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가톨릭대학교 2019학년도 전기2차 석사학위 과정

특수대학원(야간 2년제) 신입생 모집요강
모집전공 및 인원
대 학 원

모 집 학 과(전 공)

의료보건산업대학원

사회적경제경영대학원

모집인원

￭ 임상간호과학과(노인전문간호전공, 정신전문간호전공)

00명

￭ 안경광학과

00명

☆ 환경조경학과

￭ 외식산업학과
￭ 원예치료학과
￭ 의료방사선학과
￭ 물리치료학과(물리치료전공, 스포츠메디컬트레이닝전공) ￭ 화학물질독성평가학과
￭ 언어청각치료학과(언어치료전공, 청각학전공)
￭ 웰빙푸드디자인과

0명

￭ 사회적경제학과
☆ 국방안보학과

00명

￭ 글로벌경영학과

￭ 혁신창업성장학과

￭ 뷰티코디네이트디자인학과
￭ 통합예술치료학과(재활움직임치료전공, 표현예술치료전공)

0명

￭ 음악학과(성악전공, 피아노전공, 관현악전공, 피아노반주전공, 오르간전공,
지휘전공(합창·오케스트라), 실용음악작곡전공, 문화예술경영전공)

00명

사회복지대학원

￭ 사회복지학과(사회복지전공, 사회복지상담전공)
￭ 사회복지경영학과(사회복지경영전공, 의료복지경영전공)

00명

유스티노자유대학원

￭ 유스티노자유학과

00명

신 학 대 학 원

￭ 신학과

0명

상 담 대 학 원

￭ 상담학과

0명

￭ 유아교육학과

00명

￭ 몬테소리교육학과

0명

예 술 대 학 원

￭ 다문화학과

유아교육대학원
☆ 2019학년도 신설 학과임

지

원

자

격

1) 공통사항
가. 학사학위 취득자 또는 2019년 2월 학사학위 취득예정자.
나. 관련 법령에 의해 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
다. 대학 전공과는 무관하게 지원 가능함.
2) 신학대학원 : 가톨릭신자에 한함.
3) 임상간호과학과 : 간호사 면허증을 소지하고, 해당분야에서 3년 이상의 실무경력이 있는 자에 한함.
가. 노인전문 간호사과정 실무 해당분야
- 의료기관 및 노인복지법에 의한 노인복지시설
- 지역보건법에 의한 지역보건의료기관 및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에 의한 보건진료소
- 노인장기요양법에 따른 장기요양기관
나. 정신전문 간호사과정 실무 해당분야
- 정신보건법에 의한 정신보건시설 또는 정신보건센터
- 지역보건법에 의한 보건소(정신보건업무 종사하는 경우에 한함)
4) 물리치료학과 : 물리치료사 면허소지자에 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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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형

구

일

정

분

일

정

장

원 서 접 수

2018. 12. 31(월) 09:00
~ 2019. 1. 8(화) 17:00

서 류 제 출

2018. 12. 31(월) 09:00
~ 2019. 1. 10(목) 17:00

전 형 일 시

2019. 1. 19(토)

합 격 자

발 표

소

비

본 교 : www.cu.ac.kr(진학사 링크 연결) - 인터넷 접수는 24시간 가능
진학사 : www.jinhakapply.com - 등기우편 또는 방문제출
(2019.1.10 우편 소인까지 유효)
우편번호 : 41969
- 근무시간 : 평일 09:00~17:00
주소 : 대구 중구 명륜로 12길 47
(단, 금요일은 09:00~13:00)
(남산동) 특수대학원 행정실
- 서류 미제출자는 불합격처리
(강의동 305호)
본교 특수대학원 홈페이지 공고
(http://spgr.cu.ac.kr)

2019. 1. 29(화) 10:00 예정
본교 특수대학원 홈페이지 공고
(http://spgr.cu.ac.kr)

합격통지서 및
등록금고지서 교부

전

형
대

학

원

사 회 적 경 제 경 영 대 학 원
담

대

학

원

뷰티코디네이트디자인학과
예술대학원

통합예술치료학과
음악학과

사

회

복

지

대

학

유

학
아

대
교

육

학
대

원
학

서 류 전 형

면 접 전 형

60%

40%

40%

60%

비

고

【전형별 반영내용】
① 서류전형 : 학부 전학년 성적 반영

50%

50%

40%

60%(실기없음)

원

유 스 티 노 자 유 대 학 원
신

- 수험생은 합격조회 및 확인의
의무가 있으며 미확인으로 인해
발생하는 불이익은 본인에게 책
임이 있음

법

의 료 보 건 산 업 대 학 원

상

- 면접시간 및 면접고사장 안내

- 고지서 출력 후 지정된
가상계좌에 납부

합격자발표일 ∼ 등록마감일

방

고

② 면접전형 : 전공 수학능력 평가
【동점자 처리기준】
① 면접 점수 상위자 우선 선발

50%

50%

② 재직자 우선 선발

원

1) 서류전형
가. 출신대학 전학년 성적을 반영함.
나. 2개 이상 학부 졸업자 또는 졸업예정자인 경우 지원하고자 하는 대학원 학과와 관련된 전공(학사)의 성적을 반영
하는 것이 원칙이나, 모두 관련 전공이거나 모두 관련되지 않는 전공일 경우 본인에게 유리한 전공(학사) 성적을
반영함.
2) 면접전형
가. 전공별 면접관을 선정하여 전공에 대한 이해도 50점, 적성 20점, 인성 20점, 지원동기 및 기타 10점으로 평가하
여 반영함.
나. 면접고사 결시자는 불합격 처리함.
3) 선발기준
가. 특수대학원별 모집 정원 내에서 성적순으로 선발함.
나. 입학 지원자가 모집정원을 초과하여 학과간 경쟁이 발생한 경우, 전체 지원자의 성적순으로 정원 범위 내에서 합
격자를 선발하고, 나머지는 후보자로 선발함.
다. 임상간호과학과 지원자는 전체 지원자의 성적순에 의한 합격자에 포함되더라도 별도로 보건복지부 「전문간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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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격인증 등에 관한 규칙」 의거 배정된 정원만큼 성적순으로 합격자를 선발하고, 나머지는 후보자로 선발함.

제

출

서

류

1) 입학원서(본 대학교 소정양식) 1부
2) 수험표(본 대학교 소정양식) 1부
3)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1부
4) 대학 졸업(예정)증명서 및 대학 전 학년 성적증명서 1부(편입생의 경우는 편입 전적 대학의 성적증명서도 제출)
5) 최근 3개월 이내 촬영한 증명사진(3cm×4cm) 1매
6) 복지장학금 신청자는 장학금신청서 및 구비서류 각 1부(장학제도는 각 대학원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
7) 신학대학원 지원자는 가톨릭 세례증명서 1부
8) 임상간호과학과 지원자는 해당 분야 3년 이상의 실무경력증명서 및 간호사 면허증 사본 각 1부
9) 물리치료학과 지원자는 물리치료사면허증 사본 1부
※ 인터넷 접수자 제출서류는 상기와 동일하며, 입학원서 및 수험표는 인터넷 접수 출력본을 제출함.

전

형

료

◦ 전형료 : 50,000원(인터넷원서 접수 시 접수비용(5,000원) 추가)

인터넷 원서접수
단계

구

분

1

접 수 처
홈페이지 접속

2

회원가입
및 로그인

내

용

※ 아래 홈페이지 중 한 곳에 접속
◦ 대구가톨릭대학교 홈페이지 : http://www.cu.ac.kr(진학사 링크 연결)
◦ 진학사 : http://www.jinhakapply.com(문의전화 : 1544-7715)
◦ 회원으로 가입한 자에 한하여 입학원서 접수가 가능함
◦ 각 홈페이지에 제시된 회원가입 약관을 확인 후 회원가입
◦ 회원가입 후 로그인
◦
◦
◦
◦

입학원서 접수 대학을 대구가톨릭대학교로 선택
입학원서 접수 전 모집요강과 인터넷 입학원서 접수 유의사항을 명확히 숙지함
입학원서 작성(사진 3cm×4cm 스캔 후 업로드함)
입력된 입학원서상의 모든 사항 확인 및 검증

3

입학원서 작성

4

전형료 결제

◦ 전형료를 결제함(인터넷 접수 비용은 별도임)

5

입학원서 접수

◦ 전형료 결제와 동시에 입학원서 접수 완료
◦ 접수 후 입학원서상의 기재사항은 수정 불가

1) 입학원서 인터넷접수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접수처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것
◦ 인터넷 원서 접수 장애 발생 시 문의처 : (주)진학어플라이
◦ 전화번호 : 1544-7715(대표전화), 팩스 : 02-735-8432
2) 인터넷 접수 시 원서접수화면에서 수험생 정보수집 및 이용·제공에 관하여 본인 동의가 있어야만 원서접수가 가능하며,
수집되는 모든 자료는 입학전형 외 어떠한 용도로도 이용 또는 제공되지 않음.

특

전

1) 전공장학 및 다양한 특별장학 혜택이 부여됩니다.
2) 소정의 졸업자격 학점(24학점)을 이수하고 졸업논문 통과자는 논문 석사학위가, 논문 대신 6학점을 추가로 이수한 자
에게는 교과 석사학위가 수여됩니다.

대구가톨릭대학교 특수대학원

3) 석사학위 취득 시 일반대학원 박사과정 진학 자격이 부여됩니다.
4) 사회복지학과, 사회복지경영학과 학위 취득자 중 지정 교과목을 모두 이수한 자는 사회복지사(2급) 취득 자격이 부여됩니다.
5) 임상간호과학과 학위 취득 시 전문간호사 취득 응시 자격이 부여됩니다.
6) 뷰티코디네이트디자인학과 학위 취득 시 미용사 면허증을 교부받을 수 있습니다.
7) 몬테소리교육학과 학위 취득자 중 지정 교과목 및 이수교육을 이수한 자는 몬테소리교사자격증이 부여됩니다.
8) 통합예술치료학과 학위 취득자 중 지정 교과목 및 이수교육을 이수한 자는 재활움직임치료사와 표현예술치료사 자격
증을 받을 수 있습니다.
9) 다문화학과 학위 취득자 중 지정 교과목 및 이수교육을 이수한 자는 다문화사회전문가 2급 자격증이 부여됩니다.

등

록

금
(단위 : 원)
수업료

대학원 구분

계열

입학금

실납입액

장학적용 전

장학적용 후

(입학금+수업료)

3,320,000

2,490,000

3,130,000

3,320,000

1,660,000

2,3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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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회

상
유
유

복

지

담
아
스

신

대

대
교

티

육

노

자

학

학
학

대
유

대

원
원

학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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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

인문사회

원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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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40,000
의

료

보

예술대학원

건

산

업

대

학

원

이학체육

4,305,000

3,228,750

3,868,750

통합예술치료학과

이학체육

4,305,000

3,228,750

3,868,750

예 능

5,035,000

3,776,250

4,416,250

뷰티코디네이트디자인학과

음

악

학

과

※ 신입생 전원에게 연구장려를 목적으로 연구장려장학금(수업료 25% 감면)이 지급됨.
※ 상기 등록금은 2018학년도 기준 등록금이며 변동될 수 있음.
※ 본교 출신자(학사, 석사)는 입학금 감면됨.

기

타

사

항

1) 제출된 모든 서류는 정정 및 반환되지 않으며 전형료는 서류제출 마감일까지 입시전형을 포기할 경우 전액 반환함.
2) 제출 서류의 기재사항이 사실과 다르거나,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합격 또는 입학한 사실이 확인된 경우, 입학한 후라
도 합격 또는 입학을 취소함.
3) 지정된 기한 내에 등록금을 납부하지 않은 자는 합격을 취소함.
4) 모집요강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본 대학교 특수대학원 입학사정 원칙에 따라 처리함.
5) 수험기간 중 입학원서에 기재한 연락장소가 변경되었거나 장기간 출타할 경우, 특수대학원 행정실로 변경된 사실을
통지하여야 하며, 연락 두절로 인한 불이익은 지원자가 감수하여야 함.
6) 수험표 및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은 면접고사 시 반드시 제시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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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개인별 입학시험 성적은 공개하지 않음.
8) 지원자가 해당 면접고사에 불참할 경우 불합격으로 처리함.

【 문의처 】
▶ 특수대학원 행정실 : Tel. 053-660-5252~5254, Fax. 053-359-6140
▶ 신학대학원 : Tel. 053-660-5111, Fax. 053-660-5120
▶ 임상간호과학과 : Tel. 053-650-4936, Fax. 053-650-43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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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보건산업대학원

Graduate School of Medical and Health Industry

▶ 임상간호과학과(Dept. of Clinical Nursing Science)
임상간호과학과는 창의적이고 지도자적인 능력을 갖춘 전문간호사 양성을 목적으로 노인전문간호사, 정신전문
간호사, 호스피스전문간호사 과정이 개설되어 있다.
본 학과의 교육은 대구가톨릭대학교를 비롯한 여러 기관의 해당 분야 전문가로 구성된 교수진의 열정적 강의와
대구·경북지역 최우수 병원으로 평가받은 대구가톨릭대학교병원을 비롯한 각 영역별 전문기관에서 수준 높은 실
습을 통해 이루어지고 있다.
졸업생은 자격시험을 통해 보건복지부 장관이 인정하는 전문간호사 자격을 취득하여 해당 분야에 대한 높은 수
준의 지식과 기술로 의료기관 및 지역사회에서 간호대상자에게 상급수준의 전문 간호를 제공하는 동시에 교육자,
연구자, 지도자 및 협동자의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

▶ 안경광학과(Dept. of Optometry & Vision Science)
현대사회는 건강한 삶의 영위에 대한 관심이 고조되어 안광학분야의 변화와 안경광학 전문가 양성은 이제 국가
적인 목표를 넘어 세계적인 큰 흐름의 하나가 되었다. 본 학과는 실력 있는 교수진의 강의와 내실 있는 교육과정
으로 국민 시건강 향상과 안보건 실현에 일익을 담당하고, 안광학 분야를 주도적으로 이끌어 가는 검안 및 시과
학(Optometry & Vision Science) 전문가를 양성하고자 한다. 그리고 글로벌 시대의 리더십과 창의적 문제해결
능력을 갖춘 미래지향적이고 창의적인 안광학 전문가를 양성하고자 한다.

▶ 환경조경학과(Dept. of Environmental Landscape Architecture)
우리 사회는 급속한 산업화에 따른 도시난개발, 낙후지역 재개발 등의 도시문제, 미세먼지, 지구온난화 등의 환
경문제와 더불어 고령화, 인구감소, 지역격차라는 다양한 사회·자연적 환경문제에 직면하고 있다. 최근 조경학의
영역은 도시재생, 농촌 중심지 활성화 등과 같이 새로운 공간과 환경의 조성뿐만 아니라 낙후된 지역의 재생으로
영역이 확대되고 있다. 본 환경조경학과는 보다 풍요로운 미래를 위해 지역의 다양한 환경문제를 지역민과 함께
고민하고 해결하며 지속가능한 지역발전을 이끌 수 있는 전문가 양성을 위해, 지역사회와 연계한 주민참여형 공
간계획 및 공동체에 의한 지역 환경 운영·관리 등의 사회적 수요에 대응한 실무중심의 양질의 교육 콘텐츠 개발
하여 제공하고 있으며, 지역 현장전문가 및 산업체와의 산학협력 체제를 구축하여 지역/현장 밀착형 전문인력을
양성하고 있다. 지역사회가 직면하고 있는 여러 문제들에 적절하게 대처하고 지역주민의 삶의 질을 보다 풍요롭
게 하는데 기여할 쾌적한 환경 조성을 위한 전문가가 되고자 하는 분들께 새로운 도전의 기회를 제공하고자 한
다.
- 관련분야 : 관련 기술교육기관, 관련 공기업, 공무원, 환경조경 관련 계획/설계/시공/엔지니어링 회사 및 연구
소, 도시재생 전문가 및 활동가, 마을만들기 전문가 및 활동가 등

▶ 외식산업학과 (Dept. of Food Service Industry)
외식산업학과는 외식산업 및 식품 관련 학문에 대한 기본 지식을 체계적으로 습득하여 발전을 거듭하고 있는
외식산업 및 식품분야의 학문적 체제를 정립하고, 나아가 외식·식품산업 현장을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전문
지식과 실무 능력을 겸비한 인재 양성을 목표로 효율적인 교과과정을 편성 운영하고 있다. 또한 이론위주의 과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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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 실무위주의 과목을 골고루 개설하여 현장에 필요한 전문지식을 함양할 수 있도록 현장중심의 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본 학과를 졸업한 후 본 대학교 대학원에 개설되어 있는 박사과정에 진학하여 보다 심도 있게 외식산업 관
련 학문을 탐구할 수도 있다.
- 관련분야 : 관련 교육기관, 프랜차이즈산업체와 외식업체 경영 및 관리, 연구소, 푸드스타일리스트, 전통요리연
구, 식품연구 개발요원, 위생사, 식음료관리 책임자, 단체급식업체관리 및 경영, 개인창업, 요리강사, 컨설턴트로
활동 등

▶ 원예치료학과(Dept. of Horticultural Therapy)
최근 우리나라는 급격한 산업화, 도시화의 부작용으로 환경오염과 각종 사고가 늘어나고 있으며 이로 인한 정
신적, 신체적인 장애를 겪고 있는 사람들이 증가하고 있다. 특히 핵가족화 및 가정해체가 가속화하는 사회적 조건
속에서 아동과 청소년들은 정서적 박탈을 경험하게 되고 많은 문제행동으로 나타난다. 교육현장에서 자연(Nature)
을 가까이함으로써 인성(Nature)을 함양시키고 꿈과 끼를 발휘할 수 있도록 하며, 또한 평균수명의 연장으로 노인
인구가 크게 늘어남에 따라 이들의 치료 및 재활방법의 하나로 원예치료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치료와 재활을 목적으로 하는 식물을 이용한 다양한 원예활동은 사회적, 교육적, 심리적, 신체적 적응력을 기를
수 있다. 이러한 활동을 원예치료(복지원예)라고 한다. 원예치료(복지원예)는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위한 현재 최
고의 자연대체요법으로 각광을 받고 있다. 장애인뿐만 아니라 일반인들도 소득이 늘어나고 주 5일 근무제 도입으
로 여가시간이 많아짐에 따라 웰빙 및 취미생활에 대한 관심이 점차 높아지고 있는데 원예치료(복지원예)는 이들
의 욕구를 충족시켜줄 수 있는 훌륭한 대안이 될 수 있다. 따라서 앞으로 원예치료 전문가(복지원예사)가 절실히
필요하게 될 것이다.
원예치료학과에서는 21세기 새로운 분야를 개척하는 실험정신으로 식물과 환경 그리고 인간과 관련된 문제들에
대해서 연구하며, 특히 원예학, 의학, 심리학, 사회복지학, 특수교육학 등 다양한 학문을 접목하여 기존의학만으로
는 해결할 수 없는 녹색생명을 이용한 친환경적 대체의학 분야에서 실무와 이론을 겸비한 원예치료 전문가를 육
성하여 배출하는데 목표를 두고 있다. 또한 졸업 후 (사)한국원예치료복지협회에서 요구하는 조건을 충족하게 되
면 1급 복지원예사의 자격증을 취득할 수 있으며, 재활병원, 교육시설, 사회복지시설 등에서 원예치료 전문가로
활동할 수 있다.
- 관련분야 : 재활병원, 교육시설(일반학교, 특수학교), 사회복지시설, 식물원, 플라워디자인학원

▶ 물리치료학과(Dept. of Physical Therapy)
물리치료학과는 21세기가 요구하는 글로벌 마인드와 지식을 갖추고 사랑과 봉사를 실천할 수 있는 유능한 물리
치료 전문 인력 양성을 목표로 하고 있다. 특히 본교 물리치료학과는 의과대학, 간호대학, 약학대학 등의 의료 관
련 학과가 즐비하며 병상 1000여개가 넘는 대학병원과 재단 산하의 수백 개의 재활시설을 보유하고 있으며 뛰어
난 인프라를 갖추고 있어 연구와 교육을 통해 기존의 물리치료학과 교육의 질적인 발전을 도모하기에 뛰어난 환
경을 갖추고 있다. 또한 각 분야의 젊고 유능한 교수님들이 강의와 연구에 매진하고 있으며 해마다 많은 수의 논
문을 해외학술지(SCIE)에 게재하고 있다. 또한 근골격계 및 신경계 질환을 평가하고 연구하는데 필요한 고가의
우수한 장비도 갖춰 의료의 선진화와 개방시대에 걸맞는 의료전문인(Allied Health Professionals)을 양성하고 있
다.

- 물리치료전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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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리치료전공에서는 다양한 물리치료 연구 장비를 활용하여 양질의 임상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과학적 근거
를 찾아가며, 차세대 재활 연구를 이끌어 나갈 지도자를 교육함으로써 물리치료사의 업무를 향상시키고자 한다.
따라서 본 과정은 훌륭한 물리치료 서비스를 제공하고 과학적 탐구를 임상에 통합하며 잘 발달된 전문성과 사회
적 책임감을 지닌 뛰어난 물리치료사를 교육하는 것이다. 커리큘럼의 주요 목표는 학생들이 자신의 임상경력을
통해 최신 상태를 유지할 수 있는 수단으로 평생 학습 기술을 개발하도록 격려하는 것이며, 이것은 부분적으로는
학생들에게 임상연구 관련 논문을 통해 증거중심의 치료가 될 수 있도록 교육시키고, 미래에는 지속적인 교육 경
험을 통해 임상과 연구 간의 관계를 더욱 발전시킬 수 있는 교육자가 될 자질을 갖추게 할 것이다.

- 스포츠메디컬트레이닝전공
물리치료는 다른 의료 전문직과 마찬가지로 제공되는 서비스의 품질, 성격 및 범위를 진화시키고 발전시키는
직업으로 물리치료에 대한 지식은 치료자가 새로운 임상 지식을 개발하고 치료의 전문성을 향상시키면서 발전해
나간다고 할 수 있다. 다양한 운동센터를 통한 예방적 차원의 건강 관리는 지금까지 보편적으로 이루어져 왔으며,
이러한 건강 관리의 미래는 임상의 기술 발달 및 과학적 탐구에 달려 있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건강 관리를 책
임질 수 있는 의학적 훈련을 받은 전문 인력은 그 미래의 중심이 될 수 있을 것이다. 물리치료학과 내의 스포츠
메디컬트레이닝전공은 물리치료의 전문성을 바탕으로 의학적 훈련을 체계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전문가를 양성하
고자 하며, 커리큘럼의 주요목표는 통증과 기능장애에 대한 정확한 진단과 분석을 기반으로 재활필라테스, 메디컬
트레이닝테라피, 근막치료 등과 같은 과정을 임상 학회 및 단체와 연계하여 물리치료사의 진단 및 치료 능력을
향상시키는 것이다. 본 과정을 통해 관련 분야의 전문 강사를 양성하고 나아가 전문운동센터 또는 운동연구소의
개설이 가능하도록 최신의 건강 관리 기법을 도입하여 교육한다.

▶ 언어청각치료학과(Dept. of Audiology and Speech-Language Pathology)
언어청각치료학과는 청각과 언어장애와 관련된 전반적인 학문을 다루며 청각과 언어장애와 관련된 지식과 정보
를 교육, 연구 그리고 임상실습 하는 전인적인 임상전문가를 양성하려고 한다. 일반적으로 미국에서 태동한 언어
청각치료학과는 communicative disorders (의사소통 장애), audiology and speech-language pathology (청각학
과 말-언어 병리학), 또는 hearing and speech science (청각과 말과학)이라고 불린다. 그러한 학과의 명칭은
듣지 못하면 말을 하지 못한다는 단순한 진리에 토대를 두고 있다. 언어청각치료학과는 청각학과 언어병리학의
기초 연구, 평가와 진단 그리고 치료까지 다양한 측면에서 의사소통 장애를 다루며 접근방법에 있어서는 순수한
청각학적 또는 언어병리학적 접근에서 시작하여 보다 포괄적이고 다학문적인 접근이 사용되고 있다. 다학문적 접
근 분야는 이비인후과, 뇌과학, 해부학, 신경과학, 전자공학, 음성학, 음향학, 생리학, 생물학 그리고 물리학 등이
다. 청각은 기초 음향학, 청각기관의 해부 및 생리, 정상적인 청각 메카니즘, 청각장애, 소음을 다루는 산업청각
학, 노인성난청, 보청기, 인공와우 그리고 개인적인 청각 보조장치 등을 다루며 언어치료는 언어발달장애, 조음음운발달 및 장애, 음성장애, 유창성장애 그리고 신경 말-언어장애등을 주로 다룬다. 게다가 사회복지에 대한 전
반적인 사회인식의 변화로 다양한 장애에 대한 사회인식이 점차 발전하고 있다. 특히 노인 인구의 증가와 더불어
반드시 필요한 학문으로 부상되고 있으며 노인성 언어장애 치료와 노인성 난청치료는 더 큰 사회적 관심을 받고
있다. 청각학 전공자는 졸업 후 자격시험을 통해 청능사 자격증을, 언어병리학 전공자는 국가자격시험을 통과하고
임상실습 후 언어재활사 1급을 취득할 수 있으며 취업분야로 청능사는 병원 이비인후과, 보청기 회사, 인공와우
회사, 음향 회사에 취업이 가능하고 또한 개인적으로 보청기를 판매하는 회사 설립이 가능하며, 특수학교에 특수
교사가 될 수 있으며, 각종 복지시설에 근무가능하며, 대학이나 연구소의 연구원이나 교수로 재직할 수 있고 언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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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활사는 병원 이비인후과, 소아과, 신경과 등에 근무가능하며, 복지 시설과 방과 후 교사 또는 특수교사, 각종
복지시설에도 근무가 가능하고 대학과 연구소의 연구원이나 교수로 근무가 가능하다.

▶ 의료방사선학과(Dept. of Radiological Science)
의료방사선학과는 기본적인 임상경험을 가지고 있는 방사선사 및 관련 의료기사들에게 임상현장에서 요구되는
고급 첨단 영상진단기술, 핵의학기술 및 방사선치료기술을 체계적으로 교육함으로써 미래형 방사선전문기술인력
양성을 목표로 한다. 방사선 관련 고급 기술 및 이론을 제공함으로써 첨단 방사선 진단 및 치료 기기를 효율적으
로 활용하고 질병 진단 및 치료, 영상관리 등의 분야에서 리더 방사선사로서 활동할 수 있도록 하며 방사선 임상
관련 분야의 기초 및 응용 연구를 통하여 방사선사의 역량강화가 이루어 질 수 있도록 한다.

▶ 화학물질독성평가학과(Dept. of Toxicity assessment)
화학물질독성평가학과는 환경 및 산업장에서 다루는 화학물질을 비롯하여 식품, 의약품, 화장품, 유전자변형생
산물 등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 실시되는 독성시험에 대한 이론과 실습을 통해 독성학 및 위해성평가를 이해하는
대학원 과정이다. 오늘날 화학물질에 대한 안전성은 환경문제뿐 아니라 약물 및 기능식품의 부작용 발생에서도
그 중요성이 더욱 증가되고 있다. 대구가톨릭대학교는 전국대학 최초로 GLP국가 인증을 받은 기관이며 국제적
경쟁력을 가진 GLP센터를 2005년에 설립하여 독성시험의 기술 발전과 산업체에 요구되는 인력을 양성해 왔다.
화학물질독성평가학과는 GLP센터의 시설과 장비 그리고 인력을 바탕으로 보다 더 전문적인 고급인력의 양성을
위해 설립되었으며, 본 학과의 과정을 통해 독성학 및 위해성평가 분야의 새로운 고급 전문인력 양성과 동시에
기존의 관련 산업체에 종사하는 연구원의 재교육을 통한 전문성 Up-grade를 목표로 한다.

▶ 웰빙푸드디자인과(Dept. of Physical Therapy)
21세기로 들어서면서 <푸드+디자인> 이라는 융합산업과 함께 푸드스타일리스트라는 새로운 직업군이 각광을
받고 있으며 미래 4차 산업으로 이행되는 과정에서 푸드 산업이 더 이상 먹거리만이 아니라 문화라는 콘텐츠가
결합되어 ‘무엇을 먹느냐가 아니라 어떻게 먹느냐’가 중요하게 되어가고 있다.
푸드스타일링, 테이블데코레이션, 파티플래닝 등 음식이 차려진 식탁과 공간들을 목적에 부합되면서 아름답게
연출하고 행복한 분위기를 연출할 수 있도록 오감을 만족하기 위한 일을 수행하는 푸드스타일리스트는 요리, 메
뉴, 식탁, 식공간을 포함한 모든 부분을 디자인하고, 더 나아가 식공간을 체험, 가공이 가능한 6차 산업의 장으로
확장하고 있으며, 미래의 유망한 직업군으로 많은 수요가 요구되고 있다.
웰빙푸드디자인과는 이러한 사회적 요구를 이해하고 적극적으로 수용하여 요리기술에 불과하던 조리영역에 디
자인과 문화를 접목하여 차별화된 교육과정과 현장중심의 실무교육에 중점을 둘 것이다. 그래서 6차 산업을 기반
으로 새로운 국면에 접어들 외식산업을 이끌어갈 푸드비즈니스 전문가를 육성하며, 꿈을 현실로 만드는 동력을
갖추도록 하여 지역 인재 육성에 이바지할 계획이다. 또한 특색있는 신메뉴 개발과 그 음식에 플라워를 접목하여
기품있고 격조높은 식공간 연출 전문가를 양성할 것이다.
- 관련분야 : 푸드스타일리스트, 레스토랑프로듀서, TV요리진행자, 푸드컨설턴트, 과채소믈리에, 영화음식감독, 푸
드테라피스트, 푸드저널리스트, 플라워코디네이터, 파티플래너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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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경제경영대학원Graduate School of Social Economy and Business Administration
▶ 사회적경제학과(Dept. of Social Economy)
- 협동조합, 사회적기업, 마을기업 해결사 양성과정
사회적경제학과는 대구·경북지역에서 사회적경제분야를 주도적으로 이끌어 갈 수 있는 사회적경제 리더 및 전
문가를 양성하고 사회적경제 생태계에서 접목 가능한 정책 제안을 목적으로 한 사회적경제 연구의 두 방향으로
추진하고자 한다. 또한 사회적경제 기존의 연관 조직들을 수평적으로 네트워크화해서 지역에서 사회적경제 허브
로서의 플랫폼 역할을 수행하고자 한다.
지역의 사회적경제인들 혹은 사회적경제인으로서의 꿈을 꾸는 사람들은 교육과정을 통해 서로간 신뢰구축, 정
보교환 및 협력의 기초를 쌓을 수 있게 됨으로써 지역에서 사회적경제의 생태계를 조성하는데 중심적인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다.

▶ 글로벌경영학과(Dept. of Global Business Administration)
글로벌경영학과는 창의적인 아이디어와 전략적 마인드로 혁신을 주도하는 글로벌 경영리더로서의 역량을 갖추
는 교육과정을 공급한다. 이를 위하여 금융시장론, 재무관리론, 글로벌마케팅론, 실무국제경제세미나, 글로벌 기술
및 비즈니스트랜드, 기업가정신론, 글로벌리더십, 부동산학개론, 인문학개론 등에 관한 교육과정을 이론, 실무사례
분석, 현장체험교육을 통해 체계적으로 운영하고 있다. 이와 함께 이들 분야에 정통한 우수한 교수진과 산업 현장
에서의 경험이 풍부한 CEO와 전문가들을 초빙하여 양질의 교육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 혁신창업성장학과(Dept. of Innovative Start-up & Growth)
혁신창업성장학과는 고객과의 소통과 공감을 통해 창업의 기회를 발굴하고 사업을 모델링하며 최소기능제품
(MVP)을 활용하여 시장에 진입하는 고객개발 교육과정 그리고 창업 성장을 가속화하기 위한 엔젤투자, 크라우드
펀딩을 포함한 자금 조달 전략을 수립하고 시장 확산 전략을 수립하는 창업가속화 교육과정을 운영하여 혁신적이
고 성장하는 창업가 배출을 목표로 한다.
창업의 기회를 탐색하고 있는 예비 창업자, 창업 아이템을 개발하고 사업을 모델링하고 있는 초기 창업자, 시장
진입을 모색하고 마케팅을 추진하고 있는 초기 창업자들과 이들을 지원하는 창업 전문가들이 직접 창업 가속화
전략을 수립하고 실천할 수 있도록 디자인씽킹, 린스타트업, 실전 피칭, 사업계획 작성 등을 도입하여 창업 활동
중심의 수업을 진행한다.

▶ 국방안보학과(Dept. of National Defense and Security)
세계화는 기존 국방안보영역을 새롭고 급격하게 확장시킨다. 국방안보영역은 군사에서 경제와 환경 등의 부문
으로 확대되었고, 관련 행위자들도 정부와 국제기구, 비정부기구 등으로 다양해지고 있다. 특히 최근 한반도를 둘
러싼 국방안보환경의 변화는 기존 국방안보학의 수준을 넘어서는 새로운 지식과 정보의 학문적, 정책적 발전을
요구한다.
대구가톨릭대학교 사회적경제경영대학원 국방안보학과는 급속하게 변화하고 있는 국방안보이슈에 관한 이론적
분석 및 지식과 정보의 습득을 기초로 대응방안을 제시할 수 있는 국방안보전문가의 양성을 목표로 한다. 국방안
보학과 교수진은 국제관계와 국제정치, 외교안보학 등의 전공자인 대구가톨릭대학교 정치외교학과 교수들과 국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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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보현장인 국방부 및 육군의 국방안보전문가들로 구성되어 있다. 이러한 교수진 구성으로 이론과 사례교육을 결
합해 석사과정생의 지식과 실무능력을 증진할 것이다. 교육과정에는 군사학, 국제정치학, 국방안보정책, 외교안보
정책, 전쟁론, 동아시아안보, 국방과학기술, 국제분쟁과 글로벌 거버넌스, 리더십, 통일정책론, 비전통안보, 국제분
쟁사례연구 등의 교과목이 개설된다. 석사과정생은 학위 취득 후 국방안보전문가로 성장할 것이며, 박사과정 진학
시 국방안보분야 연구를 심화할 수 있다.

예술대학원

Graduate School of Arts

▶ 뷰티코디네이트디자인학과(Dept. of Beauty Coordinate Design)
- 졸업과 동시 미용사 면허 취득 -

뷰티코디네이트디자인학과는 최근 중요시되고 있는 메이크업을 포함하는 헤어, 분장, 네일, 패션 등 토털코디네
이션을 중심으로 교과과정을 편성하여, 기능성과 조형성을 통합할 수 있는 예술적인 감각과 과학적인 요소들을
코디네이트에 균형 있게 조화시킬 수 있는 전문지식과 능력을 가진 전문인 양성을 교육 목표로 한다.

▶ 통합예술치료학과(Dept. of Integration Arts Therapy)
- 졸업과 동시에 통합예술심리지도 전문가 자격 취득 -

통합예술치료학과는 현대사회에서 중시하는 인간의 몸과 정서, 사고에 대해 본질적으로 접근하고 탐구하는 융
복합적 학문의 연장선으로서 통합예술치료학과를 개설하고, 세부전공인 재활움직임치료전공과 표현예술치료전공
으로 나누어 상위 학위 취득을 제공함으로서 전문가 및 학자 양성을 목표하는 바이며 본 과정을 이수하며 전문적
인 워크샵을 이수한 사람에게 한국통합예술치료협회와 연계된 통합예술심리지도 전문가 자격증을 수여한다.

- 재활움직임치료전공
모든 예술의 근본이 되는 ‘인간의 몸’ 그 자체의 표현으로서 예술의 창조적 활동의 확장 필라테스, 요가, 팰던
클라이스 동·서양학적인 현 시대에 몸에 관한 모든 움직임들의 메소드를 융합하고 통섭하여 모든 사람들에게 기
능적인 통합 움직임적 치료를 제공할 수 있는 전문 인력을 양성한다.
통합예술치료학과 재활움직임치료전공 졸업생은 정형외과 재활치료센터, 요양원 움직임 지도사, 헬스케어센터,
전문학교, 직업선수단, 움직임치료센터, 전문 무용단, 팰던클라이스 전문가, 통합움직치료 지도사, 요가 전문가,
필라테스 전문가 등으로 활동할 수 있다.

- 표현예술치료전공
정신적으로 건강하고 인격적으로 성숙한 사회 구현을 위한 예술치료분야의 인재를 양성하며 무용(동작), 음악,
미술, 드라마 등 표현예술 매체를 통한 예술심리치료 전문가로 육성한다. 간학문적 교육을 통한 통섭적 역량을 배
양하고 이를 구체적으로 실현하기 위해 표현심리예술치료의 교육 영역을 구성하여 전문학자로서의 역량을 높힐
수 있도록 한다.
통합예술치료학과 표현예술치료전공 졸업생은 표현예술심리치료사, 학교상담가(학교예술심리치료사), 아동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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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술심리치료사 등으로 활동할 수 있다.

▶ 음악학과(Dept. of Music)
음악학과는 음악이론의 연구와 실기 연마를 통하여 다양한 음악적 사회활동에 기여하는 창의적 음악전문인과
음악이론 및 예술경영학, 행정학 과목을 이수하여 예술경영인을 양성함을 목표로 설립 되었으며, 대학 졸업 후 음
악교육기관, 연주, 기획사, 홍보기관, 연주장 등 다양한 음악현장에서 일하며 더욱 체계적이고 실질적인 학습의
기회를 갖기 원하는 학생들을 위한 전문화된 과정이다.
본 대학 학부 과정에 개설된 성악, 피아노, 관혁악 전공 외에 학부 과정에 개설되어 있지 않은 피아노반주 전
공, 오르간전공, 지휘(합창·오케스트라)전공을 포함하고 있어서 오페라단, 합창단 등 의 연주단체와 종교 단체(교
회, 성당, 사찰)등에서 음악 활동을 하고 있는 사람들에게도 이론과 실습을 겸한 학습의 기회를 제공할 것이다.
본 학과를 졸업한 후 본 대학교 음악대학원 박사과정에 진학하여 보다 심도 있게 고급과정을 이수할 수 있다.
특히 문화예술경영전공은 다양한 문화예술기관에서 요구하는 경영과 행정에 관한 지식과 학술적 정보를 습득하
여 예술경영자로서의 자질을 배양할 수 있도록 문화예술에 대한 광범위한 비전과 가치를 공유하며 현장과 이론을
결합하는 실제적이며 체계적인 교과과정을 가르치고 있다.

사회복지대학원

Graduate School of Social Welfare

▶ 사회복지학과(Dept. of Social Welfare)
- 졸업과 동시에 2급 사회복지사 자격 취득 - 전문상담사, 건강가정사 자격 취득 가능 -

- 사회복지전공
우리나라가 복지사회로 신속하게 성장함에 따라 사회복지 분야에서 고급 전문 인력의 수요가 급증하고 있으며,
21C 국제화시대와 남북통일의 그 시대를 바라보면서 사회복지 일선의 인력을 전문화, 고급화시킬 필요성이 대두
되고 있다.
이에 사회복지전공은 사회복지 일선의 인재들에게 지속적으로 전문성을 연마할 교육의 기회를 제공하며, 평생
교육을 통한 인성 개발을 도모하여 사회복지 발전에 이바지할 수 있는 고급 전문인력 양성을 목적으로 1996년
11월 2일에 설립되었다.

- 사회복지상담전공
사회복지상담전공은 우리나라 최초로 사회복지사인 동시에 상담전문가로 활약할 수 있는 고급 인력을 양성하기
위해 설립되었다. 미국사회복지사협회 윤리강령에서도 강조했듯이, 사회복지사의 가장 숭고한 사명은 인류의 웰빙
(well-being)을 촉진하는 일이다. 인류의 웰빙을 촉진하기 위해 효율적으로 상담할 수 있는 능력은 사회복지사에
게 그 무엇보다 중요하고 필요한 기술이다. 본 전공에서는 사회복지사 자격 취득에 필요한 과목과 더불어 인류의
신체적 심리적 영성적 웰빙을 촉진할 다양한 상담과목을 이수케 함으로써, 상담이 요구되는 사회복지 기관뿐 아
니라 다양한 상담센터에서 활약할 고급 인력을 양성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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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전공 지원자가 졸업과 동시에 사회복지사(2급) 자격 취득을 희망하는 경우에는 졸업학점 외에 자격증 취득
에 필요한 교과목을 추가로 이수하여야 함.

▶ 사회복지경영학과(Dept. of Social Welfare and Business Administration)
- 사회복지경영전공
사회복지에 대한 관심과 수요의 급격한 증가로 인해 점차 다양화되고 있는 사회복지시설의 운영과 기관경영의
전문성 제고가 중요한 과제로 대두되고 있으며, 이를 위한 대학원 수준의 전문인력 양성의 필요성이 확대되고 있
다. 사회복지경영전공은 사회복지기관의 종사자와 중간관리자는 물론 기관운영자로서 요구되는 사회복지의 전문
지식과 실천기술 및 기관운영의 철학과 윤리 등을 함양하는 교육과정을 통해 지역사회 복지기관의 전문성과 경영
관리 역량을 높임으로써 사회복지기관 전문경영인 양성을 목표로 한다. 체계화된 전문교육과정을 통해 사회복지
시설 운영경영인으로써의 품격과 지식, 정책과 서비스의 이해력, 실천역량과 기관운영의 실무능력을 배양하고 사
회복지현장의 리더로 활동하고 있는 인재들과의 네트워킹과 상호교류를 통해 지역사회복지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복지기관 전문경영인으로서의 사회적 자원토대를 마련할 수 있을 것이다.

- 의료복지경영전공
의료복지경영전공은 인간 중심의 의료복지시설 운영과 기관경영을 위한 의료복지 전문경영인 양성을 목표로
한다. 가톨릭교육이념과 인간존중을 바탕으로 하는 본교의 창학 정신에 맞추어 의료복지시설 종사자와 관리자들
에게 필요한 의료복지시설 운영을 위한 전문지식과 기관의 경영철학과 윤리, 실천기술 및 실무적 역량을 함양하
는 지역사회 내 선도적 전문교육, 특화된 대학원 수준의 교육을 실시한다. 이에 따라 사회복지과정 및 의료경영과
정을 융합한 특수 교육과정을 적용하여 운영되며 현직 의료복지분야 경영과 관리인들을 위한 전문 의료복지경영
인 양성 뿐만 아니라 미래 의료복지시설과 기관운영을 계획하고 있는 예비 의료복지시설 창업자와 운영자들을 위
한 체계적이고 차별화된 전문교육을 제공한다.

▶ 다문화학과(Dept. of Multicultural Studies)
한국사회는 명실 공히 다문화사회로 진입하고 있다. 이에 따라 우리의 생활세계에서도 많은 변화가 일어났고
또 현재 일어나고 있다. 이제 우리는 마트와 직장에서 일상적으로 이주민과 마주치는 것을 넘어서서 어린이집과
학교, 각종 상담센터와 치료시설 등에서도 이주민 관련 전문지식을 가진 자들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고 있는 현실
과 마주하고 있다.
다문화학과는 다문화사회로의 본격적 진입에 대비한 이론과 실천을 겸비한 다문화 전문인 양성을 주목적으로
삼는다. 재학생들은 본 학과가 제공하는 다문화사회에 대한 개념적 이해, 다문화사회로서의 한국사회 그리고 다문
화교육의 이론 및 실천에 대한 프로그램을 통해 이주 및 문화다양성과 연관된 사회적 이슈들에 대한 심도있는 이
해들을 발전시킬 수 있을 것이다. 또한 본 학과는 법무부지정 다문화사회전문가 양성 인정학과로서 다문화사회전
문가 2급을 취득할 수 있도록 교과과정을 운영하고 있다.
본 학과를 운영하는 다문화연구원은 한국연구재단 선정 대학중점연구소로서 다수의 전임교수와 연구교수를 두
고 있어 내실 있는 교육과 지도가 가능하다는 것은 타 대학과 비교할 수 없는 큰 장점이라 할 수 있다. 우수 입
학자는 다문화연구원 유급 연구보조원으로 채용될 수 있으며, 본 학과와 연계되어 운영되는 박사과정에 진학할
수 있다. 다문화학과를 통해 배출되는 인재는 다문화사회를 대비하고 시대적 흐름을 선도하는 인재로서 이주사회
로서 한국사회에서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게 될 것이다.

대구가톨릭대학교 특수대학원

유스티노자유대학원

Justin Graduate School of Liberal Arts

▶ 유스티노자유학과(Justin Dept. of Liberal Arts)
유스티노자유대학원은 지속적인 학문과 참다운 인간 연구를 원하는 학사 학위(대학 전공과 무관) 소지자에게
시대정신에 맞갖은 인문교육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2018년에 설립된 우리나라 최초이자 유일한 ‘인문학대학
원’(Graduate School of Liberal Arts)이다. 대학의 인문교육 전통은 “자유 학문”(Liberal Arts) 교육에 뿌리를 두
고 있다. 자유라는 이름이 붙은 까닭은 기능을 익히는 직업 훈련이 아니라, 자유 시민으로 살아가는데 필요한 인
간교육 교양교육이기 때문이다. 실용 기술이 아닌 인간다운 길을 모색하고 삶의 궁극적 의미를 성찰할 수 있는
진정한 학문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개설된 본 학과는 학제 간 경계와 벽을 허물고 집중이수제도(5주간 집중 강
의)를 바탕으로 참신하고 유연한 커리큘럼을 제공한다. 우리 대학의 훌륭한 교수진들과 분야별 석학들이 펼치는
수준 높은 인문학 향연이 매 학기 역동적으로 펼쳐진다. 다양한 전공(한국고전, 동양고전, 서양고전, 동양사상사,
서양사상사, 문학, 예술, 인문사회학) 가운데 자유롭게 선택하여 졸업이수학점인 24학점을 이수하고 석사 학위 논
문을 쓰거나, 졸업 논문 대신 6학점을 추가로 이수하여(총 30학점) 인문학 석사 학위(Master of Liberal Arts:
MLA)를 취득하는 정통 인문 교육의 혁신 모델이다.

신학대학원

Graduate School of Theology

▶ 신학과(Dept. of Theology)
신학과는 유구한 역사 속에서 인류정신문화 발전에 공헌해 온 가톨릭전통을 이어받아 신앙의 유산을 계승하고
발전시켜 본당공동체, 수도자공동체, 관련 종교기관단체와 지역사회 안에서 사도직을 수행할 평신도, 수도자 전문
인 양성과 신앙의 심화에 관심있는 사람들을 위한 신학교육을 목적으로 설립되었다.
본 학과는 2년(4학기) 야간과정으로서 가톨릭신자, 학사학위자(대학전공과 무관)를 대상으로 매년 학기별로 신
입생을 모집하고 있으며, 논문석사과정 또는 교과석사과정(논문 대신 6학점 추가이수)을 선택할 수 있고, 학생 전
원에게는 과정 수료 시까지 특별장학금이 주어진다.

상담대학원

Graduate School of Counseling

▶ 상담학과(Dept. of Counseling)
대구가톨릭대학교 상담대학원은 지역 유일의 상담대학원으로서 우리 사회에서 급증하고 있는 현대인의 심리사
회적 문제를 치유하고, 신체적, 정신적, 사회적 및 영성적 안녕을 촉진하여 인류의 삶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는
유능한 상담전문가를 양성한다.
심리학과 상담에 관한 심화된 이론적 지식 및 풍부한 실습을 통한 전문적 상담자로서의 능력을 갖출 뿐만 아니
라 ‘사랑과 봉사’라는 본교의 건학이념에 따라 사랑과 존경을 받는 인격을 갖춘 상담전문가의 양성을 목표로 한
다.
또한 본 대학원에서는 상담관련 주요 자격증 취득을 위한 지원, 국내외 저명인사들의 명사특강 등 상담자로서
의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졸업 후에는 일반대학원 박사과정에 진학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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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아교육대학원

Graduate School of Early Childhood Education

▶ 유아교육학과(Dept. of Early Childhood Education)
유아교육학과는 최근 질 높은 유아교육에 대한 사회적 기대에 맞추어, 유아교육의 이론과 실천적 지식을 바탕
으로 교육에 있어 새로운 비전을 제시할 수 있는 전문성을 갖춘 ‘실무형 유아교육전문가’를 양성하는 것을 목표로
개설되었다. 이를 위해 최신의 유아교육이론 및 교수학습방법론을 비롯하여, 교육현장에서 요구되는 주제와 현장
적용이 가능한 실천적 지식을 중심으로, 유아교육전문가로서의 역량강화와 현장직무능력 향상에 필요한 ‘수요자
중심의 교육과정’으로 운영된다.
본 학과는 현직유아교육기관교사(유치원 교사, 어린이집 교사) 및 기관장(원장, 시설장)과 유아교육에 관심 있는
일반인 및 유아교육관련 직장인(유아교육관련 학원, 센터 등)들을 대상으로 운영되며, 석사학위 취득 후에는 유아
교육관련 다양한 분야로의 진출이 가능하다. 또한 석사학위 취득 후 박사과정으로 진학을 희망하는 학생들의 경
우 본 대학 유아교육과 일반대학원 박사과정과 연계하여 진학이 가능하다.

▶ 유초등중국어교육학과(Dept. of TeCSOL for Child)
유초등중국어교육학과는 사회적으로 급속히 확산되고 있는 외국어로서의 중국어교육 수요에 부응하여 유치원생
과 초등학교 학생 연령층에 특화된 중국어교육 전문가 양성 및 재교육을 목적으로 한다. 유초등중국어교육학과는
상해외국어대학 교수의 직강을 통해 중국어로 중국어를 교수할 수 있는 선진적인 중국어교육 전문가를 양성한다.
의사소통 중심에서 교수학습 모델 개발, 원어강의로 발전하고 있는 현재 외국어교육의 흐름에 부합하는 최신의
효과적인 중국어 교수학습 모델을 개발하고, 미디어 시대에 맞춰 다양한 멀티미디어 교구를 제작할 수 있도록 교
육한다. 특히, 유초등중국어교육학과 석사학위과정은 상해외국어대학의 석사학위를 복수로 취득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며 중국 복수학위 취득을 원할 경우 한국에서의 수업과정을 마친 후 중국에서 1년을 수학해야 한다.
입학자격은 중국어문학, 중국학 전공 또는 신HSK 5급 이상의 기타 전공 학사학위자로서 중국어 수업이 가능한
자이며, 논문석사과정 또는 교과석사과정(논문 대신 6학점 추가이수)을 선택할 수 있다.

▶ 몬테소리교육학과(Dept. of Montessori Education)
몬테소리교육학과는 영아, 유아, 초등, 특수아, 노인치매치료를 교육하기 위한 프로그램으로서 몬테소리 교육철
학과 실기 영역 훈련을 통해서 몬테소리 전문교사를 양성하는 전문화된 특수 과정이다. 몬테소리교육학과 석사과
정은 영아, 유아, 초등, 장애아 및 노인들을 대상으로 하는 세계적으로 공인된 프로그램이므로 현재 국가수준의
누리교육과정과 접목하여 운영할 수 있는 프로그램으로 교육현장에서 공신력 있는 프로그램 전문가를 배출한다.
몬테소리 교육학과를 졸업한 후 아동학과, 유아교육과, 사회복지학과, 심리학과의 대학원 박사과정에 진학하여
몬테소리 학문의 심화과정을 이수 할 수 있다. 몬테소리교육학과에서 배출된 전문가는 한국에서 몬테소리교육을
학문적 차원에서 선도하고 몬테소리 프로그램의 한국 토착화에 기여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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캠 퍼 스 별 안 내 도

유스티노(남산동)캠퍼스 오시는 길
◈ 지하철 : 반월당역(1,2번 출구) 명덕역(1,4번 출구)

효성(하양)캠퍼스 오시는 길
◈ 지하철 : 1호선 안심역 종점
◈ 버스

: 508, 518, 708, 808, 814, 818, 911,
803, 809

루가(대명동)캠퍼스 오시는 길
◈ 지하철 : 1호선 안지랑역 4번 출구, 2호선 두류역 5, 7번 출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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