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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육대학교는 이런 대학입니다. 지적 탁월함, 영적 고상함, 신체적 강건함을 

잘 짜인 비단처럼 한 사람의 인격과 개성 속에 고르게 엮어 내는 교육.

이렇게 길러진 사람이 세상에 섞여 들어가 부패를 방지하고 맛을 내는 소금처럼 

세상을 아름답게 보존하고 살맛나게 변화시키는 대학,

  

이것이 수사(修辭)에 그치지 않고 ‘실제(實際)’ 교육현장에서 ‘실재(實在)’ 인물을 

만들어 내는 ‘실체(實體)’가 있는 교육프로그램으로 구현되고 있는 대학.  

맞습니다. 

1906년 개교 이래로 이 일을 시종여일하게 진행해온 삼육대학교는 앞으로도 

학생들을 진리와 사랑의 봉사자로 세우는 인성교육과정을 더욱 탄탄하게 구축하며 

미션과 비전과 열정을 지닌 글로컬(Glocal) 인재를 양성해 내는 사명을 이어가겠습니다. 

학생은 입학하고 싶고, 기업은 채용하고 싶고, 동문은 자랑하고 싶은 

MVP대학을 만들어 가겠습니다.

여러분과 삼육대학교의 꿈을 공유하기 원합니다. 삼육대학교를 응원해 주십시오. 

삼육대학교를 사랑하며 성원해 주시는 여러분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삼육대학교	총장		/	신학박사		

“사람을 변화시키는 교육,
        세상을 변화시키는 대학” 



삼육대학교는 대한민국의 

근대교육이 시작되는 시기인 

1906년에 설립된 유구한 역사와 전통을 

자랑하는 대학입니다. 

‘진리와 사랑의 봉사자’라는 

인재상 아래 학생들에게 

지성과 영성, 신체가 조화로운 지식을 가르쳐 

작게는 개인의 행복을, 

크게는 인류 사회에 이바지하는 

의미 있는 삶을 이어가게 합니다. 

이를 위해 삼육대학교는 성경에 기초한 

기독교적 교육을 통해 

올바른 인성을 가진 창의적인 인재를 

양성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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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06. 10  - 평남 순안에 제칠일안식일예수재림교 교역자 양성을 위하여 

제칠일안식일예수재림교의 교육이념에 기초하여 의명학교가 창설되고,

스미스 목사가 초대 교장으로 취임하다.

1931. 04 - 의명학교 신학과를 서울시 동대문구 회기동의 제칠일안식일예수재림교

본부교회로 이전하여 명칭을 조선합회 신학교로 하다.

1937 - 일본의 신사 참배 강요에 대한 종교적 신념을 견지하기 위하여 자진하여 

의명학교 경영에서 철수하다.

1942. 05 - 일제의 탄압으로 폐교하다.

1947. 09 - 서울시 동대문구 회기동 본부교회에서 조선합회 신학교로 재개교하고, 

선교사 원륜상 목사가 교장으로 취임하다.

1949. 11 - 경기도 양주군 노해면 공덕리(현재 노원구 화랑로 815)의 

구 황실 소유 임야 약 70정보를 구입하여 신학교를 이전하고 

학제를 본과, 특과, 방청과로 구분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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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고석 목사가 초대 학장으로 취임하다.

1967. 03 - 교명을 삼육대학으로 개칭하고, 초급대학의 가정과와 농과를 각각 

가정교육과와 농업교육과로 승격시키다.

1973. 12 - 삼육기술전문학교의 인가를 받아 병설하고, 

1974학년도에 낙농업과와 식품영양과의 학생을 모집하다.

1992. 03 - 교명을 삼육대학교로 변경하다.

1993. 02 - 유즈노사할린에 분교 러시아 삼육대학을 설치하다.

2000. 03 - 신학관이 준공되다.

2001. 05 - 미국 Andrews University와 학술교류협정을 체결하다.

2001. 06 - 미국 La Sierra University와 학술교류협정을 체결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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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3. 05 - 호주 Avondale University와 학술교류협정을 체결하다.

2004. 09 - 독일 Bogenhofen Seminary, 러시아 Russian Sahmyook University, 

나이지리아 Babcock University와 학술교류협정을 체결하다.

2005. 12      - 영국 Newbold College와 학술교류협정을 체결하다.

                      - 교육인적자원부로부터 삼육의명대학과의 통합을 승인 받다.

2006. 02 - 교육인적자원부 주관 ‘장애학생지원평가 최우수대학’으로 선정되다.

2006. 09 - ISO 9001획득하다.

2006. 10 - 개교 100주년 기념 행사를 개최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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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7. 02  - 한국 TOEIC 위원회 주관 토익시험센터를 유치하다.

2007. 03 - SU 秀 MVP 인증프로그램이 개설되다.

2007. 08 - 한국사학진흥재단 ‘4년제 사립대 경영분석 종합평가 우수대학’으로 

선정되다.

2007. 10 - 백주년기념관이 준공되다.

2008. 09 - 한국사학진흥재단 주관 2008 전국대학 경영평가 전국 8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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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0. 02 - 통합완성년도 첫 졸업생 1011명을 배출하다.

2010. 04 - Hebei College of Finance(하북금융대학: 중국)와 국제교류협력을 

위하여 양해각서(MOU)를 체결하다.

2010. 05 - Fukuoka Prefectural University(후쿠오카현립대학: 일본)와

국제교류협력을 위하여 양해각서(MOU)를 체결하다.

2010. 08 - ZaoZhuang University(조장대학: 중국)와 국제교류협력을 위하여 

양해각서(MOU)를 체결하다.

2011. 03 - 사단법인 한국언론인연합회가 주최하고 교육과학기술부와 

한국교육방송공사(EBS)가 후원하는 ‘2011 대한민국 

참교육대상(인성교육 부문)’을 수상하다.

2011. 04 - 중국 Yuxi Normal University(옥계사범대학)와 세부 협정을 체결하다.

2012. 02 -  교육과학기술부, ‘2012 장애학생교육복지지원 최우수 대학교’로 선정 
되다.

2012. 03 - 사단법인 한국언론인연합회,‘2012 대한민국 참교육대상(인성교육 부문)’ 

을 수상하다.

2012. 10 - 한국대학신문, ‘2012 한국대학대상(사회봉사교육 부문)’을 수상하다.

2012. 12 - 중국 Shangdong University(산동대학)와 국제교류협력을 위하여 

양해각서(MOU)를 체결하다.

2013. 04 - 사단법인 한국언론인연합회,

‘2013 대한민국 참교육대상(인성교육 부문)’을 3년 연속 수상하다.

2013. 07 - 말레이시아 University of Malaya와 국제교류협력을 위하여 

양해각서(MOU)를 체결하다.

2013. 09 - 교육부·한국대학평가원으로부터 ‘2013년도 대학기관평가인증’을 

공인받으며 ‘비전드림 MVP교육 사회봉사 모범대학’으로 선정되다.

2014. 03 - 독일 Friedensau Adventist University와 국제교류협력을 위하여

양해각서(MOU)를 체결하다.

멕시코 Navojoa University와 국제교류협력을 위하여 

양해각서(MOU)를 체결하다.

프랑스 Adventist University of France와 국제교류협력을 위하여 

양해각서(MOU)를 체결하다.

2014. 07 - 캐나다 Canadian University College와 국제교류협력을 위하여 

양해각서(MOU)를 체결하다.

수도권대학특성화(CK-II) 사업(86억 6천만원)에 선정되다.

2015. 02 - 미국 Loma Linda University와 교육·연구 분야의 협력을 위하여 

양해각서(MOU)를 체결하다.

2015. 04 - 사단법인 한국언론인연합회, ‘2015 대한민국 참교육대상(인성교육 부문)’

을 수상하다.

2015. 10 - 한국대학신문,‘2015 한국대학대상(인성교육 부문 우수상)’을 수상하다.

2016. 02 - 김성익 박사가 제14대 총장에 취임하다.

2016. 06 - 수도권대학특성화(CK-II) 사업 계속지원 대학에 재선정되다.

옛것과 
새것을 이어  빛나는 미래로 

나아갑니다



세상을 바꾸는 
교육 중심 대학 

삼육대학교가	
MVP	대학으로	
도약합니다

su
Plan

삼육대학교는 지나온 110여 년의 역사를 토대로

새로운 100년을 향해 나아갑니다. 

‘전인적 인재를 키우는 MVP대학’이라는 비전을

달성하기 위해 ‘SU-MVP+ 플랜 2025’를 세우고 

각 분야의 발전 전략을 실행해가고 있습니다. 

수도권 소재 글로컬 리더 양성 교육중심 선도대학으로 

도약할 삼육대학교의 행보를 주목해 주십시오. 

교육

이념

교육

목적

인재상

슬로건

비전

목표

전략

방향

사람을	변화시키는	교육·세상을	변화시키는	대학

전인적	인재를	키우는	MVP	대학

교수/연구산학	 MVP	대학	창출을	위한	교수	및	연구	역량	강화	 	

학생/교육	 수요자	중심	교육체계	구현을	위한	교육혁신

특성화/국제화	 글로컬	특성화와	국제화	캠퍼스	환경	조성

경영/대외역량	 경영합리화	및	브랜드	역량	관리를	통한	대학	경쟁력	강화

수도권	소재	글로컬	리더	양성	교육중심	선도대학

SU-MVP+ 플랜 2025

SU-MVP+ 교육 체계도

지·영·체의	균형	잡힌	

전인교육

미션·비전·열정을	갖춘	

전인적	인재	양성

삼육	MVP

(진리와	사랑의	글로컬	봉사자)

전인적	

교양인

창의적	

지식인

지구촌	

봉사인

MVP 

교육

핵심

역량

시민의식

의사소통

창의지성

국제화

실천

자기주도

전인적	

인재를	

키우는	

MVP 
대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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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

목표



특별한 
인성교육으로

세상을	밝히는	
인재를	키워냅니다	

삼육대학교는 특별하고 다양한 인성교육 

프로그램을 통해 올바른 생각과 행동을 

겸비한 지성인을 키워내고 있습니다. 

우리 사회가 필요로 하는 기본적인 인성과 

소양은 물론, 세계를 움직이는 글로벌 리더가 

갖춰야 할 품성과 자질을 입학부터 졸업 

때까지 지속적으로 배우게 됩니다.

● MVP 캠프

MVP	캠프는	입학	전	3박	4일간	교내에서	합숙을	하며	진행되는	삼육대의	대표	인성교육	프로그램입니다.	신입

생들은	동기,	선배,	교수와	함께	명사초청	특강,	문화	페스티벌,	소그룹	교육,	공동체	활동	등	미래사회의	주역이	

되기	위한	삼육대의	첫	인성교육을	경험합니다.	

● MVP+ 교육

MVP+	교육은	1학년에	진행되는	정규	인성교육	과정으로,	글로컬	리더십	과정을	밟기	위한	디딤돌	교육프로그램

입니다.	학생들은	안면도	인성교육수련원에서	2박	3일간	관계회복	중심의	인성교육과	중독예방강의,	생태계	탐

험	등	다양한	교육을	받습니다.	

● 글로컬리더십 교육

MVP+	교육	이수자들	중에	우수한	학생들을	선발하여	실질적으로	지역사회와	소통할	수	있는	글로컬	리더를	양

성합니다.	글로컬리더십	교육	이수자들은	학기	중에는	리더십	교육을	받고,	방학	중에는	지역사회공헌	프로젝트

에	참여합니다.				

● 그린교육

그린교육은	농작물을	가꾸며	자연의	소중함을	느끼고	노동으로	흘린	땀의	결실을	직접	수확하는	자연친화적인	

인성교육	프로그램입니다.	삼육대는	그린교육을	교양필수	과목으로	지정하고	1학년	학생들을	대상으로	주	2시간

씩	실시하고	있습니다.

● 콘서바토리

악기	연주를	배우려는	학생들을	위해	악기를	대여해	주고	1	대	1	레슨도	제공해	대학	생활	중	1인	1악기	연주가	가

능하도록	지원하는	프로그램입니다.	일방적인	지식교육에서	탈피해	감수성	함양은	물론	다양한	정서표현에	도움

을	주는	전국	대학	유일의	악기	연주	프로젝트입니다.

● 청소년 인성교육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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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의뢰받아	외부기관과	함께	인성교육	사업을	적극적으로	진행합니다.

인성교육원

인성교육원은	‘실천하는	인성에	기초한	사회공헌	전문가	양성’이란	미션	아래	▲전인교육	기반	▲관계중심	지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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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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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육대학교의 인성교육이  

만들어 낸 미담 사례

삼육대학교의 MVP 인재는 따뜻한 가슴으로 세상을 움직입니다. 실제로 삼육대학교의 인성교육을 받은 학생

들이 우리 사회를 밝히는 따뜻한 미담을 만들어내며 그 가치를 더욱 높이고 있습니다.

540만원의 현금이 든 가방을 주인에게 돌려준 이장훈	학생(카메카트로닉스학과), 금곡역에서 철로에 떨어진 남성

을 구조해 시민영웅으로 선정된 김규형	학생(간호학과), 쌍문역에서 심장이 멈춘 승객을 응급처치로 구한 홍예지	

학생(간호학과), 군복무로 휴가 중에도 도주하던 성추행범을 쫓아가 경찰이 검거할 수 있도록 도운 김준섭	학생

(원예학과) 등이 삼육대학교의 아름다운 인성교육 프로그램을 더욱 빛나게 하고 있습니다.

이
장

훈
 학

생
                       

김
규

형
 학

생
                       

홍
예

지
 학

생
                      

김
준

섭
 학

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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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육대에서
더 넓은
 
세상을	
만납니다

삼육대는 글로벌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학생들을 해외로 보내는 아웃바운드 

국제화는 물론, 외국인 학생들을 

삼육대로유치하는 인바운드 국제화를 

추진해 전 세계 학생들이 삼육대에서 

공부하고 생활하는 국제화 캠퍼스를 

조성합니다. 

su
Global



● 1인 1외국어 교육

삼육대가	지향하는	국제화교육은	‘1인	1외국어	교육’으로	신입생들은	하루	1시간씩	주	4일간	원어민	교수의	영어

회화	강의를	1년간	의무적으로	수강해야	합니다.	또한	다양한	제2외국어	강좌를	통해	글로벌	시대에	적합한	인재

를	길러냅니다.

● Top-Ten 프로그램

삼육대는	입학성적	우수자	단기	유학	프로그램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어학연수의	경우	모든	경비를	본	대학이	

지불하고,	해외유학(1년)의	경우	등록금의	50%를	자매대학에서	부담하고	나머지	50%와	왕복항공료를	본	대학이	

부담하고	있습니다.	

● TIE 프로그램

방학	중	영어집중교육	프로그램(TIE)을	마련해	해외로	어학연수를	가지	않아도	동일한	효과를	얻을	수	있도록	교

육하고	있습니다.	원어민	교수들이	100%	영어로만	진행하는	TIE	프로그램은	영어	능력을	단기간에	효과적으로	

향상시키는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 교환학생제도

교환학생제도는	재학기간	동안	학생교환협정을	체결한	미국,	영국,	일본,	중국	등	다양한	나라의	자매결연	대학

에서	일정기간	수학하고	본교에서	학점을	인정받는	프로그램입니다.	학생들은	이	제도를	활용해	유학비용을	절

감하고	선진	학문과	외국의	문화를	체험할	수	있습니다.

● 해외어학연수

삼육대는	재학생의	글로벌	역량강화를	위해	매	방학마다	교육비	전액을	지원하는	해외	단기어학연수의	기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해외어학연수에	참여한	학생들은	어학능력	향상과	함께	교양과목	학점(3학점)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 한국어과정

한국어과정에서는	한국어를	모국어로	사용하지	않는	학생들에게	한국어	정규과정과	문화체험	등을	통해	학생들

의	한국어	능력을	향상시키고	있으며	빠르게	한국	문화에	적응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학생이	정규

과정을	성공적으로	마치게	되면	대학이나	대학원	정규수업을	들을	수	있는	준비를	갖추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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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 글로벌 네트워크

argentina                           river Plate adventist University

aUstralia   avondale college 

aUstria   bogenHofen seminary

bangladesH                       bangladesH adventist seminary 

                                                    and college

brazil    amazonia adventist college

    centro Universitario adventista 

                                                    de são PaUlo 

                                                   minas gerais adventist college 

canada    canadian University college

cHile   cHile adventist University 

cHina    Hebei University 

                                                   sHenyang University of tecHnology

                                                    yUxi normal University 

                                                    (formal teacHers' college) 

                                                   Jilin institUteof cHemical tecHnology 

                                                   Jilin medical  college 

                                                    nortHeast dianli University

                                                   nortHeast normal University 

                                                   Hebei collage of finance 

                                                    zaozHaUng University

   sHandong University(WeiHai)

cHina(Hong Kong)   Hong Kong adventist college

colombia   colombia adventist University

costa rica                           central american adventist University

croatia    adriatic Union college

cUba   cUba adventist tHeological seminary

dominican rePUblic   dominican adventist University

ecUador   ecUador adventist University

etHioPia   etHioPian adventist college

france   adventist University of france

germany   friedensaU adventist University

gHana    valley vieW University

Haiti   Haitian adventist University

india    University of PUne 

                                                    adventist college of Professional 

                                                   stUdies 

                                                   sPicer memorial college 

                                                   roorKee adventist college

   nortHeast adventist college

   loWry memorial college

italy   italian adventist college villa aUrora

JaPan   tomaKomai KomazaWa University

   osaKa sangyo University

   yamanasHi PrefectUral University

   fUKUoKa PrefectUral University

                                                   toKyo Keizai University

                                                   osaKa city University

Kenya    University of eastern africa-baraton

   adventist University of africa

malaysia    University of malaya

mexico   montemorelos University

   linda vista University

   navoJoa University

nigeria                                  babcocK Univeristy 

PaKistan                              PaKistan adventist seminary and college

PerU   PerUvian Union University

PHiliPPines   moUtain vieW college

   soUtH PHiliPPine adventist college

   central PHiliPPine adventist college

   adventist University of tHe PHiliPPines

rUssia   rUssian saHm yooK Univeristy

soUtH africa   Helderberg college

sPain   sPanisH adventist seminary

taiWan   taiWan adventist college

tanzanian   tanzania adventist college

   University of arUsHa

tHailand   asia-Pacific international University

                                                   (mission college)

trinidad and tobago   University of tHe soUtHern caribbean

U.s.a   andreWs University

   la sierra University

   loma linda University (간호대학원)

   soUtHWestern adventist University

   atlantic Union college

   Pacific Union college

   soUtHern adventist University

   long island University

   Walla Walla University

   loma linda University

   scHool of visUal arts

Uganda   bUgema University

UK   neWbold college 

zimbabWe   solUsi Univers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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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중점 
특성화로 

작지만	강한	
대학이	됩니다	

su
special

삼육대학교는 대학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선택과 집중을 통한 새로운 교육정책을 실현하고자 합니다.

이를 위해 대학 발전방향의 새로운 축으로 대학중점 특성화 사업을

선정해 미래 비전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건강과학특성화와 첨단도시농업특성화 사업이

그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 건강과학특성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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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2020년까지	건강과학	분야의	선두주자로	도약하기	위해	△라이프스타일	교육연구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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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실습환경	구축	△해외	명문대학과의	교류협력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특히	삼육대는	국내	최초로	중독연계전공을	신설하여	각종	중독	문제를	예방하고	해결할	창의적인	중독	전문가

를	양성하고	있습니다.	세부	전공으로는	예방과	조기	발견을	위한	‘중독심리연계전공’과	회복	위주의	‘중독재활연

계전공’이	있으며,	△근거	중심의	실무교육	△예방부터	재활까지	중독의	전	영역을	포괄하는	교육	△학문적	융합

이	이루어지는	교육	△현장연계	실습과	인턴십이	강화된	교육	△국제적인	경력을	쌓을	수	있는	국제	연계교육을	

지향합니다.	이	사업은	교육부	수도권	대학	특성화사업(CK-Ⅱ)에	선정돼	5년간	86억	원의	국고를	지원받아	운영

하고	있습니다.	

● 첨단도시농업특성화

삼육대가	국내	첨단도시농업	분야의	리더	대학으로	도약합니다.	삼육대는	이를	위해	경기도	농업기술원,	서울	노

원구와	협력해	친환경	첨단도시	농업시설인	‘노원삼육에코팜센터’를	조성했습니다.	이	센터에서는	햇빛과	발광다

이오드(LED)	조명을	이용해	1년	365일	무공해·유기농	채소를	재배할	수	있습니다.	삼육대는	이	시설을	기반으로	

도시농업	사업화	모델을	개발하여	지역사회와의	공동	이익을	실현하고	있습니다.	또한	농업과	IT	분야의	융합교

육을	통해	첨단농업	전문	인력을	양성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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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의인재 
특성화로

미래의	인재를	
양성합니다

su
special

미래사회는 도전적이고 창의적인 인재를 필요로 합니다. 

삼육대학교는 이와 같은 미래형 인재 육성을 위해 

ICT창의인재육성사업, 아이앤네이처사업, 아트웰니스플랫폼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삼육대학교는 창의인재교육 특성화로 

재학생의 취업 역량을 강화하고, 정부의 재정지원사업을 적극적으로

수주하며, 소외계층을 위한 봉사를 통해 지역사회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 ICT 창의인재육성

ICT	창의인재육성사업은	기술기반의	기업가를	양성하기	위한	프로젝트로	경영학과와	경영정보학과가	참여하고	

있습니다.	학생들은	이	프로젝트를	통해	실무형	경영정보시스템에	대한	전공지식을	함양하고	인문학과	사회과

학,	정보기술을	융합한	교육을	받으며	창의적	인재로	성장합니다.	또한	학교기업과	연계한	현장실습을	활성화하

여	학생들의	취업	기회를	확대하고	있습니다.

● 아이앤네이처

아이앤네이처사업은	숲	생태	유아	전문교사를	양성하기	위한	삼육대	유아교육과만의	특성화	프로그램입니다.	

유아교육과는	산림청의	‘유아숲지도사’	국가자격증을	도입해	체계적인	유아	숲	교사	양성	트랙을	구성했으며	부

속유치원,	숲	생태	유치원,	산림청	등	특성화전공교육	실습장을	활용하여	전공심화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 아트웰니스플랫폼

아트웰니스플랫폼사업은	아트앤디자인학과	주도로	이루어지는	예술치유	프로그램입니다.	지역주민	문화예술탐

방,	미술놀이	아트테라피,	웰니스	실버문화컨텐츠	개발,	소외계층을	위한	힐링아트	등의	퍼블릭	아트치료를	통해	

지역사회에	봉사하고	사회환원적	미술치유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보급하는데	앞장서고	있습니다.	또한	개발도상

국에	아트웰니스	교육	콘텐츠를	전파하며	글로벌	아트커뮤니케이터를	양성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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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술이전·사업화 프로그램

산학협력단에서는	대학이	보유하고	있는	무형의	자산들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기술사업화를	통해	지역사회에	

기여할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특화	Lab	기술	로드맵	구축지원과	Lab	tour	프로그램,	기

술	패키징을	통한	수요기업	맞춤형	기술	제공,	중소기업청	기술개발사업을	통한	중소기업	지원,	창업보육센터를	

통한	기술창업자	육성	등이	있습니다.

● 국내 제2호 기술지주회사 설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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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로	환원됩니다.	현재	자회사	SU-Helath	Care에서는	약학과	연구진의	특허를	기반으로	유산균	제품,	두유	요거트	

제품	등	건강기능식품을	판매하고	있습니다.	SU-삼육농산에서는	친환경도시농업센터와	연계해	도시농업분야	

R&D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 중소기업산학협력센터

중소기업이	대학의	우수	인력과	장비를	활용하여	현장	애로	기술을	해소하고,	신기술·신제품	개발	시	소요	자금

을	정부와	지방	자치	단체에서	매칭	펀드로	출연	지원받아	기술	혁신	역량을	제고하는	산학연	컨소시엄	사업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중소기업	작업	환경과	근로	여건을	개선하는	사업,	중소기업의	이미지	개선에	기여할	

수	있는	사업	등을	진행	중입니다.

● 산학협력 가족회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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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입니다.	공동운영	프로그램으로는	공동연구개발,	연구장비	공동활용,	학생들의	현장실습,	재직자	교육참여,	장

학금	지원,	학생	취업연계	등이	있습니다.

● 연구지원

삼육대는	교원의	활발한	연구활동과	우수한	연구결과물이	양질의	교육서비스로	연계될	수	있도록	연구비의	효

율적	집행	및	지원정책을	최적화하고	있으며,	핵심기술	자립화	및	연구	자생력을	확보하는데	주력하고	있습	

니다.

SU: vIS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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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hmyoo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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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과 기업이
동반성장하는

산학협력	시스템을
구축합니다

su
R&D

다가올 미래의 성장 동력은 혁신적인 기업과 

창의적인 대학의 융합에 있습니다. 

삼육대학교 산학협력단은 산학연 협력시스템을 구축하여

산업현장에 꼭 맞는 우수한 인재를 양성하고 있으며, 

공동연구 및 개발로 대학의 경쟁력을 높이고

대학, 기업, 지역사회의 동반성장을 이뤄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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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색 있고 차별화된 취업 프로그램

● 취업동아리

삼육대는	직종별,	직무별로	취업동아리를	운영해	동일한	목표를	가진	학생들이	모여	효율적으로	취업준비를	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매월	동아리	활동지원금을	지급할	뿐	아니라	관련기업의	전·현직	인사담당자	또

는	실무자를	연결하여	멘토링을	제공합니다.

● 구직스킬강화 프로그램

취업을	앞둔	4학년	전원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취업	집중	교육	및	훈련입니다.	전문가	특강을	통해	이력서와	자

기소개서	작성법을	익히고,	유형별	면접	시뮬레이션과	개인별	실습	및	코칭을	통해	면접스킬을	강화할	수	있습	

니다.

● 전문화된 취업컨설팅

삼육대는	5년	연속으로	고용노동부가	주관하는	대학청년고용센터	사업에	선정돼	학생들에게	양질의	취업지원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전문지식을	갖춘	취업컨설턴트의	상담을	받을	수	있으며,	고용노동부에서	시행하

는	다양한	취업관련	서비스도	제공받을	수	있습니다.

●  SU秀인턴십

현장경험과	실무능력을	갖춘	인재를	양성하기	위한	프로그램으로	사전직무교육	후	총	8주간	기업에서	실무와	

직장생활에	필요한	자세를	교육받습니다.	실습기간	동안	소정의	연수지원금을	받으며,	SU秀인턴십	교과목	이수

로	2~3학점을	인정받습니다.

● 학생경력관리제도

삼육대는	학생들이	입학에서	졸업까지	재학기간의	경력을	스스로	관리할	수	있도록	학생경력관리제도를	운영합

니다.	어학,	자격증,	봉사	등	취업에	필요한	프로그램을	이수하고	인증을	받으면	해당	점수에	따라	마일리지가	지

급됩니다.	마일리지가	일정	수준	이상이	되면	장학금과	수료증이	수여됩니다.

창업지원단(SU-Start Up 센터) 운영

창업지원단은	삼육대의	‘창업지원전담조직’으로	학생	창업의	전진기지	뿐	아니라	교내	창업에	관한	컨트롤타워	

역할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학생들의	창업	활성화를	위해	창업	강좌,	창업	프로그램,	창업	동아리,	창업	경진대회,	

창업	컨설팅	등을	진행하고	있으며,	일반인의	창업을	지원하기	위한	창업보육센터도	함께	운영하고	있습니다.	

● 창업교육센터

창업교육센터는	학생들의	창업	도전	과정을	‘창업로(路)’라는	고유의	브랜드로	만들고	스토리	있는	교육	프로그

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창업여행	프렌즈는	창업의	기초교육부터	해외연수,	아이템	발굴	및	사업화	과정까지	경

험해	볼	수	있는	창업교육센터의	핵심교육	프로그램입니다.	창업로	나들목은	생각하는	힘을	길러주는	창업토론	

프로그램으로	매주	주어진	주제로	창업교육센터	오픈스페이스에서	토론을	진행합니다.	또	실전	창업	프로그램

인	창업	페스티벌은	팀별로	사업화	아이템을	선정하여	오픈	마켓을	직접	운영해	볼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 창업보육센터

창업보육센터는	‘경쟁력	있고	준비된	벤처기업가’를	양성하여	국가	경쟁력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스타트업	기업

의	입주부터	졸업(상장)까지를	목표로	행정업무	지원	및	외부전문기관과	연계하여	홍보	및	투자유치를	지원합니

다.	입주기업은	상장을	하게	될	경우	주식의	5%를	학교에	기증하게	됩니다.	

취업은 빠르게
창업은 쉽게 

삼육인의	가치가	
높아집니다	

su
Career

삼육대학교만의 차별화된 취업지원 프로그램이

사회로 진출하는 삼육인의 취업을 빠르게 합니다.

삼육대학교만의 혁신적인 창업지원 프로그램이

미래에 도전하는 삼육인의 창업을 쉽게 합니다. 

삼육대학교는 다양하고 체계적인 지원으로 

삼육인의 가치를 높이고 있습니다.

SU: vIS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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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웃의 행복이
곧 나의 행복
 
봉사의	기쁨을	
알아갑니다

su
Volunteer 

“도움을 주러 갔지만 오히려 많이 배우고 왔습니다”

세계 곳곳으로 봉사대를 다녀온 학생들의 공통적인 대답입니다. 

삼육대학교는 나 혼자가 아닌 우리 모두가 함께 하는 행복한 세상을 

만들기 위해 학생들에게 봉사의 기쁨을 전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삼육인들은 따듯한 손길을 펼쳐

몸과 마음을 다해 봉사를 실천하고 있습니다.

SU: paSSION
volUnteer

Sahmyook 
UniverSity

information 
broChU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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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otal-Up Project

삼육대는	그동안	축적한	국내·외	봉사활동	노하우를	바탕으로	토탈	업	프로젝트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	프로

젝트는	한	두	번의	단기봉사에	만족하지	않고,	2-3년에	걸쳐	단계적이고	지속적으로	단기봉사를	이어나가	도움

이	필요한	곳에	실질적인	도움을	주고자	하는	장기	봉사	프로젝트입니다.

● Total-Up of Character Education

삼육대는	사회봉사	교과목을	필수로	지정하고	봉사	관련	비교과목들을	개발하여	모든	학생이	봉사의	경험을	통

해	올바른	인성을	갖출	수	있도록	합니다.	이를	위해	일차적으로는	인근	초등학교	저학년에게	독서치료를	실시

합니다.	초등학생들에게는	독서치료를	통한	인성교육을,	삼육대	학생들에게는	생생한	인성교육의	현장	경험을	

체험할	수	있게	교육합니다.

● Service-Learning

서비스러닝은	자발적	봉사활동을	학점과	연계된	수업에	반영하여	이론적	지식과	기술을	실제	사회	환경에	바로	

적용하고	활용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프로그램입니다.	학생들은	서비스러닝과	연계된	전공·교양	교과목을	수강

하고	교과목의	내용을	지역사회에서	체계적인	봉사활동을	실천함으로써	수강	지식에	대한	반성과	고찰,	피드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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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공연계 봉사활동

삼육대	학생들은	자발적으로	전공연계	봉사클럽을	조직하여	각	학과의	특성에	맞는	봉사활동을	진행해	오고	있

습니다.	물리치료학과에서는	재활승마를	통해	뇌성마비	아이들의	운동을	돕고,	식품영양학과는	빵을	만들어	장

애인들에게	제공하고	있으며	일본어학과는	위안부	피해자	쉼터인	나눔의	집에서	일본어	통역	및	안내	봉사를	하

는	등	다양한	방법으로	전공연계	봉사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삼육대는	이들에게	활동지원금을	지급하여	적극적

으로	활동하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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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들을 위한 
창의적인 
 
교육	혁신이	
이뤄집니다

su
Innovation 

삼육대학교는 변화하는 교육 환경에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수요자 중심의 교육체계를 구축하고 있습니다. 

MVP 교육의 체계화, 교육지원체계의 선진화,

체계적인 질 관리 시스템 운영 등을 통해 

지속적인 교육 혁신을 이뤄나가고 있습니다.

26SU: paSS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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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의 새로운 비전 제시

삼육대는	창의	인성교육의	요람으로	MVP	인재를	양성하는	대학을	지향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잘	가르치는	

대학이라는	모토	아래	기업이	원하는	인재양성을	위한	교육과정을	운영하여	학생들의	취업기회를	확대하고	

있으며,	학생들의	인성과	지성을	높이	배양시키는	역량	중심의	교육과정을	운영	중입니다.

학생·교육 영역 17대 과제

전략 세부과제

수요자	중심의	체계화된	MVP	교육

교육이념	확립

M+	(인문소양)	교육강화

V+	(전공)	교육의	유연성	확대

P+	(비교과)	교육과정의	특화	및	체계화

수요자	중심	학사제도	개선	및	운영

교육지원	체계의	선진화

교수학습	지원	강화

대학생활	지원

수업지원	체계	강화

취업	및	진로개발	지원	체계	강화

학생	질	관리

학생지도	체계	개선

입학	마스터플랜	구축

우수학생	관리

체계적	질	관리	시스템	운영

창의적	학과운영

교육과정	평가	및	개선	시스템	구축

강의평가제도	개선

환류	시스템	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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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름다운 캠퍼스에 
다양한 부속기관과 
편의시설까지 

학교생활이	
행복해	집니다	

su
Campus Life 

푸른 숲과 잔디밭이 펼쳐진 아름다운 캠퍼스에 

학생들의 편의를 우선한 다양한 부속기관과 시설까지.

삼육대학교에서 즐겁고 행복한 학교생활을

마음껏 누리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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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앙도서관

라이브러리	3.0	환경에	맞춰	전통적인	책과	함께	

언제	어디서든	이용이	가능한	디지털	정보를	제공

합니다.	또한	스터디룸,	멀티미디어실	등의	시설을	

구비하여	종합문화	공간으로	자리매김하고	있습

니다.

● 생활교육관

국내	대학	최초로	기숙사제	남녀공학을	실시한	대

학의	명성에	걸맞은	시설을	갖추고	있으며,	학업과	

공동체	생활을	경험할	수	있는	전인교육의	장입니

다.	최근	건물	증축으로	보다	많은	학생들을	수용

할	수	있게	됐습니다.	

● 체육문화센터

수영장,	볼링장,	농구장,	헬스장,	스쿼시장,	실내	골

프연습장	등의	시설을	갖추고	있는	체육문화센터

는	학생들의	효율적인	체육수업	진행과	학생,	교직

원,	지역주민의	건전한	여가활동과	건강증진을	목

표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 정보전산원

최적의	IT	인프라를	통해	학사	및	행정업무를	간소

화하고,	온라인을	통한	교육환경을	지원하며,	철

저한	보안으로	소중한	정보를	안전하게	지키는	등	

대학의	정보화	사업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 사회교육원

사회교육원은	평생교육을	통해	시민들의	삶의	질

을	향상하여	지역사회에	공헌하는	것을	목표로	운

영하고	있으며,	학점은행제,	자격증취득과정,	일반

과정,	특별과정	등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 장애학생지원센터

장애학생들이	최적의	환경에서	학습하고	생활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장애학생에	대한	

학습	및	생활지원,	장학금지급,	도우미제도,	장애

특성별	편의시설	관리,	진로상담	등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 건강증진센터

학생과	교직원의	건강증진을	위해	상시	운영하고	

있습니다.	일반의약품	제공,	남녀	안정실	및	교직

원	안정실	운영,	건강정보제공,	자율적	건강상태	

확인	등을	통해	건강관리	및	질병	예방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 금연금주클리닉

삼육대는	1906년	개교	이후	현재까지	금연·금주	

캠퍼스를	지켜가고	있습니다.	금연금주클리닉은	

국내	최초로	세워진	대학부설	클리닉으로	모든	재

학생들의	금연·금주	실천을	목표로	체계적인	흡

연·음주예방교육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 박물관

삼육대	박물관은	제1종(전문)박물관으로	현대식	건

물로	새롭게	단장하여	보다	쾌적한	관람	환경을	

갖추었습니다.	기증유물실,	성경자료실,	성서고고

학자료실,	자연사자료실,	기획전시실과	특별전시

실로	구성되어	있으며	다양한	유물을	소장,	전시하

고	있습니다.

● 교수학습개발센터

교수학습개발팀과	교육미디어지원팀,	글쓰기클리

닉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다양한	교수·학습법	개

발	및	보급,	사이버	캠퍼스	및	멀티미디어	지원	사

업	등을	통해	교수역량과	학습역량을	강화하고	있

습니다.

● 학생생활상담센터

학생들이	행복한	대학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심리

검사,	개인상담,	집단상담	등의	프로그램을	지원하

고	있습니다.	각종	심리검사와	상담이	무료로	가능

하며,	학업	및	진로,	대인관계,	성격,	정서,	행동,	가

치관	정립	등에	대해	언제든지	도움을	받을	수	있

습니다.

● 국제문화교육원

국제문화교육원은	체계적인	외국어교육,	교환학생	

및	어학연수	등	국제교류	프로그램	운영,	외국인	

학생	유치	및	관리,	한국어	과정	운영	등을	통해	글

로벌	인재를	양성하고	대학의	경쟁력을	향상시키

고	있습니다.

● 기타 부속기관 및 편의시설 

이밖에	출판부와	성평등센터	등의	부속기관이	있

으며,	학생들의	복지와	편의를	위해	남녀학생	휴게

실,	컴퓨터	자율실습실,	구내식당,	매점,	제과점,	안

경점,	미용실,	복사실,	은행,	우체국,	서점	등이	운

영	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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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학대학	college of theology

1906년, 제칠일안식일예수재림교회 사역자 양성을 위해 설립된 

신학대학은 삼육대학교의 오랜 역사와 함께 성장해왔습니다. 

아울러 신학대학은 기독교 정신과 시대를 관통하는 통찰력을 바탕으로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전문적인 목회 사역자를 양성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정신으로 

세상을 치유합니다

신학과		 department of theology

	 	 	신학과는	전문	사역자	양성을	위해	지영체의	균형진	발전을	위한	전인적	인간교육,	성경에	기초한	신앙교

육,	지식과	실천력을	겸비한	전문인교육,	인류의	영적	구원을	위한	선교인교육,	인류사회를	구원하기	위한	

봉사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졸업	후	목회자,	기관사역자,	중등학교	정교사(2급),	선교사,	기독교	문화

사역자,	각종	특수선교기관	사역자	등으로	진출할	수	있습니다.

College of  
Theolog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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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간과 사회에 대한

탐구 정신으로 

더 나은 내일을 열어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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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문사회대학	college of Humanities & social science

인문사회대학은 인간과 사회에 대한 깊은 애정과 이해를 바탕으로

사회의 긍정적 변화를 도모할 인재를 양성합니다. 

이를 위해 세계화 시대에 적합한 실용적 언어구사 능력과

폭넓은 인문사회학적 지식을 갖출 수 있도록 교육합니다.

영어영문학부		 division of english studies

	 	 	영어영문학부는	역사와	전통을	유지하는	가운데	현대적인	영어교육	시스템을	운영해	주목을	받고	있습

니다.	세부전공으로는	영어영문학전공과	영어통번역전공이	있습니다.	영어소통능력을	갖춘	졸업생들은	

통역사,	번역가,	교육계,	무역회사,	항공사,	일반기업체	등으로	진출하여	성실하게	활동하고	있습니다.

일본어학과		 department of Japanese language

	 	 	일본어	구사	능력	배양을	기본으로,	일본의	언어와	문학에	대한	학문적	지식,	문화와	경제에	대한	실질적	

지식교육을	통해	우수한	인력을	양성하고	있습니다.	졸업	후	다양한	분야로의	진출을	위해	재학생	실습	및	

인턴십	제도를	적극	지원하고	있으며,	삼육재단	산하의	SDA	외국어	학원과의	연계	교육도	운영	중입니다.

중국어학과	 department of chinese language

	 	 	중국어의	실제	활용에	중점을	두고	교육하고	있으며	중국의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역사	등	다양한	방면

의	제반	지식을	두루	갖춘	전문	인재를	양성하고	있습니다.	해외	교환학생	제도를	통해	중국	자매대학으

로의	유학과	어학연수를	적극	권장하고	있습니다.		

경영학과	 department of business administration

	 	 세계화	및	정보화에	따라	급변하는	기업	환경에	효과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미래지향적	전문	경영인	양성

																																			을	목표로	경영학	관련	원리와	실무를	교육하고	있습니다.	학과	내에	회계사,	세무사,	노무사	등	각	분야의

																																			전문가	양성을	위한	고시반	운영과	동아리	지원에	힘쓰고	있습니다.

경영정보학과 department of management information systems

	 	 	경영정보학과는	빠르게	변화하는	시대상황에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고급정보	인력을	양성하기	위해	

경영학	이론과	정보기술	지식을	접목시킨	경영정보시스템에	대해	교육합니다.	이를	통해	갖추게	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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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아교육과	 department of early childhood education

	 	 	유아들의	전인	발달에	기초한	교육과정을	통해	유아를	진정으로	사랑하고	교육하는	유능한	교사를	양성

하는	것을	교육	목표로	삼고	있습니다.	영유아	교육과	보육의	중요성이	점점	더	강조되고	있어	높은	취업

률이	보장됩니다.	교육	연구직,	아동상담	연구소	연구원,	유아교육	관련업체	등에	취업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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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 많은 사람들의 

건강한 미래를 

약속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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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대학	college of Health science & social Welfare

보건복지 분야는 고령화와 삶의 질 향상으로

미래의 유망산업으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삼육대학교 보건복지대학은 이러한 시대의 흐름에 맞춰 

보건복지문제에 통합적으로 대처 가능하고 국제사회에 

기여할 수 있는 보건복지 전문가를 양성하고 있습니다.

간호학과		 department of nursing

	 	 	지•영•체의	조화로운	계발과	과학적	지식에	근거한	간

호학문의	연마를	통해	인류의	안녕에	기여할	전문	간호

인을	양성합니다.	이를	위해	이론적	지식교육과	풍부한	

실습교육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졸업생이	3차	

의료기관을	비롯한	보건소,	공공기관에	취업하고	있으며	

높은	평판도와	취업유지율을	자랑하고	있습니다.

	

물리치료학과		 department of Physical therapy

	 	 	물리치료학과는	과학적인	문제해결	중심의	교육을	토대

로	현대사회에서	발생하는	각종	질환	및	사고로	인한	신

체적	장애에	대해	신체기능의	회복은	물론,	건강증진과	

재활을	용이하게	하는	치료	방법을	연구하고	있습니다.	

졸업	후	보건의료기관,	스포츠	시설,	재활	연구소,	복지	

시설	등	다양한	분야에	진출할	수	있습니다.	

보건관리학과	 department of Health management

	 	 	개인과	사회의	건강과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	건강

상담이론,	보건교육이론,	의료경영이론	등을	학습하며	

보건	프로그램을	개발,	기획,	수행	및	평가하는	방법을	

연구합니다.	보건소,	건강센터,	보건단체,	의료기관,	국제

기구,	산업체	등에서	보건교육사,	의무기록사,	심폐재활

운동치료사	등으로	일할	수	있습니다.

사회복지학과	 department of social Welfare

	 	 	지구촌의	빈곤과	질병,	고령화와	저출산	등의	사회적	위

험을	해결하기	위해	혁신적인	스마트	복지를	지향하고	

있습니다.	공유	경제와	복지	테크놀로지의	개발을	바탕

으로	지성과	창의를	겸비한	전문	사회복지	인력을	양성

합니다.	사회복지사,	사회복지전담	공무원,	사회복지	공

공기관,	NGO	등의	분야에	진출할	수	있습니다.

.

상담심리학과 department of counseling Psychology

	 	 	심리상담	서비스를	통해	현대인의	갈등을	해결하고	상

처를	치유하며,	스트레스를	해소해	정신건강이	증진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전문	인력을	양성하고	있습니다.	전

문상담교사,	임상심리사,	직업상담사,	중독상담전문가	

등의	자격증을	취득하여	다양한	상담심리	분야에서	일

할	수	있습니다.

	

식품영양학과	 department of food & nutrition

	 	 	식품과	영양에	관한	과학적인	지식을	습득해	국민의	영

양과	건강을	증진하는데	기여할	수	있는	지도자를	양성

합니다.	건강한	식품의	제조	및	가공뿐	아니라	인류의	건

강과	질병예방에	유용한	식생활을	연구합니다.	교육연구	

분야,	식품영양	연구	분야,	전문영양사,	외식경영	분야,	

식품회사	등으로	진출할	수	있습니다.

생활체육학과	 department of leisure & sports

	 	 	생활체육학과는	건전한	정신과	건강한	육체,	전인적	인

간교육의	성취를	위해	신체교육을	과학적으로	연구,	실

천하는	학과로서	생활체육	여러	분야에서	전문가를	양

성합니다.	졸업	후	진로로는	다양한	분야의	생활체육지

도자,	전문운동지도사,	운동처방사,	스포츠센터	운영,	교

사,	퍼스널트레이너,	문화예술	교육사	등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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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기술대학	college of science & technology

과학기술대학은 차별화된 과학기술교육과 융합연구를 통해

21세기 첨단과학시대를 선도하고 있습니다

인성교육을 통해 정직하고 따뜻한 인성을 가진 과학기술 인재,

창의력과 과학적 사고력을 겸비한 글로벌 과학기술 리더를 

양성하고 있습니다. 

컴퓨터· division of computer·mechatronics

메카트로닉스공학부	 	기계	및	전자를	포함한	메카트로닉스	전공과	소프트웨어와	컴퓨터	시스템	분야의	전공이	융합된	새로운	

학부입니다.	국내외	유수	기업	및	국가연구기관에서	실무와	연구경험을	겸비한	훌륭한	교수진을	갖추고	

있으며,	ICT	융합으로	대표되는	신성장	산업을	이끌어	나갈	우수한	인재	양성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화학생명과학과	 department of chemistry life science

	 	 	화학과	생명과학의	이론과	실제적인	지식탐구를	통해	21세기	지식기반	사업인	나노기술(NT),	바이오기술

(BT),	환경과학기술(ET)	분야를	선도할	인재를	양성합니다.	연구기관,	의·약학·제약,	식품,	환경,	바이오벤

처,	화학공학,	신소재개발,	화장품제조,	전자	및	반도체	등	다양한	화학·생명	분야에서	일할	수	있습니다.

동물생명자원학과	 department of animal biotechnology & resource

	 	 	생명공학시대를	맞이해	국가경쟁력을	제고할	수	있는	첨단생명공학	분야의	기술중심	교육을	실시하고	있

습니다.	동물의	유전적	개량과	영양	및	질병,	유·육	가공학,	동물행동	및	생태,	동물생명공학,	CRO(비임상

시험전문가)	분야	등	다양한	생명공학기술로	무장한	동물생명자원학도를	양성합니다.

환경디자인원예학과	 department of environmental design & Horticulture

	 	 	전통적인	원예학과와	에코	학문을	실천하는	환경그린디자인학과가	융합된	학과로	환경디자인과	원예,	두	

분야를	중심으로	이론과	실습	및	현장견학을	통해	최고의	전문가를	키워내고	있습니다.	식물을	소재로	환

경을	조성하는	디자인학,	색채학,	조경학,	식물생리학,	원예치료,	컴퓨터디자인	등을	교육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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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예술대학	college of culture & arts

문화예술대학은 창의력과 상상력을 바탕으로 

보다 넓은 세상에 아름다운 예술을 꽃피우려 노력합니다.

뜨거운 심장을 품고 꿈의 무대를 준비하는 학생들에게

문화와 예술의 올바른 가치를 교육하고 있습니다.

건축학과	 department of architecture

	 	 	건축	교육의	국제인증을	위해	5년제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며	문화	창조자로서의	건축가,	문명	비평가

로서의	건축가,	도시와	자연의	조정자로서의	건축가를	양성하고	있습니다.	10명	내외의	소규모	스튜디오

에서	풍부한	실무경험을	갖춘	교수들과	저명한	건축가들의	지도로	건축설계	실무와	이론을	익힐	수	있습

니다.

아트앤디자인학과	 department of art & design

	 	 	미래지향형	글로벌	감각의	아티스트와	디자이너를	양성합니다.	국제적	경험이	풍부한	교수진,	첨단	교육

시설과	기자재,	산·학·관	협동의	취업·창업	전략,	융합·캡스톤	디자인	시스템,	아트·디자인	상설	전시	

프로그램	등을	갖추고	있습니다.	커뮤니케이션디자인과	미술콘텐츠	분야를	융합한	교육으로	졸업	후	

진로의	폭이	더욱	넓어졌습니다.	

음악학과	 department of music

	 	 	관현악,	피아노,	성악,	작곡	전공이	있으며,	음악의	이론과	실제를	체계적으로	교육하여	창조적	예술표현

이	가능한	전문	음악인을	양성하고	있습니다.	교직과정이	개설돼	있어	중등학교	2급	정교사	자격을	획득

할	수	있으며,	졸업	후	오케스트라,	합창단	등	전문연주단체의	단원,	작곡자,	편곡자	등	다양한	분야에서	

활동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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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학대학	college of Pharmacy

약학대학은 인간의 질병 예방 및 치료를 위해 

연구와 교육에 매진하고 있습니다. 

전문지식과 인성을 갖춘 약학인을 육성하여 

사회에 봉사하고 공헌하겠습니다.

약학으로 

질병의 예방과 치료에 

앞장섭니다

약학과		 department of Pharmacy

	 	 	약학과는	생물학,	화학,	물리학	등의	기초과학을	근간으로	하여	의약품의	취급에	관련된	제반분야를	다루

기	위한	교육과정을	제공합니다.	졸업	후	약국,	병원,	제약회사	연구소,	보건관련	공직	등	다양한	분야로	

진출할	수	있습니다.	학부과정과	함께	대학원의	석•박사과정을	운영하여	보다	전문적인	약학교육을	실

현하고	있습니다.



자유전공학부	division of open major  

많은 학생들이 막연한 꿈을 안고 대학에 옵니다. 

자신의 적성과 진로에 대한 고민을 해결하지 못해 

졸업 이후에도 방황하는 학생들이 많습니다. 

자유전공학부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통해 자신의 진로에 맞는

학과를 선택할 수 있도록 적극 도울 것입니다.

시대를 아우르는 

다양한 학문적 가치를 

경험합니다

자유전공학부		 division of open maj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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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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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돼	본인의	희망에	따라	학업을	이어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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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미스교양대학	smith liberal arts college

삼육대는 스미스교양대학을 설립하여 삼육 MVP의 핵심역량인 

시민정신, 의사소통, 창의지성, 국제화, 자기주도, 봉사실천 역량을

기르기 위한 체계적인 교양교육과정을 제공합니다. 

또한 교양교육의 과정 및 구조를 개편하여 

교양 교육의 선도모델을 구축해가고 있습니다.

기본에 충실한 교육으로 

전인적 교양인을 

양성합니다

스미스교양대학		 smith liberal arts college

	 	 	전공과목을	이수함에	앞서	필요한	기초지식을	습득하고,	건전한	민주시민으로서의	자질과	가치관을	형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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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과정과	평생교육사과정을	운영해	학생들에게	교사로서의	꿈과	평생교육에	대한	비전을	제시하고	있습

니다.

liberal arts colle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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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문에 대한 

열정으로 

최고의 지성을 꿈꿉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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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원	graduate school

삼육대학교 대학원은 깊이 있는 학문탐구와 인격함양을 통해 

최고 수준의 지성과 인성을 갖춘 고급 전문 인력을 키워내는 

학문의 전당입니다. 

일반대학원에는 석사학위와 박사학위과정이 개설되어 있으며 

신학대학원, 경영대학원, 임상간호대학원에는 석사학위 과정이 

개설되어 있습니다.

대학원	 school of graduate studies

	 	 	1981년	문을	연	대학원은	고도의	학술적	연구를	통해	신앙과	인성,	전문지식을	겸비한	고급	인력을	양성하는	

최고의	교육기관입니다.	석사과정에는	신학과,	상담심리학과,	사회복지학과,	유아교육학과,	약학과,	간호

학과,	물리치료학과,	환경원예학과,	식품생명산업학과,	보건학과,	융합과학과,	스포츠과학과,	중독과학과,	

음악학과가	개설되어	있습니다.	신학과,	상담심리학과,	사회복지학과,	약학과,	간호학과,	물리치료학과,	환경

원예학과,	중독과학과,	보건학과에는	박사과정이	개설되어	있습니다.	석·박사	통합과정에는	사회복지학과,	

상담심리학과,	약학과,	물리치료학과,	간호학과,	환경원예학과,	보건학과,	중독과학과가	개설되어	있습니다.

신학대학원	 graduate school of theolog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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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는	최고의	교회정책	교육기관입니다.	신학의	다양한	영역을	전공할	수	있는	석사학위	과정(M.Div)을	두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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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을	더욱	심도	깊게	연구할	뿐만	아니라	효과적인	실천을	강조합니다.

경영대학원	 graduate school of business administration

	 	 	경영대학원은	급변하는	경영	환경에	효과적으로	적응하고	성장·발전할	수	있도록	영리·비영리	조직의	

경영에	필요한	경영원리를	교육하고	올바른	리더십을	개발하는데	역점을	두고	있습니다.	조직의	경영자와	

관리자들에게	필요한	최신의	경영	및	정보과학이론,	경영혁신법과	경영사례를	교육하고	지도력을	배양함

으로써	이론과	실제를	겸비한	전문가를	양성합니다.

임상간호대학원	 graduate school of nursing

	 	 	임상간호대학원에는	임상전문간호학과가	개설되어	있습니다.	간호의	궁극적	목적인	건강은	신체적,	사회

적,	정신적,	영적인	모든	측면에서의	안녕을	의미합니다.	또한	사회적인	역할수행과	변화하는	환경에	적응

하도록	하며	개인이	지닌	무한한	잠재력을	실현하도록	합니다.	이를	위해	본	대학원에서는	상급간호이론

과	실무지식을	탐구·활용하여	국민건강에	기여하는	상급간호실무자,	교육자,	관리자	및	연구자로서의	능

력을	갖춘	전문간호사를	양성합니다.



퇴계원

의정부

경춘선	별내역
(삼육대역)

스쿨버스(학기중)

오전(화랑대역	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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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분	간격	운행																														15분	간격	운행

오전(학교	출발~석계역)

12:00	~	16:00 16:00	~	19:00 19:00	~	22:30

15분	간격	운행 12분	간격	운행 20분	간격	운행

종일(구리역~별내역(삼육대역)~학교)

7:50~18:20(수시	운행)

단,	금요일	막차는	15:50분입니다.

지하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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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56번(지선)를	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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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56번(지선)	를	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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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56번(지선)를	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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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반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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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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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약15분	소요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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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계동

원자력병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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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군사관학교 화랑대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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