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ahmyook University

전인적 인재를 키우는

MVP 대학

Contents
04 President's Message

총장 인사말

SU: MISSION
06 History
08 Plan
10 Character

연혁
발전계획
인성교육

SU: VISION
13
16
20
22

Global
Special
R&D
Career

국제화
특성화
산학협력
취업 및 창업

SU: PASSION
24 Volunteer
26 Innovation
28 Campus Life

봉사활동
교육혁신
대학생활

30 College Information
44 Graduate School
46 Campus Map

단과대학
대학원
캠퍼스 지도

President’s message

Sahmyook
University

05

04

Information
bROCHURE

“사람을 변화시키는 교육,
세상을 변화시키는 대학”
삼육대학교는 이런 대학입니다. 지적 탁월함, 영적 고상함, 신체적 강건함을
잘 짜인 비단처럼 한 사람의 인격과 개성 속에 고르게 엮어 내는 교육.
이렇게 길러진 사람이 세상에 섞여 들어가 부패를 방지하고 맛을 내는 소금처럼
세상을 아름답게 보존하고 살맛나게 변화시키는 대학,
이것이 수사(修辭)에 그치지 않고 ‘실제(實際)’ 교육현장에서 ‘실재(實在)’ 인물을
만들어 내는 ‘실체(實體)’가 있는 교육프로그램으로 구현되고 있는 대학.
맞습니다.
1906년 개교 이래로 이 일을 시종여일하게 진행해온 삼육대학교는 앞으로도
학생들을 진리와 사랑의 봉사자로 세우는 인성교육과정을 더욱 탄탄하게 구축하며
미션과 비전과 열정을 지닌 글로컬(Glocal) 인재를 양성해 내는 사명을 이어가겠습니다.
학생은 입학하고 싶고, 기업은 채용하고 싶고, 동문은 자랑하고 싶은
MVP대학을 만들어 가겠습니다.
여러분과 삼육대학교의 꿈을 공유하기 원합니다. 삼육대학교를 응원해 주십시오.
삼육대학교를 사랑하며 성원해 주시는 여러분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삼육대학교 총장  / 신학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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옛것과
새것을 이어

삼육대학교는 대한민국의

빛나는 미래로
나아갑니다

1906. 10

1906년에 설립된 유구한 역사와 전통을
자랑하는 대학입니다.
‘진리와 사랑의 봉사자’라는

- 평남 순안에 제칠일안식일예수재림교 교역자 양성을 위하여
제칠일안식일예수재림교의 교육이념에 기초하여 의명학교가 창설되고,
스미스 목사가 초대 교장으로 취임하다.

근대교육이 시작되는 시기인
1931. 04

- 의명학교 신학과를 서울시 동대문구 회기동의 제칠일안식일예수재림교
본부교회로 이전하여 명칭을 조선합회 신학교로 하다.

1937

- 일본의 신사 참배 강요에 대한 종교적 신념을 견지하기 위하여 자진하여
의명학교 경영에서 철수하다.

인재상 아래 학생들에게

1942. 05

- 일제의 탄압으로 폐교하다.

지성과 영성, 신체가 조화로운 지식을 가르쳐

1947. 09

- 서울시 동대문구 회기동 본부교회에서 조선합회 신학교로 재개교하고,

작게는 개인의 행복을,

선교사 원륜상 목사가 교장으로 취임하다.

1949. 11

크게는 인류 사회에 이바지하는
의미 있는 삶을 이어가게 합니다.
이를 위해 삼육대학교는 성경에 기초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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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 양주군 노해면 공덕리(현재 노원구 화랑로 815)의
구 황실 소유 임야 약 70정보를 구입하여 신학교를 이전하고
학제를 본과, 특과, 방청과로 구분하다.

1961. 06

- 정규 4년제 대학으로 문교부의 인가를 받아 삼육신학대학으로 개칭하고
지고석 목사가 초대 학장으로 취임하다.

기독교적 교육을 통해

1967. 03

올바른 인성을 가진 창의적인 인재를

1973. 12

- 교명을 삼육대학으로 개칭하고, 초급대학의 가정과와 농과를 각각
가정교육과와 농업교육과로 승격시키다.

양성하고 있습니다.

- 삼육기술전문학교의 인가를 받아 병설하고,
1974학년도에 낙농업과와 식품영양과의 학생을 모집하다.

1992. 03
1993. 02

- 교명을 삼육대학교로 변경하다.
- 유즈노사할린에 분교 러시아 삼육대학을 설치하다.

2000. 03

- 신학관이 준공되다.

2001. 05

- 미국 Andrews University와 학술교류협정을 체결하다.

2001. 06

- 미국 La Sierra University와 학술교류협정을 체결하다.

2002. 11

- 삼육대학교의 새로운 U.I.가 제정 및 선포되다.

2003. 05

- 호주 Avondale University와 학술교류협정을 체결하다.

2004. 09

- 독일 Bogenhofen Seminary, 러시아 Russian Sahmyook University,
나이지리아 Babcock University와 학술교류협정을 체결하다.

2005. 12

- 영국 Newbold College와 학술교류협정을 체결하다.

2012. 03

- 사단법인 한국언론인연합회,‘2012 대한민국 참교육대상(인성교육 부문)’
- 한국대학신문, ‘2012 한국대학대상(사회봉사교육 부문)’을 수상하다.

- 교육인적자원부로부터 삼육의명대학과의 통합을 승인 받다.

을 수상하다.

2006. 02

- 교육인적자원부 주관 ‘장애학생지원평가 최우수대학’으로 선정되다.

2012. 10

2006. 09

- ISO 9001획득하다.

2012. 12

- 중국 Shangdong University(산동대학)와 국제교류협력을 위하여

2006. 10

- 개교 100주년 기념 행사를 개최하다.

2013. 04

- 사단법인 한국언론인연합회,

2007. 01

- 미국 ETS 주관 TOEFL IBT 시험센터 인증을 받다.

2013. 07

- 말레이시아 University of Malaya와 국제교류협력을 위하여

2013. 09

- 교육부·한국대학평가원으로부터 ‘2013년도 대학기관평가인증’을

2014. 03

- 독일 Friedensau Adventist University와 국제교류협력을 위하여

양해각서(MOU)를 체결하다.

2007. 02

- 한국 TOEIC 위원회 주관 토익시험센터를 유치하다.

2007. 03

- SU 秀 MVP 인증프로그램이 개설되다.

2007. 08

- 한국사학진흥재단 ‘4년제 사립대 경영분석 종합평가 우수대학’으로

‘2013 대한민국 참교육대상(인성교육 부문)’을 3년 연속 수상하다.
양해각서(MOU)를 체결하다.

선정되다.

2007. 10

- 백주년기념관이 준공되다.

2008. 09

- 한국사학진흥재단 주관 2008 전국대학 경영평가 전국 8위

2009. 05

- 교육과학기술부 주관 교육역량강화사업(11억 1천만원)에 선정되다.

2010. 02

- 통합완성년도 첫 졸업생 1011명을 배출하다.

2010. 04

- Hebei College of Finance(하북금융대학: 중국)와 국제교류협력을

2010. 05

- Fukuoka Prefectural University(후쿠오카현립대학: 일본)와

공인받으며 ‘비전드림 MVP교육 사회봉사 모범대학’으로 선정되다.
양해각서(MOU)를 체결하다.
멕시코 Navojoa University와 국제교류협력을 위하여
양해각서(MOU)를 체결하다.
프랑스 Adventist University of France와 국제교류협력을 위하여
양해각서(MOU)를 체결하다.

2014. 07

양해각서(MOU)를 체결하다.
수도권대학특성화(CK-II) 사업(86억 6천만원)에 선정되다.

위하여 양해각서(MOU)를 체결하다.

2015. 02

- 미국 Loma Linda University와 교육·연구 분야의 협력을 위하여

2015. 04

- 사단법인 한국언론인연합회, ‘2015 대한민국 참교육대상(인성교육 부문)’

2015. 10

- 한국대학신문,‘2015 한국대학대상(인성교육 부문 우수상)’을 수상하다.

2016. 02

- 김성익 박사가 제14대 총장에 취임하다.

2016. 06

- 수도권대학특성화(CK-II) 사업 계속지원 대학에 재선정되다.

양해각서(MOU)를 체결하다.

국제교류협력을 위하여 양해각서(MOU)를 체결하다.

2010. 08

- ZaoZhuang University(조장대학: 중국)와 국제교류협력을 위하여

을 수상하다.

양해각서(MOU)를 체결하다.

2011. 03

- 사단법인 한국언론인연합회가 주최하고 교육과학기술부와
한국교육방송공사(EBS)가 후원하는 ‘2011 대한민국
참교육대상(인성교육 부문)’을 수상하다.

2011. 04

- 중국 Yuxi Normal University(옥계사범대학)와 세부 협정을 체결하다.

2012. 02

- 교육과학기술부, ‘2012 장애학생교육복지지원 최우수 대학교’로 선정
되다.

- 캐나다 Canadian University College와 국제교류협력을 위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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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MVP+ 플랜 2025

su
Plan

사람을 변화시키는 교육·세상을 변화시키는 대학

비전

전인적 인재를 키우는 MVP 대학

목표

수도권 소재 글로컬 리더 양성 교육중심 선도대학

전략
방향

교수/연구산학

MVP 대학 창출을 위한 교수 및 연구 역량 강화

학생/교육

수요자 중심 교육체계 구현을 위한 교육혁신

특성화/국제화

글로컬 특성화와 국제화 캠퍼스 환경 조성

경영/대외역량

경영합리화 및 브랜드 역량 관리를 통한 대학 경쟁력 강화

SU-MVP+ 교육 체계도

세상을 바꾸는
교육 중심 대학
삼육대학교가
MVP 대학으로
도약합니다

슬로건

교육
이념

삼육대학교는 지나온 110여 년의 역사를 토대로
새로운 100년을 향해 나아갑니다.
‘전인적 인재를 키우는 MVP대학’이라는 비전을
달성하기 위해 ‘SU-MVP+ 플랜 2025’를 세우고
각 분야의 발전 전략을 실행해가고 있습니다.
수도권 소재 글로컬 리더 양성 교육중심 선도대학으로
도약할 삼육대학교의 행보를 주목해 주십시오.

교육
목적

교육
목표

지·영·체의 균형 잡힌
전인교육

MVP
교육

핵심
역량
미션·비전·열정을 갖춘
전인적 인재 양성

전인적
교양인

창의적
지식인

지구촌
봉사인

시민의식
의사소통

전인적
인재를
키우는

창의지성

MVP
대학

국제화
실천

인재상

삼육 MVP
(진리와 사랑의 글로컬 봉사자)

자기주도

SU: MISS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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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성교육원
인성교육원은 ‘실천하는 인성에 기초한 사회공헌 전문가 양성’이란 미션 아래 ▲전인교육 기반 ▲관계중심 지향
▲실천기반 활동 등 3가지 핵심가치를 정하여 삼육대만의 고유한 인성교육 프로그램을 연구·개발·교육하고
있습니다.

●

MVP 캠프

MVP 캠프는 입학 전 3박 4일간 교내에서 합숙을 하며 진행되는 삼육대의 대표 인성교육 프로그램입니다. 신입
생들은 동기, 선배, 교수와 함께 명사초청 특강, 문화 페스티벌, 소그룹 교육, 공동체 활동 등 미래사회의 주역이
되기 위한 삼육대의 첫 인성교육을 경험합니다.

●

MVP+ 교육

MVP+ 교육은 1학년에 진행되는 정규 인성교육 과정으로, 글로컬 리더십 과정을 밟기 위한 디딤돌 교육프로그램
입니다. 학생들은 안면도 인성교육수련원에서 2박 3일간 관계회복 중심의 인성교육과 중독예방강의, 생태계 탐
험 등 다양한 교육을 받습니다.

su
Character

●

글로컬리더십 교육

MVP+ 교육 이수자들 중에 우수한 학생들을 선발하여 실질적으로 지역사회와 소통할 수 있는 글로컬 리더를 양
성합니다. 글로컬리더십 교육 이수자들은 학기 중에는 리더십 교육을 받고, 방학 중에는 지역사회공헌 프로젝트
에 참여합니다.    

●

그린교육

그린교육은 농작물을 가꾸며 자연의 소중함을 느끼고 노동으로 흘린 땀의 결실을 직접 수확하는 자연친화적인
인성교육 프로그램입니다. 삼육대는 그린교육을 교양필수 과목으로 지정하고 1학년 학생들을 대상으로 주 2시간
씩 실시하고 있습니다.

●

콘서바토리

악기 연주를 배우려는 학생들을 위해 악기를 대여해 주고 1 대 1 레슨도 제공해 대학 생활 중 1인 1악기 연주가 가
능하도록 지원하는 프로그램입니다. 일방적인 지식교육에서 탈피해 감수성 함양은 물론 다양한 정서표현에 도움
을 주는 전국 대학 유일의 악기 연주 프로젝트입니다.

●

청소년 인성교육사업

주니어 MVP 캠프, 중독예방교육, 예술치료, 학교폭력 피해학생 캠프, 가족 관계 회복 캠프 등 인성교육과 접점이

특별한
인성교육으로
세상을 밝히는
인재를 키워냅니다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의뢰받아 외부기관과 함께 인성교육 사업을 적극적으로 진행합니다.

삼육대학교는 특별하고 다양한 인성교육
프로그램을 통해 올바른 생각과 행동을
겸비한 지성인을 키워내고 있습니다.
우리 사회가 필요로 하는 기본적인 인성과
소양은 물론, 세계를 움직이는 글로벌 리더가
갖춰야 할 품성과 자질을 입학부터 졸업
때까지 지속적으로 배우게 됩니다.

SU: MISS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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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
Global

삼육대학교의 인성교육이
만들어 낸 미담 사례
삼육대학교의 MVP 인재는 따뜻한 가슴으로 세상을 움직입니다. 실제로 삼육대학교의 인성교육을 받은 학생
들이 우리 사회를 밝히는 따뜻한 미담을 만들어내며 그 가치를 더욱 높이고 있습니다.
540만원의 현금이 든 가방을 주인에게 돌려준 이장훈 학생(카메카트로닉스학과), 금곡역에서 철로에 떨어진 남성
을 구조해 시민영웅으로 선정된 김규형 학생(간호학과), 쌍문역에서 심장이 멈춘 승객을 응급처치로 구한 홍예지
학생(간호학과), 군복무로 휴가 중에도 도주하던 성추행범을 쫓아가 경찰이 검거할 수 있도록 도운 김준섭 학생
(원예학과) 등이 삼육대학교의 아름다운 인성교육 프로그램을 더욱 빛나게 하고 있습니다.

삼육대에서
더 넓은
세상을
만납니다

김준섭 학생

홍예지 학생

김규형 학생

이장훈 학생

삼육대는 글로벌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학생들을 해외로 보내는 아웃바운드
국제화는 물론, 외국인 학생들을
삼육대로유치하는 인바운드 국제화를
추진해 전 세계 학생들이 삼육대에서
공부하고 생활하는 국제화 캠퍼스를
조성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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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인 1외국어 교육

삼육대가 지향하는 국제화교육은 ‘1인 1외국어 교육’으로 신입생들은 하루 1시간씩 주 4일간 원어민 교수의 영어
회화 강의를 1년간 의무적으로 수강해야 합니다. 또한 다양한 제2외국어 강좌를 통해 글로벌 시대에 적합한 인재
를 길러냅니다.

●

Top-Ten 프로그램

삼육대는 입학성적 우수자 단기 유학 프로그램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어학연수의 경우 모든 경비를 본 대학이
지불하고, 해외유학(1년)의 경우 등록금의 50%를 자매대학에서 부담하고 나머지 50%와 왕복항공료를 본 대학이
부담하고 있습니다.

●

TIE 프로그램

방학 중 영어집중교육 프로그램(TIE)을 마련해 해외로 어학연수를 가지 않아도 동일한 효과를 얻을 수 있도록 교
육하고 있습니다. 원어민 교수들이 100% 영어로만 진행하는 TIE 프로그램은 영어 능력을 단기간에 효과적으로
향상시키는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

교환학생제도

교환학생제도는 재학기간 동안 학생교환협정을 체결한 미국, 영국, 일본, 중국 등 다양한 나라의 자매결연 대학
에서 일정기간 수학하고 본교에서 학점을 인정받는 프로그램입니다. 학생들은 이 제도를 활용해 유학비용을 절
감하고 선진 학문과 외국의 문화를 체험할 수 있습니다.

●

해외어학연수

삼육대는 재학생의 글로벌 역량강화를 위해 매 방학마다 교육비 전액을 지원하는 해외 단기어학연수의 기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해외어학연수에 참여한 학생들은 어학능력 향상과 함께 교양과목 학점(3학점)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

한국어과정

한국어과정에서는 한국어를 모국어로 사용하지 않는 학생들에게 한국어 정규과정과 문화체험 등을 통해 학생들
의 한국어 능력을 향상시키고 있으며 빠르게 한국 문화에 적응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학생이 정규
과정을 성공적으로 마치게 되면 대학이나 대학원 정규수업을 들을 수 있는 준비를 갖추게 됩니다.

su
Global

SU 글로벌 네트워크
Argentina

River Plate Adventist University

Ecuador

Ecuador Adventist University

Peru

Peruvian Union University

Australia

Avondale College

Ethiopia

Ethiopian Adventist College

Philippines

Moutain View College

Austria

Bogenhofen Seminary

France

Adventist University of France

South Philippine Adventist College

Bangladesh

Bangladesh Adventist Seminary

Germany

Friedensau Adventist University

Central Philippine Adventist College

And College

Ghana

Valley View University

Amazonia Adventist College

Haiti

Haitian Adventist University

Russia

Russian Sahm Yook Univeristy

Centro Universitario Adventista

India

University of Pune

South Africa

Helderberg College

De São Paulo

Adventist College of Professional

Spain

Spanish Adventist Seminary

Minas Gerais Adventist College

Studies

Taiwan

Taiwan Adventist College

Canada

Canadian University College

Spicer Memorial College

Tanzanian

Tanzania Adventist College

Chile

Chile Adventist University

Roorkee Adventist College

China

Hebei University

Northeast Adventist College

Shenyang University of Technology

Lowry Memorial College

Brazil

Adventist University Of The Philippines

University Of Arusha
Thailand

Asia-Pacific International University
(Mission College)

Yuxi Normal University

Italy

Italian Adventist College Villa Aurora

Trinidad and Tobago University Of The Southern Caribbean

(Formal Teachers' College)

Japan

Tomakomai Komazawa University

U.S.A

Andrews University

Jilin Instituteof Chemical Technology

Osaka Sangyo University

Jilin Medical College

Yamanashi Prefectural University

Loma Linda University (간호대학원)

Northeast Dianli University

Fukuoka Prefectural University

Southwestern Adventist University

Northeast Normal University

Tokyo Keizai University

Atlantic Union College

Hebei collage of finance

Osaka City University

Pacific Union College

University Of Eastern Africa-baraton

Southern Adventist University

Adventist University of Africa

Long Island University

Zaozhaung University

Kenya

Shandong University(WeiHai)

La Sierra University

China(Hong Kong)

Hong Kong Adventist College

Malaysia

University of Malaya

Walla Walla University

Colombia

Colombia Adventist University

Mexico

Montemorelos University

Loma Linda University

Costa Rica

Central American Adventist University

Linda vista University

Croatia

Adriatic Union College

Navojoa University

Uganda

Bugema University

Cuba

Cuba Adventist Theological Seminary

Nigeria

Babcock Univeristy

UK

Newbold College

Dominican Republic

Dominican Adventist University

Pakistan

Pakistan Adventist Seminary and College

Zimbabwe

Solusi University

School of Visual Arts

SU: viS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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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학중점
특성화로
작지만 강한
대학이 됩니다

건강과학특성화

전통적으로 건강과학 분야에 강점을 갖춘 삼육대는 그동안의 인프라와 노하우를 바탕으로 건강과학특성화 사
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2020년까지 건강과학 분야의 선두주자로 도약하기 위해 △라이프스타일 교육연구센터
조성 △건강 분야 학제간 융합모델 개발 △실습 및 체험을 통한 지역사회 기여 △실무형 인재 양성을 위한 임상

삼육대학교는 대학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선택과 집중을 통한 새로운 교육정책을 실현하고자 합니다.
이를 위해 대학 발전방향의 새로운 축으로 대학중점 특성화 사업을
선정해 미래 비전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건강과학특성화와 첨단도시농업특성화 사업이
그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실습환경 구축 △해외 명문대학과의 교류협력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특히 삼육대는 국내 최초로 중독연계전공을 신설하여 각종 중독 문제를 예방하고 해결할 창의적인 중독 전문가
를 양성하고 있습니다. 세부 전공으로는 예방과 조기 발견을 위한 ‘중독심리연계전공’과 회복 위주의 ‘중독재활연
계전공’이 있으며, △근거 중심의 실무교육 △예방부터 재활까지 중독의 전 영역을 포괄하는 교육 △학문적 융합
이 이루어지는 교육 △현장연계 실습과 인턴십이 강화된 교육 △국제적인 경력을 쌓을 수 있는 국제 연계교육을
지향합니다. 이 사업은 교육부 수도권 대학 특성화사업(CK-Ⅱ)에 선정돼 5년간 86억 원의 국고를 지원받아 운영
하고 있습니다.

●

첨단도시농업특성화

삼육대가 국내 첨단도시농업 분야의 리더 대학으로 도약합니다. 삼육대는 이를 위해 경기도 농업기술원, 서울 노
원구와 협력해 친환경 첨단도시 농업시설인 ‘노원삼육에코팜센터’를 조성했습니다. 이 센터에서는 햇빛과 발광다
이오드(LED) 조명을 이용해 1년 365일 무공해·유기농 채소를 재배할 수 있습니다. 삼육대는 이 시설을 기반으로
도시농업 사업화 모델을 개발하여 지역사회와의 공동 이익을 실현하고 있습니다. 또한 농업과 IT 분야의 융합교
육을 통해 첨단농업 전문 인력을 양성하고 있습니다.

s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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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사회는 도전적이고 창의적인 인재를 필요로 합니다.
삼육대학교는 이와 같은 미래형 인재 육성을 위해
ICT창의인재육성사업, 아이앤네이처사업, 아트웰니스플랫폼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삼육대학교는 창의인재교육 특성화로
재학생의 취업 역량을 강화하고, 정부의 재정지원사업을 적극적으로
수주하며, 소외계층을 위한 봉사를 통해 지역사회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

su
Special

ICT 창의인재육성

ICT 창의인재육성사업은 기술기반의 기업가를 양성하기 위한 프로젝트로 경영학과와 경영정보학과가 참여하고
있습니다. 학생들은 이 프로젝트를 통해 실무형 경영정보시스템에 대한 전공지식을 함양하고 인문학과 사회과
학, 정보기술을 융합한 교육을 받으며 창의적 인재로 성장합니다. 또한 학교기업과 연계한 현장실습을 활성화하
여 학생들의 취업 기회를 확대하고 있습니다.

●

아이앤네이처

아이앤네이처사업은 숲 생태 유아 전문교사를 양성하기 위한 삼육대 유아교육과만의 특성화 프로그램입니다.
유아교육과는 산림청의 ‘유아숲지도사’ 국가자격증을 도입해 체계적인 유아 숲 교사 양성 트랙을 구성했으며 부
속유치원, 숲 생태 유치원, 산림청 등 특성화전공교육 실습장을 활용하여 전공심화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

아트웰니스플랫폼

아트웰니스플랫폼사업은 아트앤디자인학과 주도로 이루어지는 예술치유 프로그램입니다. 지역주민 문화예술탐
방, 미술놀이 아트테라피, 웰니스 실버문화컨텐츠 개발, 소외계층을 위한 힐링아트 등의 퍼블릭 아트치료를 통해
지역사회에 봉사하고 사회환원적 미술치유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보급하는데 앞장서고 있습니다. 또한 개발도상
국에 아트웰니스 교육 콘텐츠를 전파하며 글로벌 아트커뮤니케이터를 양성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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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이전·사업화 프로그램

산학협력단에서는 대학이 보유하고 있는 무형의 자산들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기술사업화를 통해 지역사회에
기여할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특화 Lab 기술 로드맵 구축지원과 Lab tour 프로그램, 기
술 패키징을 통한 수요기업 맞춤형 기술 제공, 중소기업청 기술개발사업을 통한 중소기업 지원, 창업보육센터를
통한 기술창업자 육성 등이 있습니다.

●

국내 제2호 기술지주회사 설립

기술지주회사(SU-Holdings)는 대학이 보유한 기술을 토대로 사업화를 진행할 수 있는 조직으로 수익은 대학으
로 환원됩니다. 현재 자회사 SU-Helath Care에서는 약학과 연구진의 특허를 기반으로 유산균 제품, 두유 요거트
제품 등 건강기능식품을 판매하고 있습니다. SU-삼육농산에서는 친환경도시농업센터와 연계해 도시농업분야
R&D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

중소기업산학협력센터

중소기업이 대학의 우수 인력과 장비를 활용하여 현장 애로 기술을 해소하고, 신기술·신제품 개발 시 소요 자금
을 정부와 지방 자치 단체에서 매칭 펀드로 출연 지원받아 기술 혁신 역량을 제고하는 산학연 컨소시엄 사업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중소기업 작업 환경과 근로 여건을 개선하는 사업, 중소기업의 이미지 개선에 기여할
수 있는 사업 등을 진행 중입니다.

●

산학협력 가족회사

가족회사란 산학협력 MOU를 체결하고 대학-기업의 인적·물적 자원을 공유하여 산학동반 발전을 도모하는 제
도입니다. 공동운영 프로그램으로는 공동연구개발, 연구장비 공동활용, 학생들의 현장실습, 재직자 교육참여, 장
학금 지원, 학생 취업연계 등이 있습니다.

●

연구지원

삼육대는 교원의 활발한 연구활동과 우수한 연구결과물이 양질의 교육서비스로 연계될 수 있도록 연구비의 효
율적 집행 및 지원정책을 최적화하고 있으며, 핵심기술 자립화 및 연구 자생력을 확보하는데 주력하고 있습
니다.

su
R&D
대학과 기업이
동반성장하는
산학협력 시스템을
구축합니다

다가올 미래의 성장 동력은 혁신적인 기업과
창의적인 대학의 융합에 있습니다.
삼육대학교 산학협력단은 산학연 협력시스템을 구축하여
산업현장에 꼭 맞는 우수한 인재를 양성하고 있으며,
공동연구 및 개발로 대학의 경쟁력을 높이고
대학, 기업, 지역사회의 동반성장을 이뤄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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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색 있고 차별화된 취업 프로그램
●

취업동아리

삼육대는 직종별, 직무별로 취업동아리를 운영해 동일한 목표를 가진 학생들이 모여 효율적으로 취업준비를 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매월 동아리 활동지원금을 지급할 뿐 아니라 관련기업의 전·현직 인사담당자 또
는 실무자를 연결하여 멘토링을 제공합니다.

●

구직스킬강화 프로그램

취업을 앞둔 4학년 전원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취업 집중 교육 및 훈련입니다. 전문가 특강을 통해 이력서와 자
기소개서 작성법을 익히고, 유형별 면접 시뮬레이션과 개인별 실습 및 코칭을 통해 면접스킬을 강화할 수 있습
니다.

●

전문화된 취업컨설팅

삼육대는 5년 연속으로 고용노동부가 주관하는 대학청년고용센터 사업에 선정돼 학생들에게 양질의 취업지원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전문지식을 갖춘 취업컨설턴트의 상담을 받을 수 있으며, 고용노동부에서 시행하
는 다양한 취업관련 서비스도 제공받을 수 있습니다.

su
Career

●

SU秀인턴십

현장경험과 실무능력을 갖춘 인재를 양성하기 위한 프로그램으로 사전직무교육 후 총 8주간 기업에서 실무와
직장생활에 필요한 자세를 교육받습니다. 실습기간 동안 소정의 연수지원금을 받으며, SU秀인턴십 교과목 이수
로 2~3학점을 인정받습니다.

●

학생경력관리제도

삼육대는 학생들이 입학에서 졸업까지 재학기간의 경력을 스스로 관리할 수 있도록 학생경력관리제도를 운영합
니다. 어학, 자격증, 봉사 등 취업에 필요한 프로그램을 이수하고 인증을 받으면 해당 점수에 따라 마일리지가 지
급됩니다. 마일리지가 일정 수준 이상이 되면 장학금과 수료증이 수여됩니다.

창업지원단(SU-Start Up 센터) 운영
창업지원단은 삼육대의 ‘창업지원전담조직’으로 학생 창업의 전진기지 뿐 아니라 교내 창업에 관한 컨트롤타워

취업은 빠르게
창업은 쉽게
삼육인의 가치가
높아집니다

역할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학생들의 창업 활성화를 위해 창업 강좌, 창업 프로그램, 창업 동아리, 창업 경진대회,
창업 컨설팅 등을 진행하고 있으며, 일반인의 창업을 지원하기 위한 창업보육센터도 함께 운영하고 있습니다.

●

삼육대학교만의 차별화된 취업지원 프로그램이
사회로 진출하는 삼육인의 취업을 빠르게 합니다.
삼육대학교만의 혁신적인 창업지원 프로그램이
미래에 도전하는 삼육인의 창업을 쉽게 합니다.
삼육대학교는 다양하고 체계적인 지원으로
삼육인의 가치를 높이고 있습니다.

창업교육센터

창업교육센터는 학생들의 창업 도전 과정을 ‘창업로(路)’라는 고유의 브랜드로 만들고 스토리 있는 교육 프로그
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창업여행 프렌즈는 창업의 기초교육부터 해외연수, 아이템 발굴 및 사업화 과정까지 경
험해 볼 수 있는 창업교육센터의 핵심교육 프로그램입니다. 창업로 나들목은 생각하는 힘을 길러주는 창업토론
프로그램으로 매주 주어진 주제로 창업교육센터 오픈스페이스에서 토론을 진행합니다. 또 실전 창업 프로그램
인 창업 페스티벌은 팀별로 사업화 아이템을 선정하여 오픈 마켓을 직접 운영해 볼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

창업보육센터

창업보육센터는 ‘경쟁력 있고 준비된 벤처기업가’를 양성하여 국가 경쟁력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스타트업 기업
의 입주부터 졸업(상장)까지를 목표로 행정업무 지원 및 외부전문기관과 연계하여 홍보 및 투자유치를 지원합니
다. 입주기업은 상장을 하게 될 경우 주식의 5%를 학교에 기증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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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otal-Up Project

삼육대는 그동안 축적한 국내·외 봉사활동 노하우를 바탕으로 토탈 업 프로젝트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 프로
젝트는 한 두 번의 단기봉사에 만족하지 않고, 2-3년에 걸쳐 단계적이고 지속적으로 단기봉사를 이어나가 도움
이 필요한 곳에 실질적인 도움을 주고자 하는 장기 봉사 프로젝트입니다.

●

Total-Up of Character Education

삼육대는 사회봉사 교과목을 필수로 지정하고 봉사 관련 비교과목들을 개발하여 모든 학생이 봉사의 경험을 통
해 올바른 인성을 갖출 수 있도록 합니다. 이를 위해 일차적으로는 인근 초등학교 저학년에게 독서치료를 실시
합니다. 초등학생들에게는 독서치료를 통한 인성교육을, 삼육대 학생들에게는 생생한 인성교육의 현장 경험을
체험할 수 있게 교육합니다.

●

Service-Learning

서비스러닝은 자발적 봉사활동을 학점과 연계된 수업에 반영하여 이론적 지식과 기술을 실제 사회 환경에 바로
적용하고 활용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프로그램입니다. 학생들은 서비스러닝과 연계된 전공·교양 교과목을 수강
하고 교과목의 내용을 지역사회에서 체계적인 봉사활동을 실천함으로써 수강 지식에 대한 반성과 고찰, 피드백

su
Volunteer
이웃의 행복이
곧 나의 행복
봉사의 기쁨을
알아갑니다

“도움을 주러 갔지만 오히려 많이 배우고 왔습니다”
세계 곳곳으로 봉사대를 다녀온 학생들의 공통적인 대답입니다.
삼육대학교는 나 혼자가 아닌 우리 모두가 함께 하는 행복한 세상을
만들기 위해 학생들에게 봉사의 기쁨을 전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삼육인들은 따듯한 손길을 펼쳐
몸과 마음을 다해 봉사를 실천하고 있습니다.

을 통해 학생 스스로 실천적 전문성과 학습 성과를 향상시킬 수 있도록 교육하고 있습니다.

●

전공연계 봉사활동

삼육대 학생들은 자발적으로 전공연계 봉사클럽을 조직하여 각 학과의 특성에 맞는 봉사활동을 진행해 오고 있
습니다. 물리치료학과에서는 재활승마를 통해 뇌성마비 아이들의 운동을 돕고, 식품영양학과는 빵을 만들어 장
애인들에게 제공하고 있으며 일본어학과는 위안부 피해자 쉼터인 나눔의 집에서 일본어 통역 및 안내 봉사를 하
는 등 다양한 방법으로 전공연계 봉사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삼육대는 이들에게 활동지원금을 지급하여 적극적
으로 활동하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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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의 새로운 비전 제시

학생들을 위한
창의적인
교육 혁신이
이뤄집니다

26

삼육대는 창의 인성교육의 요람으로 MVP 인재를 양성하는 대학을 지향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잘 가르치는
대학이라는 모토 아래 기업이 원하는 인재양성을 위한 교육과정을 운영하여 학생들의 취업기회를 확대하고
있으며, 학생들의 인성과 지성을 높이 배양시키는 역량 중심의 교육과정을 운영 중입니다.

삼육대학교는 변화하는 교육 환경에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수요자 중심의 교육체계를 구축하고 있습니다.
MVP 교육의 체계화, 교육지원체계의 선진화,
체계적인 질 관리 시스템 운영 등을 통해
지속적인 교육 혁신을 이뤄나가고 있습니다.

학생·교육 영역 17대 과제
전략

세부과제
교육이념 확립
M+ (인문소양) 교육강화

수요자 중심의 체계화된 MVP 교육

V+ (전공) 교육의 유연성 확대
P+ (비교과) 교육과정의 특화 및 체계화
수요자 중심 학사제도 개선 및 운영
교수학습 지원 강화
대학생활 지원
수업지원 체계 강화
취업 및 진로개발 지원 체계 강화

교육지원 체계의 선진화
학생 질 관리
학생지도 체계 개선
입학 마스터플랜 구축
우수학생 관리
창의적 학과운영
교육과정 평가 및 개선 시스템 구축
체계적 질 관리 시스템 운영
강의평가제도 개선
환류 시스템 개선

s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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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앙도서관

●

금연금주클리닉

라이브러리 3.0 환경에 맞춰 전통적인 책과 함께

삼육대는 1906년 개교 이후 현재까지 금연·금주

언제 어디서든 이용이 가능한 디지털 정보를 제공

캠퍼스를 지켜가고 있습니다. 금연금주클리닉은

합니다. 또한 스터디룸, 멀티미디어실 등의 시설을

국내 최초로 세워진 대학부설 클리닉으로 모든 재

구비하여 종합문화 공간으로 자리매김하고 있습

학생들의 금연·금주 실천을 목표로 체계적인 흡

니다.

연·음주예방교육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

생활교육관

국내 대학 최초로 기숙사제 남녀공학을 실시한 대

●

박물관

삼육대 박물관은 제1종(전문)박물관으로 현대식 건

학의 명성에 걸맞은 시설을 갖추고 있으며, 학업과

물로 새롭게 단장하여 보다 쾌적한 관람 환경을

공동체 생활을 경험할 수 있는 전인교육의 장입니

갖추었습니다. 기증유물실, 성경자료실, 성서고고

다. 최근 건물 증축으로 보다 많은 학생들을 수용

학자료실, 자연사자료실, 기획전시실과 특별전시

할 수 있게 됐습니다.

실로 구성되어 있으며 다양한 유물을 소장, 전시하
고 있습니다.

su
Campus Life

●

체육문화센터

수영장, 볼링장, 농구장, 헬스장, 스쿼시장, 실내 골
프연습장 등의 시설을 갖추고 있는 체육문화센터

교수학습개발팀과 교육미디어지원팀, 글쓰기클리
닉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다양한 교수·학습법 개

원, 지역주민의 건전한 여가활동과 건강증진을 목

발 및 보급, 사이버 캠퍼스 및 멀티미디어 지원 사

표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업 등을 통해 교수역량과 학습역량을 강화하고 있
습니다.

●

정보전산원

최적의 IT 인프라를 통해 학사 및 행정업무를 간소

●

화하고, 온라인을 통한 교육환경을 지원하며, 철

학생들이 행복한 대학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심리

저한 보안으로 소중한 정보를 안전하게 지키는 등

검사, 개인상담, 집단상담 등의 프로그램을 지원하

대학의 정보화 사업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학생생활상담센터

고 있습니다. 각종 심리검사와 상담이 무료로 가능
하며, 학업 및 진로, 대인관계, 성격, 정서, 행동, 가

●

사회교육원

을 향상하여 지역사회에 공헌하는 것을 목표로 운
영하고 있으며, 학점은행제, 자격증취득과정, 일반
과정, 특별과정 등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푸른 숲과 잔디밭이 펼쳐진 아름다운 캠퍼스에
학생들의 편의를 우선한 다양한 부속기관과 시설까지.
삼육대학교에서 즐겁고 행복한 학교생활을
마음껏 누리시길 바랍니다.

교수학습개발센터

는 학생들의 효율적인 체육수업 진행과 학생, 교직

사회교육원은 평생교육을 통해 시민들의 삶의 질

아름다운 캠퍼스에
다양한 부속기관과
편의시설까지

●

치관 정립 등에 대해 언제든지 도움을 받을 수 있
습니다.

●

국제문화교육원

국제문화교육원은 체계적인 외국어교육, 교환학생
및 어학연수 등 국제교류 프로그램 운영, 외국인

●

장애학생지원센터

장애학생들이 최적의 환경에서 학습하고 생활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장애학생에 대한
학습 및 생활지원, 장학금지급, 도우미제도, 장애

학생 유치 및 관리, 한국어 과정 운영 등을 통해 글
로벌 인재를 양성하고 대학의 경쟁력을 향상시키
고 있습니다.

특성별 편의시설 관리, 진로상담 등을 수행하고

●

기타 부속기관 및 편의시설

있습니다.

이밖에 출판부와 성평등센터 등의 부속기관이 있
으며, 학생들의 복지와 편의를 위해 남녀학생 휴게

●

학교생활이
행복해 집니다

건강증진센터

학생과 교직원의 건강증진을 위해 상시 운영하고
있습니다. 일반의약품 제공, 남녀 안정실 및 교직
원 안정실 운영, 건강정보제공, 자율적 건강상태
확인 등을 통해 건강관리 및 질병 예방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실, 컴퓨터 자율실습실, 구내식당, 매점, 제과점, 안
경점, 미용실, 복사실, 은행, 우체국, 서점 등이 운
영 중입니다.

College Inform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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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스도의
정신으로
세상을 치유합니다

신학대학 College of Theology
1906년, 제칠일안식일예수재림교회 사역자 양성을 위해 설립된
신학대학은 삼육대학교의 오랜 역사와 함께 성장해왔습니다.
아울러 신학대학은 기독교 정신과 시대를 관통하는 통찰력을 바탕으로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전문적인 목회 사역자를 양성하고 있습니다.

신학과

Department of Theology
신
 학과는 전문 사역자 양성을 위해 지영체의 균형진 발전을 위한 전인적 인간교육, 성경에 기초한 신앙교
육, 지식과 실천력을 겸비한 전문인교육, 인류의 영적 구원을 위한 선교인교육, 인류사회를 구원하기 위한
봉사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졸업 후 목회자, 기관사역자, 중등학교 정교사(2급), 선교사, 기독교 문화
사역자, 각종 특수선교기관 사역자 등으로 진출할 수 있습니다.

College of
Theolog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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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간과 사회에 대한
탐구 정신으로
더 나은 내일을 열어갑니다

인문사회대학 College of Humanities & Social Science
인문사회대학은 인간과 사회에 대한 깊은 애정과 이해를 바탕으로
사회의 긍정적 변화를 도모할 인재를 양성합니다.
이를 위해 세계화 시대에 적합한 실용적 언어구사 능력과
폭넓은 인문사회학적 지식을 갖출 수 있도록 교육합니다.

영어영문학부

Division of English Studies
영
 어영문학부는 역사와 전통을 유지하는 가운데 현대적인 영어교육 시스템을 운영해 주목을 받고 있습
니다. 세부전공으로는 영어영문학전공과 영어통번역전공이 있습니다. 영어소통능력을 갖춘 졸업생들은
통역사, 번역가, 교육계, 무역회사, 항공사, 일반기업체 등으로 진출하여 성실하게 활동하고 있습니다.

일본어학과

Department of Japanese Language
일
 본어 구사 능력 배양을 기본으로, 일본의 언어와 문학에 대한 학문적 지식, 문화와 경제에 대한 실질적
지식교육을 통해 우수한 인력을 양성하고 있습니다. 졸업 후 다양한 분야로의 진출을 위해 재학생 실습 및
인턴십 제도를 적극 지원하고 있으며, 삼육재단 산하의 SDA 외국어 학원과의 연계 교육도 운영 중입니다.

중국어학과

Department of Chinese Language
중
 국어의 실제 활용에 중점을 두고 교육하고 있으며 중국의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역사 등 다양한 방면
의 제반 지식을 두루 갖춘 전문 인재를 양성하고 있습니다. 해외 교환학생 제도를 통해 중국 자매대학으
로의 유학과 어학연수를 적극 권장하고 있습니다.  

경영학과

Department of Business Administration
세계화 및 정보화에 따라 급변하는 기업 환경에 효과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미래지향적 전문 경영인 양성

                                   을 목표로 경영학 관련 원리와 실무를 교육하고 있습니다. 학과 내에 회계사, 세무사, 노무사 등 각 분야의
                                   전문가 양성을 위한 고시반 운영과 동아리 지원에 힘쓰고 있습니다.

경영정보학과

Department of Management Information Systems
경
 영정보학과는 빠르게 변화하는 시대상황에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고급정보 인력을 양성하기 위해
경영학 이론과 정보기술 지식을 접목시킨 경영정보시스템에 대해 교육합니다. 이를 통해 갖추게 되는

College of
Humanities
& Social Science

경영에 대한 지식과 컴퓨터 활용능력으로 일반학과에 비해서 보다 다양하게 진로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유아교육과

Department of Early Childhood Education
유
 아들의 전인 발달에 기초한 교육과정을 통해 유아를 진정으로 사랑하고 교육하는 유능한 교사를 양성
하는 것을 교육 목표로 삼고 있습니다. 영유아 교육과 보육의 중요성이 점점 더 강조되고 있어 높은 취업
률이 보장됩니다. 교육 연구직, 아동상담 연구소 연구원, 유아교육 관련업체 등에 취업이 가능합니다.

College Inform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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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 많은 사람들의
건강한 미래를
약속합니다

보건복지대학 College of Health Science & Social Welfare
보건복지 분야는 고령화와 삶의 질 향상으로
미래의 유망산업으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삼육대학교 보건복지대학은 이러한 시대의 흐름에 맞춰
보건복지문제에 통합적으로 대처 가능하고 국제사회에
기여할 수 있는 보건복지 전문가를 양성하고 있습니다.

간호학과

Department of Nursing

상담심리학과

지
 •영•체의 조화로운 계발과 과학적 지식에 근거한 간

심
 리상담 서비스를 통해 현대인의 갈등을 해결하고 상

호학문의 연마를 통해 인류의 안녕에 기여할 전문 간호

처를 치유하며, 스트레스를 해소해 정신건강이 증진될

인을 양성합니다. 이를 위해 이론적 지식교육과 풍부한

수 있도록 도와주는 전문 인력을 양성하고 있습니다. 전

실습교육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졸업생이 3차

문상담교사, 임상심리사, 직업상담사, 중독상담전문가

의료기관을 비롯한 보건소, 공공기관에 취업하고 있으며

등의 자격증을 취득하여 다양한 상담심리 분야에서 일

높은 평판도와 취업유지율을 자랑하고 있습니다.

할 수 있습니다.

식품영양학과
물리치료학과

Department of Counseling Psychology

Department of Food & Nutrition

Department of Physical Therapy

식
 품과 영양에 관한 과학적인 지식을 습득해 국민의 영

물
 리치료학과는 과학적인 문제해결 중심의 교육을 토대

양과 건강을 증진하는데 기여할 수 있는 지도자를 양성

로 현대사회에서 발생하는 각종 질환 및 사고로 인한 신

합니다. 건강한 식품의 제조 및 가공뿐 아니라 인류의 건

체적 장애에 대해 신체기능의 회복은 물론, 건강증진과

강과 질병예방에 유용한 식생활을 연구합니다. 교육연구

재활을 용이하게 하는 치료 방법을 연구하고 있습니다.

분야, 식품영양 연구 분야, 전문영양사, 외식경영 분야,

졸업 후 보건의료기관, 스포츠 시설, 재활 연구소, 복지

식품회사 등으로 진출할 수 있습니다.

시설 등 다양한 분야에 진출할 수 있습니다.

생활체육학과
보건관리학과

College of
Health Science &
Social Welfare

Department of Health Management

간교육의 성취를 위해 신체교육을 과학적으로 연구, 실

상담이론, 보건교육이론, 의료경영이론 등을 학습하며

천하는 학과로서 생활체육 여러 분야에서 전문가를 양

보건 프로그램을 개발, 기획, 수행 및 평가하는 방법을

성합니다. 졸업 후 진로로는 다양한 분야의 생활체육지

연구합니다. 보건소, 건강센터, 보건단체, 의료기관, 국제

도자, 전문운동지도사, 운동처방사, 스포츠센터 운영, 교

기구, 산업체 등에서 보건교육사, 의무기록사, 심폐재활

사, 퍼스널트레이너, 문화예술 교육사 등이 있습니다.

Department of Social Welfare
지
 구촌의 빈곤과 질병, 고령화와 저출산 등의 사회적 위
험을 해결하기 위해 혁신적인 스마트 복지를 지향하고
있습니다. 공유 경제와 복지 테크놀로지의 개발을 바탕
으로 지성과 창의를 겸비한 전문 사회복지 인력을 양성
합니다. 사회복지사, 사회복지전담 공무원, 사회복지 공
공기관, NGO 등의 분야에 진출할 수 있습니다.

.

생
 활체육학과는 건전한 정신과 건강한 육체, 전인적 인

개
 인과 사회의 건강과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 건강

운동치료사 등으로 일할 수 있습니다.

사회복지학과

Department of Leisure & Spor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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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단 과학기술로
인류의 삶에
공헌합니다

과학기술대학 College of Science & Technology
과학기술대학은 차별화된 과학기술교육과 융합연구를 통해
21세기 첨단과학시대를 선도하고 있습니다
인성교육을 통해 정직하고 따뜻한 인성을 가진 과학기술 인재,
창의력과 과학적 사고력을 겸비한 글로벌 과학기술 리더를
양성하고 있습니다.

컴퓨터·
메카트로닉스공학부

Division of Computer·Mechatronics
기
 계 및 전자를 포함한 메카트로닉스 전공과 소프트웨어와 컴퓨터 시스템 분야의 전공이 융합된 새로운
학부입니다. 국내외 유수 기업 및 국가연구기관에서 실무와 연구경험을 겸비한 훌륭한 교수진을 갖추고
있으며, ICT 융합으로 대표되는 신성장 산업을 이끌어 나갈 우수한 인재 양성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화학생명과학과

Department of Chemistry Life Science
화
 학과 생명과학의 이론과 실제적인 지식탐구를 통해 21세기 지식기반 사업인 나노기술(NT), 바이오기술
(BT), 환경과학기술(ET) 분야를 선도할 인재를 양성합니다. 연구기관, 의·약학·제약, 식품, 환경, 바이오벤
처, 화학공학, 신소재개발, 화장품제조, 전자 및 반도체 등 다양한 화학·생명 분야에서 일할 수 있습니다.

동물생명자원학과

Department of Animal Biotechnology & Resource
생
 명공학시대를 맞이해 국가경쟁력을 제고할 수 있는 첨단생명공학 분야의 기술중심 교육을 실시하고 있
습니다. 동물의 유전적 개량과 영양 및 질병, 유·육 가공학, 동물행동 및 생태, 동물생명공학, CRO(비임상
시험전문가) 분야 등 다양한 생명공학기술로 무장한 동물생명자원학도를 양성합니다.

환경디자인원예학과

Department of Environmental Design & Horticulture
전
 통적인 원예학과와 에코 학문을 실천하는 환경그린디자인학과가 융합된 학과로 환경디자인과 원예, 두
분야를 중심으로 이론과 실습 및 현장견학을 통해 최고의 전문가를 키워내고 있습니다. 식물을 소재로 환
경을 조성하는 디자인학, 색채학, 조경학, 식물생리학, 원예치료, 컴퓨터디자인 등을 교육받습니다.

College of
Science &
Technology

College Information
College of Culture & Ar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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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와 예술로
세상의 아름다움을
빚어냅니다

문화예술대학 College of Culture & Arts
문화예술대학은 창의력과 상상력을 바탕으로
보다 넓은 세상에 아름다운 예술을 꽃피우려 노력합니다.
뜨거운 심장을 품고 꿈의 무대를 준비하는 학생들에게
문화와 예술의 올바른 가치를 교육하고 있습니다.

건축학과

Department of Architecture
건
 축 교육의 국제인증을 위해 5년제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며 문화 창조자로서의 건축가, 문명 비평가
로서의 건축가, 도시와 자연의 조정자로서의 건축가를 양성하고 있습니다. 10명 내외의 소규모 스튜디오
에서 풍부한 실무경험을 갖춘 교수들과 저명한 건축가들의 지도로 건축설계 실무와 이론을 익힐 수 있습
니다.

아트앤디자인학과

Department of Art & Design
미
 래지향형 글로벌 감각의 아티스트와 디자이너를 양성합니다. 국제적 경험이 풍부한 교수진, 첨단 교육
시설과 기자재, 산·학·관 협동의 취업·창업 전략, 융합·캡스톤 디자인 시스템, 아트·디자인 상설 전시
프로그램 등을 갖추고 있습니다. 커뮤니케이션디자인과 미술콘텐츠 분야를 융합한 교육으로 졸업 후
진로의 폭이 더욱 넓어졌습니다.

음악학과

Department of Music
관
 현악, 피아노, 성악, 작곡 전공이 있으며, 음악의 이론과 실제를 체계적으로 교육하여 창조적 예술표현
이 가능한 전문 음악인을 양성하고 있습니다. 교직과정이 개설돼 있어 중등학교 2급 정교사 자격을 획득
할 수 있으며, 졸업 후 오케스트라, 합창단 등 전문연주단체의 단원, 작곡자, 편곡자 등 다양한 분야에서
활동할 수 있습니다.

College
of Culture & Arts

College Information
College of Pharmacy

Sahmyook
Univers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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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학으로
질병의 예방과 치료에
앞장섭니다

약학대학 College of Pharmacy
약학대학은 인간의 질병 예방 및 치료를 위해
연구와 교육에 매진하고 있습니다.
전문지식과 인성을 갖춘 약학인을 육성하여
사회에 봉사하고 공헌하겠습니다.

약학과

Department of Pharmacy
약
 학과는 생물학, 화학, 물리학 등의 기초과학을 근간으로 하여 의약품의 취급에 관련된 제반분야를 다루
기 위한 교육과정을 제공합니다. 졸업 후 약국, 병원, 제약회사 연구소, 보건관련 공직 등 다양한 분야로
진출할 수 있습니다. 학부과정과 함께 대학원의 석•박사과정을 운영하여 보다 전문적인 약학교육을 실
현하고 있습니다.

College of
Pharmacy

College of Liberal Studies

Sahmyook
Univers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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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전공학부

시대를 아우르는
다양한 학문적 가치를
경험합니다

기본에 충실한 교육으로
전인적 교양인을
양성합니다

자유전공학부 Division of Open Major

스미스교양대학 Smith Liberal Arts College

많은 학생들이 막연한 꿈을 안고 대학에 옵니다.
자신의 적성과 진로에 대한 고민을 해결하지 못해
졸업 이후에도 방황하는 학생들이 많습니다.
자유전공학부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통해 자신의 진로에 맞는
학과를 선택할 수 있도록 적극 도울 것입니다.

삼육대는 스미스교양대학을 설립하여 삼육 MVP의 핵심역량인
시민정신, 의사소통, 창의지성, 국제화, 자기주도, 봉사실천 역량을
기르기 위한 체계적인 교양교육과정을 제공합니다.
또한 교양교육의 과정 및 구조를 개편하여
교양 교육의 선도모델을 구축해가고 있습니다.

Division of Open Major

스미스교양대학

Smith Liberal Arts College

1년 동안 다양한 학문의 영역을 경험하고 학생의 적성과 비전을 고려해 인문·자연계열 등의 계열 구분

전
 공과목을 이수함에 앞서 필요한 기초지식을 습득하고, 건전한 민주시민으로서의 자질과 가치관을 형성

없이 희망에 따라 전공을 선택합니다. 1학년 2학기 말에 전공을 선택해 배정되면 해당 학과로 소속이 변경

할 수 있도록 교육합니다. 대학생활주기에 맞춘 진로설정 및 경력개발 필수과정도 운영합니다. 또한, 교직

돼 본인의 희망에 따라 학업을 이어갈 수 있습니다.

과정과 평생교육사과정을 운영해 학생들에게 교사로서의 꿈과 평생교육에 대한 비전을 제시하고 있습
니다.

Graduate School

Sahmyoo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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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문에 대한
열정으로
최고의 지성을 꿈꿉니다

대학원 Graduate School
삼육대학교 대학원은 깊이 있는 학문탐구와 인격함양을 통해
최고 수준의 지성과 인성을 갖춘 고급 전문 인력을 키워내는
학문의 전당입니다.
일반대학원에는 석사학위와 박사학위과정이 개설되어 있으며
신학대학원, 경영대학원, 임상간호대학원에는 석사학위 과정이
개설되어 있습니다.

대학원

School of Graduate Studies
1981년 문을 연 대학원은 고도의 학술적 연구를 통해 신앙과 인성, 전문지식을 겸비한 고급 인력을 양성하는
최고의 교육기관입니다. 석사과정에는 신학과, 상담심리학과, 사회복지학과, 유아교육학과, 약학과, 간호
학과, 물리치료학과, 환경원예학과, 식품생명산업학과, 보건학과, 융합과학과, 스포츠과학과, 중독과학과,
음악학과가 개설되어 있습니다. 신학과, 상담심리학과, 사회복지학과, 약학과, 간호학과, 물리치료학과, 환경
원예학과, 중독과학과, 보건학과에는 박사과정이 개설되어 있습니다. 석·박사 통합과정에는 사회복지학과,
상담심리학과, 약학과, 물리치료학과, 간호학과, 환경원예학과, 보건학과, 중독과학과가 개설되어 있습니다.

신학대학원

Graduate School of Theology
신
 학대학원은 한국재림교회의 운명을 책임질 미래의 목회자와 신학자, 그리고 교회의 지도자들을 양성하
는 최고의 교회정책 교육기관입니다. 신학의 다양한 영역을 전공할 수 있는 석사학위 과정(M.Div)을 두고
있습니다. 기독교 정신에 입각한 신학교육을 수행함에 있어 성서에 기초한 신학의 학술이론과 그 응용방
법을 더욱 심도 깊게 연구할 뿐만 아니라 효과적인 실천을 강조합니다.

경영대학원

Graduate School of Business Administration
경
 영대학원은 급변하는 경영 환경에 효과적으로 적응하고 성장·발전할 수 있도록 영리·비영리 조직의
경영에 필요한 경영원리를 교육하고 올바른 리더십을 개발하는데 역점을 두고 있습니다. 조직의 경영자와
관리자들에게 필요한 최신의 경영 및 정보과학이론, 경영혁신법과 경영사례를 교육하고 지도력을 배양함
으로써 이론과 실제를 겸비한 전문가를 양성합니다.

임상간호대학원

Graduate School of Nursing
임
 상간호대학원에는 임상전문간호학과가 개설되어 있습니다. 간호의 궁극적 목적인 건강은 신체적, 사회
적, 정신적, 영적인 모든 측면에서의 안녕을 의미합니다. 또한 사회적인 역할수행과 변화하는 환경에 적응
하도록 하며 개인이 지닌 무한한 잠재력을 실현하도록 합니다. 이를 위해 본 대학원에서는 상급간호이론
과 실무지식을 탐구·활용하여 국민건강에 기여하는 상급간호실무자, 교육자, 관리자 및 연구자로서의 능
력을 갖춘 전문간호사를 양성합니다.

Campus
Map

● 통학안내

동부간선도로
상계동

지하철

스쿨버스(학기중)

•1호선 석계역 / 6호선 석계역에서 하차(4번 출구) 삼육대학교행 버스 1155번(지선),
1호선
석계역

태릉선수촌

7호선
태릉입구역

오전(화랑대역 출발)

   1156번(지선)를 이용.

원자력병원

•7호선 태릉입구역에서 하차(7번 출구) 삼육대학교행 버스  1155번(지선),  

07:45~10:00                              10:00 ~ 12:00

   1156번(지선) 를 이용

5분 간격 운행                              15분 간격 운행

•6호선 화랑대역에서 하차(1번 출구) 삼육대학교행 버스 202번(간선),1155번(지선),
의정부

6호선 화랑대역

   1156번(지선)를 이용.
•경춘선 별내역에서 하차(2번 출구 삼육대학교 방면) 삼육대학교 스쿨버스를 이용.

면목동
육군사관학교
신내동

화랑대역
경춘선 별내역
(삼육대역)

구리
신내동

퇴계원
중부고속도로

일반버스
•청량리에서 태릉행 202번(간선), 173(일반) 삼육대학교에서 하차, 약 30분 소요됨
•석계역에서 태릉행 1155번(지선), 1156번(지선) 삼육대학교 정문에서 하차,
  약15분 소요됨

오전(학교 출발~석계역)
12:00 ~ 16:00

16:00 ~ 19:00

19:00 ~ 22:30

15분 간격 운행

12분 간격 운행

20분 간격 운행

종일(구리역~별내역(삼육대역)~학교)
7:50~18:20(수시 운행)
단, 금요일 막차는 15:50분입니다.

사람을 변화시키는 교육·세상을 변화시키는 대학

01795 서울특별시 노원구 화랑로 815   tel.02.3399.3636   fax.02.3399.3811   www.syu.ac.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