원관
리, 노동법, 노동복지 및 노동보험 등에 대한 연구를 수행합니다.

18. 주식펀드매니저
펀드 기획 및 판매를 통해 유입된 자금으로 주식 포트폴리오를 운용하는 전문가로 주식 펀드 판매를 통해 유입
된 자금 또는 고객이 일임한 자산을 활용하여 주식 투자 포트폴리오를 짜고 투자전략에 기반하여 매매를 실행
함으로써 수익을 창출하는 업무를 수행합니다.

19. 채권트레이더
채권 매매를 통해 수익을 창출하는 트레이더로 자사 채권세일즈팀을 통해 들어온 거래를 성사시키고, 자기자본
을 활용한 고유 계정을 활용하여 FICC(채 권, 외환, 원자재) 관련 상품 매매를 통해 수익을 창출합니다

20. 재무컨설턴트(Financial Consultant)
개인·기업 고객에게 보장, 저축, 신탁, 상속 등의 종합 금융서비스 제공하는 컨설턴트로 고객 상담을 통해 고객
의 현 재무상태를 분석하여 재무목표 수립을 도와주고, 이를 달성할 수 있도록 최적화 상품을 제안하고 실행을
위한 자문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21. 프라이빗뱅커(Private Banker, PB)
고액 자산가를 전담으로 관리하는 Banker로 고액 자산가의 자산 및 수익 증대를 목적으로 자산(예금, 주식, 실
물자산 등)을 종합관리하고 세무, 법률, 상속 등 비금융 업무에 대한 서비스도 제공합니다.

22. 기업인수합병전문가
기업의 인수, 매각, 합병과 관련하여 자문하는 금융전문가로 인수, 매각, 합병, 지배구조 전략 등의 니즈를 가지
고 있는 기업을 발굴 및 제안을 통해 자문계약을 체결하 고, 관련 업무 전 과정을 리드하면서 고객사를 자문하
는 업무를 수행합니다.

23. 공인회계사(Certified Public Accountant, CPA)
기업 회계 감사 및 자문 서비스를 제공하는 회계 전문가로 공인회계사 고유의 업무 영역인 회계 감사 업무를
수행하며, 이외에도 세무 자문, 경영 자문, 인수합병 등 거래 자문, 사업 타당성 조사(Feasibility Study) 등 다
양한 자문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24. 경제부기자
각 언론사에서 경제 관련 기사를 작성하는 언론인으로 방송, 신문, 잡지 등 언론사에서 각종 경제정책과 현황,
기업 관련 정보를 수집하고 분석하여 관련 기사를 작성합니다.

25. 회계담당자
기업 활동에 수반되는 금전거래를 회계기준에 맞춰 기록하고 정리하는 담당자로 사업체의 제반 거래 사항을 기
록·정리하고 원가계산을 통하여 제조원가를 산출하며, 기업의 재무상태와 경영실적을 파악하기 위하여 결산절차
에 따라 재무상태표, 손익계산서 등의 재무제표를 작성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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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 세무회계사무원
회계/세무법인에서 고객사의 세무기장을 대리하는 사무원으로 회계사, 세무사의 지휘 하에 사업체의 거래 활동
에 대한 장부 정리 및 결산서 작성, 세무조정 업무를 수행합니다.

27. 재무담당자
기업·단체의 자금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집행하는 관리자로 기업에서 예산계획 수립, 관리, 자금조달 및 투자
심의를 통한 리스크 관리 업무를 수행합니다.

28. 총무사무원
기업 내 각종 행정업무 총괄 담당자로 사업체의 운영에 필요한 각종 행정업무를 총괄하는 업무를 수행한다. 문
서의 수발·관리, 4대 사회보험관 리, 급여관리, 비품 및 차량의 관리, 각종 사내 행사를 계획·준비·집행하는데
관련된 업무를 수행합니다.

29. 금융감독사무원
금융기관의 업무 및 건전성을 관리·감독하는 금융감독 전문가로 소비자 보호를 위해 은행, 보험사, 증권사 등
금융기관이 관련 법규에 의해 판매, 투자, 관리를 하고 있는지 관리·감독합니다.

30. 스트래티지스트(Strategist)
거시경제와 산업 분석을 바탕으로 투자 포트폴리오 전략을 짜는 투자전략가로 주로 증권사 리서치 부서에서 이
코노미스트의 거시적인 경제 분석과 섹터 애널리스트의 미시적 산업 및 기업 분석을 종합하여 포트폴리오 구성
전략을 짜며, 현 시장 환경 하에서 가장 이상적인 포트폴리오를 제안하는 업무를 수행합니다.

31. 퀀트애널리스트(Quant Analyst)
통계 모델을 활용해 시장을 예측하는 계량분석 애널리스트로 통계 모델을 활용한 계량적 분석을 통해 주가지수
방향성 예측 및 기관투자가들의 종목 별 투자 비중 조언, 파생상품 트레이더가 파생상품 원가를 산정하고 파생
상품 북에 대한 헤지 매매를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트레이딩 시스템을 구축하는 업무를 수행합니다

32. 고용보험통계분석원
고용보험 데이터의 입력 및 집계상의 오류 여부를 파악하고 집계된 고용보험 통계를 바탕으로 고용보험의 적용
및 고용보험 사업의 실적을 기간별로 분석합니다. 고용보험 통계를 응용하여 구직급여, 수급자 구조 분석, 노동
력 이동현황 등을 분석하여 월별·분기별·연별 보고서를 작성·배포 합니다.

33. 법경제연구원
경제활동에 대한 규제와 자유시장 경쟁정책 사이의 접합점을 찾기 위한 경쟁 촉진 관련 정책 및 법률 연구자로 경
제법에 관한 조사·연구, 거시경제 및 미시경제를 망라한 경제정책 전반에 관한 경제법 이론의 연구 및 발표, 경제
법에 관한 연구자료의 조사 및 발간, 경제법에 관한 자문 및 조사, 연구논문 발간, 교육 홍보를 실시합니다.

34. 북한경제연구원
북한 관련 경제문제를 분석·연구하여, 정부의 대북한 경제정책의 설정 및 운영 방향을 제시하는 경제연구원으로
북한관련 자료를 수집·정리하고 북한경제의 구조와 동향, 기업의 대북진출 및 남북 경협관련 연구를 수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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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 보험계리사
확실하지 않은 미래의 위험 확률을 예측하여 보험상품을 개발하는 전문가로 보험사의 위험관리를 위한 책임준비
금을 쌓고 검증하고 관리하는 업무와 위험률을 반영한 보험료가 어느 수준에서 책정되어야 하는지를 파악하여
신규 상품을 개발하는 업무를 수행합니다.

36. 금융상품개발자
금융상품을 기획하고 출시 전 과정을 모니터링하는 상품개발자로 증권사, 은행 등 금융기관에서 시장조사, 고객
조사, 경쟁사 조사 등을 수행하여 신규상품을 기획하고 개 발합니다.

37. 경영기획담당자
조직에서 경영목표 및 계획을 수립하고 진행, 평가하는 담당자로 경영기획전문가는 기업에서 사업계획 입안 및
사업집행과정을 평가합니다.

38. 파생상품트레이더
파생상품 매매를 통해 수익을 창출하는 트레이더로 통화선물, 금리선물, 상품선물, 주가지수선물, 옵션 등 파생
상품 설계 및 구조화, 트레이딩(거래)을 통해 수익을 창출하는 업무를 수행합니다.

39. 외환딜러
달러화, 엔화 등 국제 금융시장에서 사용되는 외환 매매를 통해 차익을 실현하는 트레이더로 외환시장의 추이를
분석하여 달러 엔화, 마르크화 등 국제 금융시장에서 통용되는 외환과 파생상품을 싼 시점에 사들여서 비쌀 때
팔아 그 차액을 극대화하는 일을 수행합니다.

40. 사모펀드매니저
경영권 인수(Buyout)를 통해 기업가치 제고 후 매각하여 수익을 창출하는 투자 전문가로 연기금, 보험사, 기업,
개인 등으로부터 공모가 아닌 사모로 자금을 조달하여 기업인수 합병을 통해 경영권 확보 후 일정기간 회사의
가치를 제고한 후 매각하여 수익을 창출합니다.

41. 헤지펀드매니저
고위험, 고수익 투자대상을 찾아 절대 수익을 창출하는 펀드매니저로 증권, 외환시장 등 높은 수익이 예상되는
High Risk, High Return 투자처를 찾아 다양한 투자전략을 통해 절대 수익을 창출합니다.

42. 벤처캐피탈리스트
스타트업 및 성장 초기 단계의 벤처기업에 지분을 투자하는 투자전문가로 위험성은 크나 높은 투자 수익이 기
대되는 스타트업과 성장 초기 단계의 벤처기업, 문화콘텐츠 등에 투자하여 성장과정을 지원하고 지분 매각 또는
IPO(상장)을 통해 투자자금을 회수하는 업무를 수행합니다

43. 세무사
납세 고객을 대리하여 납세 관련 일체의 세무대리 업무를 수행하는 세무 전문가로 조세에 대한 상담을 하고, 의
뢰인을 대리하여 세무에 대한 각종 서류 작성, 신고, 청구 업무를 수행하며, 부당한 세금에 대한 불복 소송을
대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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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 경영컨설턴트
기업이 처한 문제를 진단하고 해결책을 제시하는 컨설턴트로 기업 측의 의뢰에 의하여 경영실태를 조사하고 문
제를 진단하여 구체적인 개선방법을 권고합니다

45. 인적자원컨설턴트
인적자원(Human Resources)의 관리(Management)와 개발(Development) 을 위한 컨설팅을 수행하는 컨설
턴트로 기업 및 조직의 비전과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인적자원(Human Resources)에 관련된 제반 Issue에
대한 지향점을 설계하고 현상을 분석하여 효과적인 개선방안을 관리와 개발 관점에서 제시합니다.

46. 스타트업엑셀러레이터
창업 초기기업을 다방면으로 지원하여 육성하는 컨설턴트로 창업 아이디어나 아이템만 존재하는 초기단계의 창
업기업을 발굴해 사무실 제공, 컨설팅 서비스 등을 제공 하고 전략, 마케팅, 기술, 디자인 등 전문가를 연결하
여 벤처단계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47. PR컨설턴트(Public Relations Consultant)
담당 기업에 대한 언론 홍보, 위기 상황 시 위기 대응 및 일반적인 마케팅 PR 등을 진행하는 홍보 전문가로
기업의 홍보파트에서 홍보 업무를 수행하거나 전문 홍보 에이전시에서 특정 기업이나 분야의 홍보를 담당합니
다. 담당 기업에 대한 언론 홍보, 위기 상황 시 위기 대응 및 일반적인 마케팅 PR 등을 진행합니다.

48. 비정부기구활동가
경제관련 비영리 단체에서 경제 정책 관련 대안을 제시하고 실행시키기 위한 활동을 전개하는 활동가로 사회공
익실현을 위해 경제관련 특정 사업을 기획하고 집행·확산하여 제도적, 정책적, 문화적으로 사회를 보다 발전적
인 방향으로 변화시키는 것에 따르는 전반적인 업무를 수행합니다.

49. 무역사무원
수출입 관련 사무를 수행하는 담당자로 기업 내 수출입 계약거래 등에 관한 사무 전반에 관한 업무를 수행합니다.

50. 공정무역전문가
저개발 국가의 생산품을 소비자에게 연결시켜주는 무역 담당자로 저개발 국가의 생산자와 그들이 생산한 제품을
구입하는 소비자 사이에서의 교역을 돕는 일 전반을 담당 합니다.

112

국립순천대학교 진로취업로드맵

경제무역학부 무역학전공

SUNCHON NATIONAL UNIVERSITY

CAREER ROADMAP

113

1. 전공 개요
무역학전공은 글로벌화로 상징되는 국제경제환경의 급변속에서 글로벌핵심역량을 갖춘 창의적 글로벌전문인력의
양성을 전공교육의 비전으로 한다. 무역학전공에서는 이러한 비전을 실천을 달성하기 위하여 국제화시대에 어울
리는 글로벌역량을 갖춘 무역전문인력, 지역사회와의 협력을 통한 진취적·실무적 능력을 갖춘 인재의 양성, 다양
한 상황의 문제해결능력을 갖춘 창의적 인재의 양성을 목표로 한다.
무역학전공에서는 전공교육을 위하여 전공영역을 국제경제(국제금융 및 외환 포함), 국제통상, 그리고 국제상학(무
역실무, 수출입절차, 대금결제 및 무역관계법, 항만물류운송 등) 및 국제경영 등과 같은 세부 전공영역으로 나누
어 교육을 실시한다. 무역학전공에서는 이러한 세부전공교육을 통해 국제경제와 국제경영 환경변화에 대한 대응
능력을 배양하고, 상품과 자본의 국가간 이동 원리를 이해할 수 있게 함으로써, 사회진출 후 최적의 의사결정을
할 수 있도록 한다.

2. 주요 교과
∎기초 교과

∎심화 교과

- 무역 실무

- 글로벌경영론

- 세계상거래문화

- 글로벌 창업론

- 국제무역론

- 보험론

- 무역사

- 인터넷무역론

- 기초무역영어

- 통계와 자료분석

- 세계지역경제론

- 국제운송론

- 무역결제론

- 비즈니스외국어

- 국제금융론

- 국제경제관계론

- 국제통상론

- 무역외국어회화

- 글로벌 마케팅론

- 글로벌경영전략

- PBL 글로벌비즈니스 실습

- 비즈니스경제

- 세계통상정책론

- 국제항만물류론

- IT와 금융

- 비즈니스협상실습

- 글로벌시장 및

- 중국통상론

- 다국적기업 분석론

3. 적성 및 흥미
- 국제상학(무역실무), 국제경제, 국제경영, 국제통상으로 구성되는 무역학 전공을 학습하기 위해서는 경영, 경제,
통계, 법, 보험 등과 같은 인접학문에 대한 다양한 지식과 이들 학문에 대한 학제간 접근이 필요함
- 정보통신 기술의 발전방향과 세계지역과 이들 지역에서의 다양한 비즈니스 문화 및 소비경향 등을 파악할 수
있는 창의적 사고와 문재해결능력을 갖추고 이러한 분야에 대한 흥미를 느끼고 있어야 함
- 글로벌 전문가로 발전하기 위하여 외국어 분야에 대한 관심과 글로벌 소통능력이 있으면
실천에 도움이 됨

114

국립순천대학교 진로취업로드맵

있다면 전공학습 및

4. 진출분야
분야

국제경제
및 금융

국제상학

국제경영

국제통상

공공연계
영역

직업명칭

직무개요

필수요건

필요 자격증

한국은행,
금융감독원,
보험감독원

금융정책 결정기관

정치, 경제, 시사, 통상
및 금융 지식

외환전문역
AFPK, CFP 등

펀드매니저, 증권
분석사, 경제신문 등

다양한 국제금융 지식 및 정보를 바탕으로
한 기타 전문직종

정치, 경제, 시사, 통상
및 금융 지식

파생상품ž펀드ž증
권 투자권유
자문인력 등

관세사

통관 절차를 대신해주거나 관세법상의
쟁의, 소송 따위를 대신해주는 전문 직업인

관세사 시험 합격

관세사

보세사

보세창고운영 및 보세화물 관리업무

보세사
시험합격

보세사

무역 오파상

무역대리상

무역지식

국제무역사,
무역영어 등

무역회사 및
종합상사

기업의 해외영업파트 사무원 및 관리직

무역지식

국제무역사,
무역영어 등

국제운송기업/
운송업자

해운/선박회사, 선사포딩사

무역지식

국제무역사,
무역영어,
물류관리사 등

공공기관

한국무역협회, KOTRA, KOICA

무역지식

국제무역사,
무역영어 등

글로벌경영컨설턴트

기업 경영을 구성하는 여러 요소(재무,
회계, 인사, 미래비전, 유통 등)에 대한
분석을 통하여 기업의 경영상 문제점을
밝히고 해결방안 제시

경영, 경제 지식

경영지도사,
사회조사분석사 등

글로벌 M&A
전문가

기업 인수합병에 대한 의뢰를 받아 대당
기업에 대한 각종 조사 및 분석, 자산평가
업무를 수행하고 거래체결을 위해
거래조건의 조정 및 자문 진행

경영, 경제 지식

경영지도사,
사회조사분석사 등

글로벌 비즈니스
에이전트

국제서비스 인력 및 업무 관리 전문가

경영, 경제 지식

경영지도사,
사회조사분석사 등

원산지 관리사

원산지인증 수출업체, 협회, 연구기관에서
원산지 충족여부 확인 및 관리를 하고
원산지 증명서를 발급

원산지 관리사 시험
합격

원산지 관리사

변리사

국제지적재산권 관련 전문지식

변리사 시험합격

변리사 및
변리사무실 사무장

국제공무원 및
국제외교관

다양한 국제기구 및 지역경제기구
등에서 근무

외국어 능력 및
국가공무원 시험 합격
정치, 통상지식

국제문화 및
개발협력 전문가

해외문화원 주재원 또는 국제NGO
실천운동가로 근무

국제개발협력

ODA 일반자격증

국제회의
전문가(기획자)

G20 같은 정부 행사뿐 아니라 학술회의,
기업회의 등 국제회의의 개최와 운영 등
전반적인 일을 담당

정치, 통상지식

국제컨벤션기획전
문가 등

국가공무원

관세직, 항만 및 공항직, 국제개발협력단,
출입국심사관

국가공무원 시험 합격

국제공무원 또는
외교관

국제경제기구, 국제NGO, 변리사 등

외국어 능력 및
국가공무원 시험 합격

국제통상직/외교직
공무원

신문사 경제부 기자

국제경제/비즈니스 관련
분석 및 기사작성

국제경제 및 경영
지식, 직업윤리,

원고작성능력,
컴퓨터 편집능력

무역관련
교수 및 연구원

무역학 관련 전문가
자료 분석 및 교수능력 등

무역학관련
전문 지식

석/박사학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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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관세사
⦁진출분야 : 사기업, 공기업 등
⦁주요 직무 : 관세법과 관련 법령에 근거하여 수출 및 수입과 관련된 통관 업무 수행
⦁기업이 요구하는 취업 역량 : 수출입 대상국의 통관정보 제공 및 원산지와 관세 같은 수출입 관련 지식
⦁필요한 교육/훈련 : 관세사(1차 객관식, 2차 주관식 ☞ 6개월 실무 수습)
⦁관련 직업 : 원산지관리사, M&A전문가 등
⦁정보 싸이트 : 관세청, 한국관세사회, 한국무역협회 등

2. 국제외교관
⦁진출분야 : 국제기구 및 NGO, 공공기관 등
⦁주요 직무 : 본국을 대표하여 외국에 파견되어 각종 외교 업무를 수행
⦁기업이 요구하는 취업 역량 : 국제정치경제 지식 및 외국어 능력
⦁필요한 교육/훈련 : 외국어 시험 및 국가공무원(외교관) 시험
⦁관련 직업 : 출입국심사관, 정부정책기획전문가 등
⦁정보 싸이트 : UN, 외교부, KOICA 등

3. 원산지관리사
⦁진출분야 : 사기업, 공기업 등
⦁주요 직무 : FTA가 체결된 국가에 무역거래가 진행 될 시 정부는 원산지인증수출자

제도를 통해 체계적 원산

지관리 및 검증대비를 하고 원산지증명능력에 대한 심사를 수행
⦁기업이 요구하는 취업 역량 : FTA협정 및 법령, 품목분류 실무, 수출입통관 및 원산지결정 기준
⦁필요한 교육/훈련 : 원산지 관리사
⦁관련 직업 : 관세사, 세무사
⦁정보 싸이트 : 국제원산지정보원 등

4. 보세사
⦁진출분야 : 사기업, 공기업 등
⦁주요 직무 : 보세창고 운영인이 보세창고를 운영, 보세화물 관리업무
⦁기업이 요구하는 취업 역량 : 수출입통관절차 업무, 보세화물 관리 실무
⦁필요한 교육/훈련 : 관세사, 원산지관리사, 무역영어, 외환전문역, 국제무역사 등
⦁관련 직업 : 출입국사무원, 관세사, 원산지관리사, 물류관리사 등
⦁정보 싸이트 : 한국관세물류협회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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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변리사
⦁진출분야 : 사기업, 공기업 등
⦁주요 직무 : 새로운 기술, 발명, 디자인, 상표 등의 권리취득을 위한 상담과 지원을 해주고, 특허의 취득 및 권
리보호를 위한 업무를 대행
⦁기업이 요구하는 취업 역량 : 변리사
⦁필요한 교육/훈련 : 산업재산권법, 민법개론, 자연과학개론, 특허법, 상표법, 민사소송법 등
⦁관련 직업 : 판사, 검사, 변호사, 법무사 등
⦁정보 싸이트 : 대한변리사회 등

6. 전문무역상사 또는 해외시장개척 전문가
⦁진출분야 : 사기업, 공기업 등
⦁주요 직무 : 무역절차의 흐름을 파악하여 원재료 및 상품의 수출입에 관련하여 수출입사전준비, 수출입위험관리,
수출입계약, 수출입운송보험, 수출입마케팅, 수출입통관, 수출입대금결제 등의 업무
⦁기업이 요구하는 취업 역량 : 국제무역사, 무역영어 등
⦁필요한 교육/훈련 : 무역실무, 외국어, 원산지관리사 등
⦁관련 직업 : 무역사무원, 해외영업관리직 등
⦁정보 싸이트 :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한국무역협회 등

7. 국제NGO 또는 국제개발협력가
⦁진출분야 : 사기업, 공기업 등
⦁주요 직무 : 빈곤과 불평등, 인권, 교육, 아동, 여성과 성평등, 보건, 환경, 사회적 경제, 인도적 지원 등 국제개
발협력사업을 기획하고 추진
⦁기업이 요구하는 취업 역량 : 외국어, 사업기획 능력
⦁필요한 교육/훈련 : Unicef, Save the children, 굿네이버스 등 NGO 단체의 인턴경력
⦁관련 직업 : 국제기구 공무원, 국제 NGO 단체 직원
⦁정보 싸이트 : KOICA 해외 지원관 등

8. 글로벌 경영컨설턴트
⦁진출분야 : 사기업, 공기업 등
⦁주요 직무 : 기업 경영을 구성하는 여러 요소(재무, 회계, 인사, 미래비전, 유통 등)에 대한 분석을 통하여 기업
의 경영상 문제점을 밝히고 해결방안을 제시
⦁기업이 요구하는 취업 역량 : 외국어, 경영진단 및 분석력, 의사소통능력
⦁필요한 교육/훈련 : 경영지도사, 기술지도사, 회계사
⦁관련 직업 : 경영지도사, 6시그마컨설턴트, 기업행정진단전문가, 품질경영컨설턴트
⦁정보 싸이트 : 한국컨설팅산업협회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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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국제운송전문인
⦁진출분야 : 사기업, 공기업 등
⦁주요 직무 : 화주의 대리인으로서 적절한 운송수단을 선택하여 운송에 따르는 일체의 부대업무를 처리하고, 복
합 운송시스템하에서는 컨테이너 등을 취급할 수 있는 장소와 운송설비를 갖추고 집화·분배·혼재
업무를 수행
⦁기업이 요구하는 취업 역량 : 물류관리사, 국제무역사 등
⦁필요한 교육/훈련 : 해상보험법, 항만물류론, 국제운송론 등
⦁관련 직업 : 포워딩영업관리원, 항공운송영업원, 해상운송영업원 등
⦁정보 싸이트 : 국제해운협회 등

10. 외환관리사
⦁진출분야 : 사기업, 공기업 등
⦁주요 직무 : 외환상품을 개발하고 외국환업무, 수출입업무, 외화대출 등 외환 전반을 총괄하는 업무를 수행
⦁기업이 요구하는 취업 역량 : 외환전문역, 외환관리사 등
⦁필요한 교육/훈련 : 대외무역법, 외환관리론 등
⦁관련 직업 : 외환담당자, 국제금융담당자, 외환자산운용관리자
⦁정보 싸이트 : 한국금융연수원 등

11. 다국적기업 무역부
⦁진출분야 : 사기업, 공기업 등
⦁주요 직무 : 자사 제품의 수출과 필요한 제품을 수입하기 위하여 해외 거래선을 개발, 구매자와 접촉, 자사제품
소개, 상담, 계약체결, 수출품 의뢰, 출하부서와 외자부서에 선적의뢰서 발송, 클레임 처리 등의 업
무를 수행
⦁기업이 요구하는 취업 역량 : 외국어, 국제무역사, 무역영어
⦁필요한 교육/훈련 : 해외인턴쉽, 다국적기업 문화에 대한 이해
⦁관련 직업 : 해외영업원 등
⦁정보 싸이트 : 월드잡 플러스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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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전공 개요
기업경영을 둘러싼 국내외 환경이 빠르게 변화하면서 최신이론과 실무능력을 겸비한 진취적인 인재에 대한 수요
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경영학은 기업, 정부와 지자체, 비영리기관, 국제기구의 조직운영에 필요한 다양한 전문
지식을 연구하고 적용하는 실용 위주의 학문입니다. 경영학과에서는 창의적이고 진취적인 문제해결능력, 전문적
인 경영지식과 실제적인 실무능력, 문제나 해결책을 찾기 위한 정보처리와 분석능력, 글로벌한 의사소통능력 및
프레젠테이션 능력을 배양할 수 있습니다. 또한 경영학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다양한 융합직종 및 상위 관리
자로 나아갈 수 있어서 인문사회 관련 전공 중 가장 취업범위가 넓을 뿐만 아니라 기술 및 아이디어창업, 1인
창업에도 적합한 전공분야이기도 합니다.

2. 주요 교과
∎기초 교과

∎ 심화 교과

- 경영의 이해

- 경영정보시스템

- e-비즈니스원론

- 통계와 자료 분석

- 원가회계

- 투자론

- 회계원리

- 인적자원관리

- 인간관계론

- 조직행동론

- 마케팅커뮤니케이션

- 노사관계론

- 경영전략

- 재무관리

- 디지털마케팅전략

- 마케팅의 이해

- 기술경영

- 핀테크

- 생산운영관리

- 서비스마케팅

- 디지털혁신과 경영

- 계량경영학

- 재무회계

- 비즈니스모델 설계와 창업

- 기업법

- 공급사슬 및 서비스관리

- 창의적 캡스톤디자인

3. 적성 및 흥미
- 심리학, 사회학, 인류학, 경제학 등 인간의 심리와 행동에 대한 폭 넓은 이해와 통계학, 논리학, 철학 등 문
제를 진단하고 분석하는 사고력과 문제 해결 능력
- 문제해결을 위해 타인들과 협력하여 일하는 팀워크와 사교성, 커뮤니케이션 능력
- 환경변화에 창의적이고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는 능력
- 새로운 소비트렌드, 기술혁신, 글로벌 환경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

4. 진출분야
⦁기업체 : 일반기업체(대기업, 중견기업, 중소기업 등), 은행, 증권사, 자산운용사, 종합금융사, 보험회사, 컨설팅
회사, 무역회사, 회계법인, 노무법인, 리서치 회사, 광고회사, 게임회사, 유통기관 등
⦁정부 및 공공기관 : 중앙정부 및 지방자치단체, 금융·무역·수출입 관련 공공기관, 정부 출자기관(공사, 공단 등) 등
⦁비영리기관 : 대학, 병원, 사회적 기업, 사회복지기관, 각종 협동조합 및 직종 대표기관 등
⦁국제기구 : 정부간 기구(International Governmental Organization)와 비정부기구(NG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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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 및 언론사 : 공중파 · 케이블 · 인터넷 방송국 및 신문사, 잡지사, 통신사 등
⦁연구소 : 경영/경제 관련 국가·민간 연구소, 사회과학 관련 국가·민간 연구소 등
⦁창업 : 기술창업, 아이디어창업, 소상공인창업, 유튜브창업 등
업무개요

직업명칭

직무개요

기획담당자

경영비전 및 방침을 수립하고 장·단기
경영 계획과 전략을 수립하며, 연도별
경영분석을 실시; 효과적인 경영이 이루
어지도록 관리자를 지원하기 위한 업무
를 기획·입안; 신사업 발굴 및 개발

상품/행사기획자

시장동향을 파악하여 신제품이나 행사를
기획

경영컨설턴트

경영의 각 분야 (재무, 회계, 인사, 마케
팅, 유통 등)에 대한 분석을 통하여 경영상
문제점을 밝히고 해결방안을 제시

인사 및 노무 담당자

직원의 채용·배치 인사고과 업무를 기
획·집행

교육 및 훈련 담당자

경영목표 달성을 위한 교육훈련 프로그
램을 기획하고 교육과정을 진행

기획·전략·경영

인사·교육·노무

노무사

금융

마케팅·광고

정보지식

생산·공정·
품질관리

공공·행정

필수
요건

필요 자격증*

경영지도사

기업과 근로자간의 법률문제 처리

공인노무사

금융자산운용가

신탁운용사에 소속되어 고객자산을 관
리·운용

펀드매니저/
외환딜러

금융기관에서 대규모의 투자자금을 관리
하거나 주요국의 화폐를 구입 · 판매

관세사/세무사/회계사

관세와 세금의 산정관련 업무를 수행하
거나 기업의 회계처리관련 업무를 독립
적으로 혹은 기관에 소속해서 처리

마케팅담당자

마케팅전략을 기획 · 수립하고, 성과를
분석하여 운영계획을 수립

마케팅전문가

특정상품 및 서비스에 대한 현재의 판매
수준, 소비자의 취향을 조사·분석하여
효율적인 판매전략을 수립하고 계획하며
실행

광고기획자

광고물 제작을 기획하고, 광고물의 제작
방향, 일정을 조정; 광고효과를 측정하여
사후 반영

경영정보시스템
개발자

경영관리에 필요한 정보분석, 시스템 솔
루션 제공

전자상거래개발자/
담당자

전자상거래방식을 기획하여 개발하거나
관련업무를 수행

전자상거래관리사
1~2급

품질인증심사담당자/
전문가

품질경영제도(ISO9000’s) 관련 업무를
담당 하거나 평가 · 심사

품질관리기술사

품질관리담당자

자재 구매에서 제품 생산까지의 과정에
걸쳐 제품 규격의 표준화 달성, 품질 개
선, 생산성 향상을 위한 지도 및 감독

구매자재관리사

국가직·지방직공무원

정부기관과 지자체의 사업을 기획·관리·집
행(입법, 행정, 사법, 감사원, 지자체 등)

관세사/세무사
공인회계사

사회조사분석사
1~2급

* MOS, 컴퓨터활용능력, 사무자동화산업기사 등 컴퓨터 관련 자격증은 모든 업무분야에서 필수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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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기타
⦁주요 학과 행사
- 경영학과 전체 MT : 매년 3월 중순경에 진행하며, 신입생부터 재학생 모두가 참여하여 학생들의 단합과 협
동심을 기르는 행사로, 학과 평생 지도교수와의 대면식과 면담 등 다양한 프로그램이
진행됨
- 산업시찰 : 매년 2학기에 지역 내 산업체를 방문하여 대학에서의 교육과정을 통해 배운 이론을 현장에 적용
할 수 있는 능력을 기르고, 인간관계 형성과 회사 분위기를 미리 익힘으로써 학생의 기업에 대
한 적응력을 향상시키는 프로그램
- 경영인의 날 : 1988년부터 현재까지 매년 진행되는 경영학과의 대표적인 학술 및 문화제이며, 졸업생과
재학생간의 인적 네트워킹의 장

⦁주요 학술관련링크
- 구글 학술검색 http://scholar.google.co.kr/
- 영문 위키피디아 http://en.wikipedia.org/wiki/Main_Page
- 한글 위키피디아 http://ko.wikipedia.org/
- 학술 데이터베이스 검색 https://kiss.kstudy.com/
- 국회도서관 http://www.nanet.go.kr/main.jsp
- 미국의회도서관 http://www.loc.gov/index.html
- 전자공시시스템 http://dart.fss.or.kr/
- 한국신용평가 http://www.kisrating.com/
- 한국신용정보 http://www.nice.co.kr/
- 한국기업평가 http://www.korearatings.com/
- 와이즈에프엔 http://www.wisefn.com/
- 동아비즈니스리뷰 http://www.dongabiz.com/
- 하버드비즈니스리뷰 http://hbr.org/
- 매일경제신문 http://www.mk.co.kr/
- 한국경제신문 http://www.hankyung.com/
- 한국금융연구원 http://www.kif.re.kr/
- 한국경제연구원 http://www.keri.org/web/www/home
- 삼성 경제연구소 http://www.seri.org/
- LG 경제연구원 http://www.lgeri.com/
- 현대 경제연구원 http://www.hri.co.kr/
- POSCO 경영연구소 https://www.posri.re.kr/
- KB 경영연구소 https://www.kbfg.com/kbresearch/main.do
- 하나금융경제연구원 http://www.hanaif.re.kr/kor/jsp/main.jsp
- SK 경영경제연구소 http://www.skri.re.kr/
- KT 경영경제연구소 http://www.digieco.co.kr/
- 한국산업연구원 http://www.kiet.re.kr/kiet_web/main/
- 한국컨설팅산업협회 http://ekcia.org/Ver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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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일반기업체 취업
⦁진출분야
- 대기업, 공기업, IT기업, 벤처 및 중소기업, 언론사 관리직
⦁주요 직무
- 기획·전략·관리
- 인사·교육·노무·총무
- 회계·재무
- 마케팅·영업
- 생산·공정·품질관리
⦁기업이 요구하는 취업 역량
- 직무관련 분야의 전문성과 실무능력
- 팀 내 및 결재자와의 의사소통능력
- 정보처리 및 프레젠테이션 능력
⦁필요한 교육/훈련
- 직무관련 분야 자격증 : 공인노무사, 세무사, 사회조사분석사, 신용위험분석사, 자산관리사, 유통관리사,
전자상거래관리사, 공인회계사 등
⦁관련 직업 : 인사·총무직, 기획·관리직, 회계·재무직, 마케팅·영업직, 생산·공정·품질관리직 등
⦁정보 싸이트
- 워크넷 | https://work.go.kr | 1577-7114
- 사람인 | https://www.saramin.co.kr | 02-2025-4733
- 잡코리아 | https://www.jobkorea.co.kr | 1588-9350
- 잡플래닛 | https://www.jobplanet.co.kr |02-1644-5641
- 큐넷(공인노무사,세무사,사회조사분석사 등) | https://www.q-net.or.kr | 1644-8000
- 한국세무사회 국가공인자격시험 | https://license.kacpta.or.kr | 02-521-8398

2. 공공행정(공무원) 취업
⦁진출분야
- 국회직 공무원(국회소속기관 공무원 및 국회의원 보좌직원 등), 행정 각 부처 및 소속기관
공무원(기획재정부, 교육부, 외교부, 법무부, 경찰청, 해양경찰청, 식약처, 산림청, 중소기업청 등), 법원직
공무원(각급 법원 및 헌법재판소 등), 각급 선거관리위원회 공무원 및 감사원 등 국가직 공무원과
서울특별시, 경기도, 전라남도 등 지방직 공무원
⦁주요 직무 : 법에 의해 정해진 직무에 따라 차이
- 일반직 국가공무원(행정): 교정, 보호, 검찰, 마약수사, 출입국관리, 철도경찰, 행동, 직업상담, 세무, 관계,
사회복지, 통계, 사서, 감사, 방호
- 일반직 지방공무원(행정): 행정, 세무, 전산, 교육행정, 사회복지, 사서, 속기, 방호
- 연구직 및 지도직 국가공무원: 중앙부처 소관의 하계연구, 편사연구, 기록연구, 심리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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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구직 및 지도직 지방공무원: 지자체 소관의 하계연구, 편사연구, 기록연구
- 기타 헌법기관 소속공무원: 국회공무원, 법원공무원, 헌법재판소공무원, 선거관리위원회공무원, 특정직
공무원(외무, 경찰, 소방, 군인, 군무원) 등
⦁국가 및 지방직 공무원에게 요구되는 취업 역량
- 직무관련 분야의 전문성과 실무능력
- 팀 내 및 결재자와의 의사소통능력
- 정보처리 및 프레젠테이션 능력
- 국가와 국민에 대한 헌신, 청렴과 같은 공직가치
⦁필요한 교육/훈련
- 직무관련 분야에 따른 전문자격증
⦁관련 직업
- 일반직 국가 및 지방공무원, 연구직 및 지도직 국가 및 지방공무원 등
⦁정보 싸이트
- 인사혁신처 사이버국가고시센터 | https://www.gosi.kr | 044-201-8264

3. 전문 업종 취업 및 자영
⦁진출분야
- 공인회계사, 세무사, 관세사, 공인노무사 등
⦁주요 직무 : 법에 의해 정해진 업무를 배타적으로 담당
- 공인회계사 : 한국 감사기준에 따른 회계감사, 한국 국제회계기준(K-IFRS)에 따른 회계업무, 인수합병
업무, 기업가치 평가, 세무대리, 기장 등의 업무들을 수행
- 세무사 : 세무기장·신고대리·세무서류작성·세무 상담 및 심판청구 등의 세무 관련업무와 결산업무,
원장기장(元帳記帳) 및 결산표의 작성, 회계 관계의 지도와 상담 등의 회계 관계업무, 건설업 등의
기업진단업무, 그 밖에 경영관계의 지도와 상담
- 관세사 : 물건을 수출하거나 수입할 때 수출입절차를 대신 밟아주고 문제가 생겼을 때 대리하여 해결하며
관세법상의 행정 소송을 수행
⦁전문직이 요구하는 취업 역량
- 직무관련 분야의 전문성과 실무능력, 특히 수리력과 재무 및 분석능력, 문서작성능력
- 이해당사자들과의 의사소통능력, 외국어능력
- 정보처리 및 프레젠테이션 능력
- 국가자격시험에 부응하는 역량
⦁필요한 교육/훈련
- 직무관련 분야에 따른 경영학 및 회계 등 관련 교과목 교육
⦁관련 직업 : 기업, 정부에 고용되거나 독립법인에 참여하거나 자영
⦁정보 싸이트
- 공인회계사회 | https://www.kicpa.or.kr | 02-3149-0100
- 공인회계사시험 금융감독원 | https://cpa.fss.or.kr | 02-3145-5114
- 큐넷(세무사, 관세사) | https://www.q-net.or.kr | 1644-8000
- 한국산업인력공단 | https://www.hrdkorea.or.kr | 1644-8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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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전공 개요
가. 법은 사회의 질서를 유지시켜 주는 가장 중요한 규범입니다. 법의 궁극적인 목적은 정의와 평화의 실현입니다.
법은 위법행위에 대하여 일정한 형벌을 가함으로써 사회질서를 유지하고, 분쟁을 해결하며, 공공선의 실현과
인간의 권리를 보장하는 기능이 있습니다. 사회가 복잡해지면서 이러한 법적 기능은 더욱 중요해지고 있으며,
정부의 행정수행, 정치활동, 기업운영 등에서도 전문적인 법지식이 요구되면서 법학의 필요성이 더 커지고 있
습니다. 법학은 실정법 분야에 따라 헌법, 형법 등의 ‘공법’ 분야, 민법, 상법 등의 ‘사법’ 분야, 노동법, 경제법
등을 연구하는 ‘사회법’ 분야로 구분됩니다. 법학과는 법률에 대한 전문적인 연구와 교육을 통해 사회 각 분야
의 정의와 민주주의를 실현하기 위해 법률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과 자질을 갖춘 유능한 법률 전문가를 양성하
고 있습니다.

2. 주요 교과
∎기초 교과

∎심화 교과

- 법학의 이해

- 기본권론

- 민주시민과 헌법

- 국가조직론

- 민법총칙

- 헌법판례

- 형법총론

- 채권법Ⅱ

- 행정법총론

- 가족법

- 채권법Ⅰ

- 형법각론

- 물권법

- 형사소송법

- 상법총칙

- 범죄론

- 고용관계와 근로기준법

- 행정법각론

- 법철학 등

- 행정구제법
- 행정법 특강 및 연습
- 민사소송법
- 형사소송법
- 회사법
- 국제거래법
- 지적재산권법
- 사회보장과 사회보험법
- 노동조합과 노사관계조정법 등

3. 적성 및 흥미
나. 법학을 전공하려면 사회 문제에 대한 많은 관심이 필요합니다. 법학은 실생활에 적용되는 성격이 강하므로 논
리적이고 분석적인 사고력, 공정한 판단력, 자신의 주장을 정확하고 소신 있게 표현하는 능력을 가진 학생에게
적합한 분야입니다. 또한 법학은 주어진 상황을 논리적으로 분석하여 올바른 결론을 이끌어내는 능력, 공정한
판단력, 자신의 주장을 정확하고 사리에 맞게 표현하는 능력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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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진출분야
분야

직업명칭

직무개요

필수요건

필요
자격증

판사

민사, 형사, 가사, 행정, 특허 등 각종 재판진행 및
판결 담당

로스쿨 후
법조경험(5~10년)

변호사

검사

사건을 수사한 후 죄가 있다고 생각되는 범죄에 대
하여 법원에 재판을 청구

로스쿨 진학후
변호사 시험

변호사

변호사

소송에 관한 행위 및 행정처분의 청구에 관한 대리
행위와 기타 일반법률 업무 수행

로스쿨 진학후
변호사 시험

변호사

법무사

법원과 검찰청에 제출할 서류와 법무에 관한 서류,
등기 및 기타 등록신청에 필요한 서류 작성, 등기
및 공탁사건의 제반업무 대행

법무사 자격시험

법무사

검찰수사관

검찰업무를 보조하고 검사 지휘 하에 수사업무를
포함한 각종 검찰 내 업무 담당

법원직 공무원

법원의 재판에 참여하여 재판의 내용을 형성하는
업무 담당

교정직 공무원

교도소, 구치소 및 보호감호소의 수형자를 관리 및
교화·교정 업무 수행

관세직 공무원

수출 또는 수입을 위한 통관절차 수행, 보험, 수출
입 허가서 및 기타 서류를 규정에 맞게 작성

출입국관리 공무원

공항 및 항만을 출입하는 내·외국인의 신분을 확인
하여 입·출국 허가

경찰관

사회의 안전과 민생치안을 위해 질서유지, 위험과
범법행위로부터 인명과 재산을 보호하며 법률을 위
반한 사람 체포

소방관

화재 및 사고를 예방, 화재 또는 사고가 발생하였
을 경우 진화작업 수행 및 인명과 재산구조

군무원

군부대에서 군인과 함께 근무하는 공무원으로 기술
연구 또는 행정일반 업무담당

법률사무담당자

사건 의뢰인과 상담하거나 의뢰된 사건 관련 정보
수집 및 자료작성

송무지원담당자

소송에 필요한 서류를 법원에 접수 또는 소송당사
자들에게 전달 및 통지

사법 및
공공질서

행정공무원(9급·7급)
행정공무원(5급)
공공·행정

연구

국가 또는 공공단체에 소속되어 각 분야별 행정 실
무 담당
국가 행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5급 사무관으
로 임용되어 행정업무담당

총무사무원

사업체 운영에 필요한 각종 행정업무를 총괄

입법공무원

입법부(국회)에서 행정업무 담당

감사사무원

감독기관의 감독규정 및 관련법규, 회사사규 및 윤
리기준을 근간으로 종사자들이 관련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모니터링·교육·자문

법학연구원

법률조항의 연구를 통해 정부정책의 법적 근거를
제공, 생활 또는 소비활동에서 생기는 법률적 분쟁
해결기준 제공

법학석사 이상
학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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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야

인사·노무

필수요건

필요
자격증

가맹거래사

피자체인점, 커피체인점, 한우체인점, 식당 체인점
등 가맹점을 확보하기 위하여 회사의 운영실태 및
메뉴, 제품을 소개하여 체인점 개설. 기존의 체인점
에 대해 운영 실태 조사, 자재공급, 경영지도 등의
제반 서비스를 지원

가맹거래사
자격시험

가맹거래사

감정평가사

판매, 구매, 과세나 자산처분을 목적으로 토지, 기업,
재산 및 기타 부동산 등의 경제적 가치를 평가하여
그 결과를 화폐가치로 산정. 감정평가업무는 현장조
사와 각종 손익계산서, 대차대조표 등의 자료를 기초
로 수행되며 법인 내 가격심사위원회의 동료 감정평
가사의 의견수렴을 통해 담당 감정평가사가 최종적으
로 가격을 결정.

감정평가사
자격시험

감정평가사

부동산펀드매니저

부동산 투자자 및 펀드 자금 을 모아 부동산에 투자
하는 운용업무 담당

직업명칭

직무개요

공인노무사

개인사무소 또는 기업체에 소속되어 노동 관계서류
작성 및 노사관리 업무 수행

인사사무원

인적자원의 채용, 교육, 평가, 보상 등 입·퇴사 등
인사관리

인적자원컨설턴트

인적자원 및 노사관계정책, 프로그램 및 절차를 개발
하고 실행·평가하며 관리자와 종업원에게 인사문제에
관한 자문

커리어컨설턴트

노동시장에서 발생되는 직업과
관련된 일반상담과 구인구직상담, 창업상담, 경력개
발상담, 직업적응상담, 직업전환상담, 은퇴 후 상담
등 각종 상담업무 수행

교재 및 교구 개발자

법학 관련 교육교재 및 교구제조회사 등에서 주로
학생들의 학습에 유용한 교재나 교구개발

기자

신문·통신·잡지·방송 등의 분야에서 취재·편집·논평
등을 담당

채권관리원

은행, 카드사, 신용정보기관 등에서 채권자의 위임을
받아 추심(채무자가 빚을 갚지 않을 경우 받아내는
일) 관련 업무 담당

손해사정사

보험사고로 생긴 손해에 대한 그 원인 및 손해의 정
도를 조사 후 관련 법규 및 보험 약관에 따라 손해
액과 보험금을 결정하는 업무 수행. 사고에 따라 경
찰서에 방문하여 사고 관련 자료를 열람하고, 사고
현장을 방문해 경찰서의 조사내용과 사고현장을 직접
확인

보험사무원

자동차, 화재, 질병, 상해, 생명, 책임, 재산, 선박,
항공 및 기타 각종 보험거래에 수반되는 사무업무
수행

자산운용가

기관투자가의 투자운영 담당 및 투자계획 수립, 자금
사정의 변화 및 주식시장의 변동에 따른 자산 운용

교육·출판

금융·보험

5. 기타
1) 사회가 복잡해지면서 사회 각 분야의 갈등이 늘어나고 있으며, 법은 이를 해결하는 기준이라는 점에서 중요합니다.
2) 따라서 법학 공부를 위해서는 경제학, 정치학, 행정학, 사회학 등 다양한 학문에 대한 학습이 추가적으로 요구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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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사
⦁진출분야 : 법원 등
⦁주요 직무
- 민사, 형사, 가사, 행정, 특허 등 각종 재판을 진행하고 판결을 담당
- 원고와 피고 사이의 민사 분쟁을 해결하거나 기소된 형사사건의 범죄 여부를 판단
- 변호인과 검사의 논쟁을 경청하고, 증인 및 피고인의 진술과 법정에 제출된 증거의 사실관계 확정
- 검사의 요청이 있을 경우 영장 발부
⦁기업이 요구하는 취업 역량 : 논리적 분석, 기억력, 글쓰기, 말하기, 판단과 의사능력
⦁필요한 교육/훈련 : 먼저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제도를 통해 판사나 검사가 될 수 있음. 일반 4년제 대학 이상
의 학력을 소지한 사람이 LEET(법학적성시험), 학부성적(GPA), 외국어 시험, 사회봉사활동
및 면접 등 다양한 평가를 거쳐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에 입학할 수 있으며, 3년간 공부하
고 시험에 합격하여 변호사 자격 취득
- 판사 임용자격에서 법조 경력 요건은 2017년에서 2021년까지는 5년, 2022에서 2025
년까지는 7년이고 그 후로는 10년.
- 로스쿨은 개설된 대학교마다 입학 요구조건이 조금씩 다름. 먼저 법학전문대학원에 입학
하려면 높은 학부 성적과 일정 기준 이상의 공인된 영어시험 점수가 필요함. 또 법조인
에게 요구되는 논리력, 추론능력 등을 평가하기 위한 법학적성시험(LEET：Legal
Education Eligibility Test)에서 높은 점수를 받는 것이 중요하며, 판사는 법관임용심사
위원회의 면접 후 대법관회의 동의를 얻어 대법원장이 임명하며 대법원, 고등법원, 지방
법원, 가정법원, 행정법원 등에 근무
⦁관련 직업 : 변호사, 검사 등
⦁정보 싸이트
- 법무부 | 02)2110-3000 | www.moj.go.kr
- 대법원 | 02)3480-1100 | www.scourt.go.kr
- 사법연수원 | 031)920-3114 | http://jrti.scourt.go.kr

2. 검사
⦁진출분야 : 법무부(검찰청)
⦁주요 직무
- 사건을 수사한 후 죄가 있다고 생각되는 범죄에 대하여 법원에 재판을 청구
- 민생치안과 직결되는 형사사건을 수사하거나 우리 사회의 고질적 비리 사건인 특수사건을 직접 수사
- 고소인 및 범죄 혐의가 있는 사람(피의자)을 면담
- 국가를 당사자 또는 참가인으로 하는 소송을 수행하거나 행정소송의 수행을 지휘 감독
⦁기업이 요구하는 취업 역량 : 논리적 분석, 기억력, 글쓰기, 인적자원관리, 사람파악
⦁필요한 교육/훈련 : 검사가 되기 위해서는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을 졸업한 뒤 변호사시험에 합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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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직업 : 변호사, 판사 등
⦁정보 싸이트
- 법무부 | 02)2110-3000 | www.moj.go.kr
- 사법연수원 | 031)920-3114 | http://jrti.scourt.go.kr
- 대검찰청 | 02)3480-2000 | www.spo.go.kr
- 경찰청 | 182 | www.police.go.kr

3. 변호사
⦁진출분야 : 법무부(검찰청), 공공기관, 사기업, 개인사무소, 로펌 등
⦁주요 직무
- 법률에 관한 전문지식을 갖춘 변호사가 당사자, 기타 관계인의 위임 또는 국가·지방자치단체, 기타 공공기관의
위촉 등에 의하여 소송에 관한 행위 및 행정처분의 청구에 관한 대리행위와 일반 법률사무를 수행
- 법률사건의 당사자 또는 기타 관계인의 위임 또는 공무소의 위촉 등에 의하여 법정에서 사건을 변론하고 법적
권리와 의무에 관하여 조언하며 소송사건, 비송사건과 소원, 심사청구, 이의신청 및 행정기관에 대한 불복신청
등에 관한 제반 법률사무 수행
- 전문화하는 경향이 있어 지적재산권, 회사법, 기업인수합병, 국제거래, 해외투자 등 한 분야만을 전담하여 법률
서비스 제공
- 증서에 관한 인증업무를 담당하는 공증업무 수행
⦁기업이 요구하는 취업 역량 : 논리적 분석, 기억력, 글쓰기, 듣고 이해하기, 문제 해결, 읽고 해결하기
⦁필요한 교육/훈련 : 로스쿨은 개설된 대학교마다 입학 요구조건이 조금씩 다름. 먼저 법학전문대학원에 입학하려
면 높은 학부 성적과 일정 기준 이상의 공인된 영어시험 점수가 필요함. 또 법조인에게 요구
되는 논리력, 추론능력 등을 평가하기 위한 법학적성시험(LEET)에서 높은 점수를 받는 것이
중요
⦁관련 직업 : 판사, 검사, 법무사 등
⦁정보 싸이트
- 법무부 | 02)2110-3000 | www.moj.go.kr
- 사법연수원 | 031)920-3114 | http://jrti.scourt.go.kr
- 대한변호사협회 | 02)3476-4000 | www.koreanbar.or.kr

4. 법무사
⦁진출분야 : 법무사 사무소, 기업의 법무팀, 법률관련부서 등
⦁주요 직무
- 등기업무를 위임받게 되면 먼저 등기소에 나가 등기부를 열람하고 해당 부동산에 대한 제반사항을 꼼꼼히 확
인. 이후 의뢰인을 대리하여 등기신청서를 작성하고 등기소에 제출
- 관계법령의 규정에 따라 법원과 검찰청에 제출하는 서류와 법원·검찰청 업무에 관계되는 서류나 기타 등록신
청에 필요한 서류 작성
- 민사관련 신청서류의 작성이나 소송관련 서류 작성
⦁기업이 요구하는 취업 역량 : 읽고 이해하기, 글쓰기, 듣고 이해하기, 재정관리능력, 논리적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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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요한 교육/훈련 : 법무사는 법무사시험(법원행정처)에 합격하고 대법원 규칙이 정하는 연수교육을 마친 후 대한
법무사협회에 등록을 해야 활동할 수 있음. 법무사법 제5조의2에 의해 법원, 헌법재판소, 검
찰청 등의 관련 공무원으로 일정한 자격을 인정받으면 1차 시험 면제와 2차 시험의 일부 과
목을 면제받을 수 있으며, 일반응시자 선발인원은 120명으로 고정되어 있으나 관련 공무원
경력자의 경우는 제한이 없음. 법무사가 되려면 법무사시험을 치러야 하며, 시험과목의 특성
상 법학전공자에게 유리
⦁관련 직업 : 판사, 검사, 변호사 등
⦁정보 싸이트
- 대법원 인터넷등기소 | 02)3480-1398 | www.iros.go.kr
- 대한법무사협회 | 02)511-1906 | www.kjaa.or.kr
- 서울중앙지방법무사회 | 02)732-0231 | www.lawland.or.kr

5. 검찰수사관
⦁진출분야 : 국가 및 공공기관 등
⦁주요 직무
- 조서를 작성하기 위해 피의자 신문
- 검사를 보조하여 수사에 필요한 각종 문서 정리·생산
- 피의자의 형량 결정
- 수사, 압수수색, 사건 수리 등 업무
⦁기업이 요구하는 취업 역량 : 추진력, 사람파악, 논리적 분석, 설득, 범주화
⦁필요한 교육/훈련 : 검찰수사관이 되려면 매년 1회 시행되는 행정고등고시(5급 공무원 공개채용시험)의 검찰사무
직 시험, 7·9급 공무원시험에 합격하거나 수사에 필요한 전문가를 대상으로 한 특별채용에
합격해야 함. 검찰마약수사관은 매년 1회 실시되는 국가공무원시험(마약수사직 7·9급)을 통
해서만 선발되며 시험과목으로는 9급: 국어(필수), 영어(필수), 한국사(필수), 형법총론(선택),
형사소송법개론(선택), 행정학개론(선택), 사회(선택), 과학(선택), 수학(선택), 7급: 국어(한문
포함), 영어, 한국사, 헌법, 형법, 약물학, 형사소송법이 있음. 검찰수사관으로 임용되면 사내
교육을 통해 이론(수사론, 조서작성방법 등)을 배우고, 현장에 투입되어 실무 경험
⦁관련 직업 : 경찰관, 해양경찰관, 사이버수사요원 등
⦁정보 싸이트
- 경찰청 | (국번없이)182 | www.police.go.kr
- 중앙경찰학교 | 043)870-2114 | www.cpa.go.kr
- 경찰교육원 | 041)536-0341 | www.pti.go.kr

6. 법원직공무원
⦁진출분야 : 법원, 등기소 등
⦁주요 직무
- 각급 법원의 재판에 참여하여 재판의 내용을 형성하는 과정에 대한 절차적 사무와 증명서 발급, 집행문 부여
등 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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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원사무 업무 처리
- 등기사무 업무 처리
- 법정경위, 속기 등의 업무 처리
⦁기업이 요구하는 취업 역량 : 행동조정, 전산, 읽고 이해하기, 글쓰기, 듣고 이해하기
⦁필요한 교육/훈련 : 법원직공무원으로 일하려면 공무원 시험에 합격하여야 함. 만 18세 이상이라면 학력, 경력,
남녀의 제한이 없음. 법원직공무원 시험은 국가공무원 시험이 있으며 9급 공무원 시험을 통
해 공무원으로 진출함. 공무원 시험 과목은 법원사무직과 등기사무직이 약간 차이가 있는데
헌법, 국어, 한국사, 영어, 민법, 민사소송법은 과목이 같으며, 형법, 형사소송법은 법원사무
직이며, 상법(총론, 회사편), 부동산등기법은 등기사무직임. 이들은 각 법원이나 지방법원 산
하 등기소 등에서 활동함. 9급 법원직공무원시험은 매년 1회 통상 3월경에 시행됨. 법원직
공무원 시험은 필기시험(선택형 필기시험)과 면접으로 이루어짐.
⦁관련 직업 : 검찰직 수사, 행정공무원, 판사, 법무사 등
⦁정보 싸이트 : 대법원 시험정보 | 02)3480-1769 | https://exam.scourt.go.kr

7. 경찰관
⦁진출분야 : 국가 및 공공기관 등
⦁주요 직무
- 기초질서위반자를 단속하고, 범죄유발환경인 주점, 숙박시설, 무도학원 등의 풍속영업소의 단속업무를 비롯하여
여성, 어린이 범죄 단속
- 수사민원 관련 업무를 담당하며, 강력범을 대상으로 수사 및 체포업무
- 조직폭력배 단속, 불법체류 및 불법취업 등 출입국사범 단속, 컴퓨터범죄 단속, 마약사범검거, 환경사범단속 및
각종 범죄 단속업무, 국제조직범죄와 연계된 각종 밀수범죄 단속 등의 업무를 통해 여러 민생침해범죄의 예방
과 검거활동 수행
- 각종 안내 및 주민 신고접수, 고소 및 고발 등의 민원상담, 각종 안전사고 위험방지, 비행청소년 선도나 청소
년유해업소 단속 등의 업무를 수행하고, 교통사고예방을 위해 사고의 원인이 되는 위반행위 지도, 단속
⦁기업이 요구하는 취업 역량 : 추리력, 반응시간과 속도, 범주화, 공간지각력, 사람파악
⦁필요한 교육/훈련
- 일반적으로 경찰간부가 되려면 경찰간부후보생이 되는 방법과 경찰대학에 입학하는 방법이 있음. 먼저 경찰간
부후보생은 경찰간부후보생시험에 합격하여 경찰종합학교에서 1년간 소정의 교육을 이수하면 됨. 일반 순경은
고졸 이상의 학력을 가지고 순경채용시험에 합격하여 경찰교육 관련 기관에서 34주의 신임 교육과정을 수료.
- 특히 법학경채의 경우 응시자격이 법학 학사학위를 취득한 자로 제한되어 있으며 시험과목도 일반 공채와 달
리 법학과목만 치르면 되므로 법학과 졸업생에게 유리함.
⦁관련 직업 : 해양경찰관, 검찰수사관, 사이버수사요원 등
⦁정보 싸이트
- 경찰청 | (국번없이)182 | www.police.go.kr
- 중앙경찰학교 | 043)870-2114 | www.cpa.go.kr
- 경찰교육원 | 041)536-0341 | www.pti.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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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법률사무담당자
⦁진출분야 : 법률사무소, 로펌 등
⦁주요 직무
- 법률사무소에서 일하면서 사건 의뢰인이 법률전문가(변호사)와 만나기 전에 그들과 상담하거나 의뢰된 사건과
관련해 정보수집 및 자료작성
- 변호사 사무소에 근무하는 법률사무원은 민사소송 관련 업무, 등기 관련 업무(부동산 등기, 상업등기 등), 개인
회생 및 파산 관련 업무, 공증업무, 부동산 경매업무, 기업체 법률자문업무, 의뢰인 상담 및 비서업무 등 수행
- 법무사 사무소에 근무하는 법률사무원은 주로 등기와 등록에 관한 사무, 법원이 채권자를 위하여 나중에 강제
집행할 목적으로 채무자의 재산을 임시로 확보하는 보전 처분에 관한 서류작성 및 관련 업무 수행. 이 밖에
경·공매에 관한 사항, 민·형사 사건 소장 및 신청서 작성과 대행
- 변리사 사무소에 근무하는 법률사무원은 의뢰인에 의해 제시된 발명이나 고안을 구체화하는 문서작업 수행
⦁기업이 요구하는 취업 역량 : 읽고 이해하기, 글쓰기, 기억력, 전산, 듣고 이해하기
⦁필요한 교육/훈련 : 법률사무담당자와 관련하여 특별한 자격제도는 없음. 4년제 대학이나 전문대학에서 법학이나
행정학 등 관련 학과를 졸업하면 공부를 하거나 취업할 때 유리한 면이 있음. 직무 교육으로
는 일부 지방변호사회에서 실시하는 법률사무원 취업교육 및 연수교육이 있으며, 전문 민간
교육기관의 법률사무원 양성과정이 운영되고 있음. 법률계통 취업을 목적으로 하는 실업자
대상 교육은 많은 편이며, 국비지원제도를 활용해 법률사무관리직원 취업과정 등을 민간위탁
훈련기관에서 수강할 수 있음. 또한 일부 사설학원에서는 법원·검찰직 공무원시험을 위한 교
육프로그램 제공
⦁관련 직업 : 감사사무원, 저작권에이전트 등
⦁정보 싸이트
- 서울지방변호사사무직원회 | 02)594-1623 | www.slo.or.kr
- 서울중앙지방법무사회 | 02)732-0231 | www.lawland.or.kr
- 대한변호사협회 | 02)3476-4000 | www.koreanbar.or.kr
- (주)중앙법률사무교육원 | 02)525-1007 | www.linklaw.co.kr

9. 행정공무원(7·9급)
⦁진출분야 : 국가 및 공공기관 등
⦁주요 직무
- 법령과 업무처리규정에 따라 소관업무 계획 및 시행
- 각종 보고서나 문서를 기안, 보고하고 시행하며 기타 행정에 관련된 업무 수행
- 국가제도를 연구하고 법령 입안 및 관리·감독업무, 일반행정, 사회, 노동, 문화, 홍보, 민원행정업무 등의 관리
및 집행
- 주민등록, 출생, 사망, 혼인, 이혼, 호적 등과 관련된 서류접수 및 발급 등 정부 고유의 행정 업무 수행
⦁기업이 요구하는 취업 역량 : 행동조정, 전산, 읽고 이해하기, 글쓰기, 듣고 이해하기
⦁필요한 교육/훈련
- 행정공무원으로 일하려면 공무원 시험에 합격하거나 특별채용되어야 함. 공무원 시험은 국가공무원 시험과 지
방공무원 시험이 있으며 주로 7, 9급 공무원 시험을 통해 공무원으로 진출함.

공무원 시험 과목과 관련이 있

는 법학, 행정학, 경영학, 경제학 등의 전공을 하면 유리하며, 세무직은 회계학, 세무학 전공이 유리하고 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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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직은 교육학 등을 전공하면 시험에 도움이 됨. 이들은 도청, 시·군·구청, 읍·면·동사무소를 비롯해 각급
중앙행정기관 또는 지방행정기관 등에서 활동함. 7, 9급 국가직 공무원 시험은 매년 1회 통상 4월경(9급), 8
월경(7급)에 시행되며 지방직 공무원 시험은 지역마다 차이가 있으며 보통 거주지, 본적지 등에서만 응시할 수
있음. 7, 9급 공무원 시험은 필기시험(선택형 필기시험)과 면접으로 이루어지는데, 필기시험 응시과목은 아래
와 같이 법과목이 중요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구분

시험과목(필기시험)

일반행정직

국어, 한국사, 영어

행정법총론, 행정학개론

교정직

국어, 한국사, 영어

교정학개론, 형사소송법개론

교육행정직

국어, 한국사, 영어

행정법총론, 교육학개론

검찰직

국어, 한국사, 영어

형법총론, 형사소송법

9급

7급

직렬

필수 7과목

행정직(일반행정)

국어(한문포함), 영어(대체), 한국사, 헌법, 행정법, 행정학, 경제학

행정직(교육행정)

국어(한문포함), 영어(대체), 한국사, 헌법, 행정법, 교육학, 경제학

행정직(회계)

국어(한문포함), 영어(대체), 한국사, 헌법, 행정법, 회계학, 경제학

행정직(인사조직)

국어(한문포함), 영어(대체), 한국사, 헌법, 행정법, 행정학, 인사·조직론

행정직(고용노동)

국어(한문포함), 영어(대체), 한국사, 헌법, 노동법, 행정학, 경제학

행정직(선거행정)

국어(한문포함), 영어(대체), 한국사, 헌법, 행정법, 행정학, 공직선거법

⦁관련 직업 : 정부정책기획전문가, 입법공무원 등
⦁정보 싸이트
- 행정안전부 | 02)2100-3399 | www.moi.go.kr
- 인사혁신처 | 110 | www.mpm.go.kr
- 서울시인재개발원 | 02)3488-2003 | http://hrd.seoul.go.kr

10. 행정공무원(5급)
⦁진출분야 : 국가 및 공공기관 등
⦁주요 직무
- 정부의 정책을 결정하고 예산 및 법령안 작성·수정
- 정부부처의 법령을 해석 및 적용
- 정부부처의 관련 행정업무 기획·지휘·조정
- 정책수행을 기획·조직 및 통제하고 외국에서 국가 대표·대리
⦁기업이 요구하는 취업 역량 : 인적자원 관리, 협상, 판단과 의사결정, 조직체계의 분석 및 평가, 문제해결
⦁필요한 교육/훈련 : 행정공무원(5급)이 되기 위한 방법으로는 공무원 공개채용시험에 합격하여 승진경로를 밟거
나 특별 채용되는 방법이 있음. 공무원의 채용은 공개채용을 원칙으로 하되 공개채용시험에
의한 충원이 곤란한 분야에 한해 제한적으로 특별채용시험으로 뽑고 있음. 시험응시는 학력
및 경력의 제한이 없으나 행정고등고시의 경우 1차 공직적격성시험(PSAT), 2차 논문형 필
기시험, 3차 면접을 치르게 됨. 시험에 합격하면 합격자가 채용 후보자 명부에 등록을 해야
하며, 시험실시기관에서는 각급 기관에 결원이 생길 때마다 시험성적, 훈련성적, 적성 등을
참작하여 임용을 추천하게 되며 이들의 승급 및 승진은 국가공무원법에 의해 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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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직업 : 지방의회 의원, 공공단체임원, 기업고위임원 등
⦁정보 싸이트
- 행정안전부 | 02)2100-3399 | www.moi.go.kr
- 인사혁신처 | 110 | www.mpm.go.kr

11. 공인노무사
⦁진출분야 : 개인사무소 또는 기업체 등
⦁주요 직무
- 개인사무소에서 타인의 의뢰 또는 계약사업장의 노동관련업무 대리 수행
- 장부, 대장 등의 서류작성, 노동관계법령 및 노무관리 상담·지도
- 노동관계법령의 규정에 따라 행정기관에 제출하는 각종 신고, 신청, 보고, 청구와 권리구제 등에 관한 서류의
작성과 제출업무 수행
-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 대한 직무관리 및 진단업무 수행
⦁기업이 요구하는 취업 역량 : 설득, 판단과 의사결정, 말하기, 인적자원 관리, 논리적 분석
⦁필요한 교육/훈련 : 공인노무사가 되기 위해서는 보통 전문대학 및 대학교에서 법학, 경영학, 경제학 등을 전공
하는 것이 유리함. 특히 공인노무사가 되기 위해서는 고용노동부가 시행하고 한국산업인력공
단에서 위탁받아 실시하는 공인노무사 자격시험에 합격해야 함. 법률에 근거하여 문제를 판
단하고 처리해야 하므로 평상시 노동관계법령에 대한 지식을 쌓아두는 것이 중요함. 그리고
업무 특성상 노동관계법, 민법, 형법, 소송법 등의 전반적인 법률에 대한 이해를 넓히거나,
직무분석, 직무설계, 근로조건 등 인적자원개발 컨설팅 관련지식과 경험 축적 필요
⦁관련 직업 : 인적자원전문가, 헤드헌터, 경영컨설턴트 등
⦁정보 싸이트
- 한국공인노무사회 | 02)6293-6101 | www.kcplaa.or.kr
- 고용노동부 | 1350 | www.moel.go.kr
- 한국산업인력공단 | 1644-8000 | www.hrdkorea.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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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전공 개요
행정학은 바람직한 국가 경영을 위한 정부와 공공기관의 역할에 대해 연구하는 학문으로, 국가운영을 효율적·
민주적으로 관리하고 국가와 사회 부문간의 균형적 발전을 총체적으로 디자인하는 응용 사회과학입니다. 효과
적인 국가운영을 위해서는 이론 중심의 협소한 전문성이 아닌, 변화관리에 대한 실천학문으로서의 행정학적 지
식이 요구됩니다. 행정학은 조직, 인사, 재무, 정책, 지방행정 등을 기본적으로 배우며, 환경, 복지, 도시, 공기
업, 정부혁신, 전략기획론 등 전문성이 요구되는 구체적인 행정 및 정책 분야에 대한 심화학습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2. 주요 교과
∎기초 교과

∎심화 교과

- 행정학의 이해

- 공공데이터분석

- 공공조직론

- 전략기획론

- 인적자원관리론

- 사회복지정책론

- 정부예산의 이해

- 지역사회복지론

- 공공정책의 이해

- 시장과정부

- 지방자치와 행정

- 도시정책론

- 공공지식의 창출과 발견

- 공기업론

- 공직영어

- 협상과 공공갈등관리
- 공직윤리
- 행정문제와 해설
- 정책문제와 해설
- 행정법의 논리
- 행정법실무
- 정책사례연구
- 경찰행정과 도시안전

3. 적성 및 흥미
- 정부의 역할과 기능에 관심있고, 공공 문제를 해결하려는 적극적인 사람에게 적합
- 지역사회의 발전에 관심있고, 창의적인 문제해결력과 인간관계 관리에 능숙한 사람
- 적용되는 분야에 따라 정치학, 경영학, 사회학, 법학, 경제학, 심리학 등 다양한 사회과학 지식이 요구됨
- 정부의 각종 정책 및 제도에 대한 비판적 사고 필요
- 합리적, 논리적, 종합적 분석능력과 규범적 판단능력 필요
- 공공부문의 다양한 현상에 대해 파악하고, 문제 해결을 위한 총체적 사고를 할 수
있는 능력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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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진출분야
분야

직업명칭

직무개요

중앙공무원

중앙정부 관리자

공무원시험

지방공무원

지방정부 관리자

공무원시험

입법공무원

입법부(국회)의 사무를 담당하며 입법활동을
지원

입법
공무원시험

경찰공무원

국민의 생명, 신체, 재산의 보호, 범죄의 예방
및 수사, 공공의 안녕과 질서 유지 업무

경찰직
공무원시험

교육행정공무원

교육부, 교육청, 대학 행정, 초중고등학교 서
무 행정 업무

교육직
공무원시험

교정공무원

범죄자를 관리 교정하는 업무

교정직
공무원시험

소방공무원

화재를 사전에 예방하거나 각종 재난발생시
출동하여 인명을 구조하고 재산을 보호

소방직
공무원시험

총무 및
인사관리자

급여, 복리후생, 복무, 노사관계 등 복리후생
및 노무 관련 업무에 종사하는 사무원의 활동
을 지휘하고 감독·조정

경영기획사무원

경영비전 및 방침을 수립하고 장·단기 경영계
획과 전략을 수립하며 연도별 경영분석을 실
시하며, 효율적인 경영이 이루어지도록 관리
자를 지원하기 위하여 소관 업무를 기획·입안

정책기획전문가

중앙 및 지방행정 기관의 부서 또는 정부 산
하단체에서 정책과 관련된 의사결정을 하고
실무를 수행

병원

병원사무장

병원의 효율적인 운영과 관리를 위하여 인사,
구매, 재무 및 기타 사무업무 관장

시민단체

시민단체활동가

정치, 경제, 환경, 복지, 고용, 여성, 청소년, 건
강 등 사회 전반적인 문제를 제기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해 프로그램을 기획하고 실행

금융

금융관리자

보험, 금융업체 및 기타 사업체의 운영부서나
신용부서의 활동을 기획, 지휘 및 조정

감정평가사

판매, 구매, 과세나 자산처분을 목적으로 토
지, 기업, 재산 및 기타 부동산 등의 경제적
가치를 평가하여 그 결과를 화폐가치로 산정
하는 업무를 수행

공공·행정

공사
·
공기업
·
정부출연기관
·
사기업

부동산

5. 기타
⦁공무원 시험 : http://gosi.csc.go.kr, http://local.gosi.go.kr/
⦁행정사 : http://www.kpal.or.kr
⦁노무사 : http://www.kcplaa.or.kr
⦁관세사 : http://www.kcba.or.kr
⦁감정평가사 : http://www.kapanet.or.kr
⦁정책분석평가사 : http://www.sopa.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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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정평가사
자격시험

필요
자격증

1. 행정공무원
⦁진출분야 : 중앙정부, 지방정부
⦁주요 직무 : 각종 행정 업무를 수행하거나 승인이나 검사, 허가 등 정부행정 집행과 관련된 업무를 수행
- 법령과 업무처리규정에 따라 소관업무를 계획하고 시행
- 각종 보고서나 문서를 기안, 보고하고 시행하며 기타 행정에 관련된 업무 수행
- 주민등록, 출생, 사망, 혼인, 이혼, 호적 등과 관련된 정부 고유의 행정 업무 수행
- 일반행정, 사회, 노동, 문화, 홍보, 민원행정업무 등의 관리 및 집행업무 담당
⦁기업이 요구하는 취업 역량 : 창의적 문제해결력, 논리적 분석력, 대인관계 및 협력, 청렴 및 준법정신, 의사소
통 및 문서작성
⦁필요한 교육/훈련 : 정부행정관리자가 되려면 공무원 시험에 합격하거나 특별채용이 되어야 함. 공무원 시험은
국가공무원 시험과 지방공무원 시험이 있으며, 분야로는 일반행정, 교육행정, 경찰행정, 검
찰직, 교정직, 입법행정 등이 있음. 시험 직급으로는 9급, 7급, 5급 시험이 있음.
⦁관련 직업 : 중앙·지방공무원, 법원공무원, 입법공무원, 교육공무원, 교정공무원
⦁정보 싸이트 : http://gosi.csc.go.kr

2. 경찰관
⦁진출분야 : 경찰공무원
⦁주요 직무 :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의 보호, 범죄의 예방·진압 및 수사, 경비, 주요 인사 경호 및 대간첩·
대테러 작전 수행, 치안정보의 수집·작성 및 배포, 교통 단속과 교통 위해의 방지, 외국 정부기관
및 국제기구와의 국제협력, 그 밖에 공공의 안녕과 질서 유지에 관한 업무 수행
- 각종 안내 및 주민 신고접수, 고소 및 고발 등의 민원상담
- 교통흐름을 원활히 하기위해 교통시설물 관리 및 배치, 교통정리 업무
- 국가의 주요 시설물, 제외공관 등 보안시설 관리
- 범죄예방활동을 위한 순찰, 기초질서위반자의 단속, 범죄유발환경인 주점, 숙박시설, 무도학원 등 풍속영업
소의 단속업무
- 조직폭력배, 컴퓨터범죄자, 마약사범, 환경사범 등 각종 범죄의 예방 및 검거 업무
- 특수경찰관의 경우 테러 및 폭력시위 진압, 해양경비, 각종 사이버범죄 단속, 마약사범 검거, 밀수범죄 단
속, 환경사범 단속, 외국인범죄단속, 불법체류·불법취업 등 출입국사범 단속, 경제 및 환경사범 단속 등의
업무 수행
⦁기업이 요구하는 취업 역량 : 논리적 분석력, 신체적 강인성, 강한 정신력, 청렴 및 준법정신, 협동정신, 의사
소통 및 문서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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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요한 교육/훈련 : 경찰관이 되기 위해서는 순경 공개채용에 합격하면 일정 교육이수 후 순경으로 일할 수
있다. 경찰간부로 일하기 위해서는 경찰간부후보생시험에 합격하여 경찰간부후보생이 될
수 있다. 학교전담경찰관 경채의 경우 아동·청소년·교육·상담·심리 분야 전공 학사 이상
인 자, 과학수사 경채는 과학수사 관련 분야 학사 학위 이상인 자, 외국어 전문요원은 해
당언어 전공으로 2년제 이상 대학졸업자 또는 해당 언어를 공식어로 사용하는 국가에서
2년 이상 체류자를 대상으로 하는 등 분야별로 자격이 상이하기에 본인이 원하는 분야에
맞추어 자격을 갖추어야 한다.
⦁관련 직업 : 해양경찰관, 검찰수사관, 사이버수사요원, 교도관
⦁정보 싸이트 : http://gosi.police.go.kr/

3. 소방관
⦁진출분야 : 소방공무원
⦁주요 직무 : 화재를 사전에 예방하거나 진압하고 태풍, 홍수, 건물붕괴, 가스폭발 등 각종 재난발생시 출동하
여 인명을 구조하고 재산을 보호한다.
- 사내 각 지역별로 방화 순찰을 실시하여 화재위험요인을 단속하고, 위험물 저장 및 취급에 따른 방화계몽
지도
- 소방시설을 점검·정비·확인하고, 건축물에 대한 안전도 검사 등의 화재예방활동
- 화재발생시 인적·물적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화재진압 활동
- 화재발생 원인을 감식하고, 피해 상황 및 금액을 조사·보고
- 각종 소방장비 및 소방차량, 소화기구 등을 점검하고, 기능 및 상태를 확인·관리
- 기타 재해방지를 위한 제반 소방업무를 수행
⦁기업이 요구하는 취업 역량 : 신체적 강인성, 강한 정신력, 청렴 및 준법정신, 협동정신, 의사소통 및 문서작성
⦁필요한 교육/훈련 : 소방관이 되기 위해서는 소방직공무원 공개채용시험이나 소방간부후보생 선발시험에 합격
해야 한다. 소방관의 역할에 따라 관련 자격을 소지하면 유리하다. 화재조사관 자격은 소
방서에서 화재조사업무, 화재조사 관련 유관기관과의 협조, 화재조사 관련 민원처리 등을
수행하기 위해 필요한 자격으로, 소방교육기관에서 12주 이상의 화재조사에 관한 전문교
육을 이수하거나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이나 외국의 화재조사 관련 기관에서 12주 이상 화재
조사에 관한 전문교육을 이수하면 응시자격이 주어진다.
⦁관련 직업 : 해양경찰관, 검찰수사관, 사이버수사요원, 교도관
⦁정보 싸이트 : http://local.gosi.go.kr/

4. 공사·공기업·정부출연기관
⦁진출분야 : 공공기관
⦁주요 직무 : 중앙 및 지방행정 기관의 부서 또는 정부 산하단체에서 정책과 관련된 의사결정을 하고 실무를
수행한다.
- 정부정책을 기획하고 그와 관련된 집행을 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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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책과 관련된 의사결정을 하고 실무 추진.
- 예하 직원의 협조를 받아 고위공무원으로부터 위임받은 직무 수행
- 공공기관의 경영정책 기획
- 경영기획, 홍보, 정부 위임사무의 집행 등의 업무
- 부서 또는 단체의 경영과 관련된 의사결정
- 총무, 인사, 구매 및 회계 관련 업무
- 재정, 세무, 통계, 보건, 교육, 고용 등의 업무
⦁기업이 요구하는 취업 역량 : 의사소통 및 문서작성, 논리적 분석력, 대인관계 및 협동성, 설득 및 협상, 창의
적 문제해결, 성실성
⦁필요한 교육/훈련 : 관련 분야 전문성, 입사 시험, 영어능력
⦁관련 직업 : 공기업, 정부출연기관, 공사
⦁정보 싸이트 : http://local.gosi.go.kr/ https://www.work.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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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전공 개요
시대가 요구하는 최고의 회계전문가 양성 자본시장과

기업 경영이

글로벌화되면서

것 중의 하나가 투명경영과 회계정보입니다. 중앙정부 및 지방자치단체도
에서의

회계 전문가를

우리 회계학과는

이 시대에 가장 요구되는

회계시스템을

선진화하면서 공공부문

많이 필요로 합니다.

기업 부문과

공직부문에서 요구하는 최고의

회계 전문가를

양성하기 위해서 국제회계기준과

정부회계 등 이론 교육은 물론 현장실습교육과 전산회계 등 실무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한 다양한
운영하고 있습니다.

2. 주요 교과
∎기초 교과

∎ 심화 교과

- 회계원리

- 원가회계

- 지역산업과 원가

- 관리회계

- 재무회계

- 중급회계

- 세법개론

- 고급회계
- 세무회계
- 회계감사 등

3. 적성 및 흥미
- 경영, 경제, 통계 등 인접학문에 대한 다양한 지식 필요
- 문제해결 능력, 자원·정보·기술 활용능력,업무분석능력, 의사소통 능력
글로벌 능력 등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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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 프로그램을

4. 진출분야
❍ 회계학과홈페이지 : https://www.scnu.ac.kr/acc/main.do
분야

직업명칭
회계사

직무개요

필요능력

회계 감사, 세무 감사, 컨설팅, 거래 자문
등의 서비스 제공
조세에 대한 상담을 하고, 의뢰인을 대리

전문직

세무사

경영학 전반의 지식,

하여 세무에 대한 각종 서류 작성, 신고,

회계·회계학적 지식

청구
관세사

재경공무원

수출입절차 및 관세 납부, 관세법상의 행정
소송 수행
시행 중인 재정정책의 유효성 수집 및 평가
정책 개선 방향성 정립

공공·행정

회계·세무학적 지식
세무공무원
지방세공무원

세금의 부과 및 징수에 관한 사무를 담당하
는 공무원
회사를 경영하는데 필요한 재무정보 제공을

회계

위해 기업활동에서 이루어지는 수입 및
지출 등 모든 거래사항을 기록·정리

기업체

회계학적 지식

경영기획
재무

기업에서 예산계획 수립, 관리, 자금조달,
IR투자심의 업무 담당
신상품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고객상담,

은행

입출금, 수납 등 창구일선 업무와 일일마감
등 업무 수행

금융

회계·금융 지식
산업 동향 및 해당 산업의 기업 경쟁력을
증권사

분석하여 투자
의견 개진

5. 기타
회계학은 세무학, 경제학, 경영학과 등 상경계열 학과와 밀접한 관련이 있어 관련 분야와의 융합이 용이하기 때문
에 학부 수준의 소양으로도 다양한 분야로 진출할 수 있음. 또한 다양한 자격증 취득의 기회가 있어 자격증 취득
시 진로 선택의 폭이 넓어짐 (자격증 예시: 공인회계사, 세무사, 관세사, 국제재무분석사, 국제재무위험관리사, 재
경관리사,재무관리사, 전산회계, 전산세무, 집합투자자산운용사, 증권펀드투자상담사 등)
학과홈페이지 : https://www.scnu.ac.kr/acc/main.d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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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인회계사
⦁진출분야 : 회계법인, 공기업 등
⦁주요 직무 : 회계감사, 사업결합회계, 결산관리, 절세방안 수립, 인수 대상회사 실사, 경영평가활동 수행, 자금
운용, 추정 재무제표 작성, 연간 종합예산 수립, M&A재무 위험관리
⦁요구하는 취업 역량 : 공인회계사 자격
⦁필요한 교육/훈련 : 회계사가 되기 위해서는 금융감독원에서 시행하는 공인회계사 시험에 합격해야 하며 시험에
학력제한은 없으나 12학점 이상의 회계학 및 세무 관련 과목, 9학점 이상의 경영학 과목,
3학점 이상의 경제학 과목을 이수한 자에 한하여 응시자격을 부여. 따라서 대학에서 경영
학, 회계학 관련 학과를 전공하는 것이 자격증을 취득하는 데 유리하며, 공인회계사 시험에
합격 후,

회계법인, 공인회계사회, 금융감독원 등의 기관에서 실무수습 기간 필요. 주로 회

계법인, 합동회계사무소, 감사반이나 일반기업체에서 일하며 개인적으로 개업도 가능
⦁관련 직업 : 세무사 경영컨설턴트 인수합병전문가
⦁정보 싸이트 : 한국공인회계사회 | 02)3149-0100 | www.kipa.or.kr

2. 세무사
⦁진출분야 : 세무법인, 회계법인, 개업 등
⦁주요 직무 : 원천징수, 종합소득세 신고, 부가가치세 신고, 지방세의 납부 또는 과오납금의 환급 내역 검토, 지
방세 신고, 합법적 절세 방안 파악 및 조언, 절세방안 수립, 결산관리, 법인세 신고, 불복 청구 대
리소송 진행, 세무조사 대응, 조세불복 청구
⦁요구하는 취업 역량 : 세무사 자격
⦁필요한 교육/훈련 : 세무사 자격이 있는 사람이 세무대리의 업무를 개시하고자 할 때에는 한국세무사회에서 실시하
는 1개월 간의 집합 교육과 각 세무사 사무소에 배치되어 5개월간의 실무교육을 이수해야 함
⦁관련 직업 : 공인회계사, 신용분석가, 리스크관리자, 경영컨설턴트 등
⦁정보 싸이트 : 한국세무사회 | 02)521-9451 | www.kacpta.or.kr

3. 조세공무원
⦁진출분야 : 정부기관, 지방자치단체
⦁주요 직무 : 국세 및 지방세 세금 부과 및 징수, 법인세, 부가세, 원천제세 등 신고된 세금의 적정성 파악을 위
해 각종 과세자료 수집 및 분석, 납세자 고충, 이의신청, 세무 상담, 세무조사 결과 통보 등
⦁기업이 요구하는 취업 역량 : 경제와 회계, 경영 및 행정법, 수학, 고객서비스
⦁필요한 교육/훈련 : 회계사가 조세공무원이 되기 위해서는 세무직공무원 시험에 합격해야 함
조세공무원은 각종 세법에 따라 개인 또는 사업체가 납부하는 각종 세금의 금액을 결정하기
위하여 신고서, 판매영수증, 세금계산서 및 기타 관련 서류를 검토하고, 과세자료를 추적·조
사하고, 세금을 부과, 승인 결정하는데 관련된 업무를 수행하므로 금융회계학, 세무학 관련
전공자가 입직에 유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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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직업 : 세무사, 회계사, 관세사, 감사담당자 등
⦁정보 싸이트 : 국세청 | 02)755-8670 | www.nts.go.kr
인사혁신처 | 110 | www.mpm.go.kr

4. 기업체
⦁진출분야 : 사기업, 정부기관
⦁주요 직무 : 기업 내‧외부의 합리적인 의사결정을 지원하기 위해 정보를 제공 수익을 관리해 기업 가치를 극대
화, 재무제표를 작성, 사업계획 수립, 경영성과 분석, 자금의 조달 및 운용, 원가 관리, 투자 사업
관리
⦁요구하는 취업 역량 : 회계, 경영, 행정, 분석능력
⦁필요한 교육/훈련 : 별도의 자격증이 필수적이지는 않지만 직무에 알맞은 자격증 및 전공지식을 알맞게 갖추는
게 좋습니다. 또한 컴퓨터활용능력도 중요한 요소
⦁관련 직업 : 경영지도사, CFO, IR담당자 등
⦁정보 싸이트 : 개별 기업 홈페이지 참조

5. 은행원
⦁진출분야 : 은행, 저축은행, 우체국, 신용금고, 디지털은행
⦁주요 직무 : 출납 창구에서 고객 상담 및 고객 니즈 파악, 고객의 현금 예금과 인출, 수표 처리, 명의변경, 어
음, 출납 관련 업무 처리, 수표, 외화 및 우편환 매도 예금전표 및 수표 분류,창구 업무 종료 후
거래 계정잔액 결산 등
⦁요구하는 취업 역량 : 전산, 재정관리, 경제와 회계, 사무, 수학 고객서비스,
⦁필요한 교육/훈련 : 은행텔러로 입직하기 위한 필수 자격증은 없으나 일반적으로 은행텔러 자격증 보유자를 선
호함.
은행텔러 자격증 이외에 은행FP, AFPK, CFP 등의 자격증 보유자 우대
⦁관련 직업 : 금융자산관리사, 여신심사역, 재무컨설턴트 등
⦁정보 싸이트 : 한국금융연수원 | 02)3700-1500 | www.kbi.or.kr
금융감독원 | 02)3145-5114 | www.fss.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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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전공 개요
⦁교육목표
- 이론과 실무를 겸비한 글로벌 전문 인력 양성
- 지역산업을 선도하는 지역 전문 인력 양성
- 지역협력을 선도하는 창조적 리더 양성

기업의 경쟁력을 결정하는 중요한 요소의 하나인 물류에 관한 이론 및 관리 기술을 종합적이고 체제적으로 교
육하는 가운데, 그 응용방법을 익히고 전인적 인격을 함양함으로써 국가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지도자를 양성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특히 동북아 경제권의 물류거점으로 부상되고 있는 광양항을 비롯한 지역의 요
구에 부응하고 그 발전을 선도하는데 기여하고자 한다.

2. 주요 교과
∎기초 교과

∎ 심화 교과

- 마케팅

- 물류마케팅관리

- 물류의사결정론

- 마케팅조사론

- 유통기관창업론

- 항만물류

- Logistics Communication

- ERP재고관리실무

- 물류정보론

- 글로벌통상물류

- 국제운송론

- 글로벌기업환경분석

- Logistics Business

- 생산물류론
- 창업 공급사슬관리
- 스마트패키징
- 보관하역운영실무
- 컨테이너운영실무
- 물류관계법규
- 물류회계
- 물류네트워크운영실무
- 마케팅사례연구
- 해운물류실무
- 스마트기업물류
- 서비스운영관리
- 통합물류관리
- 물류통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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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적성 및 흥미
- 물류실무에 대한 적성은 물류현장(항만, 공항, 물류센터, 창고 등)에 대한 현장근무에 대한 적성이 맞아야 함
- 경영, 경제, 회계, 통계, 물류관련법규 등 경상계열 인접학문에 대한 다양한 지식 필요
- 물류IT 트렌드에 맞는 정보통신기술의 이해와 IT 활용능력 필요
- 물류기업 중 외국어계 회사 및 다국적 기업에서 근무하기 위해 다양한 외국어에 소질이 있으면 업무에 도움
- 현장실무에 대한 관심과 현장실습에서 취득한 실무지식이 적성과 맞아야 유리

4. 진출분야
분야

직업명칭

직무개요

물 류 관 리 사
물류관리전문가

자재관리사무원
포

워

더

출입국심사관
공 공 · 행 정

화물의 유통 촉진과 물류비 절감을 위한 물류
관리
제품생산에 필요한 각종 자재를 효율적으로 지
원하고 공급
복합운송을 위한 일체의 부대업무를 처리
공항과 항만을 출입하는 내외국인 신분 확인과
허가업무

필수
요건

필요 자격증
물류관리사
-

관세행정사무원

수출 및 수입통관, 환급 등 서류 작성 업무

-

상 품 기 획 자

시장동향을 파악하여 상품을 기획

마케팅관리사

마케팅 계획 수립 등 조사 수행

사회조사분석사

물 류 기 획 자

물류기업의 업무 설계 및 기획

물류관리사

생 산 관 리 자

생산물류단계의 업무 기획 및 관리업무

물류관리사

유통관리사

유통·마케팅·홍보

물

류

기

획

5. 기타
⦁주요 자격증 : 물류 관리사, 유통 관리사, MOS, 전산 회계, 보세사, 국제 무역사, 사회조사 분석사, 컴퓨터 활
용능력 등
⦁주요 사이트 : 한국통합물류협회(http://koila.or.kr/), 한국관세물류협회(http://www.kcla.kr/), 한국국제물류협
회(http://www.kiffa.or.kr/) 등
⦁주요 공모전 : 전국 대학(원)생 물류 혁신·창업 아이디어 및 논문 공모전(부산대학교), 물류창업공모전(인천창조
경제혁신센터) 등
⦁현장 실습 : 하계 및 동계방학을 이용하여 해운항만물류관련기업 및 여수광양항만공사 등 관련기관에서 현장실
습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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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물류기획가 (유사명칭 : 물류관리자)
⦁진출분야 : 항공(대한항공, 아시아나항공), 해운분야(현대상선, 대한해운, 남성해운) 외국계(CMA-CGM,
Maersk, APL)
⦁주요 직무 : 물류기획업무, 물류관리업무
⦁기업이 요구하는 취업 역량 : 토익 850점 이상, 물류관리사 자격증
⦁필요한 교육/훈련 : 인성/적성능력검사 준비, 영어회화 능력

2. 물류관리자 (유사명칭 : 물류감독자)
⦁진출분야 : 3자물류기업(글로비스, 판토스) 및 글로벌 터미널업체(KIT, HIT, PSA)
선박대리점업체(여진해운, 광진선박)
외국계 복합운송업체(DHL, Fedex, UPS)
⦁주요 직무 : 기업 물류기획업무, 기업고객관리업무
⦁기업이 요구하는 취업 역량 : 토익 900점 이상, 물류관리사, 유통관리사, 무역영어
⦁필요한 교육/훈련 : 영어회화 능력(토익 스피킹)

3. 연구원 (유사명칭 : 물류연구원)
⦁진출분야 : 한국해양수산개발원, 한국교통연구원
⦁주요 직무 : 물류기획업무, 물류분야 연구
⦁기업이 요구하는 취업 역량 : 토익 800점 이상, 물류관리사, 무역영어
⦁필요한 교육/훈련 : 취업동아리활동(전공과 상식)

4. 사무원 (유사명칭 : 공기업사원)
⦁진출분야 : 지방항만공사, 경제자유구역청, 한국통합물류협회 등
⦁주요 직무 : 물류기획업무, 물류실무 담당자
⦁기업이 요구하는 취업 역량 : 토익 900점 이상, 물류관리사, 영어, 프리젠테이션
⦁필요한 교육/훈련 : 취업동아리활동(전공, 상식, 어학, 자격증 등)

5. 사원 (유사명칭 : 물류담당자)
⦁진출분야 : 포스코, GS칼텍스 등 지역업체의 물류담당자
⦁주요 직무 : 물류기획업무, 물류실무 담당자
⦁기업이 요구하는 취업 역량 : 토익 800점 이상, 물류관리사, 무역영어, 사무자동화
⦁필요한 교육/훈련 : 어학훈련(토익스피킹 레벨 6급 이상, ESPT 공인 2급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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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순천대학교 사회복지학부 : https://www.scnu.ac.kr/welfare/main.do

1. 전공 개요
복지는 언제 어디서나 수많은 형태로 존재하며, 그림자처럼 항상 함께합니다. 사회복지를 배운다는 것은, 타인의
삶 뿐만 아니라 나의 삶의 질을 높이는 일에도 누구보다 앞장서는 것이며 인간의 본질을 꿰뚫어 보며 4차 산업
혁명시대에도 불변하는 진리는 습득하는 것입니다.

⦁소비자학트랙 : 소비자를 연구 대상으로 하는 학문으로 소비자의 역할, 사회·경제적 역할 및 제반문제에 대한
이해와 해결을 모색하는 학문 분야. 소비자 및 가계의 역할의 중요성을 인식하여 소득의 획득,
자원의 합리적 배분과 관리 및 사용에 관한 의사결정을 연구하고 이 과정에서 발생하는 소비자
문제의 해결방안을 모색함으로써 소비생활의 효율성 및 소비자의 복지증진을 목표로 사회제도와
교육정책에 기여하는 전문인을 양성

⦁사회복지학트랙 : 모든 국민들의 생활과 관련되어 있는 사회복지라는 사회현상 파악, 그 실천을 추구하는 사회
과학의 한 분야. 생활상의 여러 문제(빈곤, 장애, 질병, 차별 등)를 안고 있는 개인, 가족, 집
단 및 지역사회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전문적 개입을 위한 실천 기술을 습득하고 연습하
여 능력 있는 사회복지 서비스 전문인을 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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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주요 교과
∎기초 교과
소비자학트랙 필수

∎ 심화 교과
소비자학트랙 필수

사회복지학트랙 선택

- 소비자학의 기초 Ⅰ

- 소비자학의 기초 Ⅱ

- 아동복지

- 소비자분석및종합설계 1

- 소비자분석및종합설계 2

- 가족복지

선택

선택

- 국제사회복지

- 소비자경제학

- 생활속의소비통계

- 사회복지정책

- 현명한소비생활을위한의사결정방법

- 성공적인프리젠테이션

- 정신건강론

- 가정생활과진로

- 사회복지실천/실천기술론

- 사회복지학개론

- 4차산업혁명하에소비자정보관리

- 사회복지행정

- 인간행동과사회환경

- 소비자교육론

- 노인복지

- 재테크와 나의삶

- 청소년복지

- 행복해지는착한소비

- 지역사회복지론

- 소비자와 광고

- 장애인복지론

- 의복재료와 관리

- 실내디자인

- 사회복지 법제와 실천

- 영양학

- 소비자문제해결에필요한법과상식

- 학교사회복지론

- 가정교육론

- 소비자조사론

- 프로그램개발과평가

- 가정과교재연구 및 지도법

- 소비자상담 및 실습

- 교정복지론

- 가정교과논리 및 논술

- 가족학

- 사회복지조사론

- 소비자 서비스 마케팅

- 사례관리론

- 손해안보는보험들기와투자

- 사회보장론

- 소비자트랜드읽기

- 의료사회복지론

- 창업을위한 기초지식

- 정신건강사회복지론

- M-COMMERCE마케팅

- 산업복지론

- 소비자재무설계현장실습

- 사회복지현장실습

사회복지학트랙 선택

∎ 교직 교과
소비자학트랙

- 소비자상담현장실습 1·2
- 소비자재무상담 및 실습

3. 적성 및 흥미
다른 사람의 욕구와 행동에 적절히 대응할 수 있는 문제해결능력과 협상, 설득할 수 있는 능력이 필요하다. 인
간존중 및 사회정의에 대한 사명의식, 봉사정신이 필요하며 상대방에 대한 배려와 협동심, 원만한 대인관계를
유지시킬 수 있는 의사소통능력이 요구된다. 사회형과 탐구형의 흥미를 가진 사람에게 적합하며, 남에 대한 배
려, 사회성, 정직성 등의 성격을 가진 사람들에게 유리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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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진출분야
소비자학트랙
분야

직업명칭

직무개요

교사

가정과교사

학교내에서 가정과에 관련된 전반적인 업무 및 가정과목교육

가정과
2급정교사

소비자재무설계사

소비자의 장단기 재무목표에 따른 현금관리, 위험관리, 금융
및 부동산 투자 관리, 위험관리
금융 및 부동산 투자 관리, 신용관리, 노후설계 등 개인 재
무 전반에 걸친업무를 함으로써
소비자의 재정적 복지를 증진

소비자재무설
계사

소비자업무전문가

기업과 소비자 보호기관에서기본적인 소비자상담은 물론 소
비자관련정보의 수집과 관리,
소비자교육, 소비자트렌드 분석, 소비자조사업무를 함으로써
궁극적으로 해당기관과 소비자의 이익을 도모

소비자업무전
문가

금융

소비자업무

필수요건

필요 자격증

기획/ 마케팅
기업

-

리서치
소비자상담 부서
마케팅 리서치

기획/
마케팅

-

여론조사
광고

사회복지학트랙
분야

직업명칭

직무개요
지역사회복지관, 노인복지관, 장애인복지관, 방과후교실, 여성
회관, 주(야)보호센터, 자원봉사센터, 재가복지 등에서 다양한
문제해결을 도우며 사회자원을 활용하여 서비스 제공

이용기관

사회복지사

생활기관

사회복지사

노인요양기관, 아동생활기관, 모자복지기관, 장애인복지기관,
부랑민복지기관 등에서 다양한 문제해결을 도우며 사회자원을
활용하여 서비스 제공

사회복지사 2급

모금

사회복지사
(한국복지재단,
대한사회복지회,
아름다운재단,
사회복지공동모금회)

한국복지재단, 대한사회복지회, 아름다운재단, 사회복지공동모
금회 등에서 어려움에 처한 환경의 가정, 아동, 노인, 청소년
등 넓은 범위의 사람들에게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

사회복지사 2급

의료/
정신보건

의료사회복지사
정신보건사회복지사
(정신재활/요양,
자살예방센터,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
정신장애그룹홈센터)

사회사업

학교사회복지사
교정사회복지사
사회복지전담공무원

⦁환자와 가족의 심리적·환경적 문제에 대해, 또는 각종
사회자원을 활용할 수 있도록 도움
⦁의료기관, 정신보건센터, 복귀시설에서 환자의 치료,
재활과 사회복귀를 돕는 업무 수행

학교와 교도소, 공공기관에서 클라이언트를 위한 서비스를 제공

필수요건

필요 자격증

사회복지사 2급

사회복지사 1, 2급,
의료사회사업병원기관에
서 1000시간(약 1년)의
수련

사회복지사 2급,
공무원시험

5. 기타
⦁ 취득 가능 자격증
소비자학트랙 : 소비자 업무 전문가, 소비자 재무설계사, 가정과 2급정교사(교직)
사회복지학트랙 : 사회복지사2급, 사회복지사 1급시험 응시자격 부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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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기관/시설/단체 사회복지사
⦁진출분야 : 청소년복지, 여성복지, 가족복지, 아동복지, 장애인복지, 재가복지, 주(야)보호, 자원봉사, 모자복지,
부랑민복지, 노인복지, 지역사회복지, 국제사회복지, 산업사회복지, 방과후교실, NGO 분야 등
⦁주요 직무 : 사회복지사는 청소년, 노인, 여성, 가족, 장애인 등 다양한 사회적, 개인적 욕구를 가진 사람들의
문제에 대한 사정과 평가를 통해 문제 해결을 돕고 지원
⦁기업이 요구하는 취업 역량 : 사회복지사 1급, 2급 자격증 보유 및 봉사경험
⦁필요한 교육/훈련 : 소비자, 사회복지를 위한 기초과목 및 필수 교과목을 이수하여 전문성 증진
⦁관련 직업 : 사회복지직

2. 사회복지전담공무원
⦁진출분야 : 공무원
⦁주요 직무 :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등 사회복지 대상을 선정하고 이들에게 공적부조와 복지서비스를 제공
⦁기업이 요구하는 취업 역량 : 사회복지사 1급, 2급 자격증 보유
⦁필요한 교육/훈련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등 사회복지 대상에게 필요한 지식 및 행정처리업무

3. 의료 및 정신건강사회복지사
⦁진출분야 : 청소년, 여성, 가족, 아동, 장애인, 노인, 국제, 산업, NGO 분야 등
⦁주요 직무 : 의료 · 보건 기관 등에서 환자의 심리 · 사회적 가치 (생활상의 여러 문제)를 원조, 의료기관
이나 정신보건센터, 복귀시설에서 환자의 치료, 재활과 사회복귀를 돕기 위해 사정, 진단, 상담,
프로그램 개발, 기획, 실시, 평가, 지원, 교육 등의 업무를 수행
⦁기업이 요구하는 취업 역량 : 사회복지사 1급, 2급 자격증 보유, 봉사경험, 실습경험
⦁필요한 교육/훈련 : 의료 및 정신건강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 및 1000시간 이상의 수련, 관련 기관에서의
실습 경험
⦁관련 직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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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전공 개요
역사·고고학과는 과거 인류 역사에 대한 깊은 성찰과 재구성을 바탕으로 현재의 상황을 이해하고 더 나아가

미

래에 대한 방향을 예측하는 학문입니다. 한국사, 동양사, 서양사로 세분화되어 있으며 역사적 인신과 분석력, 한문
을 비롯한 외국어 소양을 함양할 수 있는 다양한 교과목이 개설되어 있습니다.

2. 주요 교과
∎ 기초 교과

∎ 심화 교과

- 고고학개론

- 고고학사

- 한국선사고고학

- 박물관학

- 고려시대사

- 고고학연구법

- 동양사학

- 서양현대사

- 한국구대사

- 고적답사

- 서양근대사

- 한국근대사

- 조선시대사

- 동남아시아사

- 한국현대사

- 서양미술사

- 기타 기초 교과

- 서양사
- 기타 심화 교과

3. 적성 및 흥미
- 인류 문명의 변천사를 비롯해 동서양 고금의 역사에 대해 지적 호기심이 많은 학생에게 적합
- 사료를 꾸준히 읽어갈 수 있는 인내력과 정치경제학, 철학 등 인접 학문에 대한 포괄적인 지식도 필요
- 사료와 사료 사이의 여러 상황을 생각하는 상상력이 풍부하면 좋으며, 더불어 논리력을 갖추면 유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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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진출분야
분야

직업명칭

직무개요

세부전공요건

유적발굴원

매장되어 있는 유적이나 유물에 대해 발굴·조
사하고 발굴 유물을 연구하는 업무

문화유적답사,
고고학연구법,
고고학실습

학예사

전시 기획, 소장품 수집 및 관리, 조사 및 연
구, 표육 프로그램 개발 등의 일을 수행하는
전문가

박물관학개론,
중요기록보관법,
행정고시
고고학연구법

기록물관리사

기록보관소, 자료실 등에서 역사적 사건이나
국가적으로 중요한 일 등을 후대에 남기기 위
해 중요한 문서, 기록물 및 제작물 등에 관한
자료를 수집, 보관하는 업무

중요기록물보관법,
문화재보관 기술

준사서,
정사서
(1·2등급)

문화재보존원

역사적·예술적 가치가 있는 건조물, 서적, 미
술품, 공예품, 조각품 등의 유형 문화재를 보
존·수리·복원하는 업무

중요기록물보관법,
문화재보관 기술

문화재
수리 기능사

미술품감정사

서화, 골동품 등의 고대, 근대, 현대 미술품의
진위 여부를 감정하고 시장적 가치를 평가

문화재감정평가,
고고학실습,
문화재연구법,
동·서양미술사

전시디자이너

박물관, 과학관, 미술관, 기업전시관, 기업시
연회, 순회 전시 등 대중을 상대로 전시하는
공간을 디자인하는 업무

문화재감정평가,
디자인학,
대중문화분석법,
스토리텔링

역사학연구원

선사시대부터 현대에 이르기까지 정치·경제·
사회·문화 등의 인간 활동을 주제로 조사·연
구하는 전문가

한국고대사,
한국현대사,
역사연구법

민속민족문화연구원

한국민족문화 전반에 관한 인문학, 사회과학
적 접근을 통하여 한국학 및 민족문화연구를
전문적으로 수행하는 연구원

한국문화사,
문화인류학

문화관광해설사

방문 목적이나 관심 분야, 연령층 등에 따른
다양한 관광객들에게 각 지역의 문화유적을
안내

문화유적답사,
스토리텔링,
관광학

이론·실기
교육 후
실무 수습

중등학교국사교사

중고등학교에서 국사 교과를 담당 지도(교과
지도, 학생 상담, 교육 평가)

교육대학원 진학 또는
교직이수 필요,
교직과목 이수

교원 자격

역사·고고학과교수

대학에서 해당 분야 전공과목을 강의하고 전
공 분야의 연구를 수행함

해당전공의
석박사 졸업

교재 및 교구개발자

우리나라 또는 세계의 역사를 가르치는 교재
의 관점, 내용 등을 구성하고 개발하는 업무

동양사, 서양사,
교과교육, 교육과정

출판물기획자

역사, 문화 관련 서적에 관한 편집 방향을 세
우고 출판물에 수록될 원고를 조정

마케팅, 기획,
한국사학개론,
미디어학, 출판기획

문화·공연·예술

연구·조사

관광·MICE

교육

출판

필요 자격증

컴퓨터 관련
자격증

5. 기타
역사·고고학과는 다양한 자료·유물을 바탕으로 인간과 사회 문제를 시간적 변화 속에서 분석한다는 점에서 모든
인문과학의 기초나 다름 없음. 학과 특성상, 문화유적 답사 및 유적 발굴 등 역사적 체험을 할 수도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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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학예사
⦁진출분야 : 박물관, 미술관 등
⦁주요 직무 : 박물관이나 미술간에서 관람객을 위해 전시를 기획하고 작품수집, 관리를 담당
⦁기업이 요구하는 취업 역량 : 창의력, 글쓰기, 물적자원 관리, 재정관리 등
⦁필요한 교육/훈련 : 학예사가 되기 위해서는 대학교나 대학원에서 고고학, 사학, 미술사학, 예술학, 민속학, 인류
학 등을 전공하는 것이 필요함. 박물관이나 미술관에서는 채용 시 관련 전공자료 응시자를
제한하는 경우도 있으며, 석사이상의 학력을 요구하기도 함. 이 외에 미술관에서 근무하는
큐레이터의 경우는 동양화, 서양화, 조각, 도예 등 미술 실기를 전공한 사람도 있음. 이 밖
에 대학에 큐레이터학과가 생기고, 예술대학원이나 미술대학원의 예술기획전공, 예술경영학
과, 박물관학과, 미술관학과, 문화관리학과 등이 개설되는 등 전문적인 지식을 교육받을 수
있는 곳이 많아졌음.

⦁관련 직업 : 문화재보존원, 아트컨설턴트, 기록물관리사 등
⦁정보 사이트 : 문화체육관광부 - 044)203-2000 / www.mcst.go.kr
국립중앙박물관 - 02)2077-9000 / www.museum.go.kr
국립현대미술관 - 02)2188-6000 / www.mmca.go.kr

2. 문화재보존원
⦁진출분야 : 문화재수리업체, 국공립박물관, 국공립미술관, 문화재청 등
⦁주요 직무 : 역사적·예술적으로 가치가 있는 건조물, 서적, 미술품, 공예품, 조각품등의 유형 문화재를
보존·수리·복원

⦁기업이 요구하는 취업 역량 : 정교한 동작, 장비 선정, 시력, 범주화, 기술 분석 등
⦁필요한 교육/훈련
- 전문대학 및 대학교에서 문화재보존학과, 문화재과, 고고학과, 미술학과, 고고미술사학과, 건축학과, 전통건축
학과 등을 졸업하면 유리함
- 고고학 및 미술사학과뿐 아니라 철학, 윤리학등 철학적인 지식이 필요할 수 있으므로 다양한 지식을 습득하
는 것이 필요함
- 학교의 부석연구소 또는 관련 업체에서 근무하여 경험을 쌓는 것이 일반적임. 문화재보존학과 등 관련 학과
가 전문대학 및 대학교에 개설되어 있어 이 분야의 졸업생들이 진출하고 있음

⦁관련 직업 : 문화재감정평가사, 학예사(큐레이터), 문화재분석원 등
⦁정보 사이트 : 문화체육관광부 - 044)203-2000 / www.mcst.go.kr
문화재청 - 02)1600-0064 / www.cha.go.kr
한국문화재보호재단 – 02)566-6300 / www.chf.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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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역사학연구원
⦁진출분야 : 대학교, 국사연구기관 등
⦁주요 직무 : 선사시대로부터 현대에 이르기까지 정치·경제·사회·문화 등의 인간 활동을 주제로 조사하고 연구
⦁기업이 요구하는 취업 역량 : 글쓰기, 범주화, 읽고 이해하기, 기억력, 학습전략 등
⦁필요한 교육/훈련 : 역사학 관련 분야 석사 이상의 학위가 필요, 정부출연연구소나 규모가 크고 연구 활동이 많
은 연구소에서는 대부분 석사나 박사 학위 소지자를 채용. 인문과학연구원은 인접 학문과
관계를 맺으며 폭넓은 연구를 해야하기 때문에 자신의 전공뿐 아니라 인접 학문의 관련 지
식을 쌓는 것이 중요. 연구원이라는 직업은 끊임없이 연구하고 자기의 전공 분야에 대해
깊이 공부해야 하기 때문에 단기간의 교육과 훈련으로 될 수 있는 직업이 아님. 항상 꾸준
한 자기계발과 관련 지식을 배우려고 하는 자세가 필요.

⦁관련 직업 : 철학연구원, 언어학연구원, 사회학연구원, 지리학연구원, 역사학연구원 등
⦁정보 사이트 : 개인·인문사회연구회 – 044)211-1000 / www.nrcs.re.kr
한국연구재단 – www.nfr.go.kr

04. 중등학교국사교사
⦁진출분야 : 공립 중등학교, 사립 중등학교 등
⦁주요 직무 : 중학교, 고등학교에서 학생에게 국사교과를 가르치고 생활을 지도하는 일을 담당
⦁기업이 요구하는 취업 역량 : 읽고 이해하기, 논리적 분석, 가르치기, 서비스 지향, 시간 관리 등
⦁필요한 교육/훈련
- 대학교의 사범계열 학과를 졸업하거나 비사범계열 학과에서 교직 과목을 이수하여 중등

학교 2급 정교사

자격을 취득해야 함. 비사범 계열 학과 졸업 후 교육대학원에 진학하여 석사 학위를 취득하여도 2급 정교사
자격을 취득 할 수 있음.
- 이밖에 교육학과 전공자가 국어국문학과, 영어영문학과 등을 부전공으로 이수하여 해당 교과목의 교사자격증
을 취득할 수도 있음.
- 2급 정교사 자격을 소지한 자가 3년 이상의 교육경력을 가지고 소정의 재교육을 받거나 2급 정교사 자격증
을 가지고 교육대학원 또는 교육부장관이 지정하는 대학원 교육과에서 석사 학위를 받은 자로서 1년 이상의
교육 경력이 있으면 1급 정교사 자격증을 취득할 수 있음

⦁관련 직업 : 국어교사, 수학교사, 사회교사, 과학교사, 학원강사 등.
⦁정보 사이트 : 교육부 – 02)6222-6060 / www.moe.go.kr
한국교육과정평가원 – 02)3704-3704 / www.kice.re.kr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 02)570-5500/ www.kfta.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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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 문화관광해설사
⦁진출분야 : 문화유산 시민단체, 시군구 자치단체, 관광전문회사, 관광호텔업체 등
⦁주요 직무 : 관광객들에게 우리의 문화유산이 올바르고 이해하기 쉽게 전달될 수 있도록 설명
⦁기업이 요구하는 취업 역량 : 서비스 지향, 판단과 의사결정, 설득, 재정관리, 수리력 등
⦁필요한 교육/훈련
-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관광공사는 관광진흥법 제48조의 6(문화관광해설사 양성
거, ‘경희사이버대학교’등 화관광해설사 양성교육과정을

교육과정 등의 인정)에 의

인증 인증 교육과정 100시간 이상의 이론과 실기

교육을 마치고, 3개월 이상의 실무 수습을 한 자에게 자격을 부여함

⦁관련 직업 : 관광통역안내원, 국내여행안내원, 국외여행인솔자 등
⦁정보 사이트 : 한국관광공사 – 033)738-3000 / www.visitkorea.or.kr
문화체육관광부 – 044)203-2000 / www.mcst.go.kr

⦁학과활동 및 프로그램 : 학술포럼, 발굴현장수업 및 문화유적지 발굴작업, 학술동아리
⦁자격증 : 한자능력검정시험, 한국사능력검정시험, 박물관학예사, 한국사지도사, 문화탐방지도사, 역사논술지도사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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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학과

게임시나리오작가
방송작가
소설가
시인
영화시나리오작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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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학연구원
기록물관리사
논술지도사
출판물기획전문가

방송기자
신문기자

1. 전공 개요
철학은 인간과 세계의 의미에 대해 총체적으로 사유함으로써 진리를 추구하는 학문이다. 철학은 우주, 자연, 사회,
인간 등 세계의 구조와 원리를 탐구대상으로 하여 선현들의 사상적 유산을 고찰하고 바람직한 인간상과 세계관을
모색하는 학문이기도 하다. 철학의 탐구 분야에는 존재의 의미를 묻는 존재론, 인간의 인식 및 이해가 어떻게
성립하는지를 분석하는 인식론, 좋음의 근거에 관해 성찰하는 가치론, 타당하고 건전한 추론을 연구하는 논리학
등이 있다. 널리 알려져 있듯이 철학은 인류 역사상 가장 오래된 학문으로서 근대 이후 대부분의 분과학문들이
철학으로부터 분기되어 나왔다. 그런 까닭에 철학은 모든 학문의 왕이라고도 불려왔다. 오늘날에도 철학은 전문가
들에 의해 활발하게 연구됨으로써 인류사회 발전에 기여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세계 주요 대학 및 초중등 교육
기관에서 학생들의 논리적 사고 및 이론적 안목을 기르기 위해 필수교과로서 가르치고 있다. 우리는 철학을 배움
으로써 논리적이고 비판적인 사고를 통해 오류와 편견을 깨뜨리는 데에서 나아가, 창조적인 물음을 통해 현대인의
삶에 요구되는 새로운 가치를 통찰할 수 있다.

2. 주요 교과
∎기초 교과

∎심화 교과

- 동양철학입문

- 인공지능의 철학

- 서양철학입문

- 예술과 기술의 철학적 문제들

- 동양철학사

- 과학철학

- 서양철학사

- 인식론

- 사회철학

- 제자백가강독

- 서양고중세철학

- 철학한문

- 역사속의 중국고대철학

- 중국철학강독

- 논리학

- 한국철학

- 감성철학

- 영미철학의 쟁점들

- 비판적 사고와 논술

- 윤리학

- 희랍철학

- 형이상학

- 유가철학

- 철학영어

- 도가철학

- 철학고전선독및논변연습

- 독불철학

- 불교철학
- 철학연구종합설계1,2
- 심리철학

3. 적성 및 흥미
- 편협하지 않은 유연한 사고 함양
- 논리적이고 합리적인 사고방식
- 한문, 영어 등 외국어에 소질이 있으면 도움
- 자연과학과 언어, 문학 등 다양한 영역에 대한 관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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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진출분야
분야

직업명칭

철학연구원

직무개요

필수요건

인간의 행위, 생각, 지식, 가치관, 규범, 종

철학 관련한

교, 예술 등 인간과 사회에 대한 다양한 문

석사 이상의

제 및 근원을 논리적으로 분석하고 연구한다.

학위

교육·연구

논술지도사

시인

소설가

인문사회계열학원에서 수강생들에게 논술을
가르친다.

자신의 생각과 느낌을 함축적인 시어로 표현
한다.

등장인물, 사건, 배경 등을 구상하고 주제를
결정하여 일정형식의 소설을 저술한다.
영화를 제작하기 위하여 창작글을 쓰거나 문

영화시나리오작가

학작품의 내용을 각색하여 시나리오(대본)를
쓴다.

방송작가

방송프로그램(드라마 또는 비드라마)을 제작을 위
한 대본을 작성한다.
국내·외에서 발생한 주요 사건, 사고 및 정

문화·예술·방송

신문기자

보를 신문으로 제공하기 위하여 취재하고 기
사를 작성·편집한다.
TV방송 혹은 라디오에 실을 정보를 수집하거

방송기자

나 사회, 경제, 정치 등에서 발생하는 사건사
고를 취재하여 기사를 작성하고 편집한다.

문화예술평론가

문학작품이나 미술, 음악 등 문화예술 작품에
대해 가치를 평가하고 평론을 작성한다.
요구에 맞는 주제와 내용에 따라 출판물을

출판물 기획자

기획하거나 편집 방향을 세우고 출판물에 수
록될 원고를 조정한다.

출판물 편집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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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 학습지, 교과서, 단행본, 사보, 잡지 등
의 출판물에 수록될 원고를 편집·조정한다.

4년제 대학교
졸업 이상

4년제 대학교
졸업 이상

필요 자격증

1. 철학연구원
⦁진출분야 : 사기업, 공기업 등
⦁주요 직무 : 인간의 행위, 생각, 지식, 가치관, 규범, 종교, 예술 등 인간과 사회에 대한 다양한 문제 및 근원을
논리적으로 분석하고 연구한다.

⦁기업이 요구하는 취업 역량 : 글쓰기, 의사소통 능력 등
⦁필요한 교육/훈련 : 철학 관련 석사 이상의 학위, 인문학 관련 지식
⦁관련 직업 : 역사학 연구원, 인문과학 연구원
⦁정보 사이트 : 워크넷(www.work.go.kr)

2. 논술지도사
⦁진출분야 : 사기업, 공기업 등
⦁주요 직무 : 인문사회계열학원에서 수강생들에게 논술을 가르친다.
⦁기업이 요구하는 취업 역량 : 글쓰기, 의사소통 능력 등
⦁필요한 교육/훈련 : 인문학 관련 지식
⦁관련 직업 : 인문학 관련 강사
⦁정보 사이트 : 워크넷(www.work.go.kr)

3. 신문기자
⦁진출분야 : 신문사
⦁주요 직무 : 국내·외에서 발생한 주요 사건, 사고 및 정보를 신문으로 제공하기 위하여 취재하고 기사를
작성·편집한다.

⦁기업이 요구하는 취업 역량 : 글쓰기, 의사소통 능력 등
⦁필요한 교육/훈련 : 글쓰기 능력, 편집 능력
⦁관련 직업 : 방송기자, 시나리오 작가
⦁정보 사이트 : 워크넷(www.work.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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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출판물 기획가
⦁진출분야 : 출판사 등
⦁주요 직무 : 요구에 맞는 주제와 내용에 따라 출판물을 기획하거나 편집방향을 세우고 출판물에 수록될 원고를
조정한다.

⦁기업이 요구하는 취업 역량 : 글쓰기, 의사소통 능력 등
⦁필요한 교육/훈련 : 글쓰기 능력, 편집 능력
⦁관련 직업 : 출판물 편집자
⦁정보 사이트 : 워크넷(www.work.go.kr)

5. 출판물 편집자
⦁진출분야 : 출판사 등
⦁주요 직무 : 요구에 맞는 주제와 내용에 따라 출판물을 기획하거나 편집 방향을 세우고 출판물에 수록될 원고를
조정한다.

⦁기업이 요구하는 취업 역량 : 글쓰기, 의사소통 능력 등
⦁필요한 교육/훈련 : 글쓰기 능력, 편집 능력
⦁관련 직업 : 출판물 편집자
⦁정보 사이트 : 워크넷(www.work.go.kr)

6. 기타 직업
⦁대학교수, 철학상담사, 교육콘텐츠 제작자, 대학부설연구소 연구원, 국책연구기관 연구원, 등

1. 학과 활동 및 프로그램
⦁철인의 날, 철학광장, 철학인의 글, 졸업논문발표회

2. 자격증 종류
⦁논술지도사, 독서지도사, 철학상담사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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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전공 개요
중국은 우리나라와 지리적으로 인접해 있을 뿐 아니라 정치, 문화, 사회 등 모든 면에서 매우 밀접한 관계를 유지
해 왔습니다. 중국어는 세계에서 가장 많은 사람들이 사용하는 언어로, 최근 세계무대에서 중국의 위상이 높아짐에
따라 국내에서도 중국어를 배우려는 사람들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중국어문학과에서는 중국어 청취와 회화, 독해,
작문 등 중국어에 대한 체계적인 공부와 함께 중국의 문학을 연구하여 중국의 오랜 역사와 문화에 대해 탐구합니
다.

2. 주요 교과
∎기초 교과

∎심화 교과

- 중국어입문

- 중국지역의 이해

- 대학한문

- 한문강독

- 기초중국어

- 중국문학개론
- 초급중국어
- 초급중국어회화
- 중국어청취연습
- 중국어학개론
- 중국고대문학사
- 기초중국어작문
- 중국어법
- 중급중국어
- 중급중국어회화
- 시사중국어
- 중국근대문학사
- 실용중국어작문
- 중국산문
- 중국소설의 이해
- 고급중국어,
- 급중국어회화
- 중국문자학
- 중국현대문학특강
- 스크린중국어
- 고급중국어
- 비즈니스중국어
- 중국고전시가감상
- 중국어번역연습

3. 적성 및 흥미
- 지속적인 연구와 노력을 할 수 있는 끈기가 필요.
- 동양문화에 관심이 있고 중국의 역사에 대한 애정과 호기심
- 수많은 한자로 이루어져 인내심을 가지고 공부하는 자세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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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진출분야
분야

무역
·해외
영업

직업명칭

직무개요

필수요건

필요
자격증

해외영업원

해외로 상품을 판매하는 데 필요한 홍보 및
제반 사무를 수행하거나 상품을 수입해서
판매하는 데 필요한 제반 사무 수행

중국어회화,
현대중국사회의이해중국문화,통역실
습,무역중국어

관련자격증

대외제휴협력사무원

소속 기관의 해외 활동과 연관하여 제휴협
력업체를 물색하고 원활한 해외 활동이 가
능하도록 지원

중국어회화,영어회화,동시통역,커뮤
니케이션학,해외영업전략

관련자격증

해외무역관

수출입 통관절차를 이행하거나 화주 또는
납세의무자를 대리하여 관세법상 관련된 행
정업무 처리

중국어회화,경제학원론,현대경제와
국제무역,소비자와
시장경제,국제무역비즈니스

관련자격증

무역사무원

무역절차의 흐름을 파악하여 수출입 거래에
관한 자료나 정보를 정리하고 계약상 필요
한 서류 등을 작성하며 거래에 필요한 데이
터나 정보 정리

중국어회화,무역학,무역중국어,
통역실습,번역실습

관련자격증

글로벌소싱전문가

기업의 구매활동 범위를 범세계적 시야로
확대, 외부조달 비용의 절감을 시도하는 구
매전략 등 컨설팅

무역금융사무원

은행에서 기업고객의 기업금융 거래와 연관
된 외환거래 및 기업의 영업활동에 수반되
는 외환거래 업무

물류관리사

복합운송주선인
국제통상전문가

자재구매사무원
중국어학원강사
중등학교중국어교사

중고등학교에서 중국어 교과를 가르치고 학
생들의 생활을 지도

어린이중국어지도사

유아 및 어린이를 대상으로 중국어학습지도

어학원현지
코디네이터
유학상담자
교육
한국문화강사
중어중문학과교수
사이버학습지교사

유통·
마케팅
·홍보

물류관리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을 가지고
원자재의 조달에서부터 물품의 생산, 보관,
포장, 가공, 유통에 이르기까지 물류가 이
동되는 전체영역 관리
화주의 대리인으로서 적절한 운송수단을 선택
하여 운송에 따르는 일체의 부대업무 처리
무역 계약, 결제 및 관련 법 규정 등에 대
한 지식, 외국어 능력과 무역 실무능력을
바탕으로 무역관련 업무 수행
제품의 생산에 소요되는 자재를 확보하기
위하여 구매정보를 파악하여 구매계획을 세
우고 자재 구매
중국어 검정시험을 위한 교육, 학습컨설팅
및 관리

거래 및 협상,
금융학개론국제금융학, 소싱업무의
이해,공급관계관리
중국어회화,국제무역의기초,무역금
융 이해,통관절차의 이해,무역용어
이해

관련자격증

관련자격증

물류관리사자격증,
비즈니스 중국어, 무역중국어

관련자격증

중국어회화,무역학,비즈니스중국어,
실용중국어

관련자격증

국제정치경제, 외교사,국제관계,
중국어회화,무역중국어

관련자격증

중국어회화,무역학기초,무역통상법
규,구매관리,자재관리,해외조달

관련자격증

HSK
성적,중국어회화,통역실습,번역실습
중국어회화, 중국어작문,
중국사회와문화
중국어교과교육론,
중국어문법,중국어회화

관련자격증
관련자격증
관련자격증

현지 어학원에서 학생들의 적응 도움

중국어회화,중국사회와 문화

관련자격증

중국의 문화, 법, 기타 제도 등에 대한 이
해를 바탕으로 유학을 원하는 사람들에게
적합한 정보를 제공하고 안내
다문화센터나 한국 문화센터 등에서 이주여
성 및 다문화가정 어린이들, 또는 한국을
찾은 외국인들에게 한국 문화 소개 및 교육
대학에서 해당분야 전공과목을 강의하고 전
공분야의 연구 수행
인터넷학습사이트 등에서 학생 회원들에게
교과 강의 외에 효과적인 학습을 하도록
상담·지도·관리

중국어회화, 공인어학성적,
해당 국가 어학연수 경험

관련자격증

중국어회화, 한국 문화사, 어중문학

관련자격증

중어중문학 석박사 졸업

관련자격증

중국어회화, 중국어문법,
교육공학, 이러닝, LMS, 튜터링

관련자격증

한국어강사

중국인을 대상으로 한국어 교육

매체관리자

광고를 수용자에게 효율적으로 전달하기 위
하여 각종 매체전략(Media Plan)을 수립하
고 국내외의 매체정보 수집·분석

방송마케팅디렉터

방송콘텐츠를 해외 방송사 및 배급사에 수
출하고 계약 체결

한국어교원 양성과정 →
한국어교육능력 검정시험,
중국어회화,통역실습
매체기획, 광고학개론, 마케팅개론,
브랜드전략, 커뮤니케이션개론,
광고와 심리학
중국어회화,콘텐츠마케팅,
콘텐츠분석,콘텐츠저작권의이해,
콘텐츠 제작실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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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야

유통·
마케팅
·홍보

공공·
행정

언론·
방송

금융

172

직업명칭

직무개요

필수요건

필요
자격증

고객서비스
관리자

CS기획, 고객응대, 고객감동 등을 극대화 하
기 위한 업무 수행

CS기초,CS전략,
고객관리실무,현대중국사회의
이해,중국문화, 비지니스 중국어,
중국어 회화

관련자격증

유통관리사

유통업체의 전문화, 대형화 및 국내유통 시장
개방에 따른 소비자와 생산자 간 커뮤니
케이션, 소비자동향파악

중국어회화,유통경영,물류경영,
상권분석,유통마케팅,유통정보, 판매
및 고객관리

관련자격증

온라인마켓팅
전문가

온라인마켓에서 상품을 소비자에게 유통시키
기 위한 기획 담당

중국어회화, 온라인 마케팅,
경영학,멀티미디어

관련자격증

상품기획
전문가

신상품의 기회발굴 및 아이디어 개발, 콘셉트
의 개발, 시제품개발 등 상품기획

중국어회화,중화권사회와
문화,산업공학개론,공급사슬경영,최적화
이론,제품개발,예측방법론

관련자격증

광고기획자

TV, 신문, 잡지, 라디오, 포털사이트 등에서 한
편의 광고를 만들기 위해 광고계약 체결부터
제작 완성까지 광고제작의 모든 과정 담당

광고학개론,광고조사,광고기획,광고크리
에이티브,카피라이팅

관련자격증

디지털마케터

SNS 등의 디지털 기반의 채널을 활용하여
‘제품/서비스의 개발전략’, ‘가격전략’,‘유통전
략’, ‘판촉전략’ 등 마케팅 전략을 세우고 실
행계획 수립

디지털마케팅,빅데이터마케팅,
마케팅원론,고객관리,경영통계학,
소비자경제론

관련자격증

퍼스널쇼퍼

고객의 직업, 나 이, 체형, 구매성향, 스타일,
경제수준 등을 종합적으로 파악하여 고객에
게 가장 적합한 상품 추천

중국어회화,의상디자인학,
스타일리스트

관련자격증

외교관

외국과의 우호관계를 증진하며, 재외국민을
보호·육성

5등급 외교관공채시험 →
국립외교원 1년교육 3등급
외교관공채시험

관련자격증

국제공무원

중국의 정서를 정확히 파악하여 해당 국제기
구의 설립목적에 맞게 문제 해결

중국어회화,영어회화,경제학원론,미시경
제학,거시경제학,국제정치학

관련자격증

출입국심사관

비자 및 여권 등을 확인하여 출국 및 입국허
가

중국어회화,한국사,행정법총록,국제법개
론,행정학개론

관련자격증

해외공보관

한국 정부의 정책, 정상외교, 국제협력 등을
홍보하고 지원

역사학, 문화재
→공무원시험,시사중국어,번역실습

관련자격증

아나운서

라디오·T V방송국에 속하여 뉴스 등을 고지
및 전달

중국어회화,토익 스피킹/오픽 취득

관련자격증

신문기자

국내·국외에서 발생한 주요 사건, 사고 및
정보를 신문으로 보도하기 위해 취재

중국어회화,커뮤니케이션학개론,신문원
론,한국언론사,취재보도론,매스컴문장론

관련자격증

방송리포터

라디오, TV, 케이블, 인터넷 방송에서 뉴스
를 보도하거나 오락, 교양, 시사, 음악 프로
그램의 방송 내용 소개

중국어회화,커뮤니케이션학개론,신문원
론,한국언론사,취재보도론,매스컴문장론

관련자격증

자막제작자

국내 혹은 중화권에서 제작된 영화, 드라마,
애니메이션 등의 대사를 해당 언어로 번역
하여 영상물에 자막 삽입

중국문화의 이해,통번역대학원

관련자격증

칼럼니스트

신문지상에 사설 이외의 특정란을 담당하여
정기적·계속적으로 중국에 관하여 집필

현대중국사회의 이해,중국문화,
중국문학과 인문지리

관련자격증

방송프로듀서

방송국의 방송프로그램기획자로 작품의 선정,
인력관리, 예산 통제 총괄

시사중국어,통역실습,번역실습,
신문방송학

관련자격증

캐스팅디렉터

오디션 등을 통하여 신인배우나 모델 등 엔
터테인먼트 종사자를 캐스팅

중국어회화,현대중국사회의이해,엔터테
인먼트,연극영화,연기,인적자원관리

관련자격증

국제투자사무
관리자

국제 투·융자 업무, 외환딜링(국제외환 시장
에서의 은행 간 거래) 및 외화자금관리,해외
점포 경영지원 업무 등 총괄

중국어회화,경제학개론,재무관리,
국제금융론,재무분석,기업금융론

관련자격증

외환딜러

외환시장의 추이를 분석하고, 외환의 현물 및
선물을 매매

중국어회화,
경영학,무역중국어,중국경제학

관련자격증

국립순천대학교 진로취업로드맵

분야

직업명칭
국제금융사무원

재테크플래너
금융
부동산중개인

투자분석가
문학평론가
한류마케팅전문가
문화·공연
·예술

다문화·외
국인지원

공연기획자

애니메이션 제작에 필요한 콘티, 전반적인
작업과 촬영, 편집 등 애니메이션 제작에
참여

다문화가정방문교
사

외국인 부모의 영향으로 언어 발달에
장애를 겪는 다문화가정 자녀에게 언어
발달 및 학교생활 적응을 위한 서비스 제공

다문화언어지도사

의사소통 문제를 가진 다문화가정 자녀의
상태를 평가해 적절한 지원 및 교육 제공
다문화 가정의 자녀가 국내에서 안정적인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교육 프로그램을 소
개하고 지원
특정 언어로 쓰여진 문서, 보고서 또는 전
문서적 등을 다른 언어로 옮기는 작업을 전
문적으로 수행

필수요건

필요
자격증

중국어회화, 경영학,
중국경제학, 무역중국어

관련자격증

중국어회화, 중국인문지리,
자산관리사(FP)자격증,재무,금융
상품기초

관련자격증

중국어회화, 부동산학, 세무학

관련자격증

재무분석론, 증권법규의
이해,가치평가론(주식,채권,
파생상품의 평가 및 분석
중국현대문학, 중국소설,
중국산문강독
중국어회화, 중국문화와
예술,마케팅, 기획
중국어회화,중국의공연예술,중국
문화, 마케팅
중국문학과영상문화,애니메이션
의기초, 인체 드로잉,
캐릭터디자인,
애니메이션 제작기법
중국어회화,한국어,보육학,유아
교육학,
사회복지학
중국문화의이해,심리학개론,언어
병리학개론,화법지도,언어치료관
찰실습
중국문화의이해,생애발달과교육,
교육문제연구론,교육심리학,
다문화교육론, 교육사회학

관련자격증
관련자격증
관련자격증
관련자격증

관련자격증

관련자격증

관련자격증

관련자격증

중국어문법, 중국어작문,
번역실습,작문실습

관련자격증

통역사

다국적 기업이나 외국인을 상대로 하는 직종
에서 한 언어를 상대언어로 바꾸어 전달하여
원활한 소통지원, 국제회의와 국제석상에서
한 언어를 상대 언어로 바꾸어 전달함으로써
사람들 간의 원활한 의사소통 지원

중국어회화,통번역대학원

관련자격증

테크라이터

기술 관련 제품의 사용 설명서, 도움말 등
을 제작

번역능력인정 1~3급 취득

관련자격증

번역가

탑승수속사무원
면세상품사무원
관광
·MICE

중국 투·융자 업무,외환딜링(국제외환시장에
서의 은행간 거래) 및 외화자금관리, 해외
점포 경영지원 업무 등 총괄
중국에서 합리적 세금납부를 통한 세테크와
부동산 투자를 통한 땅테크 상담을 포함하
여 개인의 자산을 재테크 관점에서 종합적
으로 관리
중국인을 대상으로 부동산매매 쌍방을 대리
하여 부동산의 매매 및 임대·교환을 알선·
중개
국내외 금융시장 정보를 수집·분석·예측하
여 소속 금융사 또는 일반 투자자에게 투자
자문 제공
문학작품의 예술적 가치를 평가하고 방송
또는 출판을 위한 평론 작성
한국의 영화·방송·음악·패션 등을 해외에
소개 및 판매하기 위하여 마케팅·광고 등
수행
중국 대상 공연작품의 유치에서, 홍보 및
마케팅까지 일련의 과정 기획

애니메이터

다문화코디네이터

번역·통역

직무개요

선박객실승무원
여행사무원
문화관광해설사

공항에서 출국 예정인 승객의 신분을 확인
하고 탑승권 교부
면세구역에서 고객에게 의류, 화장품, 가방,
주류 등의 상품 판매
선박에서 여객이 안전하고 편안한 여행을
할 수 있도록 각종 편의를 도모하며, 승객
의 요구사항 처리
고객에게 여행상품을 추천 및 판매하고, 여
행일정 계획
방문 목적이나 관심분야, 연령층 등에 따른
다양한 관광객들에게 각 지역의 문화유적
안내

영어회화,프랑스어회화,
여행사카운터업무
중국어회화,무역중국어,
실용중국어,통역실습
영어회화,중국어회화,문화관광,
관광산업의이해,서비스매너,서비
스경영전략
중국생활과
문화,중국어회화,여행사무
중국어회화,
관광연구조사 방법,관광지리학

SUNCHON NATIONAL UNIVERSITY

관련자격증
관련자격증
관련자격증
관련자격증
관련자격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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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야

직업명칭

직무개요

필수요건

필요
자격증

관광가이드

국내/해외 여행을 하는 관광객들을 대상으
로 명승지나 고적지를 안내 및 소개하고 여
행에 필요한 각종 서비스 제공

여행안내사자격증,제2외국어관
련자격증,한국사

관련자격증

여행상품개발자

특정지역의 여행상품을 기획·개발하고 고객
을 위하여 여행계획을 세우며, 단체관광 여
행 구상

중국어회화,중국인문지리,
관광학개론,관광마케팅,
이벤트플래닝

관련자격증

의료관광코디네이터

해외환자의 의료시술과 더불어 시술 분야에
맞는 적절한 관광 서비스 제공

중국어회화,
보건의료,관광 및마케팅개론,
의료관광마케팅의 이해

관련자격증

호텔 프론트 데스크에서 고객응접

중국어회화,
영어회화,호텔프론트객실무,
호텔관광서비스론

관련자격증

중국문학과
인문지리,중국지리,관광학

관련자격증

국제회의기획자

각종 회의 및 전시회 등 국제회의 관련업무
의 효과적인 운영·관리를 위하여 행사
기획·진행 및 홍보

마케팅,기획,
중국어회화,컨벤션산업론,호텔
및관광실무론,컨벤션영어,컨벤
션실무

관련자격증

호텔 및 콘도
접객원

호텔 고객을 영접·보좌하고 객실 고객이 필
요로 하는 서비스 제공

중국어회화,
영어회화,호텔프론트객실실무,
호텔관광서비스론

관련자격증

호텔고객
서비스강사

호텔 생활레저 부문직으로, 호텔내 재직자
들을 대상으로 CS교육

서비스매너,호텔관광서비스론

관련자격증

호텔귀빈층관리자

호텔 귀빈 층 투숙객을 대상으로 부대시설
및 식음료 등의 각종 서비스 제공

중국어회화,
영어회화,호텔식음료관리론,
호텔관광서비스론,서비스매너

관련자격증

호텔면세영업관리자

호텔 면세점에 입점한 브랜드의 전체적인
영업과 운영관리

브랜드 관리,마케팅기초

관련자격증

호텔비즈니스센터비
서

호텔에서 고객의 비즈니스와 관련된 비서업
무, 팩스, 우편 업무 수행

중국어회화,영어회화,
호텔관광서비스론

관련자격증

카지노딜러

카지노 영업장에서 고객을 상대로 테이블게
임 진행

중국어회화,카지노딜러
교육과정 이수

관련자격증

VIP고객관리자

VIP(Very Important Person, 우량고객)
동선관리, 의전 대응, 고급정보제공, 가이드
등 호텔의 VIP관리 전담

중국어회화,
영어회화,호텔관광서비스,호텔
프론트객실실무,호텔경영학,서
비스매너

관련자격증

호텔레비뉴매니저

객실 점유율과 객실 단가를 놓고 매출극대
화를 위한 최적의 조합 도출

호텔레스토랑사업경영론,
호텔소비자행동론,관광상품기획
론,마케팅

관련자격증

호텔지배인

호텔총지배인, 객실지배인, 식음료부지배인,
연회부지배인 등 각 부서의 장으로서 부서
총괄

중국어회화,호텔관광서비스론,
호텔경영론

관련자격증

중국어연구원

중국어나 중국어 사용 문화권의 구조, 변
천, 발달에 관련된 연구 수행

중국어회화,중국어문법,
중국문화,중국고전의
현대적가치,중국인문지리

관련자격증

시장조사연구원

중국 시장에 대한 각종 조사 연구 등을 실
시 하고 분석 및 조언

중국어회화,
현대중국사회의이해,
마케팅,무역중국어

관련자격증

중화권사회와 문화,국제기구,
다국적기업의정치경제,
국제정치경제

관련자격증

호텔프론트사무원

로케이션헌터

관광·MICE

연구·조사

대외경제정책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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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 드라마, 영화 등의 제작을 위해 촬영
현장을 방문하여 건물이나 장소 섭외

대외경제정책 수립을 위한 무역통 상,
국제금융협력, 국제투자, 해외지역경제
등을 조사, 분석하고 연구

분야

작가·
시나
리오

직업명칭

직무개요

필수요건

필요 자격증

노벨라이즈작가

영화, 드라마, 게임, 애니메이션 등 다른
영역의 콘텐츠를 소설의 형태로 바꾸어
기술하거나 창작

콘텐츠트렌드,중국어작문,

관련자격증

동화작가

동화를 집필하여 각종 문예지와 잡지, 신
문 등에 발표하거나 책으로 엮어 출판

중국고전문학,중국현대소설

관련자격증

교재 및 교구개발자

교육교재 및 교구제조회사 등에서 주로
학생들의 중국어학습에 유용한 교재나 교
구 개발

중국어교재연구및 지도법,
중국어교과논리및 논술

관련자격증

e-book출판디자이너

e-book으로 제작하고자 하는 인쇄물의
내용 및 고객의 요구를 파악하여 표지 및
본문을 구성하고 디자인

중국어문법,
출판학,편집디자인,전자출판,
입체디자인,북커버디자인

관련자격증

인력교류사무원

국내 및 외국기업에서 원하는 인재를 선
정하여 소개

중국어회화,중국문화의 이해

관련자격증

한·중인력헤드헌터

한중간 고급인력을 필요로 하는 업체에
원하는 인력의 선정에서부터 알선까지 적
정인력 소개

중국어회화,
중국문화의 이해,인사관리

관련자격증

저작권관리자

국가와 국가 사이에서 출판물 저작권 거
래가 이루어지도록 중개

경영학,특허법,중국어회화

관련자격증

법률사무보조원

해당국의 법률을 검토하여 법률 문서를
문맥에 맞 게 번 역하고, 외 국어 계 약
서의 작성

중국어회화,중국어문법,
중국문화의 이해

관련자격증

항공승무원

탑승객이 목적지까지 안전하고 쾌적하게
이동할 수 있도록 기내에서 각종 서비스
제공

중국어회화,
항공객실업무개론,
관광학개론,항공실무영어

관련자격증

캐릭터디자이너

캐릭터의 상품화를 위하여 시장분석을 통
해 대상을 선정하고, 상품화를 위한 디자
인 작 업 수행

중국어회화,애니메이션의
기초,캐릭터디자인,애니메이
션제작기법,극화 창작

관련자격증

패키지디자이너

화장품, 음식료품 등의 포장용기, 포장지,
포장상자 등을 기능성과 심미성을 살려
디자인 작업수행

비주얼아이데이션,디자인
리서치,디자인 전략수립,
패키지디자인

관련자격증

전문비서

경영진의 업무 수행을 보조하고 일정 관리

중국어회화,
경영학,기업회계,비서실무,
컴퓨터활용능력

관련자격증

출판

경영·
기획·
인사

법률

항공

디자인

사무

5. 기타
⦁학과졸업시 HSK5급 자격증 취득(학과졸업요건)
⦁학과내 여러행사 참여기회 풍부 (평천하,어학캠프, 중국인 유학생들과의 교류프로그램 등)
⦁졸업후 여러곳으로 취업한 선배들의 취업특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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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해외무역관 (유사명칭 : 국제무역관, 국제무역사)
⦁진출분야 : 사기업, 공기업 등
⦁주요 직무
- 무역사절단 지원, 방한바이어 발굴 등 해당 국가에 우리나라 기업이 진출할 수 있도록 시장 개척 사업 기획
및 진행
- 상품정보, 경제/산업동향, 주요이슈 등 수출과 직결될 수 있는 생생한 현장 정보의 지속적인 조사 및 자료 발
간 수행
- 국가정보, 상품DB 등 해당국으로의 수출을 위한 기본 정보의 정기 조사
- 수출을 위한 기본 정보의 조사 데이터 업데이트 수행

⦁기업이 요구하는 취업 역량
- 성격 : 사회성, 성취, 노력, 신뢰성, 꼼꼼함, 인내
- 흥미 : 관습형, 진취형
- 가치관 : 신체활동, 경제적보상, 인정, 타인에대한 영향, 자율
- 업무수행능력 : 재정관리, 기억력, 전산, 설득, 물적자원관리
- 지식 : 영어, 사무, 경영, 행정, 경제, 회계, 국어

⦁필요한 교육/훈련 : 해외무역관이 되기 위해서는 대학교의 경영, 경제, 무역 관련 학과를 전공하거나 외국어능력
이 요구되므로 외국어학과를 전공하면 유리함. 특성화고등학교(상업정보계열)에서 무역, 유통,
회계 관련 교육을 받으면 업무에 도움이 될 수 있음. 무역서류는 영어로 작성되므로 기본적
인 영어실력은 필수임. 업무와 관련하여 컴퓨터를 잘 다루어야 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컴퓨터
활용에 관련된 자격증 보유는 우대받음

⦁관련 직업 : 자재관리사무원 등
⦁정보 사이트 :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 1600-7119 | www.kotra.or.kr
한국무역협회 | 1566-5114 | http://www.kita.net

2. 중등학교 중국어교사 (유사명칭 : 교사)
⦁진출분야 : 공립중등학교, 사립 중등학교 등
⦁주요 직무
- 학급 경영을 비롯한 전학, 입학, 출석사항 등의 학사업무를 수행하며 학생들의 학교생활 전반 관리
- 학교의 교육계획과 수업일수 등을 고려하여 자신이 전담하는 과목의 학습안을 설계하고 교과서 외에 시청각자
료 등 다양한 교구 및 교재를 활용하여 수업
- 교과내용에 대한 과제를 학생들에게 제시하기도 하며 학생들의 수업 중 질문에 답변하고 활발한 수업이 이루
어질 수 있도록 분위기 유도
- 시험을 출제하고 학생의 성적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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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이 요구하는 취업 역량
- 성격 : 리더쉽, 성취, 노력, 분석적 사고, 인내, 사회성
- 흥미 : 현실형, 사회형
- 가치관 : 타인에 대한 영향, 성취, 인정, 이타, 고용 안정
- 업무수행능력 : 가르치기, 읽고 이해하기, 논리적 분석, 서비스지향, 시간관리
- 지식 : 중국어, 국어, 영어, 수학, 물리, 역사

⦁필요한 교육/훈련 : 중등학교 중국어교사가 되기 위해서는 대학교의 사범계열 학과를 졸업하거나 비사범 계열 학과에
서 교직 과목을 이수하여 중등학교 2급 정교사 자격을 취득해야 함. 이밖에 교육학과 전공자가
중어중문학과를 부전공으로 이수하여 해당 교과목의 교사자격증을 취득할 수도 있음. 또한, 2급
정교사 자격을 소지한 자가 3년 이상의 교육경력을 가지고 소정의 재교육을 받거나 2급 정교사
자격증을 가지고 교육대학원 또는 교육부장관이 지정하는 대학원 교육과에서 석사 학위를 받은 자
로서 1년 이상의 교육경력이 있으면 1급 정교사 자격증을 취득할 수 있음

⦁관련 직업 : 학원강사 등
⦁정보 사이트 : 교육부 | (02)6222-6060 | www.moe.go.kr
한국교육과정평가원 | (02)3704-3704 | www.kice.re.kr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 (02)570-5500 | www.kfta.or.kr

3. 출입국 심사관 (유사명칭 : 국가,지방행정사무원)
⦁진출분야 : 공항, 세관 등
⦁주요 직무
- MRP(Machine Readable Passport 여권인식기)를 이용하여 입·출국하는 내·외국인들의

신분 및 여권이

이상이 없는지 확인
- 항공기가 도착하기 전에 항공사로부터 탑승객의 인적사항 등 관련정보를 미리 받아 분석한 후 입국심사를 함
- 위조 및 변조된 여권이나 비자 등을 감식하고 출국금지 및 입국금지자, 의심되는 승객

등을 심사실로 이동시

켜 입국 목적 및 과거행적 등을 조사하여 재심사
- 출입국 통과 여객을 모니터링하여 통계를 작성하고 여권 및 사증의 위·변조 수법을 연구하거나 위·변조 혐의
자의 동향 파악

⦁기업이 요구하는 취업 역량
- 성격 : 리더쉽, 분석적 사고, 스트레스 감내성, 협조, 혁신
- 흥미 : 진취형, 사회형
- 가치관 : 이타, 고용안정, 애국, 신체활동, 개인지향
- 업무수행능력 : 시력, 선택적집중력, 기억력, 반응시간, 속도, 서비스지향
- 지식 : 통신, 역사, 화학, 영어, 철학, 신학

⦁필요한 교육/훈련 : 공항이나 출입국 사무소에서 국ㆍ내외국인의 출국심사와 입국심사 업무(여권검사 등),비자발
급, 외국인체류심사, 국적취득에 대한 업무, 재외동포업무, 난민인정업무, 출입국사법처리, 제
증명발급 등의 업무를 수행하려면 법무부의 공무원이 되어야 함. 일반적으로 9급, 7급 국가
직 공무원 시험을 통해 진입할 수 있음. 특정 언어를 잘하는 사람(중국어, 태국어, 몽골어
등)이나 무술 유단자를 특별 채용하기도 함

⦁관련 직업 : 회계사무원, 경리사무원, 인사 및 노무 사무원, 자재관리사무원, 생산관리사무원, 총무사무원 등
⦁정보 사이트 : 출입국정책본부 | http://www.ses.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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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면세상품 판매원 (유사명칭 : 면세점판매원)
⦁진출분야 : 면세점, 백화점, 유통업계 면세유통사업부 등
⦁주요 직무
- 면세점에서 직접 고객을 상대로 의류, 화장품, 가방, 주류, 토산품등 각종 과세를 하지 않는

면세상품 판매

- 고객에게 상품을 설명하고 판촉활동을 하며 고객이 선택한 상품을 포장하고 계산
- 상품진열과 청소, 반품처리
- 고객정보 관리

⦁기업이 요구하는 취업 역량
- 성격 : 스트레스 감내성, 사회성, 책임, 진취성, 적응성, 융통성, 신뢰성
- 흥미 : 사회형, 진취형
- 가치관 : 이타, 타인에대한 영향, 경제적보상, 다양성, 애국
- 업무수행능력 : 서비스 지향, 논리적 분석, 행동조정, 범주화, 말하기
- 지식 : 영업, 마케팅, 영어, 고객서비스, 예술, 국어

⦁필요한 교육/훈련
- 전공, 나이, 학력 등에 제한이 없으나 관광이나 마케팅, 유통서비스 등의 전공자들이 많이 진출하고 있음
- 공항이나 국내의 주요 면세점이 있는 곳에서 물품을 판매하는 면세상품판매원이 되기 위해서는 단정한 외모와
판매하는 물건을 구매하도록 설득하기 위한 화법 등이 요구됨
- 고객 접점에 있으므로 항상 친절해야 하고, 상품구매를 유도하기 위한 설득 및 말하기 능력이 필요하며 고객에
게 신뢰감을 줄 수 있어야 함. 외국인 고객을 상대할 경우가 많으므로 채용 시 외국어 능력이 있을 시 유리함.
따라서 다양한 외국어 능력을 키워야함. 명품의류, 잡화 등의 판매 경험이 있으면 채용 시 우대하므로 아르바
이트 등으로 관련 경험을 쌓는 것이 좋음. 장시간 서서 일하는 등 육체적인 업무가 많으므로 건강한 체력이 필
요함. 가장 중요한 것은 적극적인 성격과 서비스 정신임

⦁관련 직업 : 상점판매원, 편의점수퍼바이저, 인터넷 판매원 등
⦁정보 사이트 : 한국체인스토어협회 | (02)522-1271 | http://www.koca.or.kr

5. 호텔프론트사무원 (유사명칭 : 리셉셔니스트)
⦁진출분야 : 호텔 등
⦁주요 직무
- 고객을 맞이하고 환영하며 전반적인 호텔의 정보를 고객에게 제공하고 프론트데스크 시스템

(Front Desk

System)을 사용하여 객실 예약 확인
- 예약된 리스트를 확인하고 투숙예정 고객의 객실배정 상황, 객실준비 상황을 확인하여 체크인(check-in) 시 혼
잡 방지
- 숙박등록(고객의 주소, 성명, 직업, 여권번호, 체재기간, 객실종류, 객실요금, 객실번호, 서명 등) 이용안내서
(welcome letter)를 준비하고 고객에게 교부
- 선수금 현황을 파악하여 스키퍼(skipper: 객실료를 내지 않고 퇴실하는 행위)를 예방
- 미예약 고객(Walk-in 고객)에게 적절한 요금을 적용하는 등 객실판매 및 객실배정을 효율적으로 조정·통제하
여 객실판매의 촉진, 고가객실 우선판매에 따른 매출 증진을 기함
- 체크아웃(check-out) 업무 수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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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준을 초과한 고객의 고액 외상잔액 보고서(high balance report)를 작성, 보고하고 고객이 지불하는 이용요
금을 정확히 처리
- 고객에게 온 메모, 전달사항 등이 있으면 기록하여 고객에게 전달하고 불편사항에 적극적으로 개입하여 해결

⦁기업이 요구하는 취업 역량
- 성격 : 정직성, 타인에대한 배려, 스트레스 감내성, 독립성, 자기통제
- 흥미 : 사회형, 관습형
- 가치관 : 이타, 경제적보상, 지적 추구, 성취, 다양성
- 업무수행능력 : 말하기, 행도조정, 듣고 이해하기, 서비스 지향, 설득
- 지식 : 고객서비스, 영어, 심리, 생물, 지리

⦁필요한 교육/훈련
- 호텔 등 숙박업소는 회사 홈페이지나 신문광고, 취업소개사이트 등을 통해 정기공채 또는 수시모집을 함. 보통
고졸 이상의 학력이면 지원할 수 있으며, 일부 특급호텔에서는 전문대학 졸업이상의 학력을 요구함
- 대체로 컴퓨터로 업무를 처리하기 때문에 전산능력이 필요하며, 외국인들의 방문이 잦은 곳에서 근무하는 만큼
간단한 영어회화 등 외국어능력을 겸비한 사람이 취업 시유리함. 특급호텔의 경우 유창한 외국어 구사 능력이
필수적임
- 컴퓨터 운영능력, 대면화술, 서비스마인드, 외국어 능력 등을 빠짐없이 갖추는 등 자신의 경쟁력을 더욱 높이려
는 노력이 필요함

⦁관련 직업 : 전화교환 및 번호안내워느 시설 및 견학안내원, 화랑 및 박물관 안내원, 고객상담원, 호텔 및 콘도
접객원 호텔컨시어지 등

⦁정보 사이트 : 한국호텔관광학회 | (031)828-7231 | www.akht.or.kr
한국관광공사 | (033)738-3000 | http://kto.visitkorea.or.kr/kor.kto

6. 항공승무원 (유사명칭 : 스튜어디스, 스튜어드)
⦁진출분야 : 항공사 등
⦁주요 직무
- 비상장비 및 기내시설의 이상 유무, 기내용품의 수량 및 탑재 여부, 의료장비, 기내의 청결상태 등을 포함한 객
실 서비스에 관한 제반사항을 확인하고 준비
- 승객이 제시하는 탑승권을 확인하여 좌석을 안내하며, 탑승이 완료되면 승객의 안전벨트 착용 여부, 이동물품의
고정 여부 등 확인
- 탑승객이 목적지까지 안전하고 쾌적하게 여행할 수 있도록 편의와 안전을 도모하기 위해 기내에서 각종 서비스
제공
- 탑승객들이 안전하게 출국할 수 있도록 안내하고 기내 청소

⦁기업이 요구하는 취업 역량
- 성격 : 혁신, 리더십, 분석적사고, 정직성, 적응성, 융통성
- 흥미 : 사회형, 진취형
- 가치관 : 경제적보상, 심신의안녕, 이타, 안정, 애국
- 업무수행능력 : 서비스지향, 유연성, 균형, 말하기, 행동조정, 청력
- 지식 : 운송, 의료, 철학, 신학, 역사, 생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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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요한 교육/훈련
- 항공승무원이 되기 위해서는 전문대학 이상의 학력이 필요함. 전공에 제한을 두고 있지는 않지만 대학에서 항
공비서과, 항공운항과, 항공스튜어디스과, 항공관광과,항공서비스과 등 관련 학과를 전공하면 유리함
- 관련 학과에서는 항공업무론을 비롯해 객실업무개론, 항공운송실무, 객실서비스실무, 기내식음료개론, 항공서비
스매너, 해당 국적기 언어 포함하여 항공영어회화, 객실서비스영어, 토익 등 현직에서 활용할 수 있는 전문적인
지식을 교육함
- 채용 시 영어 등 외국어 능력이 중요한 평가요소가 되므로 반드시 응시기준 이상의 공인 어학성적을 획득해야
하고 회화능력도 갖추면 좋음
- 일부 특정 회사에서는 채용과정에서 체력 테스트의 하나로 수영시험을 보기도 하므로 관련 교육이나 훈련을 미
리 받아 놓아야 함. 이밖에 각 나라의 다양한 문화에 관심을갖고 관련 상식을 쌓아 놓으면 향후 업무 수행에
도움이 됨

⦁관련 직업 : 여행상품개발자, 여행사무원, 여행안내원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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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어문학부 일본어일본문화학전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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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전공 개요
⦁전공개요
- 일본어는 우랄·알타이어족에 속하며 한국어와 어순이 유사하다는 점에서 한국어와 가장 가깝지만 분명히 구분
되는 외국어입니다. 일본어의 원리 및 구조를 습득하고 문학·시사의 강독능력과 회화, 작문능력을 기르는 학문
입니다.
- 일본어문학 영역은 크게 ‘일본어학’, ‘일본어문학’로 나눌 수 있습니다. ‘일본어학’은 일본문학과 문화를 이해
하기 위한 기본학문으로 문법, 어휘 등에 대한 이론적 접근을 통해 일본어 구사능력을 향상시키는 영역입니
다. ‘일본어문학’은 일본문학작품과 작가를 분석하여 일본문학의 시대적 발달과정과 문예사조를 살펴보고 일
본문학과 사회변천과의 관계를 연구하는 영역입니다.
- ‘일본문화’는 일본의 언어와 문화에 대해 탐구하고 연구하는 학문입니다. 언어와 문화에 대한 이해를 통해 일
본지역의 지리, 역사, 문화, 사상, 정치, 사회, 경제 등 제반 분야에 대한 이해와 인식의 폭을 넓히고, 세계
속에서 우리의 문화적, 정치적, 경제적 관계와 위상을 연구합니다.

⦁교육목표
- 일본어문화 및 일본문화 전반에 대한 폭넓은 지식을 습득한다.
외국어 교육과 외국문화의 이해가 필수적으로 요구되는 21세기 국제화 정보화 시대를 맞이하여 일본어 및
일본문화 전반에 대한 폭넓은 지식을 습득하게 하여 일본관련 분야의 고급 전문 인력을 양성한다.
- 실용적인 일본어 능력을 갖춘 고급 전문 인력을 양성한다.
실용적인 언어능력을 갖춘 인재양성을 목표로 비즈니스 일본어, 시사일본어, 일본어회화, 관광산업일본어,
일본애니메이션 등을 이수하여 언어 능력을 증대시키고 일본의 대중문화 및 일본문학 등을 체계적으로 강의
함으로써 일본관련 전문가를 배출한다.
- 세계적인 시야로 국제무대에서 활약할 글로벌 리더를 육성한다.
경상계열 및 사회복지 등 다른 관련 분야의 복수전공 제도를 적극 활용하여 취업문을 넓힌다.
- 일본어교육에 이바지할 전문직식과 올바른 가치관을 가진 일본어교사를 배출한다.
일본어전공 교직과정이 개설되어 있어, 교직이수자는 중등2급 교원자격증을 취득하여 일본어교사로 진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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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주요 교과
∎ 기초 교과

∎ 심화 교과

- 일본어입문1·2

- 일본어학이해

- 일본어기초회화

- 비즈니스일본어Ⅰ

- 생활일본어회화

- 일본어청해연습Ⅱ

- 커뮤니케이션일본어

- 일본소설감상

- 일본어음성연습

- 일본드라마

- 일본어현대문법

- 일본문학이해

- 일본어한자연습

- 관광산업일본어

- 일본어작문Ⅰ·Ⅱ

- 시사일본어Ⅰ·Ⅱ

- 일본어회화Ⅰ·Ⅱ

- 일본지역연구

- 일본어청해연습Ⅰ

- 일본어회화Ⅲ

- 일본애니메이션

- 일본영화감상

- 일본어강독

- 일본문학과역사

∎ 교직 교과

- JK종합설계1·2

- 일본어논리및논술

- 산학연계일본어연습

- 일본어교육론

- 일본문학번역연습

- 일본어교재연구및지도법

- 일본어통역연습
- 일본사회문화

3. 적성 및 흥미
- 일본어와 일본의 문화, 정치, 경제 등에 흥미와 관심 필요
- 일본어는 한자를 잘 알면 공부하는데 유리하므로 한자에 대한 기본적인 소양 필요
- 역사성과 주체성을 가지고 한국문학과 일본문학이 주고받은 영향을 연구함으로써 양국 문화를 깊이 이해하고
비교·종합할 수 있는 능력과 소질이 요구
- 일본의 역사와 문화에 대한 기초지식 및 관심
- 일본어를 비롯한 외국어 공부에 대한 흥미
- 다른 나라에 대한 언어 및 문화 등 종합적인 이해를 해야 하는 학문이므로, 미지의 세계에 도전할 수 있는 용
기와 개척정신이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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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진출분야
분야

직업명칭

직무개요

해외로 상품을 판매하는 데 필요한 홍보
해외영업원

및 제반 사무를 수행하거나 상품을 수입해
서 판매하는 데 필요한 제반 사무 수행

세부전공요건

비즈니스일본어,
일본지역연구,
산학연계일본어연습
일본어회화

진출사례

글로벌회사,
무역회사,
기업해외사업부서에
서 해외 영업
원으로 활동

기업무역파트 및

무역사무원

무역 절차의 흐름을 파악하여 수출입 거래

일본어회화,

에 관한 자료나 정보를 정리하고 계약상

일본사회문화,

필요한 서류 등을 작성하며 거래에 필요한

일본지역연구,

데이터나 정보 정리

무역학

무역

무역업체에서
무역사무원으로 활동,
물류회사 및
전문무역상사 등에서
종합무역중개인으로
활동

·
해외영업
글로벌소싱
전문가

기업의 구매활동 범위를 범세계적 시야로

일본어회화,

확대, 외부조달 비용의 절감을 시도하는

국제무역학,

구매전략 등 컨설팅

물류관리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을 가지고
물류관리사

원자재의 조달에서부터 물품의 생산, 보관,
포장, 가공, 유통에 이르기까지 물류가 이
동되는 전체영역 관리

경영학,

기업해외영업, 생산,
구매부서에서
글로벌소싱전문가로
활동

일본어회화,

물류관련업체,

물류관리,

유통업체 및

화물운송,

제조업체의

국제물류,

물류부서에서

관련법규

물류관리사로 활동

국제공항, 항만,
출입국심사관

비자 및 여권 등을 확인하여 출국 및 입국
을 허가

일본어회화,
출입국관리직 시험

공공

체류사무소 등에서
출입국관리직
공무원으로 활동

·
행정
외교관

일본어교사

외국과의 우호관계를 증진하며, 재외국민
보호·육성

중고등학교에서 일본어 교과를 가르치고
학생들의 생활 지도

교육
일본어
학원강사

184

국립순천대학교 진로취업로드맵

어학원 등에서 수강생들에게 일본어회화에
대해 강의

해외 영사관 및
외교관 공채시험

대사관, 공관 등에서
공무원으로 활동

일본어교육개론,
일본어교재연구 및

중등학교 1, 2급

지도법,

정교사(국가전문)

일본어논리 및 논술

분야

직업명칭

직무개요

다국적 기업이나 외국인을 상대로 하는
직종에서 한 언어를 상대 언어로 바꾸
통역사

어 전달하거나 국제회의와 국제석상에서
한 언어를 상대 언어로 바꾸어 전달함
으로써 사람들 간의 의사소통을 원활케
지원

세부전공요건

진출사례

일본어현대문법,

기업체, 여행사, 기관에서

일본문학이해,

통역사로 활동;

일본어통역연습

통역알선전문에이전시,

번역능력인정

대기업 및 공공기관에서

1~3급 취득

전담 통역담당자로 활동

번역
·
통역

법무법인, IT, 무역업체
등에 서

번역사

특정 언어로 쓰여진 문서, 보고서 또는
전문서적 등을 다른 언어로 옮김

일본어회화,
일본어작문
일본어통역연습

전문서류번역가로 활동;
방송사, 미디어
콘텐츠사에서
영상번역가로 활동;
출판사에서 번역가로
활동

탑승수속
사무원

항공승무원

면세상품
판매원

공항에서 출국 예정인 승객의 신분을
확인하고 탑승권 교부

승무원

탑승객이 목적지까지 안전하고 쾌적하게

일본어회화,

이동할 수 있도록 기내에서 각종 서비

영어회화,

스 제공

서비스매너

면세구역에서 고객에게 의류, 화장품,
가방, 주류 등의 상품 판매

선박에서 여객이 안전하고 편안한 여행
을 할 수 있도록 각종 편의를 도모하
며, 승객의 요구사항 처리

으로 명승지나 고적지를 안내 및 소개
하고 여행에 필요한 각종 서비스 제공

항공사에서
탑승수속사무원으로 활동

항공사에서 항공
승무원으로 활동

일본어회화,

백화점, 유통업체 면세

영어회화,

유통 사업부 에서

관광산업일본어

판매원으로 활동

일본어회화,
영어회화,
서비스매너,
서비스경영전략

국내/해외여행을 하는 관광객들을 대상
관광가이드

영어회화,
관광산업일본어

관광

선박객실

일본어회화,

여행사, 선박회사에서
선박 객실 승무원으로
활동

일본지역연구,
일본사회문화,

여행사에서 관광

일본어회화

가이드로 활동

관광산업일본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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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기타
순천대학교 일본어일본문화학전공의 핵심역량 6 가지
⦁의사소통능력(커뮤니케이션능력)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글과 말을 통해 상대방의 의견을 듣거나 자신이 뜻한 바를 표현할 때 그 의미를 정확하게
파악하고 전달할 수 있는 능력, 외국어 능력 포함

⦁문제해결능력(IT능력포함)
문제 상황이 발생했을 경우 창조적이고 논리적인 사고를 통해 이를 적절하게 해결하는 능력
정보화, 자동화의 시대에 맞게 컴퓨터 활용능력, 문서편집능력, 인터넷 정보검색 능력 등을 포괄함

⦁비판적 사고력
비판적 사고는 단순히 오류를 찾아내는 일변도의 사고방식이 아니라, 목적의식적이며 반성적 판단 과정으로, 특
히 참이라고 주장되는 진술이나 명제에 대해, 그러한 진술의 의미를 파악하고, 제공된 증거와 추론을 검사하고,
사실들에 대해 판정을 내리는 능력

⦁자기주도적 학습능력
학습자 스스로가 학습의 참여 여부에서부터 목표설정 및 학습목표달성을 위한 학습계획의 수립, 교육프로그램의
선정과 학습계획에 따른 학습 실행, 교육평가에 이르기까지 교육의 전 과정을 자발적 의사에 따라 선택 · 결정
하고 조절과 통제하는 능력

⦁리더십 및 팀워크
조직체를 이끌어나가는 지도자의 역량. 조직이 지니고 있는 힘을 맘껏 발휘하고 구성원의 화합과 단결을 이끌어
낼 수 있는 능력
조직의 공식적 구조와 설계의 미비점을 보완하고, 변화하는 환경에 조직이 효율적으로 적응하도록 하며, 조직 내
부의 조화를 유지시키고, 조직 구성원의 동기를 유발하는 능력

⦁가치관 및 글로벌 시민의식
인간이 삶이나 어떤 대상에 대해서 무엇이 좋고, 옳고, 바람직한 것인지를 판단하는 관점
세계화에 따른 공동체의 일원이 됨에 따라 생기는 권리, 책임감, 의무이다. 세계 시민은 일반적으로 특정 나라나
장소의 시민으로서의 그들의 정체성을 넘어 글로벌 시민으로서의 사고방식을 지향하는 능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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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취득 자격증
- JLPT : http://www.jlpt.or.kr/index.html
국제교류기금(國際交流基金) 및 일본국제교육지원협회(日本國際敎育支援協會)에서 일본 국내 및 해외에서 일본어
를 모국어로 하지 않는 사람을 대상으로 일본어능력을 측정하고 인정함을 목적으로 하는 일본어능력시험이다.

- JPT : http://exam.ybmnet.co.kr/jpt/
TOEIC 시험을 주관하고 있는 YBM에서 시행·관리하고 있으며, JPT日本語能力試驗은 청해와 독해 Test만으로
도 Speaking능력과 Writing능력을 간접적으로 평가할 수 있게 하였으며 각 Part 별로 쉬운 문항에서 어려운
문항들을 고르게 분포키는 등 각각의 문제에 대한 객관성, 실용성, 신뢰성을 유지하여 수험자의 언어구사 능력
을 정확하게 측정하고 있다.

- SJPT : http://exam.ybmnet.co.kr/sjpt/index.asp
TOEIC 시험을 주관하고 있는 YBM에서 시행·관리하고 있으며, 국내 최오의 CBT 방식의 일본어 Speaking
Test로 일본어 학습자의 말하기 능력을 직접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실용적인 시험이다.

- BJT : http://www.bjttest.com/
일본 경제산업성 산하 독립행정법인 일본무역진흥기구(JETRO)가 개발하였으며, 비즈니스 상황에서 필요한 일
본어 커뮤니케이션 능력을 측정하는 테스트이다. 입국심사에서 유학자격 인정 자료로도 활용되고 있다.

- 관광통역안내사 : http://www.q-net.or.kr/man001.do?gSite=L&gId=37
관광도 하나의 산업으로서 국가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고 판단되어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실시하는 통역분야
의 자격증으로 국내를 여행하는 외국인에게 외국어를 사용하여 관광지 및 관광대상물을 설명하거나 여행을 안
내하는 등 여행의 편의를 제공하는 업무를 수행한다.
관광통역안내사의 특성상 외국어 종별로 자격구분 되어 있으며 자격증 소지자는 그 자격구분 언어에 한하여 자
격이 있다. 외국어 자격구분으로는 영어, 중국어, 일본어, 프랑스어, 독일어, 스페인어, 러시아어, 태국어, 베트
남어, 마인어, 아랍어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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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해외영업원
⦁진출분야
의류, 제약 등 도·소매업체 및 제조업체, 수출업체, 자동차업체, 산업용장비 등 각종 장비 및 설비제조업체, 정보
통신 판매업체 등

⦁주요 직무
회사의 제품, 상품, 서비스를 해외 고객에게 판매하기 위하여 해외시장을 조사, 상품 분석, 해외 마케팅 전략을
수립하고, 잠재고객을 발굴하여 거래를 제안, 협상하고, 계약을 체결하는 것을 주요 업무로 하며, 고객과의 계약
이행, 클레임 처리 및 고객 관리를 한다.
- 시장 동향 파악을 위하여 조사 계획을 수립하고, 환경을 분석한 것을 토대로 해외시장 조사 보고서를 작성한다.
- 해외 시장에 판매할 상품의 영업 전략을 수립하기 위하여 상품의 각종 특성 및 원가, 사업성을 분석하여 합리
적인 의사결정을 위한 상품 분석보고서를 작성한다.
- 상품의 해외 판매를 위하여 목표시장 진입전략, 시장 유지전략, 경쟁 전략 및 각종 위기관리계획을 수립한다.
- 목표시장의 해외고객을 확보하기 위하여 다양한 정보를 활용하여 잠재고객을 탐색하고, 해외 전시회 및 상담
회 등 각종 홍보 행사에 참가하며, 온라인 또는 오프라인을 통해 잠재고객을 발굴한다.
- 거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상품소개서를 작성하고, 잠재 고객을 검토하여 거래를 제안한다.
- 계약을 체결하기 전 단계로 고객과의 합의점을 도출하기 위하여 계약 조건에 대한 협상전략을 수립하고, 고객
에 대한 의전을 수행하여 협상을 실행한다.
- 협상을 통해 합의된 내용을 공식적으로 확정하기 위하여 계약조건을 검토하고, 계약서를 작성하여 계약을 체
결하고, 통지한다.
- 체결된 계약의 이행을 위하여 대금 결제를 관리하고, 계약 상품의 품질 및 사양을 관리하며, 상품의 선적 및
납기를 지속적으로 관리한다.
- 고객이 제기한 클레임을 해결하기 위하여 클레임의 내용을 검토, 분석하고 해결책을 준비하여, 고객과 협상한다.
- 고객과의 지속적인 영업 관계를 유지하기 위하여 해외고객의 요구를 분석하고, 평가하여 관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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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이 요구하는 취업 역량
업무수행능력
능력/
지식/
환경

지식

시간 관리(97)

영어(99)

고용기회(84)

기억력(93)

운송(93)

앉아서 근무(83)

판단과 의사결정(89)

영업과 마케팅(84)

다른 사람과의 접촉(76)

행동조정(86)

국어(66)

업무미래 (75)

말하기(86)

상품 제조 및 공정(66)

외부 고객 대하기(75)

성격
성격/
흥미/
가치관

환경

흥미

분석적 사고(83)

가치관
애국(95)

성취/노력(80)

진취형(Enterprising)(88)

책임과 진취성(69)

탐구형(Investigative)(62)

적응성/융통성(62)
혁신(54)

성취(91)
고용안정(90)
다양성(89)
지적 추구(85)

중요도

수준

사람들에게 영향력 행사(99)

사람들에게 영향력 행사(94)

업무

조직 외부인과 소통(97)

정보 수집(88)

활동

협상, 갈등 해결(95)

조직 외부인과 소통(87)

제품, 사건, 정보의 수치 추정(93)

업무, 활동에 대한 일정관리(86)

절차, 자료, 주변환경 관찰(92)

협상, 갈등 해결(85)
중요도 [ 낮음 0 ~ 100 높음 ]

⦁필요한 교육/훈련
해외영업원이 되기 위해서는 고졸 이상 또는 전문대졸 이상의 학력을 갖추어야 한다. 특히 해외영업원은 외국어
실력이 요구되므로 관련학과나 학원에서 외국어과정을 수강하는 것이 취업에 유리하다. 이외에도 취업 후에는 지
속적으로 능력개발을 위해서 회사의 내·외부에서 훈련을 받게 되는데 영업능력향상과정 등의 과정이 기업체나
훈련기관에 개설되어 있다. 해외영업원은 대부분 공개채용으로 이루어지며 퇴사나 결원이 생길 때에는 수시채용
의 형태로 취업한다. 취업 전에 영업경험 및 해당 제품·서비스와 관련된 직업경험이 있으면 입직 및 영업활동에
유리하다. 일반적으로 취업 시 유리한 면허 및 자격으로 운전면허증이 있다. 해외영업원은 의류, 제약 등 도·소
매업체 및 제조업체, 수출업체, 자동차업체, 산업용장비 등 각종 장비 및 설비제조업체, 정보통신 판매업체 등에
고용되어 있다. 해외영업원의 승진은 일반적으로 사무직 종사자와 비슷하지만 판매실적이 우수하여 능력을 인정
받았을 경우에는 조기 승진도 가능하다. 이외에도 판매실적에 따라 성과급이 지급되므로 판매실적이 우수하면 고
액의 연봉을 받게 된다. 또한 해외 영업원 으로 경력이 쌓이고 자금력을 갖추면 무역상, 대리점 등을 개설하여
운영할 수 있다.

⦁관련 직업
산업용 기계장비기술영업원, 전자통신장비기술영업원, 의료장비기술영업원, 농업용 기계장비기술영업원, 자동차부
품기술영업원, 자동차영업원, 의약품영업원, 건축자재영업원, 인쇄 및 광고영업원, 식품영업원, 체인점모집 및 관
리영업원, 상품중개인 및 경매사, 구매인(바이어), 선박중개인(용선중개인)

⦁일자리 전망
향후 5년간 해외영업원의 고용은 다소 증가할 전망이다. 해외영업원의 고용은 글로벌 경제 환경과 국내 기업의
적극적 해외 진출에 영향을 받는다. 산업통상자원부의 「수출입 실적」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수출액은 2003년
1,938억불에서 2013년 5,597억불, 수입액은 2003년 1,788억불에서 2013년 5,155억불로 수출액과 수입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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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두 10년 만에 약 2.9배 증가하였다. 미국, EU, 멕시코, 캐나다, 중국 등과의 FTA 체결이 이루어졌거나 추진
되면서 해외무역량은 계속 증가할 것이며, 우리나라의 무역 규모가 커지는 것과 동시에 해외영업원의 활약도 그
만큼 커지고 있다. 또한 최근 세계 경기가 좋지 않은 상황에서 세계 각국의 기업들의 경쟁은 더욱 치열해 지고
있다. 자동차, 휴대폰 등 주력 수출품목에서 경쟁관계에 있는 중국, 일본 등의 경쟁국가와도 국제무대에서 경쟁
이 나날이 치열해 지고 있다. 기존에 내수시장에만 머물러 있던 기업들도 해외 시장을 적극 공략하면고 있어 해
외영업원이 증가할 것이다.

⦁정보 사이트
- 대한무역투자진흥공단(KOTRA) | 1600-7119 | http://www.kotra.or.k
- 한국무역협회(KITA) | 1566-5114 | http://www.kita.net/

2. 출입국심사관
⦁진출분야 : 공항, 세관 등
⦁주요 직무
공항 및 항만을 출입하는 내·외국인의 신분을 확인하여 입·출국을 허가한다.
- MRP(Machine Readable Passport 여권인식기)를 이용하여 입·출국하는 내·외국인들의 신분 및 여권이 이
상이 없는지 확인한다.
- 항공기가 도착하기 전에 항공사로부터 탑승객의 인적사항 등 관련 정보를 미리 받아 분석한 후 입국심사를 한다.
- 위조 및 변조된 여권이나 비자 등을 감식하고 출국금지 및 입국 금지자, 의심되는 승객 등을 심사실로 이동시
켜 입국 목적 및 과거행적 등을 조사하여 재심사한다.
- 출입국 통과 여객을 모니터링 하여 통계를 작성하고 여권 및 사증의 위·변조수법을 연구하거나 위·변조 혐의
자의 동향을 파악하기도 한다.

⦁기업이 요구하는 취업 역량
- 성격 : 정직성, 타인에대한 배려, 스트레스 감내성, 독립성, 자기통제
- 흥미 : 사회형, 관습형
- 가치관 : 이타, 경제적보상, 지적 추구, 성취, 다양성
- 업무수행능력 : 말하기, 행도조정, 듣고 이해하기, 서비스 지향, 설득
- 지식 : 고객서비스, 영어, 심리, 생물, 지리

⦁필요한 교육/훈련

능력/
지식/
환경

성격/
흥미/
가치관

업무수행능력

지식

시(99)
선택적 집중력(94)
기억력(90)
반응시간과 속도(87)
서비스 지향(86)
성격
리더십(79)
분석적 사고(68)
스트레스 감내성(66)
협조(65)
혁신(64)

영어(99)
법(99)
역사(97)
사회와 인류(94)
지리(94)
흥미
진취형(Enterprising)(75)
사회형(Social)(48)

환경
정밀성, 정확성(79)
업무처리 신속성(76)
다른 사람과의 충돌(76)
정신적 부담(74)
서서 근무(74)
가치관
이타(92)
고용안정(89)
애국(86)
신체활동(82)
개인지향(82)
중요도 [ 낮음 0 ~ 100 높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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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요한 교육/훈련
공항이나 출입국 사무소에서 국ㆍ내외국인의 출국심사와 입국심사 업무(여권검사 등), 비자발급, 외국인체류심
사, 국적취득에 대한 업무, 재외동포업무, 난민인정업무, 출입국사법처리, 제증명발급 등의 업무를 수행하려면
법무부의 공무원이 되어야 한다. 일반적으로 9급, 7급 국가직 공무원 시험을 통해 진입할 수 있다. 특정 언어
를 잘하는 사람(중국어, 태국어, 몽골어 등)이나 무술 유단자를 특별 채용하기도 한다.

⦁관련 직업
회계사무원, 경리사무원, 인사 및 노무사무원, 자재관리사무원, 생산관리사무원, 총무사무원, 교육 및 훈련사무
원, 통계사무원, 마케팅사무원, 광고 및 홍보사무원, 경영기획사무원, 통계 및 설문조사원, 항공운송사무원, 철도
운송사무원, 도로운송사무원, 수상운송사무원, 탑승수속사무원, 항공권발권사무원, 포워더(복합운송주선인), 무역
사무원, 행정공무원, 외교관, 정부정책기획전문가, 조세행정사무원, 관세행정사무원, 병무행정사무원, 입법공무
원, 법원공무원

⦁일자리 전망
향후 5년간 출입국심사관의 고용은 현 상태를 유지하거나 다소 감소할 것으로 전망된다. 생활수준의 향상과 국
제화에 따른 해외 여행객의 증가, 각종 국제행사 개최 등에 힘입어 우리나라 공항이나 항구를 통해서 들어오고
나가는 내·외국인의 수가 증가하고 있다. 우리나라를 찾는 외국인 수도 2008년에 800만 명이 되지 않았으나
2013년도에는 1,200만 명을 넘어섰다. 이에 따라 내·외국인의 출입국 심사를 담당하는 사람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고 있다. 다만, 국내외로 이동하는 인력이 는다고 해서 출입국심사관을 계속해서 채용하는 것은 어렵기
때문에 전산화 등의 보완책을 마련하는 등 사람의 인력을 대신할 시스템을 갖춰 인력 확충을 늘리지는 않을 전
망이다. 따라서 일자리는 당분간 현 상태를 유지할 가능성이 높다.

⦁정보 사이트
출입국정책본부 http://www.ses.go.kr/

3. 일본어교사
⦁진출분야 : 공립 중등학교, 사립 중등학교 등
⦁주요 직무
초·중·고등학교에서 학생들의 외국어능력을 키우기 위하여 외국어 및 관련 과목을 전문으로 교육 한다.
- 교과내용은 언어기능, 의사소통활동, 언어재료의 영역으로 구성되며 구체적으로 독해, 회화, 작문 등에 대해
서 배운다.
- 해당 외국어로 학생들의 의사소통능력을 키우기 위해 문법과 더불어 일상회화에 비중을 두고 가르친다.
- 감각과 놀이중심의 체험학습, 멀티미디어를 활용한 매체학습 등 다양한 방법론을 통해 언어감각과 회화기법
을 지도한다.
- 교과서 및 시청각자료 등 다양한 학습 자료를 활용하여 수업을 진행한다.
- 과제를 내주고 결과를 검토 및 지도한다.
- 시험을 출제하고 학생의 성적을 평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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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이 요구하는 취업 역량
업무수행능력
능력/
지식/
환경

말하기(86)
행동조정(86)
범주화(86)
글쓰기(85)
모니터링(Monitoring)(85)

지식
영어(100)
철학과 신학(100)
교육 및 훈련(99)
국어(98)
역사(98)

성격
성격/
흥미/
가치관

실내근무(83)
서서 근무(68)
다른 사람과의 접촉(55)
의사결정 권한(48)
다른 사람들을 조율하거나 이끌기(47)

흥미

타인에 대한 배려(77)
리더십(73)
자기통제(66)
독립성(63)
책임과 진취성(58)

탐구형(Investigative)(95)
관습형(Conventional)(81)

중요도
업무
활동

환경

사람들을 훈련, 교육(100)
사람들의 업무와 활동을 조직, 편성(93)
팀 구성, 협업 촉진(93)
상사, 동료, 부하직원과 소통(92)
사람들의 능력 개발, 지도(88)

가치관
고용안정(96)
심신의 안녕(93)
애국(86)
경제적 보상(84)
지적 추구(81)
수준

사람들을 훈련, 교육(99)
사물, 서비스, 사람의 질 판단(92)
사람들의 능력 개발, 지도(90)
협상, 갈등 해결(88)
사람들에게 조언, 상담(86)
중요도 [ 낮음 0 ~ 100 높음 ]

⦁필요한 교육/훈련
- 외국어교사가 되기 위해서는 대학교의 영어교육학과, 일어교육학과 등을 졸업하거나 비 사범 계열 학과에서
교직과목을 이수하여 중등학교 2급 정교사 자격을 취득해야 한다. 사범계열학과에 진학하면 교과목을 가르치
는 데 필요한 교육학 영역을 비롯해 각 교과목의 내용과 전달방법 등에 대해 배울 수 있다. 보통 4학년 1학
기에는 중·고등학교에서 학생들을 대상으로 그동안 배운 지식과 이론을 기초로 교육실습(교생실습)을 한다.
이 밖에 교육학과 전공자가 중·고등학교에서 교육학을 가르치거나 영어영문학과, 일어일문학과(영어교육학과,
일어교육학과 등) 등의 부전공을 이수하여 해당 교과목의 교사자격증을 취득할 수도 있다. 또 비사범계열학과
졸업 후 교육대학원에 진학하여 석사학위를 취득하여도 2급 정교사 자격을 취득할 수 있다.
- 중등학교 일본어교사가 되기 위해서는 대학교의 사범계열 학과를 졸업하거나 일어일문학과에서 교직 과목을
이수하여 중등학교 2급 정교사 자격을 취득해야 함. 일어일문학과 졸업 후 교육대학원에 진학하여 석사 학위
를 취득하여도 2급 정교사 자격을 취득할 수 있음. 또한, 2급 정교사 자격을 소지한 자가 3년 이상의 교육
경력을 가지고 소정의 재교육을 받거나 2급 정교사 자격증을 가지고 교육대학원 또는 교육부장관이 지정하는
대학원 교육학과에서 석사 학위를 받은 자로서 1년 이상의 교육경력이 있으면 1급 정교사 자격증을 취득할
수 있음

⦁관련 직업 : 학원 강사 학습지 및 방문교사, 보조교사, 방과 후 교사 등
⦁일자리 전망
- 향후 5년간 외국어교사의 고용은 현 수준을 유지하거나 다소 감소할 전망이다. 「중장기 인력수급 수정전망
2015~2025」(한국고용정보원, 2016)에 따르면, 중고등학교교사는 2015년 약 208.1천 명에서 2025년 약
201천 명으로 향후 10년간 약 7.1천 명(연평균 -0.3%) 감소할 것으로 전망된다. 한편, 교육통계현황에 따
르면 2015년 중등학교 교원 수는 246,246명으로 2010년 대비 지난 5년간 약 4.7% 증가하였다. 중등학교
교사의 고용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는 학생 수의 감소와 같은 인구구조의 변화와 교육정책의 변화 등을
꼽을 수 있는데 긍정적인 요소와 부정적인 요소가 공존할 것으로 보인다. 먼저 긍정적인 요인으로 교육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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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교육의 내실화를 목표로 교원 1인당 담당 학생 수를 줄이기 위한 노력을 지속해 왔다. 이에 교원 1인당
담당 학생 수는 꾸준히 감소하여 2015년 현재 중학교 교사는 1인당 14.3명의 학생을, 고등학교 교사는 1
인당 13.2명의 학생을 담당하고 있다. 2013년 OECD 통계에 따르면 중등교원 1인당 학생 수는 중학교의
경우 13.4명, 고등학교는 13.3명으로 2015년 현재 한국의 고등학교 교사 1인당 학생 수는 OECD 평균 보
다 적은 상태가 되었다. 교원 1인당 학생 수를 감소시키기 위한 정부의 정책이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어 이
는 중등학교교사의 일자리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연도별 중등교원의 수를 보면 최근 들어서도 매
년 소폭으로 교사 수가 증가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중등교사의 일자리와 밀접하게 관련된 중등학교
학생 수는 과거 2000년대까지 증가하다가 최근에는 급격히 줄고 있는 추세이다. 사범계열 대학 등 중등교원
양성기관을 통해 매년 배출되는 인력들은 증가하는 데 비해 신규채용 예정 교원 수는 제한되어 있다. 교육부
는 매년 교과목별 교원 수요변동, 교원 증원 상황 등을 반영하여 임용시험을 통해 선발할 중등교사의 수를
정하고 있다. 2019년 중등교원임용시험 선발인원의 규모는 6,653명이었으며 2020년도의 경우 6,824명으
로 최종 공고되었다. 교사를 지원하는 사람은 많고 인원은 제한되어 있어 경쟁률이 치열하므로 중등교사로
취업하는 데 상당한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 그러나, 향후 5년간 외국어를 가르치는 학원 강사에 대한 일자리 전망은 다소 증가할 전망이다. 학원들의 대
형화, 체인화 추세 속에서 수많은 소규모 학원들이 경영난을 겪고 있는 반면에 서울을 중심으로 대형화된 학
원들의 지방체인화가 지속적으로 추진되고 있는 점은 향후 학원 강사의 일자리 창출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
다고 할 수 있음. 엄청난 사교육비 액수가 말해 주듯이 초·중·고 교육과정이나 대학입시학원의 강사 수요는
지속적일 것으로 보임. 학원 강사가 되기 위한 전문적인 지식과 실기능력을 갖추고 있다면 입직하는 데 큰
어려움은 없음. 하지만 수강생 확보 등 학원 강사 간의 경쟁이 치열한 편이어서 새로운 지식과 기술 획득,
교수법 학습 등의 자기 계발을 게을리하면 도태되기 쉬움. 특히 입시 학원의 경우 대학원 졸업자를 비롯한
고학력 진출자들이 증가하고 있는 추세임

⦁정보 사이트
- 교육부 | (02)6222-6060 | www.moe.go.kr
- 한국교육과정평가원 | (02)3704-3704 | www.kice.re.kr
-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 (02)570-5500 | www.kfta.or.kr
- 한국학원총연합회 | (02)798-8881 | http://www.kaoh.or.kr/

4. 통역사
⦁진출분야 : 통역알선전문에이전시, 다방면의 국내 기업 및 외국기업, 공공 기관 등
⦁주요 직무
- 사용하는 언어가 서로 다른 사람들 사이에서 순조로운 의사소통을 가능하도록 대화내용을

상대방 언어로 전

환·표현하여 전달한다.
- 통역할 주제와 관련된 자료를 수집한다.
- 국제회의나 세미나, 심포지엄, 포럼 등에 마련된 통역부스 안에서 외국어 대화나 발표를 우리말로 전달하거
나, 우리말을 외국어로 전달한다.
- 동시통역의 경우 헤드폰 장비를 갖춘 부스(booth) 안에서 보통 통역가 2인이 한 팀이 되어 일정시간을 교대
로 통역한다.
- 순차통역의 경우 발표자가 발언을 한 후에 통역가가 그 내용을 통역하는 방식으로 1인이 통역을 진행한다.
- 위스퍼통역(Whisper interpretation)의 경우 소수의 청중을 위해서 통역가가 동시에 통역내용을 작은 소리
로 속삭여서 전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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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이 요구하는 취업 역량
업무수행능력
능력/
지식/
환경

청력(100)
글쓰기(98)
말하기(97)
시력(96)
듣고 이해하기(96)

국어(99)
영어(99)
역사(95)
철학과 신학(86)
사회와 인류(81)

성격
성격/
흥미/
가치
관

지식

환경
실수의 심각성(99)
정밀성, 정확성(97)
다른 사람과의 접촉(93)
결과에 대한 책임(83)
외부 고객 대하기(76)

흥미

성취/노력(97)
타인에 대한 배려(93)
리더십(91)
정직성(88)
혁신(85)

사회형(Social)(100)
탐구형(Investigative)(68)

가치관
지적 추구(99)
개인지향(99)
심신의 안녕(98)
애국(94)
이타(92)

중요도
업무
활동

업무 계획, 우선순위 결정(99)
업무, 활동에 대한 일정관리(99)
사람들에게 영향력 행사(98)
새로운 지식의 습득, 활용(97)
정보 작성, 기록(96)

수준
업무, 활동에 대한 일정관리(100)
업무 계획, 우선순위 결정(100)
컴퓨터 업무(99)
사람들에게 영향력 행사(98)
목표, 전략 수립(97)
중요도 [ 낮음 0 ~ 100 높음 ]

⦁필요한 교육/훈련
- 통역가가 되기 위해 반드시 거쳐야 하는 별도의 교육이나 훈련과정이 있지는 않다. 주로 대학교 이상의 학력
을 소지하고 있으면서 외국어에 대한 남다른 흥미와 구사능력을 가진 사람들이 활동하고 있다. 국제회의 통역
의 경우 국내 통역번역대학원을 수료하고 활동하는 사람이 많다. 통역번역대학원의 통역학과에서는 영어, 중국
어, 불어, 일어 등 1개 이상의 외국어를 선택하여 공부하며 동시통역, 순차통역, 위스퍼링 통역 등 다양한 통
역방법의 실무와 정치, 경제, 기술 분야 등에 대한 전문지식을 배우게 된다. 통역번역대학원은 입학시험도 까
다롭고 입학 후 학습강도도 센 편이다. 취업준비생들 가운데서는 이들 대학원을 목표로 전문입시학원에서 입
학을 준비하는 사람도 많다. 한편, 통역가는 모국어, 즉 우리말을 정확히 표현하고 전달하는 것이 외국어 실력
못지않게 중요하기 때문에 평소 다양한 종류의 서적을 읽어 전문지식을 쌓고 자기개발을 해야 한다. 통역번역
대학원 졸업 후에는 학교나 선배 추천으로 일하게 되는 경우가 많고, 요즘은 통역알선전문에이전시에 소속되
어 일하는 경우도 많다. 또한 대기업, 공공기관의 경우 공채를 거쳐 전담 통역담당자가 될 수도 있다. 대개
30대 후반 정도까지 왕성하게 활동하며, 이후에는 번역가로 활동하거나 에이전시를 직접 운영하기도 하고, 대
학교수로 강단에 서기도 한다. 또한 무역회사, 외국계 회사 등에 취업하기도 한다.
- 통역사가 되기 위해서 특별한 자격 요건이 있는 것은 아니나, 일반적으로 4년제 대학 졸업 후 통번역 과정을
이수하거나, 대학에서 해당 언어를 전공하거나, 2~3년 정도 외국 체류 경험이 있는 사람들이 주로 활동
- 통번역대학원에서는 다양한 통역방법과 정치, 경제 등에 대한 전문지식을 배울 수 있음

⦁관련 직업
순차통역사, 관광통역사, 비즈니스통역사, 시인, 소설가, 영화시나리오작가, 카피라이터, 작사가, 방송작가, 평론
가, 게임시나리오작가, 번역가, 출판물기획자, 출판물편집자, 속기사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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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자리 전망
향후 5년간 통역가의 고용은 현 상태를 유지하는 수준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글로벌화로 경제교류가 늘어나면
서 통역가의 고용은 꾸준히 증가해 왔다. 통계청의 「전국사업체조사」에 따르면 번역 및 통역서비스업 사업체 수
및 종사자 수는 약간의 증감은 있지만, 꾸준히 증가 추세에 있다. 이는 번역 및 통역서비스업이 기업화되고, 이
에 따라 인력의 운영 및 관리가 전문화, 체계화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전 세계에 다양한 언어가 존재한다는 점에
서 외국어뿐 아니라 각 나라의 문화와 환경 등 다양한 측면을 고려하는 전문 통역가에 대한 수요는 꾸준할 것으
로 전망된다. 영어와 중국어뿐 아니라 아랍어, 스페인어, 러시아어 등 국제교류 대상국이 다양화되는 점도 이들
의 활동무대를 넓히는 역할을 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국제교류의 증가는 반대급부로 외국어 사용을 자유자재
로 할 수 있는 글로벌 인재의 수를 늘리는 역할도 하였다. 이에 따라 기업 내에서는 별도의 통역가를 두지 않고
내부 직원에게 통역 업무를 맡기거나 아예 외국어 실력이 뛰어난 사람을 실무 직원으로 채용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따라서 과거 별도의 통역이 필요했던 업무들이 줄어드는 점은 통역가의 고용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
으로 보인다. 또한 번역서비스의 자동화와 마찬가지로 통역서비스 역시 인공지능 기술이 탑재된 로봇 등에 의해
일자리가 대체될 수 있는 요인이 존재한다. 따라서 과학기술의 발전의 발전 속도 및 혁신성 등은 장기적으로는
통역가의 일자리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된다. 통역가는 시간대비 소득이 높은 편이고, 전문직으로
자기개발을 꾀할 수 있는 등 직업적 장점으로 인해 지망생들도 많은 편이다. 매년 통역번역대학원을 통해 배출
되는 전문 인력이 많기 때문에 향후 통역가로 활동하기 위해서는 치열한 경쟁이 예상된다. 또한 직업의 특성상
고도의 전문성이 요구되므로, 진입 장벽이 높고, 시장에서 요구하는 통역의 수준이 점차 높아지고 있어, 관련 방
송이나 책자를 자주 접하는 등 자신의 전문 분야에 대한 지속적으로 공부가 요구된다. 특히, 국제회의 통역 분야
는 국제 이슈에 늘 관심을 가져야 한다.

⦁정보 사이트
- 국제통번역협회 | (02)562-1054 | http://www.wea.or.kr
- 한국통번역진흥원 | (02)565-1607 | http://www.inkiti.co.kr

5. 호텔프론트사무원
⦁진출분야 : 호텔 등 숙박업체
⦁주요 직무
- 고객을 맞이하고 환영하며 전반적인 호텔의 정보를 고객에게 제공하고 프론트 데스크 시스템(Front Desk
System)을 사용하여 객실의 예약 확인
- 예약된 리스트를 확인하고 투숙예정 고객의 객실배정 상황, 객실 준비 상황을 확인하여 체크인(check-in)
시 혼잡을 방지
- 숙박등록(고객의 주소, 성명, 직업, 여권번호, 체재기간, 객실종류, 객실요금, 객실번호, 서명 등) 이용안내서
(welcome letter)를 준비하고 고객에게 교부
- 선수금 현황을 파악하여 스키퍼(skipper: 객실료를 내지 않고 퇴실하는 행위)를 예방
- 미 예약 고객(Walk-in 고객)에게 적절한 요금을 적용하는 등 객실판매 및 객실배정을 효율적으로 조정·통제
하여 객실판매
- 체크아웃(check-out) 업무 수행
- 기준을 초과한 고객의 고액 외상잔액 보고서(high balance report)를 작성, 보고하고 고객이 지불하는 이용
요금 처리

SUNCHON NATIONAL UNIVERSITY

CAREER ROADMAP

195

- 고객에게 온 메모, 전달사항 등이 있으면 기록하여 고객에게 전달하고 불편사항에 적극적으로 개입하여 해결
- 항공편, 투어링 버스 등의 예약을 확인하고 필요시 안내
- 귀중품 보관함 운용
- 투숙 고객의 요청에 따라 재등록 지원

⦁기업이 요구하는 취업 역량
업무수행능력
능력/
지식/
환경

반응시간과 속도(62)
서비스 지향(43)
유연성 및 균형(33)
신체적 강인성(31)
듣고 이해하기(28)

지식
고객서비스(39)
안전과 보안(36)
영어(36)
예술(27)
식품생산(27)

성격
성격/
흥미/
가치관

외부 고객 대하기(90)
다른 사람과의 접촉(82)
서서 근무(77)
결과에 대한 책임(77)
실내근무(77)

흥미

정직성(48)
타인에 대한 배려(44)
스트레스 감내성(42)
독립성(34)
자기통제(29)

사회형(Social)(76)
관습형(Conventional)(48)

중요도
업무
활동

환경

사람들을 배려, 돌봄(88)
업무상 사람들을 직접 응대(83)
사람들의 업무와 활동을 조직, 편성(76)
상사, 동료, 부하직원과 소통(76)
업무, 활동에 대한 일정관리(75)

가치관
고용안정(34)
애국(30)
성취(16)
타인에 대한 영향(14)
이타(14)
수준

기계장비 유지 보수(70)
사람들을 배려, 돌봄(69)
물건 조종, 운반(64)
사람들의 능력 개발, 지도(62)
사람들에게 영향력 행사(52)
중요도 [ 낮음 0 ~ 100 높음 ]

⦁필요한 교육/훈련
- 호텔 등 숙박업소는 회사 홈페이지나 신문광고, 취업소개사이트 등을 통해 정기공채 또는 수시모집을 함. 보
통 고졸 이상의 학력이면 지원할 수 있으며, 일부 특급호텔에 서는 전문대학 졸업이상의 학력을 요구함
- 대체로 컴퓨터로 업무를 처리하기 때문에 전산능력이 필요하며, 외국인들의 방문이 잦은 곳에서 근무하는 만
큼 간단한 영어회화 등 외국어능력을 겸비한 사람이 취업 시 유리함
- 특급호텔의 경우 유창한 외국어 구사 능력을 필수로 꼽음
- 해당 분야로 들어서기 위해 컴퓨터 운영능력, 대면화술, 서비스마인드, 외국어 능력등 을 빠짐없이 갖추는 등
자신의 경쟁력을 더욱 높이려는 노력이 필요함
- 전공 + 전공(일어일문학 + 호텔경영학)
- 전공 + 교육훈련(일어일문학 + 호텔프론트객실실무)
- 일어일문학을 통해 배양된 소양을 활용하여 호텔을 찾는 일본인 이용객을 응대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출 수
있음
- 호텔경영학을 통해 호텔 업무에 대한 전반적인 지식을 함양할 필요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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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직업 : 호텔 및 콘도접객원, 호텔컨시어지
⦁일자리 전망
- 국민들의 문화 및 여가 생활에 대한 욕구의 증가로 향후 관광숙박시설이 꾸준히 증가 할 것으로 보이며, 이
에 따라 호텔프론트사무원의 일자리도 계속 발생할 것으로 예상됨. 다만, 대부분의 구직자들이 임금이나 복
리후생 등 근무조건이 좋은 특급호텔을 선호하는 만큼 특급호텔에 취업하기 위한 치열한 경쟁이 예상됨

⦁정보 사이트
- 한국호텔관광학회 | (031)828-7231 | www.akht.or.kr
- 한국관광공사 | (033)738-3000 | http://kto.visitkorea.or.kr/kor.kto

⦁기타
- 학과 활동 및 프로그램: 일본어문화회화연구 동아리, 우키요에, NYK원서읽기, NHK 청취반, 일본역사연구 등
- 자격증 : 중등학교 정교사(교직이수자), JPT, JLPT(일본어능력시험), BJT(비즈니스일본어능력), 관광통역 안
내사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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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어문학부 국제한국어교육학전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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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전공 개요
한국어교육전공은 외국인을 대상으로 한국어를 가르치기 위한 전공입니다.
국제적으로 한국 문화와 한국어의 위상이 날로 높아짐에 따라 해외에서 한국어를 학습하고자 하는 요구가 지속적
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정부 또한 외국에 설치한 세종학당을 대대적으로 확충하는 등 한국어와 한국
문화의 수요에 대응하기 위한 적극적인 정책을 펼치고 있습니다. 이에 대응하여 한국어와 한국 문화를 전 세계에
전파할 수 있는 수준 높은 한국학 전문가로서의 한국어 교사를 양성하기 위해 국제한국어교육학전공을 개설하였
습니다.

2. 주요 교과
∎기초 교과

∎심화 교과

- 언어학개론

- 한국어학개론

- 한국의 전통문화

- 논술과 논리

- 한국문학개론

- 한국의 전래동화

- 한국의 현대문화

- 시사 한국어

- 한국 민속학

- 한국의유불선문화

- 한국어음운론

- 한국어교육실습

- 한국어교육개론

- 한국어고급어휘

- 외국어습득론

- 한국어고급독서연습

- 현대한국사회

- 한국어 고급 작문연습

- 한국어문법론
- 한국어교육개론
- 한국문학의 이해
- 한국어발음교육론
- 언어교수이론
- 한국어이해교육법
- 현대한국문화비평
- 한국어표현교육법
- 한국어교재론
- 한국어어문규범
- 한국어평가론
- 한국어번역론

3. 적성 및 흥미
- 최근 이론을 중심으로 한국어의 특성을 이해하고 심도 있는 연구를 이루어 나갈 수 있는 자세 필요
- 한국어 교사로서 갖추어야 할 실제적인 능력을 기를 수 있는 자세와 노력이 필요
- 한국문화 일반에 대한 폭넓은 이해
- 글로벌 소양과 한국인으로서의 정체성, 한국어 교사로서 실무적 능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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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진출분야
분야

직업명칭

한국어강사

직무개요

다양한 나라의 사람들을 대상으로 한국
어를 가르치는 일을 한다.

필수요건

필요 자격증

한국어 강사

한국어 교원

자격증이 있어야 함.

자격증

언어재활사,

다문화 언어지도사

다문화가정 자녀의 의사소통 문제를 평

한국어교원자격이나

가해 적절한 언어발달 지원 및 교육을

언어치료사 자격이

제공한다.

교육

있어야 함.

언어발달
지도사, 언어장애
전문가, 다문화
전문가 등의
자격증

외국인 부모의 영향으로 언어 발달에
다문화가정방문교사

독서지도사,

장애를 겪는 다문화가정 자녀에게 언어

사회복지사,

발달 및 학교생활 적응을 위한 서비스

한국어강사

를 제공한다.

다문화센터나 한국문화센터 등에서 이주
기타 문리 기술 및
예능 강사

한국문화강사

여성 및 다문화가정 어린이들, 또는 한
국을 찾은 외국인들에게 한국문화를 소

-

-

개하고 교육한다.

통역지원사

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서

다문화가족의

의사소통을 지원하는 일을 한다.

한국어 실력 및 다른
언어의 습득력

번역가 및 통역가
결혼 이민자들이 정착단계에서 경험하는
결혼이민자

의사소통 문제를 해결하고 한국사회에

통번역지원사

빠르게 적응할 수 있도록 돕는 일을 한
다.

통번역
한국어실력

전문성 평가
합격

다문화가정의 자녀가 우리나라에서 안정
사회복지

다문화

적인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다양한 분

코디네이터

야에서 프로그램을 소개하고 지원하는
일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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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사자격증

5. 기타
- 주요 사이트 : 국립국어원 (한국어교원자격제도) https://kteacher.korean.go.kr
- 졸업 후 한국어교원자격 2급 또는 3급을 취득할 수 있음.
- 한국어능력시험(TOPIK) 6급 스터디그룹 결성.

⦁순천대학교 국제한국어교육학전공의 핵심역량
- 의사소통 역량
다양한 상황에서 자신의 생각과 감정, 경험 등을 언어를 비롯한 다양한 기호 체계를 활용하여 효과적으로 표
현하고 다른 사람의 의견을 경청하며 이해하는 능력
- 문화 소통 역량
타국의 문화를 이해함으로써 폭넓은 문화 의식을 함양할 수 있는 능력. 세계화에 따른 공동체의 일원이 됨에 따
라 생기는 권리, 책임감, 의무와 관련이 있다.
- 비판적 사고 역량
단순히 오류를 찾아내는 사고방식이 아닌, 다양한 영역의 지식과 정보를 수집하고 분석하고 평가하며 이를
변별력 있게 가려낼 수 있으며 효과적으로 활용하여 의사를 결정하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사고와 관련된
능력
- 교수역량
학습자의 인지.정의적 특성과 발달 특성 등을 이해하고 교육 내용에 따라 적절한 계획을 수립할 수 있으며 다양
한 교수 학습 방법과 전략을 적용하여 수업을 효과적이고 효율적으로 운영하는 능력
- 자기계발
자신의 삶을 탐색하고 변화하는 사회에서 필요한 능력과 자질을 계발하며 자기 주도적인 삶을 만들어 갈 수 있
는 능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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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한국어강사 (유사명칭 : 한국어교사)
⦁진출분야 : 어학원, 복지관, 해외 한국어 교육기관
⦁주요 직무 : 다양한 나라의 사람들을 대상으로 한국어를 가르치는 일을 한다.
⦁기업이 요구하는 취업 역량
업무수행능력

능력/지식/환경

지식

글쓰기(80)

국어(100)

학습전략(79)

교육 및 훈련(97)

읽고 이해하기(79)

사회와 인류(80)

가르치기(75)

상담(78)

기억력(67)

역사(75)
성격

성격/흥미/가치관

환경

흥미

가치관

사회성(80)

이타(97)

리더십(73)

심신의 안녕(90)

적응성/융통성(65)

애국(84)

타인에 대한 배려(64)

성취(72)

정직성(64)

타인에 대한 영향(68)

⦁필요한 교육/훈련 : 전문 평생교육원에서 관련한 수업을 이수한 후 한국어 교원 자격증을 취득하면 된다. 또한
한국어 강사에게 있어서 무엇보다 수업내용을 효과적으로 조직하고 이를 잘 전달하는 능
력이 중요하다. 관련 자격증으로는 국립국어원에서 시행하는 한국어 교원자격증(1,2,3)급이
있으며 한국 공립대학 평생교육원에서 시행하는 한국어 강사 자격증이 있다.

⦁관련 직업 : 다문화언어지도사
⦁정보 사이트：국립국어원 한국어교원(https://kteacher.korean.go.kr)

2. 번역가 (결혼이민자 통번역지원사)
⦁진출분야 : 방송분야의 매체, 기업체 등
⦁주요 직무 : 외국어를 국문으로 국문을 외국어로 번역하고 글로 작성한다.
⦁기업이 요구하는 취업 역량
업무수행능력

능력/지식/환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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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

환경

글쓰기(99)

영어(99)

4차산업 도구, 기술사용_클라우드

시간관리(99)

국어(99)

시스템(98)

기억력(99)

철학과 신학(97)

반복적인 신체행동, 정신활동(96)

정교한 동작(98)

사회와 인류(91)

의사결정권한(96)

읽고 이해하기(98)

역사(95)

정확성(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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흥미

성격

가치관

독립성(85)
성격/흥미/가치관

심신의 안녕(99)

인내(67)
책임과 진취성(67)
적응성/융통성(63)

애국(87)

관습형(89)

신체활동(97)

탐구형(67)

타인에 대한 영향(97)

자기통제(54)

자율(98)

⦁필요한 교육/훈련 : 별도의 교육이나 훈련은 없다. 하지만 외국어 실력이 기본이기 때문에 통역번역전문대학
원이나 번역 전문 교육기관에서 번역가로서 필요한 실무교육을 체계적으로 받고 진출하
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또한 한국어의 이해력과 구사력도 뛰어나야 한다. 이 때문에
우리말의 문장 교육도 집중적으로 실시한다.

⦁관련 직업 : 통역가 속기사 출판물전문가 결혼이민자 통번역지원사
⦁정보 사이트
- 국제통번역협회 | (02)562-1054 | http://www.wea.or.kr
- 한국통번역진흥원 | (02)565-1607 | http://www.inkiti.co.kr

3. 다문화언어지도사
⦁진출분야 :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지역 보육시설 등
⦁주요 직무 : 다문화가족 자녀의 의사소통 문제를 평가해 적절한 언어발달 지원 및 교육을 제공한다.
⦁기업이 요구하는 취업 역량
업무수행능력

능력/지식/환경

학습전략(95)

국어(99)

가르치기(76)

교육 및 훈련(98)

말하기(63)

상담(95)

범주화(56)

심리(88)

글쓰기(51)

사회와 인류(88)
성격

성격/흥미/가치관

지식

환경

흥미

가치관

타인에 대한 배려(90)

심신의 안녕(99)

자기통제(88)

개인지향(95)

적응성/융통성(83)

애국(91)

사회성(82)

자율(91)

정직성(80)

고용안정(84)

⦁필요한 교육/훈련 : 전문 평생교육원에서 관련 수업을 이수한 후 한국어 교원 자격증을 취득하거나 관련학과를
졸업하고 시험을 통해 언어치료사 자격증을 취득해야 한다. 이 외에 관련한 자격증으로는
언어재활사, 언어발달지도사, 언어장애전문가, 다문화 전문가 등이 있다. 사회복지사가 건
강가정사나 보육교사 자격증을 획득하여 다문화 언어지도사로 활동하는 경우도 있다.

⦁관련 직업 : 한국어강사
⦁정보 사이트：국립국어원 한국어교원 (https://kteacher.korean.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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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여행안내원
⦁진출분야 : 프리랜서, 여행사 등
⦁주요 직무：국내·외를 여행하는 개인 또는 단체에 교통기관, 숙박시설, 관광객 이용시설 및 편의시설의
이용에 대하여 안내하는 등 각종 여행 편의를 제공하며, 관광지 및 관광 대상품을 설명하거나
여행을 안내한다.

⦁기업이 요구하는 취업 역량
업무수행능력

능력/지식/환경

지식

말하기(89)

역사(100)

건강 및 안전에 대한 책임(99)

시관 관리(85)

지리(100)

불쾌하거나 무례한 사람 상대(98)

서비스 지향(78)

사회와 인류(100)

갈등상황(98)

사람 파악(78)

철학과 신학(99)

비좁은 업무 공간(98)

모니터링(77)

고객서비스(95)

연설, 발표, 회의하기(98)

성격

흥미

리더십(92)
성격/흥미/가치관

환경

스트레스 감내성(91)
적응성/융통성(84)
사회성(83)

가치관
심신의 안녕(72)

예술형(91)
사회형(87)

타인에 대한 배려(83)

애국(50)
타인에 대한 영향(49)
다양성(48)
지적 추구(35)

⦁필요한 교육/훈련 : 여행안내원이 되기 위해서는 국내외 여행 경험이 많은 것이 유리하며, 대학에서 관광학
등 관광 관련 학과를 졸업하면 기초 이론 학습에 유리하다. 하지만 관련 대학의 학과를
졸업하지 않아도 관광산업과 관련된 전반적인 분야의 지식을 학습하고 관광업무 관련 자
격증이 있어도 된다. 각 여행사는 공개채용과 수시채용을 통해 여행상품개발자와 여행
사무원을 채용하고 있다. 이러한 공고는 여행사 홈페이지나 각종 취업사이트, 신문 공
고 등을 통해 게시된다. 여행안내원과 같은 경우는 여행사 등에 공채, 특채 등을 통해 입
직하게 되며 여행사 등에 소속되지 않고 프리랜서로 활동할 수 있다.

⦁관련 직업： 여행상품개발자, 여행사무원, 선박객실승무원, 관광통역안내원, 해외여행인솔자, 자연 및 문화해
설사 등

⦁정보 사이트：한국관광공사 (https://kto.visitkorea.or.kr/kor.kt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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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외교관
⦁진출분야 : 일반외교관, 지역 외교관, 외교전문 분야 등
⦁주요 직무 : 본국을 대표하여 외국에 파견되어 각종 외교 업무를 수행한다.
⦁기업이 요구하는 취업 역량
업무수행능력

능력/지식/환경

지식

협상(99)

역사(100)

공문, 문서 주고받기(98)

글쓰기(98)

영어(100)

이메일 이용하기(96)

시간 관리(98)

국어(99)

다른 사람과의 접촉(94)

논리적 분석(98)

사회와 인류(98)

전화 대화하기(94)

사람 파악(97)

철학과 신학(98)

갈등 상황(93)

성격

흥미

스트레스 감내성(95)
성격/흥미/가치관

환경

자기통제(95)
협조(95)
사회성(93)
적응성/융통성(85)

가치관
애국(100)

관습형(98)
사회형(83)

이타(99)
신체활동(92)
타인에 대한 영향(90)
다양성(82)

⦁필요한 교육/훈련 : 외교관이 되기 위해서는 외교관 후보자 시험에 합격한 후 국립외교원에서 1년간 교육을 수
료하여야 한다. 외교관 후보자 선발은 일반외교/지역외교/외교전문 분야로 구분하여 선발하고
있는데 일반외교관 후보자는 20살 이상의 대한민국 국적 소지자로 외무공무원법의 결격사
유에 해당하지 않아야 하며 지역외교와 외교전문 분야 후보 선발자는 관련 분야의 연구/
근무 경력을 갖고 있거나, 박사학위 소지자 혹은 5급 이상의 공무원 등이 지원가능하다.
분야별로 평가를 하는 과목이 다를 수 있지만 외교관이 되려면 1차, 2차, 그리고 3차(면접)
통과하여야 한다. 국제교류가 증가함에 따라서 외국에서 우리나라를 대표하고 외국에 거주
혹은 방문하는 우리나라 국민의 권익을 보장하고 안전을 담당하는 외교관의 업무의 중요성
이 지속적으로 증대될 것이다.

⦁관련 직업 : 회계사무원, 경리사무원, 자재관리사무원, 출입국심사관, 마케팅사무원, 관세행정사무원, 무역사무원,
수상운송사무원, 도로운송사무원 등

⦁정보 사이트 : 국립외교원(http://www.knda.go.kr/knda/hmpg/kor/main/HmpgMain.d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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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예창작학과

<문예창작학과>
1. 작가
-

시인
소설가
극작가
동화작가
라디오 작가
만화스토리작가
방송작가
시나리오작가
작사가
다큐작가

2. 교육
-

한국어강사
국어강사
스피치강사
중등학교 국어교사
논술지도사
한자강사
한국문화강사
문예창작학과교수
학습지교사
이러닝설계사
독서치료사

3. 마케팅/홍보
-

카피라이터 키워드에디터
광고 및 홍보 기획
네이미스트
광고기획자
브랜드관리사
매체관리자
고객서비스관리자
디지털마케터

5.문화/공연/예술
-

문학평론가
문화예술평론가
문화예술기획자
연출가
게임캐스터

6.출판
-

교재 및 교구개발자
점역사
출판편집자
출판기획자
e-book출판디자이너

7.연구/조사
- 한국어연구원
- 민속민족문화연구원
- 사서

8.다문화/외국인 지원
- 다문화언어지도사
- 다문화가정방문교사
- 다문화코디네이터

9.상담/치료
- 언어치료사
- 직업상담사
- 유아언어재활교육사

10.번역/통역
- 번역가
- 테크니컬라이터

11.법률
- 법률사무보조원
- 저작권관리자

4.언론/방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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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기자
아나운서
방송리포터
신문기자
잡지기자
방송프로듀서
쇼핑호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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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관광/MICE
- 여행상품개발자

13사무
- 전문비서

1. 전공 개요
문예창작학과는 작품을 직접 창작하는 기법을 학습합니다. 문예창작과의 교육목적은 문학에 대한 이해와 실기능력
을 바탕으로 다양한 문예활동을 전개하는 데 있습니다. 교육과정은 시, 소설, 비평, 희곡, 수필, 영화, 방송문학,
편집기술 등의 이론과 실기를 병행합니다. 한국문학과 세계문학을 비롯하여 시인론, 작가론 등 모든 문학 이론교
육은 물론 신문, 잡지, 출판 관련 기사 작성과 편집 등을 공부합니다.

2. 주요 교과
∎기초 교과

∎ 심화 교과

이론

이론

- 문장론

- 시창작론2

- 시창작론1

- 전공영어2

- 소설창작론

- 국문학사

- 전공영어1

- 캡스톤디자인문학창작연구1,2

- 희곡론

이론+실습

- 국문학개설

- 희곡창작연습

이론+실습

- 소설창작연습2

- 시창작실습

- 문학비평실습

- 아동문학창작실습1

- 현대소설연구워크샵

- 소설창작연습1

- 아동문학창작실습2

- 현대시사연구워크샵

- 동서문학연구워크샵

- 현대문학비평연습

실습

- 방송문학실습

- 희곡창작세미나1,2,3

실습
- 산문문학창작실습1,2/작가연구세미나

- 시창작세미나1,2,3,4
- 소설창작세미나1,2
- 서사문학창작연습1,2
- 방송드라마창작연습
- 방송드라마창작세미나
- 현대희곡
- 창작실습
- 편집기술워크샵
- 아동문학창작세미나

3. 적성 및 흥미
- 문학과 창작에 관심과 소질
- 연극, 영화, 미술, 광고 등 다양한 문화예술 장르에 흥미
- 상상력과 창의력, 글쓰기와 읽기에 대한 흥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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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진출분야
분야

직업명칭
시인

직무개요
자신의 생각과 느낌을 함축적인 시어로 표현한다.

소설가

등장인물, 사건, 배경 등을 구상하고 주제를 결정하여 일정
형식의 소설을 저술한다.

극작가

연극을 상연하기 위한 대본(극본, 희곡)을
작성하는 사람 또는 영화 제작을 위해 문학
작품을 창작하거나 각색하는 담당한다

동화작가

동화를 집필하여 각종 문예지와 잡지, 신문
등에 발표하거나 책으로 엮어 출판하는 일
을 한다

방송작가

방송프로그램(드라마 또는 비드라마)을 제
작을 위한 대본을 작성하는 업무를 한다

작가/시나리오

영화시나리오작가

영화를 제작하기 위하여 창작글을 쓰거나 문학작품의 내용
을 각색하여 시나리오(대본)를 쓴다.

출판물 편집자

출판물을 제작하기 위해 컴퓨터를 이용하
여 자료를 입력하고, 각종 출판물을 편집

출판물 기획자

편집 방향을 세우고 출판물에 수록될 원고
를 조정

신문기자

국내·국외에서 발생한 주요 사건, 사고 및
정보를 신문으로 보도하기 위한 취재 담당

편집기자

취재된 기사, 사진 및 자료 등을 신문이나
방송에 보도하기 위해 편집·교정

잡지기자

각종 사건사고, 정치권 뉴스, 생활정보 등
다양한 소식을 잡지매체를 통해 일반인에
게 신속하게 제공

문학평론가

문학작품의 예술적 가치를 평가하고 방송
또는 출판을 위한 평론을 작성

출판

언론/방송

연출가

연극·방송극 등에서 각본을 바탕으로 배
우의 연기, 무대장치 등의 요소를 종합하여
효과적으로 무대공연을 할 수 있도록 지도

문화예술기획자

수준 높은 문화예술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
로 문화예술 공연기획, 전시기획 등 경영과
기획업무 담당

문화/공연/예술

중등학교 국어교사
교육

논술지도사
문예창작학과 교수
작사가

기타

영화감독
방송기자
한국어 강사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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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등학교에서 학생들에게 국어 및 문학에 대한 이해를
넓히기 위하여 국어, 현대문학, 고전문학, 문법, 작문 및 관
련과목을 전문으로 교육함
아동과 학생, 청소년을 대상으로 글쓰기 지
도, 표현 기법, 문학과 신문 사설 분석, 논
술 교육 등을 가르치고 지도하는 사람
대학에서 해당 분야 전공과목을 강의하고
전공 분야의 연구를 수행함

비고

1. 작가
⦁진출분야 : 전업 작가(시인,소설가, 방송작가, 시나리오작가 등), 출판사, 방송사, 잡지사, 영화사 등
⦁주요 직무
- 소설의 줄거리나 등장인물을 결정하고 필요한 경우 역사적 배경이나 사건 현장을

조사·분석하여 작품에 반

영(소설가)
- 사물, 현상에 대한 느낌, 작가 자신의 경험을 바탕으로 자유로운 문장형식으로 자신의 정서를 표현(수필가)
- 자연, 인생 등 다양한 주제를 작가의 주관적이고 독특한 시각으로 관찰하여 함축적인 시어로 정리(시인)
- 작품을 집필하여 각종 문예지와 잡지, 신문 등에 발표하거나 책으로 엮어 출판
- 문학작품이나 미술, 음악 등 문화예술작품에 대해 가치를 평가하고 평론을 작성(평론가)

⦁기업이 요구하는 취업 역량 : 글쓰기 능력, 창의력, 기획력, 추리력, 읽고 이해하기, 기억력
⦁필요한 교육/훈련 : 특별한 자격 제한은 없지만, 대학의 문예창작학과 등에서 관련 교육을 받으면 작가로 활
동하는 데 많은 도움을 받을 수 있음. 관련 학과에 진학하면 다양한 작품과 작가를 분석
하게 되고 습작훈련을 통해 문장력, 표현력 등을 기를 수 있음. 그러나 제도적 교육보다
는 작가적 자질을 스스로 키워나가는 노력이 더 중요함. 이를 위해 평소 독서와 사색, 글
쓰기 연습을 하고 다양한 경험을 쌓는 것이 필요함.
방송작가, 시나리오작가의 경우 방송아카데미, 영화아카데미, 관련 협회 등 사설학원을 통
해 관련 교육을 받을 수 있음. 이 밖에 각종 문화센터, 대학교 내의 평생교육원 등에서
개설하는 작가양성과정을 통해 창작훈련을 전문적으로 받고 자신의 문학적 소질을 키우는
사람도 늘고 있음.

⦁관련 직업：카피라이터, 작사가, 속기사 등
⦁정보 사이트
- 한국문화예술위원회 | (061)900-2100

| www.arko.or.kr

- 한국콘텐츠진흥원 | 1566-1114 | www.kocca.kr
- 한국작가회의 | (02)3138-1486 | www.hanjak.or.kr
- (사)한국문인협회 | (02)744-8046 | www.ikwa.org
- (사)한국방송작가협회 | (02)782-1696 | www.ktrwa.or.kr
- (사)한국희곡작가협회 | (02)2269-0535 | www.kpw.or.kr
- (사)한국시나리오작가협회 | (02)2275-0566 | www.scenario.or.kr

2. 출판 편집자
⦁진출분야 : 출판사, e-Book 업체 등
⦁주요 직무 : 원고를 받아서 출판물의 디자인을 검토하고, 편집작업의 순서와 방법을 설정
디자이너의 영역까지 병행하여 디자인 설계부터 편집까지의 모든 작업을 수행 일러스트, 포토샵 등
의 프로그램을 주로 이용하여 사진을 합성 또는 수정하여 더욱 고급스러운 그래픽을 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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컴퓨터에 문자나 그림, 로고, 사진 등을 입력하고 색채, 크기, 위치를 조정 편집
모든 편집업무를 마치면, 시험출력을 하여 문제점을 파악 보완한 후 인쇄공정에 넘길 판을 제작
프린터를 통해 직접 출력하거나 포스트 스크립트 파일로 만들어서 고해상도 출력장치가 있는 출력
소에 송부

⦁기업이 요구하는 취업 역량 : 글쓰기, 읽고 이해하기,창의력, 듣고 이해하기, 선택적 집중력
⦁필요한 교육/훈련 : 출판편집자가 되기 위해서는 일반적으로 전문대졸 이상의 학력이 필요하며, 출판환경에 대한
이해와 책에 대한 애정이 있어야 함. 대학에 출판미디어학과가 생기면서 보다 전문적인 교
육이 이루어지고 있지만, 반드시 관련 학과를 전공해야만 하는 것은 아님. 학력보다는 관련
업무를 담당하며 일정 기간 이상의 경력을 쌓는 것이 중요하며, 비전공자나 출판 관련 경력
이 없는 사람들은 관련 협회의 아카데미나 문화센터의 프로그램을 통해서 출판기획 및 편집
에 관한 교육을 받으면 취업하는 데 유리할 수 있음. 책의 편집과 디자인에 관여하므로 출
판 그래픽 관련 프로그램을 사용할 수 있거나 워드프로세서를 비롯해 컴퓨터 관련 자격증을
가지고 있으면 좋음. 최근에는 외국도서사이트 검색이 업무 중 큰 비중을 차지하게 되면서
영어를 비롯한 외국어 능력이 요구되고 있음. 이들은 전자출판편집원, DTP편집원, 맥편집
원, 편집오퍼레이터 등으로 불리며, 인쇄전문업체, 종합인쇄 및 출판업체, 신문사 및 정기간
행물발간업체 등 폭넓은 분야에서 활동하고 있음

⦁관련 직업： 시나리오 작가, 소설가, 출판물 기획자 등
⦁정보 사이트
- 대한출판문화협회 | (070)7126-4720 | www.kpa21.or.kr
- 한국출판인회의 | (02)3142-2333 | www.kopus.org
- 서울북인스티튜트(서울출판예비학교) | blog.naver.com/ilovesbi

3. 신문기자
⦁진출분야 : 일간지, 지역신문사, 잡지사, 기업체 홍보실, 인터넷 언론사 등
⦁주요 직무
- 주요 현안을 처리하는 정치현장, 범죄·화재 및 교통 사고현장, 체육경기장 및 각종 전시회 등 국민의 관심을
불러일으킬 수 있는 사건 및 사고 현장을 찾아 원인·진행과정 및 결과 등을 취재
- 관찰, 면담, 조사 등을 통해 사건·사고에 관련된 자료를 수집
- 수집한 정보를 토대로 사건의 주요내용을 분석·정리하고, 입증된 기사내용을 편집형태와 기준에 따라 기사를 작
성
- 신속한 기사제공을 위하여 작성된 기사를 편집실로 전송
- 지방 관할지역의 기사취재를 전문으로 담당하기도 하며 외국으로 파견되기도 함.

⦁기업이 요구하는 취업 역량 : 글쓰기, 추리력, 논리적 분석
⦁필요한 교육/훈련 : 신문기자가 되기 위해서는 대졸 이상의 학력을 갖춰야 함. 기자에게는 무엇보다 사회를 냉
철하게 바라보는 시각과 언변, 글쓰기 등의 훈련이 필요한데 특히 기사작성에 필요한 작문
실력을 길러두어야 함

⦁관련 직업：잡지기자, 편집기자, 사진기자, 촬영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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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 사이트
- 한국언론진흥재단 | (02)2001-7114 | www.kpf.or.kr
- 한국신문협회 | (02)733-2251 | www.presskorea.or.kr
- 한국기자협회 | (02)734-9321 | www.journalist.or.kr
- 한국편집기자협회 | (02)732-1267 | www.edit.or.kr
- 한국인터넷기자협회 | 070-4411-5452 | www.kija.org

4. 작사가
⦁진출분야 : 음악사, 음반제작사 등
⦁주요 직무
- 작곡된 음악을 듣고 분위기 또는 주제에 알맞은 가사를 구상하거나 일정한 형식에 맞도록 가사를 구성
- 음악의 종류(가요, 동요, 영화음악 등)에 따라 가사의 분위기, 언어의 배열 등을 구상
- 정리된 가사를 작곡가와 협의하여 수정
- 행사음악이나 사가(회사음악) 등을 작사

⦁기업이 요구하는 취업 역량 : 창의력, 글쓰기, 창의력 학습전략, 청력
⦁필요한 교육/훈련 : 작사가가 되는데 전공이나 학력 제한은 없지만, 대학에서 국어국문학과, 문예창작학과등 어
문계열 학과를 졸업하는 것이 유리함. 최근 사설학원을 통하여 작사가 과정을 교육 받는 것
이 가능하며, 작사는 작곡 능력이 어느 정도 기반이 되어야 가능하므로 악보를 읽고 가사를
붙일 수 있는 실력이 필요함

⦁관련 직업：시인, 음반제작자, 프로듀서 등
⦁정보 사이트：한국가곡작사가협회 | www.jaksaga.net

5. 논술지도사
⦁진출분야 : 논술관련 사설학원(강사), 초등학교 등
⦁주요 직무
- 아동과 학생, 청소년을 대상으로 글쓰기 지도, 표현기법, 문학과신문사설 분석하고 논술교육 등을 가르치고
지도
- 아동과 학생, 청소년을 대상으로 독서 프로그램을 운영
- 초등학교 방과 후 특기적성교육
- 출판 관련 업체에서 연구활동 수행

⦁기업이 요구하는 취업 역량 : 학습전략, 가르치기, 글쓰기, 설득, 논리적 분석
⦁필요한 교육/훈련 : 논술지도사가 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교육이나 학력 조건은 없지만 가르치는 분야에 대한
전문지식이나 기술·기능 등을 보유하여야 하며 이를 잘 전달할 수 있는 능력이 필요함. 교
원자격 소지자, 전문대학 졸업자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는 사람으로 해당 분야의
전문적인 지식과 실기 능력을 갖추어야 함 .현재 논술지도사로 활동하기 위해서는 논술지도
사 자격증이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님. 또한 논술지도사 자격증의 경우 아직 국가가 인정한
자격증이 없기 때문에 다수의 민간기관에서 별도의 응시 자격응시 자격기준 및 검정기준을
가지고 자격시험을 시행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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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술지도사를 검정하는 기관은 한국대학부설 평생교육원협의회에서 주관하며, 검정방법은년
2회 실시함. 검정 시험은 필기시험과 실기시험이 있으며 필기 시험은 100점 만점에 70점
이상 획득하면 합격됨. 평생교육원에서 120시간 이상의 수업을 수료하면 자격이 주어짐. 그
외 여러 민간교육기관에서 논술 지도사 교육과정을 개설하여 자격을 검정 하고 있음.

⦁관련 직업：논술강사, 독서논술지도사, 독서지도사 등
⦁정보 사이트：한국글쓰기교육연구회 | 010-2868-1254 | www.kulssugi.or.kr

6. 중등학교 교사
⦁진출분야 : 공립 중등학교, 사립 중등학교
⦁주요 직무
- 주된 업무는 교과목을 지도하는 것이지만, 담임을 맡으면 학급 경영을 비롯해 전학, 입학, 출석사항 등의 학
사업무를 수행하며 학생들의 학교생활 전반을 관리
- 학교의 교육계획과 수업일수 등을 고려하여 자신이 전담하는 과목의 학습안을 설계하고 교과서 외에 시청각
자료 등 다양한 교구 및교재를 활용하여 수업
- 교과내용에 대한 과제를 학생들에게 제시하기도 하며 학생들의 수업 중 질문에 답변하고 활발한 수업이 이루
어질 수 있도록 분위기를 유도
- 시험을 출제하고 학생의 성적을 평가

⦁기업이 요구하는 취업 역량 : 판단과 의사결정, 가르치기, 학습전략, 시간관리
⦁필요한 교육/훈련 : 중등학교교사가 되기 위해서는 대학교의 사범계열 학과를 졸업하거나 비사범계열 학과에
서 교직 과목을 이수하여 중등학교 2급 정교사 자격을 취득해야 함. 비사범계열학과 졸
업 후 교육대학원에 진학하여 석사 학위를 취득하여도 2급 정교사 자격을 취득할수 있
음. 중고등학교에서 학생들을 대상으로 그동안 배운 지식과 이론을 기초로 교육실습(교생
실습)을 함. 한편, 비사범계열학과 졸업 후 교육대학원에 진학하여 석사 학위를 취득하여
도 2급 정교사 자격을 취득할 수 있음. 또한, 2급 정교사 자격을 소지한 자가 3년 이상
의 교육경력을 가지고 소정의 재교육을 받거나 2급 정교사 자격증을 가지고 교육대학원
또는 교육부장관이 지정하는 대학원 교육과에서 석사 학위를 받은 자로서 1년 이상의
교육경력이 있으면 1급 정교사 자격증을 취득할 수 있음 .

⦁관련 직업：국어교사, 학원강사 등
⦁정보 사이트
-교육부 | (02)6222-6060 | www.moe.go.kr
-한국교육과정평가원 | (02)3704-3704 | www.kice.re.kr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 (02)570-5500 | www.kfta.or.kr

⦁학과 활동 및 프로그램
-하늘마음 푸른문학, 전국 고교생 문예백일장, 문학기행, 동아리활동, 문학특강, 졸업작품집 발간

⦁자격증
-문예지도사, 독서지도사, 논술지도사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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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전공 개요
체육 관련학과에서는 신체활동을 바탕으로 건강, 운동, 스포츠과학 그리고 여가를 포함한 인간의 행동에 대한 지
식과 이해를 연구하고, 체육지도자 및 스포츠 연구자 양성을 위해 신체운동에 관한 기초이론과 실기를 배웁니다.
스포츠산업이 활성화됨에 따라 스포츠마케팅 등 문화영역으로서의 스포츠를 다루기도 하며 스포츠의 대중화와 경
기력 향상을 위한 스포츠 과학과 관련된 최신 이론을 공부합니다. 또한 점차 중요시되는 질병예방과 건강관리를
위한 사회체육, 운동처방 관련한 학과와 커리큘럼이 포함됩니다.

2. 주요 교과
∎기초 교과

∎ 심화 교과

- 사회체육론

- 스포츠심리학

- 인체해부학

- 스포츠사회학

- 스포츠영양학

- 운동처방

- 골프

- 특수체육

- 수영

- 스포츠교육학

- 테니스

- 유아체육

- 운동생리학

- 스키

- 스포츠영어 등.

- 볼링
- 축구
- 댄스스포츠 등.

3. 적성 및 흥미
- 건전한 육체와 사고, 운동하기를 좋아하며 스포츠맨십 필요.
- 많은 양의 연습과 훈련이 필요하므로 끈기와 인내심 필요.
- 사람을 가르쳐야 하므로 남다른 지도력과 인격 필요.
- 체계적인 연구를 위해 기초지식 필요.

4. 진출분야
⦁진출직업 : 체육교사, 방과후교사, 스포츠마케터, 헬스트레이너, 스포츠강사, 레크리에이션강사, 경기감독 및 코
치, 다이어트프로그래머, 경기심판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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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야

직업명칭

직무개요

필수요건

마사지사/체형교정

스포츠마사지 및 체형교정

필요 자격증
미용사[피부](국가기술)

고객의 체중감소와 건강증진에 목적을 두고
피부미용 및

다이어트프로그래머

고객의 체형과 체질을 진단하여 다이어트

체형관리사

체형관리사자격증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관리한다.
헬스클럽 등에서 개인의 체력을 증진하고

헬스트레이너

신체를 단련하도록 지도한다.
각종 운동경기에서 규칙을 적용하여 경기를

경기심판

경기심판 및
경기기록원

진행한다.
운동경기의 각종 상황을 기록하여 자료로

경기기록원

활용하도록 제공한다.

생활체육지도자(보디빌딩)

경기심판자격증

경기기록심자격증

운동선수의 신체 및 건강 상태를 진단하여,
스포츠트레이너

경기에 참가할 수 있는 최상의 컨디션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고 최상의 능력을 발휘할

스포츠 및

수 있도록 훈련시킨다.

레크리에이션
강사

생활체육지도자

레크리에이션강사

스포츠강사

캠프, 사교모임 등을 위해 오락프로그램을
계획하고 진행한다.

레크리에이션 강사자격증

캠프, 사교모임 등을 위해 오락프로그램을

생활체육지도사 1, 2,

계획하고 진행한다.

3급(국가전문)

5. 기타
⦁각 학과에서 필요로 하는 정보 작성
자주이용하는 사이트: 체육지도자연수원
행사일정: 사회체육학과장배 풋살대회(약9월)
현장실습: 각 체육관련실습기관에서 실습실시.

⦁학과 활동 및 프로그램
- 인근지역 스포츠이벤트 봉사활동
- 사회체육학과 체육대회
- 졸업생 특강
- 선진 체육시설 및 현장 견학
- 해외취업 기회 제공

⦁자격증 종류
- 1,2급 전문스포츠지도사,
- 1,2급 생활스포츠지도사
- 1,2급 장애인스포츠지도사
- 건강운동관리사
- 유소년스포츠지도사
- 노인스포츠지도사

SUNCHON NATIONAL UNIVERSITY

CAREER ROADMAP

215

❍ 학과에서 가장 전망 있는 직업 또는 학과 선배들이 주로 입사하는 직업 5가지 정도 아래와 같이 작성(학생들

에

게 안내가 더 좋은 표기법이 있으면 작성하여도 무방)

1. 헬스트레이너
⦁진출분야 : 사기업, 공기업 등
⦁주요 직무 : 각종 운동기구의 사용법을 시연하고 적절한 횟수, 무게, 자세, 순서 등에 대하여 지도한다. 각종 측정
기구와 측정지표를 이용하여 운동성과를 평가하며 운동목표에 도달하도록 지속적인 관리를 한다.

⦁기업이 요구하는 취업 역량 : 자료 (비교) / 사람 (서비스 제공) / 사물 (단순작업)
⦁필요한 교육/훈련 : 균형감각, 웅크림, 손사용, 언어력
⦁관련 직업：퍼스널트레이너
⦁정보 사이트：워크넷 www.work.go.kr

2. 체육교사
⦁진출분야 : 교육공무원
⦁주요 직무 : 육상, 체조, 구기, 수영, 무용 등에 관한 동작원리, 기술 등을 설명하고 시범을 보인다. 게임활동,
표현활동, 보건에 관한 기본 움직임과 이론을 교육하고 학생들의 체력활동 시 동작을 관찰하고 교
정한다. 운동종목의 역사와 목적을 설명한다. 학생들의 향상도를 시험하고 평가한다. 시험을 출제하
고 학생의 성적을 평가한다.

⦁기업이 요구하는 취업 역량 : 자료 (수집) / 사람 (교육) / 사물 (관련없음)
⦁필요한 교육/훈련 : 균형감각, 웅크림, 언어력
⦁정보 사이트：워크넷 www.work.go.kr

3. 체육학원강사
⦁진출분야 : 사기업, 공기업 등
⦁주요 직무 : 수강생의 능력 및 수준에 따라 등급을 결정한다. 각 등급에 대하여 프로그램을 짜고 지도계획을 세
운다. 안전수칙을 주지시키고, 기본자세 및 실기를 시범하여 실습·지도한다. 근육을 단련시키고 규
칙적 운동이나 교정운동을 지시한다. 출석부 및 시간표를 작성하고 관리한다. 운동기구, 비품 등을
정리·관리한다.

⦁기업이 요구하는 취업 역량 : 자료 (수집) / 사람 (교육) / 사물 (관련없음)
⦁필요한 교육/훈련 : 균형감각, 웅크림, 손사용, 언어력
⦁정보 사이트：워크넷 www.work.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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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경기 감독
⦁진출분야 : 사기업, 공기업 등
⦁주요 직무 : 운동선수들의 훈련을 지도하고 시합 전략을 수립하는 등 운동선수단의 운영 및 경기력 향상에 관련
된 제반 사항을 총괄한다.

⦁기업이 요구하는 취업 역량 : 자료 (종합) / 사람 (감독) / 사물 (관련없음
⦁필요한 교육/훈련 : 균형감각, 웅크림, 손사용, 언어력
⦁관련 직업：경기 코치
⦁정보 사이트：워크넷 www.work.go.kr

5. 스포츠마케터
⦁진출분야 : 사기업, 공기업 등
⦁주요 직무 : 스포츠팀 및 기업이 스포츠마케팅을 통해 인지도향상 및 이미지개선을 할 수 있도록 스포츠와 관련
된 각종 행사지원, 선수지원, 스포츠용품 판매 등을 대행한다.

⦁기업이 요구하는 취업 역량 : 자료 (분석) / 사람 (자문) / 사물 (관련없음)
⦁필요한 교육/훈련 : 언어력
⦁정보 사이트：워크넷 www.work.go.kr

SUNCHON NATIONAL UNIVERSITY

CAREER ROADMAP

217

피아노학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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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전공 개요
피아노학과는 집중적인 실기훈련과 학문적 탐구를 통해 능력있는 전문 음악인을 양성하고 시대 변화에 부응하는
실용적인 음악인을 키워 음악을 통한 사회의 문화수준 향상에 공허함을 목적으로 한다. 최고의 교수진에 의한
1:1 피아노 실기지도가 집중적으로 이루어지며 다양한 형태의 연주기회를 통해 학생 개개인의 연주능력과 음악성
을 살릴 수 있도록 한다. 또한 음악 문헌, 연구, 음악분석, 교수법 등 여러 이론과목으로 개설하여 이론적 바탕과
소양을 갖춘 전문 예술인 및 전인적 교육자를 배출하는 데 중점을 둔다.

2. 주요 교과
∎기초 교과

∎심화 교과

- 전공실기 Ⅰ~Ⅷ

- 음악이론과 응용

- 연주 1-4

- 형식과 분석 Ⅰ·Ⅱ

- 모던화성학 Ⅰ·Ⅱ

- 대위법
- 음악문헌과 비평
- 즉흥연주 및 건반화성
- 전공영어
- 음악교수법과 예술경영

3. 적성 및 흥미
- 풍부한 음악성과 함께 장시간의 꾸준한 연습을 이겨낼 수 있는 인내력과 성실함필요
- 음악적 감수성과 창의력을 위해 다양한 문화예술 장르에 관심

4. 진출분야
분야

직업명칭

음악교사

필수요건

필요
자격증

중·고등학교에서 학생들에게

중등학교

음악적 정서와 소질을 개발하기

1,2급

위하여 음악, 음악과 생활 및

정교사

관련 과목을 전문으로 교육한다.

(국가전문)

예능계열학원에서 수강생들에게

교사
방송 · 공연

직무개요

음악학원 경영자 및 강사

특정교과에 대한 이론과 기술을
강의하고 자격 ·면허를 취득하기

예능 강사

위한 전문과목을 지도
초중등학생을 대상으로 방과
방과후교사

후에 학교 등에서 숙제,
일기쓰기, 독서지도 등의 학습을
지도하고 가르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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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야

직업명칭

직무개요

필수요건

필요
자격증

음반시장 및 수요자 분석을 통해
음반기획자

음반을 기획하고, 적합한 가수,

감독 및

연주자, 작곡·작사··편곡자를

기술감독

선정하여 음반을 제작한다.

공연작품을 무대에 올리기 위해
공연기획자
방송

작품 선정, 홍보, 마케팅,
공연결과 평가 등 제반 과정을

행사기획자

기획하고 추진한다.

녹음기사는 녹음장비를 이용하여
영화, 드라마. 음반 등의 제작에
음향 및 녹음 기사

사용되는 소리, 음악, 목소리
등을 녹음하고, 음향기사는

음향·녹음
기사

음향감독의 감독 하에 마이크를

방송통신기
능사,
산업기사,
기사

배치하고 음향상태를 조정한다.

음악치료방법을 통해 개인의
음악치료사

정서적, 신체적, 정서적
이상상태를 복원, 유지,
향상시킨다.

기타 치료
·재활사 및
의료기사

관악기, 현악기, 타악기를
연주하는 관현악단을 지휘하거나,
기타 그 외

무용단의 반주자 및 지휘자

합창단, 경음악단의 연주를
지도하고 지휘하며 악곡을
작곡하거나 악기를 연주하는
예술적인 행위를 수행한다.

작곡되어 있는 음악을
연주가

오케스트라 및 악단의
일원으로서 도는 혼자서
연주한다.

5. 기타
- 다채로운 연주회를 통해 개인의 음악적 성향과 연주 실력을 향상토록 한다.
- 학과에서 개최하는 연주회 말고도 지역 간의 활발한 교류를 통하여 외부 연주회 관람을 통해 학생들의 음악
지식을 넓히거나, 직업 탐색의 길을 넓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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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음악학원 경영 및 개인 레슨
⦁진출분야 : 학원 및 개인 레슨
⦁주요 직무 : 학원 경영

2. 공연예술기획자
⦁진출분야 : 관공서 및 사설 공연장
⦁주요 직무 : 공연기획 및 홍보 업무

3. 음악교사 및 예능 강사(초·중·고 교사. 방과후 교사)
⦁진출분야 : 국·공립, 사립 초등학교 및 중·고등학교
⦁주요 직무 : 음악수업 및 지도

4. 전문연주가
⦁진출분야 : 국내·외 콩쿨 참여
⦁주요 직무 : 콩쿨 및 개인 독주회 개최

5. 음악학 관련 연구 및 교수
⦁진출분야 : 국내·외 학계
⦁주요 직무 : 음악 연구 및 논문 발표

1. 학과 활동 및 프로그램
- 오케스트라 초청 협주곡의밤, 가을 테마 연주회, 졸업 연주회, 다수의 취업 특강. 명사 초청 마스터클래스 진행

2. 자격증 종류
- PA지도자 2급, 피아노 어드벤쳐 전문교사 교육과정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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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예술학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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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전공 개요
사진영상예술 관련학과에서는 사진을 비롯해 다양한 디지털영상 콘텐츠 제작을 위한 이론을 배우며 실습을 병행
합니다. 최근 디지털카메라 사용의 증가와 다매체, 다채널의 멀티미디어 시대가 본격화되면서 사진과 영상을 함께
배우는 융합 학과들이 생겨나고 있으며 드론 관련 수업이 진행되기도 합니다. 과학기술의 바탕 위에 이루어진 예
술 분야로 예술적인 표현뿐만 아니라 기록, 보도, 광고, 학술연구, 의료, 항공사진측량, 우주개발, 고고학 연구 등
사진영상의 응용범위가 더욱 넓어지고 있으며 이들 학과에서도 다양한 분야를 아우르는 사진 촬영 및 편집, 영상
연출, 촬영 등과 관련한 제작기법과 기획력을 함양합니다.

2. 주요 교과
∎기초 교과

∎심화 교과

- 사진학개론

- 사진표현연구

- 사진촬영 기초실기

- 컬러사진실기Ⅰ,Ⅱ

- 디지털사진Ⅰ,Ⅱ,Ⅲ

- 상업사진론

- 예술사진실기Ⅰ,Ⅱ

- 다매체연구
- 예술사진론
- 응용사진창작실기
- 특수조명실기
- 인상사진실기
- 상업사진세미나 등

3. 적성 및 흥미
사진과 영상 분야는 예술적 표현매체로, 카메라 조작에 대한 기술적 지식과 이해뿐만 아니라 촬영하고자 하는
대상이나 콘텐츠에 대한 이해와 창의적 사고가 필요합니다. 공연 및 영상 예술에 관심이 많고, 개성과 창의력,
미적 감각, 예술적 감수성 등이 요구되며 자신의 생각이나 감정을 사진이나 영상매체를 통해 표현하기 위해서는
관찰력과 탐구력이 뒷받침되어야 하며, 영상매체 장비를 잘 다룰 수 있어야 합니다.

4. 학과 활동 및 프로그램
- 졸업전시회

- 청청예술제(인문예술대학 예술계학과 예술제)

- 스튜디오 현장실습

- 사진공모전 다수 출전

5. 자격증
- 사진기능사
- GTQ일러스트

- GTQ포토샵
- 중등정교사 2급 자격증

- 문화예술교육사 2급 자격증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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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진출분야
분야

직업명칭

사진기자

다큐멘터리 사진가

직무개요

전공요건

신문이나 잡지에 게재하기 위하여

사진학개론, 사진촬영 실기,

사진을 촬영하여 제공

다큐멘터리사진 실기

현실을 직접적으로 다루며 그대로를

사진학개론, 사진촬영 실기,

전달하는 사진가

다큐멘터리사진 실기

고객의 수요를 미리 예측하여 먼저
스탁 사진작가

사진을 만들어 놓고 고객에게 그
사용권을 판매

사진학개론, 사진촬영실기,
상업사진실기,
상업사진 론,
상업사진 세미나
사진학개론, 사진촬영실기,

제품 광고사진작가

광고에 사용될 제품사진 촬영

상업사진실기,
상업사진 론,
상업사진 세미나
사진학개론, 사진촬영실기,

패션 및 인상
사진작가

광고에 사용될 인물, 패션사진 촬영

상업사진실기,
상업사진 론,
상업사진 세미나
사진학개론, 사진촬영실기,

사진 · 영상

영화·드라마

영화, 드라마의 홍보 및 보도용 사진을

스틸 사진작가

제작현장에서 촬영

상업사진실기,
상업사진 론,
상업사진 세미나
사진학개론, 사진촬영실기,

예술사진작가

촬영대상을 선정하여 예술성 있는
작품사진 촬영

예술사진실기,
예술사진론,
예술사진 포트폴리오

디지털 프린터 및

디지털 방식의 은염, 잉크젯 프린팅

포토샵 오퍼레이터

디지털사진 프린트 전 검수 및 편집

사진학개론, 사진촬영실기,
디지털사진
Ⅰ,Ⅱ,Ⅲ

다매체
영상 제작자

의뢰받은 홍보용, 기록용, 영상 제작

창작실기,
다매체 연구
미디어컨텐츠 제작

대학에서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제반문화
사진학 교수

예술 분야 중 해당 분야의 전문적인
이론 및 실습교육을 통해 실용적인
지식과 기능을 가르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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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학 전반적 전공과목

필요
자격증

1. 사진기자
⦁진출분야 : KBS, MBC, SBS 등 지상파방송사를 비롯해 종합유선방송, 지역민영방송 등의 방송국과 일간지,
지역신문사, 잡지사, 인터넷언론사 등

⦁주요 직무
- 신문이나 잡지에 게재하기 위하여 뉴스, 스포츠, 연예 또는 흥미 를 끌만한 사건,장소, 인물 및
기타 장면을 사진으로 제공하기 위하여 촬영
- 독자의 관심과 흥미를 불러일으킬 수 있는 사건·사고현장 및 장소를 찾아감
- 사건·사고의 전개과정이나 정보의 중요성에 따라 주요 장면을 사진 촬영
- 촬영한 사진을 현상하고, 기사나 정보의 순서 등에 맞게 사진을 편집
- 편집한 사진을 편집부에 제공
-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스포츠, 연예 등 어느 한 분야의 사진촬영 만을 전문으로 하기도 함

⦁기업이 요구하는 취업 역량 : 리더십 | 인내 | 독립성 | 꼼꼼함 | 혁신
⦁필요한 교육/훈련
- 사진기자가 되는데 특별히 유리한 교육이나 전공은 없으나 주요 언론사의 경우 대졸 이상의 학력을 요구
- 사진기자는 일간지, 지역신문사, 잡지사, 기업체 홍보실, 인터넷 언론사 등에서 일하며 공개채용, 특별채용
등을 통해 입사하게 됨
- 언론사에 따라 전형방법에는 다소 차이가 있으나 서류전형, 필기시험, 면접 등을 거쳐 채용되며 영상구성능
력을 평가하는 실기시험을 치름
- 나안시력 0.6이상 또는 교정시력 1.0이상을 요구
- 사진기자는 카메라를 다루는 기술보다 기자로서의 자질을 더 우선시하여 채용하며 입 사 후 연수를 통해
카메라 다루는 방법을 배움

⦁관련 직업：잡지기자, 신문기자, 방송기자, 편집기자, 촬영기자
⦁정보 사이트：한국문화예술위원회 | (061)900-2100,2200 | www.arko.or.kr
(사)한국사진작가협회 | (02)2655-3131 | www.pask.net
(사)한국프로사진가협회 | (02)4545-600 | www.kppa.co.kr

2. 상업사진작가
⦁진출분야 : 잡지사, 광고회사, 사진 업체 등
⦁주요 직무
- 사진 촬영 대상, 예상되는 조건, 사용할 카메라, 렌즈, 필름 및 각종 보조도구의 기능에 따라 장비를 선택
- 물체나 배경을 확인하여 카메라의 위치, 각도 계획
- 촬영할 대상을 정돈하고 조명, 노출, 셔터의 속도, 초점 등을 조절
- 필름을 현상, 확대, 필름 수정
- 작품사진 촬영을 위한 연구와 촬영 계획 수립
- 조명기구와 카메라를 조작하여 인물 촬영
- 촬영 의뢰인의 요구에 따라 촬영 일정과 필요 장비, 장소, 예산 등 의 관련 항목을 기획하여 관계자와 협
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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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품 촬영을 위해 연구 및 구상 후 촬영 대상, 예상되는 조건, 카메 라 위치, 각도, 사용할 카메라, 렌즈,
필름 및 각종 보조도구 등 관 련한 내용을 준비하고 계획함
- 촬영할 대상을 정돈하고 조명, 노출, 셔터의 속도, 촛점 등을 조절 해 촬영을 진행함
- 필름을 현상 및 인화하며 현상된 필름 및 파일을 수정하거나 편 집함

⦁기업이 요구하는 취업 역량 : 정직성 | 독립성 | 타인에 대한 배려 | 사회성 | 분석적 사고
⦁필요한 교육/훈련
- 사진가가 되기 위해 요구되는 특별한 자격이나 학력은 없지만, 점차 전문적인 교육을 받고 관련 분야로 진
출하는 경우가 늘고 있음
- 교육기관으로는 예술고등학교와 대학의 사진 관련 학과, 사진가를 전문적으로 양성하는 사설 사진학원, 그
리고 사진 강좌를 개설하는 문화센터, 사회교육원 등이 있음
- 대학의 관련 학과에 진학하면 사진학개론, 사진기기론, 디지털사진론 등의 이론적 교육 과 사진촬영과 관련
된 각종 실기교육을 받을 수 있고, 사설학원에서는 광고, 패션, 인 상 등 전문 분야의 사진 기술을 배울 수
있음
- 신문사나 잡지사, 광고사, 일반 기업체의 홍보부서 등에서는 전공 제한은 없어도 대졸 자 또는 전문대졸 이
상으로 학력을 제한하는 경우가 있음
- 각종 사진콘테스트에 입상 경험이 있으면 사진가로 인정받을 수 있으며 취업 시에도 매우 유리
- 또한, 디지털카메라의 사용이 증가함에 따라 컴퓨터를 이용한 사진편집기술을 갖추어 놓으면 작업하는 데
편리하고 사진가 중에는 사진관이나 스튜디오를 직접 운영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를 위해 마케팅, 경영, 영
업, 회계 등에 관한 지식을 쌓아 놓는 것도 필요

⦁관련 직업：촬영분야에 따라 인물사진작가, 제품사진자가, 도서촬영기사, 운동경기사진사, 항공사진 촬영가
⦁정보 사이트：한국문화예술위원회 | (061)900-2100,2200 | www.arko.or.kr
(사)한국사진작가협회 | (02)2655-3131 | www.pask.net
(사)한국프로사진가협회 | (02)4545-600 | www.kppa.co.kr

3. 스탁사진작가
⦁진출분야 : 스톡사진에이전시
⦁주요 직무
- 고객의 수요를 미리 예측
- 컨셉 결정 후 사진 촬영
- 고객에게 사진 사용권 판매를 위해 사진 촬영
- 에이전시를 통한 계약을 통해 사진 판매 요청

⦁기업이 요구하는 취업 역량 : 정직성 | 독립성 | 타인에 대한 배려 | 사회성 | 분석적 사고
⦁필요한 교육/훈련
- 사진가가 되기 위해 요구되는 특별한 자격이나 학력은 없지만, 점차 전문적인 교육을 받고 관련 분야로 진
출하는 경우가 늘고 있음
- 교육기관으로는 예술고등학교와 대학의 사진 관련 학과, 사진가를 전문적으로 양성하는 사설 사진학원, 그
리고 사진 강좌를 개설하는 문화센터, 사회교육원 등이 있음
- 대학의 관련 학과에 진학하면 사진학개론, 사진기기론, 디지털사진론 등의 이론적 교육과 사진촬영과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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된 각종 실기교육을 받을 수 있고, 사설학원에서는 광고, 패션, 인 상 등 전문 분야의 사진 기술을 배울 수
있음
- 신문사나 잡지사, 광고사, 일반 기업체의 홍보부서 등에서는 전공 제한은 없어도 대졸자 또는 전문대졸 이
상으로 학력을 제한하는 경우가 있음
- 각종 사진콘테스트에 입상 경험이 있으면 사진가로 인정받을 수 있으며 취업시에도 매우 유리하고 디지털카
메라의 사용이 증가함에 따라 컴퓨터를 이용한 사진편집기술을 갖추어 놓으면 작업하는 데 편리
- 사진가 중에는 사진관이나 스튜디오를 직접 운영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를 위해 마케팅, 경영, 영업, 회계
등에 관한 지식을 쌓아 놓는 것도 필요

⦁관련 직업：상업사진작가, 예술사진작가, 일러스트레이터, 애니메이터 등.
⦁정보 사이트： 토픽이미지스 | (02)2270-4748 | www.topicimages.com
게티이미지코리아 | (02)6220-8800 | mbdrive.gettyimageskorea.com

4. 사진학교수
⦁진출분야 : 대학교, 전문학교, 직업전문학교 등
⦁주요 직무
- 대학에서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사진과 관련된 전문적인 이론 및 실습교육 진행
- 자신의 전공분야에 대한 연구 수행
- 사진관련 학문을 연구하고 논문을 학회지에 발표
- 각종 회의에 참석하여 전문가로서의 조언 제공
- 사진학개론, 색채학, 컬러사진론, 사진예술론 등과 같은 과목을 가르침

⦁기업이 요구하는 취업 역량 : 책임과 진취성 | 성취, 노력 | 혁신 | 리더십
⦁필요한 교육/훈련
- 예체능계열교수가 되기 위해서는 전공과목의 박사 학위를 갖춰야 함
- 일부 전문대학의 문화·예술 관련 분야의 경우 박사학위가 없어도 특별한 업적이나 해 당 분야의 오랜 실무
경험을 갖춘 사람을 채용하는 예도 있음
- 대학교수가 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전공 분야에 대한 다양한 연구 실적이 중요하며, 이를 위해 국내외 학
술지를 통해 연구 실적물을 발표하고, 관련 학회 활동에 활발히 참 여하는 것이 필요함
- 학과별로 공고를 통해 임용하는 것이 일반적이며, 2~3년간 전임강사로 채용한 후 연구성과, 강의평가 등을
고려하여 교수로 정식 임용함
-

또한 실제 강의를 하게 하여 학생, 교수들의 평가를 반영하는 대학도 있음

⦁관련 직업： 공예학교수, 국악학교수, 관현악교수, 웹그래픽디자인학교수, 등
⦁정보 사이트： 한국문화예술위원회 | (061)900-2100,2200 | www.arko.or.kr
(사)한국사진작가협회 | (02)2655-3131 | www.pask.net
(사)한국프로사진가협회 | (02)4545-600 | www.kpp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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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디자인학과

1인미디어콘텐츠창작자
다큐작가
드론촬영기사
방송송출장비기사
사진작가

홀로그램전문가

영화제작자
영상·녹화 및 편집기사
방송연출가

애니매이터
실업교사(디자인)
방과후교사

가상현실전문가
증강현실전문가
학예사(큐레이터)
영상필름관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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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그래픽디자이너
애니메이션기획자

1. 전공 개요
체계적 학습에 의해 정예화 된 영상디자인 전문 인력을 배출함으로써, 미래지향 대학으로서의 위상을 확고히 해
나가고자 한다. 또한 산업체들과의 산학협동 교류를 적극적으로 도모하여 사회가 필요로 하는 실질적이고 구체적인
학습 프로그램을 적극 수용한다.
교육과정은 영상프로그램의 운용능력을 바탕으로 비디오영상, CF, 뮤직비디오, 애니메이션, 모바일 영상 등이
며 영상산업 전 분야에 걸쳐 능동적으로 적응해 나갈 수 있는 실기 위주의 교육과 이론 및 세미나, 영상학,
시나리오작성과 같은 영상이론과목을 중심으로 하고 있다.
4차 산업혁명시대를 맞아 IT와 영상에 관한 관심이 폭증하고 있는 시점에서, 영상디자인분야는 다양한 영상프로그
램 운용능력과 학습을 바탕으로 창조적 디자인 작업을 창출할 수 있다. 영상을 통한 창의적 작업은 고부가가치
산업의 핵심 콘텐츠로, 세계무대로 나아갈 수 있는 기틀을 마련하고 차세대 경쟁력 있는 분야로 발전하고 있다.

2. 주요 교과
∎기초 교과

∎심화 교과

- 컴퓨터응용

- 고급영상제작편집

- 색채학세미나

- 3D모션그래픽

- 창의적발상과표현

- 캐릭터디자인

- 기초조명

- 프로젝트

- 비디오영상제작편집

- 영상디자인종합설계 등

- 3D영상제작 등

3. 적성 및 흥미
- 영상 연출, 촬영 등과 관련한 제작기법과 기획력을 함양
- 촬영하고자 하는 대상이나 콘텐츠에 대한 이해와 창의적 사고가 필요
- 개성과 창의력, 미적 감각, 예술적 감수성 등이 요구
- 관찰력과 탐구력이 뒷받침되어야 하며, 영상매체 장비를 잘 다룰 수 있는 능력

4. 학과 활동 및 프로그램
- 전주국제영화제, 광주비엔날레 견학
- 공모전 다수 출전

5. 자격증
- 중등학교 정교사(2급, 교직이수자)
- 디자인 자격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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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진출분야
분야

직업명칭

비디오 아티스트

멀티미디어 디자이너

문화/예술

직무개요

필수요건

영상기기를 이용하여 예술작품을 만들거나 영
상을 통한 전시를 진행한다.

모바일, 어플, 웹 개발에 필요한 디자인 및
구성요소를 개발한다.

방송, 영화 등의 영상물을 제작하기 위해 카
촬영기사

메라 등 촬영 장비를 사용하여 각종 물체나
대상을 촬영한다.

방송편집기사

방송 프로그램의 특성에 맞게 촬영한 영상물
을 재구성하여 편집한다.

7. 기타
- 공모전 수상은 학과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 https://www.scnu.ac.kr/design/main.do
- 공모전 홍보 사이트 씽굿 : https://www.thinkcontest.com/
- 교직이수 과정 진행 시 ‘디자인’ 과목 중등학교 정교사 2급 자격증 획득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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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요
자격증

1. 영상·녹화 및 편집기사
⦁주요 직무 : 방송 프로그램의 송신신호를 조절하기 위하여 조정판(콘솔)을 조작하거나 영화, 방송에 쓰이는 필
름, 비디오테이프 등의 영상을 대본에 맞게 편집한다.

⦁기업이 요구하는 취업 역량 : 촬영기사 및 방송장비기술자는 연출자를 비롯해 여러 스태프들과의 호흡이 중요
하기 때문에 원활한 인간관계를 형성할 줄 알아야 하며, 무거운 방송장비를 취급
해야 하므로 강인한 체력도 요구된다. 방송기술 분야는 변화가 빠르며 새로운 장
비의 도입도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드론이나 헬리캠 같은 새로운 기기를
배우려는 별도의 노력도 중요하다.

⦁필요한 교육/훈련 : 영상·녹화 및 편집기사가 되기 위해서는 전문대학 및 대학교의 전기, 전자, 통신 관련 학
과, 또는 영상제작, 방송기술 관련 학과를 졸업하거나 사설학원에서 관련 교육을 받는 것
이 필요하다. 기본적으로 영상물 제작 전반에 대한 이해와 각종 장비를 다루는 기술이 필
요하기 때문에 전문적인 교육과 훈련이 필요하다.

2. 영상 아티스트
⦁주요 직무 : 영상기기를 이용하여 예술작품을 만들거나 영상 기기릍 통한 전시를 진행한다.
⦁필요한 교육/훈련 : 실질적인 채색이나 명암 등의 작업은 하지 않지만, 색조합의 노하우, 명암 다루는 법, 텍스
쳐 등 기본적인 미술에 대한 지식과 이해, 경험이 필요하고 그 위에 디지털 기기의 능숙한
활용능력이 필요하다. 창작을 하는 업무인 만큼 열정과 창의성이 필요하고, 실패를 두려워
하지 않고 창작하는 과정을 즐길 줄 알아야 한다.

3. 멀티미디어 디자이너
⦁주요 직무 : 모바일, 게임, 웹, 어플 개발 및 수정을 위한 기획안을 검토한다. 개발팀과 개발일정을 협의한다.
디자인의 콘셉트를 결정한다. 디자인의 실제 구현을 위해 개발팀과 협의한다. 멀티미디어디자인에
필요한 UI(User Interface), 플래쉬, 애니메이션 등을 디자인한다. 실제화면을 제작하고 수정한
다. 인터페이스 구성에 필요한 요소(폰트, 아이콘, 화면 등)를 제작한다.

⦁기업이 요구하는 취업 역량 : 취업 시에는 학력이나 자격증 취득 여부보다는 실무경험이 중요하므로, 본인이
직접 디자인한 작품에 대한 포트폴리오를 미리 준비해두어야 한다.

⦁필요한 교육/훈련 : 멀티미디어 디자이너가 되기 위해서는 전문대학이나 대학교에서 디자인, 멀티미디어, 컴퓨
터그래픽 관련 학과를 전공하거나 웹디자인, 게임디자인, 컴퓨터그래픽 전문 교육기관에서
훈련을 받는 것이 좋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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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화애니메이션학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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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전공 개요
만화애니메이션학과에서는 재학생들이 유년 시절부터 꿈꿔온 소중한 꿈들이 이뤄질 수 있도록 개개인의 특성
과 자질에 맞는 맞춤식 전공교과목으로 특성화 시켰으며, 각 분야 교수님들과 끊임없는 작품 상담을 통해 개
인 실력향상을 최대화시키는 것을 목표로 한다. 자격증 취득, 어학, 면접능력보다는 관련분야의 공모전 입상,
작품 포트폴리오를 중요시하는 직업의 특성상 전공위주의 학과수업, 학과자체 소모임 활동, 개인작품 활동에 비
중을 두며 학생작품들은 국제적 성향이 강한 만화, 애니메이션 관련 공모전에 출품함으로써 국내 혹은 국제적인
작가로 발돋움하거나 취업에 사용될 포트폴리오 자료 제작에 사용한다.

2. 주요 교과
∎기초 교과

∎심화 교과

- 크로키Ⅰ,Ⅱ

- 창의적종합설계1,2

- 컴퓨터그래픽Ⅰ,Ⅱ

- 서사만화

- 창작만화Ⅰ,Ⅱ

- 시사만화연구, 에세이툰

- 창작애니메이션Ⅰ,Ⅱ

- 디지털만화

- 일러스트레이션Ⅰ,Ⅱ

- 발상과표현

- 스토리텔링, 스토리보드실습, 만화배경실습

- 동작표현연구, 회화연구, 만화표현연구

- 캐리커쳐, 만화도학, 타이포그라피

- 일러스트스타일연구Ⅰ,Ⅱ

- 3D애니메이션Ⅰ,Ⅱ / 실험애니메이션Ⅰ,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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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적성 및 흥미
만화, 애니메이션은 회화, 디자인, 첨단매체를 효율적으로 응용하는 종합예술 분야입니다. 미적 감각과 미술에 소
질이 있어야 하며, 전체적인 내용을 하나의 그림으로 표현할 수 있는 분석력과 표현력이 요구됩니다. 또한 스토리기
획을 위해 창의력도 필요합니다.
-

기초 드로잉 능력 필수

-

스토리 구성 및 언어 능력 필요

-

독자 요구를 충족할 상상력과 창의력 및 감각적인 아이디어 구성력

-

디지털 관련 소프트웨어 활용능력 필요

4. 진출분야
분야

직업명칭

그래픽노블작가

편집디자이너

그래픽디자이너

편집디자이너

직무개요

필수요건

만화의 한 종류로 소설과 유사한 그래픽

그래픽디자인, 편집디자인,

노블의 기획, 제작 등 창작 전반을 담당

일러스트레이션, 문예창작 등

각종 인쇄물의 표지 및 본문을 구성, 정

그래픽, 타이포그래피,

리, 배열, 편집하는 역할을 담당
타이포그래피, 포스터, 지면광고 등 이
차원 평면의 디자인을 다룸
각종 인쇄물의 표지 및 본문을 구성, 정
리, 배열, 편집하는 역할을 담당

편집디자인 등
그래픽, 편집디자인,
타이포그래피, 광고디자인 등
그래픽, 타이포그래피,
편집디자인 등

광고대행사, 아트 스튜디오 등 시각적 창
아트디렉터

작 현장에서 집행력을 부여받아 제작이나

그래픽디자인, 광고 디자인 등

창작 과정을 기획 및 감독
색상에 관한 정보를 수집하고 분석해 품
시각·그래픽

컬러리스트

목별로 접합한 색상을 선정하는 등 색상

산업디자인, 그래픽디자인 등.

에 관한 모든 업무를 책임

캐릭터디자너

일러스트레이터

캘리그리퍼

영상그래픽 디자이너

크리에이티브 디렉터

장난감, 문구류와 같은 패신 산업 등에
적용되는 캐릭터를 디자인하는 일을 담당
광고나 영상매체, 기사, 책 등의 일러스
트레이션을 제작
손글씨를 이용해 각종 헤드라인, 타이틀,
로고 등에 필요한 글씨를 제작
컴퓨터를 이용해 주로 방송, 영화 등의
영상매체에 필요한 그래픽 효과를 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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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
일러스트레이션, 그래픽
디자인 등
타이포그래피, 서체 디자인 등.

그래픽, 영상 디자인, 컴퓨터
프로그래밍 등

주로 광고 분야에서 광고 제작 과정을

광고디자인, 그래픽디자인,

총괄 지휘하는 리더로 광고의 전략과 방

편집디자인, 신문방송학,

향 등을 제시하는 역할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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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픽디자인, 일러스트레이션

경영학 등

필요
자격증

전통문화 혹은 영화, 방송 음악 등의 대
문화상품 디자이너
제품·산업

중 문화와 관련해 지적, 창의적, 정서적
정보와 의미를 담고 있는 상품을 디자인

팬시디자이너

게임그래픽디자이너

애니메이터
만화가

학용품 문구, 생활용품 등의 디자인을 담
당
컴퓨터게임 등에 등장하는 각종 캐릭터와
배경, 아이템 등을 디자인

게임기획자

그림
만화의 주제 및 이야기를 창작하고 이에

회화 등
일러스트레이션, 그래픽

따른 그림을 그림

디자인 등

새로움 게임을 구상하고 기획하는 역할을
담당

시각디자인, 컴퓨터프로
그래밍, 문예창작, 게임디자인,
GUI디자인 등

애니메이션 제작 시 스토리보드를 그리는

애니메이션, 일러스트레이션,

스토리보드작가

역할을 담당
애니메이션을 제작하기 위해 작품의 선정

회화 문예창작 등

애니메이션기획자

부터 제작, 홍보 분야까지 전반적인 계획

이너

프로모션 영상, 프로그램 로고, 채널 ID
영상 등을 기획·제안하고 제작
연기자와 제작진의 활동을 조정하고 촬

영화감독

영, 편집 등을 관리하는 영화 제작 전반
을 총괄

광고감독

디자인학원강사

디자인교원

아동미술교사

광곡영상을 기획하고 제작하는 총괄 역할
을 담당

모션그래픽디자이너

미술학원 등에서 입시시험을 위한 미술
및 디자인 실기를 강의
중고등학교 및 대학교 제도권 교육시설에
서 디자인 실기 및 이론을 강의
유아 및 어린이를 위한 기초 미술교육을
담당

이용해 영상 매체에 적용되는 다양한 그

디자인 등의 미디어와 기술을 이용해 예

컴퓨터그래픽과 공학기술 이용해 가상 현
실을 기획하고 제작

무대디자인 등
영상디자인, 무대디자인,

디자인, 미술, 공예,

디자인, 디자인이론, 미술교육

회화, 디자인, 공예, 미술교육,
아동미술, 유아교육 등

술작품을 창작

디자이너

연극영화, 연출, 시각디자인,

등

사진, 비디오, 컴퓨터 그래픽, 인터렉션

가상현실(VR)

영상디자인, 시각디자인 등

미술교육등

래픽 표현 효과들의 제작을 담당

미디어아티스트

애니메이션, 문예창작,
경제경영, 광고홍보 등

시각디자인, 회화, 신문방송 등

사진, 문자, 그림, 오디오 등의 소스를

멀티미디어

그래픽디자인,
이텀페이스디자인, 게임디자인

애니메이션

온에어프로모션디자

교육

산업디자인, 제품디자인 등

등
일러스트레이션, 그래픽디자인,

을 수립함

방송·영화

전통문화 등

만화영화의 특성 장면, 움직이는 그림을

게임·애니메
이션

제품디자인, 대중문화,

그래픽, 모션그래픽,
영상디자인, 타이포그래피 등

사진, 영상, 미디어아트, 조소,
그래픽 디자인 등

시각디자인, 공간 디자인,
기계공학, 전자공학, 인지
심리학, 인강공학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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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기타
⦁네이버 도전만화, 다음 나도만화가 등 대형 포털사이트 원고 투고
- 네티즌들의 호응 및 담당기자 연락에 따라 정식 연재작가로 계약

⦁SICAF 국제디지털만화공모전
- 주최기관 : (사)서울국제만화애니메이션조직위원회, 서울특별시 등
- 공모분야 : 웹카툰, 웹코믹, 디지털 일러스트레이션

⦁웹애니메이션페스티벌(WAF)
- 주최기관 : 광주광역시
- 공모분야 : 웹상에서 구현 가능한 애니메이션, 웹툰

⦁THE eto 일러스트 공모
- 일본 미타니社주최, 매년 그 해의 간지(干支) 일러스트 공모.

⦁넥슨 디자인 공모전
- 게임그래픽 부문 - 2D(일러스트, 캐릭터디자인, 배경디자인), 3D(일러스트, 캐릭터디자인, 배경디자인), 테크니
컬아트

⦁볼로냐 아동도서전 일러스트레이터 전시 공모
- 2년 이내에 제작된 학생들의 연구 프로젝트, 일러스트레이션 5점

⦁(사)한국일러스트레이션학회 국제공모전
- 광고디자인 : 포스터, 프린트물, 캘린더, 패션아이템, 제품, 패키지, 실외, 간판, 웹싸이트, 씨디자켓 등 광고매
체 형식을 갖춘 일러스트레이션.
- 에디토리얼 디자인 : 신문, 잡지 등의 출판매체에 사용되는 삽화나 캐리커쳐, 도표디자인, 분석도류의 일러스트
레이션.
- 서적 디자인 : 책표지, 속표지, 본문 등에 사용되는 일반적 또는 팝업북 형태의 일러스트레이션.
- 엔터테인먼트 디자인 : 캐릭터 디자인, 백그라운드 페인팅, 스토리보드, 테마파크 플랜 등 영화, 음반, 뮤직비디
오, 게임, 애니메이션, 테마파크 등 엔터테인먼트 관련 산업에 사용되는 일러스트레이션.

⦁참고 웹사이트
∞ 웹툰인사이트 - https://www.webtooninsight.co.kr/
∞ 웹툰가이드 - https://www.webtoonguide.com/
∞ 픽시브 – https://www.pixiv.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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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애니메이터 (유사명칭 : 애니메이션 원화가)
⦁진출분야 : 모션그래픽전문회사, 애니메이션제작사, 영화사, 영사디자인스튜디오 등
⦁주요 직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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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이 요구하는 취업 역량

⦁필요한 교육/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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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만화가 (유사명칭 : 카투니스트, 만화작가, 애니메이션작가)
⦁진출분야 : 애니메이션제작사, 프리랜서 만화가 등
⦁주요 직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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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이 요구하는 취업 역량

⦁필요한 교육/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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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그래픽노블작가 (유사명칭 : 작가주의만화가)
⦁진출분야 : 애니메이션제작사, 프리랜서 만화가, 영화사 등
⦁주요 직무

⦁기업이 요구하는 취업 역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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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요한 교육/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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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애니메이션스토리보드작가(유사명칭 : 애니메이션 스토리보드아티스트)
⦁진출분야 : 애니메이션제작사, 모션그래픽 전문회사, 영화사 등
⦁주요 직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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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이 요구하는 취업 역량

⦁필요한 교육/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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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애니메이션기획자 (유사명칭 : 멀티미디어 기획자)
⦁진출분야 : 애니메이션제작사, 광고회사, 방송국, 영화사 등
⦁주요 직무

⦁기업이 요구하는 취업 역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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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요한 교육/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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패션디자인학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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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전공 개요
패션디자인학은 패션을 인간의 행동이나 가치관과 연결시킴으로써, 패션으로서의 새로운 조형이나 이론을 심도 있
게 연구하는 학문이다. 패션디자인은 의상 및 의류를 소재로 고부가가치를 디자인하며 인문사회, 예술문화, 과학
기술 등과 유기적으로 연관되어 있다. 단순히 의상만이 포함되는 것은 아니며 일상생활에 활용되는 각종 섬유디
자인을 포괄한다. 의류제품이 만들어지고 착용되기까지의 모든 분야를 연구하며, 의복의 소재나 제품, 의복구성에
대한 자연과학 분야, 의류역사나 의상심리, 마케팅 등의 인문사회 분야, 의류 상품기획, 디자인 등의 예술 분야까
지 다양한 영역을 다룬다.

2. 주요 교과
∎기초 교과

∎심화 교과

이론

이론

- 역사속의우리옷

- 패션프로모션

- 패션디자인론

실습

- 의복재료와관리

- 패션디자인프로세스

- 패션마케팅

- 패턴CAD

- 패션문화사

- 의복구성2

- 패션사회심리,

- 직물조직과설계

실습

- 패션드레이핑Ⅱ

- 기초봉제법

- 패션스타트업스튜디오

- 의복구성1

- 패션문화상품디자인

- 패션일러스트레이션

- 직물조직과설계

- 염색기법

- 패션디자인CAD

- 전통장식공예

- 패션캡스톤디자인컬렉션Ⅰ, Ⅱ

- 패션드레이핑Ⅰ

- 고급전통의상디자인

- 전통의상디자인기초

- 전통과창의디자인

- 섬유소재실습

- 패션디자인리서치
- 예술의상
- 브랜드전략과상품기획

3. 적성 및 흥미
- 아름다움을 발견하는 미적 감수성과 추상적인 이미지를 의상으로 표현
- 패션의 전체적인 흐름을 파악할 수 있는 능력이 필요
- 디자인, 의복에 대한 지식과 사회학, 심리학에 대한 기본 지식이 필요.
- 의복을 실제화 할 수 있는 능력이 필요.
- 외국어 능력이 있으면 도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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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진출분야
분야

교육·
연구

직업명칭

직무개요

필수요건

교수

학위취득

교사

학위취득

강사

학위취득

디자인연구원

학위취득

섬유공학기술자

학위취득

패션디자이너
(여성복, 남성복,
아동, 일러스트레이션,
패션코디네이터, 한복
등)

모델리스트

Ÿ 유행경향, 재료, 색의 조화 등의 관련 자료를
종합적으로 비교·분석하여 새로운 의상 디자인
기획
Ÿ 디자인 발상 및 시각화 후, 샘플 제작서 작성
Ÿ 패턴제작 및 견본 제작
Ÿ 견본품 평가 및 수정·보완 후 제품 생산

필요 자격증

중등교사 2급 취득

패션 관련
전문교육과
패션에 대한
감각 및 안목

양장기능사,
패션디자인
산업기사,
한복기능사,
한복산업기사

Ÿ 패턴제작 및 견본제작
Ÿ 견본품 평가 및 수정·보완후에 제품생산

텍스타일디자이너

Ÿ 패션과 섬유분야에서의 유행과 기술 정보 등을
수집 및 분석
Ÿ 새로운 컨셉과 형태, 색상 등에 대한 아이디어
도출 후 스케치를 통한 시각화
Ÿ 섬유 무늬와 직물 조직 등을 구상하고 디자인
Ÿ 견본 생산 후 문제점 검토·보완 후 제품 양산

패션 관련
전문교육과
패션에 대한
감각 및 안목

비주얼머천다이저
(VMD)

Ÿ 브랜드의 정체성과 콘센트 등을 바탕으로
VMD 전략을 수립하고 매뉴얼 확립
Ÿ 디자인실 또는 상품기획실과 의논 후 전략상품
선정
Ÿ 매장의 콘셉트에 맞게 시각적 요소를 계획하고
구현하고 마케팅 착장까지 계획
Ÿ 관련된 교육자료를 만들고 점포별로 피드백

패션과 인테리어
또는
시각디자인에
대한 전문교육,
패션과
인테리어에 대한
감각 및 안목,
커뮤니케이션
스킬

패션코디네이터
(스타일리스트)

Ÿ 패션과 관련한 트렌드, 색채·무늬, 재단, 봉제
등 다방면의 관련 정보 수집
Ÿ 코디 대상의 극중 성격, 분위기, 출연 프로그램
의 특성 등을 파악하며 필요에 따라 관계자와
협의
Ÿ 분석 내용에 적절한 의상과 장신구 등을 구입
또는 대여하고 때에 따라 직접 제작
Ÿ 다양한 소품들을 정돈·정리

패션에 대한
전문교육, 패션과
관련한
실무업무에 대한
경험, 패션에
대한 안목,
순발력과 재치

가방디자이너

Ÿ 새로운 가방디자인의 컨셉과 방향성 제시를 위
한 자료 조사와 생산직원 및 판매자들과 협의
Ÿ 가방의 모양 및 기능, 편리성, 제품의 원료, 제
품의 생산기술, 생산원가, 생산방법, 시장특성,
고객의 요구사항 등을 고려하여 디자인에 대한
아이디어 개발
Ÿ 가방의 형태를 구상하고 그림으로 시각화 함
Ÿ 고객이나 위원회에 디자인 제출 후 수정 또는
변경하여 적절하고 유사한 여러 모양으로 제작

제품디자인,
공예에 대한
전문교육, 패션에
대한 관심과
흥미

디자인

섬유디자인산업기사,
의류기사,
패션디자인산업기사,
한복산업기사,
패션디자인
산업기사,
컬러리스트
산업기사, 컴퓨터
그래픽스 운용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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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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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발디자이너

Ÿ 새로운 신발디자인 개발을 위해 컨셉, 제품의
종류, 타켓 대상, 개발 기간 및 예산 등 정리
Ÿ 신발디자인 구상과 시장상황 및 트렌드, 기술
등 관련 자료조사
Ÿ 신발의 형태와 기능 등에 대한 아이디어 도출
후 그림으로 시각화 함
Ÿ 실물 사이즈로 모형 제작 후 클라이언트 및 생
산 관계자와 협의
Ÿ 생산되는 결과물의 품질과 변형여부 관리

패션에 대한
전문교육, 패션에
대한 감각과
흥미

패션에디터

Ÿ 패션잡지와 같은 패션 저널의 편집자로 기획과
편집, 기사작성
Ÿ 직접 글을 쓰거나 편집 기획하고 스타일리스
트, 카메라맨, 모델, 라이터, 리포터, 일러스트
레이터 등의 여러 전문가에게 기획 방향에 따
라 지시하고 조언
Ÿ 전문가들의 협조를 받아 패션 정보 수집과 분
석 후 선정하여 소비자들에게 전달

패션 감도와
식견, 그래픽
관련 전문기술

패션칼럼니스트
(패션문화비평가)

Ÿ 패션잡지 등의 언론매체에 대한 패션과 관련한
논설, 비평, 평론 등을 기고
Ÿ 활자 미디어나 전파 미디어의 패션 영역에 관
한 편집 담당
Ÿ 대중 전달의 유력한 매체를 다루고 패션 트렌
드를 선호

패션 감도와
식견

마케팅

패션머천다이저
(패션MD, 홈쇼핑MD)

Ÿ 소비자에 대해 파악 후 시장성 있는 의류상품
기획, 생산과정의 제반 업무 조정
Ÿ 상품에 대한 현재 판매수준, 소비자 평가 등에
대한 정보 수집·분석, 소비자의 현재 또는 장
래 취향 예측 후 상품 기획
Ÿ 신제품 개발회의 주관과 자사의 매출현황, 상
품의 시장규모, 경쟁제품, 소비자의 구매유형
등 고려하여 신제품 결정
Ÿ 디자이너, 개발자 및 제조업자와 협의
Ÿ 생산수량과 소비자 가격 등과 최종 생산품목
결정
Ÿ 제조업체와 생산계약 체결
Ÿ 생산 제품의 시장반응 조사·분석, 제품의 개선
점 도출 및 적용

패션에 대한
전문교육,
의사소통능력,
시장조사 및
분석능력,
아이디어 창출력,
외국어능력

기타

이미지컨설턴트,
의류매장관리자,
컬러리스트,
패션어드바이저,
소재컨버터,
스마트웨어전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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Ÿ

유통관리사(국가전문
), 전자상거래관리사
1, 2급(국가기술)

5. 기타
⦁학과 주요 활용 사이트
- 디자인서커스 : https://www.designcircus.co.kr/project
- 라우드소싱 : https://www.loud.kr/
- 위비티 : https://www.wevity.com/
- 컬쳐플 : http://www.cultureple.com/
- 디자인DB : http://www.designdb.com/?menuno=668
- 디자인정글 : https://www.jungle.co.kr/
- 스타일닷컴 : https://www.farfetch.com/kr
- 패션인사이트 : http://www.fi.co.kr/
- 한국섬유신문 : http://www.ktnews.com/
- 패션비즈 : https://www.fashionbiz.co.kr/
- 패션지오 : http://www.fashiongio.com/
- 퍼스트뷰 : http://www.firstview.com/
- 보그 : https://www.vogue.com/fashion-shows
- 한국 패션디자이너 연합회(CFDK) : http://www.cfdk.org/
- 한국패션협회 : http://www.koreafashion.org/main/main.asp
- 패션컬리지 : http://www.fascollege.com/

⦁행사일정
- 패션디자인학과 졸업작품 전시회
- 패션인의 날

⦁주요공모전
- 부산국제 패션일러스트 공모전
- 패션일러스트 공모전
- 강남 신진 디자이너 콘테스트
- 모피 콘테스트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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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패션디자이너
⦁진출분야 : 패션회사, 벤더업체 등
⦁주요 직무
- 유사경향 재료, 색의 조화 등의 관련 자료를 종합적으로 비교·분석하여 새로운 의상디자인을 기획함
- 기획된 모든 자료를 기초로 디자인을 발상 및 시각화한 후, 샘플 제작서를 작성함
- 디자인과 샘플 제작서에 의해 패턴을 만들고 제작된 패턴으로 견본을 제작함
- 견본품을 평가하고 미비점을 수정·보완해 제품 생산함

⦁기업이 요구하는 취업 역량
- 성격 : 혁신, 분석적 사고, 꼼꼼함, 독립성, 스트레스 감내성
- 흥미 : 예술형(Artistic), 탐구형(Investigative)
- 가치관 : 성취, 자율, 인정, 타인에 대한 영향, 다양성
- 업무수행능력 : 창의력, 모니터링(Monitoring)
- 지식 : 디자인, 예술, 영업과 마케팅, 심리, 사회와 인류, 역사

⦁필요한 교육/훈련
- 패션디자이너가 되기 위해서는 전문대학 및 대학교에서 의상디자인, 패션디자인, 의류(의상)학 등을 전공하거
나 사설 디자인학원, 교육기관을 통해 패션디자인, 의류제작 등에 대한 전문적인 교육을 받아야 함.
- 일부 기업에서는 패션업체에 소속되어 있지 않은 디자이너들을 발굴해 거리상권

중심의 멀티숍을 통해 데뷔

시키고 있고, 전문성과 다양성을 확보하기 위해 홈페이지를 통해 공모전을 여는 등 실력이 있는 디자이너를
발굴하고 있음.
- 마케팅, 머천다이징과 관한 교과목이 포함되어 상품으로서의 의상을 팔기 위한 전략도 배우게 됨.
- 사설 교육기관의 경우 의상디자인과 관련한 교육과정이 세분되는 추세이며, 교육기간도 6개월~3년에 이르기까
지 과정별로 다양함
- 패션디자이너가 되기 위해서는 전문교육 외에도 평소에 패션쇼나 패션 관련 잡지 등을 즐겨 보면서 패션 감각
과 안목을 키우는 것이 필요함
- 관련자격 : 섬유디자인산업기사, 의류기사, 패션디자인산업기사

⦁관련 직업： 주얼리디자이너, 가방디자이너, 신발디자이너, 속옷디자이너, 텍스타일디자이너, VMD, 컬러리스트 등.
⦁정보 사이트：한국패션디자이너 연합회(02-542-0510) - www.cldk.org
한국패션협회(02-460-8357) - www.koreafashion.org

2. 패션머천다이저 (유사명칭 : 패션MD)
⦁진출분야 : 패션디자인회사, 의류회사, 편집의류매장, 백화점, 홈쇼핑기업 등
⦁주요 직무
- 소비자의 구매 패턴과 소비 유형을 파악하여 시장성 있는 의류상품을 기획, 생산과정의 제반 업무를 조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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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류상품에 대한 현재의 판매수준, 소비자 평가 등에 대한 정보를 수집·분석, 소비자의 현재 또는 장래 취향
을 예측하여 의류 상품을 기획함
- 신제품 개발회의를 주관하여 자사의 매출현황, 상품의 시장규모, 경쟁제품, 소비자의 구매유형 등을 고려하여
생산할 신제품을 결정함
- 수시로 디자이너, 개발자 및 제조업체와 협의함
- 생산수량과 소비자 가격 등을 결정하여 최종 생산품목을 결정
- 제조업체와 생산계약 체결함
- 생산 제품의 시장반응을 조사·분석·제품의 개선점을 도출, 적용함

⦁기업이 요구하는 취업 역량 :
- 성격 : 혁신, 적용성, 융통성, 분석적 사고, 독립성, 자기 통제
- 흥미 : 예술형(Artistic), 탐구형(Investigative)
- 가치관 : 다양성, 경제적 보상, 지적추구, 인정, 신체활동
- 업무수행능력 : 모니터링(Monitoring), 추리력, 설득, 협상, 품질관리분석
- 지식 : 상품 제조 및 공정, 디자인, 영업과 마케팅, 식품생산, 예술

⦁필요한 교육/훈련
- 패션머천다이저가 되기 위한 특별한 학력이나 자격이 요구되는 것은 아니지만 전문대학 및 대학교를 졸업하여
진출하는 것이 유리함
- 패션머천다이저는 해당 상품이 속한 분야에 따라 요구되는 지식과 능력에 차이가 있을 수 있음
- 신발, 의류 등에 패션분야에 속하는 패션머천다이저는 이와 관련한 전공을 하는 것이 유리함
- 공통적으로는 사람들과의 의사소통능력, 시장조사 및 분석 능력, 아이디어 창출력, 외국 바이어와 대화를 할
수 있는 외국어능력을 겸비하는 것이 좋음
- 관련자격 : 유통관리사(국가전문)/전자상거래관리사 1,2급(국가기술)

⦁관련 직업： VMD, 안내 및 접수사무원, 전화교환 및 번호안내원, 시설 및 견학 안내원, 화랑 및 박물관안내원,
고객상담원, 카테고리매니저 등

⦁정보 사이트：한국체인스토어협회(02-522-1275) - www.koca.or.kr
대한상공회의소(02-6050-3114) - www.korcham.net
한국산업인력공단(1644-8000) - www.hrdkorea.or.kr

3. 비주얼머천다이저(VMD) (유사명칭 : 디스플레이디자이너)
⦁진출분야 : 기업의 VMD담당부서, 패션디자인회사, 기업의 마케팅/홍보실, 인테리어회사, 백화점, 제조회사 등
⦁주요 직무
- 브랜드의 정체성과 콘셉트 등을 바탕으로 브랜드만의 비주얼 머천다이징 전략을 수립하고 매뉴얼을 확립
- 디자인실 혹은 상품기획실과 의논하여 전략상품을 정함
- 전략상품을 비롯해 브랜드와 마케팅 콘셉트에 맞게 매장의 공간과 기타 시각적 요소를 계획하고 구현하며, 패
션의 경우 마네킹 착장 계획까지 수립
- 브랜드 콘셉트와 공간연출형태 등을 일관되게 유지할 수 있도록 관련된 교육자료를 만들고 점포별 피드백을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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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이 요구하는 취업 역량
- 성격 : 혁신, 독립성, 분석적 사고, 적응성, 융통성, 꼼꼼함
- 흥미 : 관습형(Conventional), 탐구형(Investigative)
- 가치관 : 성취, 다양성, 지적추구, 개인지향, 인정
- 업무수행능력 : 공간지각력, 창의력, 범주화, 시력, 기억력
- 지식 : 예술, 디자인, 영업과 마케팅, 상품 제조 및 공정, 영어

⦁필요한 교육/훈련
- 비주얼머천다이저가 되기 위해서는 인테리어디자인 또는 시각디자인 관련 학과를 졸업하는 것이 유리하며 패
션관련 업종으로 지원하고자 할 경우는 패션디자인 관련 학과 졸업자가 유리함.
- 비주얼머천다이저의 업종에 따라 공예 관련 학과 및 미술 관련 학과 전공자가 활동하기도 함.
- 공간 비주얼머천다이저의 경우 인테리어를 중심으로 공간 연출 및 매장 구성을 담당하므로 인테리어디자인 및
그래픽 디자인 전공 교육이 요구되며 패션 VMD 경우 패션, 액세서리 등을 콘셉트에 맞게 디스플레이하거나
스타일링 하는 업무를 담당하므로 패션디자인전공 교육 및 패션에 대한 감각과 트렌드에 대한 이해가 필요함
- 마케팅과 브랜딩에 관련한 지식을 쌓는 것이 도움이 됨
- 의뢰업체와의 커뮤니케이션 스킬이 중요하므로 활동적인 성격이 유리함.

⦁관련 직업：패션디자이너, 제품디자이너, 가구디자이너, 자동차디자이너, 주얼리디자이너, 가방디자이너, 신발디자이
너, 휴대폰디자이너, 조명디자이너, 인테리어디자이너, 디스플레이어, 시각디자이너, 광고디자이너 등.

⦁정보 사이트：한국비주얼머천다이징협회(02-718-5556) - www. vmd.or.kr
한국디스플레이산업협회(02-3014-5700) - www.kdia.org

4. 컬러리스트 (유사명칭: 컬러코디네이터)
⦁진출분야 : 섬유·패션 분야 회사, 건축·환경 분야 회사, 그래픽·영상 분야 회사, 미용분야 회사, 염색·도장 분야
회사, 공공기관, 색채전문 연구소 등

⦁주요 직무
- 트렌드 컬러 및 색상에 관한 다양한 정보를 수집하고 분석함
- 수집한 정보를 바탕으로 제품이나 서비스의 컨셉, 브랜드 이미지 등에 알맞은 컬러 방향성을 설정하고 계획함
- 상품이나 서비스 등의 구체적 대상에 적용할 배색, 패턴 등을 결정함

⦁기업이 요구하는 취업 역량
- 성격 : 혁신, 분석적 사고, 독립성, 스트레스 감내성, 사회성
- 흥미 : 탐구형(Investigative), 관습형(Conventional)
- 가치관 : 다양성, 신체활동, 지적 추구, 타인에 대한 영향, 개인지향
- 업무수행능력 : 창의력, 모니터링(Monitoring), 협상, 판단과 의사결정, 시력
- 지식 : 예술, 디자인, 심리, 사회와 인류, 화학, 재료

⦁필요한 교육/훈련
- 대학교에서 미술관련 전공을 하는 것이 유리하며 그 외 사설학원에서 교육을 받고 진출하는 경우도 있음
- 업체에 따라서는 컬러리스트 자격 취득자를 선호하기도 함

254

국립순천대학교 진로취업로드맵

- 컬러리스트는 디자인뿐만 아니라 소재의 형태, 느낌 등을 고려하여 색상을 선택할 수 있어야 하므로 무엇보다
색채를 보는 눈이 중요하며, 각 제품에 맞는 색채를 기획할 수 있어야 하므로 색채를 적용시킬 관련 제품에
이해도 필요

⦁관련 직업：제품디자이너, 자동차디자이너, 조명디자이너, 패션디자이너, 직물디자이너(텍스타일디자이너), 시각디
자이너, 플로리스트 등

⦁정보 사이트
- 한국산업인력공단 - www.hrdkorea.or.kr
- 큐넷 – www.q-net.or.kr

5. 패션코디네이터 (유사명칭 : 스타일리스트, 패션컨설턴트)
⦁진출분야 : 방송사, 연예기획사, 매니지먼트사, 드라마제작사, 잡지사 등
⦁주요 직무
- 평소 패션과 관련한 트렌드, 색채나 무늬, 재단, 봉제 등 다방면의 관련 정보를 수집함
- 코디할 대상이 맡은 등장인물(character)의 극중 성격, 분위기, 출연 프로그램의 특성 등을 파악하여

필요

에 따라 관계자와 협의함
- 분석 내용에 적절한 의상과 장신구 등을 구입 또는 대여하고 때에 따라 직접 제작하기도 함
- 야외 촬영현장 및 스튜디오에서 의상과 장신구 등 다양한 소품들을 정돈·관리함

⦁기업이 요구하는 취업 역량
- 성격 : 꼼꼼함, 타인에 대한 배려, 책임과 진취성, 스트레스 감내성
- 흥미 : 예술형(Artistic), 사회형(Social)
- 가치관 : 다양성, 성취, 타인에 대한 영향, 인정, 이타
- 업무수행능력 : 창의력, 모니터링(Monitoring), 사람파악, 시간 관리
- 지식 : 디자인, 예술, 고객서비스, 상품 제조 및 공정, 사회와 인류

⦁필요한 교육/훈련
- 패션코디네이터는 패션쇼나 각종 이벤트에서 의상, 악세사리, 메이크업, 헤어스타일 등 모든 것을 종합 수행하
는 패션 전문 컨설턴트임
- 관련학원에서 공부해 광고 코디네이터 등의 아르바이트부터 시작하는 경우가 있으며, 디자인을 전공하고 방송
스크립터나 잡지사 코디네이터 아르바이트로 시작하는 경우, 기획사나 연예인 코디네이터의 어시스턴트로 시
작하는 경우 등이 있음
- 쇼 무대에 어울리는 의상을 디자인 할 수 있는 제작능력도 갖춰야 하며 낯가림 없이 잘 어울리고 분위기 및
유행에 민감하고, 순발력과 재치로 돌발 사태에 잘 대처하는 능력이 요구됨
- 연예인 패션코디네이터의 경우 브랜드 의류업체의 홍보실과 연결해 의류협찬을 받아야 하므로 성격이

원만

하고 무엇보다 믿고 맡길 수 있는 신뢰감이 중요

⦁관련 직업：연예인 매니져, 소품관리원, 분장사 등
⦁정보 사이트：한국패션협회(02-460-8357) - www.koreafashion.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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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텍스타일디자이너 (유사명칭 : 직물디자이너)
⦁진출분야 : 텍스타일 전문업체, 패션디자인회사, 의류업체, 방직회사, 커튼·벽지회사 등
⦁주요 직무
- 새로운 디자인을 고안하기 위해 패션과 점유 분야에서의 유행과 기술 정보 등을 수집하여 분석함
- 수집 및 분석 내용을 바탕으로 새로운 컨셉과 형태 색상 등에 대한 아이디어를 내고 이를 스케치 등을 통해
시각화함
- 섬유 무늬와 직물의 조직 등을 구상하고 디자인함
- 견본을 생산하여 문제점을 검토·보완한 후 제품을 양산함

⦁기업이 요구하는 취업 역량
- 성격 : 혁신, 스트레스 감내성, 분석적 사고, 꼼꼼함, 리더십
- 흥미 : 현실형(Realistic), 예술형(Artistic)
- 가치관 : 개인지향, 다양성, 타인에 대한 영향
- 업무수행능력 : 품질관리분석, 시력, 창의력, 정교한 동작, 움직임 통제
- 지식 : 디자인, 예술, 상품 제조 및 공정, 영어, 심리

⦁필요한 교육/훈련
- 텍스타일디자이너가 되기 위해서는 전문대학 및 대학교에서 의상디자인, 패션디자인, 의류(의상)학 등을 전공
하거나 사설 디자인학원, 교육기관을 통해 패션디자인, 의류제작 등에 대한 전문적인 교육을 받아야함
- 전문 교육 외에도 평소에 패션쇼나 패션 관련 잡지 등을 즐겨 보면서 패션 감각과 안목을 키우는 것이 필요함
- 관련자격 : 섬유디자인산업기사, 제품디자인산업기사, 기술사

⦁관련 직업：시각디자이너, 가구디자이너, 팬시 및 완구디자이너, 가방디자이너, 신발디자이너, 패션디자이너, 속옷
디자이너, 인테리어디자이너 등

⦁정보 사이트：한국산업디자이너협회(02-407-2657) - www.kaid.or.kr
한국디자인진흥원(031-780-2114) - www.designdb.com

7. 가방디자이너 (유사명칭 : 핸드백디자이너, 패션소품디자이너)
⦁진출분야 : 패션디자인회사, 프리랜서 등
⦁주요 직무
- 새로운 가방디자인의 컨셉과 방향성을 정하기 위해 각종 자료를 조사하고, 생산직원 및 판매자들과 협의함
- 가방의 모양 및 기능, 편리성, 제품의 원료, 제품의 생산기술, 생산원가, 생산방법, 시장특성, 고객의 요구사항
등을 고려하여 디자인에 대한 아이디어를 개발함
- 아이디어를 바탕으로 가방의 형태를 구상하고 디자인된 결과를 그림으로 표현함
- 고객이나 위원회에 디자인을 제출하고 수정하거나 변경에 대해 협의 후 적절한 도구를 사용하여 유사한
모양으로 제작함

⦁기업이 요구하는 취업 역량
- 성격 : 성취, 노력, 혁신, 독립성, 분석적 사고, 사회성

256

국립순천대학교 진로취업로드맵

여러

- 흥미 : 예술형(Artistic), 탐구형(Investigative)
- 가치관 : 다양성, 성취, 타인에 대한 영향, 인정, 신체활동
- 업무수행능력 : 시력, 정교한 동작, 창의력, 품질관리분석, 장비 선정
- 지식 : 디자인, 예술, 상품 제조 및 공정, 영업과 마케팅, 산수와 수학, 심리

⦁필요한 교육/훈련
- 가방디자이너로 일하려면 제품디자인, 공예 등에 대한 체계적인 교육과 훈련이 필요함
- 현재 활동 중인 디자이너들은 대부분 전문대학이나 대학교의 제품디자인 및 공예 관련 학과를 졸업한 경우가
많음
- 일부 비전공자의 경우에는 디자인 관련 사설교육기관에서 디자인 및 수공예 수업을 받고 취업한 예도 있음
- 패션디자인에 대한 관심과 흥미가 있어야 하며 디자인부터 제작까지 꼼꼼하게 진행할 수 있는 능력이 필요함.

⦁관련 직업： 주얼리디자이너, 신발디자이너, 패션디자이너, 텍스타일디자이너, MD 등
⦁정보 사이트： 한국 산업디자이너 협회(02-407-2657) - www.kaid.or.kr
한국디자인진흥원(0310780-2114) - www.designdb.com

8. 신발디자이너 (유사명칭 : 제화디자이너, 슈즈디자이너)
⦁진출분야 : 신발제조사, 패션디자인회사 등
⦁주요 직무
- 새로운 신발디자인 개발을 위해 컨셉, 제품의 종류, 타겟 대상, 개발 기간 및 예산 등의 내용을 정리함
- 개발하고자 하는 새로운 신발디자인을 구상하고 시장상황 및 트렌드, 기술 관련 등 관련 내용에 대한 자료를
조사함
- 조사된 자료를 이용하여 신발의 형태와 기능 등에 대한 아이디어를 내고, 디자인 결과를 그림으로 표현함
- 실물 사이즈로 모형 제작 후 클라이언트 및 생산 관계자와 협의함
- 최종 결정된 디자인을 생산시스템으로 넘기고 생산되는 결과물의 품질과 변형여부 등을 관리함

⦁기업이 요구하는 취업 역량
- 성격 : 혁신, 꼼꼼함, 분석적 사고, 협조, 인내
- 흥미 : 사회형(Social), 예술형(Artistic)
- 가치관 : 성취, 타인에 대한 영향, 다양성, 인정, 신체활동
- 업무수행능력 : 창의력, 범주화, 기술 분석, 문제해결, 공간지각력
- 지식 : 디자인, 공학과 기술, 사회와 인류, 역사,

예술

⦁필요한 교육/훈련
- 신발디자이너로 일하려면 체계적인 교육과 훈련이 필요하며 현재 활동 중인 디자이너 들은 대부분 전무대학이
나 대학교의 제품디자인 관련 학과를 졸업 했거나 해외에서 디자인 공부를 한 경우가 많음
- 디자인 비전공자의 경우 디자인 관련 사설교육기관에서 디자인 수업을 받고 취업할 수 도 있음
- 센스나 감각이 남들보다 뛰어나야 하며, 디자인 아이디어를 구하기 위해 신발을 비롯하여 패션 전반에 대해
관심을 갖는 것이 필요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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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직업：제품디자이너, 가방디자이너, 패션디자이너 등
⦁정보 사이트：한국 산업디자이너 협회(02-407-2657) - www.kaid.or.kr
한국디자인진흥원(0310780-2114) - www.designdb.com

9. 패션에디터
⦁진출분야 : 패션회사 등
⦁주요 직무
- 패션잡지와 같은 패션 저널의 편집자료 기획과 편집, 기사작성 등을 담당함
- 직접 글을 쓰기도 하고 편집 기획을 입안하고, 스타일리스트, 포토그래퍼, 모델, 라이터, 리포터, 일러스트레이
터 등의 여러 전문가에게 기획 방향에 따라 지시하고 조언함
- 전문가들의 협조를 받아 패션 정보를 수집, 분석한 후 선정하여 소비자에게 전달함

⦁기업이 요구하는 취업 역량
- 성격 : 혁신, 리더십, 분석적 사고, 사회성, 타인에 대한 배려
- 흥미 : 탐구형(Investigative), 관습형(Conventional)
- 가치관 : 신체활동, 지적 추구, 개인지향, 인정, 타인에 대한 영향
- 업무수행능력 : 글쓰기, 추리력, 창의력, 기억력, 읽고 이해하기
- 지식 : 철학과 신학, 패션, 디자인, 예술, 역사, 대중문화

⦁필요한 교육/훈련
- 패션에디터가 되기 위한 특별한 자격은 없으나, 패션 감도나 식견이 요구됨
- 최근에는 그래픽 관련 전문기술을 활용하는 사례도 있어 이에 대한 학습이 필요함
- 관련자격 : 패션스타일리스트, 컬러리스트산업기사

⦁관련 직업：잡지기자, 편집기자, 신문기자, 방송기자, 사진기자, 촬영기자 등
⦁정보 사이트： 한국패션협회(02-460-8357) - www.koreafashion.org
한국언론재단(02-2001-7114) - www.kpf.or.kr
한국기자협회(735-9321) - www.journalist.or.kr

10. 패션그래픽디자이너(FG디자이너)
⦁진출분야 : 패션회사, 그래픽디자인 스튜디오 등
⦁주요 직무
- 새로운 디자인을 고안하기 위해 유행의 흐름을 파악함
- 클라이언트 요구를 바탕으로 그림으로 표현할 대상, 주제, 콘셉트, 스타일 등을 설정함.
- 작성할 내용과 크기를 확인하고 각종 도구를 사용하여 그림, 문자등 적절한 이미지를 생성함
- 창작한 이미지를 내용에 부합되도록 배열·정리하여 견본을 제작함
- 견본을 토대로 의뢰인 및 관계자와 협의하여 수정 후 완성품을 제작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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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이 요구하는 취업 역량
- 성격 : 성취, 노력, 사회성, 꼼꼼함, 스트레스 감내성, 혁신
- 흥미 : 예술(Artistic), 탐구형(Investigative)
- 가치관 : 다양성, 개인지향, 심신의 안녕, 타인에 대한 영향
- 업무수행능력 : 창의력, 모니터링(Monitoring)
- 지식 : 디자인, 예술, 의사소통과 미디어, 심리, 상품 제조 및 공정

⦁필요한 교육/훈련
- 전문대학 및 대학교의 시각디자인 관련학과와 사설 디자인학원 등을 통해 패션디자인 및 일러스트레이션, 그
래픽디자인 등에 대한 지식과 기술을 쌓을 수 있음
- 전문교육 외에도 평소에 패션쇼나 패션 관련 잡지, 그래픽디자인 잡지 등을 즐겨보면서 패션감각과 안목을 키
우는 것이 필요
- 관련자격 : 섬유디자인산업기사, 시각디자인기사, 시각디자인산업기사, 컴퓨터그래픽스운용기능사(국가기술자격)

⦁관련 직업：가방디자이너, 신발디자이너, 패션디자이너, 속옷디자이너, 텍스타일디자이너, MD, 시각디자이너, 일
러스트레이터 등

⦁정보 사이트：한국디자인진흥원(031-780-2114) - www.designdb.com
한국시각정보디자인협회(031-788-7106) - www.vidak.or.kr

11. 패션칼럼리스트 (유사명칭 : 복식 평론가)
⦁진출분야 : 패션서적회사, 언론사, 프리랜서 등
⦁주요 직무
- 패션잡지 등의 언론매체에 패션과 관련한 논설, 비평, 평론 등을 기고함
- 패션에디터, 패션라이터, 전문연구가, 평론가 등이 담당하는 경우가 많으나, 복식 디자이너 등 크리에이터가
집필하는 경우도 있음
- 활자 미디어나 전파 미디어의 패션 영역에 관한 편집을 담당함
- 대중 전달의 유력한 매체를 다루고 패션 트랜드를 선도함

⦁기업이 요구하는 취업 역량
- 성격 : 분석적사고, 혁신, 정직성, 독립성, 리더십
- 흥미 : 예술형(Artistic), 탐구형(Investigative)
- 가치관 : 개인지향, 자율, 지적추구, 타인에 대한 영향, 신체활동
- 업무수행능력 : 글쓰기, 창의력, 읽고 이해하기, 선택적 집중력, 범주화
- 지식 : 예술, 패션, 디자인, 역사, 국어, 의사소통과 미디어, 대중문화

⦁필요한 교육/훈련
- 패션칼럼리스트가 되기 위한 특별한 자격은 없으나, 패션 감도나 식견이 요구됨
- 관련자격 : 패션스타일리스트, 컬러리스트산업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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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직업：패션에디터, 디자인비평가, 패션디자이너, 문화비평가
⦁정보 사이트：한국패션협회(02-460-8357) - www.koreafashion.org

12. 주얼리디자이너
⦁진출분야 : 주얼리디자인회사, 패션디자인회사, 공예공방 등
⦁주요 직무
- 소비자의 취향, 기호, 요구, 유행흐름을 분석
- 소비자 트렌드, 제조단가, 재질 등을 고려하여 디자인 콘셉트를 결정하고, 작업 과정을 계획함
- 기획 내용에 따라 적절한 도구를 활용해 여러 시안을 디자인하곡 검토회의를 거쳐 최종안을 결정
- 디자인을 토대로 적절한 기법과 방식을 사용해 주얼리 디자인 작품을 제작
- 제작된 작품에 대한 품질을 검토하고 출시함

⦁기업이 요구하는 취업 역량
- 성격 : 혁신, 적응성, 융통성, 성취, 노력, 꼼꼼함, 스트레스 감내성
- 흥미 : 예술형(Artistic), 탐구형(Investigative)
- 가치관 : 신체활동, 개인지향, 성취, 타인에 대한 영향
- 업무수행능력 : 시력, 창의력, 정교한 동작
- 지식 : 디자인, 예술, 상품 제조 및 공정

⦁필요한 교육/훈련
- 주얼리디자이너로 일하려면 체계적인 교육과 훈련이 필요하며, 전문대학이나

대학교의 귀금속디자인 관련 학

과를 졸업한 후 활동하는 경우가 많음
- 일부 비전공자의 경우에는 디자인 관련 사설교육기관에서 수업을 받고 취업한 예도 있음
- 패션센스나 미적 감각이 남보다 뛰어나야 하며, 디자인 아이디어를 구하기 위해 주얼리 분야를 비롯한 문화예
술 전반에 대해 관심을 갖는 것이 필요함
- 관련자격 : 제품 디자인 산업기사, 캐드, 보석감정사, 일러스트레이터, 주얼리 코디네이터, 패션 코디네이터

⦁관련 직업：보석디자이너 귀금속디자이너 등
⦁정보 사이트：한국귀금속보석디자인협회(031-788-7088) - www. kjda21.org
한국주얼리코디네이터협회(02-3342-6001) - www. skjc.co.kr

13. 디자인학원강사
⦁진출분야 : 입시 및 취미 미술학원의 디자인반, 컴퓨터그래픽디자인학원, 직업훈련원 등
⦁주요 직무
- 가르칠 대상과 내용을 파악하고 수강생의 수준과 교육일정 등을 참고하여 교육과정을 계획함
- 수강생들에게 디자인에 관련한 다양한 이론, 실기, 기법과 기술 등을 교육함
- 강의 시 필요한 관련 교육도구를 준비
- 강의를 하고, 학생들의 질문사항에 답변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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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과제를 내주고 결과를 검토하여 학생들을 평가
- 경우에 따라 학생과 면담하여 전공교육과정에 관련한 다양한 내용에 대해 협의 및 상담함

⦁기업이 요구하는 취업 역량
- 성격 : 리더십, 타인배려, 사회성, 스트레스 감내성, 자기통제
- 흥미 : 예술형(Artistic), 현실형(Realistic)
- 가치관 : 이타, 고용안정, 지적추구, 심신의 안녕
- 업무수행능력 : 가르치기, 말하기, 학습전략
- 지식 : 디자인, 교육 및 훈련, 예술, 의사소통과 미디어, 상담

⦁필요한 교육/훈련
- 디자인강사로 일하기 위해서는 전문대졸 이상의 학력이 필요하며 미술, 디자인 계열을 전공하면 업무에 도움
을 주는 지식과 실기 능력을 갖출 수 있음
-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학원 강사는 교원자격 소지자나 전문대학 졸업자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는 사람으로 자격 이 규정되어있음
-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교습과목과 동일한 종목의 기술사·기능장·기사 및 산업기사의 자격증을 소지한 자, 고
졸자로서 교습하고자 하는 부분에 2년 이상으로 전임으로 교습한 경력이 있는 자도 학원 강사가 될 수 있음
- 관련자격 : 디자인실기교사

⦁관련 직업：직업능력개발훈련교사, 미술학원강사, 컴퓨터학원강사 등
⦁정보 사이트：교육부(02-6222-6060) - www.moe.go.kr
한국학원층연합회(02-798-8881) - www.kach.or.kr

14. 디자인교원
⦁진출분야 : 대학교, 전문대학교, 예술고등학교, 디자인고등학교, 실업계고등학교 등
⦁주요 직무
- 전체 교과과정을 동료 교원 및 관계자와 함께 협의함
- 교과과정에 맞추어 학년에 접합한 수업의 계획을 수립하고 내용을 준비함
- 준비한 내용을 적절한 장비를 활용해 강의함
- 과제나 시험을 통해 학생을 평가하고 성적을 부여함

⦁기업이 요구하는 취업 역량
- 성격 : 리더십, 책임과 진취성, 자기통제, 사회성, 신뢰성
- 흥미 : 예술형(Artistic), 현실형(Realistic)
- 가치관 : 성취, 고용안정, 경제적 보상, 지적 추구, 타인에 대한 영향
- 업무수행능력 : 가르치기, 학습전략, 사람 파악, 창의력, 행동조정
- 지식 : 예술, 교육 및 훈력, 디자인, 의사소통과 미디어, 상답

⦁필요한 교육/훈련
- 디자인교원이 되기 위해서는 중고등학교 교원의 경우, 대학교의 미술교육학과를 졸업하거나 교직과목을 이수
하여 중등학교 2급 정교사 자격을 취득해야 하며, 대학교원의 경우 기본적으로 디자인 전공분야에서 석사 이
상의 학력이 요구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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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범계열학과에 진학하면 교과목을 가르치는데 필요한 교육학 영역을 비롯해 각 교과목의 내용과 전달방법 등
에 대해 배울 수 있음
- 보통 4학년 1학기에는 교육실습(교생실습)을 함
- 이 밖에 교육학과 전공자가 회화과, 조소과(미술교육학과) 등을 부전공으로 이수하여 교사자격증을 취득할 수
있음
- 관련자격 : 중등학교 1, 2급 정교사, 디자인실기교사

⦁관련 직업：예체능교사, 디자인연구원, 디자인강사 등
⦁정보 사이트： 교육부(02-6222-6060) - www.moe.go.kr
한국교육과정평가원(02-3704-3704) - www.kice.re.kr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02-570-5500) - www.ktta.or.kr

15. 디자인연구원
⦁진출분야 : 디자인관련 공공기관, 연구시설 등
⦁주요 직무
- 정부, 공공기관에서 디자인 관련 정책을 기획하고 실무에 관여함
- 디자인 방법론, 조형이론, 역사, 정책 및 행정 등 연구 과제의 대상을 정하고 연구 제안서를 작성해 관계 기
관에 제출함
- 연구단 및 소속단체, 기타 관계자와 연구 제안서의 적절성, 적합성 등에 대해 토의하고 그 내용을 보완함
- 연구를 위해 자료를 발굴하거나 조사함
- 발견한 내용을 바탕으로 연구를 진행하고 그 내용을 보고서 및 논문 형태로 작성
- 전문가 및 관계자와 전체 연구 내용에 대해 토의한 후 최종 수정된 결과물을 논문이나 보고서 등의 형태로
발표함

⦁기업이 요구하는 취업 역량
- 성격 : 혁신, 분석적 사고, 책임과 진취성, 정직성, 성취, 노력
- 흥미 : 탐구형(Investigative), 관습형(Conventional)
- 가치관 : 개인지향, 지적 추구, 신체활동, 인정, 성취
- 업무수행능력 : 글쓰기, 범주화, 읽고 이해하기, 기억력, 학습전략
- 지식 : 디자인, 법, 역사, 사회와 인류, 국어, 생물

⦁필요한 교육/훈련
- 디자인연구원으로 활동하기 위해서는 디자인 관련 분야 석사 이상의 학위가 필요함
- 정부출연연구소나 규모가 크고 연구 활동이 많은 연구소에서는 대부분 석사나 박사학위 소지자를 채용하고 있음
- 인접 학문과 관계를 맺으며 폭넓은 연구를 해야 하기 때문에 자신의 전공뿐 아니라 인접 학문의 관련 지식을
쌓는 것이 중요함
- 연구원이라는 직업은 끊임없이 연구하고 자기의 전공 분야에 대해 깊이 공부해야하기 때문에 단기간보다는 장
기간의 훈련이 필요함
- 항상 꾸준한 자기계발과 관련 지식을 배우려고 하는 자세가 필요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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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직업：다자인사가, 환경 및 해양과학연구원, 정치학연구원, 경제학연구원, 사회학연구원, 정책연구원 등
⦁정보 사이트： 한국연구재단(02-3460-5500) - www.nrf.re.kr
한국디자인진흥원(031-780-2114) - www.designdb.com
한국개발연구원(044-287-6114) - www.kli.re.kr
한국노동연구원(044-550-4114) - www.kdi.re.kr

16. 크리에이티브디렉터
⦁진출분야 : 광고대행사, 패션회사, 연예기획사, 기업의 디자인부서 등
⦁주요 직무
- 시장상황 및 소비자 분석, 클라이언트의 요구 내용 및 상황, 경쟁사 및 관련 업계, 매체 등을 확인하고 점검함
- 아트디렉터 등의 내부 관계자와 함께 브레인스토밍을 통해 아이디어 회의를 하고 창작 대상물의 창작 방향,
기타 마케팅 및 프로모션 등과 관련한 전략을 설정함
- 창작 전략과 외뢰인의 요구사항, 트렌드 등을 고려해 창작물의 시안을 만들고 의뢰인과의 협의를 통해 최종안
을 선정하여 제작함
- 창작물의 제작현장을 관리 감독함
-

완료된 창작 결과물을 사내 관계자 및 의뢰인과 함께 확인하고 수정 및 보완을 거쳐 완성함

⦁기업이 요구하는 취업 역량
- 성격 : 리더십, 혁신, 사회성, 독립성, 분석적 사고
- 흥미 : 예술형(Artistic), 탐구형(Investigative)
- 가치관 : 다양성, 타인에 대한 영향, 지적 추구, 인정, 성취
- 업무수행능력 : 창의력, 선택적 집중력, 설득, 시간 관리, 기억력
- 지식 : 미디어, 촬영, 방송, 편집, 철학과 신학, 산수와 수학, 역사

⦁필요한 교육/훈련
- 현재 활동 중인 크리에이티브디렉터는 대부분 학사 이상의 학력을 가지고 있으며 시간디자인, 광고디자인 등
을 전공한 경우가 많음
- 광고학원이나 대학의 광고 동아리에서 실력과 경험을 쌓는 것이 유리함
- 대학 재학 중에 관련 업계 및 회사에서 실시하는 프로그램이나 인턴사원제도에 참여한다거나 공모전에 출품하
여 실력을 평가받을 수 있는데 입상경력이 있다면 취업 시 유리한 조건이 됨
- 일반적으로 광고 회사는 신입하원 채용 시 전공과 학력제한을 두지 않는 경우가 많으나 자인 및 영역별 창작
과정에 대한 전문 지식은 물론 경영 기술이나 문화 일반에 대한 광범위한 지식과 이해가 요구됨
- 크리에이티브디렉터는 창작 영역에서 최종 책임과 관리감도의 역할을 맡기 때문에 디자인 및 영역별 창작 과
정에 대한 전문 지식을 물론 경영 기술이나 문화 일반에 대한 광범위한 지식과 이해가 요구됨

⦁관련 직업：아트디렉터, 마케팅전문가, 광고기획자, 영화감독, 방송연출가, 연극연출가, 음반기획자 등
⦁정보 사이트：한국방송광고공사(02-731-7114) - www.kobaco.co.kr
광고정보센터 - www.ad.co.kr
한국광고업협회(02-733-3500) - www.kaa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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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 디자인비평가
⦁진출분야 : 언론사, 출판사, 프리랜서 등
⦁주요 직무
- 디자인 제도, 전시, 산업 등의 현상과 디자인 결과물에 대해 말과 글을 통해 비평함
- 비평한 디자인 결과물, 디자이너, 디자인 현상 등을 포착하고 그에 대해 조사 및 분석함
- 조사한 내용을 바탕으로 해당 내용에 대한 비평을 말과 글의 형태로 정리함
- 비평 내용을 신문, 잡지, 방송, SNS 등 다양한 미디어를 통해 공개함

⦁기업이 요구하는 취업 역량
- 성격 : 분석적 사고, 혁신, 정직성, 독립성, 리더십
- 흥미 : 예술형(Artistic), 탐구형(Investigative)
- 가치관 : 개인지향, 자율, 지적 추구, 타인에 대한 영향, 신체활동
- 업무수행능력 : 글쓰기, 창의력, 읽고 이해하기, 선택적 집중력, 범주화
- 지식 : 예술, 국어, 역사, 의사소통과 미디어, 철학과 신학

⦁필요한 교육/훈련
- 디자인비평가가 되기 위한 특별한 자격은 없으나, 디자인 결과물의 가치를 평가하고 평론을 작성하기 때문에
관련 분야에 대한 전문서와 깊은 이해도가 매우 중요함
- 인문학적 소양을 바탕으로 한 글쓰기 등에서 높은 수준의 언어 구사력이 요구됨

⦁관련 직업：문학비평가, 문화평론가, 디자인사가, 디자인연구원, 미술평론가, 디자인기자 등
⦁정보 사이트： 한국디자인진흥원(031-780-2114) - www.designdb.com
한국미술평론가협회 - www.aicakorea.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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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전공 개요
‘토목(공)학’은 우리가 살아가는데 필요한 다리, 터널, 철도, 지하철 등의 교통시설, 발전소 같은 전력시설, 댐 같
은 해양시설, 상하수도, 환경관련시설, 안전관리시설 등 각종 사회기반시설물이 안전하게 작동하여 최적의 기능을
할 수 있도록 설계 및 시공 유지하는 지식과 기술을 공부합니다. 최근에는 우주개발이나 사막개발, 해저개발 등
탐구영역이 점차 넓어지는 추세입니다.

2. 주요 교과
∎ 기초 교과

∎ 심화 교과

- 공업수학

- 토목재료실험

- 정역학

- 건설토목시공학

- 토질역학 및 실험

- 환경공학

- 유체역학

- 응용측량

- 측량학 및 실습

- 기초공학

- 수리학 및 실험

- 상하수도공학

- 구조역학

- 수치사진측량

- 철근콘크리트 공학

- 강구조공학

- 수문학

- 전산구조해석
- 토목구조물설계
- 원격탐사
- 지반구조물설계
- 수자원공학

3. 적성 및 흥미
- 수학, 물리학 등 공학 기초과목에 대한 관심과 흥미 필요
- 건설산업 분야로 진출하기에 활동적이고 진취적인 성격이 필요
- 각종 건축구조물에 대한 호기심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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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진출분야
분야

직업명칭

직무개요

필요 자격증

건설 및

건설 또는 광업 관련 업체나 관련 부서의 운영을

광해방지기술사(국가기술)

기획, 지휘 및 조정한다.

토목구조기술사(국가기술)

건축기계설비기술사(국가기술)
관리직

광업관련관리자

전산응용건축제도기능사(국가기술)
디자인
관련직

건축 및 토목캐드원

건물, 구조물, 철도, 도로, 항만 등의 시공도 및

전산응용기계제도기능사(국가기술)

상세한 설계서를 컴퓨터를 이용해 작성한다.

전상응용토목제도기능사(국가기술)
건설기계산업기사, 기사,
기술사(국가기술)

건축구조기술자

건축물의 공간 및 형태를 안전하고 경제적으로 구

건설안전산업기사, 기사,

축하도록 기초 및 구조시스템, 주요 부재(벽, 바

기술사(국가기술)

닥, 기둥, 방화벽, 외벽, 환기덕트 등)의 위치 및

건설재료시험기능사, 산업기사,

크기를 설계한다.

기사(국가기술)
건푹품질시험기술사(국가기술)
건설기계산업기사, 기사,
기술사(국가기술)

건축시공기술자

건축물 공사 전반을 관리감독하여 공사를 진행하
며, 시공에 필요한 기술적 지원을 한다

건설안전산업기사, 기사,
기술사(국가기술)
건설재료시험기능사, 산업기사,
기사(국가기술)

다양한 토목공사의 공정계획을 수립하고, 공사 과
토목공학기술자

정에서 토목구조물과 각종 설비가 공정대로 시공
되도록 기술적 관리를 한다.

건설관련직

건설현장에서 작업원의 안전과 건설재해요인 예측,
토목안전환경기술자

재해예방 등을 위하여 각종 설비의 안전성 확보
및 안전관리를 위한 제반 업무를 수행한다.

토목구조설계기술자

농어업토목기술사(국가기술)
도로 및 공항 기술사(국가기술)
산림토목기술자(국가전문)
건설기계기술사(국가기술)

을 확보할 수 있도록 건축구조물에 발생하는 구조

농어업토목기술사(국가기술)

적 현상이나 구조물의 거동을 예측하고 실험하며,

도로 및 공항 기술사(국가기술)

토목공사의 계획을 수립하고, 토목구조물과 각종
설비가 공정대로 시공되도록 공사 과정에서 기술
적 관리를 한다.
도로, 댐, 고속도로 등의 건설에 있어서 품질관리,
토목감리기술자

농어업토목기술사(국가기술)
도로 및 공항 기술사(국가기술)
건설기계기술사(국가기술)

토목 및 주택·상업용 빌딩 등의 안전성 및 실용성

이론과 실제를 연구한다

토목시공기술자

건푹품질시험기술사(국가기술)
건설기계기술사(국가기술)

예산관리, 공정관리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시공
의 모든 과정을 확인, 관리, 감독한다.

산림토목기술자(국가전문)
건설기계기술사(국가기술)
농어업토목기술사(국가기술)
도로 및 공항 기술사(국가기술)
산림토목기술자(국가전문)
건설기계기술사(국가기술)
농어업토목기술사(국가기술)
도로 및 공항 기술사(국가기술)
산림토목기술자(국가전문

국토 및 도시의 공간구조, 토지이용, 도시개발, 각
도시계획 및 설계가

종 단지(주거·공업·상업단지), 공원, 도로망에 대한
기획, 계획, 설계, 시공, 유지관리를 포괄하는 도
시계획 및 개발 관련 업무를 를 수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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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계획기사, 기술사(국가기술)

분야

직업명칭

직무개요

필요 자격증

토목건설, 지도제작, 토지구획, 지형 연구, 천연자
측량 및
지리정보기술자

지적기술사(국가기술)

원개발, 지리정보개발 및 기타 목적을 위해 지형·
지물을 측량하고, 관련 업무의 계획, 실시관리, 분
석·평가, 연구 등의 업무를 관리하며, 측량사 및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기술사(국가기술)

측량보조원의 활동을 감독·조정한다.
건설관련직

건설 품질을 유지, 관리하기 위하여 건설자재에 대
건설자재시험원

한 품질시험을 실시하여 결함을 사전에 예방하고
조치를 취한다.

측량기능사(국가기술)

건설재료시험기능사,
산업기사, 기사(국가기술)

건설공사의 공사비를 산출하기 위하여 구조물, 전
건설견적원(적산원)

기 및 기계 등에 대한 비용을 분석하여 견적서를

·

작성한다.

※그 외에 공무원(토목직), 도시재생전문가, 지능형교통시스템(ITS)연구원 등.

5. 기타
- 토목공학과 졸업자 또는 졸업예정자(4학년) 토목기사 응시 가능(통상 년 3회 실시)
- 토목공학과 과정의 2분의 1 이상을 마친 사람(3학년) 토목산업기사 응시가능

공무원 : 국토교통부, 국토지리정보원, 환경부 등 중앙정부 부처
건설시공업체 : 공사의 시공, 공정관리, 유지관리 등
건설엔지니어링 : 토목공사의 조사, 계획, 설계 등의 기술적인 업무
국영기업 : 한국토지공사, 한국도로공사, 한국수자원공사 등
연구소·교육 : 한국건설기술연구원, 한국국토연구원, 교수 및 교사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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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공학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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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전공 개요
수질오염, 대기오염, 폐기물, 토양오염 등 각종 환경문제를 과학기술적 방법으로 해석하고 해결하려는 종합적인
연구를 하는 학문으로서, 환경공학과에서는 환경 문제의 해석과 처리에 필요한 제반 공학적 지식을 갖추고 사
회 구성원으로서 기여할 수 있는 인재를 양성할 필요가 있다. 본 환경공학과는 미래지향적인 도전정신과 창의
적 사고를 토대로, 공학에 대한 전반적인 지식을 습득하고 이를 체계화하는 능력과 관련 분야에 적절하게 적용
할 수 있는 공학인으로서의 능력을 배양하며, 지역사회를 포함한 공동체의 일원으로서 국가산업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전문인력 양성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2. 주요 교과
∎ 기초 교과

∎ 심화 교과

- 환경공학개론

- 수질관리

- 환경에너지공학

- 수처리공학

- 환경수학

- 수처리단위조작

- 환경화학

- 하수의고도처리

- 환경수리학

- 상하수도공학

- 환경생태학

- 대기오염개론

- 폐기물처리공학

- 대기오염방지기술

- 해양오염론

- 대기단위조작

- 환경기기분석

- 토양오염방지기술

- 수질분석 이론 및 실험

- 유해폐기물

- 수처리 이론 및 실험

- 환경반응공학

- 폐기물분석 이론 및 실험

- 연소공학

- 대기오염모델링 이론 및 실험

- 소음진동방지공학

- 대기오염제어 이론 및 실험

- 종합설계

3. 적성 및 흥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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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진출분야
분야

직업명칭

필수요건

필요 자격증

수질환경기술자

수질 진단 및 분석을 통하여 대처방안과 기술
개발 등

환경전공

수질환경기사 및
산업기사

대기환경기술자

대기 진단 및 분석을 통하여 대처방안과 기술
개발 등

환경전공

대기환경기사 및
산업기사

토양 환경의 유지 및 관리를 위한 제반 연구 등

환경전공

토양환경기사 및
산업기사

소음 및 진동으로 인한 환경오염으로부터
관리・보전, 대처방안 계획 수립 등

환경전공

소음진동기사 및
산업기사

폐기물의 관리, 처리 및 활용
계획・지도・감리업무 등

환경전공

폐기물처리 기사
및 산업기사

환경컨설턴트

환경관리 및 보전상의 문제점 조사를 통한
진단과 해결책 연구 등

환경전공

기사 및
환경측정분석사

환경영향평가원

영향평가 사업 계획 수립 및 시행을 통해
예측・분석 등

환경전공
실무경력
4년 이상

환경연향평가사 및
기사

온실가스인증심사원

온실가스 저감사업 타당성 검토 및 실적을
검사하여 감축 실적 검증

환경관련
실무경력
2년 이상

온실가스기사

국립환경과학원

환경정책 선도 및 지원, 환경질 개선연구 등

환경전공

기사 및
외국어능력

보건환경연구원

환경 오염 조사 및 측정망 운영, 배출원검사 등

환경전공

기사 및
외국어능력

건설기술연구원

신규과제 발굴 및 현장측정 등

환경전공

기사 및
외국어능력

기업체 연구소

각 기업체의 과제사업 수행 및 분석 연구 등

환경전공

기사 및 산업기사

한국환경공단

환경오염방지·환경개선·자원순환 촉진 및
기후변화대응을 위한 온실가스 관련 사업 등

환경전공

기사 및
외국어능력

수자원의 종합적 이용·개발을 위한 시설의
건설·운영관리 및 상・하수도위탁 운영 등

환경전공

기사 및
외국어능력

농어촌 생활환경 개선 및 수자원 확보와 관리,
환경분석 등

환경전공

기사 및
외국어능력

환경관련 실무 수행

환경전공

기사 및
외국어능력

토양환경공학기술자
소음진동기술자
환경공학
기술자

직무개요

폐기물처리기술자

연구원

공기업 및
공무원

한국수자원공사
한국농어촌공사 환경직
환경직 공무원

5. 기타
⦁졸업 후 취득 가능 자격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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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질환경기사 및 산업기사

대기환경기사 및 산업기사

폐기물처리기사 및 산업기사

소음진동기사 및 산업기사

토양환경기사 및 산업기사

자연생태복원기사 및 산업기사

정수시설운영관리사 3급

온실가스관리기사 및 산업기사

산업안전산업기사

수질환경측정분석사

대기환경측정분석사

국립순천대학교 진로취업로드맵

⦁학과 행사
- 환경의 날 주최, 기업체 견학, 자격증 취득을 위한 실험 진행 등

1. 수질환경기술자
⦁진출분야 : 사기업, 공기업 등
⦁주요 직무 : 상하수 및 오폐수처리장 시설 진단, 오염물 상태 등 수질 환경문제에 대해서 분석하고, 피해를 최
소화하기 위한 대처방안 및 오염방지 등 관련 분야를 연구하며, 관련 기술을 개발하고 조언 등

⦁기업이 요구하는 취업 역량 : 수질환경 기사 및 산업기사 자격증 보유
⦁필요한 교육/훈련 : 환경공학, 환경화학, 수질관리, 수처리공학, 수질법규등 수질관련 전반적인 지식 필요

2. 대기환경기술자
⦁진출분야 : 사기업, 공기업 등
⦁주요 직무 : 사업장의 대기오염물질 총량관리 업무 대행 및 기술지원, 기술개발 등을 통하여 대기오염문제를
예방하고 개선 연구・개발 등

⦁기업이 요구하는 취업 역량 : 대기환경 기사 및 산업기사 자격증 보유
⦁필요한 교육/훈련 : 환경공학, 환경화학, 대기오염개론, 대기법규등 대기관련 전반적인 지식 필요

3. 폐기물기술자
⦁진출분야 : 사기업, 공기업 등
⦁주요 직무 : 일반 및 산업폐기물의 관리, 처리 및 재활용에 관한 계획・지도・안전진단 등
⦁기업이 요구하는 취업 역량 : 폐기물처리기사 및 산업기사 자격증 보유
⦁필요한 교육/훈련 : 환경공학, 환경화학, 폐기물처리공학, 유해폐기물등 전반적인 폐기물 처리에 관한 전반적
인 지식 필요

4. 토양환경기술자
⦁진출분야 : 사기업, 공기업 등
⦁주요 직무 : 토양의 건전한 유지 및 관리, 물리성 개선과 토양 분류를 통한 토양 적성등급 및 관리 등
⦁기업이 요구하는 취업 역량 : 토양환경 기사 및 산업기사 자격증 보유
⦁필요한 교육/훈련 : 환경공학, 환경화학, 환경생태학, 토양법규등 전반적인 지식 필요

5. 연구원
⦁진출분야 : 사기업, 공기업 등
⦁주요 직무 : 수질・대기・폐기물・토양등 과제 개발 및 실험 분석, 실험방법 연구개발 등
⦁기업이 요구하는 취업 역량 : 환경관련 기사 또는 산업기사 자격증 보유
⦁필요한 교육/훈련 : 환경공학과 관련된 전반적인 지식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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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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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전공 개요
건축학은 인간의 제반생활을 담는 환경을 예술적인 창조의지와 현존하는 첨단기술과의 접목을 통하여 미래 지향
적으로 해결해 가는 학문입니다.

2. 주요 교과
⦁실무능력
- 건축실무

⦁현장경쟁력
- 현장실습 (3개 프로그램 운영) 졸업여건 해당

⦁글로벌역량
- 건축실무영어
- 건축설계(영어발표)

⦁종합적 사고/창의적 사고
- 건축설계Ⅸ
- 건축설계Ⅹ

⦁직업윤리
- 건축법제도
- 건축실무

3. 적성 및 흥미
- 수학, 과학 등 기초 과학분야의 기본지식과 미적 감각 필요
- 설계와 시공을 배우게 되므로 건축뿐만 아니라 기계분야에 대한 지식과 흥미 필요
- 세밀한 정확성과 문제 해결 능력, 기술적, 과학적, 조직적 사고능력이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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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진출분야

276

직업명칭

직무개요

필요 자격증

인테리어디자이너

상가 및 주택 등 건물 내부공간의 구조 및 시설의 배치
등을 구상하여 디자인한다.

시각디자인 산업기사·기사
실내건축산업기사·기사·기능사
전산응용건축제도기능사

캐드원

캐드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제품관련 설계도면이나 기타
회로도를 작성하고 자료를 수정, 관리한다.

기계설계제도사
전산응용기계제도기능사
전자캐드기능사

건축 및 토목캐드원

건물, 구조물, 철도, 도로, 항만 등의 시공도 및 상세한
설계서를 컴퓨터를 이용해 작성한다.

전산응용건축제도기능사
전산응용기계제도기능사
전상응용토목제도기능사

건축설계기술자

각종 건축물 건설 및 수리를 계획하고 설계한다.

건설기계기술사
건축사
건축사[예비]

건축공학기술자

건축물의 설계 및 공사 감독(감리) 업무를 수행한다.

건축구조기술자

건축물의 공간 및 형태를 안전하고 경제적으로
구축하도록 기초 및 구조시스템, 주요 부재(벽, 바닥,
기둥, 방화벽, 외벽, 환기덕트 등)의 위치 및 크기를
설계한다.

건축시공기술자

건축물 공사 전반을 관리감독하여 공사를 진행하며,
시공에 필요한 기술적 지원을 한다.

건축감리기술자

건축물의 시공 시 품질관리, 예산관리, 공정관리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시공의 전반적인 과정을
확인·감독한다.

건축설비기술자

건축구조물의 설비를 구성하기 위한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설계도를 작성한다.

건설기계산업기사·기사·기술사
건설안전산업기사·기사·기술사
건설재료시험기능사·산업기사·기사
산림토목기술자

건축안전기술자

건축현장에서 작업원의 안전과 건축재해요인 예측, 재해
예방 등을 위하여 각종 설비의 안전성 확보 및
안전관리를 위한 제반 업무를 수행한다.

건설안전산업기사·기사·기술사
건축구조기술사
건축시공기술사

도시계획 및 설계가

국토 및 도시의 공간구조, 토지이용, 도시개발, 각종
단지(주거·공업·상업단지), 공원, 도로망에 대한 기획,
계획, 설계, 시공, 유지관리를 포괄하는 도시계획 및
개발 관련 업무를 를 수행한다.

도시계획기사·기술사

건설자재시험원

건설 품질을 유지, 관리하기 위하여 건설자재에 대한
품질시험을 실시하여 결함을 사전에 예방하고 조치를
취한다.

건설재료시험기능사·산업기사·기사

건설견적원(적산원)

건설공사의 공사비를 산출하기 위하여 구조물, 전기 및
기계 등에 대한 비용을 분석하여 견적서를 작성한다.

-

친환경건축컨설턴트

건축주 또는 시공사가 국내외 친환경건축물인증을
취득할 수 있도록 설계, 자재, 시공과정을 진단하고
인증기준을 충족하도록 다양한 기술적 컨설팅을
제공하며, 인증업무를 대행한다.

-

공무원(건축직/건설직)

토목, 건축, 건설안전 담당 공무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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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기계산업기사·기사·기술사
건설안전산업기사·기사·기술사
건설재료시험기능사·산업기사·기사
건푹품질시험기술사

건설기계산업기사·기사·기술사
건설안전산업기사·기사·기술사
건설재료시험기능사·산업기사·기사
건푹품질시험기술사

5. 기타
건축학부에서 진행하고 있는 특별 프로그램
분류

특별프로그램명

학사·인증 및 진로 정보 프로그램

·
·
·
·

새내기 소양교육 프로그램
신입생 오리엔테이션
건축학프로그램 인증워크숍
학생상담 및 진로지도

특강 및 워크숍

·
·
·
·

국,내외 전문가 초청특강
대학 및 연구소 초청특강
국내 실무특강 및 워크숍
국제 건축교류 워크숍

답사

·
·
·
·
·
·

교과목 연계답사(교과별)
국내건축물답사(학부)
해외건축물답사(학부)
건축도시투어프로그램(협회)
해외탐방 프로그램(대학)
교환학생 프로그램(대학)

전시 및 공모전

·
·
·
·
·

학기말 정기과제물 전시
건축전 과제물 종합전시
전남 및 광주 미술대전
광주건축도시문화제 전시
국,내외 각종 공모 전시

학생자치활동

· 학생회 자치와 건준위 활동
· 연구실 세미나 및 자치활동
· 동아리 세미나 및 자치활동

봉사 프로그램

· 청소년 건축동아리 지도
· 장애인 편의시설 모니터링
· 주거약자층 집수리 사업

현장실습 프로그램

· 방학 중 현장실습(대학)
· 담당교수 현장실습 지도
· 광주건축사협회 인턴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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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건축설계기술자
⦁진출분야 : 사기업, 공기업 등
⦁주요 직무 : 각종 건축물 건설 및 수리를 계획하고 설계한다.
⦁기업이 요구하는 취업 역량 : 건설기계기술사, 건축사, 건축사[예비]
⦁필요한 교육/훈련 : 건축공학 기술자
⦁관련 직업：빌딩정보모델링(BIM)전문가, 측량 및 지리정보기술자, 교통영향평가원, 건축공학기술자, 건축구조
기술자, 건축시공기술자, 건축감리기술자, 건축설비기술자, 토목공학기술자, 토목안전환경기술자,
토목구조설계기술자, 토목시공기술자, 토목감리기술자, 조경기술자, 도시계획 및 설계가, 교통계획
및 설계가, 사진측량 및 분석가, 지리정보시스템전문가(GIS전문가), 교통안전연구원, 건설자재시험
원, 건설견적원(적산원), 지도제작기술자, 친환경건축컨설턴트

⦁정보 사이트：워크넷(www.work.go.kr)

2. 건축구조기술자
⦁진출분야 : 사기업, 공기업 등
⦁주요 직무 : 건축물의 공간 및 형태를 안전하고 경제적으로 구축하도록 기초 및 구조시스템, 주요 부재(벽,
바닥, 기둥, 방화벽, 외벽, 환기덕트 등)의 위치 및 크기를 설계한다.

⦁기업이 요구하는 취업 역량 : 건설기계산업기사·기사·기술사, 건설안전산업기사·기사·기술사 취업 역량
건설재료시험기능사·산업기사·기사, 건축품질시험기술사

⦁필요한 교육/훈련 : 건축공학 기술자
⦁관련 직업：빌딩정보모델링(BIM)전문가, 측량 및 지리정보기술자, 교통영향평가원, 건축공학기술자, 건축설계
기술자, 건축시공기술자, 건축감리기술자, 건축설비기술자, 토목공학기술자, 토목안전환경기술자,
토목구조설계기술자, 토목시공기술자, 토목감리기술자, 조경기술자, 도시계획 및 설계가, 교통계획
및 설계가, 사진측량 및 분석가, 지리정보시스템전문가(GIS전문가), 교통안전연구원, 건설자재시험
원, 건설견적원(적산원), 지도제작기술자, 친환경건축컨설턴트

⦁정보 사이트：워크넷(www.work.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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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건축시공기술자
⦁진출분야 : 사기업, 공기업 등
⦁주요 직무 : 건축물 공사 전반을 관리감독하여 공사를 진행하며, 시공에 필요한 기술적 지원을 한다.
⦁기업이 요구하는 취업 역량 : 건설기계산업기사·기사·기술사, 건설안전산업기사·기사·기술사
건설재료시험기능사·산업기사·기사, 건축품질시험기술사

⦁필요한 교육/훈련 : 건축공학 기술자
⦁관련 직업：빌딩정보모델링(BIM)전문가, 측량 및 지리정보기술자, 교통영향평가원, 건축공학기술자, 건축설계
기술자, 건축구조기술자, 건축감리기술자, 건축설비기술자, 토목공학기술자, 토목안전환경기술자,
토목구조설계기술자, 토목시공기술자, 토목감리기술자, 조경기술자, 도시계획 및 설계가, 교통계획
및 설계가, 사진측량 및 분석가, 지리정보시스템전문가(GIS전문가), 교통안전연구원, 건설자재시험
원, 건설견적원(적산원), 지도제작기술자

⦁정보 사이트：워크넷(www.work.go.kr)

4. 건축설비기술자
⦁진출분야 : 사기업, 공기업 등
⦁주요 직무 : 건축구조물의 설비를 구성하기 위한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설계도를 작성한다.
⦁기업이 요구하는 취업 역량 : 건설기계산업기사·기사·기술사, 건설안전산업기사·기사·기술사
건설재료시험기능사·산업기사·기사, 건축품질시험기술사

⦁필요한 교육/훈련 : 건축공학 기술자
⦁관련 직업：빌딩정보모델링(BIM)전문가, 측량 및 지리정보기술자, 교통영향평가원, 건축공학기술자, 건축설계
기술자, 건축구조기술자, 건축시공기술자, 건축감리기술자, 토목공학기술자, 토목안전환경기술자,
토목구조설계기술자, 토목시공기술자, 토목감리기술자, 조경기술자, 도시계획 및 설계가, 교통계획
및 설계가, 사진측량 및 분석가, 지리정보시스템전문가(GIS전문가), 교통안전연구원, 건설자재시험
원, 건설견적원(적산원), 지도제작기술자

⦁정보 사이트：워크넷(www.work.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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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전공 개요
본 학부에서는 일반 기계시스템에 대한 교육을 기반으로, 종합적 첨단기계시스템인 항공기, 로켓, 인공위성 및 선
박, 자동차 등에 대한 설계능력 함양을 위하여 역학, 3차원 컴퓨터 응용 설계 등을 학습한다.
국가 항공·우주개발계획에 따라 인근에 항공 및 우주센터, 과학로켓센터, 국가비행종합시험센터 프로젝트가 진행
중이며, 국가적으로 국산 항공기 및 위성과 우주 발사체 개발이 진행되고 있고, 포스코, 여천산단, 조선산업 등으
로 진출 가능하여 본 전공의 발전 가능성은 높다.

2. 주요 교과
∎ 기초 교과

∎ 심화 교과

- 정역학, 동역학, 재료역학, 공업수학

- 열전달, 공기역학, 비행체 설계

- 구조역학, 유체역학, 열역학

- 유체기계, 유압공학

- CAD, 컴퓨터 프로그래밍

- 기계재료, 자동차공학, 로봇공학
- 전기전자공학, 제어공학, 수치해석
- 진동해석, 비행역학, 자동제어 시스템
- 창의적 종합설계

3. 적성 및 흥미
- 수학, 물리학 등 기초 공학 과목에 관한 관심과 이해가 필요.
- 자동차, 선박, 항공기, 인공위성 등을 비롯해 우리 일상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크고 작은 기계장치에서부
터 대형 산업용 기계에 이르기까지 광범위한 영역을 배움.
- 기계나 사물을 다루는 것을 좋아하고 진취적이고 새로운 것에 도전하는 열정이 있는 학생에게 적합한 전공.

4. 진출분야
분야

취업 분야

우주항공

한국항공우주연구원, 고흥 우주센터, 한국항공우주산업, 대한항공 및 아시아나항공 등

자동차

현대/기아자동차, 한국지엠, 쌍용자동차 등

조선

현대중공업, 대우조선해양, 삼성중공업, 삼우중공업 등

일반 산업체

포스코, 현대하이스코, 동부제철, 두산인프라코어, 삼성전자 등

대학원

대학원 진학 후 연구원으로서 연구/개발 업무 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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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업명칭

직무개요

필요 자격증
항공기관기술사(국가기술)

공공학적 원리(공기역학·추진·구조·안정성·제어)와 기술을 적

항공공학기술자

항공기관정비기능사(국가기술)

용하여 항공기를 설계·개발·시험한다.

항공장비정비기능사(국가기술)
전자응용기술사(국가기술)
전파통신기능사, 산업기사,

인공위성, 발사체와 같은 비행체의 개발·제작·운용에 관하여

인공위성개발원

기사(국가기술)

연구· 설계하고 이들의 제조 및 운용을 지휘·통제·조언한다.

정보통신산업기사, 기사,
기술사(국가기술)
항공기관정비기능사(국가기술)

항공기정비원

항공기 운항 중에 발생할 수 있는 위험요인을 제거하기 위해

항공기체정비기능사(국가기술)

비행 전·후 주기적으로 항공기의 동력장치, 착륙장치, 조종장

항공산업기사, 기사(국가기술)

치, 기체, 유압 및 기압 시스템 등을 조립·조정·정비한다.

항공장비정비기능사(국가기술)
항공정비사(국가전문)

기계분야의 장·단기 기술정책을 입안, 생산·설비 관리 기술의
향상을 위한 연구, 산업표준화 및 사내기술규격 표준 등을

기계공학기술자

조정·보완, 각 기계설비의 건설·시설공사에 대한 설계서 작성

기계공학 기술자 및 연구원 (훈련필요)

및 관리업무 등을 수행한다.

엔진기계공학기술자

공학적 원리와 기술을 적용하여 자동차, 항공기, 선박 등의

기계제작기술사

엔진 및 기관을 설계·개발·시험한다.
냉난방 기계 및 공조시스템의 생산·설비·관리 관련 기술 향

냉난방 및

상을 위해 연구하며, 공업표준화 및 사내기술규격 표준 등을

공조공학기술자

공조냉동기계기사

조정·보완한다.
철도차량의 기계장치 및 시스템을 연구· 개발하며, 철도차량

철도차량공학기술자

시스템의 평가·설치·운영 및 유지관리와 관련된 업무를 수행

철도차량기사

한다.

5. 기타
분류

특별프로그램명
· 새내기 소양교육 프로그램

진로 정보 프로그램

· 신입생 오리엔테이션
· 학생상담 및 진로지도

특강 및 워크숍

학생자치활동

현장실습 프로그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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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내외 전문가 초청특강
· 대학 및 연구소 초청특강
· 연구실 세미나 및 자치활동
· 동아리 세미나 및 자치활동
· 학기 중 항공우주 관련 산업체 현장실습
· 전문경력인사를 통한 현장실습 지도

학과에서 가장 전망 있는 직업 또는 학과 선배들이 주로 입사하는 직업 5가지 정도 아래와 같이 작성(학생들에게
안내가 더 좋은 표기법이 있으면 작성하여도 무방)

⦁기계관련분야 : 설계, 가공, 조립 등의 개발과 생산 부분의 전문 기술자, 연구원 그리고 기술직 공무원, 발전
설비분야, 동력기관 분야, 환경관련, 전기전자기기, 복합신소재, 재료공학, 자동차, 조선 분야 등

⦁우주항공 분야 : 한국항공우주연구원, 고흥 우주센터, 한국항공우주산업, 대한항공 및 아시아나항공 등
⦁자동차 분야 : 현대/기아자동차, 한국지엠, 쌍용자동차 등
⦁조선 분야 : 현대중공업, 대우조선해양, 삼성중공업, 삼우중공업 등
⦁일반 산업체 : 포스코, 현대하이스코, 동부제철, 두산인프라코어, 삼성전자 등
⦁대학원 : 대학원 진학 후 연구원으로서 연구/개발 업무 활동 및 기업체 연구소, 정부출연기관 설계관련
엔지니어링 분야, 학계 등 .

⦁정보 싸이트 : 워크넷(www.work.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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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소재공학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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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전공 개요
신소재공학과에서는 일상생활 및 산업 생산의 기본요소인 재료를 다루며, 물질의 물리적, 화학적, 기계적, 전기적
및 자기적 제 성질에 대한 전반적인 이해와 응용을 공부합니다. 또한 철강, 비철 재료 및 신소재 등과 관련한 폭
넓고 깊이 있는 연구를 수행하며 재료를 구성하는 각종 물질의 구조와 조직을 연구합니다. 또한 각종 물질이 물
질의 특성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가를 밝히고 새로운 기술에 요구되는 새로운 재료를 연구·개발합니다. 특히 금
속공학 관련 학과에서는 제철이나 제강에서부터 신소재까지 여러 방면을 다루며, 특히 고체물리학과 물리화학을
바탕으로 산업용 재료로 활용할 수 있는 물질을 개발·개선하는데 주력합니다.

2. 주요 교과
∎ 기초 교과
-

∎ 심화 교과

재료과학
신소재설계
공업수학
재료역학
금속소성가공
재료열역학
재료전산입문
재료물성공학
철강재료학
재료열역학

-

재료공학실험
재료결정학
재료강도학
상변이속도론
재료분석
금속부식공학
용접공학
분말야금학
철강재료
재료응고
비철재료학
표면처리공학
금속열처리공정
바이오소재공학
전자재료
나노소재공학

3. 적성 및 흥미
- 수학, 물리학, 화학 등 기초 공학과목에 대한 이해 필요
- 다양한 소재에 대해 공부 할 수 있는 호기심과 관심 필요
- 새로운 과학기술의 발달과 인간의 욕구에 대한 이해도 필요

4. 진출분야
⦁주요 취업 분야(연구개발/엔지니어/기술직)
- 금속 공학 기술자
- 나노 소재 기술자
- 신소재 개발 연구원
- 금속 재료 공학 시험원
- 대학원 석·박사 진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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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양만권 권역의 POSCO, 율촌 산업단지의 현대HYSCO, 여천 석유화학 산업단지, 수도권역의 각종 신소재 관련
분야 및 반도체 회사에 종사할 수 있습니다. 졸업 후 전공 관련 전문 인력을 양성하는 석․박사 과정의 대학원 진학
이 가능하며, 재료공학시험원 및 재료 관련 연구원으로 종사할 수 있습니다.

분야

직무개요

금속공학
기술자

금속 및 합금의제조·가공방법을 개발하기 위해 금속
의 물리적 특성과 조직적 특성 등을 실험·연구하며,
금속 분야의 장단기 기술정책을 입안한다.

금속재료기사, 금속재료산업기사

나노소재
기술자

나노기술을 전자(소자), 바이오, 소재, 등에 적용한
다. 전기, 전자, 바이오, 공장장비 및 측정기기, 생산
장비, 분석장비 등의 개발연구에 적용활용한다.

반도체설계기사, 반도체설계
산업기사

재료공학
기술자

재료관련
직

금속재료공학
시험원

금속·재료공학기술자 및 연구원의 지휘·감독하에 각
종 분석장비를 사용하여 금속제품의 특성을 시험·검
사한다.

용접원

다양한 용접장비 및 기기를 조작하여 금속과 비금속
재료를 필요한 형태로 접합한다.

의료기기개발
기술자

금형원

화학
관련직

전기전자
관련직

연료전지개발
및 연구자

각종 금속공작기계, 수공구 및 정밀측정기를
사용하여 금형을 제작·보수·정비한다.

필요 자격증

금속가공기술사(국가기술)
금속재료산업기사, 기능장,
기술사(국가기술),
금속재료시험기능사(국가기술),
비철야금기술사(국가기술),
비파괴검사기술사(국가기술),철야금기
술사
(국가기술)
용접기능사, 산업기사, 기사, 기능장,
기술사
(국가기술)
특수용접기능사(국가기술)
산업계측제어기술사
(국가기술), 금속재료기사
금형기술사
(국가기술),
금형제작기능장(국가기술),
비파괴검사기술사(국가기술),
전기기능사
(국가기술), 프레스금형설계기사
(국가기술)

고효율 저비용의 연료전지 및 연료전지시스템의
개발과 상용화 등 연료전지발전 기술을 종합적으로
연구한다.
반도체 집적회로(IC)를 제조하기 위하여 전자이론의
지식과 장비조작원리를 응용하여 반도체 생산공정
조건을 설정하고, 불량원인을 분석해 조치를 취하며,
견본생산부품의 시험 등을 수행한다.

태양광발전
연구 및
개발자

태양광발전시스템의 태양광 관련 설비를
연구·개발한다.
전자이론과 재료속성에 관한 지식을 활용하여
상업용·공업용·의약용·군사용·과학용 전자제품 및
시스템을 연구·설계·개발한다.

반도체설계산업기사, 기사(국가기술)

반도체설계산업기사, 기사(국가기술)

자동차공학
기술자

각종 차량의 차체, 엔진, 제동장치, 차대 및 기타
구성품에 관하여 연구 및 설계하며 개발 및 제조를
계획·감독한다.

차량기술사(국가기술)

항공기정비원

항공기 운항 중에 발생할 수 있는 위험요인을
제거하기 위해 비행 전·후 주기적으로 항공기의
동력장치, 착륙장치, 조종장치, 기체, 유압 및 기압
시스템 등을 조립·조정·정비한다.

항공산업기사, 기사(국가기술),
항공기관정비기능사(국가기술)

조선공학
기술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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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경테, 임플란트, 철심등 의료기기 제작을 위하여
연구·설계·개발하고, 제품 양산 과정에서
감독·지원·조언한다.

반도체공학
기술자

전자제품개발
기술자

기계관련
직

필수
요건

직업명칭

선박의 구조·설비·장치에 대하여 연구·설계·자문하고
선박의 건조·개발·유지·수리를 계획·감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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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산업기사, 기사, 기술사
(국가기술)

❍ 학과 교육 학습 및 취업 지원프로그램
직종

공사・공기업, 공무원, 중・고등학교 교사, 대학원 진학, 대・중소기업

★ 토익스피킹 Level 6, Opic Intermediate Mid 이상 취득
목표

★ 학교 성적 3.8 이상
★ 자격증 취득에 요구되는 전공필수 교과목 이수
★ 취업동아리 활동(전공, 상식, 논술, 면접, 인․적성검사 준비)

단 계
항 목

1학년

3월~6월 수강교과목 :
①정규
대학생활과 목표설정,대학수
교육
학Ⅰ,물리학및실험Ⅰ,화학및
및 학위
실험Ⅰ

2학년
3월~6월 수강교과목 :
재료전산입문,재료물성공학,철
강재료학,공업수학Ⅰ,재료열역
학

1

②직업
학과 취업 소모임 활동
훈련 진로탐색과생애설계캠프참가
(외국어, 전공 스터디)
기 및 실습
학과
․
자격
하 ③
전문
계 자 자격
6월:토익성적 500점이상 취득
격
3월:모의토익시험 응시
방
외국
취
학 득 어
정보
(3
화
월~)
학과 취업상담교수개인상담
심리검사(성격,진로적성)실 학과 취업상담교수개인상담
④기타 시
진로집단상담프로그램참가
대학생활적응 프로그램 실 명사 및 졸업생 특강 참석
시
9월~12월 수강교과목 :
9월~12월 수강교과목 :
①정규 재료과학,대학수학Ⅱ,물리학
공업수학Ⅱ,재료열역학2,신소재
교육 및실험Ⅱ,화학및실험Ⅱ
설계,재료역학,금속소성가공
및 학위 자기개발과 진로설정
2
교과목수강(종합인력개발센터)
학
②직업
취업역량강화훈련캠프참가
기
훈련 학과 기업탐방
동계 현장실습
․ 및 실습
학과
동
자격
계 ③
전문
방 자 자격 9월:토익성적 400점이상 취 9월:토익성적 600점이상 취득
학 격 외국 득
Speaking Level 4
취
Speaking Level 3
어
(9
득
정보
월~)
화
학

④기타

학과취업상담교수 개인상담
학과취업상담교수 개인상담
영어취업캠프 참가

3학년

4학년

3월~6월 수강교과목 :
3월~6월 수강교과목 :
재료강도학, 재료결정학, 상변이
재료분석, 용접공학, 금속부
속도론, 철강공정, 전자재료,재료
식공학,금속생체재료
공학실험Ⅰ
취업동아리 활동★
입사지원준비-상식,논술,면접
하계 현장실습

취업캠프 참가
학과 면접스터디 활동
하계 현장실습

2월:토익성적 700점이상 취득

2월:토익성적 800점이상취득
Speaking Level 6

학과취업상담교수개인상담
기업견학 참가
명사 및 졸업생 특강 참석

학과취업상담교수개인상담
기업 채용설명회 참가
명사 및 졸업생 특강 참석

9월~12월 수강교과목 :
9월~12월 수강교과목 :
비철공정,비철재료학,재료공학실험
표면처리공학,분말야금학,이차
Ⅱ,재료응고
전지재료학,금속열처리공정
취업과진로교과목수강
동계 현장실습
학과 외국어 스터디 활동

모의면접경진대회 참가
학과 면접스터디 활동

9월:토익성적 750점이상 취득★ 9월:기업채용설명회 참가
Speaking Level 5
9월:하반기 공개채용 지원★

학과취업상담교수 개인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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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재료공학기술자(연구원)
⦁진출분야 : 재료연구원, 생산기술연구원
⦁주요 직무 : 재료 연구 및 분석평가, 국책과제 연구
⦁기업이 요구하는 취업 역량 : 연구 장비 운용
⦁필요한 교육/훈련 : 다양한 실험 장비 교육
⦁정보 사이트：https://www.kitech.re.kr
https://www.kims.re.kr

2. 철강관련직
⦁진출분야 : 포스코, 현대제철
⦁주요 직무 : 자동차, 건설, 조선, 에너지, 산업기계에 필요한 소재 생산 및 연구
⦁기업이 요구하는 취업 역량 : 신소재공학에 대한 전반적인 전공 이해도, 외국어능력
⦁관련 직업：제품개발연구원, 생산관리자, 기술직, 인사담당자, 안전관리자, 품질생산관리
⦁정보 사이트：https://www.posco.co.kr/homepage
https://www.hyundai-steel.com/kr/index.hds

3. 전기전자관련직
⦁진출분야 : LG전자
⦁주요 직무 : 가전 및 전자, 자동차 부품 등 글로벌 기술 연구
⦁기업이 요구하는 취업 역량 : 도전성, 혁신성, 팀워크, 경쟁성
⦁관련 직업：전자제품개발 관련 materials R&D 연구원
⦁정보 사이트：https://careers.lg.com/main/Intro.rp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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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전공 개요
화학공학’은 고분자, 신에너지, 환경기술 등 최근 주목받는 분야에서 응용될 뿐만 아니라, 반도체, 생물공학, 환경
공학, 교통공학, 재료공학 등 다양한 학문과도 연계범위를 확대하고 있습니다. ‘화학’ 분야가 화학반응의 원리를
주로 다루는 마이크로(micro) 분야라면, ‘화학공학’은 이것을 실생활에 응용하는 기술과 방법까지도 다루는 보다
매크로(macro)한 분야라고 할 수 있습니다. 화학공학은 섬유, 석유, 플라스틱, 세제, 화장품, 제약 등 우리 실생
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제품에서부터 환경기술, 에너지생산, 엔지니어링 등 화학공정이 필요한 전 산업에 걸쳐
응용되고 있습니다.

2. 주요 교과
∎ 기초 교과
1학년
- 이공학도를 위한 매트랩 입문

∎ 심화 교과
전공심화필수
2학년 - 분석화학

- 대학 수학

- 공업물리화학

- 화학 및 실험

- 공업유기화학

- 화학공학개론

- 공업수학
- 화공 계산
3학년 - 단위조작
- 화공 열역학
- 반응공학
- 공정제어
전공심화선택
2학년 - 수소경제와 생활
- 수소생산과 화학공학
- 이동조작
- 산업안전공학
3학년 - 수소에너지활용
- 수소산업과 기술
- 고분자 합성과 과학
- 고분자 구조와 물성
- 공정설계
4학년 - 지역사회와 석유화학
- 창의적종합설계
- 화공연습
- 공업화학
- 고분자가공 및 레올로지
- 바이오융합소재,촉매와 석유화학공업
- 화학장품학
- 산업재산권
- 에너지공학
- 과학자를 통해 본 유체역학 발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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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적성 및 흥미
화학공학은 수학, 물리, 생물, 화학 등 다양한 기초 과학과목에 흥미가 있는 학생에게 유리한 전공입니다. 각종
화학 관련 실험이나 실습을 하는 시간이 많으므로 꼼꼼하고 주의깊은 성격이 요구됩니다.

SUNCHON NATIONAL UNIVERSITY

CAREER ROADMAP

291

4. 진출분야
분야

직업명칭

직무개요
각종 석유화학제품(석유와 천연가스를

석유화학공학기술자

석유화학기술자

화공기사, 산업기사,

원료로 하여 얻어지는, 연료 이외의
용도에 사용하는 화학제품)과 그 원료를

기술사(국가기술)
화공안전기술사(국가기술)

시험·분석하여 제품을 개량하고 공정을

화학분석기능사,

개선한다.

기사(국가기술)

정유공장이나 화학공장, 발전소,
플랜트기계공학기술자

필요 자격증

소각처리장 등과 같은 대규모 설비나
공장을 설계·시공· 감리하는 일을 한다.

화공기사, 산업기사,
기술사(국가기술)
화공안전기술사(국가기술)
화학분석기능사,
기사(국가기술)
화공기사, 산업기사,

고무및플라스틱화학공학기술
자

고무 및 플라스틱 원료의 구조와 재질을

기술사(국가기술)

분석하여 새로운 합성 물질을 개발하고,
제품의 제조공정을 연구·설계한다.

화공안전기술사(국가기술)
화학분석기능사,
기사(국가기술)
화공기사, 산업기사,

화학공학기술자

비누및화장품화학공학기술자

비누, 화장품 등에 사용되는 각종 원료를
분석하고 혼합하여 신제품을 개발하고,

기술사(국가기술)
화공안전기술사(국가기술)

생산 공정을 효율적으로 설계·개선한다.

화학분석기능사,
기사(국가기술)

의약품화학공학기술자

신약, 신물질 등의 개발을 위해서 의약품

화공기사, 산업기사,
기술사(국가기술)

원료개발, 공정 개선, 신기술 도입 등에

화공안전기술사(국가기술)

관해 연구·분석·시험한다.

산업안전원

산업재해예방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을
수행하며 작업환경의 점검 및 개선에
관한 사항, 근로자의 안전교육 및 훈련에
관한 업무를 수행한다.

안전관리사

화학분석기능사,
기사(국가기술)
산업안전산업기사,
기사(국가기술)
산업안전지도사(국가전문)
인간공학기사,
기술사(국가기술)

각 산업현장에 배속되어 유해 및
위험관리원

위험방지에 관한 사항, 사고사례분석 및
개선에 관한 사항, 근로자의 안전교육 및

위험물기능사[1,2,3,4,5,6류],
산업기사, 기능장(국가기술)

훈련에 관한 업무를 수행한다.

5. 기타
⦁국가자격 : 화공기사, 화학분석기사, 화약류제조기사, 화약류제조산업기사, 가스기사, 가스산업기사,
화약류관리기사, 화약류관리산업기사, 위험물산업기사, 온실가스관리기사, 온실가스관리산업기사

⦁학과에서 주로 활용하는 주요 사이트
- 한국공업화학회: www.ksiec.or.kr
- 한국화학공학회: www.kiche.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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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과에서 가장 전망 있는 직업 또는 학과 선배들이 주로 입사하는 직업 5가지 정도 아래와 같이 작성(학생들에게
안내가 더 좋은 표기법이 있으면 작성하여도 무방)

1. 생산엔지니어
⦁진출분야 : 사기업
⦁주요 직무 : 생산관리, 생산기술
⦁기업이 요구하는 취업 역량 : 트러블슈팅, 현장과 친화력, 타부서와 협력
⦁필요한 교육/훈련 : 화학공장의 기본지식(열역학.단위조작.공정제어)
⦁관련 직업：생산관리, 생산기술, 품질관리
⦁정보 사이트：워크넷

2. 연구원
⦁진출분야 : 사기업, 공기업
⦁주요 직무 : 분석 및 연구
⦁기업이 요구하는 취업 역량 : 외국어, 기기분석
⦁필요한 교육/훈련 : 화학기본 역량 및 기기관리능력
⦁관련 직업：품질관리, 연구원
⦁정보 사이트：워크넷

3. 공무원
⦁진출분야 : 공무원
⦁주요 직무 : 행정
⦁기업이 요구하는 취업 역량 : 공무원시험
⦁필요한 교육/훈련 : 국어, 영어, 한국사, 화학
⦁관련 직업：공무원
⦁정보 사이트：워크넷

SUNCHON NATIONAL UNIVERSITY

CAREER ROADMAP

293

전기공학전공

294

국립순천대학교 진로취업로드맵

1. 전공 개요
전기전자공학 전반에 걸친 기초 및 응용 학문을 종합적으로 교육한다. 본 전공은 21세기 정보화 시대 교과목을
고르게 개설하고 심도 있는 강의를 통하여 높은 수준의 교육체계를 유지하고 있다.

2. 주요 교과
∎ 기초 교과

∎ 심화 교과

전공교과

전공교과

- 프로그래밍언어

- 전자공학

- MATLAB활용

- 신호및시스템

- 어드밴처디자인

- 전기기기제어

- 전기물성론

- 전력공학

- 회로이론

- 전력반도체

- 전기자기학

- 스마트신재생에너지공학

- 공업수학

- 전력전자

- 디지털공학

- 스마트에너지딥러닝입문

- IoT프로그래밍기초

- 스마트그리드시스템설계

- 회로시뮬레이션설계

- 인공지능제어시스템활용

- 기초회로실험

- 전력변환시뮬레이션
논문연구
- 이매지니어프로젝트(종합설계)
교과교육
- 공업교육론
- 공업논리및논술
- 공업교재연구및지도법

3. 적성 및 흥미
I. 수학 및 기초과학에 대한 지식을 이해하고 활용
II. 전기제어공학에 대한 전공지식을 이해하고 적용
III. 공학문제에 대해서 창의적으로 설계하고 해결
IV. 프로젝트를 원활하게 수행할 수 있는 실무형

4. 진출분야
⦁공사・공기업

⦁공무원

⦁대학원 진학

⦁대·중소기업

⦁중·고등학교 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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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종

공사・공기업, 공무원, 중・고등학교 교사, 대학원 진학, 대・중소기업
★ TOEIC 성적 800점 이상 취득

목표

★ TOEIC 외 국가공인자격증 취득(전기기사, 전기공사기사, 한국사능력검정시험 등)
★ 임용에 요구되는 전공 및 교육학 교과목 이수

단 계
항 목

1학년

3월~6월 :
①정규교육 새내기소양(대학생활과
및 학위
목표설정), 프로그래밍언어
교과목 수강

2학년
3월~6월 : 전기물성론,
회로이론I, 전기자기학I,
공업수학I, 디지털공학I,
IoT프로그래밍기초 교과목
수강

1
학기
․
하계

②직업훈련
및 실습

방학
학과
(3월 ③
자격
~) 자 전문 3월 : TOEIC 500점 이상
격
자격 취득
취
외국어
득
정보화
3월: 학과 취업상담교수
④기타
개인상담
9월~12월 :
①정규교육 MATLAB활용,
및 학위
어드밴처디자인 교과목
수강

․
방학
~)

3월~6월 : 전력전자,
스마트에너지딥러닝입문,
이매지니어프로젝트(종합설
계)I 교과목 수강
3월~8월 : 현장실습(장기)
- 한전
전력연구원
6월~8월 :
현장실습(단기및중기)

3월: 학과 취업상담교수
개인상담
9월~12월 : 디지털공학II,
회로시뮬레이션설계,
기초회로실험, 회로이론II,
전기자기학II, 공업수학II
교과목 수강

9월~2월
현장실습(장기)
- 한전 전력연구원
12월~2월 :
현장실습(단기및중기)

3월: 학과 취업상담교수
개인상담
9월~12월 :
인공지능제어시스템활용,
전력변환시뮬레이션,
이매지니어프로젝트(종합설
계)II 교과목 수강
9월~2월
현장실습(장기)
- 한전 전력연구원
12월~2월 :
현장실습(단기및중기)

9월
TOEIC 650점 이상 취득

9월
TOEIC 750점 이상 취득
전기기사 및
전기공사기사준비
한국사능력검정시험 취득

9월
TOEIC 850점 이상 취득
한국사능력검정시험 취득
10월 : 전기기사 및
전기공사기사 취득

9월: 학과 취업상담교수
개인상담

9월: 학과 취업상담교수
개인상담

9월: 학과 취업상담교수
개인상담

②직업훈련
및 실습
학과
③
자격
자
전문 9월
격
자격 TOEIC 550점 이상 취득
취
외국어
득
정보화
9월: 학과 취업상담교수
④기타
개인상담

3월~6월 : 전자공학I,
신호및시스템,
진기기기제어I, 전력공학,
스마트신재생에너지공학,
전력반도체, 전력전자
교과목 수강
3월~8월 : 현장실습(장기)
- 한전
전력연구원
6월~8월 :
현장실습(단기및중기)

3월
TOEIC 800점 이상 취득
한국사능력검정시험 취득
5월 : 전기기사 및
전기공사기사 취득

동계
(9월

4학년

3월
TOEIC 700점 이상 취득
3월 : TOEIC 600점 이상
전기기사 및 전기공사기사
취득
준비
한국사능력검정시험 취득

2
학기

3학년

3월: 학과 취업상담교수
개인상담
9월~12월 : 전자공학II,
제어공학, 전기기기제어II,
스마트그리드시스템설계
교과목 수강

5. 기타
순천대학교 교육목표와의 상관관계
순천대학교 교육목표

전기공학전공 교육목표
Ⅰ

Ⅱ

Ⅲ

Ⅳ

교양지식과 전문지식을 겸비한 인재 양성

●

●

세계화ㆍ정보화에 부합하는 가치관과 능력을 갖춘 인재 양성

●

●

건전한 시민의식과 지도적 인격을 갖춘 인재 양성

●

●

국가와 사회발전을 선도할 수 있는 인재 양성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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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공학전공 관련 자격증은 전기공사기사, 전기기사, 안전관리기사, 소방전기기사, 철도신호기사 등이 있으며 졸업
후 진로로는 한국전력, 한국통신, 광양제철, 보해산업, 방위산업체(병역특례), 통신 전문회사, PLC 관리/운용자,
S/W 개발자, 기업체 전기안전 관리자, 전기공사업체, 전기감리자 등이 있다. 그리고 졸업 후 대학원을 진학함으로써
좀 더 폭넓은 학문적 소양을 키울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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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전공 개요
4차 산업혁명의 근간이 되는 전자공학은 반도체, 컴퓨터, 정보통신, 로보틱스, 우주항공, 광전자 및 레이저, 가전, 전
자공학 융합기술 등과 같은 첨단 산업기술의 발전을 주도하는 학문 분야로 인류 생활에 미치지 않은 곳이 없을 정도
로 응용범위가 넓고 산업경제 및 과학기술 산업 전 분야에 걸친 필수 불가결한 기반 기술이라고 할 수 있다.
우리 전자공학전공에서는 특성화 분야의 체계적인 교육을 바탕으로 갈수록 첨단화, 융·복합화 되어가고 있는 전자
기술의 흐름을 이해하고 수용할 수 있는 기본소양 및 실무능력을 갖춘 창의적인 전자공학도를 양성하고 있다.

2. 주요 교과
∎ 기초 교과

∎ 심화 교과

- 프로그래밍언어

- 디지털논리시스템

- 기초회로이론

- 인간융합로봇공학

- 영화속의 로봇기술

- 이동로봇

- 전자기학

- 통신이론

- 공학수학

- 스마트정보통신시스템공학

- 고체전자공학

- 전자회로

- 회로해석

- 전자회로 실험 및 프로젝트 설계

- Microcontroller C언어

- 계산기구조론

- 기초전자 실험 및 프로젝트 설계

- 디지털시스템 설계

- 반도체공학

- 광통신 및 광전자공학
- 운영체제
- 반도체공정기술
- 종합설계

3. 적성 및 흥미
- 평소 과학기술 분야에 관심과 흥미가 있었다면,
- 컴퓨터, 반도체, 스마트폰 등 각종 전자기기에 호기심이 많았다면,
- 4차 산업혁명 시대의 진로 및 취업을 걱정한다면,
- 첨단 산업기술의 발전을 이끌어갈 전자공학을 전공하여 미래의 꿈을 현실로 만드시기 바랍니다.

4. 진출분야
- 각급 정부 기관 및 공기업
- 각종 국책 연구소 및 민간연구기관
- 전자, 전기, 컴퓨터 관련 분야의 대기업 및 중소기업
- 유무선 방송국의 기술요원, 벤처기업
- 국가기술직 공무원, 기타 대학원 석･박사과정 진학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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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기타
직종

공사・공기업, 공무원, 대학원 진학, 대・중소기업
★ TOEIC 성적 800점 이상 취득
★ TOEIC 외 국가공인자격증 취득(전자기사, 전자산업기사, 전기기사, 전기산업기사, 전기공사기사,

목표

무선통신기사, 전파전자통신기사, 방송통신기사 등)
★ 자격증 취득에 요구되는 전공필수 교과목 이수

단 계
항 목
①정규교
육
및 학위

1
학기
․

1학년

3월~6월 :
새내기소양(대학생활과
목표설정), 프로그래밍언어1
교과목 수강

2학년

3학년

4학년

3월~6월 : 디지털논리시스템,
인간융합로봇공학, 통신이론,
전자회로I, 전자회로실험 및
프로젝트설계, 반도체공학II
수강

3월~6월 : 광통신 및
광전자공학II, 운영체제,
종합설계1 교과목 수강

3월~8월 : 현장실습(장기)
- 한전 전력연구원
7월~8월 : 현장실습(단기)

3월~8월 : 현장실습(장기)
- 한전 전력연구원
7월~8월 : 현장실습(단기)

3월
TOEIC 600점 이상 취득

3월
TOEIC 700점 이상 취득
자격증 준비
한국사능력검정시험 취득

3월
TOEIC 800점 이상
취득자격증 취득

학과 취업상담교수 개인상담

학과 취업상담교수 개인상담

학과 취업상담교수 개인상담

9월~12월 : 회로해석,

9월~12월 : 계산기 구조론,
디지털시스템 설계, 이동로봇,
스마트정보통신시스템공학,
전자회로II, 광통신 및
광통신공학I 교과목 수강

9월~12월
반도체공정기술,
종합설계2 교과목 수강

9월~2월
현장실습(장기)
- 한전 전력연구원
12월~2월 : 현장실습(단기)

9월~2월
현장실습(장기)
- 한전 전력연구원
12월~2월 : 현장실습(단기)

3월~6월 : 기초회로이론,
영화속의 로봇기술,
전자기학I, 공학수학1,
고체전자공학 교과목 수강

②직업훈
련
및 실습
학과
자격

하계

③
전문
자
(3월~) 격 자격 3월
TOEIC 500점 이상 취득
취
득
외국어
정보화
방학

④기타 학과 취업상담교수 개인상담

①정규교
Microcontroller C언어,
9월~12월 : 프로그래밍언어2
전자기학II, 기초전자 실험 및
육
교과목 수강
프로젝트 설계, 공업수학2,
및 학위
반도체공학I 교과목 수강

②직업훈
2
련
학기 및 실습

․
학과
동계 ③ 자격
9월
자
방학
TOEIC 750점 이상 취득
전문
9월:TOEIC 550점 이상 취득 9월:TOEIC 650점 이상 취득
격
자격증 준비
(9월~) 취 자격
한국사능력검정시험 취득
득 외국어
정보화

④기타 학과 취업상담교수 개인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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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과 취업상담교수 개인상담

학과 취업상담교수 개인상담

9월
TOEIC 850점 이상 취득
자격증 취득

학과 취업상담교수 개인상담

4차 산업혁명 시대에서 전자기술은 우리의 문명을 움직이게 하는 핵심 산업기술 중의 하나이며, 특히 부존자원이
빈약한 우리나라의 실정에서 반도체 및 정보통신기기를 비롯한 첨단 전자기술은 우리나라 산업 및 경제발전의
도약에 견인차 역할을 하고 있다. 본 전자공학전공의 졸업후 진로는 전자기술이 갖는 특성상 전자, 전기, 정보통신,
컴퓨터 등과 같은 관련 기업체와 연구소뿐만 아니라 전자기술이 필요로 하는 모든 산업 분야에 걸쳐 진출할 수 있는
폭넓은 취업의 기회가 주어져 있다.
졸업 후 주요 취업 분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공공기관 : 한국통신, 한국전력공사, 에너지관리공단, 발전소, 지역난방공사, 한국전기안전공사, 한국가스공사,
한국수력원자력, 한국철도공사, 한국농어촌공사, 한국수자원공사, 한국공항공사, 국방기술품질원 등
각급 공공기관

⦁국책 연구소 및 민간연구기관 : 한국전자통신연구원, 한국전자부품연구소, 국방과학기술연구소, 한국광기술원,
국립전파연구원, 항공우주연구원, 에너지연구소, 표준연구소,

삼성종합기술원,

LG 전자기술원, 현대기아자동차연구소 등

⦁대기업 및 중견·소기업 : 삼성, LG, SK, 현대, 포스코, 한화, 농협, 대림산업, 한국항공우주산업, 대한항공 등
전자, 전기, 정보통신, 컴퓨터 관련 분야

⦁특허, 금융, 유통관련회사의 전자, 통신, 전산 업무
⦁KBS, MBC 등 유무선 방송국의 기술 요원, 벤처기업, 국가기술직 공무원, 기타 대학원 석박사과정 진학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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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공지능공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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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전공 개요
인공지능공학부는 미래사회를 주도하는 컴퓨터・정보・멀티미디어 분야의 지식과 기술을 습득하고 이를 사회 발
전 및 교육 발전에 적용할 수 있는 전문가를 양성하는 것을 교육 목적으로 설정하고 있다. 컴퓨터・멀티미디어
기술을 체계적이고 효과적으로 교육하기 위한 3대 기본 전략으로 교수-학습 방법의 개선, 컴퓨터 ICT 관련 최신
기술 교육, 멀티미디어 콘텐츠 관련 이론과 실습을 통합한 교육을 실행한다. 또한 졸업 후에 기업 및 연구소에서
컴퓨터 일반, 멀티미디어 분야에 관련된 실제의 문제와 과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멀티미디어 SW・시스템・콘텐
츠 능력을 함양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2. 주요 교과
∎ 공통 기초 교과

∎ 심화 교과

- 어드벤쳐 디자인

- 데이터베이스

- JAVA

- 웹 프로그래밍

- 3D 모델링

- 모바일 프로그래밍

- 공학 시뮬레이션

- 네트워크 프로그래밍

- 빅데이터 기초 수학

- 게임 프로그래밍

- 자료구조 및 알고리즘

- 머신러닝

- 음향공학

- 컴퓨터 비전

- 선형대수

- 딥러닝 기초
- 지능형 사물 인터넷

3. 적성 및 흥미
- 본 학부는 최신 ICT 트렌드에 맞추어 인공지능을 기반으로 스마트 팜, 메타버스, 가상현실 및 게임 컨텐츠
등 학생들이 흥미를 가질 수 있는 기술을 익힐 수 있게 교육과정을 운영하여, 학생들이 자신의 적성에 맞게
다양한 응용을 만들 수 있는 역량을 계발하도록 교육과정을 편성하여 운영한다.
- 본 학부는 핵심 취업뿐만 아니라 창업 분야도 고려하여, 산업을 주도할 수 있는 ICT 전문가 양성을
지향하며, 이를 위하여 다음과 같은 핵심역량을 설정하고 있다.
§ 4차 산업혁명 시대를 이해하고 컴퓨터 ICT 및 멀티미디어 콘텐츠 요소 기술과 데이터 분석, 알고리즘,
프로그램 능력을 습득하여 최신 기술의 급격한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역량을 도출
§ 수학적 사고력과 프로젝트 수행 능력을 겸비하여 다양한 창의적 문제들에 대해서 적극적이고 현명하게
주어진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창의적 문제해결능력 역량을 도출
§ 글로벌 창의 IT 인재 혹은 소프트웨어 전문 인력으로서, 컴퓨터과학 및 멀티미디어 전 분야에 걸쳐
과학기초지식, 전공전문지식, 전공실무능력을 함양하며, ICT 분야 또는 ICT 기술이 필요한 다양한
직업에서 최신 ICT 기술을 적용하여 업무의 효율화하기 위한 역량을 함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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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진출 분야
분 야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 개발

직업 명칭

직무 개요

필요 자격증

데이터베이스 개발자

My SQL 등 쿼리를 이용한 DB 개발

OCP

소프트웨어 개발자

JAVA, C# 등 언어를 이용한 개발

OCJP, OCWCD

앱 개발자

iOS 및 안드로이드 앱 개발

웹 프로그래머
웹 개발

웹 디자인과 네트워크 프로그래밍으로 웹
서버 제작

웹 디자이너
AR 개발자
메타버스
VR 개발자

게임 개발

임베디드 및
IoT 소프트웨어 개발

게임 프로그래밍

임베디드 프로그래밍

자동화 시스템 개발자

인공지능

데이터 사이언스

콘텐츠 제작자

LPIC

증강 현실이나 가상 현실에서 이용할 수

VR·AR Cutting-Edge

있는 다양한 컨텐츠 제작

Academy

게임 개발을 위한 프로그래밍

게임 프로그래밍 전문가

특수한 목적을 수행하는 기기를 위한
소프트웨어 개발

-

데이터를 학습하여 자동으로 시스템을
제어하는 응용 개발
게임, 장비, VR/AR 등에 인공지능 기술을
적용

-

컴퓨터비전

영상을 분석하고 인식하는 응용 개발

-

데이터 분석 전문가

대용량의 데이터를 가공 및 분석

-

5. 기타
- 학과 졸업 후 취득 가능 자격증 : 정보처리기사, MOS, 멀티미디어콘텐츠전문가, 보안기사, 웹디자인기능사, 컴
퓨터그래픽스운용기능사, ACA, LPIC, OCJP, OCWCD
- 한이음 공모전, 삼성전자 크리에이티브 스퀘어 공모전, ICT 융합 프로젝트 공모전 등 다양한 공모전 참여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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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 개발 (Android, iOS 등)
⦁진출분야 : 사기업 등
⦁주요 직무 : 온라인 상의 수많은 데이터 중 유의미하고 고객의 성향에 맞춰 필요한 정보를 알맞게 가공하고
제공

⦁기업이 요구하는 취업 역량 : 개발 환경 (Android, Mac)에 대한 기본적인 이해와 앱 개발에 필요한 최신
언어와 최신 개발 도구 활용

⦁필요한 교육/훈련 : 최신 Android, iOS 프로그램 개발 및 활용 능력

2. 웹 개발
⦁진출분야 : 사기업, 공기업 등
⦁주요 직무 : HTML-CSS 과 Javascript 등을 통해 적절한 함수, 객체 이용 웹 사이트의 동작 최적화
⦁기업이 요구하는 취업 역량 : HTML/CSS이 대한 이해와 브라우저의 동작 원리 이해
⦁필요한 교육/훈련 : 자료구조, 네트워크 프로그래밍을 비롯한 기본적인 프런트엔드 & 백엔드 지식

3. 메타버스
⦁진출분야 : 게임이나 실감 영상 컨텐츠 제작 업체
⦁주요 직무 : VR/AR를 이용한 가상 공간에서의 소통 컨텐츠 제작
⦁기업이 요구하는 취업 역량 : VR/AR 개발의 기본적인 지식과 네트워크 지식을 기반으로 서로 소통할 수 있
는 가상 공간을 VR/AR 형태로 구현할 수 있는 창의적인 컨텐츠 제작 능력

⦁필요한 교육/훈련 : Unity, Unreal 환경 개발 능력 및 네트워크 활용 능력

4. 게임 개발
⦁진출분야 : NC, NEXON, Blizzard 등 국내외 다양한 게임 업체
⦁주요 직무 : PC나 콘솔 게임기 등 다양한 플랫폼에서 이용 가능한 게임 개발
⦁기업이 요구하는 취업 역량 : 다양한 게임 엔진 (Unity, Unreal 등)에 대한 전반적 이해
⦁필요한 교육/훈련 : C++, C# 등의 높은 수준의 언어 교육

5. 임베디드 및 IoT 소프트웨어 개발
⦁진출분야 : 스마트 하드웨어 제조 업체
⦁주요 직무 : 특수한 목적을 수행하는 기기를 위한 소프트웨어 개발 직무 담당, 자율주행 자동차, 카메라, 스
마트폰에 탑재되는 모듈을 구동시키기 위한 S/W 개발

⦁기업이 요구하는 취업 역량 : 프로그래밍 언어(C,C++, JAVA, Python 등), 디지털 기기의 특성 및 동작 원리, 소
프트웨어 개발방법 등에 대한 이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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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요한 교육/훈련 : 정보처리기사
⦁관련 직업：임베디드 소프트웨어 개발자, 소프트웨어 개발자

6. 인공지능
⦁진출분야 : 연구소, 사기업 및 공공기관
⦁주요 직무 : 각종 인공지능 시스템 설계 및 운용, 인공지능 프로그래밍
⦁기업이 요구하는 취업 역량 : 인공지능에 대한 이해, 데이터 전처리, 학습을 위한 인공지능 라이브러리 설정,
인공지능 파라미터 최적화 및 디자인 능력

⦁필요한 교육/훈련 : 각종 인공지능 알로리즘, 인공지능 프로그래밍, 최신 라이브러리 사용법

7. 데이터 사이언스
⦁진출분야 : 업무 최적화 및 데이터 분석 업체
⦁주요 직무 : 각종 데이터를 체계적으로 수집하고 이를 정리, 가공 및 입력하여 데이터베이스를 구축, 분석. 사용자에 대한
등록과 데이터 접근 범위, 읽고 쓰기 권한, 보안 담당

⦁기업이 요구하는 취업 역량 : 논리적, 물리적인 데이터베이스와 온라인 데이터 제공 시스템 구축에 대해서
이해하고, 온라인 상의 데이터를 수집하여 고객의 성향 분석 등의 유의미한 정보 가공
및 처리 기술 이해

⦁필요한 교육/훈련 : MCDBA, OCP, OCP-DBA, Python 및 머신 러닝
⦁관련 직업：데이터 과학자, 데이터 전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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컴퓨터공학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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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전공 개요
제4차 산업혁명 시대의 최첨단 IT 기술을 리드하는 융합형 인재 양성을 위해 컴퓨터공학과에서는 IoT, 데이터베이
스, 인공지능, 소프트웨어 공학, 그래픽스, 병렬 컴퓨터 등 여러 분야에서 균형적인 발전을 도모하고 있습니다. 특
히 논리적인 사고력이 요구되는 컴퓨터공학에서 필요한 수학 교육도 어울러 강조하고 있습니다. 컴퓨터공학은 국
제 경쟁뿐 아니라 전 인류 복지 향상을 위해서도 그 중요성이 증대되고 있습니다. 또한 무한기술 경쟁 속에서 급
변하는 IT기술 현장에 즉각적으로 적응할 수 있는 국내 및 국제자격증 교육과 더불어 대학원 진학을 통한 미래 IT
기술 전문인을 양성하고 있습니다.

2. 주요 교과
∎ 기초 교과

∎ 심화 교과

- 컴퓨터과학

- 컴퓨터 알고리즘

- 고급컴퓨터프로그래밍

- 컴퓨터애니메이션

- 자료구조

- 컴퓨터구조응용

- 이산수학

- 임베디드프로그래밍

- 확률과통계

- 데이터베이스설계 및 응용

- 컴퓨터구조

- 정보보호

- 운영체제

- 시스템분석 및 설계

- 전공영어Ⅰ, Ⅱ

- 고급컴퓨터프로그래밍

- 영상처리 기초

- 인공지능
- 소프트웨어공학
- 종합설계 Ⅰ, Ⅱ

3. 적성 및 흥미
- 논리적인 분석력, 창의력과 종합적인 판단력이 요구
- 제4차 산업혁명 시대의 최첨단 IT기술을 리드하는 융합형 인재 요구
- 지식기반사회의 창의적 IT기술을 책임지는 포용적 인재 요구
- 문화적 소양을 갖춘 글로벌 IT 기술 인재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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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진출분야
분야

직업명칭
컴퓨터기술 전문가

소프트웨어기술 전문가

IT솔루션개발자

IT기술
전문가

정보통신 전문가
응용서비스 설계 전문가

정보보안 전문가
국가기술직 공무원,
IT 분야
취업

정부산하기관(정보통신산업진흥
원, 한국인터넷진흥원, ETRI
등), IT분야 관련업체, 정보통신
업체(KT, SKT, LGT 등),

직무개요

필수요건

컴퓨터시스템의 전반적인 관리를 담당하는 사

필요 자격증
정보처리기사

람이 IT기술지원전문가
S/W 시스템의 전반적인 관리를 담당하는 전

정보처리기사

문분야
IT솔루션개발의 전반적인 관리를 담당하는 전

정보처리기사,

문분야

SCJP

정보통신 전반적인 관리를 담당하는 전문분야

정보처리기사

응용서비스 설계에 관한 전반적인 업무를 담당

정보처리기사

하는 전문분야
전산망의 전반적인 보안 및 유지를 담당하는

정보보안기사

전문분야
- 코딩 테스트를 치르는 직무 역시 소프트웨
어 직무
- 데이터 분석 및 모델링 업무를 수행하는 직

정보처리기사,
토익800점

무 분야는 소프트웨어 직무

SCJP,
CCNA,
CISSP

정보통신대학원,
대학원

정보보호대학원
일반대학원

5. 기타
자격증
▣ 정보통신기술사, 정보관리기술사, 전자계산기 조직응용기술사
국내자격증

▣ 정보통신기사, 전자계산기기사, 정보처리기사, 전자계산기 조직응용기사, 정보보안기사
▣ 전자계산기산업기사, 정보통신산업기사, 정보처리산업기사,
정보기술산업기사, 조직응용산업기사, 정보보안산업기사

국제자격증

▣ MCDBA, MSCE, CSA, SCJD, SCJP, SCNA, AIX-RS/6000, CCNA, CISS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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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게임프로그래머 개발자
⦁진출분야 : 게임관련 업체(한게임, 넷마블, NC 소프트 등)
⦁주요 직무 : 게임 개발 및 유지보수
⦁기업이 요구하는 취업 역량 : 창의적이고 혁신적인 사고능력 요구
⦁필요한 교육/훈련 : 수학, 영어, 컴퓨터언어
⦁관련 직업：게임시나리오작가, 게임그래픽기획자, 게임그래픽디자이너
⦁정보 사이트：www.nia.or.kr

2. 시스템 소프트웨어 개발자
⦁진출분야 : IT 관련 업체(삼성, SK, LG, NGN, Daum, Google, Apple 등)
⦁주요 직무 : 컴퓨터 하드웨어 시스템의 동작, 제어 및 관리와 밀접한 연관성 있는 소프트웨어를 전문적으로 개발
⦁기업이 요구하는 취업 역량 : C언어, JAVA, FORTRAN과 같은 컴퓨터프로그래밍 언어
⦁필요한 교육/훈련 : 수리, 논리력,
⦁관련 직업：미들웨어업체, 응용소트프웨어개발자, 웹개발자
⦁정보 사이트：www.kait.or.kr

3. 국가기관(IT 관련 연구소)
⦁진출분야 : ETRI (IT관련 연구소)
⦁주요 직무 : 국가 IT정책에 관한 전반적인 연구 및 기술개발
⦁기업이 요구하는 취업 역량 : 논리적이고 분석적인 사고능력과 창의력 및 혁신적 사고능력과 기획능력 요구
⦁필요한 교육/훈련 : 수학, 영어, 컴퓨터언어, 프로젝트 실무
⦁관련 직업：이동통신기술연구원, 광통신연구원, 영상통신연구원,
⦁정보 사이트：www.nipa.kr

4. 엔지니어
⦁진출분야 : 시스템엔지니어, 네트웨크엔지니어, 보안엔지니어
⦁주요 직무 : 시스템과 네트웨크 장비 유지보수 및 관리자로 근무
⦁기업이 요구하는 취업 역량 : 논리적이고 분석적인 사고능력과 창의력 및 혁신적 사고능력과 기획능력 요구
⦁필요한 교육/훈련 : 수학, 영어, 컴퓨터언어, 프로젝트 실무
⦁관련 직업：디지털교환설비, 이동통신기술연구
⦁정보 사이트：www.itsa.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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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국책연구소
⦁진출분야 : 연구원
⦁주요 직무 : 인공지능, 통신미디어, 지능화융합, ICT창의 관련 연구
⦁기업이 요구하는 취업 역량 : 논리적이고 분석적인 사고능력과 연구능력 요구
⦁필요한 교육/훈련 : 토익, 토익스피킹, OPIC, HSK 등
⦁관련 직업：한국전자통신연구원, 전자부품연구원, 한국과학기술원 등
⦁정보 사이트：www.etri.re.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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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학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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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전공 개요
화학은 물질을 구성하고 있는 기본 성분과 고유한 성질 및 구조를 이해하고, 이들이 서로 상호작용하여 어떠한
반응이 일어나서 어떻게 변환되는지 등을 연구하는 학문입니다. 모든 물질이 화학과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순
수학문 중에서도 가장 기초가 되는 학문임과 동시에 다양한 분야에 응용됩니다. 화학을 응용하여 새로운 의약
품을 개발하고, 신소재 및 대체에너지 등을 발명하는 등 현대사회에서 필요한 새로운 물질을 만들어내고 새로
운 현상을 예측할 수 있는 지식을 습득합니다.

2. 핵심 역량별 주요 교과
핵심역량
공과대학
전공능력

학과 전공 능력
(핵심세부역량)

핵심 전공 교과목

교양 교과목

비교과 프로그램

취・창업 분야

독서와 표현
대학글쓰기
대학영어

소통능력

영어회화
중국어

토익 등 어학 특강
선후배 멘토링
교수-학생 멘토링

일본어
대학생활과 목표설정

글로컬 마인드
역량

자기개발과 진로설정
도전능력

취업과 진로
창업과 진로
기업가정신

ICT활용능력
타인에 대한 이해
수학적 사고력

IT자격증프로그램
화학수학

해외봉사
대학수학
화학및실험Ⅰ,Ⅱ

전공생물학입문Ⅰ,Ⅱ

물리학및실험Ⅰ,Ⅱ

정밀화학기업,
석유화학기업,화학소
재기업, 제약회사,
화장품회사 등 화학
관련 기업체

일반화학
과학 기초지식 함양

전공물리학입문Ⅰ,Ⅱ

일반물리학
화학관련
정부출연연구소,
국공립연구소

생물학및실험Ⅰ,Ⅱ
일반생물학
물리화학Ⅰ,Ⅱ,Ⅲ,Ⅳ
유기화학Ⅰ,Ⅱ,Ⅲ,Ⅳ

공학인으로서의
전문성

전공 전문지식 함양

무기화학Ⅰ,Ⅱ,Ⅲ
분석화학Ⅰ,Ⅱ,Ⅲ,Ⅳ

IT자격증프로그램

화공,환경직등
화학관련 공무원

선배와의 대화

대학원 진학후연구원
대학교원

유기합성화학1,2
양자화학
물리화학실험

전문가 특강

유기화학실험
전공실무능력

현장견학

무기화학실험

전공관련

분석화학실험

자격증 프로그램

현장실습

융복합 능력
창의적
문제해결 역량

문제해결능력
자기주도 능력

졸업논문작성

화학사

역사속의 과학

신소재나노화학

과학,인간,기술,사회
의 이해

화학과산업
유기화학연습
유기분석화학
창의적종합화학설계1
,2

졸업논문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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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적성 및 흥미
- 자연현상에 호기심과 관찰력, 논리적인 분석력 필요
- 꾸준하고 성실한 연구자세가 요구
- 새로운 것에 관심을 기울이고 실험하는 도전정신, 탐구력, 창의력 필요

4. 진출 분야
화학 분야 연구원

분석 기술자

변리사

특허 사무원

의약품 연구원

의약품 영업원

의약품 인허가 전문가

전자재료 등 재료 분야
산업종사자

화장품 화학 분야 산업종사자

비누 및 생활용품 화학 분야
산업종사자

과학교사

도료 분야 산업종사자

농약 분야 산업종사자

품질관리 분야 산업종사자

분석기기 영업원

식품 안전 관리자

친환경제품 인증 심사원

위험 관리원

산업 안전원

연구실 안전 전문가

화학물질 안전관리사

석유화학 분야 및 화학소재
분야 산업종사자
고무 및 플라스틱 화학 분야
산업종사자
음식료품 화학 분야
산업종사자

5. 관련 인터넷 사이트
1. 대한화학회 http://new.kcsnet.or.kr/
2. 미국화학회 https://www.acs.org/
3. 영국화학회 http://www.rsc.org/
4. 국제순수응용화학연합 https://iupac.org/
5. 화학교육 http://www.chemeddl.org/
6. 한국화학연구원 https://www.krict.re.kr/
7. 한국기초과학지원연구원 https://www.kbsi.re.kr/
8. 주기율표 https://ptable.com/?lang=ko
9. 환경부 화학물질안전원 교육시스템 http://edunics.me.go.kr/academy/main/main.do
10. 노벨상 https://www.nobelprize.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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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화학 분야 연구원
⦁진출분야
기업체 일반직, 기업체 연구직, 국공립연구소

⦁주요 직무
생산, 공정개발, 품질관리 및 정량분석 또는 분석방법의 개발, 새로운 소재와 도구들의 산출 등을 목적으로
액체, 고체, 기체 물질의 합성에 관한 연구, 분석, 실험을 수행한다.

⦁필요한 교육/훈련
학사 학위 이상의 학력 소지

⦁향후 전망
향후 5년간 화학연구원의 고용은 다소 증가할 것이다.
과의 융합을 통해 성장을 도모할

화학산업의 경우 기존 산업의 성장과 함께 타 산업

것으로 보인다. 태양광, 풍력, 연료전지 등 대체에너지산업, 2차전지로

대표되는 전기자동차, 연료전지자동차 등 자동차산업, 바이오의약, 정밀의약 등 보건의료산업과의 연계는 새
로운 일자리 창출을 견인할 것으로 보인다.

2. 분석 기술자
⦁진출분야
기업체 일반직, 기업체 연구직, 국공립연구소

⦁주요 직무
분석 분야에서 연구개발 업무를 진행하거나 품질관리에 필요한 분석 업무를 수행한다. 또한 각종
시험기기와 장비를 설치하고 조작, 유지 관리하며 시험 분석 검사하는 업무를 수행한다.

⦁필요한 교육/훈련
학사 학위 이상의 학력 소지

⦁향후 전망
향후 5년간 분석기술자의 고용은 현 상태를 유지할 것이다. 화학, 의약, 석유화학, 전자재료, 환경, 화학공학,
재료과학 등 다양한 분야의 연구개발과 관련제품의 생산증가는 실험, 검사 및 분석업무를 수행하는
분석기술자의 수요를 증가시켜서, 고용에 긍정적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할 수 있다.

3. 의약 및 화장품 분야 산업종사자
⦁진출분야
기업체 일반직, 기업체 연구직, 국공립연구소

⦁주요 직무
의약품 및 화장품 등의 화학 제품을 합성하고 연구 개발하며, 관련 기술 확립 및 품질관리 안정성 확보 등을
위해 각종 시험을 실시하고 공정을 개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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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요한 교육/훈련
관련 분야의 학사 이상의 학위

⦁향후 전망
향후 5년간 의약 및 화장품 산업의 고용은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연구개발 및 제품의 개량 측면에서는 신
약 개발, 친환경 소재의 화장품 개발, 기능성 향상, 신기능 부여는 물론 최근에는 특히

환경 대응이 중요한

주제가 되고 있다. 몇 몇 제약회사에서는 신약 개발과 관련하여 성공 가능성이 커지고 있으며, 화장품 분야는
문화에서의 한류 바람을 타고 성장 잠재력이 큰 분야이다.

앞으로 꾸준히 성장할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4. 도료 및 농약 분야 산업종사자
⦁진출분야
기업체 일반직, 기업체 연구직, 국공립연구소

⦁주요 직무
산업용 및 건축용 도료, 농약품 등의 화학제품을 연구하며, 관련 기술 확립 및 품질관리
안정성 확보 등을 위해 각종 시험을 실시하고 공정을 개선한다.

⦁필요한 교육/훈련
관련 분야의 학사 이상의 학위

⦁향후 전망
향후 5년간 도료 및 농약 계열 산업종사자의 고용은 현 상태를 유지할 것으로 전망된다. 연구개발 및 제품의
개량 측면에서는 기능성 향상, 신기능 부여는 물론 최근에는 특히 환경 대응이 중요한 주제가 되고 있다.
VOC 대책을 필두로 유해 물질 대책, 리사이클 등의 환경, 안정성 향상은 도료업계의 큰 이슈가 될 것이다.
또한 농약 산업은 경기에 민감하지 않고 병충해 발생상황 및 경지면적의 변화에 영향을 받으며 수요의 계절
성이 있다. 농약 산업은 농업정책과 관련이 크고 경기에 큰 영향을 받지 않아 꾸준히 성장할 것으로 예측되
고 있다.

5. 석유화학 분야 산업종사자
⦁진출분야
기업체 일반직, 기업체 연구직, 국공립연구소

⦁주요 직무
각종 석유화학제품(석유와 천연가스를 원료로 하여 얻어지는, 연료 이외의 용도에 사용하는 화학제품)과 그
원료를 시험 분석하여 제품을 개량하고 공정을 개선한다.

⦁필요한 교육/훈련
관련 분야 학사 이상의 학위

⦁향후 전망
향후 5년간 석유화학 계열 산업종사자의 고용은 현 상태를 유지할 것으로 전망된다.
기업에서는 기술혁신을 통해 친환경 고부가가치 제품에 대한 개발에 주력할 것으로 보여 석유화학 계열
산업종사자의 일자리에 대해 긍정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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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어교육과

구분

부문

관련 능력

진로

국어 교사 및 국어교육 전문가로

공립․사립학교 정교사

주요

국어 교육 부문

이론적․실천적 지식, 시대 변화에 대한

기간제 교사

트랙

인재 양성

이해와 적응력, 교육자로서의 인성과

고교 학점제 강사

사명감이 필요하다.

사교육기관 강사 등

국어 문화 부문
보조

인재 양성

트랙
공공 부문 인재

국어과 국어 교육에 대한 이해와 안목,
국어 활용 능력, 출판, 언론, 문화계
관련 지식이 필요하다.
국어와 국어 교육에 대한 안목, 국어

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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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용 능력, 교육 행정 업무 이해,
행정처리 능력이 필요하다.

관련 자격증

2급 정교사 자격증

도서 기획, 편집자, 교정
담당자, 교과서 편집자,

각종 출판 및 사무

구성 작가, 연출자, 기자,

자격증, 어학 자격증

아나운서 등
공공 행정 및 교육행정

각종 사무 자격증,

공무원

어학 자격증

1. 전공 개요

학과 비전
- 전문성·진취성·사명감을 갖춘 국어 교사 양성

인재상
⦁국어 교육에 관련된 학문적 지식과 교과 내용을 이해하고 응용할 줄 아는 전문가
⦁사회 변화 및 국어 환경 변화에 따른 시대적 요구에 능동적으로 대처하며 변화를 주도하는 자
⦁바른 인성과 교사로서의 사명감을 갖추고 타인의 삶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인생의 안내자
교육 목적
⦁국어교육에 필요한 이론과 실용적 지식 함양
⦁변화하는 교육 환경에 맞는 다양한 교수법 실행 능력 함양
⦁교육자로서의 인성 함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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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주요 교과
∎ 기초 교과

∎ 심화 교과

- 국어교육론

- 고소설론

- 국문학개론

- 고시가론

- 국문학사

- 현대시교육론

- 국어학개론

- 국어음운론

- 국어문법론

- 학교문법교육론

- 국어교재연구 및 지도법

- 독서교육론

- 국어논리 및 논술

- 작문교육론

- 문학교육론

- 현대소설론

- 국어사

- 국어의미론

- 의사소통교육론

- 민속문학론
- 문학비평론 등

3. 적성 및 흥미
- 국어 교사 및 국어교육 전문가로 이론적․실천적 지식, 시대 변화에 대한 이해와 적응력, 교육자로서의 인성과
사명감이 필요하다.
- 국어 활용 능력, 교육 행정 업무 이해, 행정처리 능력이 필요하다.
- 국어과 국어 교육에 대한 이해와 안목, 국어 활용 능력, 출판, 언론, 문화계 관련 지식이 필요하다.

4. 진출분야
구분

부문

관련 능력

진로

국어 교사 및 국어교육 전문가로

공립․사립학교 정교사

주요

국어 교육 부문

이론적․실천적 지식, 시대 변화에 대한

기간제 교사

트랙

인재 양성

이해와 적응력, 교육자로서의 인성과

고교 학점제 강사

사명감이 필요하다.

사교육기관 강사 등

국어 문화 부문
인재 양성

보조

국어과 국어 교육에 대한 이해와
안목, 국어 활용 능력, 출판, 언론,
문화계 관련 지식이 필요하다.

양성

국어와 국어 교육에 대한 안목, 국어
활용 능력, 교육 행정 업무 이해,

담당자, 교과서 편집자,

각종 출판 및 사무

구성 작가, 연출자, 기자,

자격증, 어학 자격증

아나운서 등

공공 행정 및 교육행정

각종 사무 자격증,

공무원

어학 자격증

행정처리 능력이 필요하다.

5. 기타
국어 2급 정교사 자격증, 복수전공으로 다른 과목 교사 자격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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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급 정교사 자격증

도서 기획, 편집자, 교정

트랙
공공 부문 인재

관련 자격증

학과에서 가장 전망 있는 직업 또는 학과 선배들이 주로 입사하는 직업 5가지 정도 아래와 같이 작성(학생들에게
안내가 더 좋은 표기법이 있으면 작성하여도 무방)

1. 중등 국어교사
⦁진출분야 : 중등 교육 기관
⦁주요 직무 : 교육 및 행정 업무
⦁기업이 요구하는 취업 역량
영역

세부 역량

정의

비고

다양한 상황에서 자신의 생각과 감정, 경험 등을 언어를 비롯
의사소통 역량

한 다양한 기호 체계를 활용하여 효과적으로 표현하고 다른
사람의 의견을 경청하며 이해하는 능력

기본

지식정보처리 역량

역량
대인관계 역량
자기계발 역량

교과 지식 전문성 역량

다양한 영역의 지식과 정보를 수집, 분석, 평가하고 효과적으

실천적․

로 활용하여 의사를 결정하거나 문제를 해결하는 능력

수행적

공동체 구성원의 다양성을 존중하고 원만한 관계를 형성하며

요소

상호협력적인 태도로 갈등을 조정하는 능력
자신의 삶을 탐색하고 변화하는 사회에서 필요한 능력과 자질
을 계발하며 자기 주도적으로 살아갈 수 있는 능력
교과 교육 내용에 대한 지식과 그것의 기반이 되는 전공 학

이론적․

문에 대한 소양과 및 지식을 갖추고 이를 심화 확장할 수 있

지식적

는 능력

요소

교과 교육 계획 및 실행의 기반이 되는 교과 교육과정을 타
교육과정 구성 역량

당하게 해석하고 비판적․창의적으로 이해하여 교육 내용을 재
구성할 수 있는 능력
학습자의 인지․정의적 특성과 발달 특성 등을 이해하고 교육

전문
역량

교수 역량

내용에 따라 적절한 계획을 수립하고 다양한 교수 학습 방법
과 전략을 적용하여 수업을 효과적이고 효율적으로 운영하는

실천적․
수행적
요소

능력
교육 목표에 적절한 평가를 계획하고 평가 방법을 개발하여
평가 역량

학습 과정과 결과에 대해 평가를 실행한 후 피드백을 제공하
여 학생의 성장과 발달을 지원하는 능력

교직 윤리 및 인성 역량

교사로서의 사명감과 책임감을 갖고 이상적인 교사상을 수립
하여 실천할 수 있는 능력

정의적․
태도 요소

⦁필요한 교육/훈련
- 국어 교육을 위한 기초 과목, 필수 교과목을 이수하여 전문성을 증진한다.
- 전공 지식 함양 과정에서 다양한 교수법을 경험할 수 있도록 한다.
- 새내기 소양 교육 모델에 따라 개발된 ‘대학생활과 목표설정’ 교과목을 통하여 전공 탐색의 기회를 제공한다.

⦁관련직업 : 교육직 및 교육행정직
⦁정보 사이트：한국 교육과정 평가원 및 기관별 교육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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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전공 개요
국제적 개방 경쟁시대가 요구하는 유창한 영어 구사 능력과 지도능력을 갖추고 교육적 사명감과 건전한 인성을
겸비한 우수한 중등학교 영어교사 및 영어교육 전문가를 양성함.

2. 주요 교과
∎ 기초 교과

∎ 심화 교과

영어학계열

영어학계열

- 영어음성음운론

- 영어음운론

- 영어통사론입문

- 영어의 통사구조

- 영어문법

- 영어의 의미와 화용

영문학계열

- 영어학특강

- 영문학개론

영문학계열

- 영미소설강독

- 영어독해

- 영미시

- 미국문학개관,

영어교육계열

- 영미문화

- 영어교육학개론

- 영미문화비평

- 멀티미디어 영어교육

영어교육계열

일반영어계열

- 영어교육론

- 초급영어회화

- 영어교수법,

- 초급영어작문

- 영어교재 연구 및 지도법

- 대중매체와영어청취

일반영어계열

- 영어쓰기지도법

- 영어논리 및 논술,
- 영어말하기지도법
- 창의적 영어논술 종합설계1&2

3. 적성 및 흥미
I. 영어에 대한 관심과 흥미
II. 영어와 교사 관련 서적, 영미문학, 영화 등에 흥미가 있고, 작품의 시대적 문화적 배경 관심
III. 영어교육에 대해서 참신한 발상과 새로운 교육방법을 찾는 교사상에 대한 관심
IV. 영어를 사용하는 다양한 국가의 사회 문화적 특성에 관심
V. 인격과 사명감을 지니고 바람직한 가치관과 교육관에 대한 관심

4. 진출분야
- 중 고등학교 영어교사

- 대학원 진학

- 영어 학원 강사

- 통 번역가

- 해외 항공사

- 공무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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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종

목표

단 계
항 목

중 고등학교 영어교사, 대학원진학, 영어 학원 강사, 통 번역가, 해외 항공사, 공무원
★
★
★
★

TOEIC 성적 900점 이상 취득
TOEIC 외 국가공인 영어자격증 취득(ESPT, OPIc, TOEFL, TEPS 등)
임용에 요구되는 전공 및 교육학 교과목 이수
임용 스터디 활동(전공, 교육학, 영어 회화, 영어 논술 등)
1학년

3학년

4학년

3월~6월 : 영어음성음운론,
영미소설강독, 영어쓰기지도법,
영어교육학개론, 학교교육심리.
특수아동의 이해 교과목 수강

3월~6월 : 영어교육론, 영어
통사의 구조, 영어음운론,
영어독해, 미국문학개관,
교육과정탐구, 학교와
학급경영, 교직실무, 교육실습I
교과목 수강

3월~6월 : 영어교재연구
및 지도법, 영미문학비평,
영어의 의미와 화용,
창의적 영어논술 종합
설계I,교육학 개별 연구,
학교현장실습 교과목 수강

3월 ~ 6월 : 학과 비정규
영어 수업 수강(영어회화,
영어작문)

3월 ~ : 학과 임용 대비 소모임
활동(외국어, 전공, 교육학
스터디)
3월 ~ 6월 : 학과 비정규 영어
수업 수강(영어회화, 영어작문)

3월 ~ : 학과 임용 대비
소모임 활동(외국어, 전공,
교육학 스터디)
3월 ~ 6월 : 학과 비정규 영어
수업 수강(영어회화, 영어작문)

3월 ~ : 학과 임용 대비
소모임 활동(외국어, 전공,
교육학 스터디)
6월 : 임용고사대비 전공
특강

3월
TOEIC 650점 이상 취득
TOEFL 73점 이상 획득
TEPS 525점 이상 획득

3월
TOEIC 750점 이상 취득
TOEFL 85점 이상 획득
TEPS 630점 이상 획득

3월
TOEIC 850점 이상 취득
TOEFL 100점 이상 획득
TEPS 760점 이상 획득

3월:학과 취업상담교수
개인상담

3월: 학과 취업상담교수
개인상담

3월: 학과 취업상담교수
개인상담

3월: 학과 취업상담교수
개인상담

9월~12월 : 영어문법, 영어
통사론입문, 영미시,
멀티미디어영어교육, 학교와
사회, 학교폭력예방과 이해
교과목 수강

9월~12월 : 영어교수법,
응용언어학과 영어교육,
영미문화, 영미희곡, 영어논리
및 논술, 교수학습이론,
생활지도와 상담 교과목 수강

9월~12월 : 영어학 특강,
영어말하기지도법, 창의적
영어논술 종합설계II
교과목 수강

3월~6월 :
①
새내기소양(대학생활과
정규교육 목표설정),
및 학위 대중매체와영어청취, 교육학의
이해 교과목 수강

1
②
학기
직업훈련
․
및 실습
하계
방학
학과
(3월~) ③
자격
자
전문
격
자격
취
외국어
득
정보화
④기타

①
9월~12월 : 초급영어작문,
정규교육 영문학개론, 영어학개론,
및 학위 교육사상사 교과목 수강
②
2
직업훈련
학기
및 실습
․
학과
동계
③ 자격
방학
자
(9월~)
전문
격
자격
취
득 외국어
정보화
④기타

2학년

9월 ~ 12월 : 학과 비정규
영어 수업 수강(영어회화,
영어작문)

9월 ~ 12월 : 학과 비정규 영어 9월 ~ 12월 : 학과 비정규
수업 수강(영어회화, 영어작문) 영어 수업 수강(영어회화,
9월 : 임용고사대비캠프 참가
영어작문)

9월
TOEIC 700점 이상 취득
TOEFL 82점 이상 획득
TEPS 575점 이상 획득

9월
TOEIC 800점 이상 취득
TOEFL 94점 이상 획득
TEPS 695점 이상 획득
한국사검정능력시험
3급 획득

9월
TOEIC 900점 이상 취득
TOEFL 107점 이상 획득
TEPS 835점 이상 획득

9월: 학과 취업상담교수
개인상담

9월: 학과 취업상담교수
개인상담

9월: 학과 취업상담교수
개인상담

3월
ESPT 1급 취득
5월
OPIc AL등급 취득

11월 ~ 1월 : 임용
2차시험 대비 전공 특강
10월~11월
중등교원 임용고사
원서접수
11월
중등교원 임용고사 응시
9월: 학과 취업상담교수
개인상담

5. 기타
 순천대학교 교육목표와의 상관관계
영어교육과 교육목표
순천대학교 교육목표
Ⅰ

Ⅱ

Ⅲ

Ⅳ

교양지식과 전문지식을 겸비한 인재 양성

●

●

세계화ㆍ정보화에 부합하는 가치관과 능력을 갖춘 인재 양성

●

●

건전한 시민의식과 지도적 인격을 갖춘 인재 양성

●

●

국가와 사회발전을 선도할 수 있는 인재 양성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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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어교육과의 졸업생들은 영어 2급 정교사 자격증을 받게 되며 중등교사 임용고시에 합격하여 수많은 졸업생들이 광주
와 전남 외에도 서울, 인천, 경기도, 경상남․북도 등지의 중․고등학교에서 재능 있는 교사로 활동하고 있다. 또한 최근
에는 영어교과 전담 교사로서 초등학교에서도 뛰어난 역량을 발휘하고 있다. 지금까지의 졸업생들은 대부분이 교사로
재직하고 있으나 개인의 희망과 적성에 따라 전공 및 어학 실력을 살려 국가공무원, 언론기관, 관공서, 일반 기업체 등
에 진출해 근무하고 있기도 하며 일부는 대학원에 진학하여 연구 활동을 계속하기도 한다. 영어교육과 졸업생들은
뛰어난 영어 구사력과 전공 지식을 갖추고 학계, 교육계뿐만 아니라 영어 능력을 필요로 하는 다양한 분야-방송인,
주한 외국대사관, 주한 외국 문화원, 외국계 은행, 국제 법률 사무소, 국내외 항공사, 통역 및 번역사, 국내은행, 국내
대기업 등에 진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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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교육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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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전공 개요
사회교육과는 중·고등핚교에서 사회, 역사, 지리 등을 가르치기 위한 전공으로 사회교육 분야의

다양한 교과목

이 포함되며 각 교과의 교재연구, 교수방법 연구 등을 교육합니다. 사회교육 분야는 일반사회교육학, 사회학, 지
리학, 경제학, 정치학, 법학 등에 관한 이론과 실제를 연구합니다.

2. 주요 교과
∎ 기초 교과

∎ 심화 교과

- 일반사회교육론

- 일반사회교재연구 및 지도법

- 정치학

- 국제정치

- 경제학

- 한국정치론

- 사회학

- 경제교육

- 문화인류학

- 한국사회론

- 인문지리

- 기타 심화교과

- 법과사회
- 기타 기초교과

3. 적성 및 흥미
- 사회교육 지도자로서 학생을 가르칠 수 있는 기본적인 지적 능력과 기본 소양을 갖추는 것이 필요합니다.
- 다양한 사회 현상에 대한 깊은 관심과 사회 현상을 분석할 수 있는 통찰력, 과학적인 조사 분석을 위한 통계
학적 지식이 요구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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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진출분야
분야

직업 명칭
중등학교 사회교사

교육연구직

교육

대학 교수

인문사회 학원강사

중고등학교에서 사회교과를 가르치는 담

교육 관련 연구소에서 연구, 연구 지원,
조사 업무를 수행
대학에서 해당 분야 전공과목을 강의하고
전공 분야의 연구를 수행

해당 전공
석박사
졸업
해당 전공
석박사
졸업

수강대상을 대상으로 해당 과목에 대한
학습을 지도
평생교육프로그램을 기획·개발·운영·평가

일반 및 교육

학습자의 상담, 교육 컨설팅 등을 수행
정부 행정기관에서 행정적인 사무를 처리

공무원

하고 정책 수립을 지원하는 업무

시험 합격

법률 사무소 직원

신문기자
언론ㆍ
방송기자

출판물기획자
출판
교재 및 교구 개발

법무 보조 및 행정 업무 처리

봉사단체에서 계획을 수립하고 집행하는
업무 수행
국내외의 주요 사건, 사고 및 정보를 신
문으로 보도하기 위한 취재 담당
TV, 라디오에서 보도할 정보를 수집, 기
획하거나 사건사고를 취재하여 기사를 작
성하고 편집
사회과학서적에 관한 편집 방향을 세우고
출판물에 수록될 원고를 조정
교육 관련 출판사 및 제조회사 등에서
학생들의 학습에 유용한 교재나 교구(교
육용 도구)를 개발

5. 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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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교사자격증

하며 관련 기관과 네트워킹을 형성하고

사회단체 활동가

❍ 학과 사이트:

필요 자격증
2급

당(교과지도, 학생상담, 교육평가)

사회문제와 관련된 사회단체, 시민단체,

방송

필수요건

평생교육사

행정직 공무원
법무법인,
공공/행정

직무 개요

https://www.scnu.ac.kr/soedu/ma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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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생교육사

1. 중고등학교 교사
⦁진출분야 : 공립 중등학교, 사립 중등학교
⦁주요 직무 : 중등학교 교사는 중학교, 고등학교에서 학생에게 사회교과를 가르치고 생활을 지도하는 일을
담당.

⦁필요한 교육/훈련 : 중등학교 사회교사가 되기 위해서는 대학교의 사범계열 학과를 졸업하거나 관련 사회과
학 학과에서 교직 과목을 이수하여 중등학교 2급 정교사 자격을 취득해야 함.
사회과학 전공 관련 학과를 졸업 후 교육대학원에 진학하여 석사 학위를 취득하여도 2
급 정교사 자격을 취득할 수 있음.
사범계열 학과에 진학하거나 교직을 이수하면 각 교과목의 내용과 전달 방법, 각 교과
목을 가르치는 데 필요한 교육학 내용을 학습.
보통 4학년 1학기에는 중고등학교에서 학생들을 대상으로 그동안 배운 지식·이론
을 기초로 교육실습(교생실습)을 함.

⦁정보 사이트：교육부 | 02)6222-6060 | www.moe.go.kr
한국교육과정평가원 | 02)3704-3704 | www.kice.re.kr
관련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 02)570-5500 | www.kfta.or.kr

2. 교육연구직
⦁진출분야 : 교육 연구소, 교육 분야 연구직 공무원
⦁주요 직무 : 교육과정, 교육측정, 교육공학 등 교육과 관련된 다양한 분야에서 각종 연구를 진행
⦁필요한 교육/훈련 : 교육 연구소나 교육과정평가원등 각 연구소의 연구직으로 채용되기 위해서는 관련 분야
의 석박사 학위를 소지하여야 함. 그 후 연구소별 연구직 채용에 지원하여 연구원으로
근무
사범계열 학과에서 학사를 졸업한 후 대학원에 진학하면 석사 및 박사 학위를 취득할
수 있음.

⦁정보 사이트：한국교육과정평가원 | 043)931-0114 | http://www.kice.re.kr
그 외 각종 교육연구소 싸이트

3. 대학 교수
⦁진출분야 : 국 사립 대학교 교수 및 강사
⦁주요 직무 : 국립/사립 대학교 내에서 각종 연구와 사회 관련 교양 및 전공과목 강의를 담당
⦁필요한 교육/훈련 : 대학교수가 되기 위해서는 사회과 계열 전공 과목의 박사학위를 보유하는 것이 기본적으
로 요구됨. 대학교수가 되기 위해서는 전공 분야에 연구 실적이 중요하며, 이를 위해 국
내외 학술지를 통해 연구 논문을 발표하고, 관련 학회 활동에 활발히 참여하는 것이 필
요함.
대학 교수는 분야 최고의 전문직이기 때문에 다양한 전문역량을 구비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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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 사이트：순천대학교 | 061)750-3114 | http://www.scnu.ac.kr
그 외 국립 및 사립대학 싸이트 참고

4. 인문사회 학원 강사
⦁진출분야 : 학원, 학교, 과외 등
⦁주요 직무 : 사회과 학원 강사는 수강생을 대상으로 사회과목에 대해 학습을 지도
⦁필요한 교육/훈련 : 사회과 학원 강사가 되기 위해 인문 사회계열 관련학과나 또는 교육학과에서 교과
정을 이수해야 함. 학원 강사가 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교육이나 학력 조건은

과
없지

만 가르치는 분야에 대한 전문지식이나 기술·기능 등을 보유하여야 하며 이를 잘 전달할
수 있는 능력이 필요함.
학원 강사는 교원자격 소지자, 전문대학 졸업자 또는 그 이상의 학력이 있는 사람으로서
해당 분야의 전문적인 지식과 실기 능력을 갖추어야 함. 강사는 대학 이상에서 사범계열
을 졸업하거나 관련 분야의 전공을 하는 것이 취업 시 유리함.

⦁관련 직업：보조교사, 방과 후 교사, 학습지 및 방문교사 등
⦁정보 사이트：교육부 | 02)6222-6060 | www.moe.go.kr
한국학원총연합회 | 02)798-8881~3 | www.kaoh.or.kr

5. 평생교육사(유사명칭 : 사회교육전문요원)
⦁진출분야 : 사기업, 공기업 등
⦁주요 직무 : 국가평생교육진흥원, 시·도 진흥원, 시·군·구 평생학습관, 학교의 평생교육시설, 학교부설
평생교육시설, 각종 학교형태의평생교육시설
사내대학 형태의 평생 교육시설, 원격교육형태의 평생교육시설, 사업장 부설 평생 교육시설,
시민사회 단체 부설 평생교육시설, 언론기관 부설 평생교육시설, 지식·인력 개발 관련
평생교육시설

⦁필요한 교육/훈련 : 평생교육사는 대졸이상 학력을 가지고 관련과목을 이수한 자 또는 관련 업무에 종사
한 경력을 가지고 평생교육사 양성과정 이수한 자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
여 교육부장관이 수여하는 자격증을 받은 자임. 평생교육사는 학력 또는 경력에 따
라 1·2·3급으로 구분

⦁관련 직업：사회복지사, 직업상담사, 시민단체활동가
⦁정보 사이트：보건복지부 | 129 | www.mw.go.kr
한국청소년상담복지개발원 | 02)2250-3000 | www.kyci.or.kr

6. 교육행정공무원
⦁진출분야 : 교육부, 교육위원회, 교육정책, 학교행정, 교육공무원법, 교육심의회
⦁주요 직무 : 교육행정 공무원은 교육에 관계되는 조직에서 교육목표를 효과적으로 달성하기 위해 필요한
요소를 조직하고 관리하며 교육 지원활동을 담당

⦁필요한 교육/훈련 : 교육행정공무원으로 일하려면 공무원 시험에 합격하거나 특별채용 되어야함. 공무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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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험은 국가공무원 시험과 지방공무원 시험이 있으며 주로 7, 9급 공무원 시험과 5급 공무원 채용시험인
행정고등고시 등을 통해 공무원으로 진출
공무원 시험을 위한 정규 교육과정이나 훈련은 없으며 보통 사설학원을 다니거나 독학으로 준비

⦁정보 사이트：사이버국가고시센터 | 110 | http://www.gosi.go.kr
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 | 02)500-8666/8815 | http://cyber.coti.go.kr
공무원저널 | 02)2029-5050 | http://www.psnews.co.kr

7. 법무법인 및 법률 사무소
⦁진출분야 : 법무법인 및 법률사무소의 법률사무원
⦁주요 직무 : 소송보조업무, 변호사 일정 관리 등 비서업무, 서류 전달 및 비용청구 등의 업무 또는
등기(부동산, 상업)업무, 회생파산업무, 경매업무, 민사집행, 소액민사사건 등 의 보조

⦁필요한 교육/훈련 : 법률관련사무원이 되기 위해서는 특별한 자격증을 취득하거나 국가시험을 치루지 않아도
되지만 관련 학과를 졸업하면 취업하는 데 유리.
서울지방변호사회는 법학 전공자 중 법률관련사무원으로 취업하길 원하는 사람을 모집하
여 매년 한 차례 약 2개월간 교육을 진행하고 있으며, 법률관련 사무 재직자를 대상으로
연수교육을 진행한다. 이외에 법률관련사무원 양성과정을 운영하는 전문 민간교육기관도
있다.
채용 시 대개 법률 분야를 전공한 사람을 우대함.

⦁관련 직업：행정사, 노무사, 변리사 등 각종 사무소의 법률사무원
⦁정보 사이트：대한변호사협회 취업정보센터 | 02)2087-7713 | http://career.koreanbar.or.kr
법률포탈 로앤비 | 02)6467-5500 | http://www.lawnb.com

8. 사회단체 활동가
⦁진출분야 : 지방자치단체, 시민단체, 사회단체 등
⦁주요 직무 : 정치, 경제, 환경, 복지, 고용, 여성, 청소년, 건강 등 사회 전반적인 문제를 제기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해 프로그램을 기획하고 실행

⦁필요한 교육/훈련 : 사회단체의 활동 분야가 관련 분야의 학사 또는 석사학위 이상을 소지하고 지식과 경험
을 갖춘 자가 지원하는 경우가 많음.
사회단체 활동가는 우리 사회의 잘못된 부분을 바로 잡아 사회나 사람의 인식을 바꾸는
사람.
사회학, 행정학, 법학, 사회복지학, 경제학 등 인문사회계열 전공하고, 다양한 사회 활동
경력을 갖추는 것이 좋음.

⦁관련 직업：사회복지사, 시민단체 활동가
⦁정보 사이트：참여연대 | 02)723-5300 | https://www.peoplepower21.org
한국YMCA전국연맹 | 02)754-7891 | http://www.ymcakorea.kr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 02)765-9731 | http://www.ccej.or.kr

SUNCHON NATIONAL UNIVERSITY

CAREER ROADMAP

331

9. 신문기자
⦁진출분야 : 일간지, 지역신문사, 잡지사, 기업체 홍보실, 인터넷언론사 등
⦁주요 직무 : 신문기자는 사건사고를 기사화하여 신문, 인터넷 등의 매체를 통하여 신속하게 제공
⦁필요한 교육/훈련 : 신문기자가 되기 위해서는 대졸 이상의 학력을 갖춰야 함. 기자에게는 무엇보다
사회를 냉철하게 바라보는 시각과 언변, 글쓰기 등의 훈련이 필요한데 특히 기사
작성에 필요한 작문실력을 길러두어야 함. 또한, 전문기자라 하여 의학, 법학, 문학 등과
같이 특정 전문 분야의 전문 지식을 갖춘 기자를 뽑기도 하는데, 전문기자가 되기 위해
서는 해당 분야의 전공자이거나 의사, 변호사 등의 전문자격증을 소지하고 있어야 함

⦁관련 직업：잡지기자, 편집기자, 사진기자, 촬영기자 등
⦁정보 사이트：한국언론진흥재단 | 02)2001-7114 | www.kpf.or.kr
한국신문협회 | 02)733-2251 | www.presskorea.or.kr
한국기자협회 | 02)734-9321 | www.journalist.or.kr
한국 협회 | 02)732-1267 | www.edit.or.kr
한국인터넷기자협회 | 070-4411-5452 | www.kija.org

10. 방송기자
⦁진출분야 : 지상파 방송사, 종합유선 방송사 등
⦁주요 직무 : TV방송, 라디오에 실을 정보를 수집 및 사회, 경제, 정치 등에서 발생하는 사건사고를 취재 후
기사 작성

⦁필요한 교육/훈련 : 기자가 되기 위해서는 4년제 대학교 졸업 이상자의 학력이 필요, 방송 기자의 경우
많은 사람을 만나 취재하고 인터뷰하기 기사 작성에 필요한 작문실력과 더불어 언변
능력과 대화능력도 필요.
IT와 미디어의 융합으로 누구나 글을 쓰고 사진과 영상을 찍어서 인터넷에 올리는
것이 가능해지면서 취재기자도 편집과 사진촬영, 영상제작까지 담당하는 사례가 늘
고 있어 미디어 플랫폼 변화에 대응하는 기획력과 창의력의 역량을 갖출수록 경쟁력
이 클 것으로 보임.

⦁관련 직업：잡지기자, 편집기자, 사진기자, 촬영기자 등
⦁정보 사이트：한국언론진흥재단 | 02)2001-7114 | www.kpf.or.kr
한국신문협회 | 02)733-2251 | www.presskorea.or.kr
한국기자협회 | 02)734-9321 | www.journalist.or.kr
한국 협회 | 02)732-1267 | www.edit.or.kr
한국인터넷기자협회 | 070)4411-5452 | www.kija.org

11. 출판물 기획자
⦁진출분야 : 각종 출판사, 출판 관련 협회 등
⦁주요 직무 : 주제와 내용에 따라 출판물을 기획하거나 편집 방향을 세우고 출판물에 수록될 원고를 조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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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필요한 교육/훈련 : 출판물기획자가 되기 위해 반드시 관련 학과를 전공해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책이
출간되는 전반적인 과정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기 때문에 출판사에 입사해 어느 정도
관련 업무를 담당하며 일정기간 경력을 쌓는 것이 중요
마케팅 능력과 기획력을 갖추는 것도 중요하기 때문에 경영, 마케팅, 광고 등의 관련 지
식을 쌓아 두어야 함.
출판물기획자는 출판 환경에 대한 이해와 책에 대한 애정, 출판물 제작과정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며, 다양한 책을 보고 직접 많은 책을 기획해 보는 등 다양한 경험을 쌓는
것이 중요함.

⦁관련 직업：소설가, 작가, 평론가, 출판물편집자, 만화출판기획자 등
⦁정보 사이트：대한출판문화협회 | 02)738-5414 | www.kpa21.or.kr
한국출판인회의 | 02)3142-2333 | www.kopus.org
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원 | 063)219-2700 | www.kpipa.or.kr

12. 교구 및 교재 개발자
⦁진출분야 : 교구제조업체, 교재전문 출판사, 학습지 전문 업체, 교육 관련 단체 등
⦁주요 직무 : 교육 관련 출판사 및 제조회사 등에서 학생들의 학습에 유용한 교재나 교구(교육용 도구)를
개발.

⦁필요한 교육/훈련 : 교구 및 교재개발자로 일하려면 대학교 졸업 이상의 학력이 필요.
국어, 영어, 사회 교육 등 해당 과목별 학과를 전공 시 유리함.
교육과정과 개편 시기에 따라 인력 수요가 유동적인 편.
전자교과서, 전자참고서 등을 통칭하는 '이러닝(e-learning)' 교재에 대한 수요와
시장이 확대되면서 온라인으로 진출이 확대되고 있는 추세이므로 관련 전공 지식을 습득
하는 것이 유리.

⦁관련 직업：대학교수, 대학강사, 장학사, 교육행정사무원 등
⦁정보 사이트：한국교육개발원 | 043)530-9114 | www.kedi.re.kr
교육부 | 02)6222-6060 | www.moe.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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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교육과

1. 전공 개요
순천대학교 사범대학 농업교육과는 1983년부터 신입생을 모집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농산업과

농촌 지역 개발에 신

념을 가지고 봉사할 중등학교 농업 교사와 농촌사회지도자를 양성하는 전국에 하나뿐인 농업교육 관련 학과이다.

학교 현장 지향형 농업 교육의 메카

비전

목표

⦁실무중심 현장 지향형 농업계 예비교사 양성
⦁농업의 6차산업 대응을 위한 전공역량 증진
⦁중등학교 현장 중심의 교수-학습 방식 추진
⦁중등교사 임용 확대를 위한 복수전공 활성화
⦁재학생 1인 1개 이상 전공관련 국가자격증 취득

전략

⦁역량기반 전공 교육과정 및 학습자 중심 교육 실행
⦁미래교육 대비 교수법 및 교육 설비의 최신화
⦁식물자원과 동물자원의 융복합 교육 기회 마련
⦁현장 중심 농업교사 교수법 향상 프로그램 운영
⦁전공 및 비교과의 질관리 시스템 구축 운영

전공
능력
(핵심
역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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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 능력

전문 지식

교육 실행

⦁의사소통
⦁협력적 문제해결
⦁자신감
⦁글로컬마인드

⦁농업교과지식과 기술
⦁현장실기능력
⦁실험실습능력
⦁학교와 지역사회 연계

⦁학습자 이해
⦁교육과정 설계 및 개발
⦁평가와 자기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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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업 기초

⦁대인관계
⦁자원관리
⦁조직이해
⦁직업윤리

2. 주요 교과
∎ 식물자원·조경

∎ 동물자원 전공

- 농업교육론

- 농업교육론

- 원예

- 축산

- 재배학개론

- 가축번식

- 작물

- 가축위생

- 생명공학

- 동물영양학

- 식물자원

- 동물자원교육연구1

- 육종

- 동물자원교육연구2

- 식물자원교육연구1

- 동물자원이용학

- 식물자원교육연구2

- 동물생명과학

- 생리

- 축산물가공

- 조경관리

- 애완동물

- 동물자원학개론

- 식물자원학개론

- 조경계획

- 농업교수법

- 농업교수법

- 동물생산경영학

- 유전학

- 동물자원논리 및 논술

- 식물자원논리 및 논술

3. 적성 및 흥미
I. 농업에 대한 관심과 흥미
II. 농업교육에 대해서 참신한 발상과 새로운 교육방법을 찾는 교사상에 대한 관심
III. 인격과 사명감을 지니고 바람직한 가치관과 교육관에 대한 관심

4. 진출분야
▶ 교사 : 전문계 고등학교 교사 (식물자원․조경)

▶ 교사 : 전문계 고등학교 교사 (동물자원)

▶ 공사 : 한국농어촌공사 (조경), 축산물품질평가원 ▶ 연구직 공무원 : 농업연구사 (농업)
▶ 지도직 공무원 : 농촌지도사 (농업)

▶ 은행 및 금융 : 농협 입사 (6급)

▶ 농업직 공무원

▶ 전공 관련 산업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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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등학교 교사(식물자원․조경), 한국농어촌공사(조경), 농업직 공무원

직종

농업연구사(농업 분야), 농촌지도사(농업 분야), 농협 직원(6급), 농업직 공무원, 전공 관련 산업체
★ 교육현장에서 적용할 실습기술 취득(영농교육실습)
★ 국가기술자격증 취득(유기농업기능사, 조경기능사, 종자기능사 등)

목표

★ 자격증 취득에 요구되는 전공필수 교과목 이수
★ 견학 활동(전국영농학생전진대회, 농업과학박람회, 국립농업과학원 등)

단 계
항 목

1학년

2학년

3학년

4학년

① 정규교육
3월~6월: 농업교육론
및
교과목수강
학위

3월~6월: 원예
재배학개론
교과목수강

3월~6월:
식물자원교육연구1,
식물자원, 육종
교과목수강

3월~6월:
동물자원학개론,
조경계획,
농업교수법
교과목수강

② 직업훈련
4월: 교육봉사
및 실습

4월: 교육봉사
5월: 영농교육실습 참가

3~11월
식․동물 전시회 준비

5월: 교육실습 참가

3월: (조경,종자)산업기사
필기시헙
4월: (조경,종자)산업기사
실기시험
5월: (조경,종자)산업기사
자격취득

3월: (조경,종자)기사
필기시험
4월: (조경,종자)기사
실기시헙
5월: (조경,종자)기사
자격취득

3월: 학과 소모임 활동
(전공 스터디)
3월: 학년 담당교수
개인상담

3월: 학년 담당교수
개인상담

3월 :학년 담당교수
개인상담

① 정규교육 9월~12월: 농촌지도론
및
농업의이해
학위
교과목수강

9월~12월: 작물
생명공학
교과목수강

9월~12월
식물자원교육연구2
생리, 조경관리
교과목수강

9월~12월
유전학
식물자원논리및논술
교과목수강

② 직업훈련 10월
및 실습 농업과학박람회 참가

9월: 취업특화캠프 참가

9월
11월 : 졸업논문 or
전국영농학생전진대회 참가
자격증 제출

1
학기

학과
자격

․
③
자
방학
격
(3월~) 취
득
하계

전문
3월: 모의토익시험 응시
자격
외국어
정보화

④기타

2

3월: 학년 담당교수
개인상담

4월: (원예,종자)기능사
필기시험
5월: (원예,종자)기능사
실기시험
6월: (원예,종자)기능사
자격획득

학기
․
동계

③
방학
자
(9월~) 격
취
득

학과
자격

7월: (종자)기능사
필기시험
8월: 워드 1급 필기시험
8월:
(종자)기능사
전문 10월: 워드 1급 실기시험
실기시험
자격 11월: 워드 1급 자격획득
9월: (종자)기능사
자격획득
외국어
정보화

④기타

336

9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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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월
학년 담당교수 개인상담

8월: 조경,종자)산업기사
8월: (조경,종자)기사
필기시험
필기시험
10월: (조경,종자)산업기사 10월: (조경,종자)기사
실기시헙
실기시헙
11월: (조경,종자)산업기사 11월: (조경,종자)기사
자격취득
자격취득

9월
학년 담당교수 개인상담

9월
학년 담당교수 개인상담
11월: 중등교사 임용시험

직종

중등학교 교사(동물자원), 축산물품질평가원, 축산직 공무원, 축사연구사, 농촌지도사(농업분야).
농협 직원(6급). 전공 관련 산업체
★ 교육현장에서 적용할 실습기술 취득(영농교육실습, 모내기 실습)

목표

★ 국가기술자격증 취득(축산기능사, 식육처리기능사, 축산기사 등)
★ 자격증 취득에 요구되는 전공필수 교과목 이수
★ 견학 활동(전국영농학생전진대회, 농업과학박람회, 국립농업과학원 등)

단 계
항 목

1

1학년

2학년

3학년

3~6월: 동물자원교육연구1,
3월~6월: 식물자원학개론,
동물자원이용학
농업교수법
동물생명과학
교과목수강
교과목수강

① 정규교육
3월~6월: 농업교육론
및
교과목수강
학위

3월~6월: 축산
가축번식
교과목수강

② 직업훈련
4월 : 교육봉사
및 실습

4월 : 교육봉사
3~11월 : 식․동물 전시회
5월 : 교육실습 참가
5월 : 영농교육실습 참가 준비

학기

학과
③
자격
하계 자 전문
격
3월: 모의토익시험 응시
방학
자격
취
(3월~) 득 외국어
정보화
․

④기타

4월
(축산)기능사 필기시험
5월
(축산)기능사 실기시험
6월
(축산)기능사 자격획득
3월: 학과 소모임 활동
3월: 학년 담당교수 개인
(전공 스터디)
상담
3월
학년 담당교수 개인상담

① 정규교육 9월~12월: 농촌지도론
및
농업의 이해
학위
교과목수강
2
학기

4학년

․

학과
③
자격
자
8월: 워드 1급 필기시험
전문
방학
격
10월: 워드 1급 실기시험
(9월~) 취 자격 11월: 워드 1급 자격획득
외국어
득
정보화
④기타

9월
학년 담당교수 개인상담

3월: (축산)기사 필기시험
4월: (축산)기사 실기시헙
5월: (축산)기사 자격취득

3월
학년 담당교수 개인상담

3월
학년 담당교수 개인상담

9월~12월:
연구2,

9월~12월: 가축위생
동물영양학
교과목수강

동물자원교육
축산물가공,
애완동물
교과목수강

② 직업훈련 10월: 농업과학박람회 참
9월: 취업특화캠프 참가
및 실습 가

동계

3월
(축산)산업기사 필기시헙
4월
(축산)산업기사 실기시험
5월
(축산)산업기사 자격취득

9월~12월
동물생산경영학,
동물자원논리및논술
교과목수강

9월
11월
전국영농학생전진대회참가 졸업논문 or 자격증 제출

8월
9월
(식육처리)기능사 필기시험 (축산)산업기사 필기시험
11월
11월
(식육처리)기능사 실기시험 (축산)산업기사 실기시헙
12월
12월
(식육처리)기능사 자격획득 (축산)산업기사 자격취득

9월
축산)기사 필기시험
11월
(축산)기사 실기시헙
12월
(축산)기사 자격취득

9월
학년 담당교수 개인상담

9월
학년 담당교수 개인상담
11월: 중등교사 임용시험

9월
학년 담당교수 개인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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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기타
 순천대학교 교육목표와의 상관관계
농업교육과 교육목표
순천대학교 교육목표
Ⅰ

Ⅱ

Ⅲ

Ⅳ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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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농업교육과의 졸업생들은 교원자격증 중등학교 2급 정교사(식물자원․조경, 동물자원) 취득 후 중등교원으로 다수가
근무하고 있다. 농업교육과 교사 양성교육의 특성으로 복수전공 제도를 적극 활용하여 지도함으로써 졸업생 다수
가 복수 교사자격을 취득하여 농어촌 학교의 교사 직무 수행에 유리한 진로지도가 이루어지고 있어서 교사 임용
률이 아주 높다. 또한 평생교육사 자격증 취득 후 사회교육기관에 근무하고 있다. 또한 대학원 진학 및 교육행정
직 공무원과 7급 농업직 공무원으로 많은 졸업생이 근무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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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학교육과

1. 전공 개요
가. 수학교육과 인재상
본 학과는 실질적, 미래적 인재상을 MATH-E 인재로 정하고, MATH–E 는 다음과 같은 의미를 지님.

나. 교육목적과 목표
수학교육과의 교육목적은 세계화 시대를 이끌어 갈 수 있는 인성과 전문지식을 겸비하고 수학교육의 질을 향
상 시킬 수 있는 우수한 중등수학 교사 양성에 있으며 교육목적의 달성을 위한 교육목표는 다음과 같다.
1) 교육자적 인격을 함양함으로써 인성 교육을 실행할 수 있는 역량을 갖춘 교사를 양성한다.
2) 수학교육의 이념을 실현할 고도의 전문성과 교육적 사명의식을 갖춘 수학과 교사 및 전문인을 양성한다.
3) 수학문화 발전에 이바지할 수 있는 수학자, 수학교사로서 자아실현 할 수 있는 인재를 양성한다.
4) 사회와 자신의 관계를 알고 사회의 발전을 위하여 자신의 역할을 다하고 봉사하는 수학교사를 양성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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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추진전략
❍ 전공능력 배양을 위한 교과과정을 구성하고 다양한 학습법과 교수법을 적용하여 창의⦁융합적, 분석적 사고능
력과 자기 주도적 학습능력을 기른다.
❍ 수학 관련 학문 분야를 소개하고 및 수학 관련 교양도서 읽기 등을 통하여 수학 전문가로서의 소양을 기르도
록 한다.
❍ 교육봉사 및 학과의 교과 협동학습 및 학과의 비교과 프로그램 등을 통하여 리더십과 의사소통 능력을 기르고
학과의 문화를 발전에 기여한다.
❍ 학과 권장 필독도서 읽기 및 인성함양을 위한 비교과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바람직한 인성을 갖추도록 한다.

2. 주요 교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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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적성 및 흥미
수학교육과 에서는 인성을 갖추고 수학교육의 질적 향상에 이바지할 수 있는 인재 양성, 특별히 우수한 중등 수
학교사 양성을 지향하며 이를 위하여 예비교사 또는 교육전문가로서 가져야 할 역량을 다음과 같이 도출함
영역

핵심역량

역량의 의미
1) 전공지식 이해
수학교과의 전공지식의 이론적 기반 확립과 전공지식을 문제해결에서 활용할 수 있는 능력
에 대한 개념

자기 주도적
문제해결 역량

2) 주도적 문제해결방안 탐색
해결방법을 알지 못한 상황에서 기존 수학적 기능과 지식을 활용하여 자기 주도적으로 해결
가능한 전략을 세울 수 있는 능력에 대한 개념
3) 문제해결능력
문제를 이해하고 정형화되지 않은, 다양한 형태의 해결전략에서 최적의 해결방안에 따라 실
행하고 검증 및 반성의 단계를 완수하는 능력에 대한 개념

수학교과

1) 지식전달능력
단순한 교과서의 지식전달이 아닌 학습자의 눈높이에 맞추어 지식을 능동적으로 재구성할
수 있는 능력에 대한 개념
창의·융합
역량

2) 지식 및 경험의 연결
주어진 정보를 수집하고 분류하여 여러 수학적 지식, 기능, 경험을 연결하거나 타교과나 실
생활의 지식, 기능, 경험을 수학과 연결･융합하여 새로운 지식, 기능, 경험을 생성하고 문제
를 해결하는 능력에 대한 개념
3) 아이디어 산출
수학의 지식과 기능을 토대로 새롭고 의미 있는 아이디어를 다양하고 풍부하게 산출할 수
있는 능력에 대한 개념
1) 논리적 사고
기존의 전제 조건에서 결론에 도달하는 방법을 다른 사람이 공감하게 할 수 있도록 구조화하고
객관적이고 정확하게 결정하며 그 과정을 반성하는 능력에 대한 개념

수학교과

추론 및
정보처리 역량

2) 자료 분석
정보를 내면의 질서까지 꿰뚫어 볼 수 있는 ‘통찰력’과 함께 문제를 식별하거나 분석한 내용
을 결정하고 이것을 해결하는 능력에 대한 개념
3) 공학도구 활용
적절한 공학적 도구나 교구를 선택, 이용하여 자료와 정보를 효과적으로 처리하는 능력에 대
한 개념
1) 인성 및 윤리의식
자신의 정체성을 바탕으로 자신의 내면을 바르고 건전하게 가꾸고 타인·공동체·자연과 더불어
살아가는데 필요한 인간다운 성품을 기르고 자기 및 타인존중에 대한 삶의 덕목을 사명감을
가지고 능동적으로 실천 또는 실행하는 능력에 대한 개념
2) 의사소통
다른 사람이 처한 다양한 상황의 특성, 곧 인지･정의･신체･가정 배경적 특성 등에 기초하여
그 사람에게 의미 있는 것이 무엇인지 파악하고 생각과 느낌을 상호 공유하는 능력에 대한
개념

기본소양

의사소통 및
태도 역량

3) 자기개발
자신의 능력, 적성, 특성 등의 객관적 이해를 기초로 자기 발전 목표를 스스로 수립하고 자
기관리를 통하여 성취해 나가는 능력에 대한 개념
4) 평가 및 성찰
스스로 목표를 설정하고 학습을 수행하며 학습 결과를 평가하는 자주적 학습생활 습관과 결과
에 대한 책임의식을 가지고 개선해 나갈 수 있는 능력에 대한 개념
5) 글로벌 역량
인종·종교 등 다른 문화에 대한 유연성·적극성, 다양한 국가의 정치·역사·지리·문화에 대한
지식과 이해, 글로벌화⦁글로벌 경제에 대한 지식 및 이해에 대한 능력에 대한 개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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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진출분야
중학교, 고등학교 교사
중등교사 및 교육공무원
교육공무원
교육전문직

학원 강사
증권회사 및 은행

수학 관련 전문직

보험 설계사
프로그래머

5. 기타
- 임용시험 합격 현황
· 2021학년도 중등교원 임용시험 최종 합격: 6명
· 2020학년도 중등교원 임용시험 최종 합격: 8명
· 2019학년도 중등교원 임용시험 최종 합격: 8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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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중등학교 수학교사
⦁진출분야 : 공립 중등학교, 사립 중등학교
⦁주요 직무
- 수학 교과목 지도
- 학급경영 및 학사업무 수행

⦁필요한 교육/훈련 : 중등학교 2급 정교사(수학) 자격증 취득 및 임용고시 합격
1. 중등교사의 교과지도 능력을 배양하기 위하여 수학의 전문지식 함양을 위한 전공교과목을 이수한다.
2. 교육봉사활동에 참여하여 학생지도능력을 함양하도록 한다.
3. 학과 권장 필독도서를 읽도록 한다.

2. 교육행정직 공무원
⦁진출분야 : 교육부, 교육위원회, 교육정책, 학교행정, 교육심의회, 교육청, 중등학교
⦁주요 직무
- 교육행정 지원과 정책수립, 조직 관리 등의 행정업무
- 교육재정과 같은 전반적인 업무를 담당하며 행정과 경제에 대한 업무

⦁필요한 교육/훈련 : 공무원 시험(국가, 지방직), 특별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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컴퓨터교육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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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전공 개요
컴퓨터교육과는 미래 사회를 주도할 정보·컴퓨터 분야의 지식과 기술을 습득하고 이를 사회 발전 및 교육 발전
에 적용할 수 있는 교육전문가를 양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2. 주요 교과

3. 적성 및 흥미
- 학생을 가르치는 것에 대한 흥미와 애정
- 논리적인 사고, 수리력, 꼼꼼한 관찰력 등이 필요
- 과학, 수학 등 이공계 기초과목 공부에 흥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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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진출분야
분야

직업명칭
중등학교 교사

교육전문가

교육행정직 공무원
코딩 강사
IT 교육 전문가

글로벌 IT
교육 인재

국제 협력 이러닝 전문가
교육콘텐츠 개발 전문가

소프트웨어
전문 인력

소프트웨어 개발 전문가
하드웨어 개발 전문가

5. 기타
- 관련 자격증 : 중등학교 2급 정교사 자격증
- 특성화 프로그램 : 중등학교 정보·컴퓨터 관련 학과 소프트웨어전시회 개최
- 학과 수상실 적: 한국교육정보미디어학회 교육정보미디어전 7년 연속 수상
- 임용시험 합격 현황
· 2021학년도 중등교원 임용시험 최종 합격:

9명

· 2020학년도 중등교원 임용시험 최종 합격: 18명
· 2019학년도 중등교원 임용시험 최종 합격: 10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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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고

1. 중등학교 교사
⦁진출분야 : 중등학교
⦁주요 직무 : 중·고등학생을 대상으로 정보 교육 실행, 인공지능을 포함한 ICT 기술을 이용하여 문제를
인식하고 해결하는 컴퓨팅 사고력 증진 교육 실행

⦁정보 웹사이트 : www.kice.re.kr

2. 교육행정직 공무원
⦁진출분야 : 교육청, 중등학교
⦁주요 직무 : 교육청 및 중등학교에서 교육제도의 연구, 법령입안 및 관리감독의 업무를 하며 각 교육기관의
행정 관리 업무 담당

⦁정보 웹사이트 : www.jne.go.kr

3. 소프트웨어·인공지능 전문가
⦁진출분야 : 일반 산업체
⦁주요 직무 : 소프트웨어 개발 및 활용, 인공지능 기술 개발 및 활용

4. ICT활용교육 전문가
⦁진출분야 : 일반 산업체 및 연구소
⦁주요 직무 : 인공지능을 포함한 첨단 ICT기술의 교육적 활용, 공공 서비스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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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교육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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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전공 개요
지구온난화, 황사, 기상이변 등으로 환경에 대한 관심이 고조되면서 환경학 및 환경공학의 중요성도 커지고 있습
니다. 환경(공)학은 대기, 물, 토양 등의 자연환경을 구성하는 환경이 어떻게 변화하고 있는지, 또 이러한 환경이
오염되는 원인과 오염물질을 분석하고, 환경오염에 따른 문제점 및 해결방안을 강구하는 등 환경 및 제반설비에
대해 전반적으로 연구합니다. 환경오염의 발생형태에 따라 대기, 수질, 토양, 폐기물처리, 소음, 진동 등으로 구분
할 수 있습니다. 전반적인 환경에 대한 교육이 다루어지며, 교과의 교재연구, 교수방법 연구 등을 교육합니다.

2. 주요 교과
∎ 기초 교과

∎ 심화 교과

- 환경학개론

- 수질오염론

- 환경화학

- 대기오염론

- 환경철학 등

- 생물환경론
- 환경교육론
- 수자원계획
- 해양환경론
- 환경미생물학및실험
- 토양오염론
- 환경교육교재연구및지도법 등

3. 적성 및 흥미
학생을 가르치는 것에 흥미와 애정이 있어야 합니다. 화학이나 물리학 등 자연과목을 좋아하고, 환경문제나 자
연에 대해 평소 관심이 있어야 합니다. 환경오염의 원인을 분석하고 해결점을 찾기 위해서는 분석력과 체계적인
사고능력이 뒷받침되어야 합니다. 응용범위가 광범위하므로 환경학 전반을 이해할 수 있는 폭넓은 시야를 가지
는 것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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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진출분야
분야

교육·
연구·
법률·
보건

환경·
인쇄·
목재·
가구·
공예및
생산단
순직

350

직업명칭

직무개요

환경교사

중학교에서 생태계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환경문제
및 환경보전에 대한 학문적·기술적 방법을 가르치기 위
해 환경과목을 전문으로 교육한다.

환경교육강사

환경오염 및 기후변화에 따른 변화와 일상생활에서의
실천 등을 이론과 사례, 체험 등을 통해 환경교육을 실
시한다.

환경 및
해양과학연구
원

환경과학연구원은 다양한 공학원리를 활용하여 대기환
경, 수질환경, 폐기물환경, 토양환경, 해양환경, 작업장
환경, 생태계 등 환경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시험·분석·
연구·개발·평가 등의 업무를 수행한다. 해양과학연구원
은 해양과학기술 및 해양정책에 관한 연구수행과 그 성
과를 보급하며 해양자원개발과 해양환경보전을 위한 연
구를 한다.

자연과학
시험원

물리학, 천문학, 화학, 지학 등의 자연과학 분야에서 과
학자의 연구개발 업무를 보조하거나 기술적인 업무를
수행한다. 또한 각종 시험기기와 장비를 설치하고 조작,
유지·관리하며 연구자의 관리 하에 시험·분석·검사하는
업무를 수행한다.

바이오에너지
연구 및
개발자

바이오매스(동, 식물성 자원 및 그 파생 물질)로부터 열
화학적 또는 생물학적 기술에 의한 에너지 및 연료(메
탄, 바이오디젤, 바이오에탄올, 수소, 합성가스 등)의 생
산 기술을 연구·개발한다.

효소학, 미생물학,
유전자학, 환경공학
등의 지식

폐기물처리
기술자

일반 및 산업폐기물의 관리, 처리 및 재활용에 관한 계
획·지도·안전진단 및 감리업무 등을 수행한다.

환경공학, 화학공학,
화학, 기계공학 등을
전공

폐기물처리산업기
사,기술사(국가기
술)

대기환경
기술자

환경오염원을 분석하여 환경상태를 평가하고 각종 기준
을 세우며 관련 기술을 개발하는 등 대기오염 문제를
예방하고 대기환경을 개선하는 것과 관련된 분야를 연
구·개발한다.

환경공학, 화학공학,
화학, 기계공학 등을
전공

기상예보기술사(
국가기술)
대기관리기술사(
국가기술)
대기환경산업기사

수질환경
기술자

상하수 및 오폐수처리장 시설 진단, 오염물 상태 등 수
질 환경문제에 대해서 분석하고,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
한 대처방안 및 오염방지 등 관련 분야를 연구하며, 관
련 기술을 개발하고 조언한다.

환경공학, 생물학,
화학 등을 전공

수질환경기사
자격,
수질환경기술사
자격

환경공학
기술자

환경문제를 연구·분석·평가하고, 환경오염의 통제방법
및 환경문제의 개선책, 대기오염, 수질오염, 소음 및 진
동 문제, 폐기물 처리 등 공해방지시설, 건설공사 현장
의 환경개선 등과 관련된 분야를 연구·개발한다.

소음진동
기술자

각종 공사현장 등에서 기계 및 장비 등의 사용으로 발
생하는 소음과 진동으로 인한 환경오염으로부터 환경을
관리·보전하고, 민원발생에 대한 대처방안을 계획·하는
업무를 수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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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수요건

필요 자격증
중등학교환경
2급정교사

물리학, 화학, 수학,
천문학, 지질학,
통계학 등의 학과에
진학하여 석사 학위
이상의 학력

관련 분야의 해당
국가공인자격증

관련 분야 석사
이상의 학위

환경공학,기계공학
등을 전공

소음진동기사등
관련자격,소음진동
기술사

분야

환경·
인쇄·
목재·
가구·
공예및
생산단
순직

환경·
인쇄·
목재·
가구·
공예및
생산단
순직

직업명칭

직무개요

필수요건

필요 자격증

환경영향
평가원

환경영향평가대상 사업의 계획을 수립함에 있어서 당해
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자연환경, 생활환경, 사회·경제
환경에 미치는 해로운 영향을 미리 예측·분석하여 환경
영향을 줄이는 방안을 강구한다.

환경, 도시교통,
임업, 토목 등 분야의
기술사, 기사,
산업기사나 관련
분야의 석사, 박사,
그리고 경험과 경력
등이 요구

환경, 도시교통,
임업, 토목 등
분야의 기술사,
기사, 산업기사나
관련 분야의
석사, 박사,
그리고 경험과
경력

토양환경
공학기술자

토양의 건전한 유지 및 관리를 위한 제반 연구를 한다.

환경공학,환경학,화학,
지질학,토목학,생물학,
농화학 등을 전공

토양환경기사,토양
환경기술사

환경컨설턴트

기업이나 공공의 환경관리 및 보전상의 문제점을 조사
하고 진단하여 이에 대한 해결책을 제시한다.

환경공학, 토목공학,
화학공학 등
공학계열의 전공이
적합, 경영학, 법학
등의 전공,외국어
능력

친환경제품
인증심사원

친환경농업육성법 시행규칙에 따라 유기농림산물, 유기
축산, 무농약농산물, 무항생제축산물, 저농약농산물, 재
포장과정 등 6개에 해당하는 친환경농산물인증을 받고
싶어하는 업체의 서류 및 현장조사를 통해 적합성 여부
를 심사한다.

한국환경산업기술원에
서 실시하는
인증교육을 이수해야
하며 자격 시험과
심사를 통과

에너지진단
전문가

에너지사용시설 전반에 걸쳐 에너지 이용 현황 파악,
손실 요인 발굴 및 에너지 절감을 위한 최적의 개선안
도출하기 위해 보일러, 냉난방공조시스템, 열수송설비
등의 열진단과 수배전설비 및 각종 전기사용 설비에 대
한 전기진단을 실시한다.

기계, 금속, 화공,
전기, 건축 등
이공계열이나
에너지계열을 전공

친환경건축컨
설턴트

건축주 또는 시공사가 국내외 친환경건축물인증을 취득
할 수 있도록 설계, 자재, 시공과정을 진단하고 인증기
준을 충족하도록 다양한 기술적 컨설팅을 제공하며, 인
증업무를 대행한다.

건축공학, 건축환경,
건축설비, 토목공학,
조경학, 주거환경,
환경공학 등의 전공

5. 기타
⦁학과 졸업하면 취득되는 자격증 : 환경 교원자격증
⦁학과에서 주로 활용하는 주요 사이트
- 환경교육포털사이트 : http://www.keep.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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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환경교사
⦁진출분야 : 공기업, 학교, 민간단체
⦁주요 직무 : 교과내용은 인간과 환경, 환경문제와 그 대책, 환경보전으로 구성되고 구체적으로 공해물질의
측정 및 처리기술, 수질관리 및 폐수처리, 소음방지, 산업위생학 등을 교육한다. 신문기사,
TV보도자료, 인터넷자료 등의 대중매체자료와 각 기관의 홍보·안내자료 등 다양한 학습자료를
활용하고 실생활 주변의 소재를 중심으로 교육한다. 토론, 역할놀이, 조사, 실험, 현장체험학습,
드라마, 연극, 놀이, 사례연구 등 다양한 학습방법을 사용하여 환경과 환경문제를 인식하도록
교육한다. 과제를 주고 결과를 검토 및 지도한다. 시험을 출제하고 학생의 성적을 평가한다.

⦁기업이 요구하는 취업역량 : 자료 (수집) / 사람 (교육) / 사물 (관련없음)
⦁관련 직업 : 환경교육강사(민간단체)
⦁정보 사이트 : 공공기관 환경보전협회
http://www.epa.or.kr/kor/user/board/employ/employ_list.jsp?topmenu=C&leftcode=480

2. 중고등학교 교사
⦁진출분야 : 학교
⦁주요 직무 : 중등학교교사는 중·고등학교에서 담당 교과목을 가르치고 학생들의 생활을 지도한다. 담당하는
교과목에 따라 국어교사, 영어교사, 수학교사, 과학교사, 사회교사, 음악교사 등으로 불린다.
주된 업무는 교과목을 지도하는 것이지만, 담임을 맡으면 학급 경영을 비롯해 전학, 입학, 출석
사항 등의 학사업무를 수행하며 학생들의 학교생활 전반을 관리한다. 학교의 교육계획과 수업일
수 등을 고려하여 자신이 담당하는 과목의 학습안을 설계하고 교과서 외에 시청각자료 등 다양
한 교구 및 교재를 활용하여 수업한다. 교과내용에 대한 과제를 학생들에게 제시하기도 하며 학
생들의 수업 중 질문에 답변하고 활발한 수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분위기를 유도한다. 또한
시험을 출제하고 학생의 성적을 평가한다.
교과목 지도 외에 학생들이 가지고 있는 다양한 고민을 상담하고, 필요한 경우 학부모와 상담하
며 동아리 및 특별활동 지도 등 학생들의 다양한 교내활동 지도를 겸하기도 한다. 특히 학생들
은 대체로 중등학교 시기에 진로설계를 하게 되는데 진로지도 및 조언 역시 중등학교 교사의 중
요한 역할이다. 방학기간 중에는 주로 새로운 수업방법과 변화하는 지식 등을 익히기 위해 교사
연수프로그램에 참여하기도 한다.
과학교사는 학생들의 이해를 높이기 위해 실험, 실습을 지도하기도 하며 음악교사, 미술교사, 체
육교사와 같은 예체능교사 역시 실습의 비중이 높은 편이다. 이밖에 전문계 고등학교 내 실습실
에서 농업, 공업, 상업, 해운, 예능, 가정, 체육 및 기타 전문교과의 각 학과별 실기를 지도하는
실기교사와 학생들의 건강상태를 점검하고 응급환자 발생 시 대처하는 보건교사, 학교 도서관에
서 자료 분류, 시청각 기자재 관리 및 조작 등의 업무를 하는 사서교사 등이 있다.

⦁기업이 요구하는 취업역량 : 자료 (수집) / 사람 (교육) / 사물 (관련없음)
⦁필요한 교육/훈련 : 중등학교 2급 정교사 자격
⦁정보 사이트 : 각 시도교육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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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환경연구원
⦁진출분야 : 한국환경공단, 환경직 공무원
⦁주요 직무
- 수질, 악취, 실내공기질, 대기환경 등의 측정·분석
- 폐기물 관리 및 처리계획의 수립
- 환경 분야 조사·분석·진단·상담·교육 및 대행서비스 업무
- 환경현황 파악 및 환경평가분야별 환경실태 조사·분석 및 해석

⦁기업이 요구하는 취업역량 : 자료 (수집) / 사람 (교육) / 사물 (관련없음)
⦁관련 작업 : 대기환경기사, 수질환경기사, 토양환경기사, 폐기물처리기사, 소음진동기사
⦁정보 사이트 : http://www.keco.or.kr/kr/open/recruit/communityid/9/list.d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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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리교육과

❒ 교직지향형
물리교육과의 기본적 목적에 가장 부합하는 모형으로 교직, 교육전문직, 교육관련기관 등으로 진출하고자 할 때
추구하는 로드맵

❒ 진학지향형
물리교육과를 졸업한 뒤 물리 또는 물리교육을 학문적으로 더욱 깊이 공부하여 그에 상응하는 분야로 진출하고자
할 때 추구하는 로드맵

1. 중등학교 과학교사
⦁공립 중등학교 과학교사
⦁사립 중등학교 과학교사

2. 물리연구원
⦁물리기업 연구원
⦁과학관 연구원
⦁과학교육 연구원

3. 교육 전문직
⦁교육 공무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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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전공 개요
물리학은 자연현상을 근본적인 원리와 논리적 사고에 입각하여 설명하고 예측하는 학문이다. 물리학에서 확립한 학
문 방법은 근대 과학 형성의 기반이 되었으며, 물리학 지식체계는 현대 자연과학을 비롯한 공학, 의학 및 사회과학
의 기초를 제공하고 있다. 물리교육전공에서는 물리학 지식체계에 대한 전문적인 이해와 과학적 탐구방법을 체득하
고 있으며, 동시에 교육에 대한 뜨거운 열정을 가지고 있어, 교육현장에서 필요로 하는 우수한 중등교원을 양성하
는데 그 목표를 두고 있다. 본 전공에서는 과학일반 및 물리학전공에 관련된 주요 이론 및 전문 지식을 배양하기
위하여 역학, 전자기학, 양자역학 그리고 과학철학 및 과학사 등의 교과목을 개설한다. 이러한 물리학 전공 지식의
습득을 통해 자연현상이나 기술공학에 대한 폭넓은 안목을 갖추도록 한다. 다음으로 과학적 탐구능력과 태도를 양
성하기 위하여 각 종 실험 실습과 교과교육연구회, 과학 대중화사업 등과 연계한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올바른 교
직관을 가질 수 있도록 물리교육론, 물리 탐구학습론, 물리교육 지도법 등의 교과목을 설강하며, 교사로서의 실천적
자질과 교육 연구능력을 기르기 위해 물리교재연구, 물리 학습자료 개발 등의 과목을 개설하고, 현직 교원과의 교
류활동, 중등과학교육 참여 프로그램 등을 제공한다. 이상과 같은 교육과정을 운영함으로써 전문적인 지식과 올바른
태도 그리고 투철한 사명감을 지닌 우수한 교원 양성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2. 주요 교과
∎ 기초 교과

∎ 심화 교과

- 물리학연습

- 파동및광학1

- 역학1

- 양자역학1

- 물리수학1

- 물리교재연구

- 열및통계물리1

- 물리학교육 프로젝트1

- 물리교육론

- 물리논리및논술

- 전자기학1

- 물리학교육프로젝트2

- 현대물리학1
- 전산물리
- 물리학및및실험1

3. 적성 및 흥미
❍ 자연 현상에 대한 깊고도 넓은 관심
❍ 독창적이면서도 논리적인 사고력
❍ 소명의식과 사명감을 토대로 학생들에게 가르치는 것에 흥미와 애정
❍ 필요 역량 : 교직 실무 능력, 교과전문성, 종합적 사고 능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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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진출분야
분야

직업명칭

직무개요

교육

중등학교 과학교사

과학 교과목 지도

필수요건

필요 자격증

사범대학 또는

중등학교

교육대학원 졸업

2급 정교사

물리 연구원
연구

과학관 연구원

물리 또는 과학 교육에 관한 연구

과학교육 연구원

교육 전문직

교육공무원

5. 기타
⦁취득자격 : 중등학교 2급 정교사(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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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행정 지원과 정책수립, 조직 관리
등의 행정업무

공무원 채용

1. 중등학교 과학교사
⦁교육목표 : 전문적 물리 지식 전문성 및 학교 현장 운영에 대한 실천적 전문성 함양
⦁진출분야 : 공립 중등학교, 사립 중등학교
⦁주요직무
- 과학 및 물리 교과목 지도
- 학급경영 및 학사업무 수행

⦁필요한 교육/훈련 : 중등학교 2급 정교사(물리) 자격증 취득 및 임용고시 통과

2. 물리연구원
⦁교육목표 : 다양한 환경에서 물리 지식을 적용할 수 있는 자기주도 및 적용 능력 함양
⦁진출분야 : 물리기업, 과학관, 과학교육연구원
⦁주요직무
- 물리 또는 과학교육에 관련된 연구 수행

⦁필요한 교육/훈련 : 대학원 진학을 통한 석·박사 학위 취득, 영어 성적, 인턴 경력

3. 교육행정
⦁교육목표 : 학교 현장의 교육 환경 개선을 위한 소통 및 문제해결력 함양
⦁진출분야 : 교육부, 교육위원회, 교육정책, 학교행정, 교육심의회
⦁주요직무
- 교육행정 지원과 정책수립, 조직 관리 등의 행정업무
- 교육재정과 같은 전반적인 업무를 담당하며 행정과 경제에 대한 업무

⦁필요한 교육/훈련 : 공무원 시험(국가, 지방직), 특별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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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학교육과

❒ 교직지향형
화학교육과의 기본적 목적에 가장 부합하는 모형으로 교직, 교육전문직, 교육관련기관 등으로 진출하고자 할
때 추구하는 로드맵

❒ 진학지향형
화학교육과를 졸업한 뒤 화학 또는 화학교육을 학문적으로 더욱 깊이 공부하여 그에 상응하는 분야로 진출하
고자 할 때 추구하는 로드맵

1. 중등학교 과학교사
⦁공립 중등학교 과학교사
⦁사립 중등학교 과학교사

2. 화학연구원
⦁화학기업 연구원
⦁과학관 연구원
⦁과학교육 연구원

3. 교육 전문직
⦁교육 공무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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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전공 개요
순천대학교 화학교육과는 미래 화학교사, 교육전문직, 교육관련 기관 진출을 목적으로 하는 교직 지향형과 대학
원 진학을 통해 화학이나 화학교육을 전문적으로 연구하는 분야로 진출할 목적으로 하는 진학 지향형 등의 교
육과정을 운영하고 있다. 화학교육과에서는 현재 교직실무능력 향상을 위한 화학교육론, 화학교재연구 및 지도
법, 화학논리 및 논술 과목, 교과 전문성 향상을 위한 물리화학, 유기화학, 무기화학, 분석화학, 종합적 사고력
향상을 위한 화학교육프로젝트1, 2를 운영하고 있다.

2. 주요 교과
∎ 기초 교과

∎ 심화 교과

- 중등과학탐구

- 화학교재연구 및 지도법

- 화학교육론

- 화학 논리 및 논술

- 유기화학

- 유기화학연습

- 물리화학

- 물리화학연습

- 분석화학

- 분석화학연습

- 무기화학

- 무기화학연습

- 유기화학실험

- 화학교육 프로젝트

- 물리화학실험
- 분석화학실험
- 무기화학실험

3. 적성 및 흥미
- 자연 현상에 대한 깊고도 넓은 관심
- 독창적이면서도 논리적인 사고력
- 소명의식과 사명감을 토대로 학생들에게 가르치는 것에 흥미와 애정
- 필요 역량 : 교직 실무 능력, 교과전문성, 종합적 사고 능력

4. 진출분야
분야

직업명칭

직무개요

교육

중등학교 과학교사

과학 교과목 지도

연구

과학관 연구원

화학 연구원
과학교육 연구원
교육 전문직

교육공무원

필수요건

필요 자격증

사범대학 또는

중등학교 2급

교육대학원 졸업

정교사

화학 또는 과학 교육에
관한 연구
교육행정 지원과 정책수립,
조직 관리 등의 행정업무

공무원 채용

5. 기타
❍ 취득자격 : 중등학교 2급 정교사(화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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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중등학교 과학교사
⦁교육목표 : 전문적 화학 지식 전문성 및 학교 현장 운영에 대한 실천적 전문성 함양
⦁진출분야 : 공립 중등학교, 사립 중등학교
⦁주요직무
- 과학 및 화학 교과목 지도
- 학급경영 및 학사업무 수행

⦁필요한 교육/훈련 : 중등학교 2급 정교사(화학) 자격증 취득 및 임용고시 통과

2. 화학연구원
⦁교육목표 : 다양한 환경에서 화학 지식을 적용할 수 있는 자기주도 및 적용 능력 함양
⦁진출분야 : 화학기업, 과학관, 과학교육연구원
⦁주요직무
- 화학 또는 과학교육에 관련된 연구 수행

⦁필요한 교육/훈련 : 대학원 진학을 통한 석·박사 학위 취득, 영어 성적, 인턴 경력

3. 교육전문직
⦁교육목표 : 학교 현장의 교육 환경 개선을 위한 소통 및 문제해결력 함양
⦁진출분야 : 교육부, 교육위원회, 교육정책, 학교행정, 교육심의회
⦁주요직무
- 교육행정 지원과 정책수립, 조직 관리 등의 행정업무
- 교육재정과 같은 전반적인 업무를 담당하며 행정과 경제에 대한 업무

⦁필요한 교육/훈련 : 공무원 시험(국가, 지방직), 특별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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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학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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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전공 개요
약은 사람이나 동물의 질병을 진단ㆍ치료 및 예방하기 위해 사용하지만, 오·남용할 때는 치명적인 독소가 될 수
도 있기 때문에 전문가에 의해 다뤄져야 한다. 약학은 의약품과 약물치료에 대한 이론을 바탕으로 약품의 개발
및 생산, 관리, 유통, 조제, 투약 등을 공부하는 학문이다. 약학은 환자에게 맞는 올바른 약물 투여를 위한 약물
학 및 약물치료학, 인체 내에서의 약물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투여형태나 투여경로 등을 연구하는 약제학 분
야, 에너지대사 및 생체방어 등을 다루는 생화학 분야, 의약품 구조 및 약리작용을 연구하는 약품분석학 분야,
의약품의 혼합, 용해, 여과, 멸균 등의 제제공정에 대해 공부하는 제제공학 분야 및 새로운 약을 개발하는 신약
개발 분야 등이 있다.

2. 주요 교과
∎기초 교과

∎심화 교과

- 수학

- 약품분석학

- 화학

- 약품생화학

- 생물학

- 생리학

- 물리학

- 병리학

- 약학개론 등

- 물리약학
- 천연물약품학
- 예방약학
- 분자세포생물학
- 면역약학
- 감염미생물학
- 약물학
- 생약학
- 의약품합성학
- 의약화학
- 약제학
- 의약품제조 및 품질관리학
- 약물치료학
- 보건의약관계볍규
- 실무실습 등

3. 적성 및 흥미
- 화학, 생물학, 물리학 등을 기초로 하는 학문이므로 자연계 과목에 흥미 필요
- 실험 및 실습을 위해 꼼꼼하면서 침착하고 발달된 시각이나 후각이 필요
- 다양한 종류의 약물 및 위험한 약품을 다루게 되어 세심한 주의 요구
- 병원, 약국 및 제약회사 등에서 환자를 포함하는 많은 사람과 소통할 수 있는 능력 요구
SUNCHON NATIONAL UNIVERSITY

CAREER ROADMAP

363

4. 진출분야
분야

직업

직무개요
병원에서 처방 검토, 조제 및 감사를 진행하고 환자에게 복약지도를 시행한다.

병원약사

또한 최적의 환자 치료를 위해 임상약사로서 지식을 바탕으로 팀의료의 일원으로
활동하며, 최신 약물정보 제공 및 약물감시활동을 담당한다.
약국에서 처방에 따라 약을 조제‧투약하고, 자가치료를 위해 처방에 따르지 않고

약국약사

사용할 수 있는 의약품 등을 판매한다. 의약품 등의 적절한 사용과 부작용 등 건
강 관련 문제에 대하여 환자와 상담한다.

보건·의료
국가‧지방자치단체에서 약사 업무에 종사하는 약사인 공무원으로 보건복지부, 식
공직약사

약처,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등의 국가 기관이나 공공 단체에서 약에 관한 업무를
수행한다.
제약회사에서 법령에 규정된 제조관리자, 품질부서책임자, 안전관리책임자의 업무

제약약사

에 종사할 수 있으며, 약학 전문인으로서 전략기획, 연구·개발, 생산관리, 임상
및 허가, 영업·마케팅 등 제약회사의 다양한 업무를 담당할 수 있다.

연구·개발

약학연구원

교육

약학교수

생물체의 세포, 조직 및 기관에서 약리활성을 나타내는 물질 및 의약품의 유효성
과 안전성을 연구하여 의약품 및 신약을 연구·개발한다.
대학에서 의약학 분야의 전문인을 양성하기 위하여 약학 관련 분야의 이론과 지
식을 강의하고 관련 학문을 연구한다.

5. 기타
⦁학과 소개
순천대학교 약학대학은 2011년 3월 개교 이래 사회적인 가치와 전문성을 겸비한 약사와 약학자를 양성하는 교
육기관으로서의 사명을 충실히 수행해오고 있다. 특히 전남 동부권에 위치한 지리적인 여건으로 지역에 정주할
수 있는 지역약사를 배출하여 지역민의 건강증진에 기여할 수 있는 우수한 보건의료서비스를 구축할 수 있도록
경주하고 있으며, 인근 병원 및 제약회사와 함께 다양한 임상관련 실험과 신약개발을 계획하는 등 계속적인 노력
을 병행하고 있다. 약료 전문 약사 양성을 위해 전국 주요 대학병원, 지역 내 여러 지역약국 및 제약회사와 학생
실무실습 협약을 체결하여 학생들에게 다양한 임상 및 제약실무경험을 제공함으로써 전문 지식과 실무 능력을 고
루 갖춘 약학 전문가를 양성하고 있다.

⦁실무실습 협약기관
- 병원 : 경찰병원, 분당서울대학교병원, 서울대학교병원, 서울아산병원, 순천성가롤로병원,

순천향대학교 부속

부천병원, 양산부산대학교병원
- 제약 : 한국BMS제약, GC녹십자, 한국아노브바, 대구경북첨단의료복합단지, 한국산업약사회, 서울대학교 제약
실습공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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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과 활동 및 프로그램
- 약학 캡스톤디자인 교육과정
- White Coat Ceremony 행사
- 연구‧제약‧공직‧병원‧약국 실무실습

⦁졸업 후 취득 자격증
- 약사면허

⦁관련 주요 사이트
- 보건복지부 129 www.mohw.go.kr
- 대한약사회 (02)581-1201 www.kpanet.or.kr
-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 1544-4244 www.kuksiwon.or.kr
- 한국약학교육협의회 02-585-8502 www.ikape.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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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약사
⦁진출 분야 : 공직, 병원, 약국, 연구소, 제약회사 등

⦁주요 직무
의약품의 안전한 생산‧유통‧관리‧사용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는 보건의료인으로서, 의약품 및 의약외품의 제조·조
제·감정·보관·수입·판매와 그 밖의 약학 기술에 관련된 업무를 담당한다.

⦁필요한 교육/훈련 및 경력개발
약사면허는 취득하기 위해서는 약학대학을 졸업하여 약학사 학위를 받아야 하며 약사국가시험에 합격해야 한다.
약사면허 취득 후 지역약국에서 의약품과 관련한 보건의료서비를 제공하는 약사로 근무할 수 있다. 병원과 제약
회사로 진출하여 의약품의 안전한 사용 및 생산품질관리업무 등 관련 업무를 수행할 수 있으며, 약학 관련 연구
소에서 연구·개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 4차 산업혁명 시대의 약사는 기존의 약사 직능 수행과 함께, 제약바이
오 및 바이오헬스케어 산업을 선도할 수 있는 도전이 필요하다.

⦁정보 사이트
- 워크넷 www.work.go.kr
- 보건복지부 129 www.mohw.go.kr
- 대한약사회 (02)581-1201 www.kpanet.or.kr
-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 1544-4244 www.kuksiwon.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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