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고교생의 교과목 선택 가이드

교과목 선택 가이드는 하고 싶은 공부, 진로 분야는 있지만 어떤 학과에 진학할지 정하지 못한 고교생 또는 

학과나 전공은 정했지만 이와 관련하여 어떤 선택교과목을 이수해야 할지 고민인 학생들을 위한 안내입니다. 

01. 2015 개정 교육과정 고등학교 교과목 편제 02. 선택교과 맵

구분
교과

영역
교과(군) 공통 과목

선택 과목

일반선택 진로선택

보통

교과

기초

국어 국어 화법과 작문, 독서, 언어와 매체, 문학 실용 국어, 심화 국어, 고전 읽기

수학 수학 수학Ⅰ, 수학Ⅱ, 미적분, 확률과 통계 실용 수학, 기하, 경제 수학, 수학과제 탐구

영어 영어 영어 회화, 영어Ⅰ, 영어 독해와 작문, 영어Ⅱ 실용 영어, 영어권 문화, 진로 영어, 영미 문학 읽기

한국사 한국사

탐구

사회(역사/

도덕 포함)
통합사회

한국지리, 세계지리, 세계사, 동아시아사,  경제, 

정치와 법, 사회·문화, 생활과 윤리, 윤리와 사상
여행지리, 사회문제 탐구, 고전과 윤리

과학
통합과학

과학탐구실험
물리학Ⅰ, 화학Ⅰ, 생명과학Ⅰ, 지구과학Ⅰ 

물리학Ⅱ, 화학Ⅱ, 생명과학Ⅱ, 지구과학Ⅱ,  

과학사, 생활과 과학, 융합과학

체육

예술

체육 체육, 운동과 건강 스포츠 생활, 체육 탐구

예술

(음악/미술)
음악, 미술, 연극

음악 연주, 음악 감상과 비평, 

미술 창작, 미술 감상과 비평

생활

교양

기술·가정 기술·가정, 정보
농업 생명 과학, 공학 일반, 창의 경영,  

해양 문화와 기술, 가정과학, 지식 재산 일반

제2외국어
독일어Ⅰ, 일본어Ⅰ, 프랑스어Ⅰ, 러시아어Ⅰ, 

스페인어Ⅰ, 아랍어Ⅰ, 중국어Ⅰ, 베트남어Ⅰ

독일어Ⅱ, 일본어Ⅱ, 프랑스어Ⅱ, 러시아어Ⅱ, 

스페인어Ⅱ, 아랍어Ⅱ, 중국어Ⅱ, 베트남어Ⅱ

한문 한문Ⅰ 한문Ⅱ

교양
철학, 논리학, 심리학, 교육학, 종교학, 진로와 직업,  

보건, 환경, 실용 경제, 논술 

전문교과Ⅰ

과학계열
심화 수학Ⅰ, 심화 수학Ⅱ, 고급 수학Ⅰ, 고급 수학Ⅱ, 고급 물리학, 고급 화학, 고급 생명과학, 고급 지구과학, 물리학 실험, 

화학 실험, 생명과학 실험, 지구과학 실험, 정보과학, 융합과학 탐구, 과학과제 연구, 생태와 환경

체육계열 스포츠 개론, 체육과 진로 탐구, 체육 지도법, 육상 운동, 체조 운동, 수상 운동, 개인·대인 운동 등

예술계열 음악이론, 음악사, 시창·청음, 음악 전공 실기, 합창, 합주, 공연실습, 미술 이론, 미술사, 드로잉 등

외국어계열 심화 영어 회화Ⅰ, 심화 영어 회화Ⅱ, 심화 영어Ⅰ, 심화 영어Ⅱ, 심화 영어 독해Ⅰ, 전공 기초 독일어 등

국제계열
국제 정치, 국제 경제, 국제법, 지역 이해, 한국 사회의 이해, 비교 문화, 세계 문제와 미래 사회, 국제 관계와 국제 기구, 

현대 세계의 변화, 사회 탐구 방법, 사회과제 연구

전문교과Ⅱ
국가직무능력표준(NCS)과 연계된 17개 교과(군) 47개 기준학과에 따라 전문 공통과목, 기초과목, 실무과목으로 구분

(특성화 고등학교와 산업수요 맞춤형 고등학교 대상 교과)

※ 보통교과 선택과목(일반선택, 진로선택)을 중심으로 【선택교과 맵】을 구성하였습니다(전문교과 제외).

※ 【선택교과 맵】은 대학 진학 후 학과 공부를 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는 기초 학업 역량과 관련된 교과목을 제시합니다. 

※ 【선택교과 맵】에 제시된 과목을 이수하지 않더라도 대입 평가에 불이익은 없습니다. 

가.   【선택교과 맵】 별로 교과영역 바탕색을 확인하세요! 

 학과와 관련 있는 교과목이 많이 들어 있는 교과영역을 세 단계로 구분하였습니다.

	 [1]	 	1단계	:	해당	학과와	관련	있는	교과목이	가장 많은	교과영역

	 [2]	 	2단계	:	해당	학과와	관련	있는	교과목이	다른	교과영역에	비해	다수인	교과영역		

	 [3]	 	3단계	:	해당	학과와	관련	있는	교과목이	일부	있는	교과영역		

나. 교과목 글자의 크기와 굵기를 확인하세요! 

 어떤 교과목을 선택하여 이수해야 하는지 구분하여 표시되어 있습니다.

	 [1]	글자가	크고 굵게	표시된	교과목	:	학과와	관련성이	있어	이수를	가장 권장하는	교과목

	 [2]	글자가	크게	표시된	교과목	:	학과와	관련성이	있어	이수를	권장하는	교과목

다.  10개의 【선택교과 맵】 별로 해당 학과와 이수 권장 교과목을 비교하면서 

 자신의 진로와 적성에 맞는 학과를 선택하세요.

라. 문·이과 구분을 넘어 다양한 영역을 학습하는 것은 창의융합형 인재로 성장하는 밑거름이 됩니다.  

 【선택교과 맵】에 제시되지 않은 과목이라도 인문, 사회, 과학 교과를 두루 학습하는 것은  

 사고의 범위를 넓히고 진로를 창의적으로 설계하는 데에 도움이 됩니다.

마.  선택한 학과 별 전공소개를 꼼꼼하게 살펴서 진로 계획을 세워보세요!

03. 선택교과 맵 

 활용방법

※  교과영역 

대학알리미	표준분류에	따른	유사	계열	범주에	해당하는	학과,	해당	학과	공부에	필요한	교과영역,	권장	이수	

교과목	등을	확인할	수	있도록	구성된	맵입니다.

해당학과문학부, 프랑스언어·문화학, 중어중문학부, 독일언어·문화학과, 영어대학알리미 표준분류 계열

국어－일반

국어－진로

영어－일반

영어－진로

수학－일반

수학－진로

사회(역사/도덕 포함)－일반

사회(역사/도덕 포함)－진로

과학－일반

과학－진로

화법과	작문,	독서,		

언어와	매체,	문학

실용	국어,	심화	국어,	

고전	읽기

수학Ⅰ,	수학Ⅱ,	

미적분,	확률과	통계

실용	수학,	기하,	

경제수학,	수학과제	탐구

영어	회화,	영어Ⅰ,		

영어	독해와	작문,	

영어Ⅱ

실용	영어,	영어권	문화,	

진로	영어,	영미	문학	읽기

한국지리,	세계지리,	

세계사,	동아시아사,	경제,	

정치와	법,	사회·문화,	

생활과	윤리,	윤리와	사상

여행지리,	사회문제	탐구,		

고전과	윤리

물리학Ⅰ,	화학Ⅰ,	

생명과학Ⅰ,	지구과학Ⅰ

물리학Ⅱ,	화학Ⅱ,	

생명과학Ⅱ,	지구과학Ⅱ,	

과학사,	생활과	과학,	융합과학

체육－일반/진로 한문－일반/진로체육－일반/진로 교양 - 일반예술－일반/진로 기술가정－일반/진로 제2외국어－일반/진로

체육,	운동과	건강
한문Ⅰ			 철학,	논리학,	심리학,	

교육학,	종교학,	

진로와	직업,	보건,	

환경,	실용	경제,	논술

독일어Ⅰ,	일본어Ⅰ,	프랑스어Ⅰ,	
중국어Ⅰ,	그	외	제2외국어Ⅰ

음악,	미술,	연극 기술·가정,	정보

스포츠	생활,	

체육	탐구 한문Ⅱ
독일어Ⅱ,	일본어Ⅱ,	프랑스어Ⅱ,
중국어Ⅱ,	그	외	제2외국어Ⅱ

음악	연주,		

음악	감상과	비평,	

미술	창작,	

미술	감상과	비평

농업	생명	과학,	공학	일반,	

창의	경영,	해양	문화와	기술,	

가정과학,	지식	재산	일반

※ 표준분류란? 

대학의 유사한 학부, 학과 및 전공을 

계열 범주에 따라 분류

선택교과 맵, 학과별 전공소개,	숙명여대의	융합교육과정을	참고하여	자신의	진로와	관련된	역량을	개발하는	데	활용하기	바랍니다.

선택교과 맵 융합교육과정학과별 전공소개

자기주도적 진로 탐색과 창의적 활용

학과탐색 
가이드
활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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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어문학부, 프랑스언어·문화학과, 중어중문학부, 독일언어·문화학과, 영어영문학전공, 

테슬전공

문헌정보학과, 가족자원경영학과, 아동복지학부, 정치외교학과, 행정학과, 홍보광고학과,

소비자경제학과, 사회심리학과, 법학부, 글로벌협력전공, 앙트러프러너십전공, 미디어학부
언어•문학 사회과학 / 법학

사회현상과 인간의 사회적 행동을 탐구하는 사회과학계열의 전공에서는 여론조사방법이나 사회과학방법론 등을 공부하게 됩니다. 따라서 자료를 읽고 해석할 수 

있어야 하며, 분석적·통합적·논리적 사고가 필요합니다. 사회문화, 정치와 법, 통계, 사회문제 탐구 등의 학습은 자기주도적 학습능력을 키우고 문제해결 능력과 생각

하는 힘을 함양하는 데에 도움이 될 것입니다.

문헌정보학과 지식·정보사회에 다양한 분야의 정보 및 문헌을 처리하기 위해 온라인정보검색연습, 정보조직체계론 등을 공부하게 됩니다. 따라서 자료와 

 정보의 수집·관리와 분석에 기초가 필요하며, 정보나 지식 재산 일반 과목을 배우면 도움이 됩니다. 

홍보광고학과 공공정책 소통이나 브랜드 커뮤니케이션, 여론형성, 인식에 영향을 주는 과정을 탐구하는 홍보광고학전공은 공중의 사회심리, 여론조사,  

 미디어 이용 심리, 캠페인 기획 등을 공부하게 됩니다. 따라서 대중의 사회심리나 여론형성과정, 인식에 영향을 주는 기획 과정에 도움이 

 되는 통계학, 심리학, 대중문화 등을 공부하면 도움이 됩니다. 

소비자경제학과 소비자 관련 우리사회의 여러 현상을 과학적, 체계적으로 연구하는 학과로서 소비자 및 금융 교육, 공공분야의 정책, 빅데이터분석 등을  

 공부하게 됩니다. 다양한 사회 이슈를 이해할 수 있어야 하며 금융관련 수학이나 설문조사 관련 통계 등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사회심리학과 사회문화적·심리학적·여성학적 관점에서 인간의 행동에 따른 사회현상과 문제들을 탐구하게 됩니다. 따라서 한 가지 사회현상을 다양한  

 관점에서 바라볼 수 있는 종합적이고 분석적인 사고와 함께 인간의 행동을 과학적으로 조사하고 분석할 수 있는 지적 능력과 통찰력을  

 함양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법학부 법학부는 사회 질서의 근간이 되는 여러 분야의 법에 관해 공부합니다. 법학은 사회에서 발생한 사건과 분쟁의 해결 원리에 대한 것이므로  

 사회현상과 법질서에 대한 기본적인 관심과 이해가 필요합니다.

앙트러프러너십전공 창의력과 새로운 관점을 바탕으로 신제품·신서비스에 관한 아이디어를 도출하는 과정에 대해 배웁니다. 따라서 현재 우리의 생활환경을  

 둘러싼 다양한 현상들에 대한 통찰력을 가질 수 있도록 사회문제 탐구, 논리학, 수학, 과학, 통계학 등을 배우면 입학 후 도움이 됩니다.

언어와 문화를 탐구하는 어문계열 전공에서는 언어소통능력뿐만 아니라 다양한 문학과 문화를 배우고 경험하는 공부를 하게 됩니다. 

한국어문학부 한국문학의 창작과 분석, 한국어의 질서를 탐구하는 학과입니다. 우리말로 표현된 모든 글을 이해할 수 있는 능력과 우리 마음에 있는 모든 생각을  

 조리 있게 표현하여 전달하는 능력을 키우는 것이 필요합니다.

 UN, IOC, FIFA 등과 같은 국제기구에서 공용어로 쓰이는 프랑스어와 프랑스의 문학, 문화, 프랑스어권 국가에 대해 공부하게 됩니다.  

 문화의 상대성에 대한 올바른 인식과 타문화에 대한 관용적인 자세를 기를 수 있는 제2외국어 교과를 배우면 도움이 됩니다

테슬전공 한국어-영어를 바탕으로 이중 언어 및 다언어사용능력을 기르고 활용하는 데 도움을 주는 교수법, 프로그램 개발 등의 공부를 하게 됩니다.  

 영어자료를 읽는 능력과 타문화에 대한 이해를 함양할 수 있는 사회, 세계사 등을 공부하면 도움이 됩니다.

국어－일반

국어－진로

영어－일반

영어－진로

수학－일반

수학－진로

사회(역사/도덕 포함)－일반

사회(역사/도덕 포함)－진로

과학－일반

과학－진로

화법과 작문, 독서,  

언어와 매체, 문학

실용	국어,	심화	국어,	

고전	읽기

수학Ⅰ,	수학Ⅱ,	

미적분,	확률과	통계

실용	수학,	기하,	

경제수학,	수학과제	탐구

영어 회화, 영어Ⅰ,  

영어 독해와 작문, 

영어Ⅱ

실용	영어,	영어권	문화,	

진로	영어,	영미	문학	읽기

한국지리,	세계지리,	

세계사,	동아시아사,	경제,	

정치와	법,	사회·문화,	

생활과	윤리,	윤리와	사상

여행지리,	사회문제	탐구,	

고전과	윤리

물리학Ⅰ,	화학Ⅰ,	

생명과학Ⅰ,	지구과학Ⅰ

물리학Ⅱ,	화학Ⅱ,	

생명과학Ⅱ,	지구과학Ⅱ,	

과학사,	생활과	과학,	융합과학

국어－일반

국어－진로

영어－일반

영어－진로

수학－일반

수학－진로

사회(역사/도덕 포함)－일반

사회(역사/도덕 포함)－진로

과학－일반

과학－진로

화법과	작문,	독서,  

언어와	매체,	문학

실용	국어,	심화	국어,	

고전	읽기

수학Ⅰ,	수학Ⅱ,	

미적분,	확률과 통계

실용	수학,	기하,	

경제수학,	수학과제	탐구

영어	회화,	영어Ⅰ,  

영어 독해와 작문, 

영어Ⅱ

실용	영어,	영어권	문화,	

진로	영어,	영미	문학	읽기

한국지리,	세계지리,	

세계사,	동아시아사,	경제, 

정치와 법, 사회·문화, 

생활과	윤리,	윤리와	사상

여행지리,	사회문제	탐구,	

고전과	윤리

물리학Ⅰ,	화학Ⅰ,	

생명과학Ⅰ,	지구과학Ⅰ

물리학Ⅱ,	화학Ⅱ,	

생명과학Ⅱ,	지구과학Ⅱ,	

과학사,	생활과	과학,	융합과학

체육－일반/진로 한문－일반/진로체육－일반/진로 교양 - 일반예술－일반/진로 기술가정－일반/진로 제2외국어－일반/진로

체육,	운동과	건강
한문Ⅰ	  철학,	논리학,	심리학,	

교육학,	종교학,	

진로와	직업,	보건,	

환경,	실용	경제,	논술

독일어Ⅰ,	일본어Ⅰ,	프랑스어Ⅰ,
중국어Ⅰ,	그	외	제2외국어Ⅰ

음악,	미술,	연극 기술·가정,	정보

스포츠	생활,	
체육	탐구 한문Ⅱ

독일어Ⅱ,	일본어Ⅱ,	프랑스어Ⅱ,
중국어Ⅱ,	그	외	제2외국어Ⅱ

음악	연주,		
음악	감상과	비평,	
미술	창작,	

미술	감상과	비평

농업	생명	과학,	공학	일반,	
창의	경영,	해양	문화와	기술,	
가정과학,	지식	재산	일반

체육－일반/진로 한문－일반/진로체육－일반/진로 교양 - 일반예술－일반/진로 기술가정－일반/진로 제2외국어－일반/진로

체육,	운동과	건강
한문Ⅰ			 철학,	논리학,	

심리학,	교육학,	
종교학,	진로와	직업,	

보건,	환경,	실용	경제,	

논술

독일어Ⅰ,	일본어Ⅰ,	프랑스어Ⅰ,

중국어Ⅰ,	그	외	제2외국어Ⅰ

음악,	미술,	연극 기술·가정,	정보

스포츠	생활,	
체육	탐구 한문Ⅱ

독일어Ⅱ,	일본어Ⅱ,	프랑스어Ⅱ,

중국어Ⅱ,	그	외	제2외국어Ⅱ

음악	연주,		
음악	감상과	비평,	
미술	창작,	

미술	감상과	비평

농업	생명	과학,	공학	일반,	

창의	경영,	해양	문화와	기술,	
가정과학,	지식	재산	일반

역사문화학과, 일본학과인문학

역사문화학과 한국사·동양사·서양사에 대한 체계적 학습과 연구를 하므로 한국사, 동아시아사, 세계사, 한문 등에 대한 공부가 필요하며 영어, 중국어 등 외국어  

 학습은 사료를 해석하고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일본학과 학제 간 연구를 통해 일본을 종합적으로 이해하는 것에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따라서 특정지역을 이해하는 방법론인 지역학연구방법론 등을  

 습득하기 위해서 역사와 문화에 대한 학습이 필요합니다. 

국어－일반

국어－진로

영어－일반

영어－진로

수학－일반

수학－진로

사회(역사/도덕 포함)－일반

사회(역사/도덕 포함)－진로

과학－일반

과학－진로

화법과	작문,	독서,		

언어와	매체,	문학

실용	국어,	심화	국어,	

고전	읽기

수학Ⅰ,	수학Ⅱ,	

미적분,	확률과	통계

실용	수학,	기하,	

경제수학,	수학과제	탐구

영어	회화,	영어Ⅰ,		

영어	독해와	작문,	

영어Ⅱ

실용	영어,	영어권	문화,	

진로	영어,	영미	문학	읽기

한국지리, 세계지리, 

세계사, 동아시아사,	경제,	

정치와	법,	사회·문화,	

생활과	윤리,	윤리와	사상

여행지리,	사회문제	탐구,	

고전과	윤리

물리학Ⅰ,	화학Ⅰ,	

생명과학Ⅰ,	지구과학Ⅰ

물리학Ⅱ,	화학Ⅱ,	

생명과학Ⅱ,	지구과학Ⅱ,	

과학사,	생활과	과학,	융합과학

체육－일반/진로 한문－일반/진로체육－일반/진로 교양 - 일반예술－일반/진로 기술가정－일반/진로 제2외국어－일반/진로

체육,	운동과	건강
한문Ⅰ	  철학,	논리학,	심리학,	

교육학,	종교학,	

진로와	직업,	보건,	

환경,	실용	경제,	논술

독일어Ⅰ,	일본어Ⅰ,	프랑스어Ⅰ,
중국어Ⅰ,	그	외	제2외국어Ⅰ

음악,	미술,	연극 기술·가정,	정보

스포츠	생활,	
체육	탐구 한문Ⅱ

독일어Ⅱ,	일본어Ⅱ,	프랑스어Ⅱ,
중국어Ⅱ,	그	외	제2외국어Ⅱ

음악	연주,		
음악	감상과	비평,	
미술	창작,	

미술	감상과	비평

농업	생명	과학,	공학	일반,	
창의	경영,	해양	문화와	기술,	
가정과학,	지식	재산	일반

프랑스언어• 
문화학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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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관광학전공, 르꼬르동블루외식경영전공, 경제학부, 경영학부 의류학과

교육학부 화학과, 생명시스템학부, 식품영양학과

경영•경제 생활과학

교육 화학•생명과학•환경

패션 마케팅 및 패션 머천다이징, 패션 디자인 및 복식 미학, 동양·한국 복식 미학, 의복생산 및 의복구성학, 텍스타일 분야 등을 배우는 실용학문이자 융합학문인  

의류학은 다양하게 접근하고 이해할 수 있는 준비가 필요하기 때문에 사회·문화, 화학, 생활과 과학, 가정과학 등의 과목을 배우면 입학 후 도움이 됩니다.  

패션 디자인을 연구하는 분야에서는 미술사조, 색상, 질감, 형태 등을 학습하여 디자인을 창작하므로 미술 창작과 작품 감상을 많이 하면 학업에 도움이 됩니다.

 유형적 가치소비뿐만 아니라 독특한 서비스·체험의 무형적 가치소비 중요성을 수반하는 호스피탈러티·외식분야의 차별화된 경영을 배우게  

 됩니다. 이를 위해 사회·문화·경제·심리·통계에 대한 이해와 분석능력 및 문제해결능력이 필요합니다. 또한 국내 트렌드에 큰 영향을 미치는 세계  

 호스피탈러티·외식분야의 빠른 변화 파악 및 소통이 가능하도록 언어공부를 병행하면 입학 후 도움이 됩니다. 

르꼬르동블루 
외식경영전공 

교육학은 교육에 관한 여러 현상들을 이해하고 연구하는 학문으로, 교육의 질적 개선을 위한 이론 습득과 현장에서의 실습을 수행합니다. 따라서 사회와 문화에  

대한 이해를 제공해 줄 수 있는 사회학이나 가치를 판단할 수 있는 철학에 대한 지식이 도움이 됩니다.

생명시스템학부 생명과학II, 화학II 등의 교과뿐만 아니라 생명과학지식을 학습하는 데에는 영어 이해와 영어 구사능력, 유전정보와 생명현상의 관련성을 이해 

 하는 데에는 수학적 지식 등이 필요합니다. 나아가 빅데이터를 다루는 생물정보학, 실험데이터를 해석해야 하는 실험생물학 등의 분야에서  

 필요한 코딩 지식, 통계학적 지식까지 배우면 입학 후 전공지식 학습에 크게 도움이 됩니다.

국어－일반

국어－진로

영어－일반

영어－진로

수학－일반

수학－진로

사회(역사/도덕 포함)－일반

사회(역사/도덕 포함)－진로

과학－일반

과학－진로

화법과	작문,	독서,  

언어와	매체,	문학

실용	국어,	심화	국어,	

고전	읽기

수학Ⅰ,	수학Ⅱ,	

미적분,	확률과 통계

실용	수학,	기하,	

경제수학,	수학과제	탐구

영어 회화, 영어Ⅰ,  

영어 독해와 작문, 

영어Ⅱ

실용	영어,	영어권	문화,	

진로	영어,	영미	문학	읽기

한국지리,	세계지리,	

세계사,	동아시아사,	경제,	

정치와	법,	사회·문화,	

생활과	윤리,	윤리와	사상

여행지리,	사회문제	탐구,	

고전과	윤리

물리학Ⅰ,	화학Ⅰ,	

생명과학Ⅰ,	지구과학Ⅰ

물리학Ⅱ,	화학Ⅱ,	

생명과학Ⅱ,	지구과학Ⅱ,	

과학사,	생활과	과학,	융합과학

국어－일반

국어－진로

영어－일반

영어－진로

수학－일반

수학－진로

사회(역사/도덕 포함)－일반

사회(역사/도덕 포함)－진로

과학－일반

과학－진로

화법과	작문,	독서,  

언어와	매체,	문학

실용	국어,	심화	국어,	

고전	읽기

수학Ⅰ,	수학Ⅱ,	

미적분,	확률과 통계

실용	수학,	기하,	

경제수학,	수학과제	탐구

영어	회화,	영어Ⅰ,		

영어	독해와	작문,	

영어Ⅱ

실용	영어,	영어권	문화,	

진로	영어,	영미	문학	읽기

한국지리,	세계지리,	

세계사,	동아시아사,	경제,	

정치와	법,	사회·문화,	
생활과	윤리,	윤리와	사상

여행지리,	사회문제	탐구,	

고전과	윤리

물리학Ⅰ,	화학Ⅰ,	
생명과학Ⅰ,	지구과학Ⅰ

물리학Ⅱ,	화학Ⅱ,	

생명과학Ⅱ,	지구과학Ⅱ,	과학사,	

생활과	과학,	융합과학

국어－일반 국어－일반

국어－진로 국어－진로

영어－일반 영어－일반

영어－진로 영어－진로

수학－일반 수학－일반

수학－진로 수학－진로

사회(역사/도덕 포함)－일반 사회(역사/도덕 포함)－일반

사회(역사/도덕 포함)－진로 사회(역사/도덕 포함)－진로

과학－일반 과학－일반

과학－진로 과학－진로

화법과 작문, 독서,  

언어와 매체, 문학
화법과	작문,	독서,		
언어와	매체,	문학

실용	국어,	심화	국어,	

고전	읽기

실용	국어,	심화	국어,	

고전	읽기

수학Ⅰ,	수학Ⅱ,	

미적분,	확률과	통계

수학Ⅰ, 수학Ⅱ,	

미적분,	확률과 통계

실용	수학,	기하,	

경제수학,	수학과제	탐구

실용	수학,	기하,	

경제수학,	수학과제	탐구

영어 회화, 영어Ⅰ,  

영어 독해와 작문,	

영어Ⅱ

영어	회화, 영어Ⅰ,  

영어	독해와	작문,	

영어Ⅱ

실용	영어,	영어권	문화,	
진로	영어,	영미	문학	읽기

실용	영어,	영어권	문화,	

진로	영어,	영미	문학	읽기

한국지리,	세계지리,	

세계사,	동아시아사,	경제,	

정치와	법,	사회·문화,	

생활과 윤리, 윤리와 사상

한국지리,	세계지리,	

세계사,	동아시아사,	경제,	

정치와	법,	사회·문화,	

생활과	윤리,	윤리와	사상

여행지리,	사회문제	탐구,	
고전과	윤리

여행지리,	사회문제	탐구,	

고전과	윤리

물리학Ⅰ,	화학Ⅰ,	

생명과학Ⅰ,	지구과학Ⅰ

물리학Ⅰ,	화학Ⅰ,	

생명과학Ⅰ,	지구과학Ⅰ

물리학Ⅱ,	화학Ⅱ,	

생명과학Ⅱ,	지구과학Ⅱ,	

과학사,	생활과	과학,	융합과학

물리학Ⅱ,	화학Ⅱ,	

생명과학Ⅱ,	지구과학Ⅱ,	
과학사,	생활과	과학,	융합과학

체육－일반/진로

체육－일반/진로

한문－일반/진로

한문－일반/진로

체육－일반/진로

체육－일반/진로

교양 - 일반

교양 - 일반

예술－일반/진로

예술－일반/진로

기술가정－일반/진로

기술가정－일반/진로

제2외국어－일반/진로

제2외국어－일반/진로

체육,	운동과	건강

체육,	운동과	건강

한문Ⅰ			

한문Ⅰ	  

철학,	논리학,	심리학,	
교육학,	종교학,	

진로와	직업,	보건,	
환경,	실용	경제,	논술

철학,	논리학,	

심리학,	교육학,	

종교학,	진로와	직업,	
보건,	환경,	실용	경제,	

논술

독일어Ⅰ,	일본어Ⅰ,	프랑스어Ⅰ,

중국어Ⅰ,	그	외	제2외국어Ⅰ

독일어Ⅰ,	일본어Ⅰ,	프랑스어Ⅰ,

중국어Ⅰ,	그	외	제2외국어Ⅰ

음악,	미술,	연극

음악,	미술,	연극

기술·가정,	정보

기술·가정,	정보

스포츠	생활,	
체육	탐구

스포츠	생활,	
체육	탐구

한문Ⅱ

한문Ⅱ

독일어Ⅱ,	일본어Ⅱ,	프랑스어Ⅱ,

중국어Ⅱ,	그	외	제2외국어Ⅱ

독일어Ⅱ,	일본어Ⅱ,	프랑스어Ⅱ,

중국어Ⅱ,	그	외	제2외국어Ⅱ

음악	연주,		
음악	감상과	비평,	
미술	창작,	

미술	감상과	비평

음악	연주,		
음악	감상과	비평,	
미술	창작,	

미술	감상과	비평

농업	생명	과학,	공학	일반,	

창의	경영,	해양	문화와	기술,	
가정과학,	지식	재산	일반

농업	생명	과학,	공학	일반,	
창의	경영,	해양	문화와	기술,	
가정과학,	지식	재산	일반

체육－일반/진로

체육－일반/진로

한문－일반/진로

한문－일반/진로

체육－일반/진로

체육－일반/진로

교양 - 일반

교양 - 일반

예술－일반/진로

예술－일반/진로

기술가정－일반/진로

기술가정－일반/진로

제2외국어－일반/진로

제2외국어－일반/진로

체육,	운동과	건강

체육,	운동과	건강

한문Ⅰ			

한문Ⅰ			

철학,	논리학,	심리학,	

교육학,	종교학,	

진로와	직업,	보건,	

환경,	실용	경제,	논술

철학,	논리학,	심리학,	

교육학,	종교학,	

진로와	직업,	보건,	

환경,	실용	경제,	논술

독일어Ⅰ,	일본어Ⅰ,	프랑스어Ⅰ,

중국어Ⅰ,	그	외	제2외국어Ⅰ

독일어Ⅰ,	일본어Ⅰ,	프랑스어Ⅰ,

중국어Ⅰ,	그	외	제2외국어Ⅰ

음악,	미술,	연극

음악,	미술,	연극

기술·가정,	정보

기술·가정,	정보

스포츠	생활,	
체육	탐구

스포츠	생활,	
체육	탐구

한문Ⅱ

한문Ⅱ

독일어Ⅱ,	일본어Ⅱ,	프랑스어Ⅱ,

중국어Ⅱ,	그	외	제2외국어Ⅱ

독일어Ⅱ,	일본어Ⅱ,	프랑스어Ⅱ,

중국어Ⅱ,	그	외	제2외국어Ⅱ

음악	연주,	
음악	감상과	비평,	
미술	창작,	

미술	감상과	비평

음악	연주,		
음악	감상과	비평,	
미술	창작,	

미술	감상과	비평

농업	생명	과학,	공학	일반,	

창의	경영,	해양	문화와	기술,	

가정과학,	지식	재산	일반

농업	생명	과학,	공학	일반,	
창의	경영,	해양	문화와	기술,	

가정과학,	지식	재산	일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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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학과, 통계학과 IT공학전공, 전자공학전공, 응용물리전공, 컴퓨터과학전공, 소프트웨어융합전공

화공생명공학부, 기계시스템학부 기초공학부

수학 전기•전자•컴퓨터 / 재료

화공•고분자•에너지 / 기계 N.C.E

전자공학전공 4차 산업혁명의 기반이 되는 전자공학에서는 우리가 사용하는 전자기기 및 이를 구성하는 소자, 그리고 전자시스템에 대한 다양한 원리를 공부 

 하므로 수학적인 지식 및 물리의 전기, 자기에 대한 지식이 있으면 도움이 됩니다. 

응용물리전공 물리학 지식을 토대로 반도체·전자재료, 나노·신소재 등의 다양한 물성을 공부하고 첨단산업에의 응용 능력을 기르게 됩니다. 따라서 미적분을 

 포함한 수학과 물리학I 수준의 지식, 그리고 물리학II의 학습 경험이 있으면 도움이 됩니다.

통계학과 현대 통계학은 자연과학, 사회과학 구분 없이 다양한 분야에 응용되고 있는 학문입니다. 응용분야에 이해가 부족하다면 그만큼 통계학을 활용할 수  

 있는 영역이 좁아집니다. 통계학은 수학을 기반으로 하고 있지만 통계학을 활용하는 측면에서 컴퓨터, 경제, 경영, 생물 등 다양한 분야의 상식을 쌓는  

 것도 중요합니다. 

화공생명공학부는 자연과학과 공학적 지식에 기반한 대표적인 융합학문이라 할 수 있으며, 기계시스템학부에서는 헬스케어, 로봇, 자동차, 에너지분야 등을 포함한 

미래 융합기술을 중점적으로 공부하게 됩니다. 따라서 물리, 화학, 수학 과목 등을 학습하면 도움이 됩니다.

자기주도적인 진로설계에 따른 맞춤형 전공 선택이 이루어지는 기초공학부에서는 공학 기초 교과와 프로그래밍 기초 교과를 공부하게 됩니다. 따라서 수학, 물리,  

화학, 생명과학분야 지식 및 컴퓨터 관련 기초 지식이 있으면 입학 후 도움이 됩니다.

국어－일반

국어－진로

영어－일반

영어－진로

수학－일반

수학－진로

사회(역사/도덕 포함)－일반

사회(역사/도덕 포함)－진로

과학－일반

과학－진로

화법과	작문,	독서,  

언어와	매체,	문학

실용	국어,	심화	국어,	

고전	읽기

수학Ⅰ,	수학Ⅱ, 

미적분, 확률과 통계

실용	수학,	기하,	

경제수학,	수학과제	탐구

영어	회화, 영어Ⅰ,  

영어	독해와	작문,	

영어Ⅱ

실용	영어,	영어권	문화,	

진로	영어,	영미	문학	읽기

한국지리,	세계지리,	

세계사,	동아시아사,	경제,	

정치와	법,	사회·문화,	

생활과	윤리,	윤리와	사상

여행지리,	사회문제	탐구,	

고전과	윤리

물리학Ⅰ,	화학Ⅰ,	

생명과학Ⅰ,	지구과학Ⅰ

물리학Ⅱ,	화학Ⅱ,	

생명과학Ⅱ,	지구과학Ⅱ,	

과학사,	생활과	과학,	융합과학

국어－일반

국어－진로

영어－일반

영어－진로

수학－일반

수학－진로

사회(역사/도덕 포함)－일반

사회(역사/도덕 포함)－진로

과학－일반

과학－진로

화법과	작문,	독서,		

언어와	매체,	문학

실용	국어,	심화	국어,	

고전	읽기

수학Ⅰ, 수학Ⅱ, 

미적분, 확률과 통계

실용	수학,	기하,	

경제수학,	수학과제	탐구

영어	회화,	영어Ⅰ,		

영어	독해와	작문,	

영어Ⅱ

실용	영어,	영어권	문화,	

진로	영어,	영미	문학	읽기

한국지리,	세계지리,	

세계사,	동아시아사,	경제,	

정치와	법,	사회·문화,	

생활과	윤리,	윤리와	사상

여행지리,	사회문제	탐구,	

고전과	윤리

물리학Ⅰ,	화학Ⅰ,	

생명과학Ⅰ,	지구과학Ⅰ

물리학Ⅱ,	화학Ⅱ,	

생명과학Ⅱ,	지구과학Ⅱ,	과학사,	

생활과	과학,	융합과학

국어－일반 국어－일반

국어－진로 국어－진로

영어－일반 영어－일반

영어－진로 영어－진로

수학－일반 수학－일반

수학－진로 수학－진로

사회(역사/도덕 포함)－일반 사회(역사/도덕 포함)－일반

사회(역사/도덕 포함)－진로 사회(역사/도덕 포함)－진로

과학－일반 과학－일반

과학－진로 과학－진로

화법과	작문,	독서,		

언어와	매체,	문학

화법과	작문,	독서,		
언어와	매체,	문학

실용	국어,	심화	국어,	

고전	읽기

실용	국어,	심화	국어,	

고전	읽기

수학Ⅰ, 수학Ⅱ, 

미적분, 확률과 통계

수학Ⅰ, 수학Ⅱ, 

미적분, 확률과 통계

실용	수학,	기하,	
경제수학,	수학과제	탐구

실용	수학,	기하,	
경제수학,	수학과제	탐구

영어	회화,	영어Ⅰ,		

영어	독해와	작문,	

영어Ⅱ

영어	회화,	영어Ⅰ,  

영어	독해와	작문,	
영어Ⅱ

실용	영어,	영어권	문화,	

진로	영어,	영미	문학	읽기

실용	영어,	영어권	문화,	

진로	영어,	영미	문학	읽기

한국지리,	세계지리,	

세계사,	동아시아사,	경제,	

정치와	법,	사회·문화,	

생활과	윤리,	윤리와	사상

한국지리,	세계지리,	

세계사,	동아시아사,	경제,	

정치와	법,	사회·문화,	

생활과	윤리,	윤리와	사상

여행지리,	사회문제	탐구,	

고전과	윤리

여행지리,	사회문제	탐구,	

고전과	윤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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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어문학부
DIVISION OF 
KOREAN LANGUAGE & LITERATURE

SINCE 1948

시대를 비추는 거울,

세계로 뻗어나가는 한국어문학의 꿈

역사의 중심에서 과거와 현재,

그리고 미래를 읽어내다

한국어문학부는 21세기 문화콘텐츠시대를 맞이하여 일고 있는 한류열풍의 중심에서, 창의력과 사

고력을 바탕으로 시대의 흐름을 이끌고 국제화시대에 부응할 수 있는 인재 양성을 교육목표로 삼

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정통 국어국문학 연구와 함께 ‘국제한국어교육’, ‘스토리텔링’ 등을 연계전

공으로 개설하여 폭넓고 다양한 분야의 인재를 배출하고자 합니다.

역사문화학과는 역사와 문화에 대한 다양한 탐구를 통해 인류문명을 이해하고 인간이 나아가야 

할 길과 그 방향을 모색하는 것을 목표로 삼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세부전공인 한국사·동양사·서

양사에 대한 체계적 학습과 연구를 바탕으로 정치, 경제, 사회 등 다양한 분야의 지식을 융합하여 

종합적 사고가 가능한 창조적 인재를 양성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역사문화학과
DEPARTMENT OF 
HISTORY & CULTURE

SINCE 1959

학과 활동 학과 활동

�  학술기행

매년 5월 따뜻한 봄날에 교수, 동기, 선후배들과 함

께 자연을 벗 삼아 문학과 역사의 발자취가 남아 

있는 배움의 현장으로 떠납니다. 학술기행을 통해 

학생들은 문학의 산실을 직접 체험하며, 서로 공

감하고 소통하는 시간을 갖는답니다.

�  청파백일장

매년 10월 낙엽이 질 무렵, 한국어문학부에서는 정

해진 주제에 맞춰 운문부와 산문부로 나누어 청파

백일장을 개최하며, 수상작은 매년 2월에 발간하

는 한국어문학부의 문집 『청파문학』에 수록됩니다.

�  시와 산문의 밤

매년 11월 찬 바람이 불 무렵에 개최되는 ‘시와 산

문의 밤’ 행사에서는 문학을 사랑하는 한국어문학

부 학생들이 모여 자신이 지은 시와 산문을 발표하

고, 평소 보고 싶던 문인을 모셔 삶과 예술에 대한 

특강도 듣는답니다.

�  학술특강(청춘멘토링)

한국어문학부에서는 매 학기마다 교육계, 문학계, 

방송계, 출판계 등 분야별로 진출해 있는 졸업생들

과의 특별한 만남의 자리를 만들고 있습니다. 선배

들의 생생한 경험담을 듣고, 선배들의 모습을 거울로 

삼아 자기 발전의 터닝 포인트로 삼기도 한답니다.

�  학회

현재 한국어문학부 학회로는 시학회 ‘詩오름’, 소

설학회 ‘미소’, 문예창작학회 ‘글마실’, 창작연극

학회 ‘연·愛’, 사회과학학회 ‘사과나무’, 영화학회 

‘LA;ON’ 등이 있답니다.

�  춘계 정기 답사/하계 중국 답사

역사문화학과에서는 답사부가 주축이 되어 5월에

는 춘계 정기 답사를 진행하고, 여름방학을 이용

해서는 하계 중국 답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답사 

이후에는 사진전, 학술발표회, 전시회탐방 등 관

련 행사를 통해 학생들의 자기주도적 학습태도와 

학업능력을 향상시키고 있습니다.

�  역사문화인의 밤

매년 11월에 개최되는 '역사문화인의 밤'은 학과 교

수님들과 학우들이 지난 1년을 되돌아보며 친목을 

도모하는 역사문화인만의 특별한 축제입니다. 영

상물 제작, 연극, 춤, 악기 등 각종 공연을 기획하며 

발표하는 등 즐거운 시간을 통해 역사문화학과의  

1년을 마무리합니다.

�  학회 ‘한울’

‘한울’은 역사문화학과 학생회에 속해 있는 한국사

연구회로서 한국사에 대한 심도 있는 학습을 진행

하고, 격주로 한국사 관련 세미나를 갖고 관련된 

주제에 대해 발표 및 토론을 진행합니다.

�  학과장학금

청사회 장학금, 김자은 장학금, 한국사학과 동문 

장학금

학과에 적합한 학생

•  우리말과 우리 문화에 자부심을 가지고 학

문적으로 더 깊이 있게 배우고자 하는 학생 

•  국어학, 고전문학, 현대문학 등의 읽기나 

창작에 대한 관심이 많은 학생

•   외국인을 위한 한국어교육에 관심이 많은 

학생

•  문화콘텐츠 생산에 필요한 상상력을 계발

하는 스토리텔링 등에 흥미가 있는 학생

준비사항

•   고등학교 교과목 중 글쓰기와 읽기를 비롯

한 어문학 전반에 대한 공부 중요

•  많은 문학작품과 다방면에 걸친 독서를 통

해 문학적 감수성과 상상력을 증진하는 노

력 필요 

•  국제화시대에 부응하여 자랑스러운 한글

과 한국문학을 널리 알릴 수 있도록 외국

어 공부 필요

학과에 적합한 학생

•   동·서양의 역사에 대한 강한 지적 호기심

과 탐구

•   역사관련 유적 및 유물에 대한 많은 관심

•    다양한 역사 콘텐츠에 대한 관심

준비사항

•   한국사, 동아시아사, 세계사, 한문 등을 공부

•   영어, 중국어 등의 외국어 학습

전공과정

•  국어학 : 우리말과 글의 문법, 외국어와 다

른 구조 및 변천사 등을 연구

•  고전문학 : 우리 민족이 향유해 온 장르들

인 향가, 시조 등을 비롯한 고전시가와 춘

향전, 열하일기 등을 비롯한 고전산문을 

연구

•  현대문학 : 시, 소설, 수필, 희곡, 평론 등 

다양한 문학 작품과 작가 연구

세부전공과정

•  국제한국어교육전공 : 국문학과 국어학을 

바탕으로, 외국인을 위한 한국어 교육에 관

심이 있는 경우 선택할 수 있는 세부전공

•  미디어문예창작전공 : 창작분야에 관심이 

있다면 문화콘텐츠 생산에 필요한 상상력

을 계발할 수 있는 세부전공

연계전공

•  스토리텔링전공

•  국제한국어교육전공

교직이수

•  중등학교 정교사(2급) 국어 

교과과정

•   한국사 : 한국 역사의 시작부터 현대에 이

르는 모든 역사에 대한 탐구 및 연구

•   동아시아사 : 크게 중국사, 일본사 등이 해

당되며 해당 역사에 대한 학습과 역사적 

관계에 대해 연구

•   서양사 : 유럽사, 미국사 등을 포함하며 해

당 역사에 대한 학습과 역사적 관계에 대

해 연구

학기별로 구분된 이수단계와  

전공·교양과정에 따라 학점 이수

•   1학기 : 역사문화탐구의길잡이, 조선시대 

정치사

•    2학기 : 고려시대정치와사회, 해방이후의

한국역사, 서양고대사

•   교양 : 세계유산과한국문화의이해, 한국

역사의이해와활용Ⅰ·Ⅱ, 서양의역사와문화

교직이수

•  중등학교 정교사(2급) 역사

•  교육분야 : 중등 국어 교사, 외국인을 위한 한국어 교사

•  창작분야 : 문학(시, 소설 등) 작가, 시나리오 작가

•  방송 및 언론분야 : 프로듀서, 아나운서, 기자, 스크립터 등

•  출판분야 : 출판인, 편집자, 기고가 등

•  문화분야 : 카피라이터, 문화콘텐츠 전문가 등

•  연구분야 : 교수, 국립국어원 등의 연구원

•    교육계 : 중·고교 교사, 강사, 대학교수

•   방송·언론계 : 신문사, 문화콘텐츠 제작 및 운영

•  문화예술계 : 문화재청, 학예연구사, 지역문화원

•  대학원 : 본인이 연구하고 싶은 세부전공을 정하여 보다 전문적인 연구를 진행

입학 전 입학 전

재학 중

재학 중

졸업 후 진로

진로설계 로드맵 진로설계 로드맵 

TEL. 02-710-9310   

E-mail. km9310@sookmyung.ac.kr

WEB. http://korean.sookmyung.ac.kr 

TEL. 02-710-9361   

E-mail. histo-culture@sookmyung.ac.kr   

WEB. http://history.sookmyung.a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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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랑스언어• 

문화학과
DEPARTMENT OF 
FRENCH LANGUAGE & CULTURE

SINCE 1963

문화의 시작에서

세계의 부름에 응답하다

중국어의 힘,

응답하라 21세기!

프랑스언어·문화학과는 실무적인 의사소통 능력과 프랑스의 고급문화 및 예술에 대한 이해를 바탕

으로 국제화된 감각과 글로벌 시대를 살아가는 창의성을 갖춘 미래인재 양성에 기여하는 것을 목

표로 삼고 있습니다. 원어강의와 어학연수 등의 다양한 학습기회를 통해 학생들의 의사소통능력을 

배양하여 국제화·정보화 사회에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인재와 프랑스 문화 전반에 대한 심도 

있는 탐구를 통해 인문학적 통찰력과 창조적 비전을 겸비한 글로벌 리더를 양성하고자 합니다. 

중어중문학부는 중국어 능력과 중국에 대한 전문적 지식을 갖추어 한·중 교류는 물론, 나아가 국

제사회를 무대로 활동하고 기여할 수 있는 글로벌 여성리더를 양성하고자 하는 것을 교육목표로 

삼고 있습니다. 민족적 긍지와 인문적 소양을 바탕으로 미래를 선도하는 국제적 감각을 지닌 창조

적 인재와 부드러운 힘과 섬김 리더십으로 학생을 변화시키며 교사의 본분을 사명으로 이행할 수 

있는 리더십을 가진 인재, 그리고 중국 인문정신과 중국문화에 대한 전문성과 학문관을 겸비하고 

능숙한 중국어를 구사하는 중국 전문가를 인재상으로 삼아 전문적인 교육과정을 운영하고 있습니

다. 이를 통해 중국 전문가가 되어 인문학적 소양을 바탕으로 국제무대의 중심에서 영향력을 끼치

는 부드러운 힘의 리더로 거듭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중어중문학부
DIVISION OF 
CHINESE LANGUAGE & LITERATURE

SINCE 1972

학과 활동 학과 활동

�  프랑스어 연극 학회 ‘페르소나’

프랑스언어·문화학과 학생들은 2년에 한 번씩 프

랑스어로 진행되는 원어연극을 준비합니다. 프랑

스어로 직접 대사를 암기하고 원어민 교수님의 발

음 교정을 받으면서 자연스럽게 프랑스어 실력을 

향상시킬 수 있는 좋은 기회랍니다.

�  학과 국제교류 프로그램

프랑스 명문 파리 도핀 대학과 복수학위를 운영하

고 있으며 2017년도에 파리 도핀 대학과 학부 탐

방 프로그램 MOU를 체결한 이후 양국 학생 교류 

및 매년 도핀 대학 교수의 본교 특강을 진행하는 

등 활발한 교류를 지속하고 있습니다.

�  샹송대회

매년 5월 전교생을 대상으로 샹송 대회를, 2학기

에는 격년으로 원어 연극 및 시와 샹송의 밤 행사

를 진행합니다. 특히 샹송대회는 프랑스언어·문화

학과가 개최하는 대표적인 행사로 타과 학생들도 

많이 참가하고 있답니다. 프랑스 노래인 샹송을 부

르면서 자연스럽게 프랑스 단어도 외우고 프랑스 

문화도 접하게 되는 좋은 기회랍니다.

�  보졸레누보

11월 셋째 주에는 프랑스의 포도주 보졸레누보가 

출시되는 것을 기념으로 학과차원에서 보졸레누

보 행사를 개최하여 프랑스 치즈를 맛보면서 와인

을 시음하는 행사가 열립니다. 학생들은 행사를 통

해 프랑스의 식문화를 배우며 교수, 동기, 선후배

와 진솔하고 깊은 대화를 나누기도 한답니다.

�  학회

중어중문학부는 세 가지의 학회가 있어 학생들에

게 다양한 기회의 장을 제공하고 있답니다. 먼저 

‘기획홍보학회’는 학회지 ‘愛’를 발행하는 활동을, 

‘원어연극학회’는 중국어 원어 연극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학술문화학회’는 학술제 준비 

및 중국 관련 스터디 활동을 하고 있답니다.

�  중국단기연수

중국 단기연수 프로그램을 매년 여름방학 기간 중

에 진행하고 있습니다. 학생들은 단기연수를 통해 

중국어 공부 및 문화체험을 하면서 전공학점 취득

도 가능하답니다.

�  전공특강

매년 1~3차례 학부를 졸업한 선배님이나 다른 대

학교 혹은 중국인 교수님이 진행하는 특강이 개설

됩니다. 특강 주제는 연사에 따라 다양하게 준비되

어 기존 학교의 커리큘럼에서 접할 수 없는 새로운 

정보 전달에 초점을 두고 있답니다.

�  중문인의 밤

매년 2학기에 개최되는 '중문인의 밤'은 교수님, 재

학생 그리고 졸업생이 한자리에 모이는 행사로, 지

난 학기를 되돌아보고 다음 해를 준비하는 행사입

니다. 졸업생이 멘토가 되어 재학생에게 취업에 대

한 조언을 해주는 시간을 마련하는 등 매년 유익한 

행사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학과에 적합한 학생

•  프랑스어에 대한 관심 

•  문학작품을 비롯한 문화예술 영역에 대한 

관심

•   폭넓은 사유가 가능한 학생

준비사항

•   문화 예술 전반에 대한 기초지식 함양

•  기초 프랑스어에 대한 학습 

학과에 적합한 학생

• 중국 어학에 대한 소질

•   중국문학과 문화에 대한 관심과 열정

•    넓은 시각으로 어학과 문화를 수용하는 

태도

준비사항

•   중국 관련 도서 및 뉴스 탐구

교과과정

•  프랑스언어 : 문법, 작문, 회화, 토론 등의 

이론과 적용 습득

 -대표 교과목 : 프랑스어회화Ⅰ·Ⅱ

•  프랑스문학 : 인문학적 사유와 감성 비판

적 성찰능력 습득

 -대표 교과목 : 프랑스소설세계

•  프랑스문화 : 문화정책, 광고, 축제와 공

연, 연극 등에 대해 학습

 -대표 교과목 : 프랑스문화유산

전공 학습을 통한 진로 방향

•  프랑스어·프랑스문화 전문가 : 프랑스어 집

중 교육 + 프랑스 문화 및 문학 교육

  프랑스 대학(파리도핀대학교, 파리7대학

교, 낭테르대학교, 부르고뉴대학교, 르아브

르대학교)에서 한 학기 또는 두 학기 동안 

학습

 -대표 교과목 : 프랑스문화예술경영

•  EU 지역 전문가 : 전문 프랑스어 + EU 문

화와 지역 연구

  프랑스어 의사소통 능력 습득을 기본으

로 일반적인 지식과 전문적인 지식을 함께 

향상

 -대표 교과목 : 프랑코폰지역연구

교직이수

•  중등학교 정교사(2급) 프랑스어 

세부전공

•   중국어학 : 중국어의 문법과 구조를 비롯

하여 기초부터 활용까지 습득

 - 대표 교과목 : 중국어학의이해, 실용중국

어어법, 중국문자의이해

•   중국문학 : 중국의 시와 소설을 비롯하여 

문학 전반에 대한 이론 습득

 - 대표 교과목 : 중국고전문학의전통, 중국

소설문학의세계, 중국현대문학의이해

•   중국어통·번역 : 전문 통번역가로의 진출

을 위해 심도 있는 중국어 능력 함양과 중

국문화 습득

 - 대표 교과목 : 중국어번역특강, 중국어 

통역특강

교직이수

•  중등학교 정교사(2급) 중국어

• 프랑스어 관련 전문가 : 전문 통·번역사

•  공공기관 : 공무원, 대사관 소속 외교관

•  기업체 : 대기업, 외국계기업, 코스메틱 관련 기업

•  문화·예술계 : 문화기획, 마케팅, 방송국, 큐레이터

•  교육계 : 중·고교 교사, 강사, 교수

•  기타 : 항공사, 금융권

•    국내 및 해외기업 : 해외영업, 동시통역, 마케팅

• 금융계 : 외국계 은행, 국내은행의 해외진출 담당 등

• 교육계 : 중·고교 중국어 교사, 강사, 교수

• 출판계 : 작가, 교재출판, 비평가, 번역가

• 방송계 : 아나운서, 기자

입학 전 입학 전

재학 중 재학 중

졸업 후 진로

진로설계 로드맵 진로설계 로드맵 

TEL. 02-710-9329 

E-mail. french@sookmyung.ac.kr

WEB. http://french.sookmyung.ac.kr 

TEL. 02-710-9335   

E-mail. china9335@sookmyung.ac.kr    

WEB. http://chinese.sookmyung.ac.kr

졸업 후 진로

22 23



독일언어• 
문화학과
DEPARTMENT OF 
GERMAN LANGUAGE & CULTURE

SINCE 1975

언어의 힘을, 문화의 소중함을 아는

독일언어 문화 전문가

가장 가까운 곳에서 시작되는 세계화,

문화교류를 선도하는 능동적 인재

독일언어·문화학과는 독일어권 국가(독일, 오스트리아, 스위스 등)의 언어와 문화에 관한 전문지

식을 습득하고 이를 창조적으로 활용함으로써 국제화 시대가 요구하는 여성 지도자를 양성하는 

데 역점을 두고 있습니다. 국제교류가 더욱 중요해진 오늘날 우리나라와 독일어권 국가들의 정치, 

경제, 문화 교류에 일익을 담당할 전문가를 양성하기 위하여 학생들로 하여금 독일어 구사능력과 

언어·문학적 소양을 바탕으로 독일어권의 지역·문화 관련 지식과 멀티미디어 콘텐츠 제작 능력을 

갖추게 함으로써 인문학적 소양과 정보처리능력을 갖춘 21세기형 지도자를 배출하는 데 교육 목

표를 두고 있습니다. 

일본학과는 일본에 대한 폭넓은 지식과 안목을 갖추고 한일교류와 상호이해 증진에 기여할 수 있

는 세계인을 양성하는 것을 지향합니다. 이를 위해 일본학과는 2005년 ‘국내 최고의 일본학 전공’

이라는 비전을 설정하고 국내 일본관계 분야 리더 배출을 목표로 정해두고 있습니다. 따라서 다양

한 문화를 이해하고 이를 토대로 의사소통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춘 리더, 일본학에 대한 깊은 이해

와 문제해결능력을 갖춘 리더의 양성을 목표로 일본어와 일본학 전반에 걸쳐 종합적이고 균형 있

는 지식을 갖춘 전문 인력, 일본문화와 전통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미래지향적인 한일 관계를 창

조할 수 있는 지도자, 그리고 국제화 시대에 능동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실용적 지식과 인문학적 

소양을 갖춘 전문 직업인의 배출을 구체적인 교육 목표로 삼고 있습니다.

일본학과
DEPARTMENT OF 
JAPANESE STUDIES

SINCE 1998

학과 활동 학과 활동

�  옥토버페스트

‘옥토버페스트’는 독일 뮌헨에서 해마다 9월 말부

터 10월 초까지 열리는 세계 최대 규모의 민속축

제이자 맥주축제입니다. 이것을 모델로 매년 10월

에 재학생들이 독일 민속춤, 독일 노래, 독일 시 낭

송 등의 공연을 펼치며 행사 후에는 독일의 대표적

인 음식인 소시지, 맥주, 브뢰첸 등을 맛볼 수 있답

니다. 이를 통해서 교수님, 재학생과 졸업생이 한 

자리에 모여서 친목을 도모하며 독일 문화를 체험

하는 행사입니다.

�  원어연극

1981년부터 시작된 원어연극은 현재 2년마다 개

최되고 있습니다. 원어연극공연을 통해서 재학생

들은 협동정신 함양뿐만 아니라 독일어 실력도 크

게 향상시키고 있습니다.

�  하계어학연수 및 교환학생 프로그램

전공학생들의 활동적이고 실제적인 언어능력향상

을 위해서 독일대학과 학술교류 및 문화교류를 추

진하고 있습니다. 현재 독일 밤베르크대학, 콘스

탄츠대학, 튀빙겐대학 등과 자매결연을 맺어 다양

한 교류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답니다. 교환학생

은 매 학기 초에 선발하며 다음 학기(3월/9월)에 

독일로 파견하게 되는데 이를 통해서 언어 및 한독

문화 교류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하계 어학

연수는 학교의 글로벌 교류 프로그램과 연계하여 

매년 2~3월에 신청자를 모집하고 8월에 파견하며 

주로 밤베르크대학의 하계 어학연수 프로그램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수료 후에는 2학점을 취득할 

수 있습니다.

�  학회

독일언어·문화학과에는 ‘독한친구들’, ‘에라스무

스’, ‘미래로’, ‘독일원어연극회’, ‘유씨씨 크리크랭

크’ 등의 학회가 있습니다. 학회 활동을 통해서 재

학생들은 비슷한 관심을 가진 학우들 및  교수님과 

친목을 도모하고 전공과 관련된 다양한 활동을 하

며 공모전에 참가하여 수상하는 등 훌륭한 성과를 

거두고 있습니다.

�  동아리

원어연극학회 ‘아이테르(アイテル, Aither)’는 그리

스 로마 신화에 나오는 창공, 대기의 여신을 뜻합

니다. 원어로 하는 연극인 만큼 일본어 실력을 향

상시킬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공연을 올리는 과정에

서 상호 간의 이해, 배려와 같이 인생에서 필요한 

것을 배울 수 있는 소모임입니다.

�  학술제

매년 다양한 주제로 일본을 탐구하는 학술제 ‘일본

학과의 밤’을 개최합니다. 사회에 진출한 동문선배

의 취업특강도 함께 이루어집니다.

�  국제교류 프로그램

매년 겨울방학 코난여대(고베소재)와 상호교류 14

박 15일간 일본문화체험 연수 프로그램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외에도 10여 개의 상호협정 자매대학

에서 교환학생으로 수학할 수 있습니다.

�  진로지원 시스템

2015년 2학기부터 시작된 재학생을 위한 진로지

원 시스템은 ‘일본학과 졸업생 정보 데이터베이스’ 

및 ‘한국 진출 일본계 기업 정보 데이터베이스’의 

정보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일본학과 졸업생 정보 데이터베이스 : 2014년에 

구축된 데이터베이스를 통해 학과 졸업생들의 다

양한 진출분야와 활동을 확인하고, 재학생들은 선

배들의 경험 및 직무 관련 이야기를 듣고 상담 받

고 있습니다.

한국 진출 일본계 기업 정보 데이터베이스 : 각 일

본계 기업의 주요 특징, 주소, 전화번호, 홈페이지 

등이 탑재되어 있는 데이터베이스를 통해 재학생

들의 취업활동에 구체적인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학과에 적합한 학생

•  독일어권 나라에 대한 관심

•  국가 간 국제 교류에 대한 관심

준비사항

•   독일어권 나라의 문학 및 문화와 관련된 독

서 활동

•  독일어권 나라의 시사에 대한 관심

학과에 적합한 학생

•   일본어와 일본문화에 대한 관심

•   문제해결에 대한 능동적·적극적 태도

준비사항

•   일본과 일본문화에 대한 지식 습득

•   관심분야를 바탕으로 한 일본어 학습

교과과정

•  독일어 및 독일어 교육 : 독일어 전반의 문

법과 구조를 이해하고 의사소통 능력을 키

우는 교과 과정 및 독일어 교수 방법론 학습 

 - 대표 교과목 : 기초및중급독일어, 기초및

중급독일어연습, 독일어교육론, 논리및

논술

•  독일문학 : 독일어권 국가의 문학 작품들

에 대한 인문학적 소양 함양과 전문지식 

습득을 위한 교과과정

 -   대표 교과목 : 독일문학사, 소설과환상세

계, 유럽아동청소년문학, 독일드라마감상

•  독일문화 : 독일어권 국가의 생활양식과 

전반적인 문화 관련 지식 습득 및 활용

 - 대표 교과목 : 현대독일사회탐색, 독일문

화기행, 유럽여행산문, 독일어권신화와동

화감상

•  전공 관련 IT : 인문전산학·콘텐츠저작·멀

티미디어교육에 대한 교과과정

 -  대표 교과목 : 독일문화정보와매체, 한독

문화콘텐츠의이해, 문학과미디어, 문화

콘텐츠와일인미디어(캡스톤디자인)

교직이수

•  중등학교 정교사(2급) 독일어

교과과정

•   일본어 및 일본어 교육 : 일본어 문법과 구

조를 기초로 하여 고급 활용 능력을 습득

 - 대표 교과목 : 실용일본어회화, 고급일본

어독해, 일본어교육론

•   일본역사 : 일본의 고대부터 현대에 이르는 

역사와 한일관계를 비롯한 국제정세 파악

 - 대표 교과목 : 일본역사탐방, 일본종교와

사상, 현대일본과국제사회

•   일본경제 : 일본 경제발전 역사와 현재 상

황에 관한 지식 습득

 - 대표 교과목 : 일본경제론, 일본식기업경

영연구, 일본산업기술발전사

•   일본문학 : 일본 시와 소설을 비롯한 문학

에 대한 이해와 인문학적 소양을 함양

 - 대표 교과목 : 일본문학의이해, 현대일본

소설의감상, 일본시와장르문학의세계

•   일본문화 : 일본 문화와 문화산업의 양상

을 폭넓게 살피고 이해

 - 대표 교과목 : 일본문화산업, 영화로보는

일본, 일본전통문화콘텐츠

교직이수

•  중등학교 정교사(2급) 일본어

•  교육분야 : 독일어교육자, 중·고교 교사, 강사, 교수 등

• 문화·예술분야 : 아동·청소년 문화기획전문가, 문화교류가

• 출판분야 : 전문번역가, 독일어권 도서편집자

• 일반기업 : 무역 및 협상관련 통역, 해외진출, 국제마케팅

• 언론분야 : 아나운서, 기자

• 공공분야 : 공무원, 독일어권 관련 외교통상분야

•    금융계 : 은행, 국제 거래 등

•    교육계 : 교사, 강사, 교수 등

•    일반기업 : 국내기업의 일본관련 업무(무역, 통역 등), 해외사업, 외국계기업 등 

•    문화예술 : 한일 교류관련 문화기획, 마케팅, 컨설팅 등

입학 전 입학 전

재학 중 재학 중

졸업 후 진로

진로설계 로드맵 진로설계 로드맵 

TEL. 02-710-9342   

E-mail. dokmun@sookmyung.ac.kr

WEB. http://german.sookmyung.ac.kr 

TEL. 02-710-9885   

E-mail. smjapan@sookmyung.ac.kr   

WEB. http://japan.sookmyung.ac.kr

졸업 후 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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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헌정보학과
DEPARTMENT OF 
LIBRARY & INFORMATION SCIENCE

SINCE 1976

여성 정보전문가의 요람,

숙명여대 문헌정보학과

문화로 이어지는 교감,

세계를 무대로 소통하는 문화관광 인재

정보기술(IT)의 발전과 디지털 정보의 급증 등과 같은 정보환경의 급격한 변화 속에서 문헌정보학

과는 정보환경의 변화에 기민하게 대처하고 다양한 정보요구를 효과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전인적

인 정보전문가를 양성하는 데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문헌정보학과에서는 다양한 분야의 

정보 및 문헌에 대한 연구를 바탕으로 빅데이터 등 대형화되고 있는 정보를 효과적으로 처리·분석

할 수 있는 정보전문가로서의 자질을 함양하고, 동시에 온톨로지, 시맨틱웹 등과 같은 진화하는 정

보이론에 발맞춰 사회적 차원의 정보활동을 지원할 수 있는 인재를 양성합니다.

문화관광학전공은 시대변화를 선도하기 위한 전공지식과 다양한 전문지식을 갖추고 이를 바탕으

로 성장시킨 글로벌 감각을 문화관광산업 분야에서 발휘할 수 있는 제너럴스페셜리스트의 양성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시시각각 변화하는 사회의 요구에 부응할 수 있는 실무인재, 스스

로의 역량을 지속적으로 발전시킬 수 있는 창의인재, 다양한 문화의 수용과 소통이 가능한 글로벌 

인재의 양성을 구체적인 교육목표로 삼고 있습니다.

문화관광학부 

문화관광학전공
CULTURE & TOURISM MAJOR

SINCE 2000

학과 활동 학과 활동

� 학생회

매년 총 2번의 총회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3월 개

강총회에는 1학년 대표단 선거와 신입생환영회를 

진행하며, 11월 종강총회에서는 2학년 대표단 선

거와 차기 학생회장 선거를 같이 진행하고 있답니

다. 총회는 모두 학생회의 주최로 진행되며, 교수

님들과 학생들이 한자리에 모여 소통하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진행하고 있습니다.

�  학술제

매년 11월 개최되는 학술제에서는 학술발표 및 포

스터, Capstone Design과 전자출판 과목의 연구 

결과물 등이 전시되며, 자기주도적인 전공학습을 

가능하게 해준답니다. 또한 교환학생, 하와이 인턴

십 등에 참여한 학생들의 발표를 통해 다양한 프로

그램에 대해 소개하는 시간을 진행하기도 합니다.

� 국제교류 프로그램

University of Hawaii Hamilton Library : 문

헌정보학과에서는 미국 University of Hawaii의 

Hamilton Library와 교류협정을 맺고 있으며, 매

년 2명의 학생을 도서관 인턴으로 파견한답니다. 

파견 학생들은 University of Hawaii의 도서관 현

장에서 현장의 실무와 다양한 경험을 쌓을 수 있는 

인턴 사서로 업무를 수행합니다.

 WHO(World Health Organization) : 문헌정

보학과에서는 세계보건기구(WHO)에 학생을 파

견하여 재학생들이 국제적인 안목을 키우고 문헌

정보학분야의 실무를 경험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

합니다. 학생들은 의학전문분야에서 인턴으로 근

무하면서 의학정보의 조직과 처리, 관리 등 방대한 

양의 데이터 및 정보를 다룰 수 있는 국제정보전문

가로서의 능력을 함양할 수 있습니다.

�  학회 및 동아리

MICE동아리인 ‘S.O.M’은 컨벤션 전문 교육기관과

의 연계를 통해 학생들과의 네트워크 및 취업 상담 

활동을 진행하고 있으며, 진로탐색, 마케팅, 문화

예술기획 등의 영역에서 학생들의 재능을 발휘할 

수 있는 학회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  문광인의 밤 ‘지붕 위의 문광’

문화관광학부 소속 모든 재학생들이 졸업생 및 교

수님과 소통하는 자리로 대내외적 교류를 도모하

고 있습니다. 또한 사회에 진출한 동문을 멘토로 초

청하여 재학생들이 관련 전공의 다양한 사회진출 

분야 및 직업을 탐색할 수 있도록 돕고 있습니다.

�  학술제

매년 학생회가 기획하여 진행하는 학술제에서는 

전공설명회 및 팀플 과제 발표를 통해 수업에 관한 

자료와 정보를 공유합니다. 또한 특별강연, 교환학

생 후기, 인턴십 발표로 전공 특성 안내뿐 아니라 

졸업 필수요건인 인턴십으로 실무능력을 함양할 

수 있는 기회에 대해 소개하고 있습니다.

�  국제교류 프로그램

대만국립관광대학, 마카오이공대학, 대만국립친

이과기대학, 캘리포니아포모나폴리텍대학, 플로

리다주립대학, 런던시티대학 등 해외 유수 대학과 

MOU 체결을 하고, 글로벌 탐방단은 영국, 우즈베

키스탄, 싱가포르 등을 방문하고 있습니다.

학과에 적합한 학생

•  정보의 조직 및 관리를 위한 체계적인 사

고가 가능한 학생

•  정보의 정확한 전달을 위한 조직적인 사고

를 갖춘 학생

준비사항

•   도서관 관련 지식을 비롯한 디지털정보와 

관련된 정보 습득

•  IT 관련 내용 및 최신 트렌드에 대한 포괄

적 파악

•  도서관 활동 등을 통한 정보의 조직, 관리, 

운영 등

학과에 적합한 학생

•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학생

•   시대정신과 문제해결을 위한 적극적 태도 

함양

•  공동프로젝트를 위한 공감능력과 리더십

을 갖춘 학생

준비사항

•   사회교과목을 비롯한 인문분야 전반에 대

한 관심

•   다양한 문화 수용과 소통을 위한 활동

•   외국어능력 향상을 위한 노력

전공필수

•  문헌정보학개론, 온라인정보검색연습, 정

보서비스론, 정보조직체계론

전공선택

•  정보센터·도서경영론, 과학기술정보원, 기

록관리학의이해, 멀티미디어정보론, 문헌

데이터베이스론, 빅데이터와디지털리터러

시, 독서지도와디지털스토리텔링, 전자학

술지구축및운영, 정보분류체계론, 정보이

용지도, 정보센터·도서관·출판실습, 정보

검색, 공공도서관운영실무, 색인및초록작

성, 서지학특강, 장서개발론, 저작권과정

보윤리

세부전공

•  문헌정보전공 : 전자출판, 도서관과소셜미

디어, 정보시스템론 

•  기록관리전공 : 디지털아카이빙, 정보미디

어의역사와문화 

•  Capstone Design : 실제 정보 활용 환경

에서의 문제 발견 및 해결을 팀 단위로 실

시하는 현장 중심적 과목

 디지털콘텐츠개발, 디지털개인기록관리 

교직이수

•  사서교사(2급)

교육과정

•   1, 2학년 : 전공에 대한 기초지식 습득 및 

문화관광경영론, 문화관광마케팅, 관광 

경제학 등의 수업을 통한 전문 지식 습득

•   3, 4학년 : 각 기관과 기업에서 사전교육, 

현장실습, 사후교육 등의 방식으로 캡스톤 

교과, 인턴십 수업 진행

교과과정특성

•  폭넓은 분야의 지식 함양을 위한 부전공·

복수전공 제도

•  체계적인 학·석사 연계과정(조기진학 기

회부여)

• 외국어 강의 다수 개설

•  사회과학적 문화총론적 관점에서 학과과

정 편성

세부분야

•   문화예술경영분야  

- 이론 : 문화예술과경제, 공연기획론, 문

화예술경영

 - 실습 : 문화관광세미나,  지역문화예술

참여

•   관광분야  

- 이론 : 관광회계학, 관광경제학, 관광시사 

분석

  - 실습 : 문화관광세미나, 문화관광프로젝

트, 문화관광경영사례연구

연계전공

•   문화예술기획전공

•  전공이수자 2급 정사서자격증 취득 : 국립도서관, 공공도서관, 대학도서관, 전문도서관, 각 

기업 및 연구소 자료실 전문사서

• 교직이수자 사서교사 자격증 취득 : 각급 학교 사서교사 

• 기록학 : 기록연구직, 아키비스트 

• 전자출판 : 출판기획 및 제작, 편집 등(전자출판 연계) 

• 정보 및 경영계 : 정보전문가, 정보사업가, 정보서비스전문가, 데이터베이스 관리자 

• 기타 : 독서지도사, 독서치료사 

•    관광분야 : 관광산업시설 근무(여행사, 항공사, 호텔 등), 일반기업의 관광산업기획

•    공공분야 : 공공기관의 문화·관광기획 담당(문화관광부, 관광공사,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지역문화재단)

•    문화예술시설분야 : 박물관, 미술관 등의 전시기획(리움미술관, 백남준 아트센터)

•    문화콘텐츠분야 : 축제, 문화이벤트의 기획 및 온/오프라인 문화 콘텐츠 개발(CJ E&M, 온

미디어 등)

•    연구분야 : 문화산업 관련 연구소, 국내·외 대학의 강사 및 교수 

•    기타분야 : 금융, IT(DAUM, NAVER, NEXON, 블루버드 소프트 등), 영업 등

입학 전 입학 전

재학 중

재학 중

졸업 후 진로

진로설계 로드맵 진로설계 로드맵 

TEL. 02-710-9373   

E-mail. an9377@sookmyung.ac.kr

WEB. http://lis.sookmyung.ac.kr 

TEL. 02-710-9969   

E-mail. ctour@sookmyung.ac.kr   

WEB. http://uct.sookmyung.ac.kr

졸업 후 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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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관광학부 

르꼬르동블루 
외식경영전공
LE CORDON BLEU HOSPITALITY 
MANAGEMENT MAJOR

SINCE 2007

손끝의 정성과 따뜻한 배려로 완성되는

글로벌서비스인재

숙명의 별, 교육의 빛

르꼬르동블루외식경영전공은 시대적 요구에 부합하는 교육과정과 노하우로 외식문화 분야의 대

한민국 최초, 세계 최고의 외식경영 전문 인력을 양성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최고의 서비스로 고객을 감동시킬 수 있는 서비스마인드의 함양과 더불어 틀에 얽매이지 않고 새

로운 아이디어 창출과 인성으로 타인으로부터 신뢰감을 얻을 수 있는 ‘창조적 서비스 인재’, 서비

스 분야의 리더로 성장하기 위해 지속적인 열정과 행동력을 바탕으로 자기계발에 적극적으로 임

하는 ‘외식문화 전문 인재’, 그리고 세계 서비스산업을 무대로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며 세계 

서비스경영을 주도하는 ‘글로벌 인재’ 양성을 구체적인 교육목표로 지향합니다.

교육학부는 인간, 사회 그리고 교육 현상을 심도 있게 이해할 수 있는 능력을 바탕으로 다양한 교

육 현장에서 활동할 수 있는 여성 교육전문가 양성을 목표로 삼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인간·사회·

교육에 대한 조직적이고 체계적인 이해와 교육현장에서 발휘되는 실무능력 그리고 교육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태도와 자질을 기르는 데 집중하고 있습니다.

교육학부
DIVISION OF EDUCATION  

SINCE 1955

학과 활동 학과 활동

�  스터디 그룹 및 동아리

‘LCB(LeCordonBleu)매니지먼트&마케팅연구’ 스

터디를 통해 기초경영이론 학습 및 경영전반 동향 

분석을 통해 외식업 관련 공모전 참여, 외식업체 

탐방 및 업계실무 파악, 연사특강, 인사담당자와

의 간담회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스터디그룹을 통

해 미국 Servsafe교육 및 자격증을 취득할 수도 있

습니다. 또한, ‘재무회계 동아리’에서는 재무회계 

관련 정보를 수집하여 관련 자격증을 취득하고, 

각종 공모전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  LCB(르꼬르동블루)인의 밤 ‘지붕 위의 문광

(문광&LCB WEEK)’

재학생과 졸업생, 교수와의 만남을 통해 소통의 자

리를 마련합니다. 특히, 사회에 진출한 동문을 멘

토로 초청하여 재학생들이 다양한 사회진출 분야 

및 직업을 탐색할 수 있도록 돕고 있습니다.

�  학술제

매년 학생회 주최로 진행되는 학술제로, 전공설명

회 및 수업별 팀플과제를 발표하여 수업에 관한 자

료와 정보를 공유하고, 특별강연 참관 및 교환학생

후기와 인턴십 결과발표를 공유합니다.

� 외식관련 전문가 초청 특강(CEO 특강)

다양한 분야의 외식 전문가를 초청하여 특강을 진

행함으로써, 학생들이 외식의 여러 분야에 대한 폭

넓은 시야를 가질 수 있도록 돕고 있습니다.

�  학회

교육학부는 학생회를 비롯해 참세부, 연구부, 열림

터, 소시오드라마, 사이코드라마 학회를 운영합니

다. 신입생이 되면 이 6개 중 하나에 지원해야 한

답니다. 학생회는 학생 간식 준비, 축제 운영 등 학

생 복지를 위해 애쓰는 학과 운영부이며, 참세부는 

참 세상보기부의 줄임말로, 교육봉사 위주의 활동

을 합니다. 연구부는 공동 논문 연구 및 발표를 위

한 학회, 열림터는 취업준비를 위주로 모임을 가지

며, 소시오드라마와 사이코드라마는 각각 특정 주

제에 대한 심리극을 발표하는 학회랍니다.

�  교육 현장 답사

2학기가 되면 모든 재학생, 교수님들이 한 데 모여 

교육 현장 답사를 떠납니다. 교육답사는 다양한 

교육현장 체험을 통해 학생들은 자신의 교육관에 

대하여 고민하고 학생 간 교류, 교수-학생 간 교류 

및 소통 도모를 목표로 합니다. 지금까지 대전교

육청, 국가평생교육진흥원, 한국교육개발원, 혁신

학교를 주요 답사지로 선정하였습니다.

�  교육인의 밤

교육인의 밤은 연말에 교수 및 선후배들이 한자리

에 모여 친목을 도모하는 축제의 날입니다. 선배

들의 생생한 취업 경험담도 듣고, 1년 동안 쌓인 학

업 스트레스도 없앨 수 있는 즐거운 행사이니 기

억해두었다가 꼭 참석하면 좋겠습니다.

학과에 적합한 학생

•  외식서비스산업에 대한 관심

• 전문경영인의 삶을 희망하는 학생

• 메뉴·브랜드·서비스 개발에 대한 관심

•  다른 분야와의 접목을 통한 발전을 희망

하는 학생

준비사항

• 외식서비스산업분야에 대한 기초지식 습득

• 외국어능력 향상에 대한 노력

학과에 적합한 학생

• 교육 현상에 대한 남다른 관심

•   인간에 대한 관심과 흥미를 가지고 있으며 

성장에 관심을 가짐

• 자신의 생각을 말로 표현하는 것을 좋아함

준비사항

•   학습지도에 대한 경험 습득

•   교육의 본질에 대한 고민

•   교육문제, 교육정책에 대한 관심

이론수업

•   PBL(Problem Based Learning) 강의 : 팀 

프로젝트 수행, 프레젠테이션 등

•  UBL(Ubiquitous Based Learning) 강의 : 

교수님, 학생 사이의 활발한 학습 교류 

•  원어 강의 : 글로벌 인재 양성을 위한 다수

의 원어강의 개설

•  마케팅, 회계, 재무, 전략, 인사관리 등 경

영 기본 분야에 대한 이해 + 외식서비스산

업 및 외식문화 전반에 대한 이해

 - 대표 교과목 : 르꼬르동블루요리학개론, 

외식산업마케팅전략, 환대산업전략경영

론, 서비스경영론, 외식소비자행동론

실습수업

•  프랑스 르꼬르동블루와의 협약으로 현지

에서 파견된 교수진의 강의로 진행

•  세계 요리분야의 최신 트렌드를 반영한 실

습 수업

• 요리에 대한 기본 지식과 소양 함양

 - 대표 교과목 : 환대산업세미나, 주방운영

관리실습, 식음료서비스실습, 조리연습

세부학문

•  교육철학, 교육과정학, 교육심리학, 교육

행정학, 교육사회학, 교육공학, 상담학, 교

육통계, 교육사상사, 삶과교육, 인간발달

과교육, 교육과정치경제, 학습전략및실제, 

학교상담과생활지도, 교육심리검사및측

정 등

교육학부 필수과목

•  교육학원론, 교육철학, 교육심리학

 (2018년 기준)

세부전공 및 과목

•   교육경영전공 : 교직과교사, 교육과정치경

제, 인적자원개발론, 상담의실제 등

•   교수학습전공 : 교육심리검사및측정, 삶과

교육, 교육고전의이해, 인간발달과교육 등

교직이수

•   중등학교 정교사(2급) 교육학  

•  외식환대사업 기획 및 운영 : 대기업 외식과 컨셉션, 프랜차이즈 경영, 호텔F&B, 케이터링

•  외식경영 컨설턴트 : 컨설팅, 메뉴 개발과 기획

•  외식사업 시설 : 레스토랑 시설 및 설비 기획

•  특정분야 전문가 활동 : 경영학, 회계학, 소비자 심리학 등 다양한 학문과의 융·복합을 통해 

외식 경영 분야 안에서도 특정 분야의 전문가 활동을 지향

•    교사 : 2급 정교사 자격증 취득 후 해당 과목 임용고시 합격 또는 사립중등학교 지원

•    교육행정 공무원 : 교육부, 교육청, 학교 등 교육행정 공무원

•    기업체 사원 : 조직 내 인적 자본 확충·관리하는 인적자원개발 업무

•  교육·연구분야 : 대학원 과정 후 교육정책 관련 연구기관 및 기업 연구소 소속 연구원 또는 

국내·외 유수의 대학 강사 및 교수

입학 전 입학 전

재학 중

재학 중

졸업 후 진로

진로설계 로드맵 진로설계 로드맵 

TEL. 02-2077-7335    

E-mail. lcb@sookmyung.ac.kr 

WEB. http://lcb.sookmyung.ac.kr 

TEL. 02-710-9355  

E-mail. edu@sookmyung.ac.kr   

WEB. http://edu.sookmyung.ac.kr

졸업 후 진로

❖  교육학부는 교직 복수 전공도 운영함으로써 교육학 외의 교과에 대한 2급 정교사 자격증을 추가로  

 취득 가능

❖  복수자격증을 취득하기 위해서는 1학년 말 복수 전공을 지원하고, 교육학 및 다른 교과 자격증 

 취득에 필요한 학점을 이수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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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학과
DEPARTMENT OF CHEMISTRY

SINCE 1968

화학

새로운 물질, 새로운 세상으로의 초대

모든 생명을 향한 따뜻한 관심,

생명과학분야의 주춧돌

화학은 ‘물질의 성질과 반응’을 연구하는 기초 학문으로 화학자는 다양한 물질의 성질과 반응을 

연구하고 새로운 물질의 합성법을 알아냄으로써 자연에 대한 이해의 폭을 넓히고 나아가 우리의 

생활수준을 향상시키는 역할을 합니다. 화학과는 미래 기술혁신의 원동력인 화학에 대한 심도 있

는 연구와 더불어 공학, 약학, 의학 등 화학의 응용분야에 대한 탐구를 바탕으로 미래 기술을 선도

할 인재 양성에 앞장서고 있습니다.

생명시스템학부는 학생들로 하여금 기초과목으로 기본원리를 교육하고, 원리를 발견하는 실험과

정과 기술을 이해시킴으로써 졸업 후에 생물과학 첨단분야나 융합과학 기술분야에 참여할 수 있

는 능력을 배양하고 있습니다. 또한 인간과 생명에 대한 따뜻한 관심을 바탕으로 과학기술을 지속

적으로 연구 발달시킬 수 있는 창조적 능력, 융합분야의 이해 및 참여 능력을 고루 함양한 인재와 

의약과학 분야의 전공지식을 습득하여 질병치료, 질병예방을 통해 인류의 삶에 기여할 수 있는 인

재의 양성을 지향합니다.

생명시스템학부
DIVISION OF 
BIOLOGICAL SCIENCES  

SINCE 1975

학과 활동 학과 활동

�  학부생 연구인턴제도

화학과는 학부생에게 취업 및 대학원 진학과 같은 

진로 선택에 도움을 주고자 교수님 연구실에서 연

구인턴으로 참여할 수 있는 학부생 연구인턴제도

를 운용하고 있습니다. 연구프로젝트에 참여하는 

학생은 교수님의 연구 프로젝트에 참여하며 최첨

단 연구 분야에서 실제로 활용하고 있는 수준 높은 

연구 장비들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아울러 국내·

외 학회 참가 및 포스터 발표, 논문 투고 및 게재의 

기회를 가질 수 있어서 졸업 후 대학원 진학 및 취

업에도 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또한, 특정 기간 

이상 인턴을 할 경우 졸업시험 면제와 장학금 지원

도 받을 수 있습니다.

�  화학과 세미나

화학과에서는 학부 학생들이 접하기 힘든 보다 전

문적인 화학지식과 연구 과정에 대해 배울 수 있

도록 평균 매주 1회에 걸쳐 외부 화학전문인을 강

사로 초빙해 세미나를 개최하고 있습니다. 의약학, 

신소재, 에너지, 환경 등 다양한 분야에 계시는 강

사님들을 통하여 화학에 관해 폭넓은 지식도 쌓고 

평소 학부수업에서는 접해보지 못하는 교수님들

의 연구 과정에 대해 들으며 질문을 할 수 있는 유

익한 배움의 기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  멘토-멘티 프로그램

멘토-멘티 프로그램은 1인의 멘토 교수와 10인 내

외의 멘티 학생으로 구성하여 화학 관련 분야의 

집중 탐구 및 동향 분석, 기업탐방 등의 활동을 지

원하는 프로그램입니다. 학생들은 이를 통해서 전

공 관련 취업분야 탐색 및 진로 선택에 도움을 받

을 뿐 아니라, 멘토-멘티 간 교류를 통해 대학생활

에 빠르게 적응할 수 있답니다.

�  생명시스템 LT

생명시스템학부를 선도하는 학생회 Leadership 

Training으로, 학생들은 LT를 통해 선후배 및 교수

님과의 친목을 도모할 수 있습니다.

�  학술제

학술제는 매년 5월에 열리며, 학생들이 교수님들과 

함께 조를 짜서 최근 주목받는 분야를 탐구하고 발

표하는 행사입니다. 선후배 간, 교수님이 한 팀이 되

어 공부하며 학과 구성원 전체의 공감대를 만드는 

행사이기도 합니다.

�  생명인의 밤

졸업한 선배들을 초청하여 교수님, 재학생, 선후배 

간 친목을 도모하며 생명시스템학부의 한 해를 정

리하는 자리입니다. 행사를 통해 학생들은 지난 한 

해의 일들을 돌아보며 더 나은 발전방향 등에 대해 

이야기하며, 다양한 프로그램과 더불어 흥겨운 시

간을 보낸답니다.

�  글로벌 탐방단

글로벌 리더십 함양을 위하여, 세계적인 생태복

원에 관련된 방향성을 제시하는 글로벌 인재가 되

는 것을 목표로, 대한민국의 미래통일을 위한 좋은 

생태복원모델인 독일국가연구소 The Helmholtz 

Centre for Environmental Research와 The 

Leipzig University의 Institute of Chemical 

Technology와 Institute for Medical Physics and 

Biophysics를 방문하여 현대생물학이 개입된 생태

복원에 대한 접근방법을 배우고, 미래 유망 생명과

학 분야가 될 것으로 기대되는 생태복원분야에 대

한 시야를 넓히고 있답니다.

학과에 적합한 학생

•  과학에 대한 관심

•  자연현상에 대한 섬세한 관찰력

•  물질의 근본 원리에 대한 호기심

준비사항

•  화학, 물리, 생명과학과 같은 과학과목에 

대한 학습

• 영어 능력 향상

학과에 적합한 학생

• 순수과학에 대한 흥미

• 생명윤리에 대한 올바른 의식

준비사항

• 생명과학Ⅰ·Ⅱ 에 대한 충분한 학습

• 일반생물학 원서 학습

•  전공서적 이해를 위한 영어독해실력 향상 

및 단어 습득

전공기초

•   일반화학1·2, 일반물리학1·2, 일반생물학

1·2, 미적분학, 통계학 

전공 핵심(이론) 

•   물리화학, 유기화학, 무기화학, 분석화학, 

생화학 관련 다양한 전공필수 및 전공선

택 과목

전공 핵심(실습)

•   물리화학실험, 유기화학실험, 무기화학실

험, 분석화학실험, 생화학실험 등 다양한 

실험실습 과목

진출방향 기준 교육과정

•    일반대학원 트랙 

- 5개 학문분야(물리화학, 유기화학, 분석

화학, 무기화학, 생화학)와 2개 실험군

(실험, 이론) 이해 수준 증진 

•    취업 트랙

 - 화학관련 회사들에 대한 다양한 정보제공

 - 필요한 사항에 대한 적극적인 홍보(토익, 

인성시험, 전공에 대한 이해 등)

교직이수

•   중등학교 정교사(2급) 화학 

전공교육과정

•  기초(1, 2학년) : 일반생물학, 유전학, 동물

생리학, 세포생물학

•  심화(3, 4학년) : 식물분자생리학, 미생물

학, 생물정보학, 생화학, 신경생물학, 동물

발생학, 독성학

•  응용(최첨단 분야) : 종양생물학, 현대생물

학, 면역학, 후성유전학

진출방향 기준 교육과정

•  취업트랙 : 전공지식 습득과 함께 교내 또

는 기업체 인턴 실습을 병행

•  진학트랙 : 학부과정 중 습득한 전공지식

을 바탕으로 대학원 진학을 준비하는 과정

•  교직트랙 : 전공과정과 함께 교직과정을 

병행하여 교육학 이론 습득과 교육실습을 

실시

교직이수

•   중등학교 정교사(2급) 생물 

• 일반기업 : 화학 관련 대기업 및 중소기업의 생산관리 및 품질관리

• 연구분야 : 정부출연연구소 및 산하기관, 국내·외 대학, 일반기업 연구소 소속 연구원

• 교육분야 : 국내·외 대학 교수 및 강사, 중·고교 화학 교사

•  연구분야 : 정부출연연구소 및 산하기관, 일반기업 연구소 소속 연구원, 정부출연연구소

[한국과학기술원(KAIST), 한국과학기술연구원(KIST), 한국생명공학연구원(KRIBB)] 등, 

정부산하기관(식약처, 질병관리본부,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등)

•  대학 : 국내 대학교 및 하버드대학교, 예일대학교, 코넬대학교, 아인슈타인연구소 등 

•  일반기업체 : 생명과학관련 바이오기업 및 대기업, 외국계 기업의 직원

•  기타 : 전문직(변리사), 중·고교 교사, 창업 등

입학 전 입학 전

재학 중 재학 중

졸업 후 진로

진로설계 로드맵 진로설계 로드맵 

TEL. 02-710-9413    

E-mail. chem@sookmyung.ac.kr 

WEB. http://chem.sookmyung.ac.kr

TEL. 02-710-9419  

E-mail. bio@sookmyung.ac.kr    

WEB. http://bio.sookmyung.ac.kr

졸업 후 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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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학과
DEPARTMENT OF MATHEMATICS

SINCE 1975

수학은

자연을 표현하는 언어이다

정보를 지배하는 자 세상을 지배한다.

세상을 변화시키는 21세기 통계 전문가

수학과는 급변하는 과학 사회를 주도할 수 있는 전문적 지식과 전인적 인격을 동시에 갖추어 과학

의 발전은 물론 사회와 인류에 공헌할 수 있는 수학인을 양성하는 데 그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따

라서 전문적인 교육과정을 통해 학생들로 하여금 수학의 본질을 이해하여 자연과학을 비롯한 모

든 학문의 사고와 관련된 지식체계의 기틀을 확립시킬 수 있도록 지도하며, 사회에서 필요로 하는 

지혜롭고 우수한 인재 양성을 교육목표로 삼고 있습니다.

통계학과는 데이터 기반 결정이 중요한 현대사회에 기여할 수 있는 통계전문가를 양성하는 것을 

비전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다음을 교육목표로 삼고 있습니다. 첫째, 기본적 통계학 이론

을 깊이 학습하여 다양한 통계 방법을 적절하게 활용할 수 있는 능력을 갖도록 합니다. 둘째, 필요

한 정보를 선택해서 효율적으로 수집하고 정리, 관리하며 분석할 수 있는 능력과 함께 이에 필요한 

컴퓨터 활용능력을 갖추도록 합니다. 셋째, 통계적 방법을 적절하게 이용하기 위해서는 인접 응용

분야의 전문지식도 중요하므로 이에 유의하여 각자가 분야를 정해서 그 분야의 체계적인 지식을 

갖추도록 유도합니다. 넷째, 타 분야 전문가와의 공동 작업 환경을 고려해서 다른 사람과의 원활

한 의사교환 능력을 갖추도록 합니다.

통계학과
DEPARTMENT OF STATISTICS  

SINCE 1988

학과 활동 학과 활동

�  수학사랑

 세미나를 통하여 수학 실력을 높이고 흥미로운 수

학 주제에 대해 탐구하는 모임입니다. 학생연구활

동을 통해 학습한 내용을 발표하고 공유하는 학술

제와 수학의 원리를 적용한 교구를 전시하여 수학

에 대한 흥미를 유발하고 원리를 체험할 수 있도록 

하는 교구전시회를 매년 개최한답니다.

�  콜로키움

수학과는 타 학교 교수님 혹은 우리 학교의 타 학

과 교수님께서 특정 주제에 관하여 강연을 하는 

활동인 ‘콜로키움’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학생들은 수학에 대해 더 깊이 있는 학습을 할 수 

있고 평소 접하기 어려운 분야를 좀 더 쉽게 공부

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질 수 있습니다.

�  수학인의 밤

매년 11월 말에 개최되는 수학인의 밤 행사는 교수

님, 재학생, 졸업생 모두 함께 1년을 되돌아보며 마

무리 짓는 행사로 수학인들 간의 유대감을 다시 한 

번 다질 수 있는 자리랍니다. 

�  여름/겨울학교

수학과에서는 방학에 2박3일-3박4일정도 ‘여름/

겨울학교’를 개최하고 있습니다. 평소 교수님들의 

연구분야와 관련된 수업을 들을 기회가 적은데 여

름/겨울학교에서는 교수님들의 연구분야에 대한 

강연을 들을 수 있습니다. 대학원 진학에 관심 있

는 학생들에게 좋은 기회가 됨은 물론이고, 교수님

들, 선후배들과 친목을 다질 수 있는 시간이기도 

하답니다.

�  학과 동문회

1992년에 첫 졸업생을 배출한 이후 학번별 동문

회 활동이 진행되어 오다가 숙명여자대학교 통계

학과의 지원과 친목도모를 위해 2005년 1월 89

학번 정유경 졸업생을 초대 회장으로 통계학과의 

전체동문회를 만들었습니다. ‘아름통계’라는 이

름으로 본격적인 동문회 활동을 하고 있으며 ‘아

름통계 장학금’ 지급, 학과 행사참여 등 졸업생 및 

재학생들 간의 교류 증대와 학과의 발전을 위해 

다양한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  통계학과 취업 페스티벌

매년 5월에 개최되는 ‘통계학과 취업 페스티벌’은 

통계청, 리서치, 보험, 은행 등 다양한 분야에 취업

한 통계학과 졸업생들이 한자리에 모여, 재학생들

에게 자신의 주요 업무와 취업 준비과정 등에 대하

여 설명하는 행사입니다. 이를 통해 재학생들은 통

계학과 졸업생들의 취업현황과 각 분야에서 통계

가 어떠한 방식으로 활용되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행사 중에 재학생들이 각자 원하는 분야에 취업하

신 선배님과 함께 진로에 대해 고민하는 시간을 갖

는데, 이 시간을 통해 재학생은 자신이 생각하는 

진로에 대한 졸업생들의 구체적인 조언을 받을 수 

있습니다.

�  통계인의 밤

매년 11월에 개최되는 ‘통계인의 밤’은 통계학과 교

수님, 재학생, 졸업생이 함께 모이는 행사입니다. 

‘통계인의 밤’ 행사는 2부로 나누어 진행됩니다. 1부

에서는 학과장님과 동문회장님의 축사와 함께 지

난 1년 동안 통계학과에 있었던 중요한 일들을 소

개하고, 내년도 학회장과 부학회장을 임명하는 시

간을 갖습니다. 2부에서는 재학생들의 장기자랑 및 

레크리에이션이 진행됩니다. 특히 2부의 말미에는 

통계학과를 졸업하신 선배님들께서 재학생을 위해 

후원하여 주신 선물 경품추첨도 있습니다.

학과에 적합한 학생

•  논리적이고 창조적인 사고에 능숙한 학생

•  문제해결과 해결과정 구조에 관심이 많은 

학생

•  실생활 속 수학적 요소의 발견에 능숙한 

학생 

준비사항

•  고등학교 과정 중 배우는 정의 또는 정리의 

원리에 대한 탐구

•  미적분 Ⅰ·Ⅱ에 대한 충분한 이해

•  영어실력 향상에 대한 노력

학과에 적합한 학생

•  현상의 원인과 결과의 관계를 구체화하기 

위해 적절한 과학적 모형을 도입해서 해석

과 예측하는 것에 흥미를 느끼는 학생

•  통계 모형을 이해하고 활용하기 위한 확률

이나 수학적 지식의 습득에 재미를 느끼는 

학생

•  자료 분석에 필요한 다양한 컴퓨터 프로

그램을 이해하고 활용할 수 있는 학생

•  다양한 분야의 사람들과의 공동 작업을 

즐길 수 있는 학생

준비사항

•  전공과목 학습을 위해 고등학교 교과목인 

확률과 통계, 미적분Ⅰ·Ⅱ의 교과서 내용을 

충분히 학습하기(문과 학생들은 미적분Ⅱ

의 내용을 학습하고 오는 것이 도움이 됨)

•  해외전공서적을 이해하고 응용할 수 있도

록 영어 실력 향상하기

분야별 교육과정

•     순수수학 

 - 대수학 : 수의 연산과 대수적 구조에 대

하여 연구

 - 해석학 : 미적분학에 대한 연구 및 이를 

활용한 함수들의 성질을 연구

 - 위상수학 : 위상변환에 대하여 불변인 성

질들에 대해 연구

 - 기하학 : 기하학적인 대상의 모양, 크기, 

상대적 위치, 공간의 성질에 대해 연구

•     응용수학 : 현실의 실제적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이론적인 지식 습득

학년별 교육과정

•     1학년 : 미분적분학, 이산수학, 집합론

•      2학년 : 해석학개론, 선형대수학, 정수론, 

미분방정식, 다변수해석학, 전산수학

•     3학년 : 추상대수학, 복소수함수론, 위상

수학, 미분기하학, 현대기하학, 통계학

•      4학년 : 실해석학, 확률미적분과 금융수

학, 편미분방정식

연계전공

•     금융공학전공

교직이수

•     중등학교 정교사(2급) 수학

공통교과목

•  표본론, 회귀분석입문, 전산통계, 분산분

석론, 회귀분석론, 실험계획법, 다변량통

계분석, 통계데이터베이스, 빅데이터통계

분석, 데이터마이닝, 통계분석실습, 통계

분석설계, 통계적기계학습, 범주형자료분

석, 비모수통계학, 통계프로그래밍

희망 진로별 도움이 되는 교과목

•  공공 및 경영전략 데이터 분석분야 : 시계열

분석, 경영경제자료분석, 마케팅조사분석

•  금융 데이터 분석분야 : 시계열분석, 통계

프로그래밍, 보험통계학, 보험계리실무

•  바이오 데이터 분석 : 신뢰성분석, 생물통

계학

연계전공

•     빅데이터분석학전공

• 교육분야 : 학부에서 교직이수 또는 교육대학원 진학 후 중등 교사, 강사

• 연구분야 : 국내·외 대학원 진학 후 강사, 연구원, 교수 등

• 일반기업 : 보험(계리, 상품개발 등), 금융(각종 은행 및 금융기업), IT기업, 출판 등

• 전문직종 : 회계사, 계리사, 세무사 등

• 공공기관 : ROTC 소위임관, 행정직 공무원, 전산직 공무원, 대학교 교직원 등

• 금융 데이터 분석분야 : 은행, 카드/증권, 보험, 기타(한국신용정보원, 금융감독원)

•  통계조사분석 및 상담, 소프트웨어 개발, 정보처리, 일반 사무 등의 업무분야 진출 가능

•  공공 및 경영전략 데이터 분석분야 : IT/웹통신, 교육업, 제조/화학, 서비스업, 유통/무역/운

송, 조사기관

• 바이오 데이터 분석분야 : 의료/제약

• 기타 : 기관/협회, 미디어/디자인, 회계법인/컨설팅, 언론, 복지

입학 전 입학 전

재학 중

재학 중

졸업 후 진로

진로설계 로드맵 진로설계 로드맵 

TEL. 02-710-9425    

E-mail. math@sookmyung.ac.kr 

WEB. http://math.sookmyung.ac.kr

TEL. 02-710-9437  

E-mail. stat@sookmyung.ac.kr    

WEB. http://stat.sookmyung.ac.kr

졸업 후 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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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육교육과
DEPARTMENT OF 
PHYSICAL EDUCATION

SINCE 1963

전진숙명 막강체교,

건강한 삶을 설계하는 라이프디자인 전문가

상상이 현실이 되는

21C 창의적 무용인재

체육교육과는 국가와 민족을 위한 투철한 직업관을 지니고 세계화를 선도할 수 있는 유능한 여성 

체육교사 및 지도자를 육성하는 데 교육 목표를 두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이론과 실기의 두 가지 

방식을 통해 체계적인 교육과정을 진행하고 있으며, 과학적으로 증명된 지식을 바탕으로 역사적, 

과학적, 문화적 측면에서 체육에 대한 탐구와 더불어 습득한 실천 능력을 바탕으로 체·지·덕이 통

합된 역량을 갖춘 인재의 양성을 지향합니다.

무용예술은 기술시대에도 순수예술의 한 영역으로 강조되고 있습니다. 무용과는 이러한 시대적 흐

름에 부응하여 세계무대에서 빛날 수 있는 전문무용인 양성을 지향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사

회에 다양한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는 열린 사고와 안목을 가진 무용인재 및 이론적 지식과 인문학

적 소양, 실기 실력과 함께 창의성을 겸비한 융·복합적 무용인재 양성을 교육목표로 삼고 있습니다.

무용과
DEPARTMENT OF DANCE 

SINCE 1983

학과 활동 학과 활동

�  동아리

SMSB(소프트볼) : 쉽게 접하기 힘든 소프트볼을 

배울 수 있으며, 오고 가는 공 속에 사랑을 키울 수 

있는 동아리

SC숙명(수영) : 자유로운 분위기 속에서 선후배 간

의 정을 돈독히 할 수 있으며, 수영실력을 향상시

킬 수 있는 동아리

FC숙명(축구) : 땀방울로 하나 되어 ‘축구’라는 스

포츠를 즐기고 K리그컵 여자대학클럽 축구대회 

개최를 통해 다양한 경험을 쌓을 수 있는 동아리

DEKE(농구) : ‘즐거운 농구’를 모토로 활동하여 누

구보다도 즐겁게 운동하며 실력 향상은 물론 선후

배간의 결속력을 다질 수 있는 동아리

민턴럽(배드민턴) : 배드민턴 실력도 키우고 인맥

도 넓힐 수 있는 사랑이 흐르다 못해 넘치는 동아리

최후의 발악(배구 동아리) : 코치님과 함께 체계적

으로 운동하며 ‘내’가 아닌 ‘우리’가 스스로 즐기고 

막강한 발악 愛를 가진 열정 넘치는 동아리

�  Gerlev Physical Education Sport College 

in Denmark(국제교류프로그램 글로벌탐방)

학과 및 전공 차원의 국제학술교류를 통해 학과의 

국제경쟁력 강화와 홍보 효과를 높이는 프로그램

입니다. 차별화된 국제교류 시스템을 구축하여 다

양한 스포츠 활동을 체험하고, 각기 다른 형태의 

지도방법을 학습함으로써 지도력을 키우는 기회

를 제공합니다. 

�  관학연계프로그램운영

K.O.A올림픽아카데미 연수 프로그램에 참가할 수 

있습니다(대한체육회, 진천국가대표선수촌).

�  부모님, 선생님과 함께하는 건강한 숙명인 체

험(고교 연계 프로그램)

체육교육과의 교육목표와 여성 체육인(교사 및 체

육 지도자)으로서의 비전을 설명하고, 입시(실기)

에 대한 정보제공 및 체육교육과 리더 양성 로드맵 

안내, 진로탐색 및 취업관련 정보를 제공합니다.

�  창작 발표회 & 졸업 발표회

매년 11, 12월 1~3학년들은 창작 발표회를, 4학년

은 졸업 발표회를 하고 있습니다. 각 학년별, 전공

별로 무용안무, 무대디자인, 무용의상 등 무용공연

의 시작부터 완성까지 직접 기획하여 무대에 올리

고 있습니다. 이러한 활동들은 졸업 후 무용수, 안

무가, 공연기획자, 공연제작자로 활동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는 데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 각 분야의 스터디 실시

학생들의 취업에 도움을 주기 위하여 다양한 분야

에 진출해 있는 현직 선배들을 초청하여, 전공취업

스터디를 지속적으로 개최하고 있습니다. 학생들

은 스터디를 통해 진출희망분야의 생생한 정보습

득뿐만 아니라 질의 응답시간을 통해 취업과 관련

된 궁금증도 해소할 수 있습니다. 

�  무용단

순헌무용단은 2005년에 창단하여 우리전통문화

를 바탕으로 새로운 한국 창작 춤을 만들어 가고 있

는 예술단체로, 21세기에 적합한 전통과 창작을 공

존시키는 가교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으며 매해 새

로운 작품으로 무대를 채색하여 한국예술계에 새

로이 부상하고 있습니다. 

관련 영상

https://www.youtube.com/watch?v=aGW3bQB22

GQ&feature=share

무용과는 한국무용, 현대무용, 발레의 전공별 특

징을 살린 프로페셔널한 무대공연작품 외에도 각 

대학생 무용 작품페스티벌과 타 대학 무용과와의 

협력공연 등 다양한 무대공연을 왕성하게 활동하

고 있습니다. 

�  예술인 직업 전환 개발 컨설팅

공연예술의 현장 및 예술가들의 직업 전환 및 이해

와 정보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국내•외 무용예술

가들의 직업전환 사례와 무용예술 관련 직업군, 유

망직종 등의 정보제공을 통해 학생들의 진로 선택 

및 취업 확대를 위해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학과에 적합한 학생

•  활동적이고 적극적인 학생

•  스포츠 종목에 대한 관심

•  탄탄한 기초체력과 리더십·협동심 겸비

준비사항

•  체육, 생명과학, 사회 교과목 학습

•  전공수업 이해를 위한 영어실력 향상

학과에 적합한 학생

•  무용에 대한 열정과 자신감을 가진 학생

•  추상적 생각에 대한 표현을 즐기는 학생

•  구체적인 표현력을 지닌 학생

준비사항

•  국어, 영어, 사회과목에 대한 학습

•  꾸준한 체력단련

•  무용예술분야 관련 다양한 경험 습득

이론

•     체육이 인체, 인간심리, 사회관계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연구

•     운동생리학, 스포츠심리학, 스포츠마케팅 등

실기

• 체육학문의 실제적 적용

•  골프, 축구, 농구, 배드민턴, 배구, 육상,  

테니스, 수영, 스키, 볼링 등

교직이수

• 중등학교 정교사(2급) 체육
무용교육이론과정

•  이론 수업을 통한 무용의 역사, 무용공연, 

무용현장, 무용교육 등의 지식 습득

 - 대표 교과목 : 인체기능학, 외국무용사, 교

육무용의 이론과 실제, 무용공연기획 등

실기교육과정

•  발레, 한국무용, 현대무용

•  창작실습, 레퍼토리, 무용표현법 등

•  학생들의 진출 희망 분야에 따른 세부전공 

및 부전공 선택

• 교육분야 : 중·고교 교사, 생활체육지도사, 유아체육지도사

• 공공기관 : 국내·외 체육기관 행정직, 경찰공무원, ROTC 소위 임관

• 기타 : 여가프로그램지도사, 뉴스포츠지도사 등

•  교육계 : 초등학교 방과후 강사, 초등학교 특기적성 강사, 학원강사, 문화센터 영·유아원 율

동교사, 유치원·초·중·고 전담교사, 교육대학원, 일반대학원 학위 취득 후 중·고교 교사, 대

학교수

•  전문무용인 : 국립발레단, 유니버설발레단, 국립무용단, 서울시립무용단, 서울예술단, 국립

국악원, 인천 시립·경기 도립 무용단을 비롯하여 국내는 물론 해외 무용단의 무용수

•  무용예술관련 : 무용 평론가, 무용 비평가, 무용의상 디자이너, 무대 연출가, 무대 분장사, 

무용 치료사, 공연기획, 공연마케팅

입학 전 입학 전

재학 중
재학 중

졸업 후 진로

진로설계 로드맵 진로설계 로드맵 

TEL. 02-710-9840     

E-mail. movement@sookmyung.ac.kr 

WEB. http://movement.sookmyung.ac.kr

TEL.  02-710-9450(진리관 302호) 

 02-6325-3124(새빛관 B01호) 

E-mail. cl9450@sookmyung.ac.kr     

WEB. http://dance.sookmyung.ac.kr

졸업 후 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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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공생명공학부
DEPARTMENT OF CHEMICAL 
AND BIOLOGICAL ENGINEERING

SINCE 2016

최첨단 융합 기술의 중심,

화공생명공학 분야의 미래 지향적 여성 리더

사람을 향하는 정보기술,

여성 IT소프트웨어 리더 양성

화공생명공학은 화학·전자소재·에너지 공정의 설계·분석·제어와 함께 분자 수준의 미세공학적 접

근이 요구되는 차세대 첨단소재, 신재생에너지, 이차전지, 환경오염 저감, 질병진단, 인공생명체 

및 바이오의약품, 복합용도 화장품 등의 연구 및 산업분야를 포함합니다. 화공생명공학부는 학문 

사이의 경계를 넘어 비약적인 발전을 하고 있는 오늘날의 학문적 흐름에 부응하여, 다양한 미래성

장산업을 주도하고자 합니다.

IT공학전공은 인간 중심의 사고를 바탕으로, 새로운 목표에 대한 일관된 도전 의식을 가진 창의적 

여성 SW 개발자 양성을 지향합니다. 이를 위해 상대방에 대한 존중을 바탕으로 인류에게 꼭 필요

한 기술을 개발하는 인간 중심의 창의적 사고, SW의 오류와 같은 문제 상황에 직면했을 때 프로

그램을 다시 설정하면 된다는 긍정적인 사고방식, 어려운 SW 개발 과정을 능히 이겨낼 뿐만 아니

라 어려움 속에서도 일관된 목표를 유지할 수 있는 정신을 지닌 인재 양성을 목표로 합니다.

ICT융합공학부 

IT공학전공
DEPARTMENT OF IT ENGINEERING

SINCE 1999

학과 활동 학과 활동

�  화공생명공학인의 밤

매년 12월에 학년을 마무리하면서 진행하는 행사

로서 1년간 학부에서 진행되었던 주목할 만한 연

구 성과를 살펴보고, 학생들의 성과를 공유하고 

학생들의 진로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연사 프로그램

과 더불어 학업으로부터 피로를 풀 수 있는 즐거운 

프로그램들을 기획하여 진행합니다.

�  기업체 탐방

한화케미칼, 삼성바이오로직스, 한미약품 등 화공

생명공학 관련 기업체들을 탐방하여 전공선택의 

폭을 넓힐 수 있습니다. 

�  진로탐색 교과

기존 화공생명공학개론 과목이 화공생명공학의 

다양한 연구 분야를 소개하거나 기초적인 이론을 

가르치는 것에 초점을 맞춘 데 반해 학생들이 진출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산업 및 기업을 공학적 관점

에서 소개하고 관련한 기초적 이론을 연결시킬 수 

있습니다.

�  코딧

학생들은 각종 프로그램의 실습을 진행하고 있습

니다. 이런 활동을 통해 학생들은 전공지식 교환

을 바탕으로 전공실력을 향상시키고 있답니다.

�  웹운영팀

IT공학전공의 웹운영팀은 학과 홈페이지 운영·관리 

등에 참여하고 학과의 행사와 소식을 웹진으로 만

들어 발송하는 일을 합니다. 학생들은 활동을 통해 

실제 직무와 연관된 실무지식과 경험을 쌓아 경쟁

력을 향상시키고 있답니다.

�  IT인의 밤

매년 가을에 개최되는 이 행사에는 재학생, 졸업생, 

교수님들이 모여 IT공학인들에게 필요한 강좌를 개

최하고, 재학생들의 장기자랑과 함께 교수님들의 

말씀을 듣고, 최근 IT공학의 이슈에 대해 심도 있게 

대화를 나눌 수 있는 시간을 가진답니다. 이러한 시

간을 통해서 학생들은 이 시대를 이끌어 가는 여성 

IT공학인으로 하나 되는 뜻깊은 시간을 가질 수 있

습니다. 

�  리더십캠프

일반 MT의 성격을 업그레이드 한 리더십캠프는 IT

공학인만의 특별한 MT입니다. MT에서는 저명 연

사를 초청하기도 하고, 한마음 게임과 같은 단체 게

임 행사도 진행된답니다. 이를 통해 학생들은 학우

뿐만 아니라 선배, 교수님과 소통의 기회를 가질 수 

있습니다.

학과에 적합한 학생

•  수학, 물리, 화학, 생명과학 분야에 대한 

관심

•  학문 간 경계를 뛰어넘는 창의적 사고력

•  급변하는 기술 사회에서 새로운 분야를 

열어가고자 하는 도전의식

준비사항

•  수학과 과학 교과목에 대한 충분한 학습

•  화공생명공학 분야의 정보 습득 및 응용 

방향에 대한 고민

•  영어실력 향상을 위한 노력

학과에 적합한 학생

•  공학을 비롯한 실용적 학문에 대한 관심

• 논리적인 사고가 가능한 학생

• 하나의 일을 마무리할 수 있는 끈기

준비사항

•  C언어, C++언어, Python언어, Java언어 

등에 대한 기초 지식 습득

• 자기 주도적 학습태도 함양

세부분야

•      신소재공학 : 다양한 신소재의 개발 및 응

용에 관련된 교육과 연구

•      바이오 및 의공학 : 질병진단 및 치료제 개

발을 위한 의학 및 공학의 융합 분야 교육 

및 연구

•      시스템 및 제어공학 : 산업분야 전반에 적용

되는 공정설계 및 제어 이론 교육 및 연구

•      표면 및 계면공학 : 콜로이드와 화장품공

학과 관련한 내용 교육 및 연구

•      에너지 및 환경공학 : 다양한 신재생 에너지, 

이차전지, 환경저감 기술과 관련한 교육과 

연구

학년별 교육과정

•  1학년 전공 및 진로이해 : 이공분야 기초, 

기업 임원 세미나, 진로설계 및 멘토-멘티 

프로그램

•  2학년 전공기초 및 심화교육 : 다양한 전공

기초, 공대 맞춤형 교양 프로그램, 대기업 

방문 프로그램

•  3, 4학년 진로역량 강화 : 전공필수 및 전

공선택, 연구/취업트랙 선택, 연구실 및 산

업체 인턴 학점 이수

전공분야

•  스마트 기기 솔루션 : 모바일 어플리케이션, 

스마트 콘텐츠, 스마트 기기 서비스

•  데이터 공학 : 클라우드 환경, 빅데이터 관

리, 데이터 분석

•  감성 컴퓨팅 : 감성인식, 감성표현, 감성 기기 

인터페이스

학년별 교육과정

•   1학년 기초교양 : 공대 기초교양, IT 공학 

기초, 진로설계 프로그램

•  2, 3학년 전공기초 : 컴퓨터 프로그래밍 기술, 

소프트웨어 개발 관련 지식, IT기기 관련

기술

•  4학년 전공심화, 인턴 캡스톤 프로그램 : 

IT 기기 관련 기술, 스마트 기기 솔루션, 데

이터 공학, 감성 컴퓨팅, 6개월 실무 인턴, 

졸업 프로젝트

연계전공

•  빅데이터분석학전공

•  화학, 에너지, 전자 및 정보소재, 제약, 환경 및 화장품 산업뿐 아니라 기계, 전자 공학 관련 

국내·외 유수 기업체(연구소 포함), 정부 출연 연구소 및 지자체 공무원으로 취업 가능

•  본교 또는 국내·외 유명 대학원에서 석·박사 학위 취득 후, 국·공립 연구 기관과 학계에서 연

구원 및 교원으로 활동 가능

•  전통적 IT 서비스 산업분야 : IBM, Oracle, Microsoft, 삼성SDS, LG CNS, SK C&C, KT 

Engcore, LG엔시스

•  산업기기 연동 임베디드 산업분야 : 삼성전자, LG전자, Apple

•  IT 융합 및 서비스 산업분야 : 아시아나IDT, 신세계아이앤씨, 현대오토에버

•  인터넷 및 웹 서비스 산업분야 : NHN, 네이버, 다음카카오, Google, Facebook

•  대학원 진학 및 IT 관련 연구소 : 국내·외 대학원, 한국전자통신연구원, 한국과학기술연구원

입학 전 입학 전

재학 중
재학 중

졸업 후 진로

진로설계 로드맵 진로설계 로드맵 

TEL. 02-2077-7469     

E-mail. chembioe@sookmyung.ac.kr

WEB. http://cbe.sookmyung.ac.kr

TEL. 02-710-9379 

E-mail. itdept@sookmyung.ac.kr      

WEB. http://it.sookmyung.ac.kr

졸업 후 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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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CT융합공학부 

전자공학전공
DEPARTMENT OF 
ELECTRONICS ENGINEERING

SINCE 2017

첨단 전자 기술의 혁신을 주도하는

여성 리더

가장 작은 것으로부터 시작되는

과학기술의 발전

응용물리전공은 다양한 자연현상에 대한 근본적인 지식, 과학적 사고능력, 그리고 첨단산업에의 

응용 능력을 갖춘 여성 인재 양성을 목표로 합니다. 이를 위해, 학생들이 물리 지식의 기반을 닦고 

반도체·전자재료, 나노·신소재 등의 다양한 물성을 이해하여, 산업 및 연구 현장 활용 능력을 배양

할 수 있는 체계적인 교과과정을 제공합니다.

ICT융합공학부 

응용물리전공
DEPARTMENT OF APPLIED PHYSICS

SINCE 1968

학과 활동 학과 활동

�  학생회

전자공학전공 학생회는 학회장단, 회계팀, 기획팀, 

홍보팀, 레코딩팀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매주 정기

회의를 통해 개강/종강총회, 학생지도의 날, 전자

인의 밤 등 학과 행사를 통해 학과 학생들이 함께 

어울릴 수 있는 활동을 기획하고, 학과 학생들의 

편의를 위한 활동을 진행합니다.

�  학회

마이크로컨트롤러유닛 및 전자회로에 대한 이해 

및 설계를 논의하고 연구하는 활동으로, 교수님의 

참여하에 학생들이 주도적으로 전공 지식을 쌓아

가고 있답니다.

�  전자인의 밤

매년 2학기 말에 개최되는 학과의 행사로, 학생들

과 교수님들이 한자리에 모여 대화의 꽃을 피우는 

자리랍니다.

�  학술제

학생들이 자유롭게 주제를 선정하고 연구한 내용

을 발표하며 서로 교류하는 행사입니다. 각자 정

한 실험 주제에 맞춰 교수님 혹은 선배님들의 조

언을 받고 직접 대학원 연구실에 들어가 실험을 

하기도 한답니다.

� 연구인턴

방학 동안 교수님들의 연구실에 소속되어, 교수님, 

대학원 선배들과 함께 응용물리 분야의 연구에 직

접 참여하여 스스로 좋아하는 분야를 탐색할 수 있

는 기회를 가집니다.

�  글로벌탐방단

여름방학 동안 교수님과 함께 캘리포니아공과대학

교(Caltech), 예일대학교, 하버드대학교 중 한 대학

을 선택하여 방문하고, 그곳의 물리학과/응용물리

학과/재료공학과와 교류한답니다.

� 물리인의 밤

매년 2학기 후반에 개최되는 ‘물리인의 밤’은 응용

물리전공 재학생, 졸업생, 교수님이 한자리에 모이

는 행사입니다. 이 자리에서 선배님들과 재학생들

은 다양한 정보를 교류하는 시간을 보낼 수 있답

니다.

학과에 적합한 학생

•  자연현상에 대한 호기심

•  자연현상의 인과관계 및 법칙에 대한 탐

구심

•  물리 법칙을 이용한 응용기술에 대한 관심

준비사항

•  수학Ⅰ·Ⅱ, 미적분학 과목에 대한 충분한 

학습

• 물리Ⅰ 수준의 지식 습득 및 물리Ⅱ 학습

전공분야

•      통신공학 : 5G 이동통신, 사물인터넷, 스

마트네트워크통신, 디지털데이터통신

•  전자회로공학 : 아날로그/디지털 집적회

로, 전기자동차용 스마트 회로

•  융합형 전자공학 : 헬스케어용 소자, 스마

트센서 시스템 공학, 웨어러블기기

학년별 교육과정

•  1학년 전공기초 : 이공분야 기초, 기업 임원 세

미나, 진로설계 및 멘토-멘티 프로그램

•  2, 3학년 전공필수 및 심화교육 : 다양한 

전공 필수, 공대 맞춤형 교양 프로그램, 대

기업 방문 프로그램

•  3, 4학년 진로역량 강화 : 전공 필수 및 전

공 선택, 연구/취업 트랙 선택(5~7학기), 

연구실 및 산업체 인턴 학점 이수

교과과정

•  응용물리전공의 교과과정은 기초물리 교

과, 반도체·전자재료/나노·신소재/양자전

산모사의 세 가지로 분류된 전공심화 교

과, 진로탐색교과로 구성

•     기초물리 : 물리학 기초 소양 배양 

 반도체·전자재료 : 반도체 및 전자산업 분 

 야의 지식 습득, 현장 활용 능력 배양

  나노·신소재 : 나노과학기술 및 신소재과학 

분야의 지식 습득, 현장 활용 능력 배양

 양자전산모사 : 컴퓨터를 활용한 응용물리 

 학, 반도체, 나노과학 분야의 문제 해결 능 

 력을 배양

•  진로탐색교과 : 응용물리미래인재진로탐

색, 응용물리종합설계(캡스톤디자인)

교직이수

•  중등학교 정교사(2급) 물리

• 전자산업 : 삼성전자, LG전자, SK하이닉스

• 통신산업 : SK텔레콤, KT, LG유플러스, SK네트웍스, LIG넥스원, 구글, IBM, Facebook

• 전자부품산업 : 삼성전기, LG이노텍, LG디스플레이, LS산전

• 가전산업 : 삼성전자, LG전자, 위닉스, 만도, 코원

• 융합산업 : 현대/기아자동차, 테슬라, Apple

•  전자산업 : 삼성전자, SK하이닉스, LG전자, DB하이텍

• 디스플레이산업 : 삼성디스플레이, LG디스플레이

• 재료산업 : 삼성SDI, SK이노베이션, LG이노텍, LG화학, DB메탈, 한화첨단소재

• 에너지산업 : SK에너지, 한화큐셀

• 대학원 : 국내·외 우수 대학의 대학원

• 교육계 : 중·고교 과학 교사

• 기타 : 변리사, 과학기자 등

입학 전 입학 전

재학 중
재학 중

졸업 후 진로

진로설계 로드맵 진로설계 로드맵 

TEL. 02-2077-7860      

E-mail. electro@sookmyung.ac.kr 

WEB. http://electro.sookmyung.ac.kr

TEL. 02-710-9407 

E-mail. ca9407@sookmyung.ac.kr      

WEB. http://physics.sookmyung.ac.kr  

졸업 후 진로

전자공학전공은 전통적 전자공학의 기초/전공교육과정을 기반으로 미래 성장 동력 산업의 사회 

수요에 발맞춰 국제적 수준의 리더십을 갖춘 글로벌 IT 핵심 인재 양성을 목표로 여성친화적인 교

육을 지향합니다.

학과에 적합한 학생

•  첨단 IT 전자기기산업에 대한 관심

•  학문 간 경계를 뛰어넘는 융합적 사고력과 

창의력

• 논리적 사고가 가능한 학생

준비사항

•  수학과 과학 교과목에 대한 충분한 학습

•  전자 분야의 정보 습득 및 응용 방향에 대한 

고민

•  영어실력 향상을 위한 노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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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프트웨어학부  

컴퓨터과학전공
DEPARTMENT OF 
COMPUTER SCIENCE

SINCE 1983

정보사회의 나침반,

흐름을 선도하는 소프트웨어 전문 인재

창조적 소프트웨어 융합을 통한

글로벌 여성공학 CEO 양성

소프트웨어학부는 사회에서 요구하는 전문성과 실용성을 겸비하여 지식정보화 시대를 주도할 IT 

전문 인력의 양성뿐만 아니라 전공자 개인의 성취를 도모하여 최종적으로는 기업 및 국가의 발전

에 기여하는 것을 지향하고 있습니다. 컴퓨터과학전공은 전통적인 컴퓨터과학 분야인 컴퓨터 시

스템 및 소프트웨어에 대한 체계적인 교육 과정을 운영하며, 이를 기반으로 전문적인 소프트웨어 

개발 능력을 갖춘 인재 양성을 목표로 합니다.    

소프트웨어학부는 사회에서 요구하는 전문성과 실용성을 겸비하여 지식정보화 시대를 주도할 IT 

전문 인력의 양성뿐만 아니라 전공자 개인의 성취를 도모하여 최종적으로는 기업 및 국가의 발전

에 기여하는 것을 지향하고 있습니다. 소프트웨어융합전공은 소프트웨어뿐만 아니라 다양한 학문

과의 융합 능력을 함양하기 위한 특화된 교육 과정을 운영하며, 이를 기반으로 창의적이고 복합적

인 소프트웨어 융합 능력을 갖춘 인재 양성을 목표로 삼고 있습니다.

소프트웨어학부  

소프트웨어 
융합전공
DEPARTMENT OF 
SOFTWARE CONVERGENCE

SINCE 2017

학과 활동 학과 활동

�  IBM 산학협력

2015년부터 한국IBM-소프트웨어학부 주관으로 

운영되는 소프트웨어 인재 양성 프로그램으로 4

학년 대상으로 교육/선발하며 졸업 후 IBM에 입사

할 수 있습니다.

�  학부 동아리

SOLUX : 리눅스를 학습하는 순수 학술동아리로 

서울지역 9개교와 연합하여 리눅스 유저 그룹으

로 활동하고 있답니다. 리눅스 홍보와 교육을 위한 

세미나를 정기적으로 개최합니다.

SISS : 정보 보안을 학습하는 동아리로 네트워크, 

시스템, 어플리케이션보안 및 암호학 등 보안 분야

를 학습합니다. 2006년부터 한국정보보호진흥원

(KISA)에서 주관하는 「대학 정보보호 동아리 지원

사업」의 지원사업 대상 동아리로 선정되었답니다.

FORZA : 프로그래밍을 학습하는 동아리로 전공

과 관련된 스터디나 프로젝트를 진행합니다. 선후

배 간의 활발한 교류를 위해 1:1 멘토/멘티제를 운

영합니다.

ALGOS : ACM-ICPC* 프로그램 경진대회 준비 동

아리로 매년 가을에 개최되는 아시아 지역 예선 대

회 참가를 목적으로 다양한 알고리즘, 자료구조 

스터디 및 문제풀이, 프로그램 작성 훈련 등을 정

기적으로 진행한답니다.

	*ACM-ICPC	:	국제	대학생	프로그래밍	경진대회로,	

누가	더	빠른	시간	안에	많은	문제에	대한	정확한	프로

그램을	작성했는가로	순위가	결정되는	세계적	권위의	

대학생	프로그래밍	대회

�  소프트웨어인의 밤

학부를 졸업한 취업자를 초대하여 재학생에게 취

업노하우와 실무에 대한 정보를 제공합니다. 현직

에 근무하고 있는 졸업생이 IT 업계의 신기술 동향

에 대해 알려주고, 선후배 간의 교류를 활성화할 

수 있도록 합니다.

�  IBM 산학협력

2015년부터 한국IBM-소프트웨어학부 주관으로 

운영되는 소프트웨어 인재 양성 프로그램으로 4

학년 대상으로 교육/선발하며 졸업 후 IBM에 입사

할 수 있습니다.

�  학부 동아리

SOLUX : 리눅스를 학습하는 순수 학술동아리로 

서울지역 9개교와 연합하여 리눅스 유저 그룹으

로 활동하고 있답니다. 리눅스 홍보와 교육을 위한 

세미나를 정기적으로 개최합니다.

SISS : 정보 보안을 학습하는 동아리로 네트워크, 

시스템, 어플리케이션보안 및 암호학 등 보안 분야

를 학습합니다. 2006년부터 한국정보보호진흥원

(KISA)에서 주관하는 「대학 정보보호 동아리 지원

사업」의 지원사업 대상 동아리로 선정되었답니다.

FORZA : 프로그래밍을 학습하는 동아리로 전공

과 관련된 스터디나 프로젝트를 진행합니다. 선후

배 간의 활발한 교류를 위해 1:1 멘토/멘티제를 운

영합니다.

ALGOS : ACM-ICPC* 프로그램 경진대회 준비 동

아리로 매년 가을에 개최되는 아시아 지역 예선 대

회 참가를 목적으로 다양한 알고리즘, 자료구조 

스터디 및 문제풀이, 프로그램 작성 훈련 등을 정

기적으로 진행한답니다.

	*ACM-ICPC	:	국제	대학생	프로그래밍	경진대회로,	

누가	더	빠른	시간	안에	많은	문제에	대한	정확한	프로

그램을	작성했는가로	순위가	결정되는	세계적	권위의	

대학생	프로그래밍	대회

�  소프트웨어인의 밤

학부를 졸업한 취업자를 초대하여 재학생에게 취

업노하우와 실무에 대한 정보를 제공합니다. 현직

에 근무하고 있는 졸업생이 IT 업계의 신기술 동향

에 대해 알려주고, 선후배 간의 교류를 활성화할 

수 있도록 합니다.

학과에 적합한 학생

•  논리적이고 창의적인 학생

•  컴퓨터과학 분야에 대한 관심과 활용 및 

응용 능력을 겸비한 학생

• 공동 작업에 대한 거부감이 없는 학생

준비사항

•  수학, 과학 등을 통한 논리적 사고 훈련

•  생명과학, 경제 등 컴퓨터 관련 응용과목 

학습

•  IT관련 동향 및 정보 수집

•  영어실력 향상

학과에 적합한 학생

•  논리적이고 창의적인 학생

•  컴퓨터과학 분야에 대한 관심과 활용 및 

응용 능력을 겸비한 학생

• 공동 작업에 대한 거부감이 없는 학생

준비사항

•  수학, 과학 등을 통한 논리적 사고 훈련

•  생명과학, 경제 등 컴퓨터 관련 응용과목 

학습

•  IT관련 동향 및 정보 수집

• 영어실력 향상

학년별 교육과정

•      1학년 

 - 공통 : 소프트웨어의이해, 프로그래밍개

론, 컴퓨터수학

 - 전공 : 컴퓨터과학의이해

• 2학년 

 - 공통 : 자바프로그래밍, 자료구조, 컴퓨

터그래픽스

 - 전공 : 윈도우프로그래밍, 디지털논리회

로, 리눅스시스템

•      3학년 

 - 공통 : 운영체제, 알고리즘, 데이터베이스

설계와질의, 모바일소프트웨어

 - 전공 : 컴퓨터구조, 프로그래밍언어론, 

웹시스템설계, 시스템프로그래밍, 소프

트웨어공학, 컴퓨터네트워크I

• 4학년 

 - 공통 : 인공지능, 네트워크보안

 - 전공 : 컴퓨터네트워크Ⅱ, 임베디드시스

템, 데이터베이스프로그래밍, 컴파일러, 

분산처리, 영상정보처리, 시스템종합설

계, 컴퓨터특강, 컴퓨터실무통합교육

교직이수

• 중등학교 정교사(2급) 정보·컴퓨터 

학년별 교육과정

•  1학년 

 - 공통 : 소프트웨어의이해, 프로그래밍개

론, 컴퓨터수학 

 - 전공 : 소프트웨어융합의이해, 확률및통

계, 과학기술영어 

•  2학년 

 - 공통 : 자바프로그래밍, 자료구조, 컴퓨

터그래픽스

 - 전공 : 컴퓨터시스템기초, 데이터사이언

스개론, 인터넷과웹

•  3학년 

 - 공통 : 운영체제, 알고리즘, 데이터베이스

설계와질의, 모바일소프트웨어

 - 전공 : 데이터마이닝 & visualization, 

UI/UX, 사물인터넷, 경영정보시스템, 

SW창업, 소셜미디어서비스

•  4학년 

 - 공통 : 인공지능, 네트워크보안

 - 전공 : 빅데이터분석, 소프트웨어분석및

설계, 인터랙티브미디어, 바이오융합소

프트웨어, 소프트웨어융합프로젝트, 디

지털스토리텔링, 소프트웨어교육

• 대기업 : 삼성전자, LG전자, KT, SK Telecom 등 

• 소프트웨어 전문기업 : 네이버, 카카오, NC소프트 등

• 외국계 기업 : Microsoft, IBM, Apple, Google, Facebook 등

• 금융회사 : 한국은행, 신한은행 등

• 정부기관 : 행정자치부, 미래창조과학부 등 

• 정부출연 연구기관 : 한국전자통신연구원(ETRI), 국가보안기술연구소 등 

•  공기업/정부산하기관 : 한국인터넷진흥원(KISA), 한국정보화진흥원(NIA), 소프트웨어정

책연구소 등

• 교육분야 : 교직과목 이수 후 중등교사, 대학원 과정 후 강사 및 교수

•  대기업 : 삼성전자, LG전자, KT, SK Telecom 등 

•  소프트웨어 전문기업 : 네이버, 카카오, NC소프트 등

•  외국계 기업 : Microsoft, IBM, Apple, Google, Facebook 등

•  금융회사 : 한국은행, 신한은행 등

•  정부기관 : 행정자치부, 미래창조과학부 등 

•  정부출연 연구기관 : 한국전자통신연구원(ETRI), 국가보안기술연구소 등 

•  공기업/정부산하기관 : 한국인터넷진흥원(KISA), 한국정보화진흥원(NIA), 소프트웨어정

책연구소 등

•  교육분야 : 교육대학원 이수 후 중등교사, 대학원 과정 후 강사 및 교수

입학 전 입학 전

재학 중

재학 중

졸업 후 진로

진로설계 로드맵 진로설계 로드맵 

TEL. 02-710-9431

E-mail. computer@sookmyung.ac.kr

WEB. http://csweb.sookmyung.ac.kr

TEL. 02-710-9431  

E-mail. software@sookmyung.ac.kr      

WEB. http://software.sookmyung.ac.kr

졸업 후 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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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계시스템학부
DEPARTMENT OF 
MECHANICAL SYSTEMS ENGINEERING

SINCE 2017

감성과 첨단 기술을 겸비한 미래의 성장 동력 기초적 공학 교육으로

다양한 분야의 진출이 가능한 여성 공학인재 양성

기계시스템학부에서는 미래의 신산업에 초점을 맞춘 교과 과정을 통해 전인적 공학 교육의 실천

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혁신적이면서도 심도 있는 전공 수업과 폭넓은 교양수업을 진행하여 전

공 전문성과 인문학적 소양을 겸비한 창의적이며 도전정신을 갖춘 인재를 양성하고자 합니다. 더

불어 산학협력 프로그램이나 세계 최고 수준의 공과대학과의 교류를 통해 공학적 실무능력과 글

로벌 역량을 겸비한 인재를 양성하고자 합니다

기초공학부는 개인의 자율적인 전공선택에 기초하여 미래지향적인 첨단 융합산업에 필요한 전문

성을 갖출 수 있는 여성친화적인 공학교육의 실현을 지향합니다. 기초공학적 전공지식 및 인문학

적인 소양을 함양하고 자기 주도적인 진로설계에 따른 맞춤형 전공선택을 통해 희망분야의 공학적 

실무 능력과 글로벌 역량을 겸비한 미래사회를 이끌 글로벌 여성 공학 리더 양성을 목표로 합니다. 

기초공학부
DIVISION OF 
BASIC ENGINEERING

SINCE 2017

학과 활동 학과 활동

�  학회

기계시스템학부 헬스케어 학회에서는 의료과학

용 첨단공학 시스템의 지능형 특성을 실현하기 위

해 원하는 기능과 특성을 제공할 수 있는 소프트

마이크로/나노 로봇 개발에 관심을 두고 공부하고 

있습니다. ‘로봇학회(RIME)’는 기계공학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로봇공학에 대해 함께 공부하고, 직접 

연구할 수 있는 기계시스템학부 내 학회입니다. 로

봇에 대한 기초적인 지식을 쌓고, 교내 행사에 참

여하며 기계공학과와 로봇공학에 대해 알리는 활

동을 하고 있습니다. ‘스마트카 학회’는 자동차를 

포함한 미래형 모빌리티의 변화를 예측하고, 인간 

중심의 모빌리티 설계 방법에 대하여 연구하는 학

회입니다. 에너지 학회 ‘마력’은 주목받고 있는 친

환경 에너지의 원리에 대해서 알아보며 에너지 관

련 기업의 채용 정보에 대한 정보 공유를 하고 있

습니다.

�  전공취업특강

학생들의 취업에 도움을 주기 위하여 다양한 분야

에 진출해 있는 현직 선배들을 초청하여, 전공취업

특강을 연 2회 이상 개최하고 있습니다. 학생들은 

특강을 통해 진출 희망분야의 생생한 정보습득뿐

만 아니라 질의 응답시간을 통해 취업과 관련된 궁

금증도 해소할 수 있습니다. 

�  학부 연구생

학부생을 대상으로 학부 연구생 기회를 제공하여 

기계공학의 핵심 기술뿐 아니라 4차 산업혁명 시

대를 위한 최신 기술과 연구를 경험함으로써 세계 

수준의 기계공학자, 연구자로 발돋움하는 계기를 

마련하고 있습니다. 

�  기숙형 프로그램(Residential Program)

여름방학과 겨울방학에 각각 1주씩 진행되는 기

숙형 프로그램을 통해 차별화된 공학적 지식을 

습득하고 엔지니어로서 갖춰야 할 융합적 사고능

력을 함양할 수 있습니다. 기숙형 프로그램은 1학

기와 2학기에 각각 프라임 자유교양 과목으로 3

학점을 부여합니다.

학과에 적합한 학생

•  수학과 과학에 관심이 많고 헬스케어,  

로봇, 자동차, 에너지에 관심이 있는 학생

준비사항

•  수학과 과학 교과목에 대한 충분한 학습

•  기계공학 분야의 정보 습득 및 응용 방향

에 대한 고민

•  영어실력 향상을 위한 노력

학과에 적합한 학생

•  미래 첨단공학 산업을 이끌 도전의식

•  수학, 물리, 화학, 생명과학 등 기초 공학

에 대한 관심

•  다양한 학문을 융합할 수 있는 사고력 및 

창의성

준비사항

•  기초 공학 교과목에 대한 이해

•  컴퓨터 관련 기초 지식

•  맞춤형 진로설계를 위한 세부전공에 대한 

고민

학년별 교육과정

•      1학년 공학 기초 교과목 이수 : 미적분학, 

프로그래밍기초, 일반물리 등

•      2, 3학년 4대 역학 교과목 이수 : 고체역학, 

열역학, 유체역학, 동역학

•      3학년부터 심화 영역으로 진입 : 

  헬스케어시스템(헬스케어시스템설계), 로

봇(바이오미케닉스), 스마트카(머신러닝), 

에너지시스템(에너지와환경)

교육과정

•  공학개론 : 각 학과 전공별로 전공의 개요 

및 주요 분야, 진로, 관련 산업 및 기술 변

화를 소개

•  전공기초필수 : 공학교육의 기초가 되는 

기초 공학수학, 프로그래밍 기초를 필수로 

이수

•  공학기초교과 : 물리, 화학, 생명과학 등 

관련 전공 및 융합 분야 전문지식 습득을 

위한 기초 함양

세부전공 선택

•  1학년 교육과정 이수 후 공과대학 내 세부

전공 중 관심 전공 소속 교수들과의 최종 

면담을 통하여 학생 개인별 전공 선택을 

확정하고 2학년부터는 각 전공 분야에 관

련된 전문 지식을 학습

• 전자 : 삼성전자, LG전자, 삼성디스플레이, LG디스플레이

•  헬스케어 : 삼성의료기기, KT&G생명과학, 한화케미컬, SK헬스커넥트, KT후헬스케어, 병

원연구소 

• 미래형 자동차 : 현대자동차, 기아자동차, 쌍용자동차

• 지능형 로봇 : 삼성전자, LG전자, SK하이닉스, 만도

• 친환경 에너지 : 포스코, 두산, 삼성SDI

• 정부출연연구소 : 한국과학기술연구원, 기계연구원, 에너지기술평가원 •  기업체 : 삼성전자, LG화학, LG전자, 현대자동차, CJ, SK케미칼, KT, IBM, 네이버, Apple 등

•  공공기관 : 국가 및 공공기관, 공기업

•  연구분야 : 대학원 진학(석·박사학위 취득), 정부출연 연구소 및 기업체 연구원, 대학교수 등

입학 전 입학 전

재학 중

재학 중

졸업 후 진로

진로설계 로드맵 진로설계 로드맵 

TEL. 02-2077-7862       

E-mail. mechasys@sookmyung.ac.kr 

WEB. http://mse.sookmyung.ac.kr

TEL. 02-2077-7855   

E-mail. basic@sookmyung.ac.kr       

WEB. http://basic.sookmyung.ac.kr

졸업 후 진로

42 43



가족자원 
경영학과 
DEPARTMENT OF FAMILY 
& RESOURCE MANAGEMENT

SINCE 1939

가족은 사회의 중심,

사회를 변화시키는 가족전문가

아해 사랑의 시초,

아동복지의 미래가 되다

가족자원경영학은 가족을 중심으로 가족구성원 및 가족관계를 학습하고, 더 나아가 가정과 사회

환경 간의 상호작용을 연구하는 다학제적인 학문입니다. 현대사회에는 고령화 및 저출산, 가족유

형의 다양화, 가정폭력 등 가족 관련 이슈가 점차 늘고 있어, 가족전문가의 필요성 또한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가족자원경영학과는 가정의 건강성과 가족구성원의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

고, 일•가정양립 등 가족친화적 문화조성에 기여하는 인재 양성을 목표로 합니다.

아동복지학부는 아동에 대한 학문적 관심과 이해를 바탕으로 진정한 아동복지를 실현할 수 있는 

고급인재를 양성하고, 전문적인 지식을 익힘으로써 사회에 필요한 아동 관련 서비스를 제공할 뿐 

아니라, 사회에 올바른 아동복지를 뿌리내리기 위한 이론과 실제를 겸비한 아동복지전문가를 육성

하고자 합니다. 또한 학문적 바탕이 되는 생활환경과학의 심층적인 학제 간 연구를 통해 가정생활 

및 지역사회의 복지향상과 인류 생활문화의 생성과 발전에 기여하고자 ‘전문지식과 실천역량을 지

닌 아동복지전문가’의 양성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아동복지학부
DIVISION OF  
CHILD WELFARE & STUDIES

SINCE 1972

학과 활동 학과 활동

�  5월 5일 어린이날(아동놀이한마당)

아동복지학부에서 매년 어린이날에 개최하는 ‘아

동놀이한마당’은 아동복지인들이 함께 모여 인근 

공원으로 가족 나들이 나온 어린이를 대상으로 놀

이봉사를 진행합니다. 어린이들과 함께 바람개비 

만들기, 페이스페인팅, 훌라후프 놀이, 함께 동화

읽기, 그림 그리기, 비눗방울 놀이 등을 하며 어린

이날을 축하하고, 아동복지학부 선후배 간 우정을 

돈독히 하고 화합할 수 있는 소중한 행사랍니다.

�  인형극부 숙돌

인형극부인 ‘숙돌’은 1기 84학번부터 시작되어 현

재까지 활동을 이어오고 있는 오랜 역사와 전통

을 자랑하는 동아리랍니다. 숙돌에서 하는 주요 

활동은 어린이뮤지컬과 인형극으로, 소품 디자인

뿐 아니라 직접 재봉틀로 옷을 만들고 안무까지 

100% 수작업으로 준비한 무대를 2차례에 걸쳐 

공연하며, 정기공연뿐 아니라 방학 중 여러 기관

들을 방문해 봉사공연도 하고 있습니다.

학과에 적합한 학생

•  다양한 가정에 대해 관심 있는 학생

• 가족 관련 사회문제에 흥미를 가진 학생

• 상담을 통해 사회에 기여하고 싶은 학생

•  가족의 욕구를 파악하여 시장에 알맞은  

상품을 기획하고 싶은 학생

준비사항

•  가족관련 프로그램 참여 및 봉사활동

•  저출산·고령화, 다문화가정, 가정폭력 등 

현대사회의 가족 관련 이슈 분석

학과에 적합한 학생

•  아동의 복지와 권리증진에 관심이 많은 

학생

•  평소 봉사에 관심이 많은 학생

준비사항

•  여러 매체를 통한 아동복지 관련 정책과 

현황 등의 정보수집

•  아동복지기관에서의 실제 봉사를 통한 기

본소양 함양 

세부분야

•  가족경제 및 소비자 분야 : 소비자로서의 가

족 욕구 파악 및 경제적인 운영 능력 함양

 - 대표 교과목 : 소비자정책및주택경제, 가

계재무설계및상담

•  가족자원 기획 및 관리 : 가정의 경영 및 

운영관련 이론 학습

 - 대표 교과목 : 가정경영학, 여가문화와생

활관리

•  가족상담 : 가족문제의 치료 및 문제해결 

프로그램 설계

 - 대표 교과목 : 가족상담이론및실제, 다문

화상담및사례관리

•  가족정책 : 가족구성원의 삶의 질을 높이

기 위한 가족복지 정책에 관한 학습

 -      대표 교과목 : 건강가정정책론, 노인복지론 

교직이수

•       중등학교 정교사(2급) 가정 

전공필수

•  아동복지론, 보육학개론, 아동상담개론, 

사회복지조사론, 기초통계방법및연구

전공트랙제

•  아동·청소년복지전공 : 사회복지사 자격증 

관련 과목을 이수함으로써, 아동복지 현

장에서 복지전문가로 활동할 수 있는 전문

성 함양

 - 대표 교과목 : 청소년복지론, 부모교육, 

사회복지개론 등

•  아동보육·교육전공 : 아동보육의 현장에서 

보육 및 교육전문가로 활동

 - 대표 교과목 : 유아발달, 놀이지도, 영유

아교육과정 등

•  아동심리상담전공 : 아동복지의 핵심으로 

성장하고 있는 아동 심리 상담 및 치료 분

야의 전문가로 성장

 - 대표 교과목 : 성격발달이론, 아동상담개

론, 청소년심리 등

교직이수

•       유치원 정교사(2급)

•  가족정책분야 : 한국건강가정진흥원, 건강가정지원센터, 다문화가족지원센터, 국민건강보

험공단, 한국산업인력공단, 한국보건사회연구원, 한국여성정책연구원, 그 외 정부 산하 정

책연구소

•  가족상담분야 : 건강가정지원센터,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정신건강증진센터, 재난심리지원

센터, 자살예방센터, 군상담센터, 가족상담센터, 부부상담센터, 가족심리센터

•  가족자원 기획 및 관리 : 건강가정사, 일반기업(롯데홈쇼핑, 현대홈쇼핑, CJ제일제당, LG생

활건강, 인터파크, 현대백화점 등)

• 교육분야 : 중등교사, 대학교수, 가족생활교육사

 

•  세부전공별 진출

  - 아동·청소년복지 : 아동청소년복지기관, 지역아동센터, 아동권리관련단체, 다문화가족지

원센터, 사회복지공무원 등

  - 아동보육·교육 : 아동보육관련기관, 유치원, 어린이집, 육아종합지원센터, 교재·교구 연구

개발, 한국보육진흥원 등

  - 아동심리상담 : 아동청소년심리치료기관, 소아정신과 놀이치료실, 가정법원가사조사과, 

육아종합지원센터(상담전문요원), 면접교섭센터 등

•  각 분야별 진출

  - 공공기관 : 종합사회복지관, 아동학대예방센터,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사회복지분야 공무원 등 

 - 교육분야 : 공·사립유치원, 보육 및 육아교육기관 등

  - 연구분야 : 대학원진학, 각 정부부처 및 지자체산하 연구기관 등

  - 의료분야 : 아동청소년상담치료센터, 종합병원 및 개인병원의 심리치료상담사 등

  - 일반기업 : 보육 및 유아교육관련 출판·교재교구 개발사업분야, 유아서비스 관련 분야 등

입학 전 입학 전

재학 중

재학 중

졸업 후 진로

진로설계 로드맵 진로설계 로드맵 

TEL. 02-710-9477    

E-mail. childwelfare@sookmyung.ac.kr      

WEB. http://childwelfare.sookmyung.ac.kr

졸업 후 진로

�  학생회 FM(Family Mentoring) 프로그램

학생회가 주관하는 FM 프로그램은 선배와 후배가 

팀을 이루어 가경인 사이의 원활한 소통을 도모하

는 활동입니다. 함께 식사를 하는 것부터 문화생

활, 시험기간 응원 메시지 주고받기까지! 매달 새

로운 미션을 수행하며 가족자원경영학과의 재학

생들은 선·후배 간 두터운 관계를 유지하고 있습니

다. FM 프로그램에서는 대학생활, 진로 등에 관한 

이야기도 편하게 나눌 수 있기 때문에 많은 가경인

은 FM 프로그램을 의미 있는 활동으로 꼽고 있습

니다. 

�  S.O.F.(Study of Family)

학회인 S.O.F.에서는 북클럽, 교육봉사 등 다양한 

활동을 통해 전공에 대한 폭넓은 지식을 쌓고, 가

족 관련 이론 및 실제에 대해 깊이 배울 수 있는 활

동을 활발히 진행하고 있습니다. 전공분석을 통해 

진로를 탐색하기도 하고, 전공 관련 발표와 토론

을 통해 발표능력과 전공지식을 향상시키기도 합

니다. 또한, 선·후배들과의 MT, 짝멘토멘티 활동을 

통해 친목을 다지고, 봉사활동, 진로캠프 등을 통

해 지역사회에도 기여하고 있습니다.   

�  전공취업특강

학과생의 취업을 돕고자 다양한 분야에 진출해 있

는 현직 선배 및 현장전문가들을 초청하여 전공취

업특강을 지속적으로 개최하고 있습니다. 특강을 

통해 학생들은 해당 분야의 생생한 정보를 얻게 될 

뿐만 아니라 취업 및 진로에 대한 시야를 넓힐 수 

있습니다.  

�  국제 교류프로그램

국제 교류프로그램을 통해 미국, 대만 등 주요 대

학에서 수학을 하고 있답니다.

TEL. 02-710-9457   

E-mail. family@sookmyung.ac.kr 

WEB. http://family.sookmyung.a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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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류학과 
DEPARTMENT OF  
CLOTHING & TEXTILES

SINCE 1939

시대와 문화를 입는

창조적 패션전문가

인류의 건강한 삶에 기여하는

식품영양 전문가

의류학과는 이론학습과 함께 다양한 실험·실기 위주의 융합교육을 통해 실용적 차원과 문화적 차

원에서 인간 생활 향상에 이바지할 수 있는 창의적인 사고의 패션 전문 인력 양성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의류학의 전문 지식을 습득하고 응용력과 창의력을 계발하도록 교육하며 세계화·정보

화 흐름에 부응하는 국제적 감각을 갖출 수 있도록 지도합니다. 의류산업발전에 기여하고, 의류학

문의 영역을 선도하며, 한국복식문화의 실용화 및 세계화를 실천할 인재를 양성하고자 합니다.

식품영양학과는 우리가 섭취하는 식품과 영양소의 역할과 기능 및 안전 전반에 대해 학습·연구하

며, 식생활의 과학화와 합리적인 영양관리를 통해 좋은 건강을 유지할 수 있게 하여 궁극적으로 삶

의 질적 향상에 기여하는 인재를 양성합니다.

식품영양학과
DEPARTMENT OF  
FOOD & NUTRITION

SINCE 1939

학과 활동 학과 활동

�  학생회

학생회는 전공과 관련된 다양한 활동을 통해 전

공에 대한 이해도 향상 및 학생 간 친밀한 네트워

크 형성을 이루고자 합니다. 입학식, 신입생 오리

엔테이션, MT, 개강총회, 종강총회, 축제 등 다양

한 학생회 활동과 지도교수님과의 멘토링, 취업준

비반 동문선배와의 활발한 멘토링으로 재학생들

뿐만 아니라 선배와의 교류도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  전공설명회

전공설명회는 식품영양학과의 구체적인 연구 분

야에 대한 실질적인 이해를 돕는 시간을 갖고, 교

수님을 통해 전공에 대한 설명을 들으며, 식품영

양학과의 자격증과 취업한 선배에게 듣는 취업 

후기 등을 함께 이야기 나누는 행사입니다. 

�  학술제

학술제는 전통 있는 학생활동으로, 중요한 주제

를 정해 11월 전후로 개최하는 큰 행사로서 1986

년 11월 제1회 ‘임신과 영양’이라는 주제로 학술제

를 개최한 이래 ‘현대인과 장질환’, ‘비만과 다이

어트’, ‘암과 영양’, ‘영양과 면역’ 같은 주제로 매해 

개최되고 있습니다.

�  오뚜기재단 장학금

1, 2학년 전 학기 누적평균 성적이 백점 환산 평균 

80점 또는 3.0(4.5만점 기준) 이상인 3학년 1학

기 진학 예정자에게 지급하는 장학금으로 2년간 

등록금 전액을 지원합니다. 

학과에 적합한 학생

•  패션에 대한 관심과 열정이 있는 학생

• 창의력과 미적 감각의 소유자

• 관찰력이 뛰어난 학생

•  개방적인 사고방식·응용력·사고력·창의력

의 소유자

준비사항

•  패션관련 서적과 매체를 통한 정보습득 및 

안목 향상

•  전시회 관람, 공모전 참여 등을 통한 창의

력 향상

•  관련도서 독서 및 외국어 능력 향상

학과에 적합한 학생

•  이론 및 조별실습을 통한 공동작업이 필

수적이므로 협동 작업을 수행하고 팀을 이

끌어가는 리더십이 있는 학생

•  급변하는 식품산업 트렌드를 이해하고 적

용할 수 있는 창의적인 사고력을 가진 학생

준비사항

•  식품영양 관련분야의 서적, 잡지 등을 통한 

기본 지식 익혀두기

이론학습과 실기로 구성된 교육과정

•      진출분야별 교육 중점 내용

 - MD, VMD 및 바이어 : 의상사회심리학, 

글로벌패션유통산업, 패션무역실무, 패

션과소비행동, 패션마케팅, 비쥬얼머천

다이징

 - 패션디자이너 : 기초패션디자인, 패션조

형연구, 서양복식사디자인, 어패럴디자

인, 컴퓨터패션디자인

 - 모델리스트, 의류생산관리자 : 모델리즘, 

패턴메이킹, 패션드레이핑, 테일러링

 - 텍스타일전문가 : 패션소재정보및분석, 

패션소재가공, 패션소재기획, 니트디자

인, 텍스타일표현

 - 컬러리스트 : 기초패션디자인, 패션아트

드로잉, 패션색채디자인과칼라플래닝, 

패션과컬처코드

 - 전통복식연구가 : 한국복식과한스타일패

션, 패션브랜드&디자인리서치, 현대예술

과전통디자인

교직이수

•      중등학교 정교사(2급) 가정

교과과정

•  학과의 과정은 크게 식품학과 영양학으로 

구분

 - 식품학 : 식품의 생산부터 취급·소비에 이

르는 모든 단계를 연구

  - 영양학 : 식품 소비 시 인체에 일어나는 

생리학적·생화학적 현상을 연구

진출 분야별 트랙

•   식품영양학과는 맞춤형 교육을 목표로 진

출 희망 분야별 트랙(Track)을 ‘진학트랙’

과 ‘취업트랙’으로 세분화하여 운영

• 진학트랙

 - 교수의 진출을 희망으로 하는 ‘교육 트랙’

 - 정부 및 공공기관 연구소 및 기업체 연구

소 소속 연구원으로의 진출을 위한 

 ‘연구소 트랙’

•  취업트랙 : 식품전문가, 급식경영자, 전문

영양사, 영양교사, 식품영양전문가, 식문

화전문가

교직이수

•      영양교사(2급)

•      경영분야 : 패션디렉터, 브랜드 매니저, 패션컨설턴트, 의류큐레이터 

•      상품기획분야 : 패션머천다이저, 패션디자이너, 패션코디네이터, 텍스타일디자이너, 니트

디자이너, 스타일리스트 등

•      영업부분 : 패션바이어, 샵마스터, 리테일머천다이저 등

•      생산부분 : 테크니컬디자이너, 프로덕트매니저, 패터니스트, 그레이더 등

•      저널부분 : 패션칼럼리스트, 패션에디터, 패션카피라이터, 패션리포터, 패션포토그래퍼 등

•       판매·촉진부분 : 디스플레이디자이너, 아트디렉터, 패션모델 등 

•       연구분야 : 패션 및 섬유관련 연구소 연구원, 학예사 등 

•      교육·연구분야 : 연구소 소속 연구원, 교수, 교사 등

•  연구분야

 - 정부 및 공공기관 : 국립암센터 암예방사업단, 질병관리본부, 농촌진흥청, 식품의약품안전

처 등 다양한 공공기관 연구소 내 연구원

 - 기업체 : ㈜CJ, 풀무원, ㈜이롬, 일양약품, 정식품, 서울우유, 인바디, 한국야쿠르트, ㈜뉴

메드, 신세계푸드 등 기업체 연구소 소속 연구원

•  교육분야 : 국내·외 대학의 교수, 강사, 영양교사 등

•  영양분야 : 대기업 및 학교 소속의 영양사, 삼성서울병원, 고려대학교병원, 한양대학교병원 

등 국내 주요 대학병원 내 임상영양사, 식품영양언론전문가 등 

•  기타 식품분야 : 식품전문가, 식문화전문가, 외식전문가 등

입학 전 입학 전

재학 중
재학 중

졸업 후 진로

진로설계 로드맵 진로설계 로드맵 

TEL. 02-710-9470     

E-mail. fn9470@sookmyung.ac.kr       

WEB. http://fn.sookmyung.ac.kr

졸업 후 진로

�  학생회

학생회에서는 개강총회, MT, 전공설명회, 학술제 

등 다양한 학생활동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

니라 각종 전시회나 특강을 기획하기도 한답니다. 

�  학회

클로소(Clotho)는 2010년 8월부터 의류학과 학

회로 등록되어 전공 선후배 간의 친목 도모와 학업 

교류를 확대하고 있습니다. 학회에서는 1학년들을 

대상으로 의류학을 이해하도록 의상제작을 위한 

기본수업, 패턴, 일러스트 등을 지도하며 이를 토

대로 축제기간에 패션쇼를 개최합니다.

�  졸업프로젝트 , 전시회 및 세미나 

졸업프로젝트, 전시회 및 세미나는 의류학과 4학

년 재학생들이 1년 이상 준비하여 선보이는 의류

학과의 행사입니다. 개인마다 분야별로 여러 벌의 

작품을 출품하며 우수한 학생들의 경우 외부 전시

회나 국제 패션쇼 등에도 초청되고 있답니다. 이외

에도 의류학과에서는 전공별 프로젝트, 창업관련 

활동 등이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으며 의류 관련 전

문인을 초청하여 세미나를 개최하고, 관련 의류기

업과의 MOU 등을 통해 의류산업과도 항상 연계

되어 있습니다.

�   멘토링 프로그램

의류학과에서는 교수님들마다 학기 별로 멘토링 

프로그램을 통해 학생들에게 생생한 경험과 역량

을 공유합니다. 특히 산학연계 프로그램은 교수님

과 함께 실무 경험을 쌓는 멘토링 프로그램입니다. 

다양한 멘토링 프로그램 중 의류학과 ‘9 visions 

Design Team’의 경우, Rio올림픽 국가대표 선수

단 유니폼 디자인 개발과 관련한 프로젝트와 패션

마케터, 머천다이저의 목표 설정 및 소비자 관찰을 

통해 머천다이징 기초를 함께 알아보는 프로그램

도 진행하고 있답니다.

TEL. 02-710-9463    

E-mail. cloth9463@sookmyung.ac.kr 

WEB. http://cloth.sookmyung.a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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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외교학과 
DEPARTMENT OF POLITICAL SCIENCE 
& INTERNATIONAL RELATIONS

SINCE 1953

변화하는 세계를 이끌어 갈

진취적이고 능동적인 인재

사회균형발전에 기여하는

제너럴리스트

정치외교학과는 국제사회와 국내정치의 연계 속에서 발생하는 복잡다단한 정치적 현상들과 변화

의 원인을 체계적으로 분석하고, 문제점들을 지적할 수 있는 논리적 사고(Logical Mind)와 고전

과 역사교육을 통해 과거를 현대적 의미로 새롭게 재해석할 수 있는 자질을 갖추도록 교육합니다. 

또한 다양한 인종과 문화권의 공동의 가치 창출을 위한 의사소통 능력을 함양함과 동시에 각종 학

술대회와 인턴십을 통해 실무능력과 성실함을 겸비한 인재 양성을 교육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이

와 같은 교육목표를 바탕으로 정치외교학과는 다양한 교과목 개발, 학생참여활동 그리고 교수와 

학생 간의 멘토링과 철저한 면대면(face-to-face) 학생관리를 통해 글로벌 인재 배출의 중심에 

자리하고 있습니다.

세계화, 정보화 시대의 정점에서 빠르게 변화하고 있는 현대사회에서는,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체

할 수 있는 능력에 대한 습득 및 향상이 필수적인 부분이 되었습니다. 행정학은 이러한 빠른 변화에 

효과적으로 적응하며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역량과 다양한 부문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하는 

행정부문에 대한 연구를 통해 학문적 지식을 습득하는 대표적 학문입니다. 행정학과는 사회발전에

서 중추적인 역할을 담당하는 행정학 분야를 선도하기 위해 철저하고 체계적인 학습을 토대로 국

가, 사회 및 지역의 발전에 실용적 측면에서 크게 이바지할 수 있는 인재와 사회 각 부문의 균형적 

발전을 주도하는 전문적이고 능력 있는 인재의 육성을 교육목표로 삼고 있습니다. 

행정학과
DEPARTMENT OF 
PUBLIC ADMINISTRATION

SINCE 1983

학과 활동 학과 활동

�  학생회

학생회는 모의국무회의 준비위원회, 홍보부, 문

화편집부의 3개의 집행부를 두고 있습니다. ‘모의

국무회의 준비위원회’는 모의국무회의 준비를 담

당하고 있습니다. ‘홍보부’는 행정학과의 큰 행사

인 모의국무회의에서부터 축제, 행정인의 밤, 간

식배부 등 모든 행사의 홍보를 총괄하며 교내행

사뿐 아니라, 타 학교와의 교류도 담당하고 있습

니다. ‘문화편집부’는 행정학과의 사진과 기록을 

담당하고 있으며, OT지를 비롯하여 개강총회지, 

레터지, 모의국무회의지, 모임터지 등 책자를 제

작 하는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  학회 ‘혜윰’

행정학과의 유일한 학회 ‘혜윰’은 ‘생각’이라는 뜻

의 순우리말로, 행정학회가 다양한 생각들을 발

전시키는 사고의 장임을 의미합니다. ‘혜윰’에서

는 정치, 행정, 정책 분야의 깊이 있는 이야기를 

나눌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여 매 학기마다 6~7

명의 인원으로 구성된 4개의 팀으로 나누어 스터

디를 실시하는데 학생들은 주제에 대해 다양한 

방식을 이용하여 학습하고 지식을 공유하며, 팀 

대항전을 실시하기도 합니다. 

�  모의국무회의 

행정학과의 많은 학생들이 참여하며, 과내 행사 

중 가장 큰 규모를 자랑하는 모의국무회의는 연

극의 형태로 재미있게 회의를 진행하는 활동입니

다. 주요 활동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학기 동

안 매주 1회의 스터디를 통해 극의 주제를 선정하

고 그 이슈에 대해 토론합니다. 이후 본격적인 대

본 작성과 극 연습을 진행하고 2학기에 본 극이 

열립니다. 모의국무회의에 참여하면 최근 이슈와 

시사정보에 대해 토론하는 시간을 가질 수 있으

며, 연극을 통해 적극성을 기를 수 있습니다.

학과에 적합한 학생

•  국내·외 정치외교분야에 대한 관심

•  정치, 사회분야 이슈에 대한 비판적, 논리

적 사고방식

•  학습에 대한 적극적인 태도

준비사항

•  정치, 사회분야에 대한 다양한 관점의 이해

•  교내·외의 각종 활동을 통한 주도적·능동

적 수행능력 향상

학과에 적합한 학생

•  ‘공공성’에 대한 높은 관심을 가진 학생

•  다양한 영역을 넘나드는 융합적인 사고가 

가능한 학생

•  문제의 인식과 대안에 대한 논리적·체계 

적 사고가 가능한 학생

준비사항

• 행정에 관한 선험적 지식 탐구

•  다양한 사회적, 정책적 이슈에 대해 인지

하는 자세

세부분야

•      한국정치 : 한국정치론, 한국정치사, 세계

의선거와정당, 의회와정당정치 등

•      국제정치 : 국제정치학, 외교정책의이해, 

국제기구와세계정치, 핵무기와국제정치 등

•      비교정치 : 비교정치론, 정치발전론, 다양

한 지역의 정치와 외교

•      정치사상 : 근현대정치사상, 고대중세정치

사상

•      방법론 : 정치학방법론, 계량정치분석

교직이수

•      중등학교 정교사(2급) 일반사회

학습분야

•  인사분야 : 인사제도, 교육훈련, 근무성적

평정, 보수

•  조직분야 : 동기부여, 리더십, 조직진단, 조

직발전

•  정보화분야 : 정보사회, 정보체계, 사회분

석모델

•  재무분야 : 예산제도, 예산의 편성 및 운

영, 재원 조달 및 배분

정책분야

•  정부·사회관계분야 : 규제정책, 행정철학, 

국제행정

• 지방도시분야 : 지방행정론, 도시행정론

진출방향

•  학문지향(국가고시) : 경제학부, 법학부 복

수전공 권장

•  현장지향형(공기업 및 민간기업 취업) : 경

제학부, 경영학부 복수전공 권장

연계전공

•      공공인재학전공

•      국제기구 : 유엔인권고등판무관실(OHCHR)을 비롯한 UN 산하기관 등 다양한 국제기구 

진출

•      공공기관 : 국회, 정부기관, 군·경찰 공무원, 각 지자체 공무원, 외교관 등(문화관광부, 법무부, 

육군, KOICA, 선거관리위원회, 지자체 공공기관 등) 

•      미디어 : 기자, 홍보, 논설위원, 출판 등(SBS, KBS, 로이터, YTN, PBC 등)

•      교육분야 : 연구원, 교사, 교수 등(숙명여대, 경희대, 한양대, 관동대, 배재대, 칼스뉴먼대학

교, 캘리포니아대학교, 메릴랜드대학교, 통일연구원, 국제안보문제연구소 등)

•  공공기관 : 각 정부부처 및 지방자치단체의 5급부터 9급까지의 다양한 직렬의 공무원, 경

찰 공무원 등

•  전문직 : 노무사, 감정평가사, 변리사, 국회의원 보좌관, 사서 등 

•  일반기업 : 대기업, 금융권, 외국계기업 등의 인사, 재정의 핵심 업무 담당

•  교육계 : 강사, 교수 등

입학 전 입학 전

재학 중 재학 중

졸업 후 진로

진로설계 로드맵 진로설계 로드맵 

TEL. 02-710-9499     

E-mail. ec9499@sookmyung.ac.kr       

WEB. http://pa.sookmyung.ac.kr

졸업 후 진로

�  다양한 동아리 및 학회 활동(SMUN, 국회정당

스터디, HANA, AMNESTY, SFV)

학과 내에 다양한 학회가 있어 비슷한 관심사를 

가진 선후배들이 함께 탐구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

집니다. 국내 정치 관련 학회인 국회정당스터디는 

정기 스터디뿐만 아니라 졸업하신 선배들과의 만

남, 선거 공약 캠페인 등을 진행하고 있으며, 국제

정치 관련 학회인 SMUN은 스터디와 더불어 매년 

교내 모의유엔대회인 SMUNC를 개최하고 있습니

다. 또한 이러한 학과 내 스터디에서 시작하여 중

앙동아리 및 리더십그룹으로 발전한 북한인권 동

아리 HANA, 인권 동아리 AMNESTY, 동남아 지

역 자원봉사 리더십그룹 SFV를 통해서도 비슷한 

분야에 관심을 가진 학생들이 만나 의미 있는 활동

을 이어갈 수 있습니다. 

�  모의국회

실제 국회에서 논의될 수 있는 주제를 선정하여 해

학적 요소를 담아 만드는 연극입니다. 숙명여대 정

치외교학과의 모의국회는 올해로 29대를 맞이하

였으며 2015년에 전국 대학생 모의국회 최우수상

을 수상하는 등 대내외적으로 인정받는 완성도 높

은 연극입니다. 극을 준비하면서 선후배, 동기들과 

소중한 추억을 만들 수 있으며, 국회에 대한 다방면

적인 지식을 얻을 수 있습니다.

�   취업캠프

정치외교학과 학생들의 취업에 도움을 주기 위해 

다양한 분야에 진출해 있는 현직 선배들을 초청하

여 전공취업특강을 개최하고 있습니다. 학생들은 

선배들의 특강을 통해 희망하는 진출 분야의 생생

한 관련 정보를 얻을 수 있습니다. 또한 편안한 분

위기에서 선배들과 대화하며 취업 준비의 경험, 취

업을 위한 유용한 팁 등을 통해 취업에 관한 궁금

증들을 해소할 수 있습니다. 작년 취업캠프 참여 

학생들을 대상으로 만족도 조사를 실시한 결과 높

은 만족도를 나타내기도 했습니다.

TEL. 02-710-9488     

E-mail. politics@sookmyung.ac.kr  

WEB. http://politics.sookmyung.ac.kr

48 49



홍보광고학과 
DEPARTMENT OF 
PUBLIC RELATIONS & ADVERTISING

SINCE 1997

Challenge with Passion 최초의 소비자를

최고의 전문가로

홍보광고학과는 디지털 매체 환경에서 다양한 이해관계자들과의 소통에 기여하는 홍보와 광고 분

야의 전문 여성인력을 양성하고자 1997년 창과되었습니다. 갈수록 증가하는 디지털 정보와 치열

한 마케팅 경쟁의 환경에서 전문성을 가진 홍보·광고 분야 전문가 수요는 날로 증가하고 있고, 특

히 홍보와 광고는 다른 어떤 분야보다 여성의 능력이 잘 발휘될 수 있는 분야로 주목받고 있으며, 

실제로 여성 인재가 산업계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60% 이상입니다. 이런 흐름의 중심에서 홍보광

고학과는 홍보·광고학 분야의 핵심 인재 양성 및 교육과 연구의 중심 역할을 도맡고 있습니다.

소비자경제학과는 글로벌 시대에 도전하는 청년정신을 함양하고 윤리의식과 따뜻한 봉사의 마음을 

지닌 인재 양성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세계 경제의 흐름과 변화를 빠르게 습득하여 능

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인재, 관련 분야를 선도할 리더십을 갖춘 인재 양성을 교육목표로 삼아 

학생들의 글로벌 역량 강화와 창의정신 및 윤리의식 함양을 위한 교육에 힘쓰고 있습니다. 

소비자경제학과
DEPARTMENT OF  
CONSUMER ECONOMICS

SINCE 1983

학과 활동 학과 활동

�  학회 

숙명FnC(Finance and Consumer) : 소비자경

제학과 학생들이 자체적으로 금융경제 스터디 활

동을 비롯하여 금융 분야의 다양한 주제를 가지

고 토론회와 학술회의를 열거나 각종 공모전에 참

가하며 경제와 금융 지식과 경험을 공유하는 학

습동아리입니다.

빅숙타 : 빅데이터를 활용하여 국내·외 소비자와 

시장경제, 소비트렌드와 문화콘텐츠, 인터넷금융 

등을 연구하는 학회입니다. 빅데이터 활용을 위한 

이론과 프로그램에 대해 학습하고 다양한 이슈를 

토의하여 문제 해결을 논의함으로써 기술과 정보

화시대에 소비자의 역할을 다하고자 노력합니다.

�  장학금

 미소장학금 : 소비자경제학과의 학생이면 누구나 

지원 가능합니다. 매 학기 1~2명을 선발하여 1인

당 100~150만 원씩 지급합니다.

 GS 장학금 : 소비자경제학과 학생이면 누구나 지

원 가능합니다. 35~40명을 선발하며 1인당 150

만 원 씩 총 6천만 원의 장학금을 지급합니다. 평

균 성적 3.5 이상(4.5 만점, 직전 2개 학기 평균)

을 만족하고 다음 학기 등록 예정자일 경우 지원

할 수 있습니다. 

�  대학생 기업현장실습

연 2회(여름방학, 겨울방학) 소비자경제학과  

학생들이 참여하며, 기업소비자전문협회(OCA 

P)와 함께 운영합니다.

학과에 적합한 학생

•  PR, 소통, 설득커뮤니케이션, 브랜드, 광

고, 소셜미디어, 언론에 대한 열정과 호기

심을 가진 학생 

•  공익 캠페인에 관심을 가진 학생 

•  협업을 즐기는 학생

•  창의성이 있는 학생

•  본인 생각을 타인 대상으로 설득시키는 능

력을 가진 학생

준비사항

•  학내 홍보/광고 동아리 활동, 창의적인 커

뮤니케이션 학내 활동, 공익적 캠페인 활동 

참여 

학과에 적합한 학생

•  소비자와 시장경제에 대한 적극적인 관심

•  문제에 대한 논리적 접근과 탐구정신

준비사항

•  사회 현상과 문제의 관찰, 소비자 문제 해결

• 시장 환경 개선을 위한 열정과 노력

균형적 교육과정

•      이론과 실습의 균형적인 배분 

 - 대표 교과목 : 광고카피라이팅, 그래픽커

뮤니케이션, PR라이팅, PR캠페인실습, 

영상광고기획실습, 프레젠테이션기법과

실습, 인쇄광고제작실습, 광고캠페인실

습, 영상광고프로덕션 등

환경의 변화에 대응하는 커리큘럼

•      47개의 전공과목 개설 : 디지털미디어 관

련 교과목 신설

 -  대표 교과목 : PR윤리와쟁점, 공공PR,  

홍보광고창업론, 검색광고와애드테크, 

모바일마케팅, 소셜미디어전략커뮤니케

이션, 뉴미디어광고론, 홍보광고빅데이터

분석, 리서치와데이터분석 등

현장감각의 배양

•      산학연계 브랜드 실습을 통한 실제 기획과 

프로젝트 진행 : 현업 경험을 갖추고 있는 

전임교수, 겸임교수, 홍보광고 업계의 베테

랑 실무자 중심의 강의

 - 대표 교과목 : 브랜드커뮤니케이션전략, 

설득커뮤니케이션, 마케팅커뮤니케이션, 

광고심리학, 홍보광고빅데이터분석, 기

업PR론, 국제광고론, 광고와소비자행동, 

PR캠페인기획, 산학연계브랜드전략실

습, 위기관리론 등

교과과정

•  교육 전문역량 : 금융교육, 소비자경제교

육, 소비자교육및상담

•  공공분야 전문역량 : 소비자정책, 정부규

제와소비자, 소비자관련법1·2

•  국제분야 전문역량 : 글로벌시장과소비자

이슈, 중국시장과소비자

•  일반기업 직무역량 : 마케팅과소비자이슈, 

기업경영과소비자정보, 소비자와브랜드

•  금융 전문역량 : 금융시장과소비자, 소비

자재무설계1·2, 금융경제기초

•  정보기술 전문역량 : 소비자시장조사론, 시

장조사와R실습, 빅데이터와소비자트렌드, 

코딩과소비자응용, 알고리즘과소비자행동

•  자기개발능력 : 디지털혁신과커리어개발

(새로운 산업 수요에 부응하는 진로 개발 

수업)

연계전공

•  빅데이터분석학전공

•      PR회사 AE, 광고대행사 AE, 광고 카피라이터, 미디어 플래너, 브랜드 매니저, 홍보실 혹은 대

변인실 직원(기업, 공공 기관, 정부기관), 미디어렙 직원, 마케팅 연구소 직원, 전문 리서처, 마

케팅 컨설턴트, 디지털마케팅기획자, CF 프로듀서, 이벤트(프로모션) 플래너, 사내보·사외보 

기획편집자, 홍보영상기획·제작

•  공공분야 : 공정거래위원회, 한국소비자원, 금융감독원, 신용회복위원회, 지방자치단체 소

비자 관련 부서 등

•  일반기업 : 기획, 마케팅, 재무, 소비자 업무 등

•  민간단체 : 소비자 단체 및 소비자 관련 민간 기관

•  기타 : 금융기관, 컨설팅 등 전문직

입학 전 입학 전

재학 중

재학 중

졸업 후 진로

진로설계 로드맵 진로설계 로드맵 

TEL. 02-710-9525      

E-mail. conecon@sookmyung.ac.kr        

WEB. http://conecon.sookmyung.ac.kr

졸업 후 진로

�  PR학회 ‘프로필’

홍보광고학과 PR학회 프로필은 미래의 PR 전문가

를 꿈꿉니다. <브랜드기획>, <PR 케이스스터디>,  

<미디어모니터링>, <PRAD WEEK 학술전시회>

등의 활동을 통해 역량을 개발하며, 여러 공모전에

서  우수한 성적을 거두고 있습니다.  

�  광고학회 ‘애드벌룬’

애드벌룬은 광고학회로, 매력적인 광고의 세계를 

경험합니다. <광고상식PT>, <경쟁PT>, <기업탐

방>, <광고 콘텐츠 제작>, <광고제>등 실무와 이

론을 적절히 배합하여 다양한 활동을 진행하고 있

습니다.

�  영상학회 ‘비에스타’

영상학회인 비에스타는 증가하는 영상 콘텐츠 시

장에 발맞추어 영상에 대한 기본기와 제작기술 등

의 심화능력을 개발하며, 나아가 채널 운영 경험을 

통해 영상 제작 전문가 양성을 목표로 활동하고 있

습니다. 

�  콘텐츠학회 ‘홍포터’

홍포터는 블로그 플랫폼에 맞춰 다양한 콘텐츠들

을 기획, 제작합니다. 콘텐츠 개발 능력 향상을 목

적으로 <광고레터 발간>, 학과 소모임 <문화의 날 

행사> 등을 기획하고 홍보하고 있습니다. 

�  고교생 PRAD CAMP

홍보광고 분야로 진로를 고민하고 있는 여고생들

에게 홍보광고학과를 체험하는 기회를 제공하고

자 개최하는 캠프입니다. 참가자들은 PR 및 광고 

특강, 프레젠테이션 과제수행 등의 활동들을 멘토 

재학생들과 함께 경험하며, 1박 2일간 대학생활을 

미리 체험해보는 시간을 가질 수 있답니다

TEL. 02-710-9734      

E-mail. prad@sookmyung.ac.kr   

WEB. http://prad.sookmyung.a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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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심리학과 
DEPARTMENT OF 
SOCIAL PSYCHOLOGY

SINCE 2011

인간의 마음과 행동을

탐구하다

대한민국 법학 교육의 중심,

사회정의 구현에 앞장서는 여성법률전문가

사회심리학과는 인간행동에 따른 다양한 현상과 문제들을 종합적이고 객관적으로 이해하는 지적 

능력과 통찰력을 갖추고 있는 인재를 양성하는 것이 목표입니다. 이를 위해 인간행동을 과학적으

로 조사 및 분석할 수 있는 능력의 함양과 전문적인 교과과정을 통해 사회의 다양한 영역에서 적

극적으로 참여하고 미래사회의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인성과 역량을 함양한 인재의 양성을 지향

합니다.

법학부는 사회의 다양한 분야에서 공통적으로 요구되는 법률전문가를 양성하고 특성화된 법학교육

을 통해 세계화 시대를 주도하는 사회의 모범적 리더를 육성하는 데 목표를 두고 있습니다. 특히, 여

성이 가지는 고유한 능력과 특성을 바탕으로 공정하고 정의로운 가치관을 가지는 여성 법률전문가 

양성에 최적화되고 전문화된 교육 과정을 제공하는 것이 우리 법학부의 자랑이자 교육목표입니다. 

법학부
DIVISION OF LAW

SINCE 1982 

학과 활동 학과 활동

�  경제법학회

법학부를 중심으로 다양한 학과의 학생들이 모여 

경제법 스터디를 하는 학회입니다. 공정거래위원

회에서 주최하는 모의 공정거래위원회 경연대회

에 참가하여 매년 수상을 하고 있답니다.

�  민사법학회 

‘사적 자치’를 기본 원리로 하는 민법을 보다 흥미

롭게 탐구하기 위하여 설립되었습니다. 민법 스터

디를 통한 심도 있는 민법 연구를 바탕으로 민사 

사례들로 구성된 민사 컨퍼런스 ‘의뢰인S'를 매년 

개최하고 있답니다. 

�  법지 

법과대학 내 유일 언론으로 ‘사회문화란, 생활과

법률란, 인터뷰란, 진로정보란, 판례란’의 총 5개 

란으로 구성된 신문을 발간하는 학회입니다. 연 4

회 일반호와 별간호를 발행하고 있답니다.

�  아시아 법학생 연합(ALSA)  

국내 8개 대학 연합, 아시아 14개국 연합 학회입니

다. 각종 국내·외 행사 및 학술제에 참여하며 다양

한 학생들과 활발한 교류를 할 수 있습니다.

�  형사법학회   

1983년에 ‘실천하는 형법, 생동하는 학회’를 모토

로 설립된 법과대학 내 가장 전통 있는 학회입니

다. 정기적으로 형법 세미나를 진행하고, 매년 형

사모의재판을 개최하고 있답니다.

�  SCOL   

법과대학 내 유일한 리더십 그룹으로 다양한 봉사

활동을 통해 나눔과 배려를 실천하고 있습니다. 성

실하게 활동한 단원에게는 리더십 장학금을 받을 

수 있는 기회도 주어진답니다.

�  미국로스쿨파견   

법학부에서는 미국 시카고 켄트 로스쿨, 와이드너 

로스쿨과 맺은 학생교류협정에 의해서 매년 설명회

와 면접을 통하여 교환학생을 파견하고 있습니다.

학과에 적합한 학생

•  폭넓은 시각과 열린 생각을 가진 학생

•  다양한 관점에서의 사고를 즐기는 학생

준비사항

•  다양한 경험을 통한 사고 증진

•  전공 관련 전문 도서를 통한 지식 습득

학과에 적합한 학생

•  창의적이고 능동적인 사고를 갖춘 학생

•  사회의 법률문제에 대한 많은 관심

•  문제를 다양한 시각에서 바라보는 태도

준비사항

•  다양한 분야의 독서를 통한 지식 습득

•  적극적 토론 자세 함양

•  사회적·경제적 약자를 배려하는 마음

교육과정

•      심리학 및 사회학 관련 과목 이수를 통해 

폭넓은 시각과 과학적 분석 능력 배양

  - 기초심리학 및 응용심리학 분야의 다양

한 수업 제공

 - 연구방법론, 통계방법 및 연구를 통한 과

학적 분석 능력 습득

 - 범죄행동의심리학, 법심리학, 갈등관리, 

집단역학, 범죄학 등의 전문화되고 특화된 

수업 제공

•      강북구청소년상담복지센터와의 연계를 통

한 실습

 - 행정도우미, 센터에서 진행되는 프로그

램의 보조 활동을 통한 실습

 - 심리학 관련 분야의 다양한 봉사활동 경

험 가능

전공심화과정(법학전공 69학점)

•  제1전공이 법학인 경우 다른 전공을 복수

전공으로 선택하지 않는 법학 심화 전공 

과정

다전공과정

•  법학전공 45학점 + 36/30학점

•  복수전공(36학점), 부전공(30학점)

주요한 전공 교과과정

•  법률전문가로서의 기본적인 법학 전공 지

식의 습득 : 헌법, 민법, 형법의 기본 3법, 

행정법, 상법, 민사소송법, 형사소송법

•  특화된 분야의 법전문가, 여성 법률전문가

를 위한 특별한 교과과정 : 지적재산권법, 

저작권법, 미디어법, 엔터테인먼트법과 분

쟁사례, NGO와법, 생명과학과법, 노동법, 

경제법, 기업분쟁해결실무, 부실기업의회

생과파산, 법여성학, 여성관련법, 여성가

족법률상담실습, 친족상속법

•  세계화시대에 부응하는 국제전문가 : 국제

법, 국제인권법, EU법개론, 국제계약법, 국

제사법, 미국계약법

연계전공

•  법학전공 45학점 + 36학점

 - 기업법무전공(36학점) 업체에서 필요한 

법무지식을 집중적으로 공부

 - 통상학전공(36학점) 통상전문가에게 필

요한 전문지식을 집중적으로 공부

•      일반기업 : 대기업, 외국계 기업, 일반기업의 인사, 마케팅, 영업, 홍보, 기획부서, 리서치회

사 및 여론 조사기관 등

•      공공분야 : 국회, 정당, 통계청, 행정부, 지방자치단체 등의 공무원, 경찰청의 범죄분석관, 

보호관찰소의 보호관찰관 및 보호관찰대상자 심리 평가 및 치료 담당, 교도소의 교도관 및 

수형자 심리 평가 및 치료 담당 등 

•      시립, 구립, 지역사회 센터 : 공공기관 부설 청소년 시설, 복지 시설, 상담 시설, 다문화 관련 

시설 등에서 상담 관련 프로그램 진행 및 보조 등 •  법조계 : 판사, 검사, 변호사 등

•  공직진출 : 행정부, 입법부, 사법부 공무원

•  전문직 : 법무사, 변리사, 노무사, 감정평가사, 관세사, 행정사

•  공·사기업 : 예금보험공사, 한국수력원자력, 대기업, 중견기업, 은행, 증권회사

•  학계 : 강사, 교수, 공공기관 연구원 등

입학 전 입학 전

재학 중 재학 중

졸업 후 진로

진로설계 로드맵 진로설계 로드맵 

TEL. 02-710-9494      

E-mail. smlaw@sookmyung.ac.kr        

WEB. http://law.sookmyung.ac.kr

졸업 후 진로

�  학술동아리 EGREGIA

EGREGIA는 심리학적 실험 연구에 관심 있는 학생

들이 직접 연구 주제 개발, 연구방법 계획, 실험 및 

설문조사에 참여하고, 그 결과를 학회에서 발표하

고 학술지에 논문을 게재하는 일련의 활동과정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타 대학과의 학술 교류, 한국

심리학회와 외국의 학술대회 참여 및 발표 등 교외 

활동에도 활발한 학술동아리입니다. 

�  독서토론동아리 SPREAD

SPREAD는 사회과학 분야의 다양한 전문 도서 또

는 영화를 감상하고 구성원들이 의견을 나누는 독

서토론 동아리입니다. SPREAD에서는 모든 구성원

의 의견이 존중되기 때문에 생각의 지평을 넓힐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됩니다.

�  영어토론동아리 SPED

SPED는 세계를 향해 도전하는 여성 지식인을 목

표로 즐겁고 재미있는 영어공부를 하는 것을 목적

으로 하고 있습니다. SPED에서는 심리학과 관련

된 영화 감상 후 관련 주제에 대해 영어로 발표, 토

론, 현장학습 등의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  학술동아리 CPA

CPA는 범죄심리학에 관심 있는 학생들이 모인 학

술동아리입니다. 범죄심리학과 관련된 논문을 읽

고 구성원들과 의견을 나누는 활동을 주로 하고 있

으며, 직접 연구를 진행하기도 합니다. 관련된 기

관에 현장학습을 가거나 타 학교 범죄심리학회들

과 학술 교류를 하는 등의 다양한 활동도 하고 있

습니다.

TEL. 02-2077-7621      

E-mail. socpsy@sookmyung.ac.kr    

WEB. http://socpsy.sookmyung.a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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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학부  
DIVISION OF ECONOMICS

SINCE 1953

나눔을 배우고,

배움을 나누는 진정한 글로벌 리더

세상을 바꾸는 소프트 파워,

미래를 선도하는 글로벌 여성 경영인

경제학부는 ‘나눔을 배우고, 배움을 나누는(Learn to Share, Share to Learn) 진정한 글로벌 리

더’ 양성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경제학부는 개인과 사회가 처한 많은 문제를 경제학

적 패러다임을 통해 논리적으로 분석하고, 이를 바탕으로 합리적인 의사결정과 건설적인 정책제

안 능력의 배양을 목표로 교육합니다. 더불어 공정한 경쟁과 발전적인 협동을 균형 있게 이해하고, 

창의력과 지도력을 겸비한 글로벌 인재의 양성에 힘쓰고 있습니다.

경영학부는 ‘미래의 가치를 품은 글로벌 숙명’이라는 학교의 비전 아래 ‘미래를 선도하는 글로벌 여

성 경영인 양성’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경영학부는 미래 지향적 경영지식과 윤리 경영

의 가치를 교육하고 있으며 창조적 지식, 미래형 기술, 봉사적 성품, 건강한 심신 함양을 구체적인 

핵심 가치로 삼고 있습니다. 기업 경영의 실제에 대한 교육을 통하여 학생들의 실무 적응 능력을 배

양함으로써 실용성과 전문성을 갖출 뿐 아니라 급변하는 미래 사회에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창조성과 지도력을 겸비한 미래 지향적인 경영인 양성에 힘쓰고 있습니다.

경영학부
DIVISION OF  
BUSINESS ADMINISTRATION

SINCE 1959

학과 활동 학과 활동

�  경영연구학회 

경영연구학회는 지속적인 스터디 활동을 통해 경

영학이라는 학문의 전반적인 이해를 도모합니다. 

해마다 소비자 트렌드 분석을 주제로 정규 세미나

를 개최하며 기획부, 재정부, 홍보부 등 부서별로 구

분해 학회의 행사를 기획하고 홍보하고 있답니다.

�  학술부

학술부에서는 경영학전공 학생들에게 경영사례개

발대회를 개최하고 있습니다. 기업 경영의 사례를 

연구, 조사하여 발표하며 국제경영전략, 마케팅, 

OM·MIS, 인사·조직, 재무, 회계 6개 분야에서 학

생들의 경영사례개발보고서를 모집하고 교수님들

의 심사를 거쳐 우수한 팀을 시상합니다. 경영학

과 학생들의 관심이 집중되는 행사로 경영학도로

서의 역량을 마음껏 펼칠 수 있습니다.

�  향영

향영은 고려대학교, 서강대학교, 숙명여자대학교, 

연세대학교, 이화여자대학교 등 5개 학교의 연합

으로 1964년에 설립되어 현재까지 이어 온 학회

입니다. 신입생환영회 및 MT, 친목을 위한 등산모

임 등 다채로운 행사를 통해 인적 교류를 적극적

으로 진행하고 있으며 더불어 경제교육봉사에 참

여하고 있답니다. 또한 유명 기업의 CEO, 임원진 

등의 경영인을 섭외하여 강연도 듣고 있습니다.

�  숙지원

1997년 9월에 시작된 숙지원은 ‘맑은 뜻을 가진 

학생이 모인 곳’이란 뜻으로 교내 취업경력개발원

과 협력하여 경영학부 및 다른 전공 학생들이 공

인회계사 준비를 하는 고시반입니다. 매 학기 1회

(4월, 10월) 입실 시험을 통해 학생을 선발하며, 

입실 시험 일정은 교내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지

됩니다.

학과에 적합한 학생

•  경제 관련 이슈에 대한 관심을 가진 학생

•  학문에 대한 뜨거운 열정과 사회에 대한 

따뜻한 감성을 겸비한 학생

준비사항

•  체계적이고 논리적인 사고력 훈련

•  수리적, 통계적 능력 향상을 위해 노력

•  전공수업 이해와 국제적 감각 향상을 위한 

영어 학습

학과에 적합한 학생

•  세상을 다양한 시각으로 바라보는 학생

•  폭넓은 분야에 대한 융합적 사고능력을 갖

춘 학생

• 사회적 이슈에 관심이 많은 학생

•  협력과 협동심, 주관과 배려를 고루 갖춘 

학생

준비사항

•  전공학습을 위한 수학적 지식 습득

•  영어 과목의 학습 및 해독 능력 향상

전공필수

•      경제학원론, 미시경제학, 거시경제학, 경제

통계학

진출 분야 중심의 세부 교육과정

•    국제경제 및 통상 전문가 : 국제경제의 흐

름을 이해하고 경제이론의 실제 적용에 대

해 학습

 - 대표 교과목 : 국제무역론, 국제통상론, 

국제금융론, 국제수지론, 국제경제정책

론, 외환정책론 등

•  금융 전문가 : 금융산업의 특성과 국내·국

제경제와의 관계, 통화·금융정책과 경제

전망 등에 대해 학습

 - 대표 교과목 : 화폐금융론, 국제금융론, 금

융공학, 계량경제학, 응용거시경제학 등

•  기업 및 산업분석 전문가 : 기업과 관련된 

경제이론 및 응용과목을 학습 

 - 대표 교과목 : 산업조직론, 노동경제학, 

게임과협상전략, 국제금융론, 외환정책

론, 경제정책론 등

•  공공정책 및 제도 전문가 : 재정·복지 등 공

공정책과 다양한 경제제도 및 이론에 대

한 학습

 - 대표 교과목 : 공공경제학, 후생경제학, 

법과경제, 노동경제학, 경제정책론, 비교

경제체제론 등

연계전공

•      금융공학전공 

교직이수

•      중등학교 정교사(2급) 일반사회

세부전공

•  인사·조직 : 기업조직과 인적자원의 구성 

및 활용

•  마케팅 : 소비자의 니즈 파악, 재화나 서비

스를 효과적으로 제공하기 위한 전략

•  생산관리·경영정보 

 -OM : 기업자원의 효율적 관리방법

 - MIS : 조직경영에서의 정보기술의 활용

방안

•  재무관리 : 조직 운영에 필요한 투자, 자본

조달, 위험관리 방안

•  국제경영전략 : 기업의 글로벌 환경, 해외

진출 전략

•  회계학 : 기업의 경제적 활동을 숫자로 표

기하는 방식과 회계 정보전달 방법

연계전공

•  세무회계학전공 

•  글로벌비즈니스개발학

교직이수

•      중등학교 정교사(2급) 상업

•      대표분야 : 기업 산하 연구소의 경제 연구원 또는 금융기관

• 일반기업 : 대기업 및 외국계 기업의 컨설팅, 무역, 회계, 리서치, 보험 관련 업무 

• 공공분야 : 금융공기업, 공공기관, 공무원   

• 전문분야 : 변호사, 노무사, 공인회계사, 관세사, 세무사, 언론인

• 연구·교육분야 : 대학원 과정 후 전문 연구원, 강사, 교수

•  공공분야 : 공공기관 및 정부 관계부처 공무원, 무역진흥공사 등의 공기업

•  일반기업 : 대기업, 외국계 기업 등

 -인사분야 : 인사관리(인사팀), 교육, 연수 노사 담당 등

 -마케팅분야 : 브랜드매니지먼트, 상품개발, 컨설팅 등

 -회계분야 : 기업체 회계 및 세무 담당

 -국제경영전략 분야 : 해외 사업 기획, 진출 계획 수립

•  전문분야 : 공인회계사(CPA), 노무사, 감정평가사 등

•  금융권 : 은행, 증권사 등의 금융 기관

•  연구분야 : 각 공공기관 산하 연구소 및 기업 산하 연구소 연구원, 대학원 과정 후 강사 및 

교수 

TEL. 02-710-9513       

E-mail. business@sookmyung.ac.kr        

WEB. http://www.sookmyung.ac.kr/biz/index.do

�  학술제

학업에 동기를 부여하고 경제학에 흥미를 가질 수 

있도록 경제학부 학회인 ‘ETA’는 매해 학술제를 열

고 있습니다. 학술제는 학생들이 스스로 주제를 정

해 한 해 동안 연구한 내용을 서로 교환하고 토론

하는 행사로, 지도교수님과 행사에 참여하신 많은 

학부 교수님들이 발표에 대한 논평과 앞으로의 연

구 방향에 대한 조언도 해주시고 있습니다. 

�  경제인의 밤

경제인의 밤은 재학생과 졸업 후 사회에 진출한 선

배들의 교류를 통해 학부의 경쟁력을 높이고 재학

생, 졸업생, 교수 모두 함께 리더십을 키우고 학부

의 미래를 그려보는 건설적인 행사입니다. 재학생

들은 경제학부 출신 리더들과의 만남을 통해 비전

을 개발하고, 긍정적이고 적극적인 사고를 고취시

킬 수 있으며, 지식인으로서의 소양을 갖춘 선배들

과의 교류를 통해 차세대 글로벌 리더의 자질을 갖

출 수 있습니다. 또한 졸업생들에게도 각자의 분야

에서 전문가로 활동하고 있는 동문들과의 네트워

크 형성으로 모두가 함께 성장할 수 있는 기회를 제

공하는 경제학부 동문의 밤 행사입니다. 

TEL. 02-710-9507       

E-mail. fa9507@sookmyung.ac.kr   

WEB. http://econ.sookmyung.ac.kr 

입학 전

재학 중

졸업 후 진로

진로설계 로드맵 

입학 전

재학 중

진로설계 로드맵 

졸업 후 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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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아노과  
DEPARTMENT OF PIANO

SINCE 1948

세상을 바꾸는 아름다운 소리,

피아노과

조화와 균형의 음악,

세상을 바꾸다

피아노과는 다양한 이론의 습득과 실기 실력을 겸비하여 연주자의 소양을 고루 갖춘 인재 양성을 

지향합니다. 이를 위해 개인의 음악적 감성을 풍부하게 표현할 수 있는 창조력과 재능의 개발을 독

려하고, 피아노 듀오연주, 학내연주, 릴레이콘서트, 야외음악회, 협주곡의 밤, 독주, 실내악, 오케스

트라와의 협연, 큐슈 신인음악회 등 다양한 연주회 출연을 통해 솔로연주뿐만 아니라 앙상블연주 

경험을 쌓아 무대에서 빛나는 폭넓은 음악인재의 양성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관현악과는 이론과 실기를 겸비한 훌륭한 연주자 양성을 지향합니다. 이를 위해 화성학, 음악분석, 

시창청음, 서양음악사 등 음악 이론의 연구 지도를 통해 학생들로 하여금 전문연주자로서의 이론

적 바탕을 갖추게 하고, 더불어 개인의 음악적 감성을 풍부하게 표현할 수 있는 창조력과 재능의 계

발을 지원합니다. 또한 실내악 연주, 학내연주, 오케스트라 정기연주회, 윈드 정기연주회, 협주곡의 

밤 등의 다양한 연주회 출연을 통해 학생의 실기 실력을 향상시키는 것을 세부적인 교육 목표로 삼

고 있습니다.

관현악과 
DEPARTMENT OF 
ORCHESTRAL INSTRUMENTS

SINCE 1963

학과 활동 학과 활동

�  다문화 오케스트라

관현악과는 ‘다문화 오케스트라’ 활동을 통해 각 

악기별로 다문화가정 아이들을 가르치며, 지도자

로서의 풍부한 경험을 쌓고 있습니다. 학생들은 

매주 토요일마다 다문화가정 아이들에게 그룹별

로 악기 레슨을 해주며 다문화가정 아이들이 조

금 더 음악과 가까워질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있답니다. 아이들과의 레슨 후에는 매년 정기연주

를 합니다. 처음엔 마음을 열지 못하고 악기도 처

음 접하던 아이들이 음악으로 가까워지고, 합주

가 가능해지고 연주를 하는 모습을 통해 학생들

은 지도자로서의 벅찬 감동을 느끼게 된답니다. 

활동의 마지막에는 아이들과 서로 하고 싶었던 말

을 주고받고, 사진촬영을 하는 등 추억을 만들고 

있습니다.

�  전공취업 및 진로특강

학생들의 졸업 후 진로 및 취업을 위해 다양한 예

술 분야에 진출해 있는 현직 선배들과 연주자 등을 

초청하여 특강을 지속적으로 개최하고 있습니다. 

학생들은 특강을 통해 희망분야의 생생한 정보습

득뿐만 아니라 질의 응답시간을 통해 궁금증도 해

소할 수 있습니다. 

�  마스터클래스

국내·외 유명 연주자들의 마스터클래스를 통하여 

다양한 배움의 기회를 얻고, 다른 학생들의 레슨을 

참관하고 토론하는 시간을 가집니다.

�  다양한 연주 기회

매해 오케스트라 정기연주회, 현악합주 정기연주

회, 관악합주 정기연주회를 하며 다채로운 합주 경

험을 할 수 있습니다. 가을에는 ‘협주곡의 밤’을 통

해 다른 과 학생들과의 협연으로 다양한 협주곡들

을 경험해봅니다

학과에 적합한 학생

•  피아노를 잘 다룰 수 있는 실기 실력을 가진 

학생

•  음악장르에 대한 관심

•  음악적 재능과 창의력을 갖춘 학생

준비사항

•  피아노 실력 향상을 위한 조기교육

•  꾸준한 연습을 통한 개인역량 분석

•  실기시험을 위한 철저한 준비

학과에 적합한 학생

•   화성학을 비롯한 음악이론에 대한 이해

•   악기 연주에 능숙한 학생

준비사항

•   개인 연습을 통한 본인의 음악적 자질 파악

•   실기시험을 위한 철저한 준비

전공필수

•      이론 : 서양음악사, 대위법, 화성법, 건반

화성, 피아노문헌 등

•      실기 : 전공실기, 시창청음, 합창, 학내연

주, 졸업연주 등

전공선택

•      이론 : 국악개론, 20세기이후음악연구, 음

악예술경영, 실용음악, 음악분석, 피아노

구조및관리, 연주와비평, 피아노교수법, 

음악학원운영실무, 음악감상, 다각적음악

연구

•      실기 : 부실기, 반주법, 피아노앙상블, 지휘법

교직이수

•  중등학교 정교사(2급) 음악

전공필수

•  이론 : 화성법, 악식론, 음악분석, 시창청음, 

서양음악사

•  실기 : 오케스트라, 관악합주, 현악합주,  

학내연주, 졸업연주

전공선택

•  이론 : 관현악문헌, 관현악법, 국악개론

•  실기 : 부실기, 현악앙상블, 관악앙상블, 

타악앙상블, 지휘법, 현대음악의이해, 

바로크음악실습

교직이수

•  중등학교 정교사(2급) 음악

•      전문연주자분야 : 국내·외의 대학원 진학 및 해외 유학을 통한 전문연주자 진출

•      교육분야 : 교직이수를 통한 초·중·고교의 음악교사, 국내·외 대학의 강사, 교수

•      기타분야 : 음악평론가, 예술분야 기자, 음악치료센터 등

•  대학원 진학 : 강사, 교수, 음악치료사, 교사, 지휘자, 학원 

•  오케스트라 단원 : 시향, 시·도립 교향악단 

•  상업 음악 : 영화음악, 연극음악, 무대 음악 관련 감독(음악PD)

•  음악관련 회사 : 음반제작관련 회사, 음악출판사 취재기자, 하우스매니저 등

입학 전 입학 전

재학 중

재학 중

졸업 후 진로

진로설계 로드맵 진로설계 로드맵 

TEL. 02-710-9559        

E-mail. gb9559@sookmyung.ac.kr       

WEB. http://music.sookmyung.info

졸업 후 진로

�  크레센도(Cresendo)

‘크레센도’는 피아노과만의 음악적 교류와 경험을 

쌓을 수 있는 학회랍니다. 크레센도에서는 피아노

에 대한 이해의 폭을 넓힐 수 있는 프로그램들을 

진행하고 있는데, 첫 번째로 마스터클래스를 통해 

서로의 연주를 들어주고 연주에서의 좋은 점과 보

완이 필요한 점을 종이에 작성하는 방식으로 피드

백을 해주는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한 학기에 한 번씩 개최되는 정기연주회를 통해 함

께 연주를 준비하면서 학과만의 연주회를 기획해

보게 된답니다. 마지막으로 선후배 간의 친목 도모

를 위해 엠티를 가거나 식사, 파티 등을 통해 즐거

운 시간도 보내고, 피아노에 관련된 다양한 정보를 

공유하며 학회 구성원의 관계를 돈독하게 유지하

고 있습니다. 

�  전공취업특강

학생들의 전공 선택에 도움을 주기 위하여 다양한 

분야에 진출해 있는 현직 선배들과 연주자 등을 초

청하여 전공취업특강을 지속적으로 개최하고 있

습니다. 학생들은 특강을 통해 진출희망분야의 생

생한 정보습득뿐만 아니라 질의 응답시간을 통하

여 전공 관련 취업에 대한 궁금증도 해소할 수 있

습니다.

�  마스터클래스

국내·외 유명 피아니스트의 마스터클래스를 통하

여 다른 학생들의 레슨을 참관하고 토론하는 시간

이 있답니다. 

�  국제 교류프로그램

실기우수학생을 선발하여 글로벌 탐방을 통해 미

국 등 주요 대학에서 마스터클래스 및 연주를 할 수 

있는 기회가 있답니다. 

�  오케스트라 협연

재학생 협연 오디션을 실시하며 협연 기회를 통하

여 음악적 기량을 향상시킬 수 있습니다.

TEL. 02-710-9534       

E-mail. ga9534@sookmyung.ac.kr   

WEB. http://music.sookmyung.inf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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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악과  
DEPARTMENT OF VOCAL MUSIC

SINCE 1948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소리,

인간의 목소리로 아름다움을 그리다

지성, 감성과 창의 예술을 겸비한

음악의 리더, 작곡과

성악과는 음악적 실력과 훌륭한 인성을 소유한, 세계적으로 인정받는 뛰어난 음악인재를 양성하

여 배출하는 것이 목표입니다. 또한 성악의 기본언어인 이태리어, 독일어, 영어, 불어, 스페인어 딕

션수업을 이수하고 작품의 기본적인 내용을 파악하여, 그 언어들을 바탕으로 각 작품들의 감성과 

음악적 표현들을 풍부하게 목소리로 표현하고 관객과 소통할 수 있는 능력을 배양합니다. 이를 위

해 학생들에게 다양한 무대와 연주 기회를 제공해서 졸업 후에는 이론과 실기 모두를 겸비한 프로 

연주자로서 일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성악과 교육의 목표입니다.

작곡과는 음악을 다채롭게 창조함으로써, 문화예술의 수준을 높이고 삶을 풍요롭게 하여 21세기

를 주도하는 창의적인 음악 인재의 양성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더불어 문화의 다변화로 대변되

는 현시대의 흐름에 맞추어 전문성과 예술성 있는 음악인의 양성을 목적으로 음악과 관련된 여러 

교과목은 물론 다양한 교양과정 등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는 학생들을 다원적 예술인

으로 육성하여 세계 문화 예술의 창의적 감성을 가진 리더로 양성하는 동시에, 전인적인 교육자를 

배출하는 것을 세부적인 교육목표로 합니다.

작곡과 
DEPARTMENT OF COMPOSITION

SINCE 1948

학과 활동 학과 활동

�  작품발표회

매년 5월과 10월에 개최되는 ‘작곡과 정기 작품발

표회’는 학생들이 응모한 곡 중 선정된 몇몇 곡들

의 발표를 가지는 행사입니다. 학교에서는 선정된 

학생들의 곡을 연주하는 연주자 비용과 연주 행

사장을 지원해 재학생들에게 곡을 발표할 수 있

는 많은 기회를 지원하고 있답니다. 학생들은 이 

행사를 바탕으로 작곡가로서 하나의 커리어와 경

험을 쌓을 수 있게 됩니다.

�  전공취업특강

학생들의 취업에 도움을 주기 위하여 다양한 음

악 분야에 진출해 있는 현직 선배들을 초청하여 

전공취업특강을 지속적으로 개최하고 있습니다. 

학생들은 특강을 통해 진출희망분야의 정보습득

뿐만 아니라 질의 응답시간을 통해 취업과 관련

된 궁금증도 해소할 수 있습니다.

�  국제 교류프로그램

국제 교류프로그램을 통해 유럽, 중국 등 주요 대

학에 방문하여 마스터클래스를 받고 여러 예술기

관의 프로그램 및 교육 운영 사례 등의 경험을 통

해 학문적 전통과 예술적 흐름의 체험과 연계를 

배울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학생들은 개인의 미

래를 발전적으로 설계할 수 있습니다.

학과에 적합한 학생

•  풍부한 성량과 무대를 즐기는 기질을 갖춘 

학생

• 악기(피아노)를 다룰 줄 아는 학생

• 음악적 재능과 취미를 가진 학생

• 음악형식에 대한 기본적인 지식을 갖춘 학생

준비사항

• 개인연습을 통한 실력 증진

•  실기시험에 대한 철저한 관리

전공필수

•      이론 : 이태리어딕션, 독어딕션, 스페인어

 딕션, 러시아어딕션, 불어딕션, 영어딕션,  

 성악문헌

•  실기 : 전공실기, 학내연주, 합창, 오페라

 워크숍, 졸업연주

전공선택

•  이론 : 부실기, 가창법, 성악앙상블

•  실기 : 성악반주법

전공실기

•  전공실기 : 바로크, 고전, 낭만, 현대 시대의 

곡들 중에서 매 학기마다 지정된 범위 안

 에서 작품을 선택하여 한 학기 동안 배우고  

 기말 실기시험으로 평가

•  학내연주 : 무대에서의 무대 매너, 연주 

방법 습득

•  언어학습 : 이태리어딕션, 독어딕션, 불어

 딕션, 영어딕션, 스페인어딕션, 러시아어

 딕션

•  이론학습 : 합창, 오페라워크, 성악문헌, 

합창지휘법

교직이수

•  중등학교 정교사(2급) 음악

•  대학원 진학 : 강사, 교수, 음악치료사, 음악·음반·공연 평론, 지휘자

•  합창단 단원 : 합창단 단원, 오페라 코치, 오페라단, 뮤지컬단원, 연출 음악 프로듀서(PD, AD)

•       음악관련 회사 : 아나운서, 리포터, 공연기획자, 사운드 디자이너, 문화예술경영

입학 전

재학 중

졸업 후 진로

진로설계 로드맵 진로설계 로드맵 

TEL. 02-710-9532        

E-mail. gd9532@sookmyung.ac.kr       

WEB. http://music.sookmyung.info

�  나르샤

나르샤는 숙명여자대학교 음악대학 리더십 그룹

으로, 그 뜻은 ‘날아오르다’라는 순우리말이랍니

다. 나르샤는 학생들의 주도적인 활동을 바탕으로 

매년 이어지는 음악대학의 대표적인 리더십 그룹

으로, 약 100명의 성악과, 피아노과, 관현악과, 작

곡과 학생들이 활동하고 있습니다. 노인병원, 어린

이병원, 복지관 등에서 연주봉사를 주로 하고 있으

며 교내 음악대학 연주, 교내 타 학과 찬조 연주, 교

외 축제 찬조 출연 등 다양한 방면으로 활동하고 

있답니다. 나르샤의 활동은 음악봉사 이외에도 장

애인 복지단의 행사 도우미로 지속적인 활동을 하

고 있으며, 그룹의 주된 목적이자 목표인 ‘봉사’를 

전 단원들의 참여를 통해 실천하고 있습니다. 사람

들의 마음을 따뜻하고 부드럽게 만들 수 있는 가장 

좋은 매개체인 음악은 성악과, 피아노과, 관현악

과, 작곡과의 공통분모로서, 학생들은 나르샤 활

동을 통해 음악이란 아름다운 소재에 진심을 담아 

선율을 보다 많은 이들에게 전달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답니다.

�  전공취업특강

학생들의 취업에 도움을 주기 위하여 다양한 분야

에 진출해 있는 현직 선배들을 초청하여, 전공취업

특강을 지속적으로 개최하고 있습니다. 학생들은 

특강을 통해 진출희망분야의 생생한 정보습득뿐만 

아니라 질의 응답시간을 통해 취업과 관련된 궁금

증도 해소할 수 있습니다.

�  오페라 및 연주활동

매해 봄·가을, 1년에 두 번의 가곡의 밤, 아리아의 

밤, 합창제와 봄에는 협주곡의 밤, 가을에는 정기

연주회로 오케스트라와 연주할 기회를 가지며 오

페라 오디션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학생들이 성악

의 기량을 넓힐 수 있도록 많은 무대를 제공하고 

있답니다. 

TEL. 02-710-9533        

E-mail. gc9533@sookmyung.ac.kr   

WEB. http://music.sookmyung.info

학과에 적합한 학생

•   청음능력을 갖춘 학생

•  하나 이상의 악기에 능숙한 학생

•  화성학·이론, 음감/대위법 등에 대한 기초 

지식

•  음악 형식에 대한 기본적인 지식

준비사항

•  작곡실기, 화성학, 청음, 피아노 실기 등의 

연습 필요

•  음악적 구성과 해석 능력을 키우고 창의적

으로 표현하는 방법을 학습

•  논리적 구성과 기술의 방법 연습 필요

전공필수

•  다양한 악곡을 작곡하기 위한 기초 음악지

식 습득

 - 대표 교과목 : 악기론, 현대음악분석, 음

악형식분석, 대위법, 관현악법 등

전공선택

•  클래식 작곡의 심화 지식과 다양한 음악

에 대한 지식 습득

 - 대표 교과목 : 합창편곡법, 국악개론, 컴

퓨터음악, 재즈화성의이해, 음악공연제

작및실습

교직이수

•  중등학교 정교사(2급) 음악

•   대학원 진학 : 클래식작곡가, 교수, 강사, 교사, 학원강사, 개인레슨, 지휘자, 음악교육가, 음

악이론학자

•   상업음악 : 영화음악, 연극음악, 무대공연음악, 미디어음악작곡가, 음향감독, 녹음프로듀서 등

•   음악관련 회사 : 음악출판사, 음악전문기자, 방송PD, 음악방송작가, 공연기획, 공연장 음악

감독 등

입학 전

재학 중

졸업 후 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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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학부  
DIVISION OF PHARMACY

SINCE 1953

The First & Best Global Pharmacist 마음과 시대에 소통하는

디자이너

글로벌 경쟁에서 앞서나갈 수 있는 전문성을 갖춘 우수한 약사 인력 양성을 통해 약학의 미래를 선

도할 ‘First & Best Global Pharmacist’를 배출하는 1등 약학대학으로 도약하는 것을 목표로 삼

고 있습니다. 이러한 목표달성을 위해 약학부는 교육과 연구 역량의 극대화를 바탕으로 약학 직무

를 수행할 수 있는 우수한 약사의 양성에 힘쓰고 있으며, 새롭게 변화된 보건의료 환경에서 약의 

가치를 극대화해 질병으로 고통받는 환자의 생명을 구하고 생활의 질을 향상시켜 국민보건에 기

여하고자 하는 뚜렷한 교육목표를 가지고 있습니다.

현대의 디자인분야는 시각 결과물의 도출과 더불어 창의성이 강조되는 디자인의 리서치 및 기획능

력을 중요시하는 시대로 변모해왔습니다. 시각·영상디자인과는 이런 시대적 변화에 부응하여 사

회에서 요구하는 디자인을 인간적이고도 새로운 시각으로 창조할 글로벌 디자이너 양성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시각디자인과 영상디자인의 융합을 통해 보다 자기주도적인 학습의 기회를 

부여하며, 폭넓은 전공과목의 학습을 통해 다양한 디자인 능력의 함양을 유도하고 있습니다. 더불

어 건실한 예술적 기량과 개성적이며 창의적인 조형감각을 지닌 디자이너를 양성하는 것을 세부적

인 교육목표로 삼고 있습니다.

시각•영상 
디자인과 
DEPARTMENT OF  
VISUAL & MEDIA DESIGN

SINCE 1948

학과 활동 학과 활동

�  일러스트스터디

’일러스트스터디‘는 시각·영상디자인과의 동아리

로 현재 활동 중인 동문 일러스트레이터, 학부생, 

대학원생을 중심으로 그림책 연구와 제작을 진행

합니다. 소속 학생들은 현업에 있는 선배들의 조

언을 받을 수 있는 기회와 더불어 실제 그림책의 

연구와 제작과정을 통해 실무 능력을 향상시키고 

있답니다.

�  타이포그래피반 아밀라제

타이포그래피반 ‘아밀라제’는 교내·외에서 전시를 

진행하며 실전적 경쟁력을 키울 수 있는 시각·영

상디자인과의 동아리입니다. 실제 전시를 통해서 

학생들은 자신의 작업물에 대한 다양한 피드백을 

받으면서 조금 더 발전된 결과물 도출을 위해 힘

쓰고 있답니다.

�  광고동아리

DESIGN & TECHDESIGN & TECH는 디자인과 

테크놀로지를 기반으로 하는 디자인 창의교육 프

로그램의 개발을 도모하는 모임입니다. 학생들은 

디자인과 테크놀로지의 상관관계와 동향에 대한 

심도 있는 학습과 논의를 통해 시각·영상 분야의 

전문가로 거듭나고 있답니다.

�  전공특화 글로벌탐방 프로그램  

창의 디자인 테크놀로지 교육의 일환으로 매년 글

로벌 탐방 프로그램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창의성

을 바탕으로 뉴미디어를 위한 글로벌 디자인 개발

이 가능한 전문 디자이너를 양성하기 위해 뉴욕대

학교-숙명여자대학교 간 정례화된 국제교류 프로

그램의 일환이랍니다. 세계적인 해외 우수대학의 

추세에 부응하고 궁극적으로는 학과 중심의 학생 

교환 국제교류 확대로 글로벌 감각을 갖춘 인재를 

양성하기 위해 학생 개인의 창의성 증대 및 국제

무대 전시 및 공연 경험을 체득할 수 있는 양질의 

프로그램입니다.

학과에 적합한 학생

•  국민 건강 및 보건에 관심 있는 학생

•  국내·외 대학 2년 이상 수료하고 약대입문

자격시험(PEET)을 응시한 학생

•  규정된 선수 과목을 이수한 학생

준비사항

•  대학에서 1~2학년 동안 생명과학·화학·물

리·수학 등의 교과목에 대한 충분한 학습 

및 PEET 준비

•  전공지식 습득 및 글로벌 커뮤니케이션을 

위한 영어공부

학과에 적합한 학생

•  커뮤니케이션에 대한 적극적 태도

•  세심한 관찰력과 창의력을 갖춘 학생

준비사항

•  포토샵, 일러스트레이터 등의 디자인 프로

그램 지식 습득

•  관련 서적 독서 및 연관 전시회 관람 등의 

간접체험

약학부 3~6학년 과정

•      3, 4학년 : 약사로서 공통적으로 갖추어야 

할 전문지식과 기술을 습득할 수 있는 강

의과목과 실습과목 운영

•      3학년 강의 과목 : 약학개론, 세포생물학, 

유전학, 분자생물학, 해부생리학, 의약품

합성학, 약물치료학

•      4학년 강의 과목 : 약물학, 약제학, 미생물

학, 약학실습Ⅰ·Ⅱ·Ⅲ

•      5학년 : 응용약학, 임상약학, 산업약학 3

개의 세부전공 중 하나를 선택하여 심화 

학습

•      6학년 실무실습과정 : 다양한 실무현장에

서 지도 약사의 지도하에 실무실습을 이수

기초과목

•  시각·영상기초디자인, 디자인씽킹&시각

화, 스토리텔링디자인, 디지털디자인, 시

각ㆍ영상디자인론, 디자인과문화

전공공통과목

•  타이포그래피디자인, 편집디자인, 색채학, 

디자인매니지먼트

전공심화과정

•  광고영상(브랜드디자인, 광고디자인), 브

랜딩(유튜브영상디자인, 영상콘텐츠디자

인), 시퀀스일러스트레이션(애니메이션, 

일러스트레이션), UX/UI(디지털미디어컨

텐츠, 인터렉티브미디어디자인)

•      공공기관 및 연구소 : 식품의약품안전처,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건강보험공단 등 공공기관

에서 근무

• 병원 : 의료 기관에서 환자 중심 약료서비스 제공

• 지역약국 : 지역 환자 케어 및 보건의료서비스 제공

• 기업 : 제약 및 임상 관련 기업에서 신약개발 및 임상시험 관련 업무

• 대학원 진학 후 신약 개발 및 관련 업계 전문직 진출

•  프리랜서 디자이너 : 일러스트레이터, 타이포그래피 디자이너, 사진편집 디자이너, 인터스

페이스 디자이너 등

•  광고·홍보분야 : 광고대행사 디자이너, 아트 디렉터, 기업체 홍보실 등

•  방송분야 : 영상제작 관련 프로덕션, 공중파 및 케이블TV 방송국, 인터넷 방송국 등

•  출판분야 : 출판물 표지 및 컨셉 디자이너 등

•  디지털콘텐츠분야 : 각종 디지털 콘텐츠의 제작 및 수정과 편집 업무

입학 전 입학 전

재학 중

재학 중

졸업 후 진로

진로설계 로드맵 진로설계 로드맵 

TEL. 02-710-9958        

E-mail. smvd@sookmyung.ac.kr       

WEB. http://smvd.sookmyung.ac.kr(국문)

WEB. http://smvd.org(영문)

졸업 후 진로

�  선배와의 대화

선배와의 대화는 재학생들의 진로선택에 실질적인 

도움을 주기 위해 약학부에서 자체적으로 5월, 11

월 연 2회 개최하는 행사랍니다. 학과를 졸업한 후 

사회에 진출한 선배님들을 초청하여 직무분야에 

대한 생생한 정보도 얻고, 공부하면서 생긴 궁금증

도 해결할 수 있는 특별한 기회로 선후배 동문 간에 

오가는 따뜻한 사랑과 든든한 연대를 확인할 수 있

는 대표적인 행사랍니다.

�  전공설명회 및 실무실습 설명회

약학부는 세부전공 선택에 도움이 되고자 교수님

들께서 직접, 매 학기마다 열리는 전공 설명회에서 

각 세부전공의 교과과정 및 관련 사회진출분야에 

대해 상세하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또한, 실무실습 

설명회를 통해 6학년 과정에 있을 지역약국, 제약

회사, 병원 및 공공기관에서의 실무실습 진행과정

에 대해 미리 숙지할 수 있기 때문에 약학부 학생

들은 적성에 맞는 세부전공 선택과 실무실습 준비

가 가능하답니다.

�  리코리스 엔젤

리코리스 엔젤은 여성리더십의 실현을 위해 만들

어진 ‘숙명리더십그룹’ 소속 동아리로, 3~5학년이 

다 함께 활동하며 각 분야 리더들의 생생한 이야기

를 들을 수 있는 리더십 강연을 기획하고, 산업계·

학계·연구계를 두루 아우르는 다양한 현장으로의 

견학과 더불어 진로를 탐색할 수 있는 산학연 탐방

도 실시하고 있답니다. 또한 매주 일요일 외국인 근

로자 지원센터에서 조제 및 투약 봉사를 통해 약학

인의 사회적 의무를 배울 수도 있습니다.

�  학과 국제교류·인턴십·산학프로그램·장학금 

약학부에서는 학교와 동문회의 지원으로 매년 

10~20명의 5학년 학생들이 미국 유수 약대에서 3

주 간의 프로그램 교육을 받고 있습니다. 또한 다양

한 학내·외 인턴 프로그램을 이용할 수 있고 숙명여

대의 여러 장학 제도와 더불어 약대 동문의 다양한 

특별 장학금도 다수 지원되고 있습니다.

TEL. 02-2077-7113        

E-mail. pharm9576@sookmyung.ac.kr   

WEB. http://pharmacy.sookmyung.a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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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디자인과  
DEPARTMENT OF  
INDUSTRIAL DESIGN

SINCE1948

창조적 열정과 잠재력을 기반으로 한

새로운 디자인리더십 교육

건축과 실내외 공간을 창출하는

토탈 디자이너

산업디자인과는 미래사회가 지향하는 새로운 생활문화 창출을 위한 여러 방법들을 창의적 디자

인 교육에 접목하여, 합리적인 디자인 사고능력과 독창적인 조형능력을 함양하고 다변화된 사회

적 수요에 부합하는 특화된 창조력을 가진 디자인 전문 인력 양성을 목표로 삼고 있습니다. 또한 

산업디자인의 미래 비전을 리드할 수 있는 통합적 지식역량을 갖춘 Cross Over형 디자이너 양성

과, 다양한 사회적 스펙트럼에 대한 연구와 미적인 감성 및 지적인 논리를 바탕으로 미래적 대안으

로 구체화할 수 있는 통섭적 전문 프로그램 개발과 더불어 미래 창조적 디자인 산업을 주도할 인재

를 양성하기 위한 교육시스템 구현을 지향하고 있습니다.

환경디자인과는 건축전공과 공간환경디자인전공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건축전공은 국내에서 

유일하게 미술대학에 개설되어 있으며 미학적 능력을 바탕으로 디자인과 설계를 교육하고, 인문학

적 사고를 바탕으로 이론과 실기를 교육하며 감성적 자질과 창의적인 능력을 겸비한 글로벌 여성 

건축가를 양성하는 것을 교육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공간디자인전공의 경우, 인간이 접하는 모든 

공간을 상상하고 기획, 실현하는 최신기술과 감각을 배웁니다. 과학과 예술의 접점에서 조형적 아

름다움과 인간의 행위, 삶의 공간에 대한 질적 향상을 고려하며 경험과 감성을 담아내는 물리적 환

경을 계획하는 토탈디자인이 가능한 인재 양성을 목표로 삼고 있습니다.

환경디자인과 
DEPARTMENT OF  
ENVIRONMENTAL DESIGN

SINCE 1997

학과 활동 학과 활동

�  Designer Mentoring & Consulting 

Workshop

환경디자인과는 멘토링 & 컨설팅 워크샵을 매년 

1회 이상 진행하고 있습니다. 워크샵을 통해 학생

들은 진출하고자 하는 분야의 멘토와 면담을 하

고 자신의 진로 분야에 대한 컨설팅을 받을 수도 

있답니다.

�  맞춤취업교육, 공모전 지도

학과에서는 학생들의 진로진출 역량향상을 위해 

맞춤취업교육과 공모전 지도를 진행하고 있습니

다. 학생들은 맞춤취업교육을 통해 본인이 희망

하는 분야에서 필요로 하는 전문역량을 향상시킬 

수 있으며 학과의 체계적인 공모전 지도는 다수의 

수상실적으로 결실을 맺고 있답니다.

�  디자인특강

환경디자인과는 학생들의 미적능력 향상과 관련 

분야의 생생한 실무정보 전달을 위해 연 2회 이상 

디자인특강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특강의 경우 전

공분야의 연사 또는 학생들의 관심분야와 연관된 

연사의 초청을 통해 진행된답니다.

�  디자인글로벌탐방

환경디자인과에서는 매 학기별 환경디자인과 관

련한 다양한 탐방이 이루어지는데 그룹별 테마가 

있는 여행과 학술발표 여행 그리고 현장답사를 위

한 답사여행이 진행되었고, 디자인글로벌탐방을 

통해 학생들은 전공을 위한 미적 감각 향상과 세

계무대로의 진출을 위한 글로벌감각, 현장지식 등

의 향상을 도모하고 있답니다.

학과에 적합한 학생

•  주변 환경에 대한 세심한 관찰력과 호기심

•  새로운 일에 대한 도전과 용기

•  섬세한 감성과 따뜻한 배려

준비사항

•  자극과 영감을 주는 새로운 환경에 대한 잦

은 노출

•  타인과의 활발한 교류를 통한 창조적 사고

의 확장

학과에 적합한 학생

•  일상의 물리적 공간에 대한 호기심과 도

시환경디자인에 대한 관심

•  창의적이고 진취적인 학생

•  타인과의 소통과 공감에 탁월한 학생

준비사항

•  디자인 관련 전시회, 공모전을 통한 미적 감

각 향상

•  관련분야의 서적을 통한 기초지식 함양

•  외국어 능력 향상에 대한 노력

전공심화 교육과정

•      기초ID스튜디오, ID스튜디오, ID워크숍

(캡스톤디자인), 기초퓨전디자인, 퓨전디

자인, UX디자인, ID프로모션

전공지원 교육과정

•      기초디지털디자인, 디지털디자인, 어드밴

스디자인, ID지식재산스튜디오, ID프로덕

션스튜디오(현장실습), ID디자인론, ID방

법론

실효성 있는 맞춤교육 지향

•      다양한 산업분야와 융합된 산학협동 프로

그램 + 창조경제의 기반이 될 수 있는 캡

스톤디자인 수업

  

  학생들의 창의적 아이디어를 현실화하는 

실질적인 스타트업 창업

교직이수

•      중등학교 정교사(2급) 디자인

교육과정

•  1, 2학년 전공기초 및 공통

•  3, 4학년 전공과목 학습

건축디자인전공

•  체계적인 디자인 이론과 공학 이론, 미학 

지식, 실기능력, 디지털 기반의 표현능력, 

실무건축을 위한 전문적인 설계능력 배양

 - 대표 교과목 : 건축설계스튜디오, 현대건

축론, 건축구조

공간환경디자인전공

•  체계적인 디자인 이론과 철학, 일상과 직

접 연관된 물리적인 공간의 창의적 표현을 

위한 지식 습득 및 실기

 -  대표 교과목 : 공간디자인스튜디오, 공간

연출디자인, 공간마케팅

•      연구분야 : 국내·외 대기업, 중소기업 및 전문회사, 대학 연구소 연구원

•      디자이너 : 제품, 자동차, 생활용품, 팬시, 게임, 디스플레이, 공간연출 디자이너, 사용자 경

험중심 UX·UI, 서비스 디자이너

•      디자인관련 기업 : MD, 상품기획, 마케팅

•      교육계 : 교사, 교수, 전문디자인 강사

•  실무분야 : 대기업이나 스튜디오 형태 회사들의 설계팀, 디자인경영팀, 전시기획팀, 백화점 

등의 디스플레이팀, 테마파크 디자인실, 건축설계사무소, 대기업걸설업체, 아뜰리에, 건축

연구소, 인테리어기업, 가구디자인회사, 조명디자인회사, 무대디자인 등

•  출판, 언론분야 : 디자인, 건축 관련 잡지 에디터, 디자인분야 전문기자, 인테리어 프로그램 

운영 등

•  연구분야 : 도시계획연구소, 환경디자인연구소, 공공시설물디자인연구소, 환경색채디자인

연구소, 주택관련연구소, 정부출연기관, 도시, 조경건축 및 주거환경 관련 산업체 내의 연

구기관

•  교육분야 : 교수, 미술 전공 지도자, 미술 교사 등

입학 전 입학 전

재학 중
재학 중

졸업 후 진로

진로설계 로드맵 진로설계 로드맵 

TEL. 02-710-9758        

E-mail. smed@sookmyung.ac.kr        

WEB. http://design.sookmyung.ac.kr

졸업 후 진로

�  혁신디자인그룹 SID

산업디자인과의 혁신디자인 개발 및 프로모션

을 연구하는 실험그룹입니다. ‘Solution for the 

Innovation Design’을 바탕으로 창조적 라이프스

타일을 위해 트렌드 리서치, 디자인 스타일 연구, 

리빙 디자인, 감성 디자인, 서비스 디자인, 디자인 

마케팅 및 프로모션 등의 다양한 장르를 연구하고 

있으며 매년 미래 사회에서 소비자와 시장수요에 

적용 가능한 디자인을 연구하고 개발하여 전시를 

통해 소개하고 있답니다.

�  서울디자인페스티벌 참가(국내전시 프로모션)

서울디자인페스티벌에서 해마다 SID 브랜드로 실

험적인 아이템을 선보이고 있으며, 전시 프로모션

을 통해 개발(양산)을 위한 비즈니스 및 라이프스

타일의 새로운 디자인을 시장에 제안하고 있습니

다. 그중 2012년 콘셉트였던 ‘더 프레임’은 관람자

가 뽑은 베스트 디자인으로 선정되어 2013년 광주

디자인비엔날레에 초청받기도 했답니다.

�  도쿄디자인위크 참가(국제전시 프로모션)

매년 SID 브랜드로 100% 디자인 도쿄 프로페셔널 

존에 심사를 거쳐 참여해 왔으며 국제적인 경쟁력

과 감각을 인정받아 왔습니다. 이를 통해 글로벌 디

자인 그룹으로 더 넓은 시장으로 도약하고자 준비

하고 있답니다.

�  Global Visiting Program 

전공교육역량 강화 및 국제교류 활성화를 위한 글

로벌탐방단에 2010년부터 선정되어 미국, 영국, 프

랑스, 스페인 등 산업디자인 선진국을 대상으로 학

과 인솔 교수 1인 및 재학생 7~10인이 한 팀을 이루

어 전공과 관련된 해외탐방 프로그램을 9박 10일

의 기간 동안 진행하고 있답니다.

TEL. 02-710-9582       

E-mail. smid@sookmyung.ac.kr  

WEB. http://www.smid.a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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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예과  
DEPARTMENT OF ARTS & CRAFTS

SINCE 1948

생활 속의 예술,

창의적 감각의 공예 디자이너

높게 상상하고 위대하게 창조하라

21세기는 단일 분야의 전문성 외에도 다양한 경험과 지식을 갖고 서로 다른 분야 간의 융합을 통

해 새로운 것을 창조하는 이른바 ‘통합형 인재’를 요구하는 시대입니다. 공예과는 시대의 흐름에 

맞추어 현대 사회가 요구하는 종합적 사고 능력을 갖춘 창조적 공예 디자이너 양성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다양한 재료 체험과 표현 기법의 구현이 가능한 전문 인재 배출과 더불어 전

공뿐 아니라 브랜딩, 창업, 디자인, 과학기술 및 인문사회 분야와의 연계를 통해 새로운 문화예술

의 융합과 소통을 이끌어낼 수 있는 인재를 양성하는 것을 교육 목표로 두고 있습니다.

회화과는 문화선도 역량을 갖춘 창조적 지도자 양성을 목표로 삼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학생들로 

하여금 실기과목과 이론과목을 조화롭게 편성하여 다양한 표현기법을 기초로 한국화, 서양화의 

실기전반에 대한 전문지식과 표현능력을 습득하고 현대적 조형성을 지닌 글로벌 작가의 자질을 기

르게 하고 있습니다. 나아가 축적된 미술이론과 자신만의 작품 철학을 바탕으로 다양한 실험과 연

구를 통해 작품에 대한 올바른 비평적 시각과 창작 능력을 기르고, 현대 사회가 요구하는 심미안을 

지닌 미술인을 양성하는 것을 구체적인 교육목표로 삼고 있습니다.

회화과 
DEPARTMENT OF PAINTING 

SINCE 1948

학과 활동 학과 활동

�  스터디 동아리

회화과 학생들이 모여 다양한 전시를 관람하고 

서로 토론할 수 있는 동아리로, 평면 작업과 더불

어 설치, 퍼포먼스 등 다양한 분야에 관심을 가진 

학생들이 참여합니다. 서로의 작업에 대한 토론

과 질의응답을 통해 다양한 지식을 나누며 자유

롭고 적극적인 작업 활동을 진행합니다. 

�  국제교류 프로그램

회화과에서는 베르사유대학과 홋카이도미술교

육대학과의 워크샵 프로그램을 운영합니다. 해외 

대학과의 교류전을 개최하며 활발한 피드백을 통

해 작품의 안목을 넓혀 글로벌 작가로서 자질을 

키웁니다. 

�  교육봉사 및 벽화봉사

서부검찰청과 함께 미술체험활동을 통한 청소년 

선도에 뜻을 함께하고 있으며, 다양한 교육 프로

그램을 통해 청소년의 정서함양과 창의력 신장을 

도와줌으로써 사회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또한 서

울 시내의 낙후되고 소외된 지역을 깨끗하고 밝게 

만들고자 매년 벽화봉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캔

버스에서 벗어나 자유분방한 벽에 여럿이 목표를 

갖고 작업을 하다 보면 협동심뿐만 아니라 성취감

도 느낄 수 있습니다. 

�  비교과 프로그램 운영 

아트컴퍼니 : 학생들의 창의력을 기반으로 현장

실무 체험에 대한 입문과정 수업으로 운영됩니다. 

실험 영상 기법과 창조교육 : 학생들이 IT기술을 

활용하여 온·오프라인 무대 안에서 활동할 수 있

게 도움을 주며, 한국 미술문화 전반을 이끌어 갈 

신진작가를 양성합니다. 

학과에 적합한 학생

•  공예·디자인·예술 분야에 관심이 많은 학생

•  다양한 재료를 통해 표현기법을 익히고 

융·복합적인 사고로 창의력을 발전시키고

자 하는 학생

•  제2외국어와 포토샵, 일러스트레이터, 3D 

캐드 등의 컴퓨터 프로그램에 대한 관심이 

많은 학생

준비사항

•  다양한 교과목의 지식과 사회 전반적인 경

향에 관심 함양

•  포토샵, 일러스트레이터, 3D 캐드 등의 컴

퓨터프로그램에 대한 학습

학과에 적합한 학생

•  ‘회화’에 대한 관심과 탐구심이 많은 학생

•  인내력과 성실함을 가진 학생

•  편견 없는 창의적 상상을 즐기는 학생

•  미술 산업 분야의 트렌드에 관심이 많은 

학생

준비사항

•  미술의 역사 탐구

•  좋아하는 미술사조, 작가 탐구

•  다양한 전시 관람

기초실기

•      표현과매체, 금속, 도자, 목칠, 섬유전공 

기초 학습

세부전공

•      금속 : 금속주얼리실기, 인테리어소품디자

인, 인체와장신구, 주얼리브랜딩(캡스톤디

자인)

•      도자 : 물레성형, 도자성형기법, 석고제형, 

도자재료의이해와활용

•      목칠 : 목칠표현기법, 목칠조형기법, 목칠

제품개발

•      섬유 : 섬유소재디자인, 텍스타일디자인, 

직조와니트

공통 이론

•      조형원리(원강), 미술과공예(원강), 공예사, 

현대공예론

학과 특화 프로그램

•      컴퓨터 프로그램 : 포토샵, 일러트스레이

터, 3D 캐드

•      창업·취업 프로그램 : 서피스디자인현장실

습, 공예문화와창업기획, 금속주얼기실기

(캡스톤디자인), 공예와패션악세서리, 브

랜드마케팅

교직이수

•           중등학교 정교사(2급) 공예

교과과정

•  리더십을 가진 세계적 작가양성, 글로벌 

역량 강화, 문화산업계 현장의 전문인력, 

직무역량 강화

 인문소양강화

•  동·서양 미술의 전반적인 기초 실기로 다

양한 재료의 기법 습득, 미술관련 인문학

적 지식과 철학 학습

 - 대표 교과목 : 기초회화, 수묵조형, 재료

연구, 회화와미디어, 한국회화론, 현대회

화론, 미술비평론

직무역량강화

•  전공에 대한 심도 있는 실기로 창작활동의 

폭을 넓힘, 심화과정을 통한 작가적 기량 

향상

• 현장준비 : 공모전, 기획전시, 게릴라 토론 등

 - 대표 교과목 : 조형계획, 현대회화, 현대

채묵기법, 작가와양식연구

졸업전시회

•  창작능력과 기량 발휘 및 진로 결정

•      디자인분야 : 주얼리, 생활도예, 가구디자인, 제품 디자인, 리빙, 패션 및 텍스타일디자인, 

무대, 편집, 실내, 광고

•  전문직분야 : 대학원 입학을 통한 전공심화, 공예가, 사진작가, 일러스트레이터, 컬러리스

트, 모형제작자, 무대미술, 의상, 스타일리스트, 보석세공 감정사 등

•  교육분야 : 초·중·고교 교사, 대학 교수, 강사, 미술치료사, 방과 후 지도교사, 미술학원 운영, 

문화예술교육사, 미술관 및 박물관 에듀케이터 등

• 문화·예술분야 : 큐레이터, 평론가, 전시기획자, 공연기획자 등

•  작가 : 현대회화 및 국제무대에서 활동하는 작가, 미디어 작가, 설치 작가, 행위예술가 등

•  문화 예술 산업 : 큐레이터, 디자이너, 미술평론가, 문화콘텐츠개발, 아트매니지먼트, 디스

플레이어, 무대디자인, 미디어아트, 광고, 회화작품 복원 및 수리, 출판업, 창업연구자, 벽

화연구자 등

•  교육계 : 초·중·고교 교사, 대학교수, 미술치료사, 교육교재 개발사, 아동 미술심리 지도자 등

입학 전 입학 전

재학 중

재학 중

졸업 후 진로

진로설계 로드맵 진로설계 로드맵 

TEL. 02-710-9658         

E-mail. fineart@sookmyung.ac.kr       

WEB. http://fineart.sookmyung.ac.kr

졸업 후 진로

�  문화상품전·페어 참가

공예과의 주요 행사 중 하나로, 학생 및 교수, 대학

원생, 졸업동문 등 다양한 구성원들이 자신의 공

예작품 및 제품을 프리마켓 형식으로 3일에 걸쳐 

판매하는 행사입니다. 서울국제핸드메이드페어, 

공예트렌드페어 등 각종 행사를 통해 학생들은 수

익금을 얻는 것 이외에도, 현재 트렌드를 파악하고 

제품 판매 프로세스를 배우며, 마케팅 감각과 소

비자의 반응을 접할 수 있습니다.

�  과제전

매 학기 전공 수업별로 학생들의 작업 결과물을 전

시하는 행사입니다. 학생들은 결과물을 전시하여 

소통의 기회와 전시 기획, 전시 프로세스를 배울 수 

있는 기회를 가집니다.

�  전공별 창업·취업 특강

매 학기 해당 분야의 전문가를 초청, 현재 배우고 

있는 과정을 어떻게 현장에서 활용할 수 있는지를 

알 수 있는 특강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학생들이 학

교 수업만으로는 얻기 힘든 산업 현장에서의 전문

성을 갖추기 위해 필요한 자격요건, 창·취업을 위한 

유용한 팁, 전문가의 자세 등 많은 정보를 학생들에

게 연 30회 이상 제공하고 있습니다. 

�  미술 전시 및 비엔날레 탐방 

학생들이 디자인 감각을 키울 수 있도록 매년 미술

관 기획전 및 비엔날레, 리빙디자인페어, 핸드메이

드페어, 공예트렌드페어 전시탐방의 기회가 있습

니다. 청주국제공예비엔날레, 경기세계도자비엔날

레, 국립현대미술관(MMCA) 및 국립중앙박물관, 

동대문 디자인플라자(DDP) 등 학생들의 아이디어

에 영감을 줄 수 있는 전시를 선정하여 탐방을 진행

하고 있습니다. 전시 탐방을 통해 학생들은 현대예

술과 공예, 디자인의 흐름을 이해하고 교수님과 학

생들 간의 소통으로 친화감 형성의 시간을 가지고 

있습니다.

TEL. 02-710-9583       

E-mail. craft@sookmyung.ac.kr  

WEB. http://craft.sookmyung.a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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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협력전공  
GLOBAL COOPERATION MAJOR

SINCE 2010

Beyond the world

School of Global Service

가치를 창조하는 혁신,

소통을 아는 아이디어 아티스트

글로벌협력전공은 국제 현장에서 글로벌 전략을 기획하고 시장을 개척하며 기업 및 관련 기관의 

글로벌 인적자원을 관리할 수 있는 전문 인력의 양성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학생들로 하

여금 글로벌 사회 공헌 전략 및 사회적 기업의 창출을 도모할 수 있는 역량을 배양할 수 있도록 교

육하며, 동시에 영어로 진행되는 모든 수업과 해외 현장 교육을 통해 경험을 축적하여 글로벌 인재

로 거듭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구체적인 교육목표로 삼고 있습니다.

앙트러프러너십전공은 기업가적 사고와 혁신적인 발상을 두루 갖추어 아이디어를 창업으로 실현

시킬 수 있는 글로벌 경영 리더의 양성을 지향합니다. 더불어 졸업 후 글로벌 시장을 대상으로 한 

창업이나 다국적 기업의 신사업기획 부서에 바로 투입되어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춘 인

재 양성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학과의 교육과정은 여성 특유의 감성과 휴머니즘을 기

반으로 한 창업 아이템의 발굴 및 전략 수립에 대한 교육이 주를 이루고 있으며 더불어 실제 창업

자들의 경험을 간접적으로 학습하고 시행착오를 줄일 수 있는 교육과정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또한 

전공수업을 모두 영어로 진행하고 있으며, 이 외에도 학생들은 재학 중 일본어, 중국어 등의 제2외

국어 실력 함양을 통해 학과가 지향하는 인재로 성장하고 있습니다.

앙트러프러너십
전공 
ENTREPRENEURSHIP MAJOR 

SINCE 2010

학과 활동 학과 활동

�  창업학회 ‘브리앙트’

앙트러프러너십 창업학회는 수업을 들으며 창업

에 대한 더 구체적이고 심도 있는 지식을 습득하

기 위해 설립된 학회입니다. 스타트업을 운영하

는데 있어서 필요한 회계, 재무, 사업 계획서 작성 

및 아이디어 구상법 등을 함께 공부하고 있답니

다. 또한 다른 학교의 창업동아리와의 교류를 통

해 네트워크를 형성하고 서로의 아이디어에 대해 

피드백을 주며 더 좋은 사업 기회를 찾는 만남도 

지속적으로 갖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직접 멘

토 및 창업컨설턴트 앞에서 사업 아이템을 발표

하는 자리를 만들어 머릿속에만 있었던 아이디어

를 실제로 사업화시킬 수 있는 대회를 열기도 하

는 등 창업을 위한 활발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  동아리 ‘앙트리’

최근 고교생들의 창업과 기업가정신에 대한 관심

이 높아지고 있음에 부응하여 앙트러프러너십전

공 내 동아리 앙트리에서는 고교생들이 창업과 기

업가정신을 전공 대학생들과 함께 체험할 수 있는 

캠프를 매년 진행하고 있습니다.

�  선배와의 대화 

재학 중 학생들의 가장 큰 고민인 진로 고민에 실

질적인 도움을 주고자 마련된 행사입니다. 선배

와의 대화는 다양한 분야에 취업한 선배들과 재

학생이 한자리에 모여 직무에 대한 설명과 함께 

입사를 위해 준비했던 과정들에 대해 설명하는 

시간을 가진답니다.  

�  커리어 멘토링 

글로벌인적자원개발센터, 앙트러프러너십센터, 

안보학 연구소 및 기타 외부 전문가들과의 협력

을 통한 창업 및 글로벌 기업 취업 100% 프로그

램입니다. 

�  전담지도교수제 

입학과 동시에 학생의 전담 지도교수를 배정, 학

생-교수 간 친밀도 향상과 전공교수와의 원활한 

상담이 가능하답니다.

학과에 적합한 학생

•  적극적인 사고를 갖춘 학생

•  국제 관련 이슈에 대한 관심

•  유창한 외국어 능력

•  새로운 문화의 수용에 대한 능동적 태도

준비사항

•  외신 뉴스를 통한 글로벌 이슈 습득

•  사회, 정치, 세계사, 역사, 지리 등의 교과목 

학습

•  Speaking, Reading, Writing 능력 개발

학과에 적합한 학생

•  창의적이며 도전을 두려워하지 않는 학생

•  활동적인 학생

•  높은 수준의 영어실력을 갖춘 학생

준비사항

•  영어에 대한 심도 있는 학습

•  제2외국어(중국어, 일본어, 불어 등)에 대

한 학습

전공필수과정

•      글로벌 이벤트와 이슈를 이해하고, 분석하

기 위한 기틀을 다지는 단계 

•      이론학습 : 개발학기초, 국제관계의개념과 

이해, 분쟁과경제 등 

•      이론의 실제적 적용 : 연구방법론과 디지

털 프레젠테이션 수업을 통해 리서치를 계

획하고 발표하는 훈련

전공 선택과정

•      국제기구 트랙 : 국제기구에 대한 전반적 

이해와 함께 사례를 분석하고, UN과 그 

산하기구의 역할에 대한 인지와 진출 준비

•      주한 외국 공관 트랙 : 국가별 고유한 문화

와 역사의 특징에 대한 깊이 있는 이해를 

기반으로 공관에서의 원활한 의사소통과 

임무 수행을 위한 학습

•      글로벌 미디어 트랙 : 다양한 관점에서 글

로벌 이슈에 접근하는 방법을 학습

•      다국적 기업 트랙 : 개발학에 대한 이해를 

기본으로 글로벌시장에 대해 학습

필수분야

•  앙트러프러너십개론, 연구방법론, 앙트러

프러너십마케팅, 글로벌기업환경

 선택분야

•  창업 : 아이디어의 구체화부터 실제 서비

스·상품의 구상, 사업화 단계의 과정 학습

•   다국적기업 : 신사업부서의 특징, 업무내

용, 진출방향 등에 대한 학습

•  외국경제단체 : 글로벌화와 앙트러프러너

십, 지적재산과 국제관계 등에 대한 학습

•      국제기구 : UN, NGO, WHO 등

•      다국적기업 : 국제관계 조율, 협력 등의 업무 담당

•      공공기관 : 정부산하 기관 소속 공무원, 주한외국대사관 등

•      미디어 : 로이터, AP통신 등의 외신 언론뿐만 아니라 국내 언론사에서 국제 이슈 전담 리포

터 등으로 진출

•      교육분야 : 강사, 교사, 교수 등

•      전문분야 : 변호사, 공인회계사 등

•  다국적기업 : POSCO, LG, HSBC, 3M, GE, HYUNDAI 등의 신사업 기획부서

•  창업 : 사회적 기업, 기술·벤처 기업, 1인 기업, 가족 기업 등 창업, 스타트업 입사

•  외국경제단체 : 주한미국 상공회의소, 주한유럽연합 상공회의소 등

•  대학원 진학 : 기업 또는 공공기관 산하 연구원, 강사, 교수

입학 전 입학 전

재학 중

재학 중

졸업 후 진로

진로설계 로드맵 진로설계 로드맵 

TEL. 02-2077-7578          

E-mail. globalservice@sookmyung.ac.kr        

WEB. http://global.sookmyung.ac.kr

졸업 후 진로

�  학생회 ‘glory’

글로벌서비스학부 학생회 glory의 주도 하에 학

생들이 활발한 학과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학회와 동아리 활동이 활발하답니다. 먼저 ‘개발

학회(SMIDPG)’는 심도 있는 개발학 스터디와 함

께 동화책을 번역하여 아프리카에 보내는 등 다양

한 활동을 하고 있으며, 매해 교내 총장배 풋살 대

회에서 우수한 성적을 거두고 있는 스포츠 소모임 

‘글앙프리’ 등의 동아리 활동이 있습니다. 또한 ‘글

로벌서비스학부 콜로퀴엄’에서 한 학기 동안의 활

동과 연구 결과물을 발표하고, 교수님의 피드백을 

받기도 하며, 매해 11월 개최되는 ‘글로벌서비스학

부인의 밤’에서는 교수님, 졸업생, 재학생들이 함

께 모여 좋은 정보를 나누고 즐거운 시간을 갖고 

있습니다.

TEL. 02-2077-7496       

E-mail. globalservice@sookmyung.ac.kr 

WEB. http://global.sookmyung.a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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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어영문학전공  
ENGLISH LANGUAGE & LITERATURE

SINCE 1948

통합적 인문 소양과 영어능력으로

시대를 앞서가는 지성인

영어교육의 최초와 최고,

TESL전공입니다

영어영문학전공은 국제어인 영어를 능숙하게 구사하고 그 기반 위에서 영어학과 영문학의 이론과 

사상을 두루 접한 지성인의 양성 및 배출을 지향합니다. 이를 위해 영어학, 영미문학, 통번역학 등

의 다양한 영역의 학습을 통해 전문적인 영어 구사능력뿐만 아니라 영어권 문화의 전반적인 지식

과 더불어 인문학적 소양을 겸비한 인재의 양성을 구체적인 목표로 삼고 있습니다. 또한 학생 개개

인의 학문적 능력과 관심사를 최대한 계발할 수 있는 교육환경 제공을 통해 학생들로 하여금 능숙

한 영어 구사능력, 지성적 사고와 섬세한 감성, 국제적 감각을 함양할 수 있도록 교육하여 사회의 

여러 분야에서 요구되는 국제적인 전문인으로 성장하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테슬(TESL)전공은 수준 높은 영어구사력과 체계적인 영어교육 이론을 바탕으로 영어교육에 대한 

접근법을 진일보시킬 수 있는 인재의 양성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학생들로 하여금 의

사소통에 연관된 개인, 사회, 역사적 요인과 배경을 이해하고 통찰하기 위한 폭넓은 인문학적 소양

을 기를 수 있도록 교육하고 있습니다. 또한 언어, 문화 간 관계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한국어와 

영어를 사용할 수 있는 이중 언어 의사소통능력을 갖춘 인재 양성을 지향합니다. 더불어 영어교육

이라는 분야에서 전문가로 활약할 수 있도록 세부영역에 대한 전문적 지식과 교육방식을 겸비하여 

최종적으로는 수준 높은 인문학적 소양과 언어능력을 바탕으로 다양한 국제기구 및 외국계 기업으

로 진출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춘 인재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도하고 있습니다.

테슬(TESL) 
전공 
TESL 

SINCE 2011

학과 활동 학과 활동

�  학생회

영어영문학부 학생회는 학부생들이 자치적으로 

영문학부 전반의 활동을 기획·추진하고 있습니

다. 학생들은 학생회 활동을 통해서 리더십을 기

르고, 학교와 학부의 발전을 위해 노력하고 있답

니다. 학생회에서는 학부생들에게 생활의 편의를 

제공하기 위한 다양한 활동, MT, 청파 대동제(축

제) 행사 등을 창조적으로 기획하여 운영하며, 그 

외에도 개강, 종강 총회, 영어영문학부의 우수한 

학술활동의 무대인 학술축제와 영문인의 밤 행사

를 주최합니다. 

�  플레임즈(The Flames)

‘The Flames’는 1995년부터 지금까지 35회 정기

공연과 2회의 워크샵 공연을 거쳐 명실상부한 영

어영문학부의 대표적인 소모임으로 자리 잡고 있

답니다. ‘The Flames’에서는 연극과 관련된 기술

이나 전문지식도 자율적으로 익히면서 공연을 비

평하는 능력도 함께 기르게 되어 수준 높은 대학 

문화를 선도하고 있습니다. 

�  테슬(TESL)전공 멘토-멘티 데이 

매해 테슬(TESL)전공에서는 학부의 전 학년 학생

들, 교수님이 모두 함께 모여서 친목을 돈독히 하

는 자리를 마련하고 있습니다. 행사 진행 중에는 

전체모임과 소그룹 모임으로 전공 학생들과 지도

교수 간 이야기를 나눌 수 있는 프로그램이 마련되

어 있기 때문에 재학생 간, 교수와 학생 사이의 유

대감을 형성할 수 있는 행사랍니다.

�  Beginning of the Semester meeting, 

End of the Semester meeting 

매해 학기 초와 학기 말에 각각 Beginning of 

the Semester meeting, End of the Semester 

meeting을 마련하여 학생들과 교수님들이 학기

에 대한 계획, 기대 등을 공유하고 친밀한 교류의 

시간을 갖고 있답니다. 더불어 모든 행사는 영어

로 진행되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영어사용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는 좋은 기회랍니다.

학과에 적합한 학생

•  영어 및 영미문화에 대한 높은 관심

•  다양한 문화권의 문화에 대한 관심

•  언어의 구조이해를 위한 논리적 사고를 갖

춘 학생

준비사항

•  영어, 영미문학·문화 관련 다양한 독서활동

• 영어권 국가에 대한 다양한 정보 습득

• 영어능력 향상을 위한 지속적 노력

학과에 적합한 학생

•  영어에 대한 흥미와 영어실력 겸비

•  영어교육분야에 대한 관심

•  국제무대 진출을 희망하는 경우

준비사항

•  영어자료를 보고 읽기, 듣기에 대한 연습

•  영자신문을 활용한 영작문 연습

•  영어발표 및 토론 참여

전공필수과목(기본소양)

•      통합영어, 심층영어, 영미문학입문, 영어

학입문, 번역입문

세부전공

•      영어학

 - 언어로서의 영어에 대한 심화 지식을 습득 

 - 영어음운론, 영어형태론의이해, 영어문

장구조의이해, 영어의시작과변화, 고급

영어회화및작문 등

•      영미문학 

 - 영미문학 고전들과 다양한 장르의 훌륭

한 작품들의 이해 및 비평

 - 장르별 영미문학 과목, 비평이론 관련 과목, 

대중매체와 문학과의 연계

•      통ㆍ번역학

  - 기본지식과 번역의 종류, 목적과 환경에 

따른 번역 전략, 번역물 생산의 개념 및 

기술에 대한 습득

 - 실습과목, 산학협동 과목과의 연계를 통

한 실무 능력 향상

교직이수

•      중등교사 정교사(2급) 영어

 전공기초 

•  영어교육론의 이해 : 영어 교육 배경에 대

한 입문 소양과 영어교육 전반에 걸쳐 기

초적인 지식을 습득

전공필수과목(기본소양)

•  통합영어, 심층영어, 영미문학입문, 영어

학입문, 영어교육배경의이해

세부전공 

•  교육과정 특징 : 모든 전공수업은 100%

영어강의로 진행

3+1으로 해외 수학을 통한 전공 및  

영어능력 강화

교직이수

•  중등교사 정교사(2급) 영어

•      공공분야 : 정부기관 소속 공무원, 대사관 소속 외교관, 국제기구 진출 등

•      교육분야 : 연구원, 교수, 교사 등

•      언론분야 : 국내 언론사 해외 리포터, 방송작가, 평론가, 작가 등

•      출판분야 : 출판물의 번역, 출판 저작물의 수입 및 관리, 영어교육 교재 제작 등

•      기업체 : 해외무역, 통역, 국제마케팅, 현지사업, 금융 업무 등

•  영어교육분야 : 연구원, 교수, 교사 등

•  공공분야, 국제기구 : 영어 관련 정책전문가, 각 정부기관 산하 공무원, UN산하국제기구 

및 다양한 국제기구로 진출

입학 전 입학 전

재학 중

재학 중

졸업 후 진로

진로설계 로드맵 진로설계 로드맵 

TEL. 02-710-9321         

E-mail. english-office@sookmyung.ac.kr         

WEB. http://tesl.sookmyung.ac.kr

졸업 후 진로

�  플레임즈(The Flames)

플레임즈는 1995년부터 지금까지 매년 2회의 공

연과 워크숍을 통해 활발히 활동하고 있는 영어원

어연극회입니다. 영미희곡을 직접 영어 대사로 표

현하고 연극을 만들어가는 과정에서 영어능력 향

상을 도모하고, 작품에 대한 깊은 이해와 함께 연

극 관련 기술의 습득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더

불어 얻게 되는 선후배 간의 끈끈한 관계도 플레임

즈의 자랑입니다.

�  영문인의 밤

매해 학부의 전 학년 학생들, 교수님, 동문이 모두 

함께 모이는 자리랍니다. 특히 동문들로부터 취업

과 직장 생활 등에 대한 상담과 이야기를 나눌 수 

있어, 진로와 취업으로 고민하는 학생들에게 많은 

도움이 되는 프로그램입니다.

�  담임교수제

영어영문학전공에서는 매해 학부 신입생을 대상

으로 학생별 ‘담임교수님’을 지정하여 학생들에게 

낯설고 어려울 수도 있는 대학생활을 시작하는 데 

있어서 학사 및 학교생활, 진로 등과 관련된 상담

과 지도를 받을 수 있도록 담임교수제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교수님들께서 학생들의 새로운 시작에 

든든한 지원군이 되어주실 겁니다.

TEL. 02-710-9321       

E-mail. english-office@sookmyung.ac.kr 

WEB. http://english.sookmyung.a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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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디어학부  
SCHOOL OF  
COMMUNICATION & MEDIA

SINCE 1995

생각하는 힘을 가진

창조적 여성 DIGITAL LEADER

다양한 미디어를 활용해 다른 사람들과 소통하고 자신을 발전시키고 사회에 기여하고자 하는 태도

는 미래를 선도하고자 하는 인재에게 필수적인 소양입니다. 미디어학부는 미디어 산업의 핵심 인재 

양성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학생들로 하여금 신문, 방송, 인터넷 등 다양한 미디어의 

특성을 이해하도록 교육하며, 매스커뮤니케이션의 영향력, 언론의 역할과 기능을 이해하여 올바른 

미디어관을 정립할 수 있도록 합니다. 더불어 미디어의 실제 제작방법을 학습하여 현업에서 활동

할 수 있는 능력과 디지털테크놀로지를 이용하여 정보를 수집, 표현, 가공하는 과정을 학습하여 디

지털커뮤니케이션 능력에 기초한 리더십을 겸비한 인재 양성을 교육 목표로 삼고 있습니다.

학과 활동

학과에 적합한 학생

•  디지털 미디어 시대를 주도하는 리더십

•  다원적 디지털 커뮤니케이션 능력

•  풍부한 인문학적 소양

•  공감하고 협업하는 열린 태도

준비사항

•  다양한 미디어콘텐츠의 수용 및 분석

•  미디어 매체를 활용한 창조활동

•  국어, 사회, 외국어 분야의 학습

•  수학, 과학 분야에 대한 학습

세부 전공트랙

•      엔터테인먼트 미디어 : 케이블 TV, 인터넷 

분야 등 뉴미디어 산업 영역의 최근 동향

과 발전 방향에 대해 분석

 -정보사회와사회변동

 -뉴미디어

 -미디어경영과마케팅

•      미디어 저널리즘 : 디지털 미디어 환경에서 

더욱 증대되는 저널리즘적 사고와 발표, 

토론 및 글쓰기

 -저널리즘이론

 -뉴스취재와글쓰기

 -방송진행과아나운싱

•  영상 콘텐츠 : 방송 영상 분야에 대한 실질

적인 실습교육 중심으로 미디어 제작 인력

을 양성하는 데 집중

 -미디어와문화읽기

 -영화읽기

 -드라마, 영화 스토리텔링

•      언론분야  : 기자, 아나운서, PD, 구성작가, 방송기술자(카메라맨, 편집) 

•      뉴미디어분야 : 케이블, IPTV, 인터넷 포털업체, SNS, 웹서비스 기획 등

•      일반기업분야 : 기업체 홍보 및 광고 분야, 사내 언론기획 등 

•      연구분야 : 대학원 과정 후 대학의 강사 및 교수, 정책 및 진흥관련 연구기관 연구원

입학 전

재학 중

졸업 후 진로

진로설계 로드맵 

�  미디어인의 밤

매년 11월에 개최되는 ‘미디어인의 밤’은 지난 1년 

동안 미디어학부에 있었던 중요한 일들을 소개하

고, 미디어학부 학회들의 활동 보고 시간을 가지고 

있습니다. 더불어 자랑스러운 미디어인의 상, 콘텐

츠 공모전 등 시상식도 ‘미디어인의 밤’ 행사에서 

진행된답니다.

�  언론 고시반 ‘명언재’

명언재는 언론사 입사를 준비하는 학생들을 위한 

공간으로 20여 석 규모의 개인 독서실과 입사시험 

준비에 필요한 신문과 주간지, 책 등이 비치되어 

있답니다. 더불어 장학금 혜택과 언론사 시험에 대

비한 다양한 특강이 지속적으로 열리고, 기자·PD·

아나운서 등 지원 분야별 스터디 모임도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  학생자치활동  

‘학생회’는 모든 학과 행사를 기획 및 주관하고 신

입생 OT, 총 MT, 미디어인의 밤 등 미디어학부생

들의 편의와 복지를 위해 봉사하고 있습니다. 신문

스터디 학회인 ‘ISSUE’는 시사 전반에 대한 이해

를 도모하고 언론인이 되기 위해 필요한 지식의 습

득을 지향하고 있답니다. 다음으로 국내 대학 최

초의 인터넷방송국인 ‘SM-NET’은 숙명여자대학

교의 언론사 리더십그룹으로, 최첨단 디지털 실

습 장비를 이용하여 프로그램을 직접 기획 하고 

촬영, 편집까지 도맡고 있습니다. 그 외에도 현재 

관심이 집중된 시사이슈의 영어기사를 발췌, 사

건의 발생 배경과 전개, 현재 상황 등을 학습하는 

‘CURRENT’, 영화세미나, 영화제 기획 및 영화제 

탐방, 영상제작과 매주 화요일마다 직접 제작한 커

리큘럼을 바탕으로 고전, 단편, 현대 영화 등 다양

한 분야의 영화 시청 후 세미나를 갖는 ‘씨네톡’, 미

디어 관련 이슈, 영화, 연극 등 다양한 엔터테인먼

트 산업의 주제와 전공 관련 서적 및 논문을 읽은 

후 토론하는 ‘미본’ 등의 학회도 활발하게 활동하

고 있답니다.

TEL. 02-710-9293       

E-mail. media@sookmyung.ac.kr

WEB. http://comm.sookmyung.a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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