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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상을 변화시키는 것은 제도나 혁신이 아니라 그것을 만들어 내는 사람입니다. 

그러한 사람은 교육으로 길러집니다.

“사람을 변화시키는 교육, 세상을 변화시키는 대학”

삼육대학교는 1906년 개교 이래 이 땅에 교육의 불을 밝혀온 뿌리 깊은 대학입니다. 

사람을 참되게 길러서, 세상을 환하게 밝히는 사명을 가진 대학입니다. 

세상을 이끄는 ‘진리’, 세상을 지키는 ‘사랑’, 세상을 섬기는 ‘봉사’를 겸비한 

실천적 인재를 양성하는 대학입니다.

저마다의 독특한 사명(Mission)을 발견하고, 

삶의 핵심가치인 비전(Vision)을 찾아가며, 

그 사명과 비전을 이루기 위해 열정(Passion)을 쏟는 인물을 키우는 MVP 대학입니다.

함께 꿈꾸고 함께 달려가겠습니다. 

지·영·체(智·靈·體) 삼육(三育) 교육을 통해 

이 시대가 진정 필요로 하는 인재를 양성하는 일에 여러분과 함께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삼육대학교	총장				

“SU-Glory
   사람을 참되게, 세상을 환하게”



삼육대학교는 대한민국의 

근대교육이 시작되는 시기인 

1906년에 설립된 유구한 역사와 전통을 

자랑하는 대학입니다. 

‘진리와 사랑의 봉사자’라는 

인재상 아래 학생들에게 

지성과 영성, 신체가 조화로운 지식을 가르쳐 

작게는 개인의 행복을, 

크게는 인류 사회에 이바지하는 

의미 있는 삶을 이어가게 합니다. 

이를 위해 삼육대학교는 성경에 기초한 

기독교적 교육을 통해 

올바른 인성을 가진 창의적인 인재를 

양성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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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06. 10. 10.	 -		평남	순안에	의명학교가	창설되고,	스미드	목사가	초대	교장으

로	취임하다.

1931. 04. 06.	 -		서울시	동대문구	회기동의	제칠일안식일예수재림교	본부교회

로	이전하다.

1942. 05.	 -		일제의	탄압으로	폐교하다.

1947. 09. 01.	 -		서울시	동대문구	회기동	본부교회에서	조선합회	신학교로	재	

개교하다.

1949. 11. 13.	 -		경기도	양주군	노해면	공덕리(현재	노원구	화랑로	815)로	이전

하다.

1961. 06.	 -		정규	4년제	대학으로	문교부의	인가를	받아	삼육신학대학으로	

개칭하다.

1967. 03. 01.	 -		교명을	삼육대학으로	개칭하다.

1973. 12. 19.	 -	삼육기술전문학교의	인가를	받아	병설하다.

1992. 03. 01.	 -	교명을	삼육대학교로	변경하다.

1993. 02. 18.	 -		유즈노사할린에	분교	러시아	삼육대학을	설치하다.

1997. 10. 10.	 -	터전마련	50주년	행사를	가지다.

2002. 11. 11.	 -	삼육대학교의	새로운	U.I.가	제정	및	선포되다.

2005. 12. 02.	 -		교육인적자원부로부터	삼육의명대학과의	통합을	승인	받다.

2006. 09. 14.	 -	제2	창학	선언	및	비전선포식을	하다.

2006. 09. 14.	 -	ISO	9001획득하다.

2006. 10. 10.	 -	개교	100주년	기념	행사를	가지다.

2007. 01. 01.	 -	미국	ETS	주관	TOEFL	IBT	시험센터	인증을	받다.

2007. 02. 06.	 -	한국	TOEIC	위원회	주관	토익시험센터를	유치하다.

2007. 03. 01.	 -	SU秀MVP	인증프로그램이	개설되다.

2007. 08. 06.	 -		한국사학진흥재단	‘4년제	사립대	경영분석종합평가우수대학’

에	선정되다.

2007. 10. 22.	 -	백주년기념관이	준공되다.

2008. 09.	 -		한국사학진흥재단	주관	2008	전국대학경영평가	전국	8위에	

오르다.

2009. 05. 09.	 -		교육과학기술부	주관	교육역량강화사업(11억	1천만원)에	선정되다.

2010. 02. 08.	 -	통합완성년도	첫	졸업생	1011명을	배출하다.

2011. 03. 18.	 -		사단법인	한국언론인연합회가	주최하고	교육과학기술부와	한

국교육방송공사(EBS)가	후원하는	‘2011	대한민국	참교육대상(

인성교육	부문)’을	수상하다.

2012. 02. 28.	 -		교육과학기술부,‘2012	장애학생교육복지지원	최우수대학교’로	

선정되다

2013. 09. 01.	 -		교육부·한국대학평가원으로부터	‘2013년도	대학기관평가인

증’을	공인받으며‘비전드림	MVP교육	사회봉사	모범대학’으로	

선정되다.

2014. 07. 01.	 -		수도권대학특성화(CK-II)	사업(17억	3천	2백만원)에	선정되다.

2016. 06. 30.	 -	중장기	발전계획	『SU-MVP+	플랜	2025』	마련하다

2017. 04. 28.	 -	교육부	주관‘대학자율역량강화지원사업(ACE+)’에	선정되다.

2017. 12. 22.	 -		교육부,	한국연구재단주관‘교육국제화역량인증제(IEQAS)’에	

인증대학으로	선정되다.

2018. 05. 25. -		삼육대,	‘해외취업연수사업(K-Move스쿨)’	선정되다

2018. 08. 23.	 -	삼육대,	대학기본역량진단	‘자율개선대학’	최종	선정되다

2018. 09. 03.	 -		2018년	대학	기본역량	진단	「대학혁신지원사업」(Ⅰ유형)	선정

되다.

2018. 09. 14.		 -	서울특별시	캠퍼스타운	단위형(2단계)	시범사업	선정되다

2018. 11. 09.		 -	北	평양과기대와	상호협력을	위한	MOU	체결하다

2019. 04. 05.		 -		교육부,	대학혁신지원사업	3년간	매년	33억원+α	국고를	지원

받다

2019. 06. 28.	 -		교육부,	대학기관평가인증을	획득하고	‘우수대학’에	선정되다.

2019. 07. 18.		 -		제1기	'SU-MVP	최고경영자과정'	수료식을	개최하다

2019. 10. 07.			 -		개교	113주년·터전	이전	70주년	기념예배를	드리다.

2020. 03. 01.			 -	김일목	박사가	제15대	총장에	취임하다.

2020. 04. 10.	 -	고용노동부,	대학일자리센터	대형사업	운영기관에	선정되다.



세상을 바꾸는 
교육 중심 대학 

삼육대학교가	
MVP	대학으로	
도약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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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념

교육

목적

인재상

슬로건

비전

목표

전략

방향

사람을	변화시키는	교육·세상을	변화시키는	대학

전인적	인재를	키우는	MVP	대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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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도권	소재	글로컬	리더	양성	교육중심	선도대학

SU-MVP+ 플랜 2025

SU-MVP+ 교육 체계도

지·영·체의	균형	잡힌	

전인교육

미션·비전·열정을	갖춘	

전인적	인재	양성

삼육	MVP

(진리와	사랑의	글로컬	봉사자)

정직한	

교양인

창의적	

지식인

실천적	

봉사인

MVP 

교육

핵심

역량

시민의식

소통

창의적사고

자기주도

글로컬

나눔실천

전인적	

인재를	

키우는	

MVP 
대학

SU: MISS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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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

목표



특별한 
인성교육으로

세상을	밝히는	
인재를	키워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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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삼육마을

지역사회의	돌봄	문제를	인식하고,	취약계층을	위한	돌봄	서비스를	팀	프로젝트로	개발하여	직접	서비스를	제공

합니다.	기존의	기관중심	사회봉사	교육에서	벗어나,	수혜자	중심의	서비스	러닝을	지향합니다.	

● MVP 캠프

입학	전	예비	신입생을	대상으로	교내에서	2박	3일간	합숙으로	운영하는	삼육대의	대표	인성교육	프로그램입니

다.	신입생들은	동기,	선배,	교수와	함께	명사초청	특강,	문화	페스티벌,	소그룹	교육,	공동체	활동	등	미래사회	주

역이	되기	위한	삼육대의	첫	인성교육을	경험합니다.

● MVP+교육

재학생을	대상으로	운영하는	인성교육	프로그램입니다.	▲시민의식	▲소통	▲창의적	사고	▲자기주도	▲글로컬	

▲나눔실천	등	삼육대의	6대	핵심역량	증진을	목적으로	한	다양한	공동체	역량강화,	사회공헌	활동을	진행합니다.

● 글로컬리더십교육 

지역사회와	소통하는	글로컬	리더를	양성합니다.	인성교육	프로그램	이수자	중	우수	학생을	선발하여	4개	영역

의	리더십	교육을	실시하고,	실제	사회공헌	프로젝트에	투입합니다.	

● People’s Grocery+

텃밭에서	농작물을	가꾸며	자연의	소중함을	느끼고,	노동으로	흘린	땀의	결실을	직접	수확하는	자연친화적인	인

성교육	프로그램입니다.

● U2Can

‘당신도	악기를	연주할	수	있다’는	의미의	음악교육	프로그램입니다.	악기를	무료로	대여해주고,	여러	음대에	출

강하는	전문	강사진으로부터	고품질의	레슨을	받을	수	있습니다.	공강	시간을	활용해	평생의	취미를	계발할	수	

있습니다.

인성교육원

인성교육원은	‘실전하는	인성에	기초한	사회공헌	전문가	양성’이라는	미션	아래	▲전인교육	기반	▲관계중심	지

향	▲실천기반	활동	등	3가지	핵심가치를	정하여	삼육대만의	고유한	인성교육	프로그램을	연구·개발·교육하

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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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독교 대학
사명 구현 

세계선교	일꾼을
양성합니다	

삼육대학교는 1906년 제칠일안식일예수재림교회 선교사들이 

기독교적 사명과 교육이상을 품고 설립한 대학입니다. 

우리 대학의 사명은 영혼구원입니다. 

신체와 지성과 영성의 균형진 발달 위에 

숭고한 기독교 신앙과 창의적이고 

실제적인 전문지식을 겸비한 세계선교 일꾼을 양성합니다.

SU: VISION
MISSION

SAHMYOO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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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FFL 교육모델

‘성경에	기반한	신앙과	학문의	통합’을	뜻하는	BFFL(Biblical	Foundation	of	Faith	and	Learning)	교육모델을	개발

해	전	교과목으로	확산하고	있습니다.	학생들은	기독교적	세계관으로	재해석된	수업뿐만	아니라,	신앙	가치관으

로	형성된	교수의	삶과	인격을	통해서도	영향을	받게	될	것입니다.	

● 기숙형 대학 RC: Residential College

주거공간인	생활관을	창의적이고	자기주도적인	공동체	교육의	장으로	전환합니다.	재림교인	정체성을	확립하고	

그리스도인	지도자를	키우는	CLC(Christian	Leadership	Community),	음악,	미술,	스포츠	활동과	사회봉사를	통해	

교양인을	키우는	SCC(Sahmyook	Cultural	Community),	외국인	교수와	함께	생활하고	공부하면서	글로벌	리더로	

성장하는	GLC(Global	Leadership	Community)	등	다양한	공동체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삼육교육의	이념을	구현

하고,	봉사하는	리더를	양성합니다.

● 삼육헬스스테이

재림교회	건강기별인	뉴스타트	운동을	체험하는	2박	3일	합숙	프로그램입니다.	비건식사	요리강습,	디톡스	주스	

만들기,	수치료,	치료적	마사지	실습	교육을	받으며	뉴스타트	건강원리를	실생활에	적용하고,	이를	국내외에	확

산할	전문	인력을	양성합니다.

● 세계선교센터

국가의	경계를	넘어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러	나간	모든	선교사를	위한	네트워크를	구성하고,	미디어	사역과	

선교사	훈련	및	파송을	지원하는	기관입니다.	국내에	거주하는	외국인	유학생	재림청년을	선교사로	양성하여	본

국에	파송하는	국제적인	선교	허브	역할도	감당합니다.

SU
Mission



삼육대에서
더 넓은
 
세상을	
만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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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육대학교는 글로벌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학생들을 해외로 보내는 아웃바운드 

국제화는 물론, 외국인 학생들을 

삼육대로 유치하는 인바운드 국제화를 

추진해 전 세계 학생들이 삼육대에서 

공부하고 생활하는 국제화 캠퍼스를 

조성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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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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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기문화체험 프로그램

단기문화체험	프로그램은	방학기간	중	일본,	중국,	대만,	러시아	등	해외자매결연대학의	학생들을	초청하여	일정

기간	한국어	교육과	한국	문화체험을	제공하는	프로그램입니다.	이	프로그램을	통해	외국	학생들에게	삼육대와	

한국	문화를	알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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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학중점 
특성화로 

작지만	강한	
대학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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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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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강과학특성화

전통적으로	건강과학	분야에	강점을	갖춘	삼육대는	그동안의	인프라와	노하우를	바탕으로	건강과학특성화	사

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2022년까지	건강과학	분야의	선두주자로	도약하기	위해	△라이프스타일	교육연구센터	

조성	△건강	분야	학제간	융합모델	개발	△실습	및	체험을	통한	지역사회	기여	△실무형	인재	양성을	위한	임상

실습환경	구축	△해외	명문대학과의	교류협력을	강화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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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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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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술이전·사업화 프로그램

산학협력단에서는	대학이	보유하고	있는	지식재산권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기술사업화를	통해	지역사회에	기

여할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발명인터뷰	프로그램을	통한	우수기술	발굴,	연구실	기술로

드맵	구축지원과	Lab	tour	프로그램,	기술	패키징을	통한	수요기업	맞춤형	기술	제공	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 국내 제3호 기술지주회사 설립

기술지주회사(SU-Holdings)는	대학이	보유한	기술을	토대로	사업화를	진행할	수	있는	조직으로	수익은	대학으

로	환원됩니다.	현재	약학과	기술	기반의	SU-건강케어,	환경원예디자인학과	기술	기반의	SU-삼육농산,	상담심

리학과	기술	기반의	이모션코리아(주)를	설립	및	운영하고	있습니다.

● 중소기업산학협력센터

중소기업이	대학의	우수	인력과	장비를	활용하여	현장	애로	기술을	해소하고,	신기술(NET)·	신제품(NEP)	개발	

시	소요	자금을	정부와	지방	자치	단체에서	매칭	펀드(fund)로	출연	지원받아	기술	혁신	역량을	제고하는	산학연	

컨소시엄	사업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중소기업의	기술개발,	제품개선,	공정개선,	뿌리기술	고도화	등으로	기

업의	대내외적인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 산학협력 가족회사

가족회사란	산학협력	MOU를	체결하고	대학-기업의	인적·물적	자원을	공유하여	산학	동반	발전을	도모하는	제

도입니다.	공동운영	프로그램으로는	공동연구개발,	연구장비	공동활용,	재직자	교육,	학생들의	현장실습,	장학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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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구행정통합과제관리시스템을	통해	연구	성과를	극대화할	수	있

도록	연구지원에	주력하고	있습니다.

● 산학협력지원센터

산학협력지원센터는	첫째,	산학협력	친화형	체제와	교육	인프라를	구축합니다.	둘째,	캡스톤디자인,	현장실습,	

취·창업교육	등	산학협력	친화형	교육과정을	개편하고	운영합니다.	셋째,	지역사회	및	기업과의	산학협력	지원	

및	활성화에	힘씁니다.	넷째,	대학의	자율적인	산학협력	확산	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실천해	나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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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과별 맞춤형 프로그램 

전공별	특성에	맞춰	진로	및	취업의	방향성을	설정할	수	있도록	맞춤형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저학년

들에게는	체계적인	진로설정과	취업준비를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커리어	오리엔테이션을	실시하고,	고학년들에

게는	학과별	맞춤형	구직스킬	교육을	제공하여	취업마인드를	고취시키고	취업성공의	발판을	마련하도록	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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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SU秀직무역량아카데미

현장에서	필요한	지식(Knowledge)·	기술(Skill)·	태도(Attitude)를	가진	‘능력중심인재’를	양성하기	위한	과정으로	

직무핵심역량강화	교육을	실시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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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내	뿐	아니라	해외인턴십도	운영하고	있습니다.	

● 진로 및 취업상담 프로그램	

삼육대는	고용노동부가	주관하는	대학일자리센터	사업에	선정되어	학생들에게	양질의	취업지원	서비스를	제공

하고	있습니다.	전담	컨설턴트를	지정하여	본인에게	맞는	진로를	설계할	수	있으며,	진로	및	취업	교과목과	비교

과	프로그램	등	다양한	서비스도	제공받을	수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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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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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별화된 취업지원 
프로그램으로

삼육인의	가치가	
높아집니다	

취업진로지원센터에서는 학생들이 적성과 전공을 살려

현명한 진로 선택을 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고, 

체계적인 경력관리제도를 통하여 창의적 사고와 

직무능력을 갖춘 예비사회인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SU: VISION
CAREER

SAHMYOOK 
UNIVERSITY

INFORMATION 
BROCHU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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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창업지원시설 운영

창업에	의지가	있는	학생들이	자유롭게	이용	가능한	창업교육센터(창업카페)와	3D프린터	등	다양한	제품을	구상

하고	제작해	볼	수	있는	메이커스페이스,	실제	창업을	준비하고자	하는	학생들이	입주할	수	있는	학생창업보육

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 창업동아리 (SU-StartUp Club)

창업에	대한	의지	및	사업성을	지닌	동아리를	발굴하여	체계적인	아이템	팀빌딩,	창업캠프,	전담	멘토제도	등	다

양한	프로그램을	통해	청년창업을	촉진합니다.

● SU-StartUp 창업오디션

창의적이고	기발한	아이디어를	보유하고	있는	우수한	인재들을	발굴하고,	창업에	대한	관심과	전문성을	제고하

기	위해	창업경진대회(아이디어	경진대회,	디자인	공모전,	푸드트럭	경진대회	등)를	열고	있습니다.		

● 단계별 창업 교육 운영

학생들의	수요에	맞게	분야별	창업교과	및	비교과	교육프로그램을	개설하여	단계별로	운영합니다.

● 전문가 상시 창업 멘토링

교내·외	전문가들이	상주	및	방문하여	멘토링을	통해	창업의	애로사항을	해결해주고	길잡이	역할을	해주고	있

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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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원합니다.

SU: VISION
ENTREPRENEURSHIP

SAHMYOOK 
UNIVERSITY

INFORMATION 
BROCHU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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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바른
기업가정신을 갖춘 

청년	창업가를	
키웁니다	

삼육대는 재학생 진로지도의 또 다른 한 축으로

‘창업 활성화’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창업교육을 총괄하는 전담조직인 스타트업지원센터를 꾸리고

교내 창업분위기 확산과 재학생 창업역량 강화를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합니다.

SU
Entrepreneurship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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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과목(지역사회공헌)을	필수로	지정하고	봉사	관련	비교과목들을	개발하여	모든	학생이	봉

사의	경험을	통해	올바른	인성을	갖출	수	있도록	합니다.	이를	위해	인근	초등학생들을	대상으로	하는	독서치료	

교육을	실시하고	있으며	초등학교,	중학교,	복지관,	자원봉사센터	등	다양한	봉사단체들과의	협약을	통해	봉사

활동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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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실천함으로써	수강	지식에	대한	고찰과	피드백을	통해	스스로	실천적	전문

성과	학습	성과를	향상시킬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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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학생중심 전공연계 현장탐사

학생중심	전공연계	현장탐사는	각	학과에서	직접	학생	3~5명과	지도교수	1명으로	구성된	전공연계	현장탐사대

를	조직하고	수혜지역을	선정하여	현지	국가	및	지역의	특성에	맞는	봉사프로그램을	개발하는	프로그램입니다.	

삼육대는	이	프로그램을	통해	학생들이	자기	주도적	학습능력을	함양하고	봉사에	대한	폭	넓은	지식을	습득해	

지역사회에	공헌할	수	있는	봉사자로서의	역할을	다	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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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U: PASSION
VOLUNTEER

SAHMYOOK 
UNIVERSITY

INFORMATION 
BROCHU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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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e School ┃ 1·2·3학기 ┃ 4학기 교육과정

	

	 	4차	산업혁명과	관련된	분야의	기초	지식이	없는	모든	전공학생들도	Pre	School	과정을	

통하여	정규과정의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1·2·3학기	모든	수업은	프로젝트	기반의	학습으로	진행됩니다.	팀	프로젝트	활동을	통해	

학생들이	주도적으로	문제해결	역량을	키울	수	있도록	학습합니다.

	 	4학기는	‘스타트업-프로젝트(Start	Up-Project)’,	미국	인턴십	프로그램	‘K-Move	스쿨’,	경

영정보학과와	컴퓨터·메카트로닉스공학부가	진행하는	‘국내ICT인턴쉽(ICT	 Internship)’

등을	통해	현장	경험을	체계적으로	쌓을	수	있습니다.

25

4차 산업혁명에
사람을 더하다
 
‘사람중심’	ICT	인재를	
양성합니다

삼육대학교는 교육부 대학혁신지원사업의 일환으로 

‘SU-이노베이션 아카데미’를 설립하고, 

사람중심의 4차 산업혁명 ICT 인재를 양성하고 있습니다. 

모든 학생이 자신의 전공 분야에서 

정보기술(IT)과 인공지능(AI)을 능동적으로 받아들이고 

혁신의 주체가 되는 교육과정 운영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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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chool 

1·2·3학기

4학기

 ICT

Convergence

Business

Intelligent

Big Data

Processing

 ICT

Service

Design

Artificial

Intelligence

●  ICT Convergence Business  정보기술	발전을	통한	혁신이	어떻게	우리	사회를	변화시켜	

나가고	있는지를	학습하며,	이를	통해	기술과	산업의	상호작

용을	배우는	과정입니다.

●  Intelligent Big Data Processing  빅테이터	처리	기법들을	활용하여	각	전공	영역마다	새로운	

응용분야를	도출할	수	있는	기본	역량을	기릅니다.

●  ICT Service Design   변화하고	있는	산업	환경	속에서	디자인-기술융합	역량을	

갖춘	서비스디자인	실무인재를	양성합니다.

●  Artificial Intelligence    딥러닝을	기반으로	한	인공지능의	기본원리와	구현	방법을	

배우고,	이를	이용하여	다양한	학문과의	융합	및	응용방법을	

배우는	과정입니다.



● 학술정보원

학술정보팀과	정보전산팀이	속해	있는	학술정보원

은	도서관을	포함하는	교내	학술정보를	관리하고	

IT	인프라	전체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빠르게	변화

하는	디지털	환경에	발맞춰	최상의	서비스를	제공

하는	것을	목표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 생활교육관

국내	대학	최초로	기숙사제	남녀공학을	실시한	대

학의	명성에	걸맞은	시설을	갖추고	있으며,	학업과	

공동체	생활을	경험할	수	있는	전인교육의	장입니

다.	최근	건물	증축으로	보다	많은	학생들을	수용

할	수	있게	됐습니다.	

● 체육문화센터

수영장,	농구장,	헬스장,	스쿼시장,	실내	골프연습

장	등의	시설을	갖추고	있는	체육문화센터는	학생

들의	효율적인	체육수업	진행과	학생,	교직원,	지

역주민의	건전한	여가활동과	건강증진을	목표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 평생교육원

평생교육원은	평생교육을	통해	시민들의	삶의	질

을	향상하여	지역사회에	공헌하는	것을	목표로	운

영하고	있으며,	학점은행제,	자격증취득과정,	일반

과정,	특별과정	등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 장애학생지원센터

장애학생들이	최적의	환경에서	학습하고	생활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장애학생에	대한	

학습	및	생활지원,	장학금지급,	도우미제도,	장애

특성별	편의시설	관리,	진로상담	등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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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금연금주클리닉

삼육대는	1906년	개교	이후	현재까지	금연·금주	

캠퍼스를	지켜가고	있습니다.	금연금주클리닉은	

국내	최초로	세워진	대학부설	클리닉으로	모든	재

학생들의	금연·금주	실천을	목표로	체계적인	흡

연·음주예방교육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 박물관

삼육대	박물관은	제1종(전문)박물관으로	현대식	건

물로	새롭게	단장하여	보다	쾌적한	관람	환경을	

갖추었습니다.	기증유물실,	성경자료실,	성서고고

학자료실,	자연사자료실,	기획전시실과	특별전시

실로	구성되어	있으며	다양한	유물을	소장,	전시하

고	있습니다.

● 학생생활상담센터

학생들이	행복한	대학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심리

검사,	개인상담,	집단상담	등의	프로그램을	지원하

고	있습니다.	각종	심리검사와	상담이	무료로	가능

하며,	학업	및	진로,	대인관계,	성격,	정서,	행동,	가

치관	정립	등에	대해	언제든지	도움을	받을	수	있

습니다.

● 국제교육원

국제교육원은	국제교류센터,	국제학생지원센터,	

한국어교육센터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체계적인	

외국어교육,	교환학생	및	어학연수	등	국제교류	프

로그램	운영,	외국인학생	유치	및	관리,	한국어	과

정	운영	등을	통해	글로벌	인재를	양성하고	대학

의	경쟁력을	향상시키고	있습니다.

● 양성평등센터

양성평등센터는	교내에서	발생하는	성희롱,	성폭

력,	성매매를	예방하고	대처하며,	상담을	통해	피해

를	최소화	하도록	지원합니다.	또한	삼육인들이	건

강하고	자유롭게	대학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성

희롱,	성폭력,	성매매가	없는	쾌적한	환경을	조성

하기	위하여	노력하고	있습니다.	

● 편의시설 

학생들의	복지와	편의를	위해	남녀학생	휴게실,	컴퓨

터	자율실습실,	구내식당,	매점,	제과점,	안경점,	미용

실,	복사실,	은행,	우체국,	서점	등을	운영	중입니다.

27

아름다운 캠퍼스에 
다양한 부속기관과 
편의시설까지 

학교생활이	
행복해	집니다	

푸른 숲과 잔디밭이 펼쳐진 아름다운 캠퍼스에 

학생들의 편의를 우선한 다양한 부속기관과 시설까지.

삼육대학교에서 즐겁고 행복한 학교생활을

마음껏 누리시길 바랍니다.

26SU: PASSION
CAMPUS LIFE

SAHMYOOK 
UNIVERSITY

INFORMATION 
BROCHU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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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스도의 

정신으로 

세상을 치유합니다

신학과		 Department of Theology

	 	 	신학과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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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8COLLEGE INFORMATION
COLLEGE OF THEOLOG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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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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어영문학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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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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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아교육과	 Department of Early Childhood Education

	 	 	유아들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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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글로벌한국학과 	 Department of Global Korean Studies

	 	 	글로벌한국학과는	한국을	제대로	이해하고	알릴	수	있는	국제적인	한국학	전문가를	양성하는	학과입니

다.	다양한	이론	교육,	문화	체험,	현장	실습,	인턴십	실무	교육을	통해	‘한국	교류·홍보	전문가’와	‘한국	

문화·한국어	교육자’를	양성합니다.	내국인	학생에게는	한국학	관련	문화기관	경영	기획,	문화	정보	기획,	

문화정책	개발,	문화사업	기획	등	고도화된	교육	커리큘럼을	제공하며,	외국인	학생에게는	한국문화와	한

국어를	전파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출	수	있도록	다양한	교육프로그램을	제공합니다.

항공관광외국어학부 Division of Aviation Tourism & Foreign Language

	 	 	항공관광외국어학부는	국제화	시대의	글로벌	서비스	인재	양성을	목표로	차별화된	글로벌	교육과정을	운

영하고	있습니다.	특히	항공·관광	전문인이	지녀야	할	기초적인	마인드부터	실습	능력,	동시에	국제적인	

언어	및	문화적	전문지식을	함양하는	교육과정을	통해	두	개의	학위(문학사,	관광경영학사)를	취득할	수	

있도록	돕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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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간과 사회에 대한

탐구 정신으로 

더 나은 내일을 열어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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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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물리치료학과		 Department of Physical Therapy

	 	 	물리치료학과는	과학적인	문제해결	중심의	교육을	토대

로	현대사회에서	발생하는	각종	질환	및	사고로	인한	신

체적	장애에	대해	신체기능의	회복은	물론,	건강증진과	

재활을	용이하게	하는	치료	방법을	연구하고	있습니다.	

졸업	후	보건의료기관,	스포츠	시설,	재활	연구소,	복지	

시설	등	다양한	분야에	진출할	수	있습니다.	

보건관리학과	 Department of Health Management

	 	 	개인과	사회의	건강과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	건강

상담이론,	보건교육이론,	의료경영이론	등을	학습하며	

보건	프로그램을	개발,	기획,	수행	및	평가하는	방법을	

연구합니다.	보건소,	건강센터,	보건단체,	의료기관,	국제

기구,	산업체	등에서	보건교육사,	의무기록사,	심폐재활

운동치료사	등으로	일할	수	있습니다.

사회복지학과	 Department of Social Welfare

	 	 	지구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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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담심리학과 Department of Counseling Psychology
	 	 	심리상담	서비스를	통해	현대인의	갈등을	해결하고	상

처를	치유하며,	스트레스를	해소해	정신건강이	증진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전문	인력을	양성하고	있습니다.	전

문상담교사,	임상심리사,	직업상담사,	중독상담전문가	

등의	자격증을	취득하여	다양한	상담심리	분야에서	일

할	수	있습니다.

	

식품영양학과	 Department of Food & Nutrition

	 	 	식품과	영양에	관한	과학적인	지식을	습득해	국민의	영

양과	건강을	증진하는데	기여할	수	있는	지도자를	양성

합니다.	건강한	식품의	제조	및	가공뿐	아니라	인류의	건

강과	질병예방에	유용한	식생활을	연구합니다.	교육연구	

분야,	식품영양	연구	분야,	전문영양사,	외식경영	분야,	

식품회사	등으로	진출할	수	있습니다.

생활체육학과	 Department of Leisure & Sports studies

	 	 	생활체육학과는	건전한	정신과	건강한	육체,	전인적	인

간교육의	성취를	위해	신체교육을	과학적으로	연구,	실

천하는	학과로서	생활체육	여러	분야에서	전문가를	양

성합니다.	졸업	후	진로로는	다양한	분야의	생활체육지

도자,	전문운동지도사,	운동처방사,	스포츠센터	운영,	교

사,	퍼스널트레이너,	문화예술	교육사	등이	있습니다.

COLLEGE INFORM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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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 많은 사람들의 

건강한 미래를 

약속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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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호대학	College of Nursing

1974년 간호 교육의 시작 이래 삼육대학교 간호대학은 

1600명 이상의 졸업생을 배출하며 

전문 간호인 양성기관으로 자리매김하고 있습니다. 

간호대학은 앞으로도 차별화된 교육과정을 통해 

미래사회에서 더욱 빛날 간호계 리더를 양성해 나갈 것입니다.

간호학과		 Department of Nursing

	 	 	지·영·체의	조화로운	계발과	과학적	지식에	근거한	간호학문의	연마를	통해	인류의	안녕에	기여할	전문	

간호인을	양성합니다.	이를	위해	이론적	지식교육과	풍부한	실습교육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졸

업생이	3차	의료기관을	비롯한	보건소,	공공기관에	취업하고	있으며	높은	평판도와	취업유지율을	자랑하

고	있습니다.

사랑과 

섬김의 정신을 

실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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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학대학	College of Pharmacy

약학대학은 인간의 질병 예방 및 치료를 위해 

연구와 교육에 매진하고 있습니다. 

전문지식과 인성을 갖춘 약학인을 육성하여 

사회에 봉사하고 공헌하겠습니다.

약학으로 

질병의 예방과 치료에 

앞장섭니다

약학과		 Department of Pharmacy

	 	 	약학과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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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6COLLEGE INFORM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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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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화학생명과학과	 Department of Chemistry & Life Science

	 	 	화학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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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명공학시대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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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통적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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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육하고	있습니다.

COLLEGE INFORMATION
COLLEGE OF SCIENC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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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융합대학	College of Future Convergence

미래융합대학은 4차 산업혁명을 이끌어갈 

창의적 인재를 양성하기 위해 2019년 신설되었습니다.   

이론과 현장 실무가 균형을 이루는 혁신적인 교육을 통해 

차세대 산업에 최적화된 인재를 육성하는데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Division of Computer Science and Engineering

	 	 			 	 	컴퓨터공학부는	컴퓨터공학전공과	소프트웨어전공	등	2개의	세부전공을	운영하며	소프트웨어	개발	및	4

차	산업혁명의	핵심	기술인	인공지능,	사물인터넷,	빅데이터	및	모바일	컴퓨팅	기술	등에	대한	교육을	진

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산업체와	연계된	프로젝트	중심	교육을	통해	이론과	현장	실무	능력을	겸비한	ICT	

인재를	양성하고	있습니다.

	 Division of Intelligent Informatics

	 	 			 	 	지능정보융합학부는	정보	기술에	대한	전문지식과	경영적	마인드를	갖춘	융합형	인재를	길러내는	학과입

니다.	창의적	사고를	키우기	위한	전공	기초교육,	데이터	기반의	지능형	전문지식	함양을	위한	인공지능과	

빅데이터	중심의	전공	심화	교육,	다양한	학문의	응용을	위한	융합형	프로젝트	중심	교육,	글로벌	역량을	

강화하는	연수	프로그램	및	특성화	프로그램의	운영으로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적합한	창의적	융합	인재

를	양성하고	있습니다.	

컴퓨터공학부

지능정보융합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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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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년제)	 Department of Architecture(4 year degree)

	 	 	4년제	건축학과는	일반학위	교육과정으로,	취업에서	유리한	교과과정을	이수하고	졸업할	수	있습니다.	또

한,	4년제	건축학과를	졸업한	학생도	인증	받은	대학원	전문학위	과정에	진학해	졸업하면	실무수련자격과	

건축사자격시험	응시자격을	가질	수	있습니다.	

건축학과(5년제)	 Department of Architecture(5 year degree)

	 	 	5년제	건축학과는	건축사	자격제도와	연계된	전문가	양성을	목적으로	하는	전문학위	교육과정입니다.	건

축학교육인증을	추구하고	건축사	시험자격을	얻고자	하는	학생은	5년제	건축학과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10명	내외의	소규모	스튜디오에서	풍부한	실무경험을	갖춘	교수들과	저명한	건축가들의	지도로	건축설계	

실무와	이론을	익힐	수	있습니다.

아트앤디자인학과	 Department of Art & Design

	 	 	미래지향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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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현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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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NFORM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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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미스학부대학	Smith College

스미스학부대학은 기본소양 함양과 

미래지향적인 교양교육을 위해 조직된 대학입니다.

미래사회의 주체로서 조화로운 인간사회를 구현할 수 있는 

정직한 교양인(Mission), 창의적 지식인(Vision), 

실천적 봉사인(Passion) 등의 전인적 인재양성을 위해 

다양한 교육과정을 제공합니다.

기본에 충실한 교육으로 

전인적 교양인을 

양성합니다
	

	 Smith College

	 	 			 	 	전공과목을	이수하기에	앞서	대학교육	전반에	요구되는	기초지식을	습득하고,	건전한	민주시민으로서의	자

질과	가치관을	형성할	수	있도록	교양교육과정을	운영합니다.	교과	외에도	다양한	비교과	프로그램을	개발

하여	학생들이	인문학적	소양을	기를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한,	교직과정과	평생교육사과정을	운

영해	학생들에게	교사로서의	꿈과	평생교육에	대한	비전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스미스학부대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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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원	Graduate School

삼육대학교 대학원은 깊이 있는 학문탐구와 인격함양을 통해 

최고 수준의 지성과 인성을 갖춘 고급 전문 인력을 키워내는 

학문의 전당입니다.

일반대학원에는 석사학위과정, 박사학위과정, 석·박사 통합과정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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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성하

는	최고의	교육기관입니다.	석사과정에는	신학과,	상담심리학과,	사회복지학과,	유아교육학과,	약학과,	간

호학과,	물리치료학과,	환경원예학과,	식품생명산업학과,	융합과학과,	스포츠과학과,	중독과학과,	음악학

과,	보건학과,	통합예술학과가	개설되어	있습니다.	신학과,	상담심리학과,	사회복지학과,	약학과,	간호학과,	

물리치료학과,	환경원예학과,	융합과학과,	중독과학과,	보건학과,	통합예술학과에는	박사과정(석·박사	통

합과정)이	개설되어	있습니다.

신학대학원	 Graduate School of Theology

	 	 	신학대학원은	한국재림교회의	운명을	책임질	미래의	목회자와	신학자,	그리고	교회의	지도자들을	양성하

는	최고의	교회정책	교육기관입니다.	신학(M.Div.),	선교리더십(M.M.L.)을	전공할	수	있는	석사학위	과정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기독교	정신에	입각한	신학교육을	수행함에	있어	성서에	기초한	신학의	학술이론과	

그	응용방법을	더욱	심도	깊게	연구할	뿐만	아니라	효과적인	실천을	강조합니다.

경영대학원	 Graduate School of Business Administration

	 	 	경영대학원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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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상간호대학원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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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GRADUATE SCHOOL SAHMYOOK 
UNIVERS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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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ROCHURE

46

학문에 대한 

열정으로 

최고의 지성을 꿈꿉니다

Graduate
School



퇴계원

의정부

경춘선 별내역
(삼육대역)

스쿨버스(학기중)

오전(화랑대역 출발)

08:10~10:00                              10:00 ~ 12:00

5분 간격 운행                              15분 간격 운행

오후(학교 출발~석계역)

12:00 ~ 17:00 17:00 ~ 19:00 19:00 ~ 20:00

15분 간격 운행 12분 간격 운행 20분 간격 운행

금요일 막차 15:30

종일(구리역~별내역(삼육대역)~학교)

8:10~18:20(수시 운행) / 금요일 막차 15:50

지하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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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56번(지선)를 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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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56번(지선) 를 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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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56번(지선)를 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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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반버스

•청량리에서 태릉행 202번(간선), 173(일반) 삼육대학교에서 하차, 약 30분 소요됨

• 석계역에서 태릉행 1155번(지선), 1156번(지선) 삼육대학교 정문에서 하차, 

  약15분 소요됨

● 통학안내

중부고속도로

신내동
신내동 구리

6호선 화랑대역

면목동

7호선
태릉입구역

1호선
석계역

동부간선도로

상계동

원자력병원

태릉선수촌

육군사관학교 화랑대역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