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 부산가톨릭대학교

간호학과
노인복지보건학과

06
08

간호대학

신설 및 개편
학교 프로그램
장학금 안내

03
04
05

INTRODUCE

임상병리학과
물리치료학과
방사선학과
치기공학과
병원경영학과
언어청각치료학과
안전보건학과

10
12
14
16
18
20
22

보건과학대학

소방방재학과
컴퓨터정보공학과

24
26

응용과학대학

경영학과
유통마케팅학과
사회복지학과
사회복지상담심리학과

28
30
32
34

사회과학대학

캠퍼스맵36캠퍼스맵

INSIDE Catholic University of Pusan



3CATHOLIC UNIVERSITY OF PUSAN

부산가톨릭대의 새로운 학과 및 개편 학과 소개
건강한 인간, 행복한 사회, 안전한 세상의 대학이상을 실현하기 위해 시대의 변화와 지역의 강점을 분석
하여 4차 산업혁명시대에 필요한 인재를 양성하고자 새로운 학과와 기존 학과를 개편하여 2022학년도
부터 새롭게 시작하고자 합니다.

컴퓨터정보공학과 (2022학년도 신설)

컴퓨터정보공학과는 ICT가 중심이 되는 4차 산업혁명시대에 필요한 교육을 통해 현장중심의 문제해결 역량을 갖춘 컴퓨터정보 전문인재와 상상을 현실화하여 새로
운 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컴퓨터정보 창의인재를 양성하고자 합니다. 행복한 미래사회를 만드는 컴퓨터정보 명품인재를 꿈꾸는 학생이라면 언제든지 환영합니다.

강점

LINC+ 사회맞춤형 산학협력선도대학
(채용연계형)사업[데이터유통안전관리융합전공]운영
LINC+ 4차산업혁명 혁신선도대학
(채용연계형)사업[바이오헬스데이터사이언스융합전공]운영
학과경쟁력확보
ㆍ한국과학창의재단 학부생연구프로그램 선정
ㆍAI, 블록체인 기술사업화 경진대회 대상
ㆍ클라우드 비즈니스 아이디어 공모전 우수상
ㆍK-해커톤 실감콘텐츠앱 개발 챌린지 대회 장려상

관련
자격증

정보처리기사, 정보처리산업기사
리눅스마스터 1ㆍ2급, 네트워크 관리사 1ㆍ2급, 정보보안기사

졸업 후
 진로

ㆍ소프트웨어 개발자(응용 SW 개발자, 게임 개발자, 모바일 앱 개발자, 웹 개발자)
ㆍ인공지능ㆍ빅데이터 전문가(빅데이터 및 AI 과학자, 스마트 헬스케어 전문가, 로봇 공학자)
ㆍIoTㆍ네트워크 전문가(임베디드 시스템 개발자, 네트워크 관리자)
ㆍ정보보호 전문가(보안 솔루션 개발자, 취약점 분석가, 디지털 포렌식 전문가)
ㆍ연구직,공무원,창업

소방방재학과 (2022학년도 신설)

소방방재학과는 생명안전사회 구현을 목표로 시대가 요구하는 스마트 소방방재분야의 전문인력양성을 위해 새롭게 신설되었습니다. 화재, 산업재해 및 사회재난의 예
방과 사후처리를 위한 전문지식과 실무능력 등 소방방재분야의 이론과 실무를 겸비한 고급 전문기술인을 꿈꾸는 학생이라면 언제든지 환영합니다.

강점

소방공무원 및 소방안전관리자 채용증대
소방공무원 시험 특별채용 자격 부여
소방안전관리자 2급 시험 응시자격 부여
ㆍ소방드론 전문가 양성과정
ㆍ소방GIS 전문가 양성과정
ㆍ소방설비기사(기계ㆍ전기) 자격증 취득
ㆍ프로그램 운영
ㆍ환경재난 대응인력 양성 프로그램

관련
자격증

소방설비기사(전기, 기계분야), 위험물산업기사, 산업안전기사, 
소방안전관리자(1,2급), 소방시설관리사, 소방안전교육사, 
화학분석기사, 가스관리기사, 전기공사기사, 정보처리기사 등

졸업 후
 진로

소방공무원(소방관, 소방행정직, 소방기술직), 소방간부후보생, 
소방관련업체(소방설계, 소방감리, 소방점검, 소방시설관리 등), 
대형건물 소방안전관리자(대형마트, 백화점, 아파트, 병원 등), 
산업체 소방방재팀 위험물 안전관리자, 
병역특례업체(소방 또는 위험물 자격증 취득 시)

안전보건학과 (2022학년도 개편)

안전보건학과는 근로자의 각종 안전사고와 직업병으로부터 소중한 생명과 건강을 지키기 위한 이론과 현장 실무능력을 체계적으로 교육하여 현장맞춤형 안전관리자 
및 보건관리자를 양성하고자 합니다. 미래가 보장되는 안전보건 분야의 최고 전문가를 꿈꾸는 학생이라면 언제든지 환영합니다.

강점

안전관리자 및 보건관리자 의무고용 (산업안전보건법)
300인 이상 사업장 안전관리자 및 보건관리자 직접고용의무
(산업안전보건법 21년 10월 적용)
취업률 및 취업유지율 최고 등급 학과
미래 유망 관리 및 전문 직종
복수학위 활성화를 통한 진로의 다양성 확보

관련
자격증

산업위생관리기사, 산업안전관리기사, 인간공학기사, 건설안전기사, 
위험물 산업기사, 농작업 안전보건 등

졸업 후
 진로

정부관련 기관, 정부 연구소, 대학병원, 관련 협회, 제조업, 건설업, 
서비스업 등 안전 및 보건관리분야

유통마케팅학과 (2022학년도 개편)

유통마케팅학과는 전문적이고 실무적인 교육을 통하여 유통, 마케팅, 서비스, 홍보 영상의 특성화 및 창의적 아이디어 창출 능력을 배양하여 실무 능력을 갖춘 마케팅 
비즈니스 인재양성을 목표로 합니다. 최선을 통한 최고를 지향하는 글로벌 유통마케팅을 꿈꾸는 학생이라면 유(YOU)~ 통(通)합니다. 

강점

LINC+ 데이터유통안전관리융합전공
ㆍ 빅데이터수집, 가공, 분석, 유통 전문가로 성장할 수 있는
   융합전공
ㆍ장학금 지원 및 다양한 전문가 프로그램 참여 기회 제공
졸업 시 2개 학위 취득(경영학사, 공학사)
협약기업 100% 취업보장

관련
자격증

유통관리자, 물류관리사, 경영지도사, 사회조사분석사, 브랜드관리
사, 마케팅빅데이터관리사, 전자상거래관리사, 전자상거래운용사, 
국제무역사 등

졸업 후
 진로

유통 및 무역, 마케팅 및 홍보, 서비스, 온라인커머스 등 관련 기
관, 창업 등

사회복지상담심리학과 (2022학년도 개편)

사회복지상담심리학과는 사회복지학과 상담심리학의 융ㆍ복합적 학문탐구를 통해 전인적 성장 가치를 실현하는 휴먼서비스 전문가를 양성합니다. 인권존중을 기반
으로, 세상과 소통하며 성장하는 사회복지상담심리 전문가가 되실 분은 언제든지 환영합니다.

강점

질 높은 교육 환경 구축
ㆍ사회복지상담실습실 운영
ㆍ상담심리학과 대학원 석사학위 개설
현장 연계 전문가 교육
국제협력 및 글로벌 인재 양성
ㆍ일본 성카타리나 대학교 인간건강복지학부 와의 복수학위제 운영
ㆍ 미국 텍사스텍 대학교 의과대학 임상상담 및 정신건강학과와
   프로그램 연계 운영 및 학생교류 등

관련
자격증

사회복지사 1급(응시 자격 취득)
사회복지사 2급(졸업 시 취득 가능)
청소년지도사 2급(필기면제, 면접응시가능)
청소년상담사 3급, 직업상담사 2급(응시가능)
건강가정사, 학교사회복지사, 의료사회복지사, 
정신건강사회복지사 등

졸업 후
 진로

사회복지관련 기관, 청소년수련 및 활동 관련 기관, 청소년상담 및 
상담 관련기관, 고용 및 직업상담 관련기관 등 사회복지 및 상담심
리 관련 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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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그램 명
프로그램 내용

운영시기
예시

입학설명회

·  학생부종합전형의 이해 및 주요사항 안내
·  대입전형 결과 안내 및  전형별  주요사항 안내
· 학교 특성별 맞춤 상담  

4월 ~ 8월

모의면접
(서류컨설팅)

·  입학사정관과 1:1 모의면접 (학교생활기록부 필수)
·  실제 면접과 동일한 환경에서 모의면접
· 전공 및 진로상담

4월 ~ 8월

진로특강

· 진로·진학 설계를 위한 CUP진로멘토단의 진로특강
·  학과별 전공 안내, 졸업 후 진로  및 대학생활 안내

상시

전공체험

· 15개 학과 전공체험 및 학과소개
·  오프라인(본교초청): 각 학과 실습 (험)실에서 진행
·  오프라인(고교방문): 고교 지정 장소에서 진행
·  온라인(고교자체): 영상을 통한 실습진행(전공체험 재료 제공)

상시

Career
Guidance
Festival

· 종합 진로·진학 체험 박람회              · 전공체험 및 학과상담
· 다양한 진로체험                              · 학생부종합전형 대비 특강
· 1:1 대입 상담

7월, 11월

부산가톨릭대학교  프로그램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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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학제도 안내

장학명 세부사항 지급액

교직원장학

ㆍ본 대학교 교직원 자녀 수업료 전액

ㆍ본 대학교 교직원의 배우자 수업료의 50%

ㆍ학교법인 산하학교 교직원의 자녀 수업료의 60%

가족(형제)장학
ㆍ2명 중 1명 수업료의 30%

ㆍ3명 중 2명 수업료의 30%

보훈장학
ㆍ자녀 및 독립유공자 친ㆍ외손자녀 입학금을 포함한 수업료 전액

ㆍ본인(성적제한 없음) 입학금을 포함한 수업료 전액

성직자ㆍ수도자장학 ㆍ성직자ㆍ수도자 수업료의 30%

동문가족장학 ㆍ가족 중 본 대학교의 졸업자가 있는 경우 수업료의 30%

사회복지기관 근무자장학 ㆍ교구산하 사회복지기관 근무자 수업료의 20%

산학협력기관 근무자장학 ㆍ산학ㆍ관학 협력 체결 기관 근무자 수업료의 10%

새터민장학 ㆍ북한이탈주민 본인 및 자녀 입학금을 포함한 수업료 전액

라파엘장학 ㆍ장애인 가정이며 가계가 곤란한 자 수업료의 30%

국내ㆍ외 연수 장학
(어학, 문화체험 등)

ㆍ국ㆍ내외 연수 대상자로 선발된 학생 일정액

봉사 장학 ㆍ국내외 봉사 활동에 참여한 자 일정액

튜터 장학 ㆍ튜터장학생으로 선발된 학생 일정액

경력 마일리지 장학
ㆍ 성적, 외국어, 자격증, 봉사활동, 수상실적 등 학생들의 취업에 

필요한 경력에 마일리지 점수를 부여하여 누적된 마일리지 점
수를 장학금으로 전환하여 수혜

일정액

돈 보스코 장학
ㆍ 한국장학재단 국가장학생 및 기타 국가장학생으로 선발되어  

지원받은 자 중 저소득으로 인정되는 자
ㆍ한국장학재단 국가장학금 지급기준 준용

일정액

성 빈첸시오장학 ㆍ가계가 곤란한 자 일정액

외국어성적 우수 장학

ㆍ영어, 일본어, 중국어 일정액

ㆍ한국어능력시험(외국인) 성적우수자 등록금의 5%

ㆍ TOEIC 성적 700점 이상, TOEFL IBT성적 80점 이상, 일본어능력시험 3급 이상, JPT 675점 이상, 
HSK 5급(180-195) 이상, IELTS 성적 5.0 이상인 경우 신청

ㆍ재학 중 영역별 1회에 한하여 수혜(단, TOEIC은 900점 이상인 경우 재신청 가능)
ㆍ타 장학금과 중복 수혜 가능
ㆍ 한국어능력시험 (외국인)은 입학 이후부터 TOPIK 급수가 향상된 만큼 지급(단, TOPIK 성적을 증명한 

등록학기에만 적용) (1레벨 당 5%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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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호학과 Department of Nursing

간호학과는 1964년 메리놀간호학교를 시작으로 가톨릭 교육이념에 입각하여 인간존중 및 생명사랑 정신을 실천할 수 있는 
간호사 양성을 위해 매진하고 있습니다. 인류의 질병 예방, 회복, 건강유지 및 증진을 돕는 일반적인 간호인력 양성 외에도 노
인건강 및 호스피스 영역에서도 활동할 수 있는 전문간호사 인력 양성에도 힘쓰고 있습니다. 부산가톨릭대학교 간호학과는 현
장 맞춤형 교육 및 특화된 전공교육 프로그램을 다양하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특히 국제간호실무실습은 재학 중 일본, 괌 의
료기관 실습등을 경험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영어권 및 아시아 국가로의 진출도 장려하고 있습니다.

1학기 2학기 1학기 2학기 1학기 2학기 1학기 2학기

·간호용어
·간호학개론
·인간학

·미생물학
·생리학
·인간심리의이해
·해부학

·기본간호학Ⅰ
·기본간호학실습Ⅰ
·인간관계와의사소통술
·인간성장발달

·간호과정과비판적사고
·기본간호학Ⅱ
·기본간호학실습Ⅱ
·모성간호학Ⅰ
·성인간호학Ⅰ
·아동간호학Ⅰ

·간호관리학Ⅰ
·모성간호학Ⅱ
·성인간호학Ⅱ
·성인간호학Ⅲ
·성인간호학실습Ⅰ
·아동간호학Ⅱ
·정신간호학Ⅱ
·정신간호학실습Ⅰ
·지역사회간호학실습Ⅰ

·간호관리학Ⅱ
·간호캡스톤디자인
·모성간호학Ⅲ
·모성간호학실습Ⅰ
·성인간호학Ⅳ
·성인간호학실습Ⅱ
·아동간호학실습
·정신간호학Ⅲ
·정신간호학실습Ⅱ
·지역사회간호학Ⅲ
·지역사회간호학실습Ⅱ
·치매와노인간호

·간호윤리학
·모성간호학실습Ⅱ
·선택실습Ⅰ
·성인간호학Ⅴ
·성인간호학Ⅵ
·성인간호학실습Ⅲ
·정신간호학실습Ⅲ
·치매와노인간호실습
·핵심수기간호실습

·간호관리학Ⅲ
·간호와법
·간호연구
·간호관리학실습
·간호통계
·국제간호실무실습
·선택실습Ⅱ
·성인간호학실습Ⅳ
·임상실무통합실습Ⅰ
·임상실무통합실습Ⅱ
·통합간호세미나

1학년 2학년 3학년 4학년

기초
학습

전공
연구

전공
심화

취업
준비 취업입학

인간을 존중하고 생명을 사랑하는 글로벌 간호전문직 발전에 이바지 하는 간호인재 양성

교육목적

교육목표

교과과정

간호학과 제반학문을 
바탕으로 과학적이고 체계적인 
간호를 수행하는 간호사 양성

사랑과 봉사의 가톨릭 정신을 
구현하고, 타 의료분야와 협력하여 

조정하는 간호사 양성

글로벌 간호전문직 발전에 
이바지할 수 있는 리더십을 

갖춘 간호사 양성

■ 교양 및 전공지식과 숙련된 간호
술을 통합적용하여 전인간호 수행

■ 간호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비판
적사고력을 발휘하고, 연구수행능
력 육성

■ 인간을 존중하고 생명을 사랑하는 
생명윤리적 규범 실천

■ 간호전문직 발전을 위한 법적, 윤리
적 책임 인식

■ 간호대상자 및 보건의료인과 의사
소통하고 협력하는 능력 개발

■ 전문직 간호의 수준향상을 위해 리
더십 함양

■ 국내외 보건의료 정책변화에 효과
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능력 겸비

전공핵심역량

학과소개

교육목적 및 교육과정

  

간호
실무통합

치료적
의사소통

조정 및
협력

비판적
사고함양

간호
전문직
수행



7CATHOLIC UNIVERSITY OF PUSAN

 - 면허: 간호사(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

 -  자격: 13개 분야 전문간호사(가정ㆍ감염관리ㆍ노인ㆍ마취ㆍ보건ㆍ산업ㆍ응급ㆍ정신ㆍ종양ㆍ중환자ㆍ호스피스ㆍ임상ㆍ아동) 
            (한국간호교육평가원)

면허 및 자격증 종류

연도 전국평균 합격률(%) 우리대학 합격률(%)

2018년 96.1 100

2019년 96.4 100

2020년 96.2 100

2021년 94.8 100

2022년 96.6 100

임상간호사(대학병원ㆍ종합병원ㆍ특수병원)ㆍ전문간호사ㆍ조산사ㆍ보건교사ㆍ보건소공무원(간호직ㆍ보건직)ㆍ소방직 공무원ㆍ보건관리자(산업
체ㆍ방문간호사ㆍ항공간호사)ㆍ시설(요양원)운영자ㆍ간호장교ㆍ연구간호사ㆍ국제간호사(NCLEX RN 취득 후 해외병원 취업ㆍ국제기구 활동)ㆍ간
호교육자(대학교수)

최근 3개년 간 취업률(2018-2020) (단위: 명,%)

연도 졸업자

취업자

취업률
(%)

유지
취업률

간호학과 취업률 비교 (%)

의료기관

보건소
기타분야

취업
취업자

계
우리대학 전국 동남권상급

종합
병원

종합
병원

병
·

의원

2018 96 43 30 10 2 0 85 88.5 88.2 88.5 85.7 87.5

2019 116 67 33 3 0 2 105 90.5 91.7 90.5 85.9 86.2

2020 109 43 21 28 0 0 92 84.4 88.3 84.4 86.1 86.1

간호사 국가고시 합격률

졸업 후 진로

최근 5년간 합격률(2018-2022)

“인증(5년)”획득

3주기 간호교육인증평가 간호학 석사과정(성인, 모아, 간호관리, 지역/정신)

간호학 전문간호사 석사과정(노인, 호스피스)

간호학 박사과정(성인, 모아, 간호관리)

대학원

부산가톨릭대학교 간호학과

주소 : 부산광역시 금정구 오륜대로 57, 메리놀관    Tel : 051)510-0729, 0743   Fax : 051)510-0747 

학과홈페이지 : http://nursing.cup.ac.kr

나이팅게일선서식 교내실습사진 현장전문가 특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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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중심의 휴먼케어 서비스 가치관
ㆍ공감적 이해와 의사소통 능력 

ㆍ사회정의의 이해와 협력적 시민의식 
ㆍ혁신적사고와 신지식 창출능력

1학년 2학년 3학년 4학년

사회복지학개론

사회과학과노인복지

의학용어

인간행동과사회환경

정신건강론

사회복지역사

노인보건과환경

노인복지론

장기요양서비스및실습

노화와건강

해부생리학

노인여가관리

사회복지조사론

정신건강사회복지론

사회복지실천론

사회복지정책론

장애인복지론

노인케어론Ⅰ

사회복지실천기술론

사례관리론

사회복지현장실습세미나

지역사회복지론

사회복지현장실습

프로그램개발과평가

사회복지행정론

자원봉사론

노인건강문제관리

노인상담

노인케어론및실습Ⅱ

사회복지법제와실천

사회문제론

가족복지론

노인복지프로그램개발과평가

사회복지자료분석론

노인복지전공세미

소셜서비스캡스톤디자인

여성복지론

학부 신입생 모집 정원 30명

학과 교수

-전임교수: 5명(노인복지정책, 노인복지실천, 노인정신건강, 노인간호 전공)

-겸임교수: 2명(노인복지시설 기관장 등)

-외래교수: 3명(의료시설, 정신건강센터 현장전문가 등)

노인복지보건학과는 2006년에 설립하여 현재까지 노인전문 보건복지 전문 인력을 양성하고 있습니다. 노인복지와 노인 간호의 학문적 결합을 바탕으

로 통합적인 노인복지서비스를 기획하고 제공할 수 있는 융복합형 인재를 양성합니다. 인간중심의 가치관을 함양한 실천지향적 노인복지전문가를 양

성, 보건복지의 통합적인 사고력과 문제해결 능력을 겸비한 융복합형 인재 양성, 그리고 글로벌 노인복지 발전에 기여하는 세계시민형 노인복지보건

인 양성에 있습니다.

인간중심의 가치관을 함양한 실천지향적 노인복지전문가를 양성, 보건복지의 통합적인 사고력과 문제해결 능력을 겸

비한 융복합형 인재 양성, 그리고 글로벌 노인복지 발전에 기여하는 세계시민형 노인복지보건인 양성에 있습니다.

-  글로컬치매관리보건 융합전공은 초고령사회 치매노인과 가족에게 필요한 혁신적인 사회서비스를 개발하고 운영하는 노인장기요

양서비스 관리자의 기본 역량을 함양한 인재를 양성하고자 합니다. 융합전공 특징은 노인복지, 노인간호, 복지경영, 외국어 영역

의 다학제 융합교육을 지향하며 국내외 현장실습 교육 강화와 실무중심의 교육훈련 과정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  융합전공 개설교과목 중 선택하여 35학점을 이수하면 글로컬치매관리보건 복수전공, 21학점을 이수하면 부전공, 12학점을 이수

하면 마이크로전공을 취득할 수 있습니다.

노인복지보건학과 Department of Aging and Social work

초고령 사회의 보건복지 전문 인력 양성

학과소개

교육목적 및 교육과정

교육목적

글로컬치매관리보건 융합전공(복수전공, 부전공, 마이크로 전공 선택)

교육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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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면허: 사회복지사2급(보건복지부), 사회복지사1급 시험 응시가능, 정신건강사회복지사, 건강가정사, 사회조사분석사2급(통계청)
- 자격: BLS PROVIDER 자격, 치매노인놀이치료사, 노인응급안전관리자 특별과정

3년 평균 67.4%
(공단, 사회복지직공무원, 

대학원 진출 증가)

ㆍ 지역 언론이 주목하는 학과(부산일보 외 3년간 110건 뉴스 보도)
ㆍ 2020년 부산시사회복지직공무원 수석합격자 배출

ㆍ 건강보험공단(요양직&행정직) 연간 평균 3명 이상 합격

ㆍ 졸업생중 치매관리보건 복수학위자 10%, 부전공자 60%

ㆍ 노인종합복지관, 종합사회복지관, 시니어클럽, 노인일자리지원기관, 장기요양시설 등 취업

ㆍ 치매안심센터, 노인보호전문기관, 정신건강복지센터 취업률↑

면허 및 자격증 종류

졸업 후 진로

사회진출현황

· 치매노인놀이치료사(Dementia Recreational Therapy 
Specialist) 교육이수, BLS Provider, 노인응급안전관리 이수(총
장명의 수료증)

· 바약물통합치료 프로그램 개발 및 실습훈련(미술음악 치료+운
동치료+원예치료+푸드테라피)

· Dementia Care Management 복수학위제(부전공)
·노인복지보건학사+치매관리보건학사 동시취득
· 사례관리 +지매노인통합사례관리+글로컬노인복

지현장실습

· Ethics and Social Care Responsibility 실천교육 
· 윤리와 사희공헌을 실천하는 비교과 학생자치 활

동 지원
· 노인인권옹호 및 노인학대예방 교육이수

· Social Marketing Academy
·모금전문가 교육
·모금전문가 실자교육훈련(이수)

·복지행정실무 교육훈련(비교과)
· 학과봉사활동 동아리 운영(행복나눔봉사단, 메모리키퍼,      

건강수지, 라이프레시피, 슛팅 등)
·노인대상 300시간 이상 자원봉사 활동

일정기간 노인천문교육을 받은 후 현장에서 인턴으로 근무하는 프로그램과 연계

시드니 TAFE Institute

협약을 통해 4학년 학생들은 학기 중 해외인턴이 가능
후쿠오카 St. Mary's Hospital, Maison Maria(노인데이케어센터)

3-4학년은 여름방학을 이용하여 1주 정도 임상실습

Bankstown Hospital

복수 학위제 프로그램이 있어, 우리 학과에서 3학년까지 이수하고 일본대학에서 2년을 수학하면 두 개의 
대학에서 졸업학위 취득

시코쿠 St. Catherine University

3-4학년은 겨울방학을 이용하여 2주간 임상실습
Liverpool Hospital

다이쇼카이가 운영하는 노인복지시설로서 글로컬노인복지현장실습 160시간(17일간) 이수할 수 있으며   
(글로컬)치매관리보건학사 복수학위 취득

오이타시 사회복지법인 그린가덴

·On-Field Training 340시간 교육
· 장기요양실습, 노인케어실습, 글로컬노인복지현장실

습, 치매노인건강실습 운영
· 일본노인복지시설, 치매안심센터, 대만노인복지 시

설 실습 및 탐방

SSP Academy
비교과

자격(인증)취득과정

노

복

인

건

지

보

부산가톨릭대학교 노인복지보건학과

주소 : 부산광역시 금정구 오륜대로 57, 메리놀관 1층 106호    Tel : 051) 510-0839   Fax : 051) 510-0838

학과홈페이지 : http://asw.cup.ac.kr

 노인복지현장

노인종합복지관, 노인보호전문기관, 종합사회복지관, 장애인복지관, 장기요양시설(노인주간보호센터 취 창업), 노인일자리
기관, 독거노인종합지원센터, 시니어클럽, 노인병원, 실버타운, 지방자치단체산하 복지재단, 사회서비스 분야 취창업, 노인
의료시설, 장애인복지관, 정신건강복지센터, 건강가정지원센터, 인구보건복지협회 등 
대학원 진학, 해외진출

공단 및 공무원 건강보험공단(요양직), 사회복지전담공무원, 치매안심센터(보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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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상병리학은 질병의 진단, 치료 경과 및 예후 등을 판단하는데 필요

한 여러분야의 학문을 공부하는 융복합 학문입니다. 의학과 자연과

학이 접목된 생명과학의 한 분야로서 임상병리학 전반에 걸쳐 첨단 

지식을 갖춘 전문 의료인 및 글로벌 리더십을 갖춘 의생명과학 인재

를 양성하고자 합니다.

 - 진단검사센터 운영 : CUP Clinical Laboratory Technologist program 을 통해 임상실무중점형 실습 제공

 - 현장 미러형 실험실 구축 : 실무에서 사용하는 기계 및 장비들 구축하여 활용함으로써 현장감 있는 교육 제공

 - 병원 실습 : 취업 및 진로의 적합성을 모색하고, 현장 감각을 습득할 수 있도록 현장 실습 교육 제공

 - 해외 임상실습: 호주 멜버른 홈스글렌대학(Holmesglen Institute)에서 임상실습 및 산업체 탐방

 - 학과 국제교류: 일본 오카야마 대학과의 교류 활성화로 국제화 역량 증진

 - 체외진단임상시험센터 운영: 체외진단 의료기기 연구개발, 임상시험, 인허가 전문 인력양성

01

02

0304

05

전공지식 및
실무 적용

첨단기술 활용
국제적 감각

■첨단 지식과 
   기술을 활용
   할 수 있는 
   국제적 감각

■미래사회가 요구
   하는 자기 주도적 
   학습 능력 

■협력과 소통 기반의
   문제 해결 능력 함양

■기초과학과 
   임상의학을 융합 
   할 수 있는 
   능력 함양

■전공지식을 이해하고 실무에 
   적용할 수 있는 능력 함양

기초과학과 
임상의학의 융합

미래사회 요구
자기주도적 학습

협력과 소통
문제해결

전문화된 실험실 운영 국제교류(일본)현장미러형 실험실 구축 해외임상실습(호주)

임상병리학과 Department of Clinical Laboratory Science

임상병리학 분야를 선도하는 전문가 및 글로벌리더십을 갖춘 의생명과학 인재를 양성

학과소개 교육목적 및 교육과정

교육목표

현장 맞춤형 교육

특화된 전공 교육

입 학 ➞ ➞ ➞ ➞ ➞1.기초과정 2.전공탐구 3.전공심화 4.취업준비 취 업

1-1학기

ㆍ화학의기초
   와 응용
ㆍ임상병리학
   개론

ㆍ기초생물학
ㆍ인제해부학
ㆍ일반미생물학
ㆍ의학용어

ㆍ조직화
ㆍ인체생리학
ㆍ임상혈액화
ㆍ기본임상화학
ㆍ임상미생물학
   및 실험

ㆍ면역학
ㆍ생화학
ㆍ혈액학및실험Ⅰ
ㆍ임생미생물학
   실험Ⅰ
ㆍ임상미생물학
   및 실험Ⅲ
ㆍ요화학및체액
   검사

ㆍ일상생리학
ㆍ임상분자생물
   학
ㆍ면역혈청학및
   실험
ㆍ일상화학및
   실험Ⅰ
ㆍ조직검사학및
   실험
ㆍ혈액화및실험Ⅱ
ㆍ진단미생물학
   및 실험

ㆍ기초생물학
ㆍ인제해부학
ㆍ일반미생물학
ㆍ의학용어

ㆍ임상병리
   캡스톤디자인
ㆍ바이러스학
ㆍ통위원소
   검사학
ㆍ공중보건학
ㆍ분석화학
ㆍ법의학
ㆍ분자병리학
ㆍ신경생리
   검사학및실험
ㆍ특수생리기능
   검사및실험

ㆍ임상병리학
   실습Ⅰ
ㆍ임상병리학
   실습Ⅱ
ㆍ의료관계 법규
ㆍ임상진균학
ㆍ일반병리학

1-2학기 2-1학기 2-2학기 3-1학기 3-2학기 4-1학기 4-2학기

진로로드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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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공역량 응시기준 응시교과목

임상병리사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의료관계법규, 공중보건학, 해부생리학, 임상생리학, 

임상미생물학, 조직병리학, 임상화학, 혈액학

면허 및 자격증 종류

졸업 후 진로

병 원

ㆍ 진단검사의학과: 병원미생물검사, 면혁혈청검사, 혈액검사, 혈액은행, 임상화학검사, 응급검사, 요화학검사, 기생충검사, 
염색체검사, 분자진단검사

ㆍ병리과: 조직병리검사, 세포병리검사, 특수조직검사, 분자병리검사
ㆍ 생리기능검사과: 순환기계검사(심전도 검사, 심장초음파검사, 심음도검사),   신경, 근육검사(뇌파검사, 수면다윈검사, 근

전도검사), 호흡기 및 알러지검사(폐기능검사, 알러지반응검사, 천식검사), 안과기능검사, 체외순환검사
ㆍ유전자검사과: 특수염색체검사, 조직적합성검사, 친자감별검사
ㆍ핵의학과: 방사선동위원소를 이용한 검사

국공립기관
(국가보건관련공무원) 

국립과학수사연구원/ 경찰청 검시관/ 보건직 공무원(보건소, 검역소, 보건환경연구원)/역학조사관/ 식품의약품안전처/건강
관리협회/ 결핵연구원/ 국립보건원/ 질병관리청/적십자 혈액원/ 의정장교(임상병리과)/ 군무원(임상병리과)

검사수탁기관 진단검사 전문수탁검사기관

의료 및
제약관련업계

다국적 의료관련회사, 의료장비회사, 및 제약회사에 취업하여 학술, 연구개발, 영업, 임상시험(CRA, CRO) 등의 분야에서 
활동

연구소 미생물, 바이러스, 분자생물, 임상병리학 관련 연구원으로 활동이 가능하며, 대기업 의료관련분야 또는 생물과학 분야의 연
구소에 취업

대학원 진학 본교 임상병리학과 대학원 및  대학 대학(생명과학분야 및 의ㆍ치학 전문대학원)으로 진학하여, 졸업 후 교수 및 연구원으
로 활동

▶ 사회맞춤형 산학협력 선도대학(LINC+) 육성사업

「생물안전 의료바이오산업 맞춤트랙」운영: 생물안전과 의료바이오산업 관련 현
장 맞춤형 교육을 실시함으로써, 동남권 지역의 의료 바이오산업을 견인하고 미
래 수요형 현장 맞춤형 인재를 양성 하고자 하며, 2년 연속 사업참여학생 수기 공
모전 수상

▶ 4차 산업혁명 혁신산업선도대학 선정

「바이오헬스 데이터사이언스 융합전공」 신설: 교육부와 한국연구재단이 주관하
는 4차산업혁명 혁신선도대학에 본 학과를 포함 3개의 학과가 선정되어 4차 산업
혁명의 선도적 역할을 수행할 수요 맞춤형 인재를 양성

▶ 질 높은 교육/연구 환경 구축

1.  전문화된 실험실 운영: 분야별 지식과 경험을 심화할 수 있도록 전문화된 실
험실 운영

2.  대학원과정 활성화: 석·박사 대학원생들의 연구역량 증가로 부산시에서 지원
하는 Busan Brain 21과 Brain Busan 21+에 연속 선정

Brain Busan 21(BB21)
사업 수주 (2013~2107)

사회맞춤형 산학협력
선도대학 (LINC+) 육성
사업 선정

『생물안전 의료바이오 
  맞춤형트랙』(     2017~2021)

Brain Busan 21 Plus
(BB21+) 사업 수주 
(2018~2022)

LINC+ 사업 참여 학생 
수기 공모전: 
2018년 교육부 장관상
(전국 1위) 장정권
2019년 한국연구재단 
이사장상(전국 2위) 최수진

4차 산업혁명 혁신
선도대학 선정

『바이오헬스 데이터
  사이언스 융합전공
  신설』(     2019~2022)

학과 경쟁력

부산가톨릭대학교 임상병리학과

주소 : 부산광역시 금정구 오륜대로 57, 보건과학관 317호    Tel : 051) 510-0569   Fax : 051) 510-0568

학과홈페이지 : http://cls.cup.a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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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YIC rehabilitation college(일본, 우베)

일본YIC 재활대학은 매년 세계 석학을 초청하여 단기 특강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학과에서는 재학생들 중 10여명을 YIC재활대학에 파견하여 단기 특
강에 함께 참여하고 교육을 이수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한 매년 교대로 서로의 대학을 방문하여 교육과 기관견학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 
기간 동안 학생들은 양국의 가정에서 홈스테이를 실시하며 문화체험도 같이 경험하고 있습니다.

    Saint Maria Hospital 임상실습(일본, 큐슈)

성마리아병원은 큐슈에서 가장 큰 규모의 재활전문병원입니다. 일본은 의료, 재활, 복지가 우수한 선진국이며 학과에서는 선진 재활 견학 및 실습을 위
해 매년 물리치료학과 3학년 학생 6명을 파견하여 국제임상 실습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매년 성마리아병원 및 헬스케어센터의 병원장, 물리치료
사를 비롯환 재활전문가들을 초청하여 물리치료학과의 학술제에 참여하여 학술특강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Axon Physio Clinic(뉴질랜드, 오클랜드)

호주 및 뉴질랜드는 물리치료사의 자립개설이 가능한 국가입니다. 매년 근골격계 및 스포츠 물리치료에 관심있는 4학년 4~6명을 파견하여 학과 동문
이 운영하고 있는 물리치료 임상 클리닉에서 국제임상 실습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실습과정에서 임상적 추론과 문제해결과정, 물리치료 시스템을 학생
하며 국제역량을 함양하고 있습니다.

    국립나가사키대학교 및 대학원(일본, 나가사키)

일본국립나가사키대학교와 대학원은 특히 호흡재활분야를 특화된 대학이며, 우리 대학과 매년 교대로 대학을 방문하여 교수, 대학원생들의 학술세미나
를 실시하여 학술발표를 통한 학술교류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교수 및 대학원생들의 전공역량 강화를 위한 연구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있으며 참
여 학생들과 문화교류도 함께 실시하고 있습니다.

◆ 물리치료 혁신과 융합을 주도할 지성인 양성

◆ 보건의료의 시대적 변화를 이끌어갈 리더 양성

◆ 미래 의료산업을 선도하는 글로벌 인재양성을 교육목적으로 미래의 물리치료인 양성

물리치료학과는 한국에서 세 번째, 동남권에서 첫 번째 설립된 물리치료학과로 40여년동안 가장 전통 있는 대학으로 자리 잡고 있으며 뿌리 깊은 역사

와 전통을 밑바탕으로 미래 의료산업을 선도하는 글로벌 인재양성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부산ㆍ경남 지역사회는 물론 우리나라 물리치료를 선도

해 나갈 전문지식과 인격을 갖춘 물리치료사가 되도록 전인교육을 실시하고 있으며 다양한 국제교류 프로그램을 실시하여 국내외에서 역량을 발휘할 

수 있는 글로벌 리더를 양성하고 임상중심의 실무 교육 강화프로그램을 통해 양질의 교육을 제공하는데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1학년 2학년 3학년 4학년

1학기 2학기 1학기 2학기 1학기 2학기 1학기 2학기
·물리치료개론
·인체해부학

·인체생리학
· 기능해부학 및 

실습

·임상운동학
·신경과학
·신경생리학
·운동생리학
· 기초모달리티 및 

실습
· SPOT창의설계현장

실습Ⅰ

·재활의학
·인체병리학
·응용모달리티 및 실습
·운동치료학 및 실습
· 물리치료진단학 및 실습Ⅰ
·임상실습Ⅰ
· SPOT창의설계 현장

실습Ⅱ

·물리치료연구방법론
·근골격계 물리치료Ⅰ
·신경계 물리치료Ⅰ
· 근골격계 물리치료실습Ⅰ
·신경계물리치료실습Ⅰ
· 물리치료진단학 및 실습Ⅱ
· 소아물리치료학
· 기능훈련 및 실습
·임상실습Ⅱ
·소아재활임상실습
· SPOT창의설계현장실습Ⅲ

·장애아동의 이해
·근골격계 물리치료Ⅱ
· 재활공학과 지식재산  

이론 및 실습
·신경계 물리치료Ⅱ
· 신경계 물리치료실습Ⅱ
· 근골격계 물리치료

실습Ⅱ
· 심호흡계 물리치료 

및 실습
·국제임상실습
·캡스톤디자인Ⅰ

·노인물리치료
·기초공중보건학
·의지보조기학
·운동처방
·임상실습Ⅲ
·임상실습Ⅳ
·국제임상실습Ⅱ
·국제의료융합 세미나
· 산학헬스케어프로

젝트Ⅰ
·캡스톤디자인Ⅱ

·재활세미나
·디지털의료영상학
·임상의사결정
·임상실습Ⅴ
·임상실습Ⅵ
·임상실습Ⅶ
· 산학헬스케어 프로젝트Ⅱ
· SPOT창의설계현장실습Ⅳ
·캡스톤디자인Ⅲ
·물리치료 보건법규
·헬스케어 비즈니스
· 물리치료관리 및 행정학

물리치료학과 Department of Physical Therapy

진리, 사랑, 봉사의 정신을 바탕으로 이론과 실무에 전문성을 갖춘 물리치료사 양성

학과소개

교육목적 및 교육과정

국제교류 소개

교육목적

교육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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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기관 대학병원, 종합병원, 재활전문병원, 요양병원, 전문클리닉 등

사회복지시설 노인복지관, 장애인 복지관 및 재활원, 기타 복지ㆍ재활 서비스 센터 등

중앙 및 지방직 공무원 보건직, 의료기술직, 보건소, 건강보험공단 등

교육 및 연구기관 국내외 대학원 진학, 재활 관련 연구소 및 실험실

스포츠 관련 분야 프로 및 아마추어 운동 팀 의료담당, 운동처방실,  스포츠 관련 연구소 등

의료재활관련 산업분야 기업체 보건시설(근골격계질환 예방활동, 건강관리 및 산업재해 예방)

특수학교  및 초ㆍ중등학교의 장애아동 치료실 등

졸업 후 진로

부산가톨릭대학교 물리치료학과

주소 : 부산광역시 금정구 오륜대로 57, 보건대학 대학본부관 물리치료학과 사무실 E505호    

Tel : 051) 510-0579    Fax : 051) 510-0578    학과홈페이지 : http://pt.cup.ac.kr

2020학년도 신입생 예비 OT

재활의밤

국가고시 응원

학교 축제

성마리아 병원 초청 강의

학술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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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단 의료 지식을 겸비하고
연구/실무 능력에 탁월한 

전문 인재의 양성

방사선 직무
능력 함양의
전문교육

보건-의료인
소양의 인성교육 

강화

4차 산업혁명시대
대비의 방사선과학 

융복합 교육

방사선 응용 및
활용 전문가 양성

봉사정신 기반의
의료 서비스
전문가 양성

보건서비스 및 
방사선과학 기반
연구분석 능력의

전문교육

가톨릭 정신을 기반으로 
지역사회와 인류에 봉사할 수 

있는 인재의 양성

미래지향적 글로벌 리더십을 
함양한 인재의 양성

방사선분야와 원자력발전
분야를 선도할 융합 인재의 양성

방사선학과는 1980년 부산ㆍ경남에서 최초로 개설되어 2000년에 국내 최초의 4년제 전공 교육과정으로 성장

하였으며, 또한 방사선학 전공 대학원을 전국 최초로 개설하였습니다. 현재까지 2000여명의 우수한 인재를 배

출하여 전국에서 병원 및 의료산업 분야에서 활동하며, 졸업생들은 지역사회에 의료 방사선 및 방사선 안전관

리 분야에서 최고 수준의 지식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학부 전공교육은 방사선과학의 물리학ㆍ생물학ㆍ방사선 

안전관리 및 의학 분야에서 융복합의 응용학문을 교육하며, 의료기관 진출의 기초 학문과 임상실습(국내 대학병

원 중심)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교육과정은 방사성동위원소 취급자일반면허(RI) 취득의 기본 및 집중 

교육을 실시하며, 비파괴, 방사선산업, 원자력산업 분야로의 진출을 위하여 원자력 안전관리 전문화 교육을 실

시하고 있습니다. 

1학년 2학년 3학년 4학년

1학기 2학기 1학기 2학기 1학기 2학기 1학기 2학기

·방사선학개론
·기초방사화학
·대학물리
·환경생물학

·의학용어
·영상정보학
·인체해부학
·방사선응용수학
·원자력기초이론
· SPOT창의설계현장실습

Ⅰ(산업체연계)

·방사선물리학
·방사선생물학
·원자력공학개론
·병리학
·방사선취급기술
·방사선사진학
·영상정보학실험
·전기전자공학및실험
·방사선영상학및실습Ⅰ

·방사선계측학
·인체생리학
·보건의료전산학
·보건물리
·원자력관계법령
·방사선장해방어학
·투시조영영상학
·영상기기학및실습
· SPOT창의설계현장실습

Ⅱ(산업체연계)

·방사선치료학
·핵의학검사기술학
·디지털영상처리
·영상기기관리학
·초음파영상학
·방사선계측학실습
·영상기기실습및QC
·방사선영상학및실습Ⅱ
· SPOT창의설계현장실습

Ⅲ(산업체연계)

·자기공명영상학
·전산화단층영상학
· 혈관조영·중재적

영상학
·초음파영상학실습
·방사선치료학실습
·핵의학검사기술학실습
·방사선과학및실습
·치과방사선촬영학

· 방사선과학캡스톤디자인
(P/N)(캡스톤디자인)

·방사선관리학
·공중보건학
·영상해부병리학Ⅰ
·의용공학
·보건통계학
·PACS&의료네트워크
·의학물리학
·영상진단학
·임상실습Ⅰ
·레이져학
· SPOT창의설계현장실습

Ⅳ(산업체연계)

·방사선과학세미나실습Ⅱ
·영상해부병리학Ⅱ
·생화학
·방사화학 및 방사선화학
·의료관계법규
·임상실습Ⅱ

전공면허
ㆍ방사선사면허(보건복지부)

ㆍ방사성동위원소취급자일반면허(RI), 방사선취급감독자면허(SRI)

전공자격

ㆍ비파괴검사(NDT) 기사 및 기능사(기술사)

ㆍ미국진단초음파협회 인증 국제자격증(SPI)

ㆍ전문방사선사 자격시험

ㆍ정보보안 산업기사, 의료정보-전산관련 분야 등

방사선학과 Department of Radiological Science

방사선과학 교육의 융합 패러다임을 창출하고 방사선응용과학 및 원자력안전관리 분야를 선도하는 전문가 양성

학과소개

면허 및 자격증

교육목적 및 교육과정

교육목적

전공교육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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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사선사 면허
방사성동위원소취급자일반 면허(RI)

 방사선취급감독자 면허(SRI)
비파괴검사 기사(방사선투과검사) 

중대형의료기관

병원 및 의원

의료기술직/보건직 국가공무원

지방자치단체 [전국 지자체] 보건소

건강진단기관 및 응급의료센터

의료장비연구소 및 산업체

의료기관

방사성동위원소 생산/취급기관

산업체 안전관리분야

방사선안전관리자

X-ray 검색 및 판독(관세청 - 전문경력관)

한국수력원자력(주)

원자력발전소(고리, 한빛, 월성, 한울, 새울)

방사선투과 비파괴검사분야

비파괴검사 전문회사

기업체의 안전진단분야

원자력관련 산업분야

졸업 후 진로

부산가톨릭대학교 방사선학과

주소 : 부산광역시 금정구 오륜대로 57, 보건과학관 A동 방사선학과    Tel : 051) 510-0589   Fax : 051) 510-0588

학과홈페이지 : http://rad.cup.ac.kr 

대학생 원자력 & 방사선
프레젠테이션 대회 참석

국가시험 발대식

방사선 영상학 실습 수업

방사선사 종합학술대회 및
국제학술대회 참석

방사선사 국가시험 응원

글로벌혁신 | 국제학술교류
Emory University, USA

방사선학과 학술제

진로아카데미

연합MT

글로벌혁신 | 국제학술교류
Emory University Hospital, USA

원자력안전관리 융합전공
한국원자력환경공단 견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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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기공학과는 치과보철물과 치과장치물(치과질환의 치료와 구강 내 치아나 지지조직 결손부의 기능회복을 목적으로 사용되는 각종 보철물, 장치물)을 

제작하는 치과기공사를 양성하는 학과입니다. 또한 치과보철물과 치과장치물 제작과 관련된 기술과 재료, 기기를 개발, 연구할 수 있는 능력을 배양하

기 위한 관련 공학적 학문을 이론과 실습을 병행하여 학습합니다. 전공학문과 성실하고 바른 인성, 봉사정신, 장인정신이 갖춰진 인재를 육성하여 국민 

구강건강 향상에 기여하고 치기공학 분야와 관련 산업의 발전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1980.09

1997.05

1999.11

2002.10

2008.03

2009.04

2010.10

2012.07

2013.10

학과신설

일본 하카다 메디컬기술대학과 교류협약 체결

전국 최초의 4년제 치기공학과 개편

보건대학원 치기공학과 석사과정 신설

부산광역시 해외 인턴취업 지원사업 선정

한국산업인력공단 해외취업연수기관 선정

일반대학원 치기공학과 박사과정 신설

한국산업인력관리공단 현장기술인력재교육사업 파트너기관 선정

일본 국립히로시마대학과 교류협약 체결

교과구분
이수
구분

1-1 1-2 2-1 2-2 3-1 3-2 4-1 4-2

전공기초

전필
기초치아형태학 
치과재료학
기초치과기공학 및 실습

응용치과재료학
재료과학

고정성보철기공학Ⅰ 치과도재학 국소의치학
치과CAD·CAM
매식보철학 및 실습Ⅰ

전선 치아형태학 및실습 
치아형태실습
석고조각실습

전공심화

전필 치과교정기공학

전선
정밀주조공학
구강해부학
기초오토캐드I

응용총의치기공학
고정성보철기공학 II
총의치기공실습
고정성보철기공
실습 I
교합면해부학및실습

응용치과도재학 
응용총의치기
공실습
치과도재기공실습
고정성보철기공
실습II 
CAD·CAM치과 
기공학 및 실습 

국소의치기공학 
어태치먼트기공학
응용치과도재기공실습
CAD·CAM치과 
기공실습
글로벌치과기공실습
임상치과교정기공학 
및 실습

충전기공학
교합학
치과보철물설계와제작 I
심미조각실습 I
CAD·CAM국소의치설계
치과CADㆍCAM매식보철
학및실습 II

구강보건학
의료관계법규
치과보철물설계와
제작 II
심미조각실습 II
국소의치기공실습

산학연계중점
교과

전선 SPOT창의설계
현장실습 I

SPOT창의설계
현장실습 II

SPOT창의설계현장
실습 III

SPOT창의설계현장실습IV
현장실습Ⅰ

현장실습Ⅱ

문제해결형
(캡스톤디자인)

교과
전선 치기공캡스톤디자인Ⅰ

치기공캡스톤
디자인Ⅱ

치기공학과 Department of Dental Laboratory Science

치과보철물 제작을 담당하는 치과기공사의 양성 및 관련사업체에서 활동할 전문과학자 양성

학과소개

교육목적 및 교육과정

교육목적

학과 주요 연혁

교육과정

현장 실무 능력을 겸비한 치과의료산업의 
개발과 연구 발전에 기여할 전문인력 양성

기능과 심미성이
우수한 치과보철물

제작을 위한 
현장실무능력 함양

그리스도교 정신 
함양으로 

국가와 지역사회
봉사실천

해외 
치과기공산업을 
주도할 수 있는 

외국어 역량 함양

치과의료산업을 
선도할 

미래지향적인
비전과 창의적

자세 고취

협업을 위한
효과적인 의사소통 

능력 함양

해외 치과기공산업을 
주도할 수 이는 
맞춤형 치과기공

이론 및 실시 
능력 배양

국가와 지역사외에 봉사하는 
구강보건 전문기술인 양성

해외 치과기공산업을 선도할 
맞춤형 해외인력 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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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치과기공사 해외취업연수과정(K-MOVE)

 - 해외취업을 준비하는 4학년 학생 20명 선발
 - 900시간 집중심화교육 실시
 - 교육 후 미국과 캐나다 등지에 취업
 - 1인당 약 1,000만원 국비지원

   산업인력관리공단 현장 기술인력 재교육사업
 - 치과기공분야 재직자를 대상
 -  심미보철, 치아형태와 교합, 의치체작, 치과 CAD/CAM 등 프로그램 운영
 - 국비지원교육사업

   부산시 대학학과별 맞춤형 취업지원사업

 - 치과기공 국내취업을 원하는 4학년 학생 15명 선발
 - 250시간의 맞춤형 심화교육 실시
 - 국내 247개 산업체 네트워크
 - 교육 후 협약업체에 취업, 1인당 약 2,300,000원 국비지원
 - 국내 247개 산업체 네트워크

  

하카다메디컬기술대학

ㆍ1984년 교류협약 후 하카다메디컬기술대학과 학술교류 및 문화교류

ㆍ하카다메디컬기술대학을 방문하여 E-max과정을 실습 및 문화교류 등

   매년 지속적인 상호 교류 실시

국립히로시마대학교

ㆍ2013년 교류협약 후 히로시마대학교 치학부와 학술교류 및 문화교류

ㆍ재학생들이 해당 대학에 방문하여 실습에 참여하고 학술 교류 실시 등

   매년 지속적인 상호 교류 실시

치과기공사 면허를 취득하여 치과 병ㆍ의원의 치과기공실과 치과기공소에서 근무하는 치과기공인

ㆍ미국, 캐나다 및 호주 등에서 치과기공 업무를 하는 해외취업인

ㆍ섬세하고 예술적 감각이 도움이 되는 전망 있는 여성 직업

ㆍ치과기공 기술인으로 본인이 원하는 나이까지 일할 수 있는 평생직업

ㆍ경력을 바탕으로 자신의 치과기공소를 개설하여 운영하는 경영인

ㆍ치의학전문대학원과 일반대학원에 진학

학과운영프로그램

해외교류대학

졸업 후 진로

부산가톨릭대학교 치기공학과

주소 : 부산광역시 금정구 오륜대로 57, 보건과학관 A동 110호    Tel : 051) 510-0599   Fax : 051) 510-0598

학과홈페이지 : http://ddls.cup.ac.kr

2019 영남권 치과기공사 학술대회 수상(금상,동상) 2019치기공학과 신구모임 2019치기공학과 연합MT 2019치기공학과체육대회

2021치기공학과 학술제 2021독일 치과기공사 마이스터

국립히로시마대학 방문 국내취업반 해외취업반 하카다메디컬 기술대학



18 부산가톨릭대학교

   4차 산업혁명을 선도하는 혁신의 병원경영학과

2019년부터 3년간 교육부「LINC+ 4차 산업혁명 혁신선도대학」으로 선정되어‘바이오헬스 데이터사이언스 융합전공’운영을 통해 4차 산업혁명을 
선도하는 혁신적 융합 인재 양성 노하우 보유

   1주기 보건의료정보관리교육평가 · 인증 획득, 우수한 역량의 보건의료정보관리사 양성

한국보건의료정보관리평가원이 시행한 ‘2021년도 1주기 보건의료정보관리교육평가·인증’에서 보건의료정보관리사(구, 의무기록사) 양성을 위한 
제반 교육과정과 교육여건을 모두 충족하여 인증 획득

   부산가톨릭대 병원경영학과 국가고시 77.6% 합격, 전국평균 약 2배를 상회하는 교육 역량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 주관으로 치뤄진 2021년 제 38회 보건의료정보관리사 국가고시에서 38명 합격(합격률 77.6%, 전국 평균 40.2%)

   부산가톨릭대 병원경영학과 병원행정사 · 건강보험사 자격시험 전국 최상위권 성과 달성

(사)대한병원행정관리사협회가 주관한 2021년 국가공인 병원행정사 합격률 93.8%(전국 평균 78%), 건강보험사 합격률 97.3%를 기록(전국 평균 75%)

병원경영학과는 1981년 동남권 최초로 개설되어 우리 대학의 건학이념인 사랑·진리·봉사를 바탕으로 국가의 보건의

료발전에 기여할 유능한 병원경영 전문 인력을 양성하는 것이 목표입니다. 의료기관의 경영이 점차 전문화, 정보화, 개

방화 되어 가는 환경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고 보건의료현장의 요구에 효과적으로 부응할 수 있는 교육을 제공하고

자 합니다. 특히 4차 산업 혁명 시대의 보건의료산업현장에 적합한 인재양성을 위해 의료전반에 관한 기본 지식을 바탕

으로 병원경영분야에서는 최신 경영학 기법을 중심으로 학습이 이루어지고 의료정보분야에서는 빅데이터를 다룰 수 있

는 실력을 함양하고자 합니다.

1-1 1-2 2-1 2-2 3-1 3-2 4-1 4-2

· 보건학원론
· 보건전산실습

· 병원경영학
· 해부생리학

· 보건행정학
· 의료마케팅론
· 기초의학용어
· 병리학개론
·  보건통계학 및 실습
· 보건교육학

· 보건경제학
· 보건의료조직관리
· 보건의료산업론
· 국민건강보험론
· 전공의학용어
· 보건의료데이터관리
· 보건의사소통론

· 노인보건학
· 병원물류관리
· 병원회계실습
· 의료실무영어
· 질병및의료행위분류
· 보건의료정보관리학
· 의료정보기술
· 보건교육방법론

· 역학및질병관리
· 원무관리론
· 병원재무관리론
· 암등록
· 건강정보보호
· 의료의질관리
· 조사방법실습
· 캡스톤디자인병원경영사례
· 보건사업관리
· 보건프로그램개발및평가

· 공중보건학
· 의료관계법규
· 병원경영분석
· 건강보험실무
· 의무기록정보분석실무
· 데이터분석및기초프로그램
·  캡스톤디자인병원경영특수

과제및실습

· 병원경영실무
· 병원경영전략
· 의무기록정보질향상실무
· 보건의료정보관리실무
· 병원경영현장실습
· 보건교육실습

병원경영학과 Department of health care management

보건행정, 의료정보 및 경영학의 전문지식을 융합하여 병원경영분야에 과학적 기법을 적용할 수 있는 보건전문인력 양성

학과소개

학과 경쟁력

교육목적 및 교육과정

교육목적

교육과정

전문분야 간 
의사소통 능력과 

대인관계 능력 개발

 교양과 전공지식, 전문적 
기술을 통합 적용할 수 있는 

전문가적 역량고취

보건의료 환경 및 
정책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능력 개발

정보기술의 활용, 
조사 분석 및 평가 등 

과학적 연구수행 능력고취

국가보건 정책개발 
및 프로그램 기획능력 
함양과 지역사회와 
국가발전에의 기여

인간 존중, 생명
사랑과 봉사 실천

병원경영의 재정기획 
및 관리에 대한 

윤리적 책임의식 함양

전문분야 간 
의사소통 능력과 

대인관계 능력개발

자기관리능력, 
문화적 이해와 글로벌 

역량을 겸비한 
창의적 리더십 개발

병원경영에 대한 전공지식, 교양 및 실무기술을 
갖춘 통합적 능력의 보건 전문 인력 양성

인간을 존중하고 생명을 사랑하며 봉사를 
실천하는 참된 인성의 보건 전문 인력 양성

국가와 사회의 발전에 기여하는 지도적 
역량을 지닌 창의적 보건 전문 인력 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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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정보관리사 보건교육사 병원행정사 · 건강보험사

보건의료정보관리교육 프로그램인증대학에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교과목을 이수하고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에서 주관하는 보건

의료정보관리사 국가면허시험 합격 후 취득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보건교육 관련 교

과목을 이수하고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

에서 주관하는 보건교육사 국가면허시험 합

격 후 취득

대한병원행정관리자협회에 등록된 대학의 학

과 전공 졸업자(예정자)이면서 협회에서 주관

하는 자격시험 합격 후 취득

의료기관

·대학병원, 국공립병원, 종합병원, 일반병원 및 전문병원 등

· 보건의료정보팀(의무기록실), 병원행정(원무팀, 총무팀, 기획팀, 홍보팀, 인사팀, 구매팀 등), 

보험심사(건강보험청구 등), 건강검진센터 등

공공기관 및 공무원

· 보건복지부, 질병관리청, 한국보건의료정보원,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국립암센터, 국립검역소

·공무원(행정직 및 보건직), 군무원, 군장교 및 부사관 등

·보건교육사

보건의료분야 연구기관
· 국립보건연구원, 한국보건산업진흥원, 한국보건복지정보개발원, 한국보건복지인력개발원, 

보건사회연구원, 환경보건연구원 등

보험회사 및 기업체
·손해보험회사, 손해사정법인(생명보험 지급심사, 대인보상분야 심사청구 등)

·의료컨설팅회사, 의료정보회사, 의료기기제조회사, 제약회사 등

대학원 진학 ·석박사 학위 취득 후 교수 진출

면허 및 자격증 종류

부산가톨릭대학교 병원경영학과

주소 : 부산광역시 금정구 오륜대로 57 (부곡3동 9번지)     Tel : 051) 510-0619   Fax : 051) 510-0618

학과홈페이지 : http://hcm.cup.ac.kr

졸업 후 진로

전공체험

체육대회

보건의료정보관리교육 평가·인증 획득

학술제

진로아카데미

학교 축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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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격증 시행기관  역할 

언어재활사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

(http://www.kuksiwon.or.kr)
언어재활사란 생애 발생할 수 있는 의사소통에 어려움이 있는 

대상자들의 중재 및 재활을 담당하는 전문가

청능사
청능사자격검증원

(http://www.audiologykorea.or.kr/)
청능사는 청각손실로 인한 의사소통의 어려움을 중재하기 위하여,

청능평가, 청능재활, 청각관리교육연구개발, 청각경영관리를 담당하는 전문가

부산가톨릭대학교 보건과학대학 언어청각치료학과는 말·언어와 관련된 다양한 의사소통 과정과 청각 

기능에 장애가 있는 아동 및 성인을 대상으로 전문적인 상담, 평가·진단, 치료·교육, 임상 연구를 담당

하는 전문가인 언어재활사 및 청능사를 양성하는 학과입니다. 교내 특성화 사업을 운영하여 전공교육역

량을 강화하고 전공연계 인턴십 프로그램, 산학연계 교육과정, 최첨단 설비를 갖춘 언어치료실/청각실습

실과 언어청각임상센터 운영을 통해 바른 인성과 전문성을 겸비한 언어재활사 및 청능사를 양성합니다.

발달진단평가사 2급(한국심리협회), 진술조력인(법무부), 동화구연지도사 등

구분
1학년 2학년 3학년 4학년

1학기 2학기 1학기 2학기 1학기 2학기 1학기 2학기

언어
재활사

·의사소통장애개론 ·언어학개론 ·언어발달
· 언어기관해부생리
· 말과학
· 의사소통장애진단

평가및실습

·조음음운장애
· 언어발달장애이론

및실습
·청각장애교육
·문제행동언어재활
·장애아동의이해

·음성장애
·의사소통장애 상담
·언어재활관찰및실습
·유창성장애이론및실습

·신경언어장애
·학습장애언어재활
·언어진단실습Ⅰ
·언어진단실습Ⅱ
· CapstoneDesign을     

통한학령기언어치료     
프로그램개발

·뇌성마비언어재활
·자폐범주장애언어재활
·언어재활실습Ⅰ
·언어재활실습Ⅱ
· CapstoneDesign을활용한교재

교구개발
· 학령기의사소통장애이론및실습

·보완대체의사소통
·노화와의사소통장애
·감각과인지재활
·언어재활현장실무
· 의사소통장애심화  

이론및실습

청능사

·청각학개론 ·청각해부생리 ·행동청능평가 ·전기생리청각평가
·보청기평가및적합
·청각장애평가실습Ⅰ

·인공와우
· 보청기평가및     

적합실습I

·청능재활
·청능재활현장실습
· 보청기평가및적합실습II

·아동청각학
·전정기능장애
· 청각장애평가실습Ⅱ

구분
1학년 2학년 3학년 4학년

1학기 2학기 1학기 2학기 1학기 2학기 1학기 2학기

디지털
문해지도

·장애아동의이해 ·학습장애언어재활
· 캡스톤디자인을 통한 

언어치료프로그램개발

· 학령기의사소통장애 이
론및실습

· 디지털문해 프로그램
개발실습

현장
실무

· SPOT창의설계현
장실습Ⅰ

· SPOT창의설계
현장실습Ⅱ

· SPOT창의설계현장
실습Ⅲ

· SPOT창의설계현장
실습Ⅳ

언어청각치료학과 Department of Speech and Hearing Therapy

바른 인성과 전문성을 겸비한 언어재활사와 청능사 양성

학과소개

자격증 및 역할

교육목적 

교육목적 

전공 교육과정

전문자격증

기타 관련자격증

전공 관련 교육과정

전문지식과 임상실무 능력 배양

의사소통 과정과
장애에 대한

전공 지식 함양

의사소통장애
예방과 재활을 위한

전문 능력 함양

의사소통장애인 및
 가족을 위한 

상담 능력 함양

언어치료와 청각
재활을 위한 문제
해결능력 고취 

현장에서 요구하는
자기주도적

임상실무능력 고취

의사소통장애 진단
및 중재에 대한 
연구능력 고취

의사소통능력 향상 주도 인간존중과 생명사랑 실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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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언어청각임상센터 운영

 - 학령기ㆍ성인 언어치료 실습 내실화를 통해 전문 언어재활사 배출 

 - 언어치료 기관별 현장 맞춤형 언어재활사 배출

 - 지역사회의 요구에 부응하는 언어재활사 교육현장 제공

 - 미래사회에 대비할 수 있는 전문성 확보

▶ 학과사업선정

 -  맞춤형 미디어리터러시를 활용한 지적장애학생의 더 나은 소통 프로그램(한국언론진

흥재단)

 - 다문화가족 아동 및 청소년 언어기반 문해력 교육지원 프로그램(부산광역시)

 - 학령기 의사소통전문가 양성 사업(부산가톨릭대학교)

 - 다문화가정 자녀를 위한 PBL 프로그램(부산광역시)

 - 성인언어장애 전문인력 양성사업(부산가톨릭대학교)

 - 글로벌 인재양성을 위한 다문화 가정 자녀 교육지원 사업(부산광역시)

 - 난독학생을 위한 수준별 미디어리터러시 증진 프로그램(한국언론진흥재단)

▶ 청능사 자격시험 수석배출

 - 청능사 자격시험 7년 연속(2015-2021) 수석 배출 및 전국 최상위 합격률

▶ 언어재활사 국가고시 최상위 합격률

▶ 재학생 수상실적

 - 2020 오티콘챌린지 공모전[디만트코리아(주)] 국문부분(대상), 영문 부분(멘토상)

 - 2020 제2회 언어치료실습수기공모전[(사)한국언어치료학회] 최우수상, 장려상수상

 - 2019 연합대학 프레젠테이션 경 진대회 우수상(부산가톨릭대, 부산외대 공동 주최)

 -  제20회 한국언어치료학회 학술대회의 학부생 대상 ‘예비언어재활사 역량강화를 위한 

아이디어 경진대회’우수

종합병원 / 개인병원
소아(청소년)과 신경과 / 재활의학과 이비인후과

학교 / 복지관
학교(일반학교 특수학급, 특수학교, 특수교육지원청) 복지관(장애인복지관, 종합사회복지관)

장애전문어린이집 / 
사설센터 / 창업

언어치료센터 취업 및 창업 아동발달센터 취업 및 창업 보청기센터 취업 및 창업
장애전문어린이집 및

통합어린이집

U.S News 선정 100대 직업 중 7위, 보건의료 직업 중 4위(3위 의사, 5위 치과의사)
출처: https://money.usnews.com/careers/best-jobs/speech-language-pathologist

년도 2016년도 2017년도 2018년도 2019년도 2020년도

취업률% 83.3% 85.7% 88.1% 84.1% 83.6%

부산가톨릭대학교 언어청각치료학과

주소 : 부산광역시 금정구 오륜대로 57, 대학본부관 4층    Tel : 051)510-0849, 0847   Fax : 051) 510-0848

언어청각임상센터 Tel : 051)510-0829    학과홈페이지 : http://sht.cup.ac.kr

졸업 후 진로

학과경쟁력

취업률

2020년 2019년 2014-2018 (5년연속) 2021년

98.1% 96.3% 100%합격 97.8%

2016, 2020, 2021년도 전국 수석 배출

언어청각임상센터_청각전정검사실

탐방 프로그램

음성 검사실

언어청각임상센터_그룹 및 개별 치료실

보청기·인공와우 실습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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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보건학과는 4차 산업혁명시대의 현장맞춤형 안전 및 보건관리자를 양성하는 목표를 가지고 있습니다. 근로자의 직

업병 및 각종 안전사고로부터 소중한 생명과 건강을 지키기 위하여 보건 및 안전에 대한 전문지식을 습득하고 이들 적

용하여 산업재해를 예방 할 수 있는 핵심 인력을 양성하고 있습니다.

안전관리분야 보건관리분야

산업현장의 위험한 요소를 과학적인 방법을 통하여 
발견하고 위험요소를 근본적으로 제거하거나 제어하
는 방법에 대하여 교육

다양한 유해인자의 특성을 이해하고 유해성평가 등에 
관한 전문지식을 습득하여 작업환경 개선 및 산업보
건 관리 계획을 수립하여 유해인자를 제거하거나 제
어하는 방법을 교육

안전보건학과 Department of Safety and Health

산업현장의 근로자 안전 및 보건관리를 위한 현장 맞춤형 안전관리자와 보건관리자 양성

학과소개

교육목적 및 교육과정

교육목적

교육목표

노·사의 이해와 배려 
능력 함양

전공지식과 창의적인 
문제해결능력 함양

현장맞춤형 교육으로 
실무 적응 능력 향상

전문성과 실용성을 
바탕으로 한 안전보건 
현장실무 능력 제고

공익에 헌신, 봉사 
능력제고

올바른 인격으로 정의로운 
관리자 능력 배양

안전 및 보건상의 문제 
해결을 위한 도전과 열정

으로 접근하는 
창의적 능력 함양

타 학문과의 연계로 
새로운 가치 창조 배양

근로자를 사랑으로 
이해하고 화합할 수 있는 
공동체 소통 역량 함양

안전관리 및 보건관리 관련 학문과 인성을 
겸비한 창의적 인재 육성 

4차 산업혁명관련 기술을 함양하여 안전사고와 
근로자의 건강을 예방하는 인재 육성

창의적사고와 글로벌 리더십을 
갖춘 인재 육성

   전공자격: 산업위생관리기사, 산업안전기사, 인간공학기사, 건설안전기사, 위험물산업기사, 농작업 안전보건기사

면허 및 자격증 종류

안전보건학과 교육목표는 급변하는 산업환경에서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근로자들의 안전과 보건상의 문제를 사전에 확

인하고 해결하여 안전사고 및 직업병으로부터 소중한 생명과 건강을 지키기 위한 안전과 보건 관련 학문적 이론과 현

장 지식을 체계적으로 교육하여 산업재해를 예방하는 것에 있습니다. 안전보건학과는 자연과학의 기초를 이해하고, 일

반산업분야, 전기, 화공/소방, 기계, 건설, 시스템 안전/재해 관련 분야, 인간과 시스템 사고의 발생 원리, 안전관리, 인

간심리, 사고조사, 산업위생, 설비안전, 위험성 평가, 안전보건법과 안전문화 등을 학습 하여 우리 국민의 생명과 재산

을 위험으로부터 보호하고자 하는 목표를 가지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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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과장점

MOU
(업무협약)

수상

● 산업안전보건법에 의한 안전관리자 및 보건관리자 의무 고용

● 300인 이상 사업장 안전관리자 및 보건관리자 직접 고용 의무(산업안전보건법 2021년 10월 적용)

● 취업률 및 취업유지율 최고 등급 학과 

● 미래 유망 관리 및 전문직종

● (재)부산테크노파크-부산가톨릭대학교 안전보건학과 

    청정공기산업의 대기오염 및 기업지원 관련한 정보교류 및 상호 업무협력을 위한 업무협약 체결

● 부산 금정소방서-부산가톨릭대학교 안전보건학과 

    미래 발전과 소방안전문화의 확산을 위한 업무협약 체결

● 대한산업보건협회-부산가톨릭대학교 안전보건학과 

    산업보건관련 연구·개발, 취업 등 업무협약 체결

● 대한산업안전협회-부산가톨릭대학교 안전보건학과

    산업안전관련 연구·개발 취업 등 업무협약 체결

● 미국 노던일리노이대학교(NIU)-부산가톨릭대학교 안전보건학과

    연구개발 및 학부 교환학생 · 대학원 연계 프로그램(Dual degree: 1+1) 등 업무협약

● ICES 2019 The First Best capstone Design Presentation Award 수상 

● 2019년 대한인간공학회 추계학술대회 대학생캡스톤디자인경진대회 우수상 수상

● 2020년 대한인간공학회 추계학술대회 및 제22회 한·일 공동심포지엄 연구 논문 발표

● 2020년 한국감성과학회 추계학술대회 캡스톤디자인경진대회 최우수상 수상 

● 2020년 한국산업융합학회 춘계학술대회 우수 발표 논문 선정 

● 2020년 한국산업융합학회 추계학술대회 우수 발표 논문 선정 

● 2020년 제7회 CUP-StartUP 아이디어 경진대회 우수상 수상

안전 및

보건관리

분야

정부 관련
기관

고용노동부, 방재안전직공무원, 안전보건공단, 근로복지공단, 한국환경공단, 한국공항공사, 국가철도공단, 남부발
전, 서부발전, 동부발전 등

정부 연구소
국립재난안전연구원, 시/도-보건환경연구원, 시/도-테크노파크, 포항산업과학연구원(RIST), 한국원자력연구원, 한
국기계연구원, 표준과학연구원, 화학연구원 등

대학병원 산업의학연구소, 측정/분석실, 작업의학센터 등

관련 협회 대한산업보건협회, 대한산업안전협회, 직업건강협회, 한국산업위생협회 등

제조업 삼성, 현대, SK, 기아, SK하이닉스, GS, LG, 경동나비엔, 3M, SKC 등 국내외 기업

건설업 대우, 쌍용, 롯데, 포스코, 현대, 삼성, GS건설 등 국내외 기업

서비스 대형마트, 백화점, 작업환경측정기관, 특수검진기관, 보건관리 대행기관 등

기타 해외플랜트 등

2015 2016 2017 2018 2019

80% 95% 89% 78% 85%

취업률

부산가톨릭대학교 안전보건학과

주소 : 부산광역시 금정구 오륜대로 57, 보건과학관 A동 404호    Tel : 051) 510-0639   Fax : 051) 510-0638

학과홈페이지 : http://lh.cup.ac.kr

졸업 후 진로

학과 경쟁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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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방설비기사(전기, 기계분야), 위험물산업기사, 산업안전기사, 소방안전관리자 
(1, 2급), 소방시설관리사, 소방안전교육사, 화학분석기사, 가스관리기사, 전기기사, 
정보처리기사

    소방공무원 : 소방관, 소방행정직, 소방기술직

    소방간부후보생

    소방관련업체(소방설계, 소방감리, 소방점검, 소방시설관리 등)

    대형건물 소방안전관리자(대형마트, 백화점, 아파트, 병원 등)

    산업체 소방방재팀 위험물 안전관리자

    병역특례업체(소방 또는 위험물 자격증 취득 시)

소방방재학과는 생명안전사회 구현을 목표로 시대가 요구하는 소방방재 분야의 전문인력 양성을 위해“2022년”신설되었습니다.「건강한 인간, 행복

한 사회, 안전한 세상」의 대학이상을 바탕으로 우리 사회에서 일어나는 화재, 산업재해 및 사회재난의 예방과 사후처리를 위한 전문지식과 실무능력 

함양을 통해 국가와 지역사회에 봉사하는 창의 인재 양성을 목적으로 합니다.

소방이론과 실무역량을 겸비한 
스마트 소방인재 양성

도시재난 및 재해에 능동적으로
대처하는 혁신적 방재기술인 양성

정보기술과 함께 성장하는
융합형 소방방재인 양성

생명사랑과 봉사정신을 갖춘  
건강한 소방방재인 양성

소방방재
전공기초

소방방재
전공도입

소방방재
전공심화

소방방재
전문가완성

화재대응조사
전문가 Track

소방행정론

소방학개론

소방기초화학

소방기초수학

소방기초물리

소방법규

제연설비
연소공학

소방기초(화학)실험
소방화학

소방약제학
(수계)소화설비

화재현상
화재조사

화재대응설비
전문가 Track

소방전기기초
소방건축기초
소방유체역학

소방(화재)경보학
소방기계설비실습

소방전기실습
소방전기설비(시설)
소방기계설비(시설)

성능위주소방설계 소방방재실무

도시재난대응
전문가 Track

위험물질론
수자원방재학
재난관리론

도시방재학실습
소방안전점검 피난 

및 내화설계
위험성평가

소방방재캡스톤
디자인

스마트소방
전문가 Track

소방GIS
소방CAD

소방심리학
소방드론

응급처치론
화재피난시뮬레이션

소방안전VR실습

소방방재학과 Department of Fire and Disaster Prevention

생명안전사회를 이끌어 갈 스마트 소방방재 전문 인력 양성

학과소개

면허 및 자격증 종류 엠블럼 & 로고

교육목적 및 교육과정

교육과정

교육목표

졸업 후 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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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방공무원 국가직 전환으로 향후 채용 확대

- 산업체, 공공 및 공익 시설, 근린생활시설, 다세대 주택 등 소방안전관리자 법적 필수 채용

- 소방관련학과 졸업자 특별채용 응시자격 부여 및 일부과목 면제

- 소방안전관리대상물(전국 약 32만 개소)에 의무적 선임을 법령으로 규정

- 소방안전관리자 직무: 소방계획서 작성, 피난ㆍ방화 및 소방시설 유지관리, 소방훈련 및 교육, 화기 취급 감독 등

- 소방드론 전문가 양성과정

- 소방 GIS 전문가 양성 과정

- 소방설비기사(기계, 전기) 자격증 취득 프로그램

- 환경재난 대응인력 양성 프로그램

특별채용 시험과목 소방학개론, 소방관계법규, 국어 (총 3과목)

일반채용 시험과목
필수 3과목(국어, 한국사, 영어)

선택 2과목(소방학개론, 행정법총론, 소방관계법규, 사회, 과학, 수학 중 택 2)

소방공무원 및 소방안전관리자 채용 증대

소방공무원 시험 특별채용 자격 부여

스마트 소방재인 양성을 위한 교육시설

 소방안전관리자 2급 시험 응시자격 부여

스마트 소방방재인 양성 프로그램 운영

부산가톨릭대학교 소방방재학과

주소 : 부산광역시 금정구 오륜대로 57, 보건과학관 520호    Tel : 051) 510-0629   Fax : 051) 510-0628

학과홈페이지 : http://fire.cup.ac.kr

학과 경쟁력

VR 실습실

가스크로마토그래피(GC)

소방안전 VR 실습프로그램

총유기탄소분석기(TOC)

시약실

원자흡수분광광도계(AA)

소방 GIS 및 CAD실

고압증기멸균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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컴퓨터정보공학과 Department of Computer and Information Engineering

 부산가톨릭대학교 스마트융합휴먼케어 특성화 선도학과 

학과소개

학사관리

교육목표

컴퓨터정보공학과는 ICT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s Technology)가 중심이 되는 
4차 산업혁명시대에 필요한 인재를 교육ㆍ양성하기 위해 컴퓨터공학의 기초 교과부터 
ICT의 4대 주요 분야인 SAIS(S/W Developer, AIㆍBig Data, IoTㆍNetwork, Cyber Security)
에 대한 응용ㆍ심화 교과까지 체계화된 교육과정을 구성 및 운영하고 있습니다.

미래 기술 환경
변화에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는
창의적 문제해결

역량 함양

컴퓨터정보
전문인재로서의

직업윤리 및 사회적
책임 역량 함양

차세대 산업혁명을
이끌 신성장

동력을 창출하는
미래지향적

융복합 역량 함양

협업과 소통을
위한 인성ㆍ기초

역량 함양새계적인 ICT융복합
시대를 주도할 수
있는 국제적 개발

역량 함양

지역산업 및 다양한
학문과의 연계에

기반이 되는
컴퓨터정보전공
전문 능력 함양

경쟁력 강화

행정ㆍ관리적지원

기본 응용

경쟁력 강화

행정ㆍ관리적지원

기본 응용

ㆍ알고리즘프로그래밍
ㆍ웹 프로그래밍
ㆍ모바일 프로그래밍

지도교수와
학생 간의 밀착지도

목표 성취 기반
장학 제도 운영

각종 대회 및 학술
대회 참가 지원

외부 전문가교육 
및 강연 지원

ㆍ데이터마이닝/머신러닝
ㆍ빅데이터분석
ㆍ인공지능

ㆍ임베디드시스템
ㆍ클라우드컴퓨팅
ㆍIoT 엣지 컴퓨팅

ㆍ컴퓨터보안
ㆍ디지털포렌식
ㆍ해킹보안실습

S/W Developer AIㆍBig Data IoTㆍNetwork Cyber Security

프로그래밍 언어, 정보수학

디지털논리회로, 컴퓨터구조

자료구조, 알고리즘

리눅스시스템, 운영체제

데이터통신, 컴퓨터네트워크

데이터베이스, 소프트웨어공학

컴퓨터공학
기초 교과

동아리 운영을 통한
실무 프로젝트 교육

전국 대학생 프로그래밍 대회 참가

대학생 앱개발 챌린지 참가

인공지능 온라인 경진대회 참가

화이트해커 양성 프로젝트 참가

국내외 해킹 방어대회 참가

각종 자격증 취득 교육 

행복한 미래사회를 만드는 
컴퓨터정보 명품인재 양성

VISION

상상을 현실화하여 새로운
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컴퓨터정보 창의인재 양성

현장중심의 문제해결 역량을 갖춘 
컴퓨터정보 전문인재 양성

4차 산업혁명 시대를 이끌
컴퓨터정보 융합인재 양성

1인1동아리 참여를 통
한 4년간 체계적 실무 
프로젝트 수행

응용

공모전참가,학술연구,의
료 융합 연구를 통한 전
문가로 성장

경쟁력 강화

컴퓨터 기본 이론 이해 
및 집중 실습을 통한 기
본 역량 함양

기본

컴퓨터정보공학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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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한국과학창의재단 학부생연구프로그램(URP) 선정
2020년 AIㆍ블록체인 기술사업화 경진대회 대상 수상
2020년 클라우드 비즈니스 아이디어 공모전 우수상 수상
2020년 제8회 K-해커톤 실감콘텐츠앱 개발 챌린지 대회 장려상 수상
2021년 부울경 화이트해커 양성 프로젝트 최우수상 수상
2021년 Medial Hack 2021 우수상 수상
2021년 한국정보통신학회 춘계종합학술대회 우수논문상 수상
2022년 베리어프리 앱 개발 콘테스트 최종 10팀에 선정

LINC+ 사회맞춤형 산학협력선도대학(채용연계형)사업 [데이터유통안전관리융합전공] 운영 (2019년~2021년)
LINC+ 4차산업혁명 혁신선도대학(채용연계형)사업 [바이오헬스데이터사이언스융합전공] 운영 (2019년~2021년)
바이오데이터 엔지니어 양성사업 참여(2020년~2022년) 

2021 고교-대학 연계 전공 심화 체험 프로그램 실시(연 7회, 총 48명 수료)
2021 부산울상경남 지역대학 참여 화이트해커 양성(사이버보안) 교육 프로그램
운영

동아리 기반 프로젝트 & 자격증

졸업생 진출 대표 기업

졸업 후 진출 분야

학과단위 국가지원사업 참여

지역사회 기여

학생활동 지원을 통한 학과 경쟁력 확보

최신 기자재 및 첨단 실습실 구축을 통한 현장 미러형 실습 체계 확보

부산가톨릭대학교 컴퓨터정보공학과

주소 : 부산광역시 금정구 오륜대로 57, 정보공학관 304호    Tel : 051) 510-0659   Fax : 051) 510-0658

학과홈페이지 : http://computer.cup.ac.kr 

졸업 후 진로

학과 경쟁력

소프트웨어 개발자
응용 SW 개발자,  게임 개발자, 모바일 앱 개발자, 웹 개발자

IoTㆍ네트워크 전문가
임베디드 시스템 개발자, 네트워크 관리자 

연구직/공무원/창업
대학원 진학, 정부출연 연구소,  전산직공무원, 1인 창업

인공지능ㆍ빅데이터 분석 전문가
빅데이터 및 AI 과학자, 스마트 헬스케어 전문가, 로봇공학자

정보보호 전문가
보안 솔루션 개발자, 취약점 분석가, 디지털 포렌식 전문가

AIㆍ블록체인 기술사업화 경진대회 대상2021부울경 화이트해커 양성 프로젝트 최우수상

2021 Medical hack 2021 우수상

클라우드비즈니스공모전우수상디지털포렌식장비도입

K-해커톤 실감콘텐츠앱개발 대회 장려상디지털포렌식장비도입캡스톤프로젝트실 AI프로젝트실 AI및머신러닝실습실 AI서버도입

·IoT 아이디어 경진대회 
·클라우드 비즈니스 아이디어 공모전
·배리어프리 앱 개발 콘테스트
·한국과학창의재단 프로젝트

·정보처리기사
·리눅스마스터 1급, 2급
·LPIC/MCSE/MCSA/MCITP
·네트워크 관리사 1급, 2급
·CCNA/CCNP/CCIE

·화이트해커 양성 프로젝트
·KISA대학정보보호동아리(KUSIS)
·국내외 해킹방어대회 CTF
·국내외 디지털 포렌식 챌린지

·정보처리기사
·정보보안기사/정보보안산업기사
·디지털 포렌식 전문가 2급
·CISA
·CISSP 

SW AI
Developer Big Data

IoT Cyber

Network Security

부산가톨릭대학교

Project

Certificate

Project

Certificate

·전국 대학생 프로그래밍 대회
·삼성 소프트웨어 멤버십
·삼성전자 대학생 프로그래밍 경진대회(SCPC)
·공개 SW 개발자 대회
·대학생 앱개발 챌린지(K-Hackathon)

·정보처리기사
·OCJP/OCWCD/OCBCD

Project

Certificate

·대학생 동아리 인공지능 아이디어 경진대회
·인공지능 온라인 경진대회
·네이버 AI RUSH 챌린지
·대학생 AI 프로젝트 서포터즈
·컴퓨터비전 학습 경진대회

·정보처리기사
·OCA/OCP/OCM
·ADP/ADsP

Project

Certificate

컴퓨터정보
공학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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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학은 경제주체의 하나인 기업의 행동을 분석하여 기업의 성장을 도모하고, 이를 통하여 국가와 인류사회에 이바지하는데 있습니다. 4차 산업혁명

이라는 시대변화에 따라 기업은 불확실한 환경 변화 속에서 발전과 성장을 위하여 다양한 노력을 경주하고 있으며, 경영학에 대한 사회적 기대는 더욱 

커지고 있습니다. 글로벌화된 경영현실에서 조직이 당면하게 될 제반문제를 분석하고, 조직의 목표 달성을 위한 문제해결능력을 갖춘 경영 전문가를 양

성하기 위해서 다양한 분야에 대한 새로운 이론과 실무 지식을 폭넓게 다루고 있습니다. 또한 학생들의 진로와 목표에 따라 트랙제 교육과정을 운영함

으로써, 학생들이 진로 결정에 따른 시행착오를 최소화 할 수 있도록 운영하고 있습니다.

  부산가톨릭대학교 경영학과가 제공하는 차별화된 교육과정 및 교육프로그램을 통해 대기업 및 중견기업의 경영전문가, 은행, 증권회사 등 금융계열 

전문가로도 진출하고 있으며, 전문자격증 취득을 통해 공인회계사, 세무사, 관세사, 경영지도사 등의 경영 전문가 및 다양한 분야의 공무원으로도 활발

히 진출하고 있습니다.

교과구분
이수
구분

1-1 1-2 2-1 2-2 3-1 3-2 4-1 4-2

전공기초

전필 경영학원론 경제의 이해 회계의 이해 마케팅관리

전선 유통ㆍ물류론
비즈니스영어Ⅰ
금융시장의 이해

진로지도Ⅰ

전공심화

전필
경영조직론
경영데이터분석

조직행동의이해
마케팅커뮤니케이션

관리회계
전략경영론

전선 1학년 세미나
원가회계
투자의이해
사회적경제조직론

세법개론
소비자행동론
MIS개론
재무회계

전산회계
비즈니스
영어Ⅱ
비즈니스모델사례분석
기업경영분석비즈니스
매너및관리

인적자원관리품질
경영론
마케팅조사방법론
투자이론
사회적경제창업론

경영컨설팅
국제마케팅
전사적자원관리
시스템
경영사례분석
재무설계

노사관계실무
전공연구및인턴십
금융기관경영론
자격증세미나
진로지도Ⅱ

산학연계중점
교과

전선
SPOT
창의설계
현장실습Ⅰ

SPOT
창의설계
현장실습Ⅱ

SPOT
창의설계
현장실습Ⅲ

세무실무
SPOT
창의설계
현장실습Ⅳ

기업의사회적책임
현장실습

문제해결형
(캡스톤디자인)

교과
전선

경영
CapstoneDesign

경영학과 Department of Business Administration

창의적이고 진취적이며 투철한 윤리의식을 가진 트리니타스형 경영전문가 양성

학과소개

교육목적 및 교육과정

교육목적

교육과정

전공지식과 창의적인 
문제해결능력 함양

따뜻한 경영인으로서의 
소통역량 강화

전문성과 실용성을 바탕으로 한 
산업보건 현장실무 능력 제고

경영학 전반에 대한 통섭력 배양을 
토대로 합리적 문제해결능력 함량

올바른 인격으로 정의로운 
관리자 능력 배양

국가 및 지역사회 가치창출에 
기여하는 윤리적 리더십 배양

타 학문과의 연계로 
새로운 가치 창조 배양

현장전문가로서의 
커뮤니케이션 능력 배양

전문지식과 현장실무능력을 겸비한 
창의적 경영전문가 양성

희생과 봉사정신을 겸비하고 이웃공동체와 
교류하고 협력하는 소통형 경영전문가 양성

국가와 사회발전에 기여하는 
글로컬 경영전문가 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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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들의 문제분석과 문제해결 능력 및 의사결정 능력을 향상시키기 위

해 경영학 지식을 바탕으로 사업기획 역량을 강화하는 교육과정을 운영

하고 있으며, 직종별로 필요로 하는 역량과 지식을 학습하고 전문성을 배

양할 수 있도록 진로분야(트랙) 중 하나를 선택하여 졸업 시까지 집중적

으로 학습을 지원하는 심화 교육과정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전공 자격

관련 자격

공인회계사, 세무사, 회계담당, 자금관리, 내부감사, 금융ㆍ은행ㆍ회계법인

공인재무분석사, 재무관리사, 증권상담사, CFO

컨설턴드, 상품기획, 서비스 및 브랜드 개발, 신제품, 광고 및 프로모션, CMO

생산관리자, 품질경영담당자, 구매 및 재고관리자, COO

- 공인 노무사, 손해 사정사

- 경영지도사(생산, HRM, 마케팅), ERP정보관리사(인사, 회계, 생산, 물류)

- 물류관리사, 전산세무회계, 재경관리사

- 신용 분석사, 신용위험분석사, 재무위험관리사

- 브랜드 관리사, 홍보 관리사

- 빅데이터분석사, OCJP

- 컴퓨터활용능력 1ㆍ2급, ITO, Photoshop, Illustrator

교육부 CK사업(공유가치창출형 사회적경제조직 경영인재 양성사업) 수행(2006~2009)

식생활교육 홍보 우수 서포터즈 선발대회 최우수 농림축산식품부장관상 수상(2020)

부산가톨릭대학교 창업교육센터 창업캠프 우수상 수상(2020)

부산가톨릭대학교 경영학과

주소 : 부산광역시 금정구 오륜대로 57, 로사리오관 경영학과    Tel : 051) 510-0879   Fax : 051) 510-0878

학과홈페이지 : http://biz.cup.ac.kr

면허 및 자격증 종류

졸업 후 진로

진로 로드맵

학과 경쟁력

졸업생 취업 대표기업

금융

제조ㆍ서비스

병원

전문직 회계사, 세무사, 손해사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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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통, 마케팅, 서비스 등과 관련된 이론 및 실무적 교육을 통하여 전문인력을 양성하는 학문의 전당
입니다.

4차산업 혁명시대에 적합한 유통
및 마케팅 전문인력 양성 교육기관

▶

유통 및 마케팅전문가, SNS 플랫폼 및 전자상거래 전문가 등의 양성을 목표로 시대가 요구하는 창의
적 특성에 부합하고 국가와 사회에 공헌할 수 있는 글로벌 유통마케팅 전문인을 배출하고자 노력하
고 있습니다.

▶
최선을 통한 최고를 지향하는 유통

및 마케팅 비지니스 교육기관

최신 트렌드에 부합하는 SNS 마케팅기획 및 홍보 영상 제작, 쇼핑몰 구축 및 실습, 호스피탈리티
(Hospitality: 관광 및 서비스) 등과 관련된 비즈니스 교육을 학습함으로써 졸업 후 다양한 분야에 진
출할 수 있습니다.

▶
전문적이고 실무적인 교육을 통하여
유통, 마케팅, 서비스, 홍보 영상의

특성화된 교육기관

유통마케팅학과 Distribution Marketing 

최선을 통한 최고를 지향하는 글로벌 유통마케팅 비즈니스 인재양성 

학과소개

교육체계

유통 및 마케팅 전문가 과정
(유통ㆍ물류ㆍ영업 직종 취업대비)

국제관광 및 서비스경영 전문가 과정
(무역,호텔/관광 및 서비스 직종 취업대비)

SNS플랫폼 및 전자상거래 전문가 과정
(마케팅디자인, 쇼핑몰, 유튜버 및 1인 창업대비)

ㆍ유통론
ㆍ물류관리
ㆍ유통관리사 및 사회조사분석사 연습
ㆍ프렌차이즈론
ㆍ영업관리
ㆍ자격증세미나
ㆍ유통실무캡스톤디자인 등

ㆍ호스피탈리티관리론
ㆍ국가공인서비스경영모듈 AㆍB
ㆍ비즈니스영어
ㆍ국제무역사연습
ㆍ국제마케팅
ㆍ호스피탈리티기관실습
ㆍ전공연구 및 인턴십 등

ㆍSNS콘텐츠기획실습
ㆍ비주얼머천다이징실습
ㆍ인터넷쇼핑몰창업과마케팅실습
ㆍ홍보영상제작 및 편집실습
ㆍ쇼핑몰구축운영실습
ㆍ마케팅신조류와 이슈
ㆍ디자인마케팅 등

인성 교과목
(비즈니스 전문인으로서의 인성 배양)

비교과프로그램
(교수 튜터링 프로그램을 통한 수업 보완)

동아리 활동
(자발적인 관심분야 확장 및 자기개발)

ㆍCUP인간관계와 소통
ㆍCUP경쟁과 협동
ㆍCUP사회봉사
ㆍCUP직업윤리
ㆍ경영과 인문

ㆍ알기 쉬운 경영학 산책
ㆍ알기 쉬운 아이디어노트
ㆍ마케팅상상력
ㆍ유통 물류 일반 관리론
ㆍ물류관리사 자격증 준비
ㆍ마케팅통계분석 노트
ㆍ창의적 카피훈련법

ㆍ비즈프론티어
   (각종 공모전 참여 및 자기개발 활동)
ㆍ비주얼샵(쇼핑몰 창업 및 실습)
ㆍFC류 (스포츠활동을 통한 선후배 관계 활동)
ㆍ타임라인(마케팅홍보영상 편집 및 유튜브 활동)
ㆍ학습 소규모 모임 (학생튜터링 프로그램)

마케팅교과목 (마케팅기획, 광고 및 홍보, 브랜드 매니저 등 취업 대비)

기타 프로그램 및 활동 (인성교과ㆍ비교과프로그램ㆍ동아리활동 등) 

경영학원론→마케팅관리→소비자행동→유통환경조사방법→마케팅전략→마케팅커뮤니케이션→브랜드관리→고객관계관리→빅데이터마케팅 등

교육과정

교육목적/교육목표/인재상

교육
목적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적합한 창의적인 
유통마케팅 전문 인력 양성

인간관계의 인성 중심 시대에 적합한 타
인과의 의사소통 및 공감할 수 있는

유통마케팅 전문 인력 양성

국제화와 정보화 시대에 부합하는 
유통마케팅 전문 인력 양성

교육
목표

- 경영 및 마케팅 이론의 기본적 이해
- 창의적 아이디어 창출 능력의 배양
-  실무 능력을 갖춘 유통마케팅 전문

가 양성

- 최선을 지향하는 인격적 토대의 완성
- 자신감을 통한 자기표현 능력 배양
-  협력 및 소통을 통한 타인 공감 능

력 배양

- 비즈니스 외국어 습득의 필요성 이해
-  비즈니스 외국어 역량을 통한 세일즈 

및 커뮤니케이션 능력 배양
-  비즈니스 외국어 역량을 통한 글로벌 

유통마케팅 전문가 양성 

인재상
창의적 특성을 부각하고 국가와 사회에 공헌할 수 있는 
①인격적(최선을 지향하는 노력), ②지적(전문지식을 습득하는 노력), 
③실천적(적용 및 행동을 실천하는 노력) 소양을 갖춘 삼위일체형(트리니타스) 글로벌 유통마케팅 전문 인재 배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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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통ㆍ마케팅
영역

유통물류 유통관리사, 물류관리사

마케팅기획 경영지도사, 사회조사분석사, 브랜드관리사, 마케팅빅데이터관리사

온라인마케팅
전자상거래관리사, 전자상거래운용사, 디지털 영상 편집, ACP(구 ACA: Adobe Certified Professional), 
멀티미디어콘텐츠제작전문가

국제유통 국제무역사

기타
MOS 컴퓨터활용능력(1,2급)

TOEIC, TOEFL, G-TELP, TEPS, OPIC, OPIC, (중국어), HSK(중국어) TOEIC Speaking and Writing Tests

쇼핑몰
창업지원

- 네이버 → 전문가 멘토링 및 장비 지원(촬영 스튜디오 설비 등)
- 메이크샵(코리아센터) → 창업 컨설팅 및 쇼핑몰 구축 비용 지원

공모전
및

경진대회

온라인
판매경진

대회

- e-commerce with NAVER 창업캠프 수료 
- NAVER 온라인 판매경진대회 대상 수상
- 인턴근무 및 입사지원혜택

아이디어
경진대회

THE LITER 대학생 아이디어 공모전 대상 수상

기타

- 전국대학생마케팅경진대회(대상)
- 전국대학생논문발표대회(한국마케팅관리학회, 대상)
- BN 대선주조 마케팅 공모전(동상)
- 창업페스티벌 인기상(부산)
- 교내 논문발표대회 대상ㆍ금상 등 다수 수상

부산가톨릭대학교 유통마케팅학과

주소 : 부산광역시 금정구 오륜대로 57, 로사리오관 616호    Tel : 051) 510-0889   Fax : 051) 510-0888

학과홈페이지 : http://dm.cup.ac.kr

면허 및 자격증 종류

졸업 후 진로

학과 경쟁력

   부산가톨릭대학교 유통마케팅학과 취업률 87.1% (2019년 기준)

   대졸초임 기준 높은 연봉 3,000~4,000만원 업체 다수 취업



32 부산가톨릭대학교

사회복지학과 Social Welfare

국가와 인류의 복지에 기여할 수 있는 창의적이고 능동적인 사회복지 전문가 양성

학과소개

교육목적 및 전공역량

사회복지학과 진로취업 지원 학년별 로드맵

교육목적 전공역량

목표 세부활동 연계 교과 비교과 학과 동아리활동

1학년
- 전공분야 탐색
-  사회복지 전공   

정체성 탐색

-  교과를 통한사회복지 이해
-  사회복지기관 탐방
-  진로탐색 및 대학 생활 

코칭

사회복지학개론, 인간행동과
사회환경, 사회복지기초실습

- 탐방프로그램
- 재학생 역량강화 
   취UP멘토링 프로그램
- 진로캠프
- 진로검사시너지컨설팅

- 라온제나 (봉사동아리)
-  FC아레스 (사회복지현장연계형

축구동아리)

2학년

-    사회복지 전공지식 
 함양:사회복지

   분야별 전공 이해 
-  사회복지 분야 

경험 

- 자원봉사
-  사회복지 분야별 멘토

링, 특강
-  전공적합성 탐색, 진로 

설계
- 역량 개발

사회복지정책론, 사회복지실
천론, 사회복지조사론, 정신
건강사회복지론, 학교사회복
지론, 장애인복지론, 노인복지
론, 빈곤론, 행위중독과사회복
지실천, 집단사회복지실천론

- 재학생 역량강화 
   취UP멘토링 프로그램
- 진로탐색프로그램
- 인턴십

- 라온제나 (봉사동아리)
- Luminous (영어동아리)
-  가슴빛 (정신건강관련 연구 및 

학술동아리)
-  FC아레스 (사회복지현장연계형

축구동아리)

3학년

-  사회복지 전공   
심화 학습

-  사회복지 현장실
무 기초역량 

    함양: 현장실무경
험 확대

- 도전적 자기개발

- 전문가 역량강화
- 사회복지현장실습
- 취업동아리활동
- 대외활동
- 외국어 능력강화
- 해외대학지원
    (일본 성카타리나대학)
- 자격증 준비

사회복지실천기술론, 사회복
지행정론, 사회복지법제와실
천, 프로그램개발과평가및실
습, 사회복지진로세미나및실
습, 교정복지론, 의료사회복지
론, 사회복지자료분석론, 공공
사회복지직의이해

-  취업동아리 활성화 
사업

- 진로취업상담
- 직장체험

- 라온제나 (봉사동아리)
-  가슴빛 (정신건강관련 연구 및 

학술동아리)
- Luminous (영어동아리)
-  FC아레스 (사회복지현장연계형

축구동아리)
-  사전답사(사회복지전담공무원, 

사회조사분석사자격증 준비)

4학년

-  사회복지 진로         
정체성 확립

-  사회복지사 정체
성 확립

- 사회진출, 취업준비
-  사회복지사1급 취득준비

지역사회복지론, 아동복지
론, 사회복지·사회진출세미
나, 정신건강론, 사회복지윤
리와철학 

- 현장전문가 취업특강
- 진로취업상담
- 맞춤형 취업전략

- 라온제나 (봉사동아리)
-  가슴빛 (정신건강관련 연구 및 
학술동아리)

- Luminous (영어동아리)
-  FC아레스 (사회복지현장연계형

축구동아리)

글로벌 복지 인재
현장 실무형 복지전문가
학문 성취형 복지전문가

사회복지전문인력

자기주도학습
활성화 교육

팀플
학과동아리
멘토링
튜터링

전공지식 함양

기초이론
일반이론
심화이론

현장밀착형교육

자원봉사
직장체험
인턴십

잠재력있는 학생선발

체계적인
학사운영

전공의식
함양

전공
심화

다양한
진로 및
취업

졸업한 동문이
추천하는 학과

사회복지와 그 외 다양한 분야에서 성공적인 사회진출을 돕는 교과, 비교과 교육과정 및 진로교육을 통해 우수한 인재로  
거듭나는 학과

사회복지사가
추천하는 학과

실천현장에 있는 사회복지사들로 부터 사회복지전공에 대한 탄탄한 교육과 엄격한 예비사회복지사 훈련과정을 인정받고 
있는 학과

학생들의 민주적 리더십과
학문 활동의 전통이 강한 학과

2001년 설립 이후 부터 지역사회에 꼭 필요한 인재가 되기 위한 능력을 개발하기 위해 학생들자치의 학생회 및 동아리        
활동, 학술제 개회 등을 학과의 전통으로 발전시켜온 학과

학부모님이
추천하는 학과

학생들이 대학생활에 적응하고 올바른 가치관을 형성하도록 지원하는 학생지도 체계, 가톨릭 교구가 운영하는 카리타스법
인 로사리오 카리타스 산하 사회복지관 들과 연계된 높은 수준의 교육과 취업 전망을 제공하는 학과

사회복지 및 광범위한 사회제반
분야의 취업전망이 가능한 학과

졸업후 취득한 사회복지사 1,2급 자격으로 사회복지공무원 및 다른 행정직 공무원, 주요 공단 및 공기업, 종합사회복지관, 병원,           
다문화센터, 지역아동센터, 장애인복지관, 노인복지관, 장애인복지관 등 다양한 대상과 영역의 분야에 취업전망을 높일 수 있는 학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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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가톨릭대학교 사회복지학과

주소 : 부산광역시 금정구 오륜대로 57, 로사리오관 517호    Tel : 051) 510-0689   Fax : 051) 510-0688

학과홈페이지 : http://socialwelfare-s.cup.ac.kr

   김OO (01학번, 제1회 졸업생) : 자성대노인복지관 관장
    대학 졸업 후 현재 근무하고 있는 사회복지법인에 지원을 하여 노인복지업무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노인맞춤돌봄서비스사업, 독거노인 자살 및 

고독사 예방을 위한 특화사업 등 사회복지현장에서 필요한 업무를 4년간의 체계적인 전공수업을 통해 익혔기에 사회복지사로서 꾸준한 성장을 하

며 제 자신도 전문가로서 거듭나며 일하고 있습니다. 힘들고 어려운 사람에게 살아갈 희망을 갖게 하는 업무를 하는 사회복지사는 어느 누구보다도 

행복한 사람입니다. 사회복지학과 예비 신입생 여러분! 모든 사람들에게 행복을 나누는 사회복지사가 되기 위한 첫 걸음을 부산가톨릭대학교 사회

복지학과와 함께 걸어보시길 추천해드립니다.

   공OO (01학번 제1회 졸업생) : 부산광역시노년일자리지원센터
    4차 산업 혁명과 그린뉴딜 정책 등 급변하는 세상은 우리 학생들에게 위기이자 기회입니다. 기존의 틀에서 벗어나 사회복지 분야에서 취업, 창업, 

창직 관련한 취업활동에 도전한다면 사회복지 전문가로서 신입생들의 미래는 밝을 것이라 믿습니다. 부산가톨릭대 사회복지학과에서 여러분들의 

미래를 설계하셔서 사회복지 전문가로 활약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도 할 수 있습니다.

종합사회복지관, 사회복지협의회, 공공기관(읍,면,동 사무소, 국민연금관리공단, 국민건강보험공단, 근로복지공단), 부산사회복지관협회, 대학병원, 종

합병원 의료사회사업실, 정신의학병원, 정신건강복지센터, 정신재활시설,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장애인주간보호센터, 시니어클

럽, 시설, 방문요양센터, 청소년근로보호센터, 복지재단, 상성희망네트워크, 지역아동센터, 재가복지센터, 노인복지관, 주간보호센터, 사회복지연대, 장

애인자립생활센터, 미혼모부자지원센터,  장애인협회, 청소년상담복지개발원 이외의 다수의 사회복지기관, 시설 등 취업

자격증 진로 분야

사회복지사 1, 2급
  (국가공인자격증)

학교사회복지사
  (국가공인자격증)

 
정신건강사회복지사
  (국가공인자격증)

의료사회복지사
  (국가공인자격증)

직업상담사

사회조사분석사 

청소년상담사

컴퓨터활용능력

이용
시설

지역사회복지관, 노인종합복지관, 장애인종합복지관, 공부방/방과후교실, 지역아동센터, 여성회관, 청소년수
련관, 주간보호센터, 재가복지분야, 자원봉사센터 등

공공기관 보건복지부, 시·군·구청 및 읍·면동사무소

준공공
기관

국민연금공단, 국민건강보험공단, 근로복지공단, 시설관리공단, 적십자사, 한국장애인고용공단, 한국보훈복
지의료공단,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한국자산관리공사 등

생활
시설 노인복지시설, 장애인복지시설, 아동복지시설, 정신요양시설, 모자복지시설 등

정신건강
의료분야

정신건강의학과병원, 정신건강복지센터,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 정신재활시설, 대학병원, 종합병원, 요양병
원, 정신건강시설, 재활병원 등 

아동청소년 
분야 초·중·고등학교, 교육청, 청소년상담소, 청소년수련시설 등

여성가족
지원분야 성폭력상담소, 건강가정지원센터,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쉼터 등

기타 사회복지공동모금회, 학교(학교사회복지사), 군(군사회복지사), 복지 관련연구소, 교정사회사업(교정사회복
지사), 사회복지관련기관, NGO, 지역자활센터 등

대학원
(석사과정) 전문가로서 성장하고 사회복지학 분야의 역량을 강화할 수 있도록 운영

학과 동문 한마디

졸업 후 진로

사회복지사 선서식

학과행사 - 가이던스페스티벌

사회복지학과 설립 20주년 기념행사

학과행사 - CUP봉사단

취업&진로탐색을 위한 졸업선배 특강

학과동아리 - 라온제나(봉사&학술)

학과행사 - 학술제

학과동아리 - FC아레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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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상담심리학과는 사회복지학과 상담심리학의 융·복합적 학문탐구를 추구하는 학과입니다. 상담 역량과 사회복지 전문성을 갖춘 사회복지사
·상담심리사 양성을 목표로 합니다. 4년간 전문적 교육과정과 교수진의 동반지도 프로그램으로, 확대되는 사회 서비스 분야에 열정 가득한 휴먼서

비스 전문가를 배출하고 있습니다. 사회복지상담심리학과를 통해 변화하는 현장이 요구하는 지식과 기술, 가치를 습득하고 두 가지 이상의 자격증 취

득을 통해 성장하는 전문가가 될 수 있습니다.

사회복지상담심리학과 Department of Social Welfare & Counseling Psychology

상담 역량과 사회복지 전문성을 갖춘 사회복지사·상담심리사 양성

학과소개

교육목적 및 교육과정

교육목적

사회복지와 상담의 융합을 
실천하는 인재 양성

인권존중을 기반으로 
세상과 소통하는 전문가 양성

글로벌 감각을 갖춘 
미래 지향적 사회복지사, 상담심리사 양성

면허 및 자격증 종류 졸업생 진출현황

교과 구분
(자격증 기준)

학년 - 학기

1-1 1-2 2-1 2-2 3-1 3-2 4-1 4-2

상담심리
일반 및 청소

년상담사
심리학개론 발달심리 상담이론 집단상담의 기초

이상심리의 이해
가족상담 및 
가족치료

상담심리현장실습
심리측정 및 평가

학습이론

범죄심리학
학교사회복지론

사회복지사

사회복지학개론 사회문제론
인간행동과 
사회환경

지역사회복지론

사회복지실천론
사회복지조사론

사회복지실천기술론
사회복지정책론

사회복지행정론
사회복지현장실습

사회복지법제와 
실천

(사회복지역사)
장애인복지론

사례관리론
사회복지와 문화

다양성

사회복지자료분석론
노인복지론

정신건강사회복지론
의료사회복지론

사회복지와 인권
사회보장론

가족복지론 여성복지론

청소년지도사
청소년문화

청소년복지론
청소년활동론

청소년지도방법론
청소년프로그램

개발과 평가
청소년문제와 보호

청소년육성제도론
청소년심리 및 상담

직업상담사 
및 기타

(사회복지현장       
실습 대비 비교과   

프로그램)

직업심리 및 상담
복지 및 상담캡스톤

디자인
사회복지학특강

진출
분야

복지관 등
사회복지분야

청소년상담 등 
관련기관

의료관련기관 대학원 진학
학교 등
교육기관

기타

% 27.7 23.1 13.8 12.3 6.2 16.9
사회복지사 2급

졸업 시
취득가능

사회조사분석사
건강가정사

정신건강사회복지사
의료사회복지사
학교사회복지사

면허 및
자격증

청소년상담사 3급
응시가능

청소년지도사2급
필기면제

면접응시가능

사회복지사 1급
응시가능

임상심리사 2급
직업상담사

2급 응시가능

16.9

27.7

최근 3년 졸업생 진출 분야

복지관 등 사회복지분야

23.1
13.8

12.3

6.2 청소년 상담 등 관련기관

의료관련기관

대학원 진학

학교 등 교육기관  

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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졸업 후 진로

부산가톨릭대학교 사회복지상담심리학과

주소 : 부산광역시 금정구 오륜대로 57, 로사리오관 516호    Tel : 051) 510-0679   Fax : 051) 510-0678

학과홈페이지 : http://welfarencounsel.cup.ac.kr

학과 경쟁력

융복합전문 자격증 취득을
위한 교육과정 운영

ㆍ사회변화에 대응하는 휴먼서비스 양성을 위한 교육과정 운영
ㆍ사회복지사+청소년상담사+청소년지도사+직업상담사 동시 취득 가능
ㆍ교과이수만으로 청소년지도사 2급 필기시험 면제

질 높은 교육 환경 구축 ㆍ사회복지상담 실습실 운영 : 집단상담실 및 개인상담실을 활용한 상담 실습 운영   
ㆍ대학원 상담심리학 전공 석사학위 과정 개설과 상담실습 수련과정 제공으로 상담전문가 양성

실무 역량을 갖춘 
예비전문가 육성

ㆍ2016년~2017년 예비사회복지사대회 복지현장 국내연수 우수상 수상 
ㆍ2017년~2019년 부산광역시의회 의정모니터 서포터즈단 시민의회 최우수 의정상, 감상, 비상 수상
ㆍ2020년 2021년 부산청소년활동진흥센터 청소년지도자 청소년 정책 제안 대회 장려상 수상

현장 연계 전문가 교육
ㆍ부산, 울산 지역 전체 청소년상담복지센터와의 산학협력 체결 및 상담심리현장실습 
ㆍ 부산, 울산, 경남 지역 사회복지 기관, 건강가정지원센터,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직업상담 관련 기관과의 산학

협력 체결 및 사회복지현장실습

국제협력 및 교류를 통한
글로벌 인재 양성

ㆍ일본 성카타리나 대학교 인간건강복지학부와의 복수학위제 운영을 통한 복수 학위 취득
ㆍ미국 텍사스텍 대학교 의과대학 임상상담 및 정신건강학과와 프로그램 연계 운영 및 학생교류

일본 성카타리나
대학교와

공동학위제 운영 

ㆍ 6학기를 이수한 후 일본 성카타리나대학교 인간
건강복지학부에서 3.4학년을 이수하면 두 대학에
서 각각의 학사학위 취득이 가능합니다.

대학원 상담심리학과 
석사학위 과정 개설

ㆍ 상담심리학 전공의 일반대학원 석사학위 과정을 
졸업하고, 수련과정을 거치면 전문상담가(상담심
리사 2급/2급 전문상담사)로 전문상담영역에서 
활동합니다.

사회복지사
ㆍ종합사회복지관
ㆍ노인복지관 
ㆍ장애인복지관
ㆍ건강가정지원센터
ㆍ다문화가족지원센터
ㆍ여성복지시설

ㆍ지역자활센터
ㆍ청소년보호시설
ㆍ아동 및 노인보호 전문기관
ㆍ학교사회복지사
ㆍ의료사회복지사
ㆍ지역아동센터 등

청소년지도사
ㆍ청소년수련관
ㆍ청소년수련원
ㆍ청소년 야영장
ㆍ청소년 문화의집
ㆍ청소년 특화시설
ㆍ유스호스텔
ㆍ진로교육지원센터 등 

상담심리사
ㆍ한국청소년상담복지개발원
ㆍ청소년상담복지센터
ㆍ대학교 내 학생상담센터 
ㆍ전문심리상담센터
ㆍWee스쿨ㆍ센터ㆍ클래스 등

기타
ㆍ사회복지전담공무원
ㆍ국민연금공단
ㆍ건강보험공단
ㆍ근로복지공단
ㆍ사회복지관련 협의체
ㆍ사회복지관련 시민단체
ㆍ국제구호개발기구 등

직업상담사
ㆍ노동부 지방노동관서
ㆍ고용복지플러스센터
ㆍ공공 직업안정기관
ㆍ직업소개소
ㆍ여성인력개발센터 등

청소년상담사
ㆍ청소년상담복지센터
   Wee스쿨ㆍ센터ㆍ클래스
ㆍ청소년복지시설
ㆍ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꿈드림)
ㆍ성폭력 상담소 등

사회복지
상담심리학과

졸업 후 진로

사회복지
상담심리학과

동아리

FC레전드(축구)

FUN(창의,활동,친목) 내마음이들리니(상담연구)

유랑봉사단(여행,봉사) 누리나래(학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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➊  정문                    

➋  보건과학관(A)

➌  정보공학관(B)        

➍  연구회관(C)

➎  학생회관(D)          

➏  대학본부관(E)

➐  사피엔스관(G)        

➑  메리놀관(H)

➒  카타리나관(I)         

➓  로사리오관(J)

  카리타스관(K)        

  베리타스센터(L)

  미카엘관(M)          

  라파엘관(R)

  라자로관(N)          

  산학협력관(F)

  운동장                 

Ⓟ  주차장

Campus Map
부산가톨릭대학교 캠퍼스를 소개합니다.

시내버스 이용시
부산가톨릭대학교(금정구청) 앞 하차

지하철 이용시
지하철 1호선 장전동역 하차(4번 출구) 후 학교순환버스 및 오륜동행 마을버스 환승

학교순환버스 : 학기중 무료운행 오전 10분 간격, 오후 20분 간격

마을버스 : 5, 5-1번

울산 · 양산지역 운행(학기 중에만 운행, 무료)
울산공업탑(롯데캐슬 앞) 7:30 → 울주군청 07:32 → 무거삼거리 07:40 → 울산효암고교 08:00 
→

 

덕계(새마을금고) 08:10 → 학교 도착 08:45

롯데마트

(부산가톨릭대학교)

금정구청

농협

신학교정

간호대학

금정문화회관

←
 경
부
고
속
도
로

←  노포동 동래  →

금정경찰서

GS칼텍스

1호선 장전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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