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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가능성,
이곳에서
피어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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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들의 잠재된 가능성이 피어납니다.

학생들의 꿈을 향한 도전에 힘이 됩니다.
잠재된 가능성을 꽃 피워
꿈을 이루는 대학

수원여자대학교

수시 · 정시
최초합격자

04
05

100

만원

장학금 선감면
(정원내 전형)

06
07
08
10
25
53

사명과 비전
성과와 인증
장학금

어학·국제교류 프로그램
취·창업지원 프로그램
학과소개

2023학년도 모집요강
오시는 길

수원여자대학교 2023학년도 모집요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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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께 꾸는 꿈

수원여대는 사회에 공헌하는 여성인재육성이라는 목표에 충실하며, 경영·교육·연구
분야에서 학생들이 자부심을 가질 수 있는 대학으로 성장하기 위해 도전을 멈추지 않
을 것입니다.
여성인재로서의 성장을 견인하고 구성원들의 성공과 발전을 응원하며 더불어 사는 가치를

사명

선도하는 사회공헌대학

전문지식 습득과
실무능력 개발에 주력하는
실천 여성 인재 양성

비전
핵심
역량
추진
목표

특성화

산업 및 사회변화에
창의적으로 도전하는
창의 여성 인재 양성

국제적 감각과
소통 능력 개발에 적극적인
소통 여성 인재 양성

인성과 전문성이 자라는 큰 숲

창의
역량

인문
역량

리더
역량

윤리
역량

소통
역량

글로벌
역량

전문
역량

· 개방, 소통, 협력, 공유가치를 창출하는 (스마트)경영 혁신 교육기관 위상 확립

· 국제적, 산업적 통용성을 지향하는 개방·협력·연결 기반 우수 여성 직업교육 운영체제 확립
· 공감·소통·협력 교육기반 산학협력 우수 여자대학 위상 확립
· 대학 경쟁력 주요 교육 성과자로 A+대학 위상 확립
계열특화
기능특화

과정특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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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눔과 봉사 인성을
향상하고 실천하는
공감 여성 인재 양성

의료보건복지계열

식품계열

교육예술계열

Health Care Service

Food Tech &
Well-being Service

Child Education &
Culture Service

Health Tech & Well-being Culture
융합사회공헌인재양성

· 수요자 맞춤형 학사 제도 운영
· 창의·협력 교육
· 실습학기제
· 직업능력성취도 평가 졸업인증제

SUWON WOMEN’S UNIVERSITY

· 직업기초능력(핵심역량)인증제
· 역량중심 교양교육
· 학교기업 육성

1998~2010
2002

2006~2018
2010
2011
2011
2012
2012~2018
2013
2013
2013
2013

2013~2014
2014
2014
2014
2015
2016
2016
2017
2018
2018
2019
2019
2020
2021
2021
2021
2021
2022
2022

교육성과와 우수대학 인증

교육부지원 우수대학 선정 - 전문대학 특성화, 주문식교육,

실고연계교육, 산학협력 우수대학, 학교기업 운영 우수대학,
교육역량강화 우수대학 등

전문대학 최초 교육서비스분야 ISO 9001 품질인증 취득

인적자원개발 우수기관(Best HRD) 선정(교육과학기술부)
교수학습지원센터 운영 우수대학 선정(교육과학기술부)
교육기부기관 인증(교육과학기술부)

한국이러닝연합회 시행 이러닝 전문기관 (최고등급) 인증

한국소비자포럼 The COMPANY of Korea 사회공헌부분
4년 연속 대상 수상

고용노동부 지원 청년 직장체험 운영 기관 선정

식품산업전문인력양성과정 교육훈련기관 지정(농림축산식품부)

국제공인시험검사기관지정(KOLAS)(산업통상자원부 기술표준원)
수업연한 4년제 간호과 설치 대학 지정(교육부)
전문대학 기관평가인증 획득

식품산업전문인력양성과정 교육훈련기관 지정(농림축산식품부)

교원양성기관 평가 인증(간호과, 유아교육과, 음악과, 미용예술과)

평생교육원 평생 학습계좌제 기관단위 평가 인정기관 선정(교육부)
ISO 9001:2008 교육행정서비스 분야 재인증 획득
교육기부 우수기관 인증 갱신
간호교육인증평가 획득

전문대학기관평가 재인증

교육기부 진로체험 인증기관 선정

교원양성기관 평가 최우수 선정(유아교육과)

전국 여자대학교 취업률 1위(4년제 포함, 2017 정보공시 '나'그룹)
학교기업지원사업 우수기관 5년 연속 선정

전국여자대학교 취업률 2년 연속 1위(4년제포함, 2018 정보공시 '나'그룹)
전국여자대학교 취업률 3년 연속 1위(4년제포함, 2019 정보공시 '나'그룹)
전국여자대학교 취업률 4년 연속 1위(4년제포함, 2020 정보공시 '나'그룹)
교육부 대학기본역량진단 ‘일반재정지원대학’ 선정
‘간호교육인증평가 5년 인증’ 획득
간호학과 국가고시 100% 합격

자원봉사 부문 사회공헌 대상 5년 연속 수상(디지틀조선일보 주관)
전국여자대학교 취업률 5년 연속 1위

(4년제포함, 2017~2021년 대학알리미 졸업생 2000명 이상)

수원여자대학교 2023학년도 모집요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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꿈을 키워주는 지원제도 1

풍부한 장학금

공부를 잘하는 학생만 장학금을 받나요? NO!
다양한 장학제도로 누구나 장학혜택을 받을 수 있는 대학
교내장학금

입학성적장학금, 성적장학금, 공로장학금, 복지장학금,
희망플러스 장학금(1~6급의 장애학생), 사랑플러스 장
학금(재학 중인 다문화가정 학생), 특별장학금(동문가
족, 재입학), 드리미장학금(학생근로장학금), 봉사장학
금(사회봉사, 해외봉사), 성인학습자 장학금, 보훈장학
금, 경력개발지원장학금(경진대회입상, 마일리지, S_
HRD 특별장학금), 건강플러스장학금(금연프로그램, 체
지방관리 프로그램), 학비감면장학금(전공심화) 등

1인당 평균
장학금 수혜금액

325
만원

교내·외
장학금 지급 금액

138
억원

2022년 정보공시 기준자료
(자료기준일 2020년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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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외장학금

국가장학금, 입학금지원 장학금, 전문기술인재 장학금,
중소기업취업연계 장학금, 의용소방대자녀 장학금, 신
용림장학금, 농어촌희망재단(KRA)장학금, 삼성이플러
스 장학금, 수원시 치과의사회 장학금, 학과선발 추천
장학금 등

성인학습자 전담과정 장학금

수업료 30% 선감면
- 펫케어과, 메디컬허브치유과, 부동산서비스과, 보육과

꿈을 키워주는 지원제도 2

어학·국제교류
프로그램

수원여대는 다양한 외국어 학습 및
국제교류프로그램을 통해 학생들의
글로벌 역량 강화와 해외진출을 지
원하고 있습니다.

수원여자대학교 국제교류센터는 학생들의 글로벌 학습 역량 강화를 위하
여 Global Language Program을 포함한 외국어 학습 프로그램, 영국,
호주, 중국의 해외자매대학과 어학연수 프로그램, 2+2공동학위과정, 글
로벌 현장학습 프로그램과 국제학생증발급 등 학생성공을 위한 다양한
국제교류 프로그램 서비스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GLP(Global Language Program) 외국어 능력 향상 프로그램

· 외국어(영어, 일본어, 중국어 등) 어학능력 향상을 위한 외국어 학습을 지원
하는 프로그램

· 회화, 토익, JLPT, HSK 등 공인어학성적 향상 교육과정 운영

· 학습비는 무료이며 이수자는 교내 마일리지 장학, 해외 단기어학연수 선발
혜택 부여

해외 자매대학 어학연수 프로그램

· 재학생들의 어학능력 향상과 해외 문화체험을 위하여 영국, 호주, 중국 등 해
외 자매대학에서 4주간 진행하는 프로그램

· 매년 하계방학 및 동계방학 기간에 우수학생 20~30명을 선발하여 진행
· 현지 교육비 및 체류, 문화체험 경비 등 대학에서 지원

글로벌 인문소양 개발 프로그램

· 외국어 면접 대비 및 말하기, 에세이 작성 능력 향상을 위한 프로그램

· 영어 인문학 프로그램 : 영어원서 독서 및 영화 시청 후 원어민 토론, 독후감
작성 및 발표

· 스피치 경연대회 : 영어, 중국어, 일본어 중 본인이 희망하는 언어로 자유주
제 발표

제주도로 떠나는 영어 여행

· 제주도 국립국제교육원 영어교육센터에서 체험과 활동을 통해 자연스러운
영어 체득으로 영어 실력을 향상 시키는 캠프

· 매년 하계방학에 4박 5일간 희망학생들을 대상으로 진행하며 현지 교육비,
연수비 등 지원

글로벌 현장학습

· 한 학기 동안 해외 대학 및 산업체에서 현지 적응교육과 직무교육, 산업체 실
습을 진행하는 프로그램

· 해외 파견 전 사전교육, 현지 적응교육, 실습에 필요한 항공료, 현지 교육 및
생활비 등 필요경비 전액 지원

글로벌 역량강화 특강

· 글로벌 마인드 함양 및 역량 강화를 위한 국내 유명인사 초청 특강 프로그램
· 수강학생 전원 마일리지 장학 및 기념품 증정 이벤트 제공

해외자매대학과 2(3)+2 학위연계 공동교육과정

· 수원여자대학교에서 전문학사학위를 취득하고 해외자매대학의 학사학위과
정에 편입하는 교육과정

· 중국 절강이공대학교, 중국 루동대학교, 호주 퀸즐랜드 기술대학교 등

해외자매대학 교환학생 프로그램

· 해외 자매대학에서 1학기 동안 현지 교육과정을 이수하는 프로그램
· 중국 절강이공대학교, 루동대학교 등

수원여자대학교 2023학년도 모집요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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꿈을 키워주는 지원제도 3

취·창업지원
프로그램

성공적인 사회진출을 위한 취창업지원서비스 체계를 구축하고 재학
생들의 취창업역량 강화를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습니
다. 맞춤형 취업정보 제공을 위한 학생들의 이력관리, 취업현황의 정
확한 산출과 취업정보의 데이터를 종합적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운영
프로그램
소개

· 학생 이력관리 및 경력관리와 시스템 운영
· 취창업지원 진로지도 및 역량강화 프로그램 개발과 운영
· 취창업정보제공
· 창업상담
· 취창업알선
· 취창업데이터 관리

4년제 포함
전국여자대학교

5년 연속
취업률 1위
(2017~2021년 대학알리미
졸업생 2000명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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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프로그램

취업인식개선 교육

입학시부터 직업에 대한 의미, 올바른 직업관, 4
대 보험의 중요성, 진로 결정 및 직업의 변화 등
취업인식전환 및 강화의 교육

직무적성 특강 및 검사

대기업 직무적성시험(SSAT) 유형문제 파악 및 연습

이력서, 자기소개서 특강 및 클리닉

취업준비전략의 기초인 서류 준비 중 특히 이력
서와 자기소개서 작성법 특강 및 첨삭지도

취업학습조직

희망기업, 직종별 공동 취업준비를 위한 동아리활동

취업서류클리닉

전문 취업 컨설턴트와의 취업서류 1:1 첨삭지도

MOS 자격과정

컴퓨터 활용 능력 강화를 위하여 마이크로소프
트 오피스 프로그램에 대한 국제자격취득과정

취·창업지원 프로그램 참여 수기공모전

취·창업 지원 프로그램 참여를 통해 달성한 자신
만의 목표달성 경험에 대한 수기 공모전

취업특강(직장예절 등)
직장예절과 에티켓 특강

모의면접

전공 관련 인사담당자를 초청하여 실제와 동일
한 환경에서 모의면접 진행

창업프로그램

취업포트폴리오 경진대회

신입생 창업 맛보기 교육(기업가정신)

온라인 취업지원 과정

창업동아리

희망기업체 취업을 목표로 재학기간 체계적으로
축적한 본인만의 포트폴리오 경진대회
진로선택 및 적성검사방법, 올바른 취업준비전
략 구체적인 취업정보 찾는 법 등 경기도 일자리
재단에서 대학과 연계 하여 대학생의 사회진출
을 위한 특강 지원

산업체 전문가 취업특강

산업체인사초청 특강을 통해 진로결정 및 취업
전략 모색

취업 멘토링 프로그램

선배, 산업체 인사의 직장생활 조언 및 노하우 전
수 프로그램

전공맞춤 자격증특강

전공별 직무특성을 반영한 맞춤 자격과정 운영

전공 맞춤 취업특강

전공 관련 진로설계 및 취업전략 특강

산업체 탐방 및 현장학습

전공별 관심 산업체 탐방을 통한 진로 탐색

면접용 정장 대여

취업지원자 대상 무료 면접용 정장 대여 사업 진행

기업가정신 교육 특강(도전정신, 새로운 기회 발
굴·실천)
창업 아이디어/아이템 개발을 위한 동아리 활동

창업특강(온라인, 오프라인 교육)
단계별 창업 역량강화 강좌 수강

전공 맞춤 교외 취·창업 활동

전공 특성에 맞는 교외 취·창업 전시회 및 박람회 관람

창업캠프

창업 사례 특강 및 팀별 멘토링 등 창업 집중교육

교내 창업 시제품 경진대회

창업 시제품 완성·전시 통한 사업화 가능성 평가 대회

지식재산권 등록 지원

재학생이 보유한 우수한 창의적 아이디어 발굴
을 통한 지식재산 창출 및 법적보호를 위해 지식
재산권(특허, 실용신안, 디자인, 상표) 등록에 필
요한 제반비용과 행정 지원

창업 멘토링 프로그램

창업전문가의 창업 관련 조언 및 노하우 전수 프
로그램

창업전문가 맞춤 자문

창업전문가와 창업 관련 전문적인 조언 및 애로
사항 해결을 위한 1:1 맞춤 자문 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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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과소개

간호보건

수원여자대학교는 학생들이 가진,

무한한 꿈과 잠재된 능력에 주목합니다.

학생들의 꿈과 잠재된 능력이 구체화되고,
전문성과 창의성이 갖춰질 수 있도록

전공에 따라 28개의 학과(전공)로 세분화하여
재학기간 중 맞춤식 코스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휴먼케어
IT · 방송

교육 · 복지

헬스 & 푸드아트
예술 디자인

성인학습자
전담과정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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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호학과(4년)
치위생과(3년)
치위생과(3년, 야간)
보건행정과(3년)
물리치료과(3년)
반려동물과(2년)
스포츠지도과(2년)

융합콘텐츠과(2년)
: VR콘텐츠전공, 방송콘텐츠전공
연기영상과(3년)
실용음악과(2년)
유아교육과(3년)
아동보육과(3년)
사회복지과(3년)
세무회계과(2년)

식품영양과(3년)
호텔외식조리과(2년)
제과제빵과(2년)

미용예술과(2년)
: 메이크업미용전공, 피부미용전공, 헤어미용전공
패션디자인과(3년)
패션마케팅과(2년)
시각디자인과(3년)
: 그래픽디자인전공, 미디어디자인전공
펫케어과(2년)
메디컬허브치유과(2년)
부동산서비스과(2년)
보육과(2년, 야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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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년제 간호학과 교육과정 운영, 교직반 운영

	해부학실습, BLS Provider 자격과정, 학술제 등의 전공능력향상프로그
램 운영

간호보건

간호학과

	취업약정인력양성, 취업적응을 위한 멘토링, 취업 설명회 등의 산학협력
프로그램 운영

4년

	해부학실습(중국), 외국어 어학능력향상 프로그램 등의 글로벌 역량강화
프로그램 운영

	간호창업, 그린나래, 온새미로, 엔젤리너스, 예비천사 등의 다양한 전공
동아리 운영

진출분야 및 주요 취업처
진출분야

주요 취업처

상급종합병원, 전문병원 등 간호사로서 취업, 여성/정신/노인/신
경계전문 병원 취업, 산업체 간호사, 보건교사, 보건직 공무원 등
졸업생 80% 이상이 대학부속병원급 이상으로 취업함.

가톨릭대학교 서울성모병원, 가톨릭대학교 성빈센트병원, 가톨릭
대학교 여의도성모병원, 고려대학교병원, 분당서울대학교병원,
삼성서울병원, 순천향대학교병원, 아주대학교병원, 한림대학교 동
탄성심병원, 한림대학교 성심병원 등

취득가능자격증
간호사 면허증, 보건교사 2급 자격증(교원자격과정 이수자)

국민의 구강보건향상 및 구강관리업무와 치과병의원 관리 및 진료협조 업
무를 수행하는 치위생 전문 지식과 현장 실무능력을 갖춘 치과위생사를
양성합니다.

간호보건

치위생과

3년

진출분야 및 주요 취업처
치과대학병원, 종합병원 치과, 치과병・의원, 보건(지)소 구강보건실, 보건직공무원, 건
강보험심사평가원, 구강보건관련 기업체, 치과위생사 의무부사관/군무원

취득가능자격증
치과위생사 면허증, 치과건강보험청구사 자격증, 국제응급처치사(EFR) 자격증, 치과서
비스코디네이터 자격증, 금연교육사 자격증, 치과감염관리사 자격증, 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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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 경영 및 의료 서비스 관리 전문요원 양성

간호보건

보건행정과

병원 현장에서 필요한 보험심사 현장경험 풍부한 산업체 인사의 현장실무 교수진 구성
국가고시 합격을 위한 체계적 교과과정 운영
입시율, 취업률 전국 Top5 유지를 위한 교과과정 및 특별과정 운영
	자격증·면허증 취득을 위한 동아리 활동으로 학교 적응력 향상 및 자율학습 기회 제공

3년

- <아폴론> : 전공 교과과정 심화 Study 동아리 활동, 진로지도과정을 통한 1:1 취업지도
- <토스> : 보건의료정보관리사(<구>의무기록사), 보험심사평가사 등 면허증·자격증
취득을 위한 동아리 활동

교육목표 및 교육내용
교육목표

주요 교육내용

직무능력과 전문성을 갖춘 여성 보건행정 전문 인력 양성

- 교양 및 직업능력 함양 교육 : 자기개발능력, 인제인성교육, 생활
과법률, 대인관계능력 등
- 전공교육 : 의무기록학, 의학용어Ⅰ·Ⅱ·Ⅲ, 병원마케팅관리, 코
디네이터, 전산학, 임상약리학, 병원경영(창업), 해부생리학, 건강
보험, 질병및수술분류, 보건통계학, 의무기록전사, 의료정보관리
학, 의무기록실습, 공중보건학개론, 적정진료보장, 암등록, 건강
보험실무기본, 고객경험관리 등

진출분야 및 주요 취업처
진출분야
주요 취업처

- 종합(대학)병원, 재활요양병원, 전문병원, 일반 병원, 보건소
- 국민건강보험공단, 심사평가원, 보험회사(생명보험, 화재보험),
손해사정법인

서울대병원(분당), 삼성서울병원, 강남베스티안병원, 서울대효병
원, 강남나누리병원, 김안과병원, 롯데손해보험, 강남성형외과/피
부과 코디네이터 등

취득가능자격증

- 보건의료정보관리사(<구>의무기록사) 면허증, 보험심사평가사, 병원코디네이터

	임상 분야별 전문 물리치료사의 초빙을 통한 체계적인 임상실무 중
심 교육

	임상 산업체와의 지속적인 산학협력을 통한 현장중심형 교육과정
운영

	임상 실무중심의 현장맞춤형 물리치료 학습기회 제공

	학과 특화성화 프로그램 산전ㆍ산후물리치료 관련 MFR-CPT,
Marm-UPⅠ, Ⅱ 교육프로그램 운영

진출분야 및 주요 취업처
교육목표

간호보건

· 4년제 학사학위 운영

물리치료과

3년

주요 교육내용

- 인성과 소통능력을 겸비한 여성 전문물리치료사 양성
- 현장중심 실무교육을 통한 자기주도적인 여성 전문물리치료
사 양성
- 창의적인 업무능력을 갖춘 글로벌 여성 전문물리치료사 양성

해부학, 생리학, 의학용어, 신경해부생리학, 임상해부학 및 실습 등
물리치료 전공기초교육/근골격계ㆍ신경계 운동치료학, 근골격
계ㆍ신경계 물리치료중재, 진단 및 평가 등 전공교육/임상물리치
료학 실기, 물리치료세미나, 마사지치료학, 스포츠물리치료학, 운
동재활 및 Taping, 임상(현장)실습 등 임상실무교육

취득가능자격증
- 물리치료사 국가면허증 취득
-정
 규 교육과정 외 슬링, MFR-CPT, Marm-UP, 재활필라테스, CPR, 해부학 실습 등
전공관련 자격증 및 이수증 취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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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과정

반려동물 미용실무, 반려동물 기초훈련, 반려동물 행동교정, 펫푸드,
펫의류

휴먼케어

반려동물과

2년

진출분야 및 주요 취업처
반려동물 미용실, 펫샵, 애견카페, 테마파크, 1인창업(펫푸드), 애경미용학원강사, 애견
운동장, 펫패션디자이너

취득가능자격증
반려견스타일리스트, 반려동물관리사, 펫시터, 훈련사, 펫푸드스타일리스트, 클리커훈
련, 동물매개치료사 등

	스포츠지도사(생활,유소년,노인) 국가자격 취득률을 높이기 위한 교과목
및 특강 운영으로 체계적인 학습활동 지원

	인명구조요원(라이프가드), 퍼스널트레이너, 응급처치 강사 등 수업과
민간자격이 연계된 교육과정 운영

	서울YMAC, 호반건설, ㈜아이풀, 씨엘키즈, S바디워크필라테스, 수원도
시공사 등 우수 산업체와 연계된 현장실습 및 취업약정프로그램 운영

스포츠 희망일자리 네트워크 구축사업 운영으로 1:1 취업처 확보

휴먼케어

· 4년제 학사학위 운영 예정

스포츠지도과

진출분야 및 주요 취업처
2년

시군구 생활스포츠지도자, 지역별 문화체육센터, 청소년스포츠센터, 노인스포츠센터,
종목별 스포츠협회, 스포츠클럽 및 호텔, 어린이 수영장, 종합스포츠센터, 피트니스센
터, 필라테스센터, 요가센터 등 스포츠관련 기관이나 산업체에 스포츠지도자로 진출

취득가능자격증
생활스포츠지도사 2급(국가자격), 유소년스포츠지도사, 노인스포츠지도사, 인명구조요
원자격(라이프가드), 퍼스널트레이너, 필라테스지도자, 요가지도자, 응급처치강사, 레
크레이션지도자 등

수원여자대학교 2023학년도 모집요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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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R/VR 기반 실감 콘텐츠 창작·기획·제작의 메타버스형 혁신 인재를 양

성하기 위해서 창의 융합형 기본 교육, 현장 밀착형 심화 교육, 산학 연계
형 프로젝트 교육, 미래 진취형 글로벌 교육을 통한 미래 핵심 역량을 갖

IT·방송

2년

융합콘텐츠과 VR콘텐츠전공

춘 현장 실무형 실감 콘텐츠 제작의 특성화 인력 양성한다.

- 3 Career(1인 3개 자격증, 경진대회, 산학공동프로젝트) 역량 강화 프로
그램 운영

- 3 STEP(현장실습-인턴십-취업) 취업 약정 프로그램 운영
- 3 in One(1기업-1팀-1교수) 전공코스 프로그램 운영

진출분야 및 주요 취업처
- VR/AR 게임 · 영상 콘텐츠 기획, 개발, 제작 분야
- 3D 모델링, 애니메이션, 2D 디자인 분야
- VR/AR 영상 콘텐츠 제작 및 편집 분야
- VR/AR 게임· 콘텐츠 창업, IT관련 기업, 교육기관 등

취득가능자격증
Unity3D 국제공인자격증, 멀티미디어콘텐츠전문가, 게임프로그래밍전문가,
게임기획전문가, GTQ, ACA, 증강현실전문가, 웹마스터전문가, 컴퓨터그래픽스운용
기능사

	TV 중심의 방송 환경이 개방된 인터넷 환경의 방송영역인 OTT(Over

The Top)까지 확장되어 다채널, 다매체, 정보화 사회에 맞는 인재를 양
성하는 학과

	전,현직 방송 PD, 아나운서, MCN 분야의 교수진으로부터 교육을 받고
개인 역량을 업그레이드 할 수 있는 학과

	방송 제작의 전 과정(연출, 촬영, 편집, 기획, 출연)을 배울 수 있는 최초
의 학과

	방송, 미디어, MCN 분야로 학교에서 배운 것을 실제 체험해 볼 수 있는
현장실습 운영

IT·방송

2년

융합콘텐츠과 방송콘텐츠전공

진출분야 및 주요 취업처
방송국 PD, 편집 감독, CG 감독, 촬영 감독, 카메라 기자, 조명 감독, 오디오 감독, 음
향 감독, 방송 작가, 영상 기획자, 유튜버 콘텐츠 제작자, 크리에이터, 방송 캐스터, 기
업체 홍보

취득가능자격증
한국영상전문인 자격증, 영상편집 자격증, 영상촬영 자격증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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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작실습 중심의 체계적인 교육과정으로 무대와 영상 매체를 넘나드
는 전문 여성배우 양성

연
 기, 무용, 노래의 역량을 골고루 갖춘 실기 중심의 교육과정 운영

IT·방송

연기영상과

연극치료 자격기반 교육과정 편성으로 연극치료 수료증 취득
T.K(극장동아리), 교육연극동아리, 희곡강독 동아리 운영

3년

진출분야 및 주요 취업처
국·공립극단, 수원시립극단, 극단마고, 극단아지트, 꿈담연극심리연구소, 모꼬지, 크리
에티브지오, 스타100엔터테이먼트, 프로젝트넘버원 등 다양한 극단 및 기획사를 통하
여 영화, 방송, 연극배우

취득가능자격증
연극치료 2급 수료증, 문화예술사

	SELF 음원제작 : 개인 포트폴리오를 위한 음원제작 지원 (녹음｜믹싱｜
마스터링｜유통)

	1:1 개인레슨 : 국내 최고 강사진의 맞춤형 레슨지원

	공연 : 국내 최고 외부 공연장 무대 기회 지원(WEST BRIDGE｜KT&G
상상마당)

부전공 수업 : DRUM, BASS 악기 중 선택 부전공 수업 지원

IT·방송

실용음악과

진출분야 및 주요 취업처
2년

- 전문연주가, 대중가수 및 작곡가
- 실용음악학원 및 초·중·고 방과 후 실기교사
- 공연기획자 및 스튜디오 엔지니어 등

취득가능자격증
- 문화예술교육사 자격증, 무대예술전문인 자격증
- 피아노 조율 자격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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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8년 이상의 오랜 역사와 전통을 바탕으로, 전인교육에 기초한 창의
인성을 갖춘 현장실무형 전문 유아교사 양성

	바른 인성과 공감소통 역량을 갖춘 현장리더형 유아교사 양성을 위한

교육·복지

‘SMILE 유아교육’ 특성화 강화

· 4년제 학사학위 운영

유아교육과

3년

	학사학위 취득과 유아교육 전문가로 성장할 수 있는 실무중심 전공심화
과정 운영

수원여자대학교 부속유치원과 연계한 현장실무형 교육과정 운영

	4주기 교원양성기관 평가 A등급 획득

	전공동아리 놀매마당(인형극), 고운소리방(뮤지컬), 비발디앙상블(음악)
활동

진출분야 및 주요 취업처
진출분야
연계기관

유치원, 어린이집 교사 및 원감, 원장, 전공심화과정, 대학원 진학,
유아교육 관련 전문기관

수원여자대학교 부속유치원, 나라유치원, 남정유치원, 바다유치
원, 반디유치원, 삼성유치원, 성유유치원, 세림유치원, 우리유치원,
진아유치원, 해나무유치원, 햇빛유치원, 햇살유치원, 동탄청담유
치원, 중앙어린이집, 향남제약공단어린이집

취득가능자격증
유치원 2급 정교사 자격증, 보육교사 2급 자격증/음악실기강사(우쿨렐레)자격 취득 과
정운영, 현장실무역량강화 특강을 통한 다양한 자격 취득

미래의 희망을 보육하는 전문 인재 양성의 산실로서 바른 인성을 바탕으
로 사회에 공헌하는 보육인재를 양성하고자 개설된 학과입니다. 위탁 운

영하고 있는 수원시청 어린이집을 비롯하여 협약된 국공립 어린이집에서

의 실무와 이론을 통해 보육현장의 요구에 부응하는 전문지식과 실무능력
을 겸비한 보육전문가를 양성하고 있습니다.

교육·복지

아동보육과

진출분야 및 주요 취업처
3년

직장어린이집, 국공립 어린이집, 민간 어린이집 보육교사, 장애통합어린이집, 장애영유
아를 위한 어린이집, 복지관 및 치료실 장애영유아를 위한 보육교사, 육아종합지원센
터 등의 보육관련 업무 담당자, 보육관련 산업체(보육정보지 보육용품, 아동출판사, 유
아교육관련 각종 학원 등)

취득가능자격증
보육교사 2급, 장애영유아를 위한 보육교사, 동화구연 지도자, 아동미술운영기획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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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문대 최초 사회복지과 개설(1989년)

	사회복지 각 분야의 실무경력을 갖춘 교수진

교육·복지 · 4년제 학사학위 운영

사회복지과

3년

	실무중심의 교육과정 운영을 통해 사회복지 지식, 기술, 가치를 갖춘 현
장맞춤형 사회복지 전문인력양성

- 총 2회의 사회복지 현장실습(기본실습 및 심화실습)운영
- 국내 최초 사회복지사 선서식 운영 - 사회복지현장실습 엑스포 운영
- 글로컬 경험학습(해외연수)
- 캡스톤디자인(현장맞춤 프로그램 기획 및 진행)
- 사회복지 전공동아리 5개 운영 등 다양한 교육 및 프로그램 운영
- 국제개발협력 이해증진을 위한 온라인콘텐츠 공모전 운영

	전공심화과정(1년 과정)을 통한 학사학위 취득 가능(3+1 학제 운영)

	33년간 배출되어 사회복지현장전문가로 활동하는 자랑스런 동문 등 인
적 자원 적극 활용
	3년 연속 한국국제협력단(KOICA) 주관 대학교 국제개발협력이해증진
사업 선정
진출분야 및 주요 취업처
사회복지사
사회복지 관련
창업

지역사회복지관, 노인 및 장애인 거주시설, 정신건강증진시설, 학
교(학교사회복지), 의료기관(의료사회복지), 다문화건강가정지원
센터, 각종 사회복지 단체, 사회복지 상담시설, 사회복지전담공무
원, 사회복지 관련 공공기관, 대학원 진학 등

상담센터, 요양시설, 공동생활가정, 사회적 경제조직(사회적기업,
사회적 협동조합) 등

취득가능자격증
사회복지사 2급(전문학사 과정), 사회복지사 1급(학사학위 과정), 심리상담사, 미술심리상담
사, 실버코칭상담사, 복지레크리에이션 지도사, 가정폭력상담원, 전산 관련자격증(MOS )등

자격증 대비 특강실시

	FAT, TAT, 전산회계, 전산세무, 컴퓨터활용능력, 전산회계운용사 등

산업체 현장실습 실시

	방학 중 현장실습 이수(한국세무사회와 연계하여 실습 실시) 전공과목
및 자격증 취득을 위한 학과 비교과 학습조직 운영

교육·복지

세무회계과

2년

진출분야 및 주요 취업처
대기업 및 중소기업 회계부서, 은행 및 보험 등 금융회사, 회계 및 세무법인,
세무 공무원 등

취득가능자격증
FAT, TAT, 전산회계, 전산세무, 전산회계운용사, 재경관리사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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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사학위 전공심화과정 운영

취업약정형 인력양성 프로그램 : 동원 GNC

	국가기술 자격 및 면허 취득 특강 운영 : 영양사, 위생사, 조리사, 식품산

헬스 & 푸드아트

업기사

· 4년제 학사학위 운영 예정

식품영양과

3년

자율설계 경력개발학기 운영 : CJ 프레시웨이, 식품분석연구센터
영양사, 식품품질관리 분야 현장실습 프로그램 운영

	학교기업 운영: 식품분석연구센터(국가공인 식품/축산물/농산물 시험검사기관)
국제 인턴십 프로그램 운영 : 싱가폴 난양폴리텍대학교 식품영양학과

	국내외 학사연계 프로그램 : 건국대학교 식품영양학과(글로컬 캠퍼스),
중국 루동대학교 식품영양학과

진출분야 및 주요 취업처
단체급식 영양사
상담영양사

어린이급식관리
지원센터 영양사
식품품질관리
연구원

동원홈푸드, 삼성웰스토리, CJ 프레시웨이, 아워홈, 풀무원 푸드앤
컬처, 현대그린푸드, 후니드 등
동원 GNC, 그린스토어 등

수원시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화성시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
터, 평택시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등

농심, 대상, SPC파리크라상, 아워홈, 풀무원, 한국야쿠르트, 수원
여자대학교 식품분석연구센터 등

취득가능 면허증 및 자격증
- 국가면허증 : 영양사, 위생사
- 자격증 : 식품산업기사, 조리기능사(한식, 양식)

취업약정 주문식 교육 : 라마다 호텔, 온더보더
취업약정 기업대학 프로그램 : SPC 그룹

학사학위(3, 4학년)과정 전공심화교육 운영

해외 전공직무 현장연수 프로그램(영국 WKC)

전국규모의 요리&제과 경연대회 출전 및 수상

	다수의 자격증 취득 가능(무료교육), 산업체인사특강, 취업설명회, 모의
면접 등

진출분야 및 주요 취업처
호텔분야

헬스 & 푸드아트

· 4년제 학사학위 운영 예정

호텔외식조리과

2년

조리 및
메뉴개발 분야
카페 및
베이커리 분야
교육분야

 크하얏트, 라마다, 쉐라톤, 메리어트, 롯데, 노보텔, 인터컨티넨
파
탈, 신라 등
매드포갈릭, 온더보더, SPC, CJ, 어반테라스, 신세계푸드 등
폴바셋, 투썸플레이스, 파스쿠찌, 아티제, 파리바게트, 노티드 등
한솔요리학원, 음식나라, 코리아요리아트아카데미, 한국요리학
원등

취득가능자격증
조리기능사(한식, 양식, 중식, 일식, 복어), 바리스타, 떡 제조기능사, 조리산업기사, 조
주기능사, 아동요리지도자, 방과 후 조리교사, 푸드코디네이터, 소믈리에, 홈 카페바리
스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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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인 5자격증 취득을 위한 현장 맞춤형 교육과정 운영으로 다기능 인력 양성
	SPC 취업약정형 프로그램, 아티제 취업약정형 주문식교육, 한스케이크
취업약정형 주문식 교육, (주)더난 취업약정형 주문식 교육으로 취업연

헬스 & 푸드아트

제과제빵과

계, 현장실습학기제 운영(2학년 2학기, 선택)으로 현장실무형 인재 양성

	창업동아리 (베이퀸) 활동을 통한 창업아이템 개발, 전공 연계 봉사활동
으로 바른 인성을 갖춘 명품 제과 인재 양성

2년

진출분야 및 주요 취업처
프랜차이즈
윈도우 베이커리
호텔
디저트 전문업체

파리바게트, 파리크라상, 던킨도너츠, 퀸스파크, 리나스 샌드위
치, 뚜레쥬르

김영모과자점, 리치몬드과자점, 나폴레옹과자점, 이흥용과자점,
본누벨, 안스베이커리, 아우어 베이커리, 삐에스몽테 제빵소

JW메리어트 호텔, 포시즌스호텔서울, 워커힐 호텔, 소피텔 앰버
서더 서울 호텔, 롯데호텔 월드, 호반호텔앤리조트

아티제, 투썸플레이스, (주)한스제과, 제이브라운, (주)더난, 깰끄
쇼즈, 허니비케이크, 빌리앤젤 케이크, 정안초콜릿

취득가능자격증
제과기능사, 제빵기능사, 제과산업기사, 제빵산업기사, 케이크 디자이너, 베이커리 위
생관리사, 초콜릿 마스터, 디저트 메이커

	수도권 최초의 미용과 개설(1992년 학과개설), 30년 전통의 전공역량중
심의 차별화된 교육과정, 졸업생 및 취업 인프라 구축

산업체 경력이 우수한 교수진의 1:1학생 맞춤형 취업 설계 및 연계

방송 및 브랜드(뷰티 컨설턴트) 산업체와 연계한 현장 중심의 주문식 교
육과정 운영

자율설계 경력개발학기제 및 네일테크니션 부전공제 과정 운영
전공봉사동아리 활동으로 봉사정신 및 서비스 마인드 함양
자격기반 ‘퍼스널 이미지 컨설턴트’ 과정 운영

예술디자인

2년

미용예술과 메이크업미용전공

진출분야 및 주요 취업처
김활란뮤제네프, ㈜디모프로덕선, 루미가넷, 빗앤붓, 보보리스, 샤넬코리아, 샤인네
일, 스타일플로어, 순수, 아쥬레, 위드뷰티살롱, 티지오테르미아점, AlUU, EB프로덕션,
ELCA코리아, IM프로덕션, LOREAL, ㈜LVMH, SBS아트텍, SFX코리아, 아이엠프로덕
션, K워크 프로덕션 그 외 방송 프로덕션

취득가능자격증
국가 미용사 면허증, 자격기반 퍼스널컬러 이미지 컨설턴트(큐레이터 과정), 부전공 네
일 테크니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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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나라 최초 수도권 미용과로써 차별화된 교육과정과 풍부한 졸업생
네트워크 보유

	전문대학 혁신프로그램 [자격기반 인증학기제 운영]으로 IFPA 국제 아

예술디자인

2년

미용예술과 피부미용전공

로마테라피스트 인증 교육과정 시행

	우수 산업체와 주문식교육과정 운영으로 산업현장 실무형 인재양성

	해외 산업체 전공 연수 및 인턴십 프로그램 운영으로 재학생 진로 및 경
력개발 교육 확대 운영

진출분야 및 주요 취업처
호텔스파
프랜차이즈 스파
화장품 회사
피부과 및 병·의원

힐튼호텔 스위스퍼펙션스파, 신라호텔 겔랑스파, 콘래드호텔
스파, 워커힐W호텔 더어웨이 스파 등
더벨스파, 더트리니티스파, 차움테라스파, 키웰, 스파앤컨설
팅, 디마르장수희 등

아모레퍼시픽, 마르지아클리닉, (주)바이오드로가그룹, 은성
글로벌그룹 등
아비쥬의원, 테마피부과, 샤인빔의원, 차앤박피부과, 유엔아
이피부과의원, 연세라인의원 등

취득가능자격증
국가 미용사 면허증
IFPA 국제 아로마테라
피스트 자격증

미용사(피부, 헤어, 메이크업, 네일) 직종에 종사할 수 있는 미
용사 종합 면허증
영국 아로마테라피협회에서 주관하는 국제아로마테라피스
트 자격증

	수도권 최초 미용관련 학과 개설로 졸업생 네트워크 구축, 30년 전통의
차별화된 교육과정 운영

	우수 산업체와 주문식교육과정 운영으로 산업현장 실무형 인재양성

	현장실습, 캡스톤디자인, 자율설계 경력개발학기(코스) 등 학습자 중심
의 현장직무 맞춤형 교육 시행

	전공봉사동아리(수미회)와 창업동아리(핸드미) 활동을 통해 자기주도적
맞춤형 인재 양성

예술디자인

2년

미용예술과 헤어미용전공

진출분야 및 주요 취업처
준오헤어, 이철헤어커커, 마끼에, 토니앤가이, 이가자헤어비스, 박승철헤어스튜디오, 알
렉산드르드파리, 순수, ㈜아람휴비스, ㈜옵시디앙

취득가능자격증
국가 미용사 면허증 : 미용사(피부, 헤어, 메이크업, 네일) 직종에 종사할 수 있는 미용사
종합 면허증 / 두피관리사, 가모관리사, 서비스경영자격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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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패션디자인과 전공심화과정, 산업체 AP(연계교육) 운영
중국 상해랑 항주에서 수업하자~~!

5월 첫 주(4박 5일), 중국 상해·항주에서 집중수업

예술디자인

우리! 돈 안들이고 학교 다니면서 창업해 보자(창업지원)
	온라인 창업 : 학교 수업

· 4년제 학사학위 운영 예정

패션디자인과

	오프라인 창업 : 가족회사 오프라인 매장, 장학금 지급

	브랜드 디자이너들과 한 학기 내내 수업하는 교과목(캡스톤디자인기획)

3년

	졸업과 동시에 나는 그래픽 전문가 : 학기 중 GTQ,GTQi 자격증 수업

	1년 공부 더해서 학사학위 취득하자~~! 4년제 학사학위 (전공심화과정)
운영을 통한 폭넓은 진로 선택 가능

진출분야 및 주요 취업처
패션디자이너, 패션브랜드MD, 디지털 MD, 3D패션디자이너, 패션스타일리스트, VMD,
테크니컬디자이너, 패션소재컨버터, 패션바이어, 패션쇼연출가, 쇼핑몰 창업 및 기획,
해외 유학 및 진학

취득가능자격증
GTQ포토샵, GTQ일러스트
컬러리스트산업기사

테크니컬디자인자격증
패션디자인산업기사

2D패션디자인Ⅰ(1-1),Ⅱ(1-2), 패션일러스트레이션
(2-1), 컴퓨터그래픽(3-1)
패션컬러소재기획(2-1)
테크니컬디자인(3-1)

모든교과목, 전공동아리(2-1 이론준비, 2-2 실기준비)

	창의적인 MZ세대 맞춤형 패션쇼핑몰 MD 양성

패션
마케팅

쇼핑몰
기획

	패션유통기업 “신세계인터내셔널”과 함께하는 명품샵매니저 양성
	글로벌 패션산업체현장실무체험

Buying
MD

패션MD

영업
MD

VIP
마케팅
예술디자인

패션마케팅과

진출분야 및 주요 취업처
2년

-패
 션쇼핑몰MD, 패션샵매니저, 패션홍보전문가, 패션바이어 등 패션 스페셜리스트,
패션 창업, 유학 및 편입
-㈜
 신세계인터내셔널, ㈜루이비통코리아, ㈜펜디코리아, ㈜LF, 메트로시티(주)엠티콜
렉션, ㈜디지털슈퍼맨, ㈜루브르파리, BRANDI, 고고싱 등

취득가능자격증
패션머천다이징 산업기사, 샵마스터 1/3급, 비주얼머천다이징,유통관리사, 패션 스타
일리스트, 컴퓨터운용그래픽스, GTQ, MO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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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 · 방송 ㅣ 교육·복지 ㅣ 헬스 & 푸드아트 ㅣ 예술디자인 ㅣ 성인학습자 전담과정

	편집디자인, 광고디자인, 브랜드디자인, 타이포그래피, 컴퓨터그래픽, 일
러스트레이션 등 시각커뮤니케이션을 위한 디자인 제작 기술 습득

	다양한 콘텐츠 개발과 스토리텔링 등 창의적인 표현능력을 갖춘 인재 양성

예술디자인

· 4년제 학사학위 운영

3년

시각디자인과 그래픽디자인전공

	디자인 트렌드를 반영한 실무중심교육을 통해 글로벌 시대에 맞는 디자
이너 양성

진출분야 및 주요 취업처
편집·출판
디자인 분야

편집디자인 전문업체, 신문·잡지사, 출판사, 인쇄 전문업체 등

브랜드·패키지
디자인 분야

브랜드 개발업체, CI/BI 아이덴티티 디자인 업체, 패키지 디자인
업체, 디자인매니지먼트 업체 등

광고 디자인 분야
그래픽디자인,
일러스트레이션
분야
기타

광고대행사, 광고디자인 전문업체, 기업체 홍보실, 방송국 등

그래픽디자인 업체, 캐릭터디자인 업체, 문구류·굿즈 디자인 업
체, 일러스트레이터 등
미술학원 강사, 프리랜서, 창업 등

취득가능자격증
GTQ포토샵, GTQ일러스트, 컴퓨터그래픽스운용기능사, 컬러리스트산업기사, 시각디
자인산업기사, ACP 어도비국제인증

	웹/모바일디자인, 캐릭터/이모티콘 디자인, 영상/모션그래픽 분야의 실
무형 콘텐츠 제작 전문가 양성

	현직 디자이너 교수진과 50여개 가족회사가 연계한 실무중심 산업체 연
계형 교육과정 운영

	성공적 취업을 위한 개인 맞춤형 3단계 취업지원프로그램 운영

- 1단계 진로탐색 코스 → 2단계 경력 및 포트폴리오 개발코스 → 3단계
산업체 취업 연계

	4년제 학사학위과정(전공심화과정) 운영을 통한 취업역량강화 및 폭넓
은 진로선택의 기회 제공

예술디자인

· 4년제 학사학위 운영

3년

시각디자인과 미디어디자인전공

진출분야 및 주요 취업처
- 웹/모바일디자인 분야 (웹 에이젼시, 모바일 앱 개발 기업, 서비스디자인 기업)
- 캐릭터/브랜드디자인 분야 (캐릭터 디자인 기업, 기업브랜드 디자인 기업)
- 영상/모션그래픽 분야 (3D관련 디자인 기업, 게임관련 기업, 영상/방송관련 기업)
- 디지털 광고/편집디자인 분야 (광고기획사, 광고대행사, 광고제작사 등 광고 분야)

취득가능자격증
GTQ 포토샵, GTQ 일러스트, 컴퓨터그래픽스운용기능사, 컬러리스트, 시각
디자인기사/산업기사, ACA 어도비국제인증 마스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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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명존중의 소양을 갖춘 펫케어 전문가를 양성

	동물보건, 사육사, 관리 등의 분야를 세분화된 교육과정을 통해 배움이
가능함

성인학습자 전담과정

펫케어과

2년

진출분야 및 주요 취업처
동물병원, 동물보호소, 반려동물센터, 반려동물카페, 반려동물유치원, 동물원, 야생동물
구조센터, 동물호스피스센터, 반려동물사육및판매, 반려동물훈련센터, 반려동물패션업
체, 동물약품업체, 반려동물센터창업, 반려동물관련무역사무원, 탐지견운영소방 및 경
찰공무원 등

취득가능자격증
동물보건사, 패션디자인산업기사, 축산산업기사, 핸들러, 펫시터, 동물매개활동관리사,
반려동물목욕관리사, 클리커전문가, 펫푸드스타일리스트, 펫그루머, 반려견유치원 등

	메디컬 허브 식물을 활용한 건강증진 식품의 개발 및 적용 방법을 학습

하여 개인별 맞춤 건강기능식품 관련 건강 친화형 실용학문을 교육하는
성인학습 전담 전문 인재 양성

	메디컬 허브 식물을 활용한 반려식물과 원예치료를 연계한 치유 교육과
정 운영으로 치유 실용학문을 교육하는 성인학습 전담 전문 인재 양성

진출분야 및 주요 취업처

성인학습자 전담과정

메디컬허브치유과

메디컬 허브 푸드
치유 분야

2년

메디컬 허브 원예
치유 분야

건강기능식품 산업체, 약국 및 병원 상담 업무, 요양 및 지역 치매
안심센터 건강 상담사
복지센터 원예치료사, 약용식물자원관리사 강사, 스쿨팜 지도 강
사, 노인요양시설 및 심리 치료 관련 농업치유사, 도시농업 관련
해설·교육·지도사

취득가능자격증
건강기능식품관리사, 위생사, 티소믈리에, 메디컬허브마스터, 허벌리스트, KFPA(허브
와 아로마), 도시농업관리사, 원예심리치료사, 약용식물자원관리사(자격증 취득 시 한
국자격개발원과의 MOU 체결로 필기시험 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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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유경제의 이해와 경영마인드를 갖춘 부동산전문가 양성

	빅데이터분석 및 사무처리 능력을 갖춘 IT기반 부동산서비스전문가 양성
	온오프라인 병행수업을 통한 성인학습자 맞춤형 학습시스템 제공

성인학습자 전담과정

부동산서비스과

	청년 및 신중년을 위한 수요맞춤형 현장실습과 재취업 및 창업지원

2년

주택관리

임대업

부동산중개

공유오피스

진출분야 및 주요 취업처
진출분야

산학협력업체

부동산중개법인, 주택관리업체, 공유오피스기업, 부동산 컨설팅업
체, 부동산개발시행사, 부동산금융투자업체, 창업
㈜패스트파이브, ㈜우리자산관리

취득가능자격증
공인중개사, 주택관리사, 감정평가사, 공경매사, 창업상권분석지도사, SMAT(서비스경영
자격)

야간 및 토요일 집중 수업을 통해 바른 인성을 바탕으로 사회에 공헌하는
전문 보육인재를 양성하고자 개설된 학과입니다. 위탁 운영하고 있는 수

원시청 어린이집을 비롯하여 협약된 국공립 어린이집에서의 실무와 이론

을 통해 보육현장의 요구에 부응하는 전문지식과 실무능력을 겸비한 보육
전문가를 양성하고 있습니다.

성인학습자 전담과정

보육과

2년

진출분야 및 주요 취업처
직장어린이집, 국공립 어린이집, 민간 어린이집 보육교사, 장애통합어린이집, 장애영유
아를 위한 어린이집, 복지관 및 치료실 장애영유아를 위한 보육교사, 육아종합지원센
터 등의 보육관련 업무 담당자, 보육관련 산업체(보육정보지 보육용품, 아동출판사, 유
아교육관련 각종 학원 등)

취득가능자격증
보육교사 2급, 장애영유아를 위한 보육교사, 동화구연 지도자, 아동미술운영기획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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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시는 길

INJE CAMPUS

수원여자대학교 인제캠퍼스
❶ 한울관
❷ 인제관
❸ 예지관
❹ 미림관
❺ 학생회관

일반버스

· 사당, 과천

7780번, 7800번 탑승(수원여대입구 하차)

777번, 7770번 탑승(수원역 하차) → 셔틀버스 이용

· 교대, 강남, 양재 : M5443번, 3003번, 3000번 버스 탑승(수원여대입구 하차)
· 수원역 : 27-2번, 123A번, 22-1번, 50-4번, 51번, 탑승(수원여대 하차)

HAERAN CAMPUS
수원여자대학교 해란캠퍼스
❶ 해란교육관
❷ 창업보육센터
❸ 체육관
❹ 지하주차장

일반버스

· 사당, 과천

777번, 7770번 탑승(수원역 하차) → 셔틀버스 이용

· 교대, 강남, 양재 : 3003번, 3000번 버스 탑승(수원여대입구 하차)

셔틀 버스

· 수원역 : 애경백화점 2층 여성전용 주차장 앞 (과선교 고가 도로 위) 08:10 ~ 22:45 상시 운행
· 오목천역 : 3번출구 앞 스쿨버스 승강장

수원역/오목천동 외 셔틀 버스
· 사당역 : 4번 출구

· 부평역 : 5번 출구

· 가락시장역 : 7번 출구

· 동탄(변경될 수 있음) : 메가박스 동탄 맞은편

· 잠실역 : 3번 출구

· 가천대역 : 가천대역 환승 정류장

· 광교/상현(변경될 수 있음) : 상현역 포드전시장 사거리 앞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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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가능성,
이곳에서
피어나다

인제캠퍼스 16632 경기도 수원시 권선구 온정로 72(오목천동)
해란캠퍼스 18333 경기도 화성시 주석로 1098
입 학 상 담 Tel 031-290-8298 Fax 031-290-829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