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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학

교육인증(5년)획득'

현장중심 취업 역량강화 및 

지역사회 핵심인재 양성
'2020년 고교-대학연계

IPP 일학습병행제
최우수대학 (S등급) R&E 전공체험 프로그램

책임운영기관'

건축학, 건축공학 전공을

선택할 수 있는 최초

건축학부제 모형인증

2022학년도 

국고 사업 지원

인증 및 임용고사

공무원 합격 현황

MOKWON UNIVERSITY

(2018~2019년)

대전교육청고용노동부 2020 한국건축학교육인증원 평가

2021~2022 정부초청

외국인 장학생
(GKS)수학대학

(교육부) 국립국제교육원

미래형

창의인재양성 체제구축

대학혁신 지원사업대학

(2019~2021년)

교육부

지역선도대학 사업대학

대학·지자체·공공기관·산업체

컨소시엄 지역 수요 맞춤형

인재양성 모델 구축

지역 공공기관 인재채용 지원

교육부

제3주기 교육국제화 역량

International Education Quality

Assurance System

우수인증대학
(2021.03~2023.02)

최고등급

교육부

대학기관평가 인증 및
우수사례대학

(2019~2023)

교육부

(사범대학) 임용고사 전공별 특성에 맞춘 취·창업프로그램

사범대학 임용교사

합격생 배출(2018~2021)

취업대상자 5,048명 중

3,074명 취업 (2017~2019년)

최근 4년 총96명

임용고시합격

공무원 최근2년
103명 합격



2022학년도 수시모집 전형요약 및 주요사항

❖ 2022학년도 전형 요약

수시모집 모든 전형은 수능최저학력기준 미적용

전형 

유형
전형명

모집 

인원
전형요소 및 반영비율

학생부

교과

[학생부교과] 일반학생 410
[일괄] 학생부(교과) 100%

[학생부교과] 일반학생(교과) 380

[학생부교과] 일반학생(교과면접) 38 [일괄] 학생부(교과) 60% + 면접 40% 

[학생부교과] 지역인재(교과) 53 [일괄] 학생부(교과) 100%

[학생부교과] 일반학생

(사회복지학과, 국어교육과, 영어교육과,

 수학교육과, 유아교육과)

118
[일괄] 학생부(교과) 57.1% + 면접 42.9%

[학생부교과] 지역인재 77

[학생부교과] 사회기여자 7

[일괄] 학생부(교과) 100%

[학생부교과] 고른기회 3

[학생부교과] 농・어촌학생(정원외) 24

[학생부교과] 특성화고교졸업자(정원외) 20

[학생부교과]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정원외) 35

[학생부교과] 장애인 등 대상자(정원외) 약간명

학생부

종합
[학생부종합] 목원사랑인재 105

[1단계] 서류 100% (5배수)

[2단계] 1단계 성적 50% + 면접 50%

실기

/

실적

위주

[실기/실적] 일반학생 542

[일괄] 학생부(교과) 4.1% + 실기 95.9%

[해당학과(부)]

- 연극영화영상학부

-  미술학부, 조형콘텐츠학부, 산업디자인학과, 

섬유・패션디자인학과, 도자디자인학과

- 국제예술산업학부

[일괄] 학생부(교과) 6.25% + 실기 93.75%

[해당학과(부)]

- 스포츠건강관리학과, 음악교육과, 미술교육과

[일괄] 실기 100%

[해당학과(부)]

-  음악대학, 웹툰애니메이션・게임학부, 시각커뮤니 

케이션디자인학과

[실기/실적] 특기자-체육 7
[일괄] 학생부(교과+출결) 2.4% + 서류(입상실적) 97.6%

- 씨름(7명)

[실기/실적] 특기자-미술 6

[일괄] 서류(입상실적) 100%

-  산업디자인학과(2명), 섬유・패션디자인학과(2명)  

도자디자인학과(2명)

[실기/실적] 농・어촌학생(정원외) 20 [일괄] 실기 100%

※ 전형유형 간 복수지원 가능함.



❖ 전년대비 주요 변경 사항

1. 전형유형 변경

2. 전형방법 변경

3. 학교생활기록부 반영 방법 변경

구분 2021학년도(변경 전) 2022학년도(변경 후)

전형

신설

[학생부교과] 

일반학생, 고른기회, 지역인재, 사회기여자 

[학생부교과] 

・일반학생, 지역인재, 고른기회, 사회기여자(좌동) 

・일반학생(교과)[신설]

・일반학생(교과면접)[신설]

・지역인재(교과)[신설] 

구분 2021학년도(변경 전) 2022학년도(변경 후)

[학생부교과] 

일반학생(교과)

일반학생(교과면접)

지역인재(교과)

–
・[신설]일반학생(교과) 교과 100%

・[신설]일반학생(교과면접) 교과 60% + 면접 40%

・[신설]지역인재(교과) 교과 100%

[실기/실적]

(특기자전형-체육)
학생부(교과+출결) 2.2% + 서류(입상실적) 97.8% 학생부(교과+출결) 2.4% + 서류(입상실적) 97.6%

[실기/실적]

일반학생

학생부(교과) 4.1% + 실기 95.9%

- [해당학과(부)] 미술・디자인대학

실기 100%

- [해당학과(부)]

웹툰애니메이션・게임학부(웹툰애니메이션전공)

웹툰애니메이션・게임학부(게임콘텐츠전공)

시각커뮤니케이션디자인학과        

전형명 반영교과
점수산출 
활용지표

학년별 반영비율(%)

1 2 3

일반학생(교과)

학년 구분 없이 상위5과목과 진로선택과목 

상위3과목 총8개 과목의 등급을 반영함.

석차등급

※  진로선택 과목은 
성취도를 기준으로 
교과등급 환산

성취도 A : 2등급
성취도 B : 3등급
성취도 C : 4등급

전학년 공통(100%)일반학생(교과면접)

지역인재(교과)

일반학생

국어, 외국어(영어), 수학, 사회, 과학 교과 중

 교과별 1과목씩 이수단위가 높은 학년별

 4개 과목을 반영함.

석차등급

※  진로선택 과목은 
성취도를 기준으로 
교과등급 환산

성취도 A : 1등급
성취도 B : 3등급
성취도 C : 5등급

30% 30% 40%

지역인재

사회기여자

고른기회

특기자(체육)

농・어촌학생(정원외)

특성화고교졸업자(정원외)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정원외)

장애인등 대상자(정원외)



미술·디자인대학

미술학부	 42
	-	한국화전공

	-	서양화전공

	-	아트미디어전공

조형콘텐츠학부	 43
-	환경조형전공

-	캐릭터조형전공

웹툰애니메이션・ 게임학부	 44
-	웹툰애니메이션전공

-	게임콘텐츠전공

시각커뮤니케이션디자인학과 45

산업디자인학과 46

섬유・패션디자인학과 47

도자디자인학과 48

독 립 학 부

국제예술산업학부 49
-	디지털만화애니메이션전공

-	한국어전공

사 범 대 학

국어교육과 31

영어교육과 32

수학교육과 33

음악교육과 34

미술교육과 35

유아교육과  36

음 악 대 학

성악·뮤지컬학부 37
-	성악전공

-	뮤지컬전공

실용음악과	 38
-	보컬전공

-	기악전공

관현악·작곡학부	 39
-	관악전공

-	현악전공

-	작곡전공

피아노과	 40

국악과	 41

신 학 대 학

신학과	 04

문 화 콘 텐 츠 대 학

영어·국제문화학과 05

역사학과 	 06

사회복지학과	 07

연극영화영상학부	 08
-	연기전공	

-	영화영상전공

테 크 노 과 학 대 학

제약공학과 19

화장품공학과 20

의생명바이오공학부 21
-	의생명공학전공

-	바이오융합전공

소방안전학부 22
-	소방안전전공

-	인명구조전공

미생물생명공학과 23

스포츠건강관리학과 24

사 회 과 학 대 학

경영학과 09

항공호텔관광경영학과 10

부동산금융보험융합학과	 11

금융경제학과	 12

무역물류학과	 13

중국어중국통상학과	 14

마케팅빅데이터학과	 15

광고홍보커뮤니케이션학부	 16
-	광고홍보전공

-	언론영상콘텐츠전공

공공인재학부	 17
-	공공인재전공

-	군공무원전공

경찰법학과	 18

공 과 대 학

건축학부 25
-	건축학전공(5년)

-	건축공학전공

도시공학과 26

컴퓨터공학과 27

전기전자공학과 28

정보통신공학과 29

로봇학과 30

교직

교직

교직

교직

한눈에 보는

목원대학교

학 과 안 내



04 목원대학교

신학과 교직

신학대학

042-829-7370

“인성과 지성과 영성을 겸비한 영적지도자 양성!

복음적 목회자, 민족복음화, 세계 선교의 거룩한 비전의 산실! 신학과!”

학과(부) 소개

취득가능 자격증

졸업 후 진로

학과(부) 특성

진리·사랑·봉사의	건학이념과	존	웨슬리가	창시한	감리교회의	전통	아래	1954년	농촌	

목회자	양성기관으로	설립된	신학과는	목원대학교의	창립학과로서	우수한	교육	인프라	

구축을	통해	영성과	전문성을	갖춘	목회자,	세계복음화와	민족복음화를	위해	헌신하는	

실천적인	종교지도자를	양성하는	학과입니다.

중등학교	정교사	2급(교직이수자),	기독교	미술	치료사

졸업자는	대학원에	진학하여	석사	및	박사학위를	취득할	수	있으며,	기독교대한감리회의	

목회자,	신학자,	해외선교사,	기관목회자(군목,	교목,	원목),	특수	사회	선교사,	교육사,	

사회복지사,	기독교	미술	치료사가	될	수	있습니다.

▶			사회복지,	미술,	음악,	TV영화	등	다양한	전공	분야와	복수전공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합니다.	

▶			군종장교후보생	양성반	및	미션스쿨	종교교사	양성반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			교직이수자에	한하여	중등학교	2급	정교사	자격증(종교)을	취득할	수	있습니다.	또한	

마이크로디그리	학재를	통한	영상전문	목회자	자격을	취득할	수	있으며	기독교	미술

치료	과정을	통해	기독교미술치료사	자격증을	취득할	수	있습니다.	그	외	복수전공도	

이수할	수	있습니다.

▶			Q+클래스를	통해	교수-학생	간의	심화학습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			설교대회,	성경고사	및	국내외	현장	탐방	등을	통해	다양한	목회현장체험의	기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			특성화	장학금’,	‘신입생	특별	장학금’,	‘재학생특성화장학금’,	‘동문목회자	기탁	장학금’,	

'은퇴교수(송기득	교수,	이상호	교수,	김경희	교수)기탁장학금',	‘군종장교후보생	전액	

장학금’	등	다양한	최고의	장학제도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신입생	특별	장학금	:	최초

합격자	등록금	100%,	추가합격자	50%	장학	혜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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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어·국제문화학과

문화콘텐츠대학

042-829-7480

“글로벌 인재를 양성하는, 여기는 영어·국제문화학과”

학과(부) 소개

취득가능 자격증

졸업 후 진로

학과(부) 특성

영어·국제문화학과는	세계인의	언어인	영어	능력과	국제사회에	대한	차원	높은	지식을	

갖춘	글로벌	지역·문화전문가를	양성하는	학과입니다.

▶			TOEIC	–TOEFL	–OPIc/OPI	–ESPT	–IELTS	–TEPS	

▶			DELF	–ZD

▶			직업능력개발	훈련교사	3급

[교육]

▶	영어학원강사,	영어교재개발자,	대학원

[서비스]

▶	항공승무원,	공항	지상직,	호텔리어,	관광	관련업	종사자(가이드,	여행사)

[통·번역] 

▶	영어	통·번역사

[사무직]

▶	일반	행정직	공무원,	국내	외국기업,	해외진출	한국기업,	무역회사

[기타]

▶	언론사,	출판사,	방송국	문화컨설턴트,	공연기획사,	광고대행사,	이벤트기획사

▶			국제무대에서	영어로	소통할	수	있도록	원어민	교수들이	실용영어를	집중교육하고,	

국제문화에	대한	안목을	높여	국제사회에서	활동할	수	있는	우수한	인재	양성

▶			입학부터	졸업	이후까지	체계적인	진로탐색	및	진로설정,	취업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교내	대학일자리플러스본부의	학과	맞춤형	진로·취업	프로그램	참여	의무화

[학과	내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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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사학과

문화콘텐츠대학

042-829-7500

“세상을 바꾸는 힘 Why not change the world?”

학과(부) 소개

취득가능 자격증

졸업 후 진로

학과(부) 특성

우리	학과는	‘건강한	교육공동체’를	구현함으로써,	실력과	인성을	겸비한	창의적	인재를	

육성하고	있습니다.	교과목으로는	한국사·동양사·서양사의	시대사와	분류사	및	실용과

목을	학습할	뿐만	아니라	전임교수가	이끄는	비교과	프로그램을	통해	동서고금의	다양한	

문화와	역사에	대해	심화된	학습을	진행합니다.	더	나아가	‘세상을	바꾸는	힘’이라는	

비전을	제시하면서	가치있는	삶을	추구하도록	학생들을	양성합니다.

준학예사,	한국사능력검정시험,	한자능력검정시험,	新HSK	자격증	등	각종	어학	관련	자격증

[박물관 및 역사 계열]	학예사,	역사학자,	고고	사학자,	연구원,	기록관리	전문가	등

[관광 및 통역 계열]	관광·통역	안내사,	문화관광해설사	등

[교육 계열] 교육대학원	진학	후	중·고등학교	교사

[언론 및 출판 계열]	언론사	기자,	작가	등

▶			고적답사	:	매년	2회(3월,	9월)	제주도를	제외한	각	도를	순환식으로	진행하며,	강의실

에서	교육받은	내용을	역사	유적지에	직접	방문하여	생생하게	체험해보고	각	유적지

에서	선·후배가	함께	조를	편성해	발표하는	프로그램	진행

▶		멘토·멘티제도	:	선배인	멘토와	신입생들이	한	팀을	이루어	신입생들의	학교	적응과	

학업에	도움을	주는	제도

▶		심화학습	:	학생들이	자발적으로	심화학습에	참여하며,	전공과	연계된	심화학습(원전	

해독	능력,	원문	해석	능력,	창의적인	사고	증진	등의	효과)을	진행하는	프로그램

『사기』	스터디,	영어	역사텍스트	읽기	스터디,	한국사	연구의	논쟁점	스터디

▶		인턴십	:	대전시립박물관,	백제문화원	등과	MOU	체결을	통해	인턴십	프로그램을	

진행하여	학생들의	현장	실무능력향상에	도움을	줌

▶		유학 :	본교	국제교류과와	연계하여	유학프로그램	운영,	유학	프로그램을	통해	학생들의	

어학	능력을	향상시키며	다른	국가의	문화를	경험하게	하여	세상과	미래를	보는	안목을	넓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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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학과

문화콘텐츠대학

042-829-7510

“차가운 머리, 뜨거운 가슴 그리고 움직이는 

손발을 겸비한 전문사회복지사 양성”

학과(부) 소개

취득가능 자격증

졸업 후 진로

학과(부) 특성

사회복지학과는	복지사회의	실현을	선도하고	전	국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할	수	있는	

전문사회복지사를	양성하는데	교육목적을	둡니다.	이를	위해	창의적	지식인,	현장적응적	

실천인,	사회발전에	헌신하는	봉사인으로서의	자질을	고루	갖춘	유능한	사회복지	인재를	

양성하고자	합니다.

사회복지사,	청소년상담사,	건강가정사,	의료사회복지사,	학교사회복지사

[민간 사회복지기관]

▶			종합사회복지관,	노인복지관,	장애인복지관,	건강가정지원센터,	청소년복지시설	등	

다양한	사회복지실천	현장	사회복지사

▶	사회복지공동모금회,	사회복지협의회,	복지재단	등	사회복지실천	현장	

[공공기관]

▶		시·군·구청	및	행정복지센터	사회복지전담공무원

▶		사회서비스원,	사회보장정보원	등	공공기관	

[기타]

▶		학교(학교사회복지사),	병원(의료사회복지사,	정신건강사회복지사)

▶			졸업	후	학생의	적절한	진로	탐색	및	선택을	위한	사회봉사활동(졸업	전까지	500시간)	진행

▶		사회복지실천	현장	적응능력	배양을	위한	사회복지기관	현장실습	1·2(160시간	X	2회,	

총	320시간)	진행

▶		매년	사회복지사	1급,	청소년상담사	등	기출문제분석	및	특강을	통해	체계적인	국가

자격증	준비	프로그램	진행

▶		‘장애체험의	장’,	 ‘장애아동	사회통합프로그램’,	‘학술문화제’,	‘홈커밍데이’,	‘심화학습’	

등	다양한	비교과·자기주도	활동	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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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콘텐츠대학

042-829-7980

“멈추지 않는 열정, 그것이 우리다!”

학과(부) 소개

취득가능 자격증

졸업 후 진로

학과(부) 특성

영상/공연	콘텐츠	기획	및	제작	역량	교육을	위한	커리큘럼	운영

실무	능력	강화를	위한	1:1	교육

영상/공연	교육자	양성을	위한	커리큘럼	운영

ACA국제	공인	자격증,	애플공인자격증,	문화예술교육사,	교원자격증

[교육]

▶	중·고등학교	정교사,	문화예술교육사,	미디어지도사	등

[영화]

▶		연출가,	제작자,	작가,	홍보	및	마케팅	관련	직종,	촬영	감독,	조명감독,	미술감독,	편집자,	

사운드	디자이너,	녹음기사	등	영화/방송	관련	직종

[연기]

▶	배우,	연출,	극작가,	무대감독,	조명감독	등	공연/예술관련	직종

[진학]

▶	대학원	진학	등

▶			활발한	대내외	활동

-거창연극제	수상,	인도	국제영화제‘촬영상’	수상	등	재학	중	다양한	공모전	입상

-대전시청자미디어센터	등	지역기관과의	협업	및	현장체험

▶			연극·영화·드라마	제작	현장	뿐	아니라	관련	공공기관,	문화예술교육	등의	분야에서	

활동하고	있는	졸업생들이	보여주는	진로	다양성

▶			졸업생이	이끄는	2개의	극단	‘미각’과	‘아라리’가	지역	문화	발전에	기여

▶			영상제작과	공연이	가능한	중부권	대학	중	최대	규모의	스튜디오

▶			1인	미디어	시대에	맞춘	1인	방송	전문	제작실	시설	완비

▶			뛰어난	기술적	완성도를	갖춘	콘텐츠	창작으로	매년	꾸준히	연극제	및	영화제	출품,	

본선	진출	및	수상.	MOU등을	통한	해외배급	모색

연극영화영상학부
(연기전공 교직, 영화영상전공 교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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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학과

사회과학대학

042-829-7730

“기업의 요구와 학생의 미래를 반영하는 

「실무 전문가형 경영인재」양성”

학과(부) 소개

취득가능 자격증

졸업 후 진로

학과(부) 특성

경영학과는	글로벌	지식정보사회에서	기업이	원하는	중견	전문경영자를	양성하고,	

국가와	지역사회에	뜨거운	사랑을	가지고	기여하며	봉사하는	경영자가	되도록	교육한다.	

무한	경쟁시대에	글로벌	시각을	갖춘	기업가와	경영자의	교육을	목표로	삼고	있다.

경영지도사,	공인노무사,	유통관리사,	자산관리사,	공인회계사	등

[전문직] 

▶	공인회계사,	변리사,	공인노무사,	세무사,	관세사,	투자상담사,	증권분석사,	경영지도사

[사무직] 

▶		민간기업/공공기관의	전략/기획,	재무/회계,	영업/마케팅,	인사관리,	조직문화	부서로	

진출/근무

[기관] 

▶	은행/증권사	등	금융기관,	리서치회사,	정부기관,	공공기관,	비영리단체	등

학생들은	학년별로	체계화된	교과와	교육	프로그램을	통해	기업현장에서	요구하는	실무

준비를	자연스럽게	할	수	있으며,	동시에	학생별로	배정된	지도교수와의	1:1	멘토링을	바탕

으로	개인별	맞춤형	진로지도를	통해	자신만의	경력개발계획을	체계적으로	수립하고	

실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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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호텔관광경영학과

사회과학대학

042-829-7760

“서비스로 하늘과 땅을 지배하라!

Aviation(Ardor), Hotel(Humanity), Tourism(Trust) Management :

호스피탈리티 가치로 취UpGrade~”

학과(부) 소개

취득가능 자격증

졸업 후 진로

학과(부) 특성

글로벌	호스피탈리티산업의	창의적이고	실천적	서비스를	구현하는	항공호텔관광	리더의	양성을	

위해	전문교육과	실무교육을	동반한	커스터마이징	시스템	제공하고	다양한	연계	프로그램을	통한	

산학협동체계의	활성화로	Hospitality	&	Tourism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창조하고	있습니다.

항공예약발권,	와인소믈리에,	커피바리스타,	관광통역안내사,	국내여행안내사,	

국외여행인솔자,	SMAT(서비스경영자격),	인터넷정정보관리사,	컴퓨터활용능력,	

MOS	Master,	정보처리기사

[호텔] 조선호텔,	워커힐호텔,	롯데호텔,	하이야트호텔,	홀리데이인	송도,	JW	Marriott	서울,	반얀트리클럽,	

콘래드	힐튼호텔,	라이즈	오토그래프	컬렉션	호텔,	레스케이프호텔,	알로프트호텔,	해비치호텔,	그랜드	

앰배서더	호텔,	노보텔	앰배서더	호텔,	프라자	호텔,	쉐라톤	다큐브호텔,	하우제인제주호텔	등

[항공, 여행]	인천공항,	김포공항,	청주공항,	김해공항을	비롯한	국내	다수의	공항에서	공항지상직	:	

필리핀항공,	아시아나에어포트,	에어코리아(진에어	외),	케이에이(에어서울	외),	스위스포트코리아

(캐세이퍼시픽항공,	델타항공,	뱀부항공	외),	유니에스(대한항공),	샤프에비에이션케이(홍콩익스프레스,	

미얀마항공	외)	에이큐	항공사	객실승무원,	인천공항면세점,	레드캡투어,	행복한여행	대전지사,	대양

해외여행사,	허니문여행사,	탑항공,	에버투어	등	도·소매	여행사

[기업 서비스] 하나은행,	국민은행,	우리은행,	SC은행,	농협중앙회,	신용금고,	한화생명,	삼성생명,	대한

생명,	미래에셋,	BC카드	등	금융기관,	기업재경직,	회계사무소,	프로그래머,	유통서비스	KT정보통신,	

정부통합전산센터,	SK건설,	삼성태스코,	이랜드그룹,	롯데칠성,	두산인프라코어,	한미제약,	동국제약	등

[진학 및 교육기관] KAIST	교직원,	고려대,	한양대,	경희대,	세종대,	국민대	등	서울소재	대학원,	맬버른대	

등	해외유학

[기타]	철도공사,	한국일반여행업협회,	대한감정평가법인,	한국농식품ICP융복합산업협회,	National	

Geographic,	국방과학연구소,	항공우주연구소,	세무공무원,	경찰공무원,	교사	100여명

▶			워커힐호텔,	에어코리아,	아시아나	항공	등	다양한	서비스	기관과	협약체결	및	인턴십을	실시합니다.

▶			산업체	실무자	초청	취업전략/면접교육을	실시합니다.	(현직	국적	및	외국항공사	객실사무장,	공항	

Duty	Manager,	조업사	임원	등)

▶			3,	4학년을	대상으로	하는	IPP	장기현장실습	종료	후	희망자에	한해	전원	공항	지상직	정규직	전환이	

가능합니다.

▶			고용노동부와	한국산업인력공단	주관	하에	진행되는	IPP형	일학습병행제에서	IPP(장기현장실습)

참여	우수학과	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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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금융보험융합학과

사회과학대학

042-829-7790

“21세기를 선도하는 부동산·금융·보험의 융합 전문인력 양성의 산실! 

목원대학교 부동산금융보험융합학과, REFIC”

학과(부) 소개

취득가능 자격증

졸업 후 진로

학과(부) 특성

날로	치열해지는	경쟁	사회구조에서	한	분야의	전문지식을	넘어	다양한	부동산·금융·보험의	융합	

전문인력	분야의	분야별	지식을	결합ㆍ응용할	수	있는	전문	인력을	양성하는	학과입니다.

[부동산] 공인중개사,	주택관리사,	감정평가사	등

[금융]	자산관리사(FP),	투자자산운용사,	금융투자분석사,	공인회계사,	증권분석사,	투자상담사,	

국제금융신용위험분석사	등

[보험]	손해사정사,	보험심사역,	언더라이터(CKLU),	보험조사분석사(CIFI),	보험계리사	등

[부동산]	한국감정원,	한국토지주택공사,	한국자산관리공사,	대전도시공사	등	공기업,	한국토지신탁,	

KB부동산신탁,	교보자산신탁,	코람코자산신탁	등	부동산신탁회사,	금융권	부동산자산	운용	및	대출

부서,	삼창감정평가법인,	나라감정평가법인	등	부동산감정평가기관,	입지	및	상권분석,	창업컨설팅	

분야,	도시정비업체,	건설회사,	부동산개발회사	등	다수

[금융]	하나은행,	KB국민은행,	신한은행,	IBK기업은행,	우리은행,	한국수출입은행,	농협중앙회,	신협

협동조합,	새마을금고,	우체국	등	금융회사,	메리츠증권,	우리투자증권,	IBK투자증권,	미래에셋증권,	

현대증권,	KB투자증권	등	증권회사,	신한금융투자,	DB금융투자,	삼성자산운용,	신한금융투자,	우리

자산운용,	하나금융투자,	등	금융투자회사	다수

[보험]	삼성화재해상보험(주),	현대해상화재보험(주),	KB손해보험(주),	DB손해보험(주),	메리츠화재해

상보험(주),	한화손해보험(주),	롯데손해보험(주),	MG손해보험(주)	등	손해보험사,	흥국화재해상보험(주),	

교보생명보험(주),	한화생명보험(주),	삼성생명보험(주),	흥국생명보험(주)	등	생명보험사,	(주)삼성화

재손해사정,	(주)현대해상손해사정,	(주)DB손해사정,	(주)KB손해사정,	(주)삼성생명손해사정,	(주)KCA

손해사정,	(주)한화손해사정,	(주)바른손해사정,	(주)다스카손해사정,	(주)서울손해사정	(주)파란손해

사정,	(주)에이원손해사정,	(주)리더스손해사정,	(주)미래손해사정,	(주)KM손해사정,	(주)태양손해사

정,	(주)카스코손해사정,	(주)국제손해사정,	(주)보람손해사정,	(주)M손해사정	등	손해사정법인	다수

▶		1학년	입학	시부터	4학년	졸업	시까지	부동산,	금융,	보험	3개	분야	전체	이론과	실무교육을	통해	연계	

학습의	사회에	필요	유능한	전문	인력을	육성

▶		주택관리사,	공인중개사,	감정평가사,	자산관리사,	투자상담사,	종합자산관리사,	손해사정사,	보험심

사역	등	전공	관련	다양한	자격에	대하여	1인	1자격	취득을	목표로	교과	외에	자율	스터디(동아리)	

지도와	지원

▶		NCS(국가직무능력표준)	기반으로	한	산업체	현장	장기간(4개월)	이수	기업연계형	실습제도/직무	및	적성	

기반의	맞춤형	인턴십	등	IPP(장기현장실습)과정과	산업현장	요구에	맞춘	실무형	인재양성의	훈련	

프로그램에	따라	체계적	교육훈련	및	자격	인정하는	취업연계형	프로그램의	‘학습병행제’로	기회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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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경제학과

사회과학대학

042-829-7750

“4차산업혁명 시대를 선도하는 금융 및 경제전문가 양성” 

학과(부) 소개

취득가능 자격증

졸업 후 진로

학과(부) 특성

금융경제학과는	금융경제에	관한	커리큘럼을	강화하고	다양한	비교과	과정	및	각종	

지원제도를	통해	4차	산업혁명	등	급변하고	있는	시대에	창의적으로	문제를	해결하며,	

전문적	금융지식	및	역량을	갖춘	인재를	양성하는	학과입니다.

▶		증권투자상담사,	파생상품투자상담사,	투자자산운용사,	금융투자분석사,	재무위험

관리사,	증권분석사,	펀드투자상담사	등

▶	감정평가사,	공인회계사,	관세사,	세무사	등

[기업]	대기업,	중소기업,	지방(공)기업(대전·세종·충남),	해외기업,	국내	외국인	회사

[금융]	금융투자전문가,	국제금융전문가(딜러),	경매전문가,	세무전문가

[창업] 물류	및	유통계통의	창업자,	서비스	및	일반사업	창업자,	벤처창업자

[공무원]	7급	및	9급	공무원,	군무원,	교도관	등

[교육]	서울권	및	국립대학	대학원,	KDI(서울·세종)

▶		4차산업혁명에	의해	금융경제의	지도가	바뀌어가는	시대적	흐름에	맞춰	핀테크,	기업

재무,	기업회계,	금융투자	등	다양한	금융지식을	익히게	함으로써	금융인,	기업인,	창업인

으로서의	능력을	함양할	수	있도록	커리큘럼을	전면	조정하여	취업에	보다	유리한	경쟁

력을	확보하도록	지도하고	있으며,	현재	<지역선도대학>프로그램을	통해	대전·세종·

충남지역의	(공)기업의	취업을	위한	커리큘럼을	진행하고	있음.

▶		‘졸업인증제’를	실시함으로써,	각종	전공관련	자격증(증권투자상담사,	파생상품투자

상담사,	금융투자분석사	등)을	이수할	수	있도록	유도하여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실무

전문가를	양성하고	있음.

▶		‘찾아가는	금융교실’	프로그램을	통해	현재	고등학생들에게	금융의	중요함과	내용을	

알기	쉽게	풀이하여	소개함으로써	장차	금융전문가의	길을	안내하고	있으며,	‘모의증권

투자대회’를	통해	실질적이고	실무에	밝은	전문인재를	양성하고자	적극	지도하고	있음.

▶				코로나	이후의	시대를	대비한	글로벌	역량을	갖추기	위해	전문	영어	전담	교수를	확보하여	

집중적으로	언어	및	국제	문화에	대한	전반적인	학습	및	지도를	통해	전문적인	글로벌	

역량을	양성시킴으로써	해외	취업	및	국내	외국인	회사에	취업할	수	있도록	지도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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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물류학과

사회과학대학

042-829-7740

“세계로, 미래로, 비상하는 글로벌 무역인재 양성의 요람”

학과(부) 소개

취득가능 자격증

졸업 후 진로

학과(부) 특성

국내외	무역환경에	능동적으로	대처하며	수출	증대에	기여할	수	있는	전문	무역인	양성을	

목적으로	본	학과는	1978년	10월에	인가되어	현재까지	학계,	각종	기업체	및	관공서	등	

다양한	분야에	졸업생을	진출시켜	학과	설립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WTO	체제의	개방된	자유경쟁시장	하에서	각국	시장의	경제	동향	및	무역

구조를	이해하고	분석할	수	있는	전문지식과	신속한	정보	처리	능력을	갖추기	위하여	

노력하고	있으며,	국제비지니스에	필요한	어학능력과	유연한	사고력의	배양을	위해	교과

과정을	편성하고	있습니다.

무역영어1,2급,	국제무역사,	수입관리사,	원산지관리사,	관세사,	외환관리사,	물류관리사,	

유통관리사,	보세사,	ERP정보관리사

▶	 기업체 및 민간기관	:	제조	및	물류	유통업체,	대기업	및	중소기업체	물류	유통부서,	

무역회사,	전국	물류	유통단지,	해운회사,	항공회사,	운수회사,	운송해상보험	회사,	창고

관리업체,	전자상거래업체,	외국계	회사,	금융기관	등

▶		학교	:	대학교	(무역	및	통상관련	교수,	대학부설연구소	등)

▶		정부 및 공공기관	:	중앙정부	및	지방자치단체	공무원(국제통상직,	관세직	등,	무역관련	

유관기관(KITA,	KOTRA),	무역보험공사,	농수산물유통공사,	중소기업유통센터,	국책

연구원	등

한국	경제	발전에	근간이	되는	무역	및	통상에	대한	전반적인	이론과	실무를	학습하고,	

글로벌	시대를	주도할	수	있는	다양한	지식	및	역량을	함양합니다.	이를	위해	무역물류학과

에서는	NCS	기반의	교육과정	도입	및	핵심역량	강화를	위한	다채로운	교육과정	개발하고	

이를	중심으로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프로그램을	진행하며	학생들의	역량	강화	및	효능감을	

제고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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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어중국통상학과

사회과학대학

042-829-7820

“대한민국 3·1운동, 기억하는 우리의 역사

중국어중국통상학과 3+1제도, 기약하는 우리의 미래”

학과(부) 소개

취득가능 자격증

졸업 후 진로

학과(부) 특성

목원대학교	중국어중국통상학과는	21세기가	‘중국의	시대’라는	새로운	환경변화에	따라	

중국어에	능통하고	중국에	대한	사회문화적	이해도가	높은	중국통상전문가를	양성하

기	위해	1998년에	설립되어	오늘에	이르고	있다.	

목원대학교	중국어중국통상학과는	이(利)·미(美)·지(知)형	중국통상전문가	육성이라는	

교육목표를	설정하고	있다.	이러한	교육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목원대학교	중국어중국

통상학과는	중국통상분야의	실용적이고	경쟁력	있는	인재	양성에	기초가	되는	중국어를	

비롯하여	중국의	정치·사회·문화	그리고	중국	역사	등의	인문사회학적	전문	지식을	

심도	있게	학습하고	있다.	아울러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하고	도덕성과	협동심을	강화

시키는	프로그램을	통해	공동체	의식과	인성을	갖춘	인재	양성에도	노력하고	있다.	

HSK,	HSKK,	CPT,	BCT,	TSC,	중등학교	2급	정교사,	관광통역가이드,	

국제의료관광	코디네이터,	평생교육사,	컴퓨터활용능력	자격증,	워드프로세서	자격증,	

한국사능력검정시험

[교육]	교수,	연구원,	중고등학교	중국어교사,	중국어	방과	후	강사,	학원	강사,	외국인	

대상	한국어	강사,	교육공무원,	석박사	진학,	중국어관련	출판사	편집자	및	교과서	집필자	

[서비스]	항공	승무원,	공항	지상직,	여행가이드,	호텔리어,	통역사,	면세점,	레스토랑,	

여행플래너,	문화관광해설사		

[전문직(사무직)]	통·번역사,	통상전문가(물류관리전문가),	무역사무원,	방송·언론인,	

금융인,	외국계	기업,	의료코디네이터,	중국	관련	금융기관	회사원,	공연기획자(행사기획자)

[공공기관]	외교관,	교육	및	행정직	공무원,	국제공무원,	정부출연	연구소	연구원	및	사무원,	

중국경제분석가	

[해외취업]	중국	현지	기업	및	한국	주재원,	중국	통상	관련	분야	기업	

목원대학교	중국어중국통상학과는	다양한	학문적	배경을	가진	열정적인	교수진이	능력	

있는	중국통상전문가	양성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	특히	1년간	중국의	자매대학에	파견하

여	학업하는	3+1제도를	통해	중국어	능력	강화는	물론	중국의	사회와	문화를	잘	이해하는	

현지화된	중국통상전문가	양성에	온	힘을	다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교직	과정도	개설하여	

교사로	진출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고	있다.	이뿐만	아니라	통상관련	교과	외에	정치·사회·

문화	등의	교과도	편성하여	다양한	영역에	진출	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

교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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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케팅빅데이터학과

사회과학대학

042-829-7770

“마케팅 실무형 빅데이터 전문 인력 양성 커뮤니티의 시대,

함께 성장하는 ‘같이’의 가치”

학과(부) 소개

취득가능 자격증

졸업 후 진로

학과(부) 특성

마케팅빅데이터학과는	실무적인	활용도가	높은	마케팅,	데이터분석	및	관련	IT분야의	

전문성을	키우기	위한	다양한	교과	및	비교과	과정을	교육하고	있으며,	전공분야	최신	

트렌드	학습	및	충분한	실습을	통한	학생	역량강화는	성공적인	취업성과로	이어져	

왔습니다.	

정보처리기사,	정보처리산업기사,	리눅스마스터,	컴퓨터그래픽스운용기능사,	빅데이터

전문가/준전문가,	사회조사분석사1/2급,	품질경영기사/산업기사,	유통관리사,	브랜드

관리사,	CS리더스관리사,	비주얼머천다이징(VMD)	등

[마케팅/ 경영분야]

▶		LG하이엠솔루텍,	이케아디포,	곤지암리조트,	종근당,	대원제약,	국제약품,	케이티씨에스,	

키아나	엔터테인먼트,	이룸코리아	등

[IT 및 빅데이터]

▶		넥슨,	한국전자통신	연구원,	한국모니터링,	에이투엠,	아이뱅크,	IBIT,	글로벌리서치,	

아이	원소프트	등

[기타]

▶		코레일,	빅지엔피(창업),	경희대학교	대학원	경영학과	진학,	장성보병학교	진학	후	군복무	등

▶		사회과학대학	내	최고의	실습실	및	실무적	통계분석	프로그램	교육

▶		재학생	진로탐색	및	진로설계를	위한	졸업생	초청특강	및	취업특강	운영

▶		산업체	및	사회의	크로스펑션	요구에	맞춰진	융복합적	커리와	다양한	진로의	기회	

(대학원	진학	및	취업	등)

▶			국가기술자격증	응시료	지원	및	학습지도

▶		학술제/졸업자격(논문,자격증)	등을	위한	담당교수	지도	소그룹	스터디	/	Q클래스	/	

학습동아리

▶		산학연	업무협약	MOU	(IT	및	빅데이터	산업	요구에	부응하는	산학	발전을	위해	상호협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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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고홍보커뮤니케이션학부
(광고홍보전공, 언론영상콘텐츠전공)

사회과학대학

042-829-7780

“정상에서 만납시다!”

학과(부) 소개

취득가능 자격증

졸업 후 진로

학과(부) 특성

광고홍보커뮤니케이션학부는	넘치는	창의력을	바탕으로	광고홍보	분야와	언론영상콘텐츠	분야를	

기본으로	하면서	최근	세계화하고	있는	한류의	문화콘텐츠	분야로	확장하여	교육부로부터	CK-I(지

방대학특성화)	사업인	“Neo-K	Culture	인재양성사업”에	선정된	바	있습니다.	이에	따라	현재	본	

학부는	두	개의	기본	전공인	광고홍보전공,	언론영상콘텐츠전공과	함께	한류를	바탕으로	한	미디어

문화콘텐츠의	융·복합전공을	복수	전공형태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광고홍보전공  

▶		광고회사AE,	광고회사CM·PD·Planner,	Copywriter,	광고디자이너,	이벤트플래너,	인터넷	광고

담당자,	정치홍보담당자,	기업마케터,	기업PR	및	홍보담당자,	프로덕션	영상촬영	및	편집기사	등

언론영상콘텐츠전공

▶		방송사	취재기자,	프로듀서(PD),	아나운서,	카메라기자,	시나리오작가,	리포터,	신문사	취재기자	및	

편집기자,	프로덕션	영상촬영	및	편집기사,	방송송출기자,	영상콘텐츠제작자,	방송연예기획,	기업

이나	관공서	사내	방송	및	신문	·	잡지	제작	등

한류 콘텐츠 개발 융·복합전공 (미디어문화콘텐츠)

▶		문화예술기획자,	문화콘텐츠기획자,	문화예술경영자,	공연기획자,	전시기획자,	문화예술큐레이터,	

영상콘텐츠기획자,	스토리텔러,	이벤트·축제기획자,	게임기획자,	스마트앱기획자,	스포츠행사기획자,	

연예인매니저	등

웹디자인기능사,	멀티미디어콘텐츠전문가,	컴퓨터그래픽스기능사

[홈페이지관리사] 홈페이지	관련	기술에	대한	이해와	글쓰기	문장력,	인터넷마케팅,	미디어	매체	등	홈페

이지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제반능력과	활용능력을	검정하는	민간	자격증.

[브랜드 관리사] 브랜드	관리사는	기업이나	일상생활에서	서비스의	기획ㆍ전략	수립	및	마케팅을	책임

지고	수행하며	이를	관리하는	브랜드	담당	전문가로서,	무형자산인	브랜드의	가치를	높여	기업이나	

일상생활에서	고부가가치를	높여	인지도를	확산,	잠재적	수요를	증가시키는	일을	전문적으로	담당하는	

민간	전문자격증.

[국가상거래관리사] 인터넷	비즈니스와	관련된	경영,	기술,	마케팅	능력을	평가하는	국가기술	전문

자격	시험임.	

[프레젠테이션]	프레젠테이션	툴을	이용하여	구성·편집	발표할	수	있는	능력을	평가하는	민간자격	시험임.

[옥외광고사] 각종	간판,	현수막,	벽보,	전단	기타	이와	유사한	옥외광고물을	디자인,	설계,	제작	및	설치

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옥외광고	전문가로서	국가에서	공인해준	옥외광고업과	직접	관련된	자격증

▶		KBS한국어능력시험(http://www.klt.or.kr) 주관

각	미디어방송사에	입사하기	위해서	요구되는	시험으로	특히	한국방송공사(KBS)는	필수사항임

▶		대전을	포함한	중부권	지역에서	광고홍보언론분야	최고의	역사를	보유	

▶		학부	최대의	현장공개발표로	광고·언론영상콘텐츠공모전인	 ‘대학생크리에이티브어워즈’를	

개최하여	실전적	역량을	검증

▶		캠퍼스	내의	유일한	케이블TV	방송국인	방송동아리	Channel3을	운영

▶		우리동문들100이라는	프로젝트를	통해	우리학과	동문과의	지속적인	만남을	진행

▶		전공과	관련된	실습을	위한	다양한	학생	자치	활동(시선동아리,	고백동아리,	MAD	PD실	운영,	

Channel3)을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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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인재학부
(공공인재전공, 군공무원전공)

사회과학대학

042-829-7810

“국가, 지역 및 공동체 문제 해결을 위해

실천하고 행동하는 공공인재 양성의 요람”

학과(부) 소개

취득가능 자격증

졸업 후 진로

학과(부) 특성

공공인재학부는	공무원(일반행정,	군무원	등),	공공기관	등에서	공공문제해결에	기여할	수	있는	창의적	

인재양성을	목표로	합니다.	학생들은	학년별로	체계화된	교육과정과	융합	과목,	현장체험형	과목	등을	

수강함으로써	글로벌	사회가	필요로	하는	창의적	인재로	발돋움할	수	있습니다.

한국사능력검정시험,	공인영어시험자격증,	컴퓨터활용능력	자격증,	한자능력검정시험,	사회조사	

분석사,	변리사,	지식재산정보검색사,	지식재산정보분석사,	지식재산능력시험

공공인재전공

[공무원] 중앙	및	지방자치단체	공무원,	경찰,	소방공무원,	교육공무원,	특허청(행정/기술직),	일반법원	

및	특허법원	등

[공공기관]	공기업(한국조폐공사,	한국수자원공사	등),	준정부기관(국민체육진흥공단,	국민연금공단	등),	

지방공기업(대전도시철도공사,	대전마케팅공사	등),	지방공공기관(대전평생교육진흥원,	대전문화재단,	

대전복지재단	등

[비영리섹터 공익활동가]	시민단체(경실련,	참여연대,	녹색연합	등).	정책컨설팅단체(한국생산성본부,	

한국	능률협회),	사회적	기업	등	

군공무원전공

[군무원]	육군·해군·공군	및	국방부	직할부대의	일반	군무원

*		군무원-군인과	함께	국가	안전보장과	국토방위의	의무를	수행하는	사명을	갖고	있으며	특정직	

공무원에	해당함.	⇢	8개	직군(행정,	시설,	정보통신,	공업,	함정,	항공,	기상,	보건)과	46개	직렬로	구성	

	⇢	행정직군의	총	6개	직렬	중	행정,	군수,	수사	직렬	등이	진로	적합도가	높음	

▶	행정	직렬-	일반행정,	국방정책	및	제도,	세입·세출	결산	등	업무	수행

▶	군수	직렬-	군수품의	소요	및	조달,	보급	및	재고관리,	물품	생산,	공정,	안전관리	등

▶	수사	직렬-	범죄수사	및	범죄예방,	계몽활동	등에	관한	업무

[국방부 산하 공공기관]	한국국방연구원,	국방전직교육원,	전쟁기념사업회	등

[기타]	군인공제회,	한국군사문제연구원(비영리공익재단법인)	등	

▶		공공인재진로탐색(1학년	전공교과),	진로	워크샵,	전문가	초청	프로그램(공공기관	인사	실무자,	현역	

공무원	및	군무원)등을	시행하여	학생들에게	진로	및	취업	정보	및	방향을	제시하는	다양한	진로취업	

프로그램	운영

▶		IPP	장기현장실습,	인턴십	프로그램,	지역선도대학(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및	산업체와	컨소시엄	

구성,	연계	사업	추진)	프로그램	등을	실시하여	현장	맞춤형	인재를	배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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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법학과

사회과학대학

042-829-7800

“정의와 진실을 추구하는 경찰법학과”

학과(부) 소개

취득가능 자격증

졸업 후 진로

학과(부) 특성

경찰법학과는	사회의	본질과	존재가치를	이해하기	위해	법	현상을	통한	이론적이고	

체계적인	학문으로써	법과	경찰	그리고	범죄에	관한	전반적이고	체계적인	지식을	습득

하고	법	규정에	의하여	해결해야	할	사회현상을	논리적으로	해결함과	안전한	사회를	

구축하기	위한	학문	연구를	목적으로	합니다.

경비지도사,	손해사정사,	무도단증(태권도·유도·검도),	어학(토익	등),	국어어학자격증,	

한국사능력검정시험

[경찰·법무 공무원]

▶		경찰직공무원(경찰공무원,	청원경찰공무원,	철도경찰공무원	등),	검찰·마약수사·법원

사무직·보호관찰·교정직공무원	등	

[일반행정직 공무원]

▶		국가직	공무원,	지방직	공무원,	지역인재	특채	7급공무원,	행정직	공무원	등

[진학·기업 업무]

▶		법학전문대학원,	과학수사대학원,	경비지도사,	법무사,	손해사정사,	공인노무사,	공인

중개사,	항공	보안업체,	경비·보안업체	

[기타]

▶		공·사기업	법무담당,	법률사무원	등

▶		다양한	분야에	대한	취업	및	유명	인사	특강,	인·적성	검사,	성격	심리	검사,	자기소개서,	

면접	등	취업률	향상을	위한	동호회	및	그룹	스터디	운영

▶		다양한	교내	동아리	및	학과	동아리(유도동아리,	법학동아리,	축구동아리	외	다수)활동을	

활발히	진행하며,	경찰	및	공직	진출을	위한	고시반	운영과	교재	지원을	통해	경찰공무원,	

검찰	및	마약수사,	법원직,	보호관찰,	교정직,	지역인재	특채	등	공무원시험	준비를	돕기	

위한	경찰법학과만의	특성화된	프로그램	진행

▶대전경찰청,	중앙경찰학교,	경찰대학교,	국가정보원	등	현장체험	및	실습과	견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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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약공학과

테크노과학대학

042-829-7560

“우리나라 제약산업을 주도할 인재 양성”

학과(부) 소개

취득가능 자격증

졸업 후 진로

학과(부) 특성

제약공학과는	포스트	코로나시대	이후	성장	발전이	절실히	요구되는	우리나라의	제약

산업에	종사할	인재를	양성하는	학과입니다.	의약품·식품·화장품	연구/개발,	생산/품질

관리,	마케팅	업무에	연관된	전문과정을	이수하여	제약회사,	식품회사,	화장품회사에	

취업할	역량을	갖추게	됩니다.

바이오화학제품제조기사,	화학분석기사,	화학분석기능사,	수질환경기사,	정밀화학기사

[연구직]

▶	의약품,	건강기능식품	및	화장품	연구개발

[제조 품질관리]

▶	식의약품	및	화장품의	제조&생산관리

▶	품질관리&보증업무

[공무원]

▶	화학분석기사,	환경기사,	위험물취급기사	자격증	취득	후	관력	직종	공무원	채용	특전

[마케팅]

▶	화학적	전문지식을	겸비한	제약/식품/화장품	업체	홍보	및	마케팅	업무

▶		재학	기간	동안	SCI/KCI급	연구논문을	출간하여	창의력과	실무경험을	갖춘	신약개발	

연구자로	성장

▶		재학	기간	동안	연구비	지원	혜택을	받으며	국책사업과	지역산업	공동연구에	참여

▶		관심있는	학습동아리에서	풍부한	연구재료를	제공받으며	연구를	수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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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장품공학과

테크노과학대학

042-829-7561

“대한민국 화장품 전문인재를 육성하는 사관학교”

학과(부) 소개

취득가능 자격증

졸업 후 진로

학과(부) 특성

21세기	유망산업으로	주목받고	있는	화장품과	뷰티케어분야는	현대인의	삶의	질	향상에	

필수적인	미래	첨단	고부가가치	창출	산업분야로	지속	성장이	가능하며	발전	잠재력이	

풍부한	분야로서	K-Beauty에	필요한	다양한	전문실무형인재를	양성한다.

맞춤형화장품조제관리사,	화장품책임판매관리자,	품질관리기사,	컬러리스트기사,	

메이크업아티스트,	네일아티스트,	조향사

[연구직]

▶	화장품개발연구원(처방개발,	원료개발,	제형개발,	조향사	등)

[제조 품질관리]

▶	제조&생산관리,	품질관리&보증업무

[사무직]

▶	화장품	상품기획&마케팅,	기술영업,	화장품교육,	피부미용업계

[기타]

▶	창업(맞춤형화장품,	1인창업,	기술창업,	무역	등)

▶		2018년	목원대	취업률	최우수학과	선정

▶		IPP	장기현장실습	및	취업연계	

▶		화학-화장품공학-미생물	융복합학부	개설(생명산업기술전공)

▶		교수	지도	실험실생활을	통한	학술활동	및	대학원	진학	활성화

▶		정부출연연구소,	제약회사,	화장품	OEM/ODM	전문회사	취업

▶		산업계	현장경험이	풍부한	교수진	

▶		산업계	맞춤	실험체험과목	강의	다수	개설

▶		2014~2019년	교육부	대학특성화사업	미래생명자원발굴사업단	참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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테크노과학대학

042-829-7590

“의생명 바이오공학의 선두주자!” 

학과(부) 소개

취득가능 자격증

졸업 후 진로

학과(부) 특성

의생명바이오공학부는	4차산업혁명	시대의	핵심	산업분야인	의생명	바이오공학	분야를	

이끌어	나갈	바이오	중심의	맞춤형	전문	인재	양성을	위해,	1)바이오	중심의	기본교육,	

2)바이오	관련	진로	맞춤형	모듈	교육,	3)첨단	의생명	바이오공학	산업분야	연관	현장	맞춤형	

취업	전문	교육을	교육목표로	의생명	바이오공학	산업의	전문	인재를	양성하고자	합니다.

자연생태복원기사,	환경기사,	식품기사,	생명공학기사,	화학분석기능사,	컴퓨터활용능력	자격증,	

IP정보검색사,	생물분류기사,	의료기기RA전문가,	병원코디네이터,	피부관리사,	다이어트	프로그래머

[공공기관 및 연구소]	질병관리청,	국립보건원,	식품안전청,	농촌진흥청,	한국생명공학

연구원,	한국기초과학연구원,	한국한의학연구원,	특허청,	생태복원연구소,	환경정책평가

연구소,	동물·식물	검역소,	세관,	환경영양평가	생태계	조사원	

[의료 및 제약회사]	대학병원	및	제약회사	연구원,	의생명	바이오공학	산업	마케팅	컨설턴트	

[병원 및 의료기관] 병원코디네이터,	피부관리사

[기타 기업체]	의료기기	산업	기업체,	특허법률사무소,	특허전문조사기관,	바이오	산업의	교육	및	마케팅

▶		실험실 연구보조원 제도	:	학부생들이	교수연구실의	연구보조원으로	참여하여	생명공학	

실험의	기초부터	각	실험실의	특성화된	연구	분야의	심화된	실험기법까지	습득하는	

체험형,	현장	맞춤형	프로그램	운영.

▶		학술논문 발표	:	학부생의	전공	특화연구,	연구	결과	발표	지원	및	우수	연구에	대한	연

구격려금	지원	프로그램을	통해	학부생들의	자부심과	전공	전문	능력	증진.

▶		특성화 교육	:	IPP(장기현장실습),	국내	학기·계절제	인턴쉽	등	기업	연계형	실습	교과

과정	운영을	통해	현장	적용	업무	내용을	효율적으로	익히고	실제	활용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는	프로그램	진행.	

▶		자격증 취득 프로그램	:	IP정보검색사,	생물분류기사,	의료기기RA전문가	등	자격증취

득	심화	교과과정	진행.

▶		동아리 운영	:	대사질환연구회,	식물생명공학연구회,	건강관리연구회,	실험생물조사발

굴연구회	등	여러	동아리	운영.

▶		진학 및 취업멘토링 교수제	:	학생과	교수와의	1:1	면담	및	집중	관리,	적성	맞춤형	진로

결정	프로그램	운영.

의생명바이오공학부
(의생명공학전공 / 바이오융합전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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테크노과학대학

042-829-7705

“소방공무원 및 전문 소방인. 

인명구조대원을 육성하는 국민의 생명지킴이”

학과(부) 소개

취득가능 자격증

졸업 후 진로

학과(부) 특성

소방안전학부는	기존	소방안전전공	분야와	새롭게	신설된	인명구조전공	분야를	융합하여	소방

공무원,	인명구조대원	등	전문	소방인	육성을	목표로	하는	취업중심	학부입니다.	

인명구조사	자격증,	소방기술사,	소방시설관리사,	소방설비(전기·기계)기사,	위험물산업기사,	소방안

전교육사,	산업안전기사,	화재감식평가기사,	소방안전관리자,	위험물안전관리자

[정부 및 공공기관]

▶	소방공무원(소방학과	특채),	소방간부후보생,	화재감식(경찰청),	해양경찰청(인명구조)	등

[소방공공기관]

▶	한국소방산업기술원,	한국소방안전원,	국립소방연구원,	한국소방시설협회	등

[기업(산업)체]

▶		소방시설	유지관리	공기업체,	소방설비	시공	및	감리업체,	소방시설관리업체,	소방·방재·위험물	관련	

업체,	경비보안	업체	등

▶		재학	기간,	전국의	소방학교와	현직의	소방	전문강사를	초빙하여	초청강연회를	개최하고,	중앙	

119구조본부와	교육협력을	통한	실질적	취업지원	교과과정을	운영하는	등	현대	사회에서	필요로	

하는	전문	소방인재상	제시

▶		기존의	소방안전전공	분야와	새롭게	신설된	인명구조전공	분야의	융합을	통해,	학생들은	소방관련

자격증(전기,	기계)과	인명구조사	자격증을	취득함으로	진로	기회	확대	등	시너지	효과를	창출

▶		학기별로	소방안전학부	전임교수가	소방공무원	대비	집중특강을	진행하며,	기초	이론부터	응용	

기출문제까지	다룸으로써	소방공무원	취업을	지원하는	소방안전학부만의	자체적인	프로그램	진행

소방안전전공

▶		소방공무원	및	전문	소방인을	육성하고,	고귀한	인명과	자산을	지키는데	헌신하는	소방인재를	양성

▶		소방학	이론과	실무를	체계적으로	교육하여	재난	예방에	헌신하고,	존경받는	소방지도자로	성장하는	

소방인재를	양성

▶		2006년	학과	신설	이후	단기간	150여명의	소방공무원	합격과	간부후보생(소방위)	2명을	배출하였

으며,	대다수	학생들이	졸업	전	1개	이상의	자격증을	취득

인명구조전공   *국내 최초 신설

▶		생명과	건강을	다루는	인명구조학을	공부함으로,	지식뿐아니라	휴머니즘을	간직한	전문인명구조

대원을	양성

▶		최근	사회가	복잡해지고	신종	재난	발생이	증가하며	다양한	사고	발생	위험이	크게	증가함에	따라	

인명구조학의	중요성이	점차	커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오늘날	이	분야의	전문	직업적	가치는	

더욱	높아질	것으로	기대

▶		목원대학교의	건학이념인	진리,	사랑,	봉사	정신과	크게	결부되어	있습니다.	“한	사람의	생명

이라도	더	살려내야	한다”는	직업적	소명을	지닌	전문인명구조대원을	양성할	수	있어	국민의	

생명과	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는데	크게	기여

소방안전학부
(소방안전전공 / 인명구조전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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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생물생명공학과

테크노과학대학

042-829-7550

“바이오경제 시대를 선도하는 미생물생명산업 전문인력 양성”

학과(부) 소개

취득가능 자격증

졸업 후 진로

학과(부) 특성

미생물생명공학과는	바이오경제	시대를	선도하는	미생물생명산업	전문인력	양성을	

목표로	농생명,	의약,	바이오에너지,	식품산업	분야에서	미생물	유전자원을	이용한	연구

개발·생산·품질관리에	초석이	되는	첨단	생명공학	교육과정을	통해	현장	실무형	생명

공학도를	양성하는	학과입니다.	

바이오화학제품제조산업기사,	식품산업기사,	위생사,	기술지도사(생명공학),	

토양,	수질,	대기환경기사	등	

[정부 및 공공기관 연구소] 

한국생명공학연구원,	화학연구원,	에너지기술연구원,	생태연구원,	농촌진흥청,	농업

기술원,	국립보건원,	국립생물자원관,	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안전연구원,	세계김치연구원,	

한국한의약연구소,	질병관리본부,	상수도사업본부	등	국공립연구소

[바이오화학, 의바이오 및 식품 연구소 관련 기업] 

바이오화학	관련	대기업	(LG,	CJ,	GS	등),	제약/바이오의약품	회사	(유한양행,	녹십자,	휴젤,	

메티톡스,	셀트리온	등)	,식품,	주류회사	(삼양사,	대상,	OB,	진로,	국순당	등),	화장품	원료	회사	

(한국콜마,	코스맥스	등),	건강기능식품	회사	(쎌바이오텍,	CJ	헬스케어,	종근당건강	등),	분자

진단기기	개발회사	(씨젠,	바이오니아,	코젠바이오텍	등),	의료원	(대학병원	부설	연구소	및	

보건소	등)	

[대학원 진학] 

대학원	진학	(생명공학,	농생명,	환경,	의학,	제약,	바이오에너지,	식품	및	발효공학	등)

의과대학	부설연구소	연구원	병행	대학원	진학	(의바이오,	미생물학,	면역학,	감염학,	보건학	등)		

▶		미생물	유래	바이오제품의	생산,	개발,	품질관리에	초점을	맞춘	전공역량	중심	교육

과정	운영

▶		교육부	대학특성화사업(CK-1)	미래	생명자원	발굴·활용전문인력양성사업단	운영을	

통한	비교과프로그램	운영	

▶		국가지정	농업미생물유전자원관리기관/시험연구기관	미생물생태자원연구센터와	

연계한	실무교육	

▶		특성화	심화학습	교육을	통한	생명공학	관련	국공립연구소	및	기업체와의	산학연	

현장실습	교육

▶		취업역량	강화를	위한	지역산업체	및	연구소와	연계한	산학연	과학프로그램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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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건강관리학과

테크노과학대학

042-829-7692

“뜻이 있는 사람은 반드시 성공한다”

학과(부) 소개

취득가능 자격증

졸업 후 진로

학과(부) 특성

본	학과는	현대인의	건강	및	스포츠	활동의	요구	증가에	능동적으로	부응하기	위해	

최첨단	스포츠시설을	마련하고	선진화된	스포츠과학	교육용	장비를	구축하여	스포츠	

전반의	이론과	실제의	교육을	통한	전문	체육지도자의	양성에	중점을	둘	뿐만	아니라	

최근	고도의	의학기술의	발달에도	불구하고	인간에	있어서	운동의	의학적	효과와	중요

성에	대한	인식의	증대를	반영하여	의학적	입장에서	운동을	다룹니다.

스포츠건강관리학과에서는	성인질환의	예방과	치료,	건강과	체력증진,	재활	등	건강관

리에	대한	과학적	지식을	학습하여	운동	프로그램	처방능력을	키우고	스트레스관리와	

합리적인	영양섭취,	그리고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스포츠이론을	정립하고	스포츠	실기

종목의	기술을	학습하며	최고의	미래	스포츠지도자로서의	사회	적응을	위해	생활체육	

현장실습과	인턴과정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생활체육지도사,	실기과목자격증,	건강운동관리사,	전문운동지도사,	장애인운동지도사,	

스포츠마사지,	운동처방사,	스포츠전문지도사	등

[공공기관]
▶		국민생활체육협의회	생활체육전담지도자,	보건소	및	각	청사	운동처방사,	관공서	체육

담당자,	한국산업안전보험공단	건강증진	담당자,	시설관리공단	체육지원	부서,	각	공단	

건강증진	부서,	학교방과	후	체육교사	등

[기업]
▶		대기업	생활체육지도자,	기업	건강관리	지원팀,	기업	건강증진센터,	기업	병원,	기업	

스포츠센터,	수영장	및	볼링장	등의	분야별	스포츠	센터,	유아	및	노인	체육지원	센터	등

[지도사]
▶		생활체육지도자,	사회체육현장지도자,	레져레크레이션지도자,	직장체육지도자,	운동

처방사,	레져	이벤트지도자,	사회체육관리자	및	경영자,	엘리트스포츠지도자,	사회체육

지도자,	노인스포츠지도사,	노인복지운동지도사

[진학]
▶		체육대학원	및	교육대학원	진학,	학사장교,	ROTC	등

▶		국가 체육정책과 지역사회 요구를 위한 전문 체육인 양성

본	학과는	국가	체육정책과	사회적	요구인	국민의	행복	실현	및	건강증진을	위한	

생활체육	진흥,	엘리트	스포츠	경기력	향상과	스포츠산업육성을	담당할	스포츠	인재	

육성에	교육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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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과대학

042-829-7605

“목원건축, 세계를 디자인하고 건축의 미래를 열다”

학과(부) 소개

취득가능 자격증

졸업 후 진로

학과(부) 특성

건축학부는	사람이	살아왔고,	살아가는	건축공간에	대하여	종합적인	관점에서	연구하

고	교육합니다.	건축의	아름다움을	구현하기	위해	창의성을	발휘하여	건물을	설계하는	

건축학	전공과	안전,	쾌적,	지속	가능한	건물을	짓는	건축공학	전공으로	구성되어	있습

니다.

건축사,	건축기사,	실내건축기사,	건축구조기술사,	건축설비기사,	건출물에너지평가사,	

콘크리트기사,	건설안전기사,	건설재료시험기사

건축설계사무소,	건설회사,	공공기관,	공무원,	건축컨설팅,	스타트업,	대학원	및	연구직

▶		해마다	건축답사를	통해서	교재에서	봐왔던	고전,	현대	건축물에	대한	현장	학습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학년	단위가	아닌	전	학년을	대상으로	1980년	이후부터	매년	

진행된	행사로	건축학부의	하나의	문화이자	축제입니다.	

▶		매년	가을에	개최되는	건축학술제를	통해	학생들이	1년	동안	본인이	만든	작품을	

전시하는	행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대외적	홍보	및	학문교류의	기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		비교과	과정으로	친환경건축강습회를	매년	진행하여	학생들의	친환경	건축	분야로의	

취업을	적극	지원하고	있습니다.	본	학부	출신의	졸업생이	강사로	참여하여	재학생들

에게	취업에	관한	실질적인	조언도	제공하는	기회입니다.	

▶		교과과정에서	수용하기	어려운	내용들과	학생들의	이해가	부족한	부분들을	설문조사를	

통하여	내용을	확인한	후	교내	혹은	교외에서	전문가를	초빙하여	심화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		건축	기사시험	취득에	어려움을	겪는	학생들을	모집하여	기사시험대비를	위한	집중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		마지막으로	저희	학부에서는	교수와	학생들	사이에	격의	없는	대화와	토론이	이루어

져	학생들의	장점과	잠재력을	최대화할	수	있는	교육	환경이	조성되어	있습니다.	

건축학부
(건축학전공(5년) / 건축공학전공)



26 목원대학교

공과대학

042-829-7660

“우리의 미래를 만들어가는 도시공학과”

학과(부) 소개

취득가능 자격증

졸업 후 진로

학과(부) 특성

“도시”는	시민의	사회,	경제,	정치	등	다양한	활동의	중심이기	때문에	시민의	기본적인	욕

구를	충족시키고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다양한	기능과	시설을	갖도록	해야	한다.	

도시공학이란,	현대도시가	가지고	있는	주택문제,	교통문제,	환경문제	등을	해결함으

로써	시민들이	쾌적하고	편리하게	살아갈	수	있는	도시공간을	계획·설계하는	것이다.	

이러한	도시계획,	도시설계,	교통공학	등의	문제를	주요	연구	분야로	다루면서	실무해

결능력을	갖춘	전문가로	양성하는	것이	도시공학과의	목표이다.

도시계획기사,	교통기사,	토목기사

[공기업]

▶		한국토지주택공사(LH),	한국국토정보공사(LX),	도로교통공단,	교통안전공단,	한국도로

공사,	각	지자체	개발공사	(대전도시철도공사,	대전도시공사	등)

[연구원]

▶		국토연구원,	한국교통연구원,	각	지자체	연구원	(대전세종연구원	등)

[엔지니어]

▶		도시설계	관련	엔지니어링,	교통설계	관련	엔지니어링,	부동산	관련	엔지니어링

▶  도시답사

도시공학과는	매년	4월경,	전	학년이	이론	및	실무를	위해	주요	도시	현장을	교수진의	

인솔아래	방문하여	도시에	대한	이해와	각종	현장을	경험하게	됩니다.

▶		도시작품전 및 졸업작품전 

학년별로	능력에	맞는	주제를	선정하여	다양한	계획에	대한	패널을	만들어	매년	11월	경,	

도시작품전	및	졸업작품전을	개최하여	전시합니다.

도시공학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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졸업 후 진로 [기획자 및 프로그래머]

▶		SW	개발	관련	콘텐츠	기획,	디지털영상처리전문가,	멀티미디어콘텐츠제작자,	애플리

케이션,	홈페이지,	C/S	개발자,	게임그래픽디자이너	및	개발자

[시스템 운영 관리자]

▶		시스템소프트웨어개발자,	시스템엔지니어,	네트워크시스템분석가	및	개발자,	네트워크	

프로그래머,	데이터베이스	개발자	및	관리자

[진학 및 교육]

▶		대학원	(석·박사)	진학,	유학,	컴퓨터	관련	강사,	교수,	초중등	컴퓨터교사	및	훈련사무원	등

공과대학

042-829-7630

“Beyond Yourself, One Step Ahead!”

학과(부) 소개

취득가능 자격증

학과(부) 특성

컴퓨터공학과는	4차산업혁명의	핵심기술인	컴퓨팅	기초이론을	비롯하여,	IoT,	클라우드,	

빅데이터,	인공지능,	정보보호,	멀티미디어	그래픽	등에	관련된	이론과	실습을	병행하고	

현장	적응에	능한	인재를	육성합니다.	

정보처리기사,	리눅스마스터,	임베디드	SW	개발전문가,	OCP,	OCA,	CSA,	NCIP,	SCJP,	

SCJD	등

▶		학년별	지도교수제와	캡스톤디자인	지도교수제를	통해	빠른	학교적응과	학습계획	

수립,	애로사항	청취,	진로계획	수립,	취업알선,	다양한	취업프로그램	개발	및	소개를	

통하여	입학부터	졸업	이후까지	일대일	맞춤	지도

▶		졸업	후	현장에서	즉시	활용	가능한	수준의	프로젝트	수행	능력	배양을	위해	1년간	

개인	및	팀별	프로젝트와	토론	등	수준	높은	캡스톤디자인	교과목	운영

▶		매년	학술제	및	작품전시를	통해	학과생들의	SW	개발	능력과	발표	능력을	향상시키고,	

작품	개발	동기부여를	위해	우수한	작품에	대한	시상	진행

▶		한국연구재단,	중소기업청,	대전광역시와	연계한	산학	프로젝트	등	학과의	인적,	물리	

자원을	활용하여	지역의	다양한	중소기업과	연계한	프로젝트를	진행

▶		IPP	일학습병행제	운영.	면접부터	취업까지	담당	연구원이	배정되며,	졸업	후	혼자서	

감당해야	하는	자기소개서	및	포트폴리오	작성을	위한	지도와	환류	프로그램을	운영

하여	입사	준비뿐만	아니라	입사	후에도	학과생들이	실무에	적응할	수	있도록	지도

컴퓨터공학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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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과대학

042-829-7652

“실력 있는 전기전자공학과, 4차산업혁명시대의 리더!!”

학과(부) 소개

취득가능 자격증

졸업 후 진로

학과(부) 특성

전기전자공학과는	전자공학을	기반으로	첨단	전자산업은	물론	전기,	전자,	정보통신,	

보안,	자동차,	바이오,	에너지,	콘텐츠	및	엔터테인먼트	등	4차	산업혁명	시대의	핵심인	

IT융합분야에	필요한	인재를	양성합니다.	

전자기사,	정보통신기사,	전기기사,	정보처리기사,	임베디드기사,	임베디드	SW개발	

전문가(ESDP),	정보보안기사,	정보통신기사,	CCNA,	CCNP

[기업취업]

▶		전자시스템,	시스템통합(SI·NI),	소프트웨어,	회로설계	및	임베디드시스템,	전기·전력산업	

및	정보보안	관련	기업의	개발자,	기술영업	및	경영

[대학원 진학]

▶		국내외	대학원	진학

[정부 공공기관 취업]

▶		기술직	공무원(통신직,	전산직,	전기직,	정보보호직	등)

▶			취업	등	진로	지도형	실험	및	실습위주	교육

▶			전공관련	자격증	취득	및	전공동아리	지원	및	활성화	

▶			전자공학	기반	IT융합분야	인재양성

-	보안·업무·네트워크	등	개발을	위한	소프트웨어	엔지니어	양성

-	스마트팩토리·드론·전기전력·5G	등	개발을	위한	임베디드시스템	하드웨어	엔지니어	양성

-	대전·세종·충청	지역	혁신도시	공공기관	등	기술직	수요	맞춤형	인재	양성

전기전자공학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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졸업 후 진로 본	학과의	졸업생들은	주로	정보통신	관련	대기업,	외국	기업,	중소기업	및	벤처	기업과	공공기관,	국가

출연연구소	등에서	프로그래머	개발자	및	시스템	전문가로	활약하고	있습니다.	

제4차	산업혁명	시대에	핵심기술로	분류되는	정보통신분야의	인력수요를	고려할때	본인의	희망에	

따라	취업의	문은	매우	다양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정보통신을	기반으로	하는	통신분야,	인터넷,	정보보안,	전자상거래	등의	분야를	비롯하여	웹·앱개발자,	

네트워크	엔지니어,	서버관리자,	게임개발자,	인공지능엔지니어,	가상현실	관련분야	등에서	전문가로서	

일할	수	있습니다.

*본	학과는	대학원	석사	과정과	박사	과정을	연계하고	있어	대학원을	진학하여	더	심도	있는	연구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진로분야 구체적인 직업명 진로분야 구체적인 직업명

기업
삼성전자,	LG전자	등	정보통신기기	산업체	/	

SKT,	KT,	LGU+	이동통신사	
진학 대학원진학,	유학

개발자
대기업	및	중소기업	프로그램	및	시스템	

개발자	/	SW	솔루션개발사
창업 정보통신관련	창업

공과대학

042-829-7670

“제4차 산업혁명을 주도하는 창의·융합형 정보통신 인재양성”

학과(부) 소개

취득가능 자격증

학과(부) 특성

정보통신공학과는	4차산업혁명	시대에	중추적	역할을	담당할	수	있는	현장	적응력과	창의적	사고를	

갖춘	우수한	전문	엔지니어	양성을	목적으로	설립되어,	정보통신	분야의	공학적	지식과	공학	실무에	

필요한	도구를	활용하여	전문적	지식과	자료를	분석	및	이해하고,	목표하는	시스템을	설계하고	구현할	

수	있는	전문	엔지니어를	양성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에	정보통신공학과에서는	산업현장에서	필요로	하는	실력을	갖춘	정보통신공학	전문	인력을	배출할	

수	있는	전공	심화	과정으로	웹응용,	인공지능,	사물인터넷	교육과정을	개설하여	교육하고	있습니다.

또한	본	학과는	정보통신공학을	전공하는	학생들이	디자인	분야와	융합하여	디자인적	사고를	지닌	

엔지니어를	양성하기	위하여	디자인정보기술전공을	복수전공으로	취득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기사자격증 : 정보처리기사,	정보보안기사,	정보통신기사,	유선설비기사,	무선설비기사,	네트워크관리사	등

국가 자격증 :  CCNA,	CCIE	(Network),	OCJP,	OCWCD	(JAVA),	OCA,	OCP	(Database)	등

▶		국제적인	수준의	교육기준인	공학교육인증(ABEEK)	본인증	학과

▶		다양한	정부사업	수주를	통한	최신기자재	및	융합	교육환경	제공

▶		제4차	산업을	주도하는	주요	최신	교육과정운영

▶		다양한	실무중심의	프로젝트	수행으로	최근	6년간	80%이상	취업률	유지

▶		4학년	2학기,	모든	학생이	인턴쉽	및	현장실습을	통한	실무중심	교육수행

▶		학과	교육과정	이외에	디자인정보기술	전공을	취득하여	4차	산업혁명에서	요구하는	융합형	인재	

양성

정보통신공학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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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과대학

042-829-7520

“로봇 시장을 주도할 유능한 인재 양성”

학과(부) 소개

취득가능 자격증

졸업 후 진로

학과(부) 특성

로봇학과는	인공지능,	휴먼인터페이스,	유비쿼터스	등의	기술이	집적된	첨단	학과로	

컴퓨터,	정보통신,	전자	및	메카트로닉스	등의	복합	학문을	교육하고	있다.

로봇의	핵심기술인	컴퓨터	HW/SW,	신경회로망,	퍼지이론,	음성인식,	문자인식,	영상

인식,	인공지능,	지능제어,	마이크로프로세서,	컴퓨터제어기술,	로봇구조,	센서공학,	

임베디드시스템,	컴퓨터	네트워크	및	로봇제작프로젝트	등을	학/연/산을	연계하여	현장

실무	위주의	교육을	한다.

이러한	이론과	실험실습	교육을	통해,	말하고	듣고	보고	행동할	수	있는	로봇의	원리를	

습득하고	설계	및	제작	구동하게	함으로써	기술집약적이고	창조적인	전문기술	인력을	

양성한다.	

로봇하드웨어개발기사,	로봇소프트웨어개발기사,	로봇기구개발기사,	마이크로로봇(1~3급),	

메카트로닉스기사,	정보처리기사,	전자기사,	전기기사,	전기공사기사,	정보통신기사

[기업체]

▶		로봇	관련	기업체,	컴퓨터	관련	기업체,	통신	관련	기업체,	공장자동화	업체,	메카트로닉스	

관련	기업체,	자동차	관련	기업체

[공공기관]

▶		한국통신,	한국전력공사,	한국철도공사,	도시철도공사,	지하철공사,	한국수자원공사

[연구기관]

▶		기업체	연구소,	국영	연구소

▶		지능로봇페스티벌	1년	동안	학습한	전공에	대한	작품전시회를	개최하여	문제해결	

역량	강화	

▶		한이음프로젝트	2-3인	그룹을	정하여	직접	로봇의	하드웨어	및	소프트웨어를	설계

하고	구현하는	프로젝트를	수행함으로	자기개발	능력	향상

▶		지능정보역량UP캠프	4차산업혁명	시대에	활용되는	미래	기술의	지속적인	발전에	

따른	전문	지식	습득	및	기술	이해도	향상에	중점을	둔	체험	실습

로봇학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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졸업 후 진로 중·고등학교	국어	교사,	한국어	교사,	학원	강사,	교육	공무원,	기업의	교육연수원,	

교육과정	개발자,	청소년	상담사,	평생교육	전문가,	언론	및	출판업계	종사자,

작가(순수	문학,	방송	등)

사범대학

042-829-7430

"주체적·전문적·봉사 소양을 갖춘 국어교육 전문인 양성"

학과(부) 소개

취득가능 자격증

학과(부) 특성

우리	국어교육과는	국어교사로서의	인품과	전문성을	갖춘	인재를	양성하여	

선도적	국어교육을	실천하는	학과입니다.

정교사자격증	2급(중등	국어),	국어	능력	인증	자격증,	한국어	교원	자격증,	

논술지도사	자격증,	독서지도사	자격증,	한자	자격증,	한국사	자격증

▶			자기	진로	설계	및	내실	있는	교육과정	운영으로	주체적	자립역량	강화

▶			문화적	감수성	함양	및	학교	현장	연계	교육으로	자기애적	감성역량	강화

▶		미래사회를	대비하는	학생	참여	중심	교육으로	창의적	문제해결역량	강화

▶		다양한	체험	기반	활동	및	융복합	시스템	구축으로	융화적	소통역량	강화

▶		소명	의식	함양	및	지역	사회	교육	협력으로	이타적	인성역량	강화

▶		다양한	역량	강화를	바탕으로	학생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국어교사	양성

국어교육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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졸업 후 진로 [교육]

▶		영어교사,	영어회화전담강사,	학원강사,	교육공무원,	대학교수,	영어관련	출판사	편집자	

및	교과서	집필자

[서비스]

▶		항공	승무원,	여행가이드,	호텔리어,	문화관광해설사

[일반 기업]

▶		교육	및	행정직	공무원,	학교	및	대학	교직원,	해외영업,	통·번역,	출입국심사관,	

해외공보관,	외교관,	국제공무원	

사범대학

042-829-7440

“바른 영어교육을 실현하는 영어교사 양성”

학과(부) 소개

취득가능 자격증

학과(부) 특성

영어교육과는	기독교적	인간	사랑의	정신을	바탕으로	사회와	국가에	봉사하며	세계에	

공헌할	수	있는	국제사회로	도약하는	전문적인	영어	실력을	갖춘	영어교사를	양성하는

학과입니다.

중등2급	영어	정교사자격증,	공인영어시험자격증,	평생교육사,	컴퓨터활용능력	자격증,	

한국사능력검정시험

▶		실제	중·고등학교	학교현장을	경험하고	배울	수	있는	‘영어교과교육의	날’을	통한	

현장	학교	탐방	및	현장교사의	영어	수업	참관	프로그램	진행

▶		하계·동계방학	각	6-8주	동안,	영어교육과	전임교수	및	특별초빙강사가	진행하는	

임용고사	기출문제분석	및	특강으로	구성된	임용캠프를	통해	사교육이	필요	없는	

중등임용고사	준비를	체계적으로	돕기	위한	영어교육과만의	프로그램	진행

▶		재학	기간	동안	진로를	탐색하고	성공적인	취업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재학생	전원	

진로·취업	활동	전개	및	1인	1	포트폴리오	제작	프로그램	진행

▶		정규	강의	이외에도	교수가	직접	학생들을	그룹별로	만나서	지도하는	‘전공	보충·심화	

프로그램인	Q+학점’을	통해	폭넓은	깊이의	전공	교육의	기회를	제공하는	프로그램	

운영

영어교육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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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공립	및	사립	중고등학교	수학교사,	수학교육	행정가(장학사,	사무관),	교육	관련	기관	

연구원

[일반 기업]

▶		수학관련,	수학교육관련	제	분야(금융(증권,	은행),	회사(전산,	통계)	또는	출판사,	방송국,	

신문사,	교재	교구	개발	및	제작사,	학원강사),	수리역량을	중시하는	제	분야

사범대학

042-829-7540

"밝은 미래를 향해 함께 도약하자 강한 믿음으로 넘치는 사랑으로"

학과(부) 소개

취득가능 자격증

학과(부) 특성

수학교육과는	중등학교의	수학교사를	목적으로	하는	학과로	수학교육과	학생들은	졸업과	

동시에	중등학교	2급	정교사자격증을	취득하게	됩니다.	학과의	교육은	일반교육학,	수학

교육학,	수학	등	3개	영역의	다양한	정규교과목과	교사로서의	인성과	적성	함양을	위한	

다양한	비교과교육(심화과정,	봉사활동,	학생자치활동	등)을	통하여	진행되고	있으며	

미래의	수학교사를	꿈꾸는	학생들에게	최적화되어	있습니다.	

본	학과는	1978년에	설립된	대전지역	최초의	수학교육과로서	그동안	많은	중등교사를	

배출해	왔으며	학과	졸업생들은	그들이	진출한	여러	분야에서	우수성을	인정받고	있습니다.	

학생들에게	많은	것을	요구하고	있어	학과의	교육은	다소	힘들고	어렵지만,	교수와	교수,	

교수와	학생,	학생과	학생	사이의	교류가	가장	활발하고,	구성원	간의	친근감이	가장	높은	

학생들의	학과에	대한	자부심과	만족도가	가장	높은	학과입니다.	

중등학교	2급	정교사자격증,	평생교육사	2급,	한국사능력검정시험인증서

▶		학생들이	자기주도적이고	창의적	미래형	인재로	성장할	수	있도록	다음을	중시하고	있습니다.	

▶		배려,	자존감,	자기관리,	글로벌	소통,	비판적사고를	중시하는	체험	기반	자기주도적	교육

▶		교육현장과의	협력을	통한	현장	밀착형	교육

▶		창의적	역량을	중시하는	창조적	전방위	융합교육(수학과	수학교육,	타교과/전공과의	융합	등)	

▶		교직	인성,	적성	함양을	중시하는	교육(학생주도적	평가,	다양한	비교과프로그램,	

학과동아리,	학생활동)	

▶		전	주요교과목에	대해	1년	4회(1,	2학기,	하계방학,	동계방학)	심화과정	운영을	통한	학습지원

▶		교수와	학생의	협력에	의한	평가

수학교육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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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고등	음악교사,	초등	음악전담교사,	학원강사,	방과	후	교사,	대학교수,	교재교구	개발	

및	제작사,	음악학원	등

[연주]

▶		전문	연주자,	합창단	및	교향악단	단원	등

[사무]

▶		교육	및	행정직	공무원,	학교	및	대학	교직원,	문화재단	기획	및	운영자,	음악	관련	

사교육	기관	관리자	및	운영자

사범대학

042-829-7860

“ 전문성, 창의성, 바른 인성을 갖춘 미래형 음악교육전문가 양성 ”

학과(부) 소개

취득가능 자격증

학과(부) 특성

음악교육과는	장차	중등학교	음악교사가	될	학생들을	위한	과정이다.	따라서	교사로서의	

기본적인	인성의	함양은	물론	음악교사로서	갖추어야	할	음악적,	교육학적	능력을	갖추는	

것을	교육목표로	삼고	있습니다.	

중등2급	음악	정교사	자격증,	문화예술사	2급	자격증,	평생교육사	2급

[1인 1전공 포트폴리오] 

▶		사범대학	음악교육과	중	유일하게	전공실기	1:1	레슨을	실시하며,	이를	바탕으로	봄,	

가을	정기연주회,	관현악	연주회,	실내악	연주회의	기회	부여

[임용중심 교육과정]

▶		재학생	합격을	목표로	교과교육학,	교과내용학의	균형	잡힌	교육과정을	운영하고	

있으며,	비교과	과정으로	교과심화과정,	교직세미나,	동아리	활동	지원

음악교육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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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술교사,	강사,	교수,	문화예술교육사,	미술치료사,	(사)교육기관	경영	및	지도

[문화]

▶		큐레이터,	에듀케이터,	도슨트,	문화기획,	출판	및	편집

[예술]

▶		작가,	디자이너,	크리에이터	

사범대학

042-829-7940

"문화의 시대를 주도하는 미래 미술교육 전문가 양성"

학과(부) 소개

취득가능 자격증

학과(부) 특성

미술교육과는	미술	이론과	실기능력,	교육자로서의	인성과	자질을	고루	갖춘	미술교사를	

양성하는	학과입니다.	다양한	미술	매체	활용	경험,	전문적인	미술교육	이론	강의,	현장	

기반	실습	교육을	제공합니다.	

중등학교	정교사	2급,	문화예술교육사	2급,	미술치료사	자격증,	한국사능력검정자격증

▶		미술교육이론	및	실기	분야별	전문성을	갖춘	교수진	구성

▶		미술	이론,	실기	및	실습,	미술교과교육	균형	있는	전공	교육과정	운영

▶		재학생	과제전,	지역사회	연계	프로젝트,	교육청	연계	교육봉사,	디지털	매체	활용	

워크숍	등	비교과	프로그램	운영

▶		중등교사임용시험	대비	프로그램	운영

-		현장	교사	진행	임용캠프,	방학	중	실기	특강,	졸업생	합격	후기	특강,	수업실연	및	면접	

특강,	수업	실연대회,	학습동아리	지원(학생회	주관)	등

미술교육과



36 목원대학교

졸업 후 진로 [교육]

▶		유치원	교사,	어린이집	교사

[기업]

▶		유아교육	관련	교·교구,	방송	및	출판업

[공공기관]

▶		유아교육	관련	국책	연구원,	장학사

사범대학

042-829-7381

“교육의 시작은 유아교육입니다!”

학과(부) 소개

취득가능 자격증

학과(부) 특성

목원대학교	유아교육과는	대전	유일의	사범대학	소속으로	창의와	소통으로	미래를	열어

가는	유아교육전문가	양성을	목표로	합니다.	이를	위해	이론과	실제를	중심으로	학생들의	

공·사립유치원,	어린이집	등의	다양한	진로	희망에	부응하여	학생	맞춤형	교육과정을	

운영합니다.	학생들의	꿈과	희망을	목원대학교	유아교육과에서	이루도록	최선의	지원을	

다하고	있습니다.	

유치원	2급	정교사	자격증,	보육교사	2급	정교사	자격증

▶		공립유치원	임용고시	준비에	최적화된	교육과정	운영	및	지도

▶		유치원과	어린이집의	높은	취업률	향상을	위한	현장	중심	교육과정	운영	

▶		지도교수제를	통한	1:1	맞춤형	학습·진로	지도

▶		학생	개별	특성	및	요구에	따른	Two	트랙	진로지도

▶		바른	인성	및	전문성	함양을	위한	‘좋은	유아교사	되기’	비교과	교육과정	운영

유아교육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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졸업 후 진로 성악전공

[전문연주자]	전문	연주자,	국·공립	오페라단과	민간	오페라단	주·조역	및	합창.	국·공립	합창단

[교육가] 문화예술사로서	각	지역	문화예술	교육기관	및	초,	중,	고	예술교육

[연출자]	무대	실무자,	공연연출가,	기획자,	무대감독,	조명,	무대,	의상	등

뮤지컬전공

[배우]	뮤지컬	배우,	국·공립	뮤지컬	관	단체	및	뮤지컬	프로덕션	배우로	활동,	무대	및	영상매체	연기자

[교육가] 문화예술사로서	각	지역	문화예술	교육기관	및	초,	중,	고	예술교육

[연출자 및 공연 관련 스탭] 공연연출가,	기획자,	무대감독,	제작PD,	무대,	조명,	음향,	소품,	영상	디자

이너	및	오퍼레이터,	공연제작	스탭	분야	활동

음악대학

042-829-7910

“너의 모든 열정을 무대에 쏟아 부어라!”

학과(부) 소개

취득가능 자격증

학과(부) 특성

성악·뮤지컬학부	[성악전공]은	문화가	경쟁력인	21세기에	이론과	실기를	겸비한	창조적인	무대예술

인	육성을	목표로	합니다.	글로별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외국어와	문화를	연구하여,	체계적인	성악곡

을	공부합니다.	매년	지역	유일의	학생	자체체작	오페라와	지역의	대표성을	가진	메시아	대공연	등,	

가을	가곡의	밤,	등	실제	공연을	통한	무대	경험을	쌓을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집니다.	[뮤지컬전공]은	

심미적인	문화성이	경쟁력의	핵심인	21세기에	이론과	실기를	겸비하고	시대적	다양한	변화에	융통성	

있게	대처할	수	있으며	유연한	자세로	세계	속의	예술인으로	나아갈	수	있는	창조적이고	전문적인	

무대	예술인을	육성합니다.

문화예술사	2급,	무대	기술	자격증(조명,	음향,	무대기술	등)

성악전공

▶		국내	유일의	전공학부(성악&뮤지컬,	Classical&Practical	교육	가능)

▶		공연예술	특화프로그램으로	학생	제작	오페라공연과	성악	정기연주회를	비롯	다양한	연주기회	체험		

▶		글로벌	시대를	대비한	외국어	딕션과	다양한	장르의	작품	연구	및	발표회	개최

▶		다양한	비교과	프로그램으로	작품	분석과	무대	실무,	공연	기획과	디지털	컨텐츠	제작	등	다채로운	과정	실습			

▶		현장에서	활동하는	오페라	가수와	전문	연주자,	시립예술단원,	중등	교사	및	공연	예술기획	및	연출자	배출

▶		문화예술사	자격증	취득으로	지역	문화	예술	교육	현장에서	활동

뮤지컬전공

▶		공연	예술	특화	프로그램	운영을	통한	실기	실습	위주의	교육	(1:1보컬	개인	레슨)

▶		뮤지컬	공연	프로덕션	운영	-	뮤지컬	정기	공연	및	갈라	콘서트	연	4회	이상

▶		탄탄한	교육과정과	비교과	프로그램의	활성을	통하여	보컬	능력	및	오디션에	적합한	배우	양성

			(수업	외	비교과	수업을	통한	전공영역	강화프로그램	실시	-Vocal	Studio/	Performing	Studio/	Dance			

Studio	/	Audition	Studio-	)

▶		뮤지컬	배우	및	연기자,	댄서,	공연	관련	스탭	배출,	초,중,고	예술교육교사	및	공연	예술기획자	활동

성악·뮤지컬학부
(성악전공 / 뮤지컬전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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졸업 후 진로 [문화예술(음악)]

▶		아티스트(연주자,	가수),	개인창작활동가,	세션음악인	

[문화예술(음악)]

▶		작곡가,	편곡자,	음향디자이너,	음악	프로듀서,	음악감독,	음반기획자

[교육]

▶		음악대학	교수,	겸임교수,	강사,	방과	후	강사

음악대학

042-829-7920

“음악 안에서 자유를 펼쳐라”

학과(부) 소개

취득가능 자격증

학과(부) 특성

대중음악에	대한	폭넓은	이해를	바탕으로	전문성을	갖춘	연주자로서	디지털	콘텐츠와	

대중음악의	다양한	요소들을	실제	연주에	활용할	수	있는	능동적이고	창의적인	전문	

음악인을	양성합니다.

일대일	개인레슨으로	이루어지는	전공실기	교육을	통해	학생	개개인의	연주	능력을	향상

시키고,	다양한	이론	교육을	통하여	음악에	대한	체계적인	이해를	할	수	있도록	하여	4년간	

대중음악의	분야별	기본소양과	기능	완성을	목표로	나아가	현장에서의	직업능력을	

강화시키고	있습니다.

문화예술사	2급	자격증,	보컬음악지도사	자격증,	앙상블음악지도사	자격증

▶		다양한	현장에서	활동하고	있는	실력파	교수진을	중심으로	수준높은	전공실기	수업과	

실제	공연활동으로의	연계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		첨단	녹음	장비가	구비된	녹음실을	보유하여	연습	시	모니터링과	교수자와의	피드백이	

용이하고	대중음악	창작곡	발매의	접근성이	높습니다.

▶		합주실마다	배치되어있는	우수한	연주	및	음향장비들을	통해	다양한	장르의	합주가	

가능합니다.

▶		뮤직비디오	촬영이	가능한	스튜디오	및	영상장비들이	구비되어	있고,	활용	가능합니다.

실용음악과
(보컬전공 / 기악전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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졸업 후 진로 관악/현악전공

[연주]	솔리스트,	실내악	전문	연주자,	오케스트라	연주자

[교육]	대학교수	및	강사,	예술중고등학교/음악중점학교	실기강사	및	교사,	국공립	문화예술단체	악기	지도강사	

[악기제작/악보출판]	악기	제작	및	수리	전문가,	악보	및	음악관련서적	전문업체

[공연예술 전문가]	무대감독,	음향,	공연기획	및	진행

작곡 전공

[작곡]	전문작곡가,	편곡자,	게임음악	제작자,	방송	및	영상음악	제작자,	음향	디자이너

[프로덕션]	지휘자,	공연기획자,	문화예술단체운영자,	악보계,	교회음악가

[교육]	음악대학	교수,	겸임교수,	외래강사	등

음악대학

042-829-7890

“너의 모든 열정을 무대에 쏟아 부어라!”

학과(부) 소개

취득가능 자격증

학과(부) 특성

관악/현악전공

오케스트라를	구성하는	다양한	종류의	관현악기	및	타악기를	전공하는	학생들이	전문성과	창의성을	

갖춘	연주자로	성장하도록	교육하고	있다.	전문화된	전공실기	지도와	클래식	악곡	해석을	위한	이론적	

지식을	습득하며,	연	4회	이상	개최되는	정기연주회와	실내악	수업을	통한	풍부한	무대	경험을	통하여	

학생들이	졸업	후	고도의	연주력을	갖춘	전문적인	음악인으로	성장하여	우리나라	예술문화발전에	

선도적인	역할을	하는데에	기여하고자	한다.	

작곡전공

미래사회가	요구하는	전문성과	다양성을	갖춘	창의적	음악인재의	양성을	교육목표로	하고	있다.	

다양한	이론	교과들의	교육과정을	통하여	음악의	근본원리를	견고히	하며,	깊이	있는	작곡실기	교육

과정과	다양한	교내/외	작품발표	기회들을	제공하여	작곡가로서의	예술성과	창의적	역량을	극대화

하고자	한다.

문화예술교육사	2급

관악/현악전공

오케스트라에	포함되는	다양한	종류의	악기를	전공하는	학생들이	독주자로서의	기량	뿐	아니라	

실내악과	오케스트라	연주자로서의	수준	높은	연주력과	전문성을	갖추도록	교육하고	있다.	체계적

인	커리큘럼을	통해	다양한	시대와	양식의	클래식	작품들을	학습하고	그	안에서의	연주자의	역할에	

대해	깊이	있는	연구를	함으로써	오케스트라를	기반으로	한	클래식의	정통성과	창의성을	갖춘	음악

인재를	양성하고자	한다.	

작곡전공

특성화	및	세분화하여	구성된	작곡실기	교육과정을	통하여,	음악의	기초를	확립하는	클래식음악으로

부터	영화·영상음악,	대중음악,	한국음악	등의	다양한	공연예술의	영역으로	창작의	스펙트럼을	확장

하였으며,	새로운	시대에	능동적으로	준비된	작곡가를	양성하기	위해	작품	구상의	그	시작부터	연주	

및	유통	등의	단계까지	다각적으로	접근하는	창작음악교육을	지향한다.

관현악·작곡학부
(관악전공 / 현악전공 / 작곡전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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졸업 후 진로 [솔리스트 직종]

▶		콘서트	피아니스트,	음악대학	교수,	음악대학	강사,	예술계	중·고등학교	강사,	대학원	

진학,	국외	유학	외

[전문 반주자 직종]

▶		성악	전문	반주자,	기악	전문	반주자,	합창단	반주자,	오페라	코치,	오케스트라	피아니

스트,	발레단	피아니스트,	반주	대학원	진학	외

[피아노 교사 직종]

▶		피아노	학원	원장,	피아노	학원	강사,	문화예술	교육사,	문화센터	강사,	방과후	학교	강사,	

페다고지	대학원,	교육	대학원	진학	외

음악대학

042-829-7870

1. 한음 높은 꿈을 실현하는 피아노과

2. 음악의 최고의 가치, 조화와 앙상블을 추구하는 피아노과

3. 솔로는 물론, 반주와 앙상블 특화 전국 유일의 피아노과

4. 행복한 피아니스트를 양성하는 중부권 최고의 피아노과

학과(부) 소개

취득가능 자격증

학과(부) 특성

1985년	신설된	목원대학교	피아노과는	현재	40명의	교·강사진,	100여	대의	피아노를	

보유한	50여	강의	및	연습실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피아노과는	“솔리스트”,	“전문반주자”,	

“피아노교사”라는	큰	세	개의	분야로	개설된	교과	과정을	통해	단지	음악가	뿐	만	아닌	

음악에	관한	다양한	직업군에	대하여	교육을	받을	수	있는	학과입니다.

문화예술교육사	2급	자격증,	PA	지도사	2급	자격증,	

Smart8	예술	융합	교육	지도사	자격증

▶		현재	솔리스트,	전문	반주자,	피아노	교사	집중	육성을	위한	맞춤	교과	과정을	운영	중입

니다.	음악가	뿐만이	아닌	음악에	관한	다양한	직업군에	대하여	교육을	받을	수	있는	

학과입니다.

▶		피아노과는	전임교수님들께	레슨을	받으며	전공역량을	키울	수	있는	마스터클래스	과목을	

비롯하여,	세	개의	세분화된	교과과정을	통하여	보다	폭넓고	체계적인	교육을	받을	수	

있습니다.

▶		학교에서	진행되는	이론/실기과목	뿐만	아니라	현장에서	직접	실습을	할	수	있는	과목

들을	통하여,	현장에서	요구되는	실질적인	능력들을	배우고	적용시킬	수	있습니다.

피아노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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졸업 후 진로 [교육]	예술강사,	예술교육,	음악치료사,	교육공무원,	대학교수

[방송]	예술기획가,	연출가,	예술경영,	방송인

[전문 악단]	전국	국악원,	전국	국악관현악단,	전국	국악단,	전국	창극단,	국악	실내악단	예술단원	및	

행정	공무원

음악대학

042-829-7880

“우리 음악의 우수성을 세계에 널리 알리는 국악과”

학과(부) 소개

취득가능 자격증

학과(부) 특성

목원대학교	국악과는	우리	겨레가	수천,	수백	년간	역사화	시킨	민족전통을	완벽하게	회복하고	21세

기에	세계로	창조하는	학과로서	가장	독창적인	학습	프로그램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국악과	모든	재학생은	장단실기와	한국	춤을	기본적으로	학습하고,	가곡,	영산회상,	민요,	시나위	등	

모든	종류의	전통음악반주를	하고,	우리음악이	있는	현장실습의	바탕에서	전공과,	부전공	그리고	

창작과	실내악의	교과과정으로	학습하고	있는	학과입니다.	전공	실기는	아악,	산조,	창작음악,	즉흥

음악	등	연차적으로	학습을	심화시키고	있습니다.

합주,	합창,	실내악	외에	독창적	교과과정으로는	설장고	합주,	한국	춤,	무대연기실습,	창극	등으로	

타	대학	국악과	에서는	찾아	볼	수	없는	과목들입니다.

문화예술교육사	2급	자격증

21세기	겨레의	미래를	우리나라	음악	국악으로	밝히는	큰	음악가	양성을	목표로	합니다.	국악의	역사적	

기반에서	창의력을	발휘하는	창조적	음악인,	세계음악과	대화하는	열린	음악인,	겨레의	미래와	함께	하는	

민족음악인,	지역사회에	공헌하는	봉사적	음악인에서	큰	음악가	양성이	구체적으로	실현되고,	이를	위하

여	음악적	지성과	감성을	포괄적	교육과정으로	학습하여	미래	사회에	창의적	국악인으로	활동합니다.	

목원대학교	국악과는	각	전공과	부전공	창작과	실내악의	교과과정을	이루고	있는	학과이며	모든	재학

생은	장단실기와	한국	춤을	몸으로	익히며	영산회상,	창극,	민요,	대풍류,	시나위,	무속음악	등	모든	

종류의	전통음악을	학습하며	현장실전을	준비합니다.	전공실기는	아악,	산조,	창작음악,	즉흥음악을	

연차적으로	학습하여	심화시키고	있습니다.

성악파트는	4년간	판소리	네바탕(심청전,	흥보전,	수궁전,	춘향전)	창극을	매년	한바탕씩	성악정기

연주회를	통하여	발표합니다.

기악파트는	매년	2회	1학기	실내악정기연주회,	2학기	관현악정기연주회를	통하여	발표합니다.

모든	재학생은	실력향상과	연주회	준비를	위한	정규수업	이후	시간을	이용하여	심화	학습(스터디)을	

운영합니다.

목원대학교	국악과는	졸업	후에도	음악	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한밭가무단,	한밭국악관현악단,	금송가야금

연주단을	창단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학과	주최로	운영되는	가람전국국악경연대회를	매년	개최하고	있습니다.

목원대학교	국악과는	대전	충남·충북지역에서	유일하게	국악과를	운영하고	있으며,	본	학과는	전통음악에	

보존·계승·발전을	목표로	하며	전통음악을	기본으로한	창작음악의	발전에도	기여하고	있습니다.

국악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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졸업 후 진로 [창작예술/전문가]

▶		국내외	활동	전문	아티스트,	대학교수,	교원,	큐레이터,	사회미술교육분야	등

[아트&디자인]

▶		아트디자인전문가,	일러스트,	웹툰레이터,	인테리어아트디자이너,	편집미술디자이너,	

아트융홍보전문가,	영상매체아트디렉터,	무대예술,	뷰티아트,	아트메이커

[문화예술교육]

▶		문화예술교육사(국가공인2급	자격취득),	미술치료사,	예술심리치료사,	아동·입시미술

전문교육자,	문화예술프로그램기획	및	운영자

[창업, 창직]

▶		아트상품개발,	아트공방	운영,	전문	미술학원,	교습소운영

미술·디자인대학

042-829-7960

“Global 21C · 첨단 문화예술전문가로 세계를 디자인한다...”

학과(부) 소개

취득가능 자격증

학과(부) 특성

문화예술융합	특성화	학부로	인간감성과	미적재능을	기반으로	21세기를	선도하는	

창의적	문화예술	전문인재양성

국가공인	문화예술교육사	2급	취득,	일러스트,	포토샵,	미술치료사,	학예사,	

컬러리스트,	컴퓨터활용	및	영상관련	등

▶		재능기반의	창의적	역량발현을	위한	아트융합	학부통합	교과운영

-	다양한	미술분야를	1학년에서	체험	후	2학년부터	전공심화교육과정운영

-		2~4학년에는	학부공통교과로	4차	산업기반의	첨단예술,	실용예술,	문화예술교육,	

취업	등	맞춤형	진로개발	교과운영	및	자격증취득

▶		미술학부	세부전공:	한국화전공,	서양화전공,	아트미디어전공

▶		창작활동	전시프로그램,	해외미술문화체험장학프로그램(하계방학	또는	역량강화주간),	

문화예술현장체험프로그램	등	운영

미술학부
(한국화전공 / 서양화전공 / 아트미디어전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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졸업 후 진로 [창작활동]

▶		조각,	피규어,	캐릭터,	키덜트,	환경디자인,	공공미술

[취업 및 창업]

▶		환경디자인관련기업,	피규어	관련기업,	캐릭터	관련기업,	키덜트관련기업,	미술학원,	

3D조형학원,	컴퓨터	조형관련	기업

[교육계]

▶		대학교수,	미술학원강사,	3D조형학원강사,	문화예술교육사,미술심리치료사,	미술실기교사

미술·디자인대학

042-829-7961

입체예술의 “퍼스트무버” 조형콘텐츠학부

'퍼스트무버는 새로운 분야를 개척하는 창의적인 선도자를 의미'

학과(부) 소개

취득가능 자격증

학과(부) 특성

47년의	역사와	전통의	목원대학교	조형예술학부는	끊임없는	혁신을	통한	양질의	교육

으로	중부권	명문학과로	그	명성을	이어오고	있습니다.	

조형콘텐츠학부는	2020년	목원대학교	학과평가에서	“A”등급을	받아	정원을	30명

으로	확대하고,	캐릭터조형전공과	환경조형전공을	신설하였습니다.

조형콘텐츠학부는	“국내	최초의	캐릭터조형전공	신설”	및	기존의	조소와	환경디자

인을	아우르는	“환경조형전공과	함께	쌍두마차를	형성”하는	조형콘텐츠학부로	확대	

운영하게	됩니다.

체계적인	교육,	첨단	교육시설,	열정적인	교수진,	장학금	혜택,	든든한	동문	선배들을	

통해	왜	목원대학교	조형콘텐츠학부가	명문학부인지를	체험	할	수	있습니다.

문화예술교육사,		미술심리치료사,	

3D관련	자격증(3D	맥스,	라이노,	지브러쉬,	3D	프린팅	관련	자격증)

조형콘텐츠학부는	변화하는	시대가	요구하는	조형에	대한	수요를	바탕으로	정신과	이론,	

표현에	대한	연구를	통해	우수조각가를	양성하고,	융복합	전공교육을	통해	환경디자이너,	

공공조형물작가,	캐릭터(피규어)원형사,	3D조형전문가,	입체애니메이터,	로봇디자이너,	

미술교육관련	전문가	등의	시대를	앞서	나가는	전문가를	육성합니다.

조형콘텐츠학부
(환경조형전공 / 캐릭터조형전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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졸업 후 진로 웹툰애니메이션 전공

[만화웹툰]		웹툰작가	/	출판만화가	/	웹툰PD	/	만화출판사	편집자	/	웹툰	기획자	/	프로어시스던트

[애니메이션]	2D애니메이터	/	3D애니메이터	/	모바일	매니메이션	제작자	/	애니메이션	감독	/	

애니메이션PD	/	애니메이션	기획자

[영상]	영상	연출가	/	영상	편집자

[캐릭터]	캐릭터디자이너	/	이모티콘	작가	/	피규어	제작자	/	원형사

[시나리오]	만화웹툰	스토리작가	/	웹소설가	/	영화,드라마	시나리오	작가

[디자인]	출판물	삽화가	/	동화작가	/	일러스트레이터	/	캐릭터디자이너	/	웹디자이너

[광고]	광고프로듀서	/	광고제작자	/	광고	디자이너

[교육·연구]	학원	운영자	/	학원강사	/	문화예술강사	/	초중고대학	교강사	/	진흥기관	종사자

[미디어아트]	유튜브	1인크리에이터	/	미디어아트	전문가	/	VR,AR전문가

게임콘텐츠 전공 

[게임그래픽]	게임일러스트레이터	/	캐릭터	일러스트레이터	/	배경	일러스트레이터	/	3D캐릭터

모델러	/	3D배경모델러	/	3D일러스트레이터	/	3D애니메이션	제작자	/	UI디자이너	/	이펙트디자이너	/	

FX디자이너	/	게임영상디자이너	

[게임기획]	게임	기획자	/	게임	시나리오	작가	/	게임	시스템	기획자	/	게임	레벌	기획자	/	UX,	UI기획자

[게임프로그래밍] 게임	프로그래머	/	게임콘텐츠	개발자	/	온라인게임	운영자	/	모바일	게임	개발자

미술·디자인대학

042-829-7985

“세계최고의 웹툰·애니메이션·게임콘텐츠 전문가를 꿈꾼다”

학과(부) 소개

취득가능 자격증

학과(부) 특성

1999년,	대전지역	최초로	웹툰(만화),	애니메이션	전공과로	개설되어	디지털영상콘텐츠	특성화	최우수

대학,	NURI사업(지방대학역량	강화사업),	일학습병행제,	콘텐츠원캠퍼스,	웹툰체험관	등	주요	사업에	

잇달아	선정,	참여하고	있습니다.	프랑스	안시애니메이션페스티벌	경쟁부문	본선	2회	진출,	네이버대학

만화최강전,	다음온라인만화공모전,	대한민국창작만화공모전	등	각종	국내외	만화	웹툰	공모전에	대상	

등	매년	우수한	공모전	수상	실적을	자랑하고	있습니다.	2022년	새롭게	개설된	게임콘텐츠전공은	

게임	디자인을	통해	게임일러스트레이터와	게임개발자를	양성하는	과정입니다.	

웹툰애니메이션 전공			포토샵	자격증,	문화예술사2급,	NCS(디지털디자인)직무	관련	자격증,	색채

전문가	/	컬러리스트자격증

게임콘텐츠 전공			게임기획전문가,	게임그래픽전문가,	게임프로그래밍전문가	게임국가기술	자격

한국콘텐츠진흥원(콘텐츠원캠퍼스),	한국만화영상진흥원(웹툰체험관),	대전정보문화산업진흥원.	대전

콘텐츠코리아랩,	대전웹툰캠퍼스	등과	작가	데뷔,	취업	등	진로	모색에	최적화된	다양한	사업을	진행

하고	있습니다.	할리우드	주요	특수효과	영화(맨오브스틸,	엔더스	게임)	또봇,	바이클론즈,	미니특공대,	

클래비	등	주요	애니메이션	작품에	참여하는	전문인력이	다수	배출되었습니다.	게임콘텐츠전공은	

게임일러스트레이터와	개발자를	양성하기	위해	2022년	새롭게	개설된	교육과정입니다.

재학	중인	학생들의	작가	데뷔	비율이	매우	높으며	네이버,	다음,	카카오페이지	등	주요	웹툰포털	활동	

학생들의	재학생	대비	비율이	가장	높을	정도로	실력을	자랑하고	있습니다.	현역에서	활동	중인	애니메

이션	작가,	감독,	웹툰	작가,	게임개발자,	게임일러스트레이터,	기획자가	강의를	맡아	학교와	현장	구분	

없이	실무	중심의	현장교육을	지향하고	있습니다.

인디	게임의	제작을	위한	실무적인	구현	능력을	가진	인재	양성을	목표로	합니다.

이를	위해	전산학,	수학,	물리	등의	기초	학문	교육을	제공하고	이미지	크리에이터로서의	교육을		제공

하여	테크니컬	아티스트를	넘어	실무적인	게임	제작	경험을	쌓을	수	있도록	합니다.

또한	다수의	프로젝트	수업을	통해	팀	제작	능력을	실질적으로	배양할	수	있도록	합니다.

웹툰애니메이션·게임학부
(웹툰애니메이션 전공 / 게임콘텐츠 전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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졸업 후 진로 [광고디자인 분야]

▶		종합광고회사,	온라인광고회사,	기업체	광고디자인실,	광고기획사,	영상광고	프로덕션,	

독립광고회사	등

[미디어컨텐츠디자인 분야]

▶		방송국,	PD/영상감독,	게임회사,	애니메이터,	영상디자이너,	UX/UI디자이너,	

웹/앱디자이너,	유튜브영상디자이너	등

[패키지디자인 분야]

▶		기업	패키지디자인실,	패키지디자인	전문회사,	브랜드회사,	BI/CI전문회사	등

[시각커뮤니케이션 분야]

▶		대기업	홍보실,	그래픽디자이너,	문화상품디자이너,	아이덴티티디자이너,	포토그래퍼,	

일러스트레이터,	편집디자이너	등

미술·디자인대학

042-829-7949

“세상을 아름답게 디자인할 상상력이 꽃 피는 곳”

학과(부) 소개

취득가능 자격증

학과(부) 특성

1978년	대전에서	최초로	산업미술과	그래픽	전공으로	시작하여	대기업	디자인실,	

대형	광고회사,	패키지	전문	업체,	영상,	게임분야에	수백명의	디자이너를	배출한	명실

상부	중부권	최고	전통의	학과입니다.

GTQ,	ACA,	컴퓨터그래픽스운용기능사,	시각디자인	산업기사,	컬러리스트	기사,	

게임그래픽	기사,	멀티미디어	콘텐츠제작전문가

시각을	통해	인지되는	다양한	정보들의	커뮤니케이션	방법을	연구하고	이론적	학습을	통해	

역사적	흐름과	창조적	발상능력을	배양시키고	실기실습을	통해	현장성과	실무능력을	

키우는	교육을	합니다.	특히	컴퓨터디자인	관련	과목들을	심도	있게	교습하여	21세기	디지털	

시대를	선도하는	창의적이고	비전	있는	시각디자이너인	광고디자이너,	패키지디자이너,	

영상디자이너,	컨텐츠디자이너,	게임디자이너,	UX,UI디자이너,	편집디자이너,	CI·BI

디자이너,	CF감독,	캐릭터디자이너	등을	양성합니다.	

시각커뮤니케이션디자인학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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졸업 후 진로 [제품디자인 직종 (Product Design)]
▶		제품디자이너,	자동차	인테리어ㆍ익스테리어디자이너,	가구디자이너,	디자인컨설팅	전문가	
▶		취업가능처:	가전/가구업체의	디자인	개발부서	및	연구소,	산업디자인전문회사

[공간디자인 직종 (Space Design)]
▶		실내디자이너,	무대디자이너,	디스플레이어,	환경디자이너,	전시디자이너,	차세대	인터넷과	

네트워크	기술을	응용한	스마트	공간	및	인간친화형	공공디자인	개발을	위한	기획,	홍보
▶		취업가능처:	인테리어디자인업체,	건축디자인업체,	기업	전시디자인부서

[서비스디자인 직종 (Service Design)]
▶		UI/UX디자이너,	서비스	디자이너,	사용성	평가	전문가,	게임디자이너,	CG	및	3D	애니메이터
▶		취업가능처:	기업(가전,	게임,	포털	등)의	UI/UX디자인	관련부서,	UX디자인	전문업체,	통신/플랫폼/

소프트웨어	회사의	UX부서

[융합디자인 직종 (Convergence Design)]
▶		산업디자이너,	융합디자인	관련	연구원
▶		취업가능처:	기업체	디자인실,	제품개발연구소	및	상품기획실,	홍보실

미술·디자인대학

042-829-7950

“시대의 흐름을 바꾸는 혁신의 가치를 만들다!”

학과(부) 소개

취득가능 자격증

학과(부) 특성

[교육목표]
▶		사회적·환경적	책임감과	결과보다는	과정에	중점을	둔	체계적인	접근방법을	통하여	종합	및	분

석력을	겸비한	전문	디자이너	양성
▶		미래사회의	요구를	예견하면서	동시에	현시대의	요구에	부응하는	다양한	고부가가치	상품들을	

개발할	수	있는	창조적인	문제해결이	가능한	전문	디자이너	양성
▶		최첨단의	스마트	융합시대에	적응할	수	있도록	스마트한	ICT기술	및	창의적인	디자인	능력을	

겸비한	융합형	창의인재	양성

[교육내용]
▶		역사적인	흐름과	국제적인	트렌드를	파악할	수	있는	안목을	통한	디자인	및	서비스	기획력,	논리적	

접근방법을	통한	창조적인	문제해결	능력,	조형에	대한	이해	및	창의력	개발,	인간중심	사고력,	

2D·3D컴퓨터	활용	능력	등을	배양할	수	있는	다양한	디자인관련	전문이론과	실습	진행
▶		산업현장에서	필요로	하는	산업디자인	전반의	내용에	대한	실무위주의	실기	및	이론,	컴퓨터	

관련	실습	등으로	구성
▶		제품디자인	분야,	리빙시스템(가구)디자인	분야,	스마트실내디자인	분야,	공공환경디자인	분야,	

UI/UX디자인	분야,	2D·3D컴퓨터활용	분야,	디자인이론	분야	교과목	구성

제품디자인산업기사,	컬러리스트	자격증,	웹디자인기능사,	실내디자인기사,	실내건축사,	

Auto	CAD운용기사,	CAD	및	기타	컴퓨터	활용능력	자격증

▶		1978년,	대전에서는	처음으로	산업미술과	공업디자인전공으로	시작
▶		2002년	디자인학부	산업디자인전공으로	변경,	2009년	산업디자인학과로	변경
▶		융합이	대세인	현시점에	2014	교육부	대학특성화사업(CK-I)에	선정되어	5년간(2014.7.~2019.2.)	

40억	지원을	받아,	갈수록	치열해지고	있는	무한경쟁에서	우위를	점할	수	있는	도약의	계기	마련
▶		산업디자인관련	전문지식을	겸비하고	산업체	실무경험이	풍부하고	유능한	전임교수진과	다양한	

디자인분야의	산업체	전문가	및	실무형	디자이너로	구성된	외래교수진
▶		산업디자인학과와	디자인정보기술전공(융·복합학부)을	복수전공할	수	있도록	전체	교육과정	구성
▶		국내외	우수	디자인	공모전	참여	확대	및	수상실적	향상

산업디자인학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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졸업 후 진로 [패션]

▶		패션디자이너,	패션머천다이저(MD),	비주얼머천다이저(VMD),	패션코디네이터,	

패션잡지에디터,	패션쇼연출가,	샵마스터,	패턴사,	한복디자이너,	복식연구원,	패션연

구소개발원,	복식박물관연구원등의	패션분야로	진출	할	수	있습니다.

[텍스타일]

▶		텍스타일디자이너,	어패럴	패턴디자이너,	섬유미술가,	문화상품디자이너,	

섬유제품디자이너,	섬유엔지니어,	소재디자이너,	니트디자이너,	직물설계원,	

텍스타일유통관리자등	텍스타일	분야로	진출	할	수	있습니다.

미술·디자인대학

042-829-7941

“창의적인 디자인 능력과 인재 육성”

학과(부) 소개

취득가능 자격증

학과(부) 특성

섬유·패션디자인학과는	섬유와	패션분야에서	요구되는	기초	교과와	심화과정까지	

학습함으로써	협력관계에	있는	두	산업	분야	모두에	대한	이해력을	갖춘	전문적인	

인재를	양성하는	학과입니다.

텍스프로	컴퓨터	패션	디자인	운용	마스터,	컴퓨터	그래픽스	운용기능사,	

패션디자인	산업기능사,	컬러리스트	기사,	GTQ	등

▶			섬유	및	패션	디자인의	다양한	기법과	소재를	심도	있게	학습하고	현대사회가	요구하는	

독창성과	창의성을	개발시켜	새로운	미래의	디자인을	선도할	수	있고	역량	있는	인재로	

양성

▶			전	학과생	토익	필수로	글로벌	인재	양성

▶			산업체와	연계한	인턴십	교육을	통한	실무형	인재	양성

▶			다양한	공모전	참여로	창의적인	디자인	활동	확대

▶			본	학교와	연계된	비교과	프로그램	동아리	참여와	동시에	협동력을	통해	사회	실무에	

필요한	역량을	양성

섬유·패션디자인학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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졸업 후 진로 [교육]

▶		교수,	연구원,	요업연구원,	공예교사,	미술관큐레이터

[작가]

▶		도자디자이너,	도자전업작가,	공방운영자

[사무직]

▶		도자디자이너,	2D,	3D	컴퓨터	디자이너,	쥬얼리	디자이너,	타일	디자이너,	

기업체의	제품개발	및	기획자	

[기능]

▶		미술치료사,	예술치료사,	도자예술치료사

미술·디자인대학

042-829-7942

“예술과 영원성을 내포한 인간을 위한 도자디자인학과”

학과(부) 소개

취득가능 자격증

학과(부) 특성

도자디자인학과는	교과	과정과	교수법의	지속적인	연구	개발로	체계적이고	깊이	있는	

학술	이론과	예술	및	기술적인	소양을	터득함을	교육목표로	한다.	우리나라	도자	문화를	

계승,	발전시킬	수	있는	인재	육성에	최선을	다한다.	보다	창의적이고	활발한	창작	활동을	

통하여	현대	도예의	입체적,	조형적	표현	능력을	키우고	산업도자의	디자인	제형	및	생산	

방법을	정규	교과과정과	현장	실습을	통해	학습한다.	나아가	사회에	기여하고	국가와	

지역의	도자	산업을	선도	할	수	있는	창의적이고	비전	있는	도자공예가	‘도자	디자이너

(Ceramic	designer)’를	양성한다.

도자기능사자격증,	미술치료사,	컴퓨터	관련,	디자인직종	관련,	학문·요업	관련

▶			현재	대전지역에서	도자디자인의	교육을	전문으로	하는	유일한	전공입니다.

▶			도자디자인학과	전공분야의	교수,	현장	실무에	있는	다양한	디자인분야의	교수를	중심

으로	교과과정을	지속적으로	개발합니다.

▶			전통도자,	조형도자,	산업도자	분야를	배울	수	있으며	전국에서	처음으로	개설한	도자

예술치료의	교과목	또한	개설되어	다양한	취업분야와	진로에	많은	도움을	줍니다.

▶			전국에서	최초로	설립한	도자디자인학과	벤처	기업	‘하이안세라믹(Hayan-Ceramic)’을	

두고	있으며	학생들의	취업,	창업에	현장실무실습교육을	통해	많은	기여를	하고있습

니다.

도자디자인학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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졸업 후 진로

독립학부

042-829-7490

“주체적이고 인격적 소양을 갖춘 글로벌 인재 양성”

학과(부) 소개

취득가능 자격증

학과(부) 특성

국제예술산업학부는	[한국어전공]과	[디지털만화애니메이션전공]이	있으며	특히	[한국어전공]은	

유학생들에게	한국어를	기반으로	학생이	관심이	있는	전공분야를	이수하여	복수학위를	받을	수	

있도록	제도화하였습니다.	또한	유학생만을	위한	프리미엄	교육을	위한	체계화된	교과과정과	다양한	

비교과과정을	운영함으로써	학생들의	흥미유발과	다채로운	문화체험을	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그리고	일정한	교육과정을	이수하면	국립국어원에서	발급하는	‘한국어교사자격증’도	취득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이	외에도	다양한	자격증을	취득할	수	있도록	하여	학생들의	역량을	강화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디지털만화애니메이션전공]은	이론과	실습을	통한	체계적인	학습으로	디지털

만화애니메이션	분야의	전문가를	양성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디지털만화애니메이션전공

▶			포토샵	자격증

▶			문화예술사	2급

▶			색채전문가/컬러리스트	자격증

국제예술산업학부
(디지털만화애니메이션전공 / 한국어전공)

디지털만화애니메이션전공

▶			한국콘텐츠진흥원(콘텐츠원캠퍼스),	한국만화영상진흥원(웹툰체험관),	대전정보문화산업진흥원,

대전콘텐츠코리아랩,	대전웹툰캠퍼스	등과	작가	데뷔,	취업	등	진로	모색에	최적화된	다양한	사업	진행

한국어전공

▶			한국어를	기반으로	한국	전공	및	다양한	복수전공을	통해	전문적인	한국어	교사	양성

▶			한국어와	한국문화를	중심으로	다양한	비교과	프로그램	진행

▶			매	학기	문화탐방을	통한	다양한	문화	인식과	지식	함양

한국어전공

▶			한국어	교사	2급	자격증(국립국어원)

▶			인문학	지도사(한국직업능력개발원)

▶			고전스토리텔링	지도사(한국직업능력개발원)

▶			논술지도사	자격증(한국직업능력개발원)

▶			한자지도사(한국직업능력개발원)

디지털만화애니메이션전공

2D	애니메이터,	3D	애니메이터,	모바일	애니메이션	제작자,	애니메이션	감독,	애니메이션PD,	

애니메이션	기획자,	캐릭터

한국어전공

[교육]	한국어	교사,	한국어	강사,	한국어	교수,	한국어	관련	교재	번역	출판사,	한국어	관련	교육기관	등

[취업]	한국어통번역사,	한국계	기업,	문화관광해설사,	한국여행	관련	여행사,	출입국심사관,	해외

공보관,	외교관,	국제공무원	등

[대학원]	한국어	석박사과정,	한국어통번역사	과정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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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입생을 위한 특별 장학금 및 기숙사 / 셔틀버스 혜택

※ 학생에 따라서는 최대 등록금 100% 충당 가능

1 2 3 4 5 6

목원스타트

장학금
국가

장학금

코로나 19

특별장학금

비전

장학금

100여개

장학제도

(재학중)

희망하는 신입생 기숙사 우선 배정

(전국대상 : 대전,세종,충청 포함)

대전 & 서울, 경기지역

셔틀버스 무료 제공
장학금

장학제도 안내

장학금명 대  상 장학금액 비 고

목원스타트

장학금

인문, 사회계열 수시, 정시 모집에 각종 

전형별로 지원하여 최초 및 

충원합격하고 입학한 자

●  최초합격자 중 입학자

   - 1학기 등록금 80만원 감면

●  충원합격자 중 입학자

   - 1학기 등록금 40만원 감면

일반학생전형, 

일반학생(교과)전형, 

일반학생(교과면접)전형,

지역인재(교과)전형,

지역인재전형, 사회기여자전형,

목원사랑인재전형 지원자에 한함

※장학금 이중수혜자 제외

이공계열, 연극영화영상학부, 

국제예술산업학부 수시, 정시 모집에 

각종 전형별로 지원하여 최초 및 

충원합격하고 입학한 자

●  최초합격자 중 입학자

  - 1학기 등록금 100만원 감면

●  충원합격자 중 입학자

  - 1학기 등록금 50만원 감면

실기우수

장학금

본 대학교 주최 

전국고등학생음악경연대회 

입상자(1~3위) 및 전국 고등학교 

미술실기대회 입상자(대상, 최우수, 

우수)로서 고교졸업 당해년도 본대학교 

입시에 응시하여 합격한 자.

(단, 고교졸업생으로서 미술실기대회에 

입상한자는 입상 당해연도에 한함)

* 음악대학, 미술・디자인대학에 합격한 자에 한함

입학금을 제외한 등록금 전액 감면

●  1위(대상) : 4학기 등록금 100% 감면 
●  2위(최우수상) : 2학기 등록금 100% 감면
●  3위(우수상) : 1학기 등록금 100% 감면

재학 중 직전학기 전공실기 성적의 

평점평균 3.5이상이며 전체성적 

평점평균이 3.0이상인자.

(입상실적증명서 제출자에 한함)

목원사랑동문

장학금

부모 모두가 본대학교 학부(과) 또는 

대학원 졸업생의 자녀로서 입학한 자
입학 시 첫 학기 등록금 100만원 지급

부・모의 졸업학력을 인정할 수 

있는 서류 제출

영어능력우수

장학금

공인영어능력시험 우수자 

TOEIC 900점이상자, IBT TOEFL 

100점이상자(택 1)

입학금을 제외한 1학기 등록금 전액 감면
최근 2년 이내의 성적

(1회에 한함)

신학과 신입생 

특별장학금

(지정기탁적립

장학금)

최초합격자(수시, 정시) 입학금을 제외한 1학기 등록금 100% 감면
신학과 동문발전기금 모금을

통해서 신입생(수시, 정시 및

추가모집 정원내외)들에게 

특별장학금 지급(세입대체)

국가장학금 또는 교내장학금

선면제 후 등록금 범위내에서감면
충원(수시, 정시) 및 추가모집 합격자 입학금을 제외한 1학기 등록금 50% 감면

■ 수시·정시 공통 장학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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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지원 장학금 :  국가장학금 I, II 유형, 희망사다리장학금 I, II 유형, 국가지역인재장학금, 국가우수장학금(인문100년, 

예술체육비전, 이공계), 보훈장학금, 장애학생도우미장학금, 외국인유학생멘토링장학금, 취업연계유형 

국가근로장학금, 대학청소년교육봉사장학금 외 다수 

●  사설 및 기타장학금 : 푸른등대 기부장학금, 푸른등대 삼성 SOS기부장학금, 정수장학금 외 다수

●  지방자치단체 장학금 : 의용-소방대자녀 및 새마을지도자자녀장학금 외 다수 

성적우수장학금, 다문화가정지원장학금, 목원근로장학금, 마일리지장학금, 창의인재장학금, 목원곰두리장학금, 총장격려장학금, 

장학사정관장학금, 목회자직계자녀장학금, 해외선교사직계자녀장학금, 목원희망장학금, 모범장학금, 희망드림장학금, 

성적향상장학금, 봄인증장학금, 교육자직계자녀장학금, 사회봉사장학금, 임원장학금, 공로장학금, 학군단장학금, 채플봉사장학금, 

교직원복지장학금, 해외연수장학금, 다자녀가정지원장학금, 목원가족장학금, 학과 및 부서장학금, 지정기탁적립장학금 외 다수

입학금 면제장학금, 세종대왕장학금(A), 세종대왕장학금(B)외 다수 

장학금명 대  상 장학금액 비 고

단과대학수석장학금
단과대학 수석합격자
(일반학생전형)

입학금을 제외한 1년간 
등록금 전액 감면

재학 중 직전학기 성적의 
평점평균 3.5이상인자

학생부교과(정원내)
전형 장학금

수석합격자
① 입학금 및 4년간 등록금 전액 감면
② 학업장려금(연간 기숙사비) 지원

재학 중 직전학기 성적의 
평점평균 3.5이상인자

학생부종합전형장학금 수석합격자
입학금을 제외한 1년간 
등록금 전액 감면

재학 중 직전학기 성적의 
평점평균 3.5이상인자

학부(과)수석장학금

학부(과) 수석합격자
(일반학생전형/일반학생(교과)전형/일반학생
(교과면접)전형과 지역인재(교과)전형/
지역인재 전형 통합)

입학금을 제외한 1학기 
등록금 70％ 감면

 -

연극영화영상학부 수석장학금
연극영화영상학부 수석합격자
(일반학생전형)

입학금을 제외한 1년간 
등록금 70％ 감면

재학 중 직전학기 성적의 
평점평균 3.5이상인자

농·어촌학생특별전형장학금 수석합격자

입학금을 제외한 1학기 
등록금 70％ 감면

  -

특성화고교졸업자전형 장학금 수석합격자   -

사회기여자전형장학금 수석합격자   -

지역인재전형장학금 수석합격자   -

지역인재(교과)전형장학금 수석합격자   -

체육특기자장학금
체육특기자전형에서 인정한 국제 및 국내 
전국규모대회에서 입상 성적이 우수한 자
(입상증명서)

신입생 중 국제, 국내대회
(전국규모)입상자(1~3위)→1년간 감면
1위 등록금 100% 감면 (입학금 제외) 
2위 등록금  70% 감면 (입학금 제외)
3위 등록금  50% 감면 (입학금 제외)

재학 중 직전학기 성적의 
평점평균 2.5이상인자

비전장학금

가정형편이 어렵지만 학업에 대한 열망과 
대학에서의 비전을 펼쳐나갈 신입 및 
재학생에게 총장추천에 의거 하여 장학금 
지급(등록금 범위 내로 지급하며 지급금액은 
비전장학금 추천 시 결정함)

등록금 범위 내 일정액 
(후불 지급)

직전학기 평점평균 2.6이상 
및 취득학점 12학점 이상 
취득한 자에 한하여 지급 
(단, 신입생의 경우 
입학학기 성적 제한 없음)

■ 교외 장학금

■ 교내 장학금

■ 외국인 장학금

■ 수시 신입생 장학금

신입생 장학금 안내
 ●   국가장학금 → 외부장학금 → 교내장학금 순으로 등록금 범위 내에서 지급

 ●   최초합격자를 대상으로 장학금을 지급하며, 중복시 상위 1개 장학금을 지급

 ●   장학대상자로 선발된 자가 등록을 하지 않을 경우 차순위자로 재 선발하지 않음

 ●   국가장학금은 등록금 범위 내에서 이중수혜 가능 

 ●   장학금 수혜기준을 충족한 경우에 한해서만 장학금 지급

 ●   합격자 중 보훈장학금 대상자는 필히 “대학수업료 등 면제대상자”증명서를 보훈청에서 발급받아 장학지원과에 제출

 ●   장학생이 동점자일 경우 별도규정에 의하여 장학생 선발

 ●   장학금의 명칭 및 지급기준은 본 대학교 장학규정 및 한국장학재단 지침 등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기타 자세한 사항은 목원대학교 홈페이지 www.mokwon.ac.kr 대학생활 ▶ 장학안내 내용을 참고

 ※ 장학금 문의 : 장학지원과 (042) 829-7146~9 / 82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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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EMO



Ⓐ 신학관

Ⓑ 인문관

Ⓒ 테크노과학관

Ⓓ 공학관

Ⓔ 사회과학관

Ⓕ 음악관

Ⓖ 미술관

Ⓘ 캠퍼스타운

Ⓚ 목원학사(남사)

Ⓜ 중앙도서관

Ⓝ 학생회관

ⓞ 건축도시교육지원센터

Ⓟ 체육관

Ⓡ 콘서트홀

Ⓣ 채플

Ⓤ 사범관

Ⓥ 목원학사 신관

Ⓦ 목원학사(여사)

① 소운동장

② 대운동장

③ 테니스장

④ 베데스다공원

⑤ 실로암정원

⑥ (구)신학관(역사박물관)

⑦ 산학협력단

⑧ 잔디운동장

버스노선편

정문 : 11번, 106번, 312번, 603번, 706번

네거리 : 115번, 601번

서울, 경기 무료셔틀버스 노선

대전 & 서울, 경기 무료셔틀버스 노선

대전 :  전 지역 상시 운행 (산내, 대전역, 정림동, 법동, 

터미널, 용문동, 신탄진, 전민동, 만년동, 세종시, 

노은동, 유성, 계룡시, 관저동, 가수원, 둔산동, 

월평동, 궁동, 구암동)

서울(교대역/죽전/신갈)

교대역 9번 출구, 죽전 간이정류장, 신갈 버스정류장

경기(수원/평택) 

수원 권선중학교 건너 버스승강장, 망포역 3번 출구 

버팀병원 버스승강장, 평택대학교 정문 버스 승강장 

MOKWON CAMPUS MAP목원대학교 캠퍼스맵

캠퍼스 안내

오시는 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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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용차편

유성IC : 약 3.5km, 서대전IC : 약 8km, 대전IC : 약 13km

지하철편

지하철을 타고 유성온천역에서 하차 후 6번출구로 

나와 706번, 106번 버스로 환승

기차편

대전역(경부선)에서 하차

지하철을 타고 유성온천역에서 하차 후 버스로 환승

(본 교간 셔틀버스 수시운행)

서대전역(호남선)에 하차

지하철을 타고 유성온천역에서 하차 후 버스로 환승

(본 교간 셔틀버스 수시운행)

Shut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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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349 대전광역시 서구 도안북로 88(도안동, 목원대학교) 

T.042-829-7111~3 F.042-829-7109

입학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홈페이지 http://enter.mokwon.ac.kr 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www.mokwon.ac.kr

카카오톡 플러스친구 @목원대학교 입학처를 검색 후 1:1 입시상담 받아보세요

1954~2021, 67th ANNIVERSARY MOKWON UNIVERSITY

진리·사랑·봉사의 건학이념을 바탕으로 국가와 인류사회에 꼭 필요한 맞춤 인재를 육성해 온 67년,

학생들의 꿈을 키워주고, 비전을 밝혀주는 창의적인 교육으로 교육혁신대학의 전통을 이어갑니다.

“교통이 편리한 도심속” 의

“아름다운 캠퍼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