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13年

圓光保健大學校 年鑑

圓光保健大學校 圓光文化硏究院



발간사 004

Ⅰ. 총람

1. 연혁 

1) 원광보건대학교 약사  006

2) 2013년 연표  012

2. 법인

1) 원불교 교육이념  019

2) 원광학원 건학이념  020

3) 학교법인 원광학원 정관  021

4) 원광보건대학교 교육목표  054

5) 원광보건대학교 학칙 062

3. 원광보건대학교 비전과 발전계획   

1) 발전 계획의 기본 방향  091

2) 대학의 비전과 발전 전략  093

3) 추진전략과 실행과제  094

4) 대학 발전 장기 전략  098

5) 대학발전 영역 099

4. 원광보건대학교 기구  

1) 2013학년도 기구도 102

2) 2013학년도 조직도  103

2013
원 광 보 건 대 학 교  연 감

002 목차

목 차



Ⅱ. 학사

1. 교육목표 및 방향 106

2. 교육과정  107

3. 교직과정 이수 및 교직과목 안내  110

4. 학과별 학점 개설 현황 111

5. 교양과목 개설 현황 112

6. 학과별 교육 과정 117

Ⅲ. 행정부서, 학과별 주요 업무 및 행사

1. 일반 현황  184

2. 교육 운영 현황  189

3. 행정부서 주요 업무 및 행사  205

4. 학과 주요 업무 및 행사  239

5. 각종 협약 및 선정  319

6. 2013년 보도 자료  362

7. 각종 행사 총장 인사말  431

부록 : 교직원 및 학생 사진

1. 2013년 교직원 사진 442

2. 2013년 졸업생 사진 453

2013
원 광 보 건 대 학 교  연 감

003목차



2013
원 광 보 건 대 학 교  연 감

004 발간사

원광보건대학교 개교 37년, 오랜 역사 속에서 우리 대학은 찬란한 금자탑을 쌓아 왔습니다. 때

로는 모진 비바람을 헤쳐오기도 했고, 때로는 훈풍 속에 꽃바람을 맞기도 했습니다. 그렇게 한 

발 한 발 걸어오는 동안 어느새 성년이 되었고, 또 다른 역사의 한 페이지를 향해 그렇게 걸어가

고 있습니다.    

지난 2013년, 우리 대학에는 수많은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 고단한 시간들에 대한 이야기와, 또 

다른 행복에 대한 기록들을 여기 남기고자 합니다. 우리는 지나간 역사를 통해 다가올 미래를 바

라볼 수 있으며, 지난  날을 보감 삼아 내일의 희망을 설계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역사는 과거를 

보는 거울이며 미래를 여는 창이라 했습니다. 

우리가 만들고자 하는 ‘원광문화(圓光文化)’는 이러한 역사를 바탕으로 우리 안에 도도히 흐르는 

큰 강물 같은 것이며, 오랜 세월 동안 우리를 살아있게 할 정신입니다. 그 면면히 살아 흐르는 정

신을 여기에 담고자 합니다. 

그래서 이 『연감』은 매우 중요한 기록물이며, 우리 대학의 소중한 ‘문화’입니다. 이러한 기록의 

축적은 더더욱 향상된 문화와 역사를 만들어 낼 것이고, 해가 바뀔수록 더 새로운 가치를 창출해 

낼 것입니다. 그렇기에 오늘을 사는 우리는 남다른 노력으로 기록문화에 정성을 더 해가야 할 것

입니다.

원불교 100년, 원광학원 70년, 그리고 원광보건대학교 40년을 향해 나아가는 우리 대학은 원불

교 교육이념을 바탕으로 ‘국가와 사회에 봉사하는 인재 양성’이라는 학교 교육 목표를 완성하기 

위해 모든 구성원이 한 마음되어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고 있습니다. 나아가 인류 행복과 세계 평

화의 전당이 될 수 있도록 정성을 더할 것입니다. 연감은 이러한 이념 실현의 정서적 토대가 되어 

줄 것입니다.  

‘2013년 원광보건대학교 연감’ 발행을 축하하면서, 이러한 역사 기록의 작업이 끊임없이 이어져 

원광의 역사에 반석(盤石)이 되고 원광의 성업이 찬란하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이 연감 발행

을 위해 수고하신 원광문화연구원과 협조해주신 교직원 여러분께 감사의 인사를 올립니다.

2014년 12월

원광보건대학교 총장 김 인 종 합장 

발간사

제10대 총장 김인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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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연혁

1) 원광보건대학교 약사

년 월 일 내  용

1948. 11. 16 본 대학 법인의 모체인 재단법인 원불교 설립  

1965. 01. 30 학교법인 원광학원 설립

1976. 01. 24 원광보건전문학교 설립 

1976. 03. 11 개교 및 신입생 입학식

1979. 01. 01 원광보건전문대학으로 개편 

1988. 08. 15 제1신관 준공 

1999. 05. 01 귀금속보석디자인과 향토산업 거점대학 선정 
('99전문대학 재정지원사업 평가 결과) 

2009. 12. 22 2009년 노동부지원 대학취업지원기능 확충사업 우수대학 선정 

1980. 07. 02 학보사 개설  

1983. 03. 01 제2대 학장 전경진 박사 재취임  

1987. 03. 01 제3대 학장 전경진 박사 재취임 

1990. 10. 06 임상병리과, 물리치료과, 방사선과 수업년한 3년제로 연장  

1993. 01. 05 치기공과, 치위생과 수업년한 3년제로 연장(94학년도부터 모집) 

1995. 07. 17 일본'오사카정보컴퓨터전문학교'와 학술교류 협정 체결 

1996. 10. 28 필리핀 South Western University 와 학술교류 협정 체결 

1998. 05. 01 원광보건대학으로 교명 변경 

1999. 03. 30 재단법인 원광보건대학 장학재단 설립 

2003. 09. 01 제8대 학장 이정 교수 취임 

2003. 09. 02 2004학년도 입학정원(2,016명) 및 학과 조정 
3개 계열(8개 전공) 및 19개 학과 

2003. 11. 12 한국 전문대학 교육협의회 주관 학과 평가 최우수대학 및 특성화 사례 최우수대학 동시 선정  

2004. 01. 12 한국생산성본부와 조선일보, 미국 미시간대학 공동조사 고객만족도 향상률 46%로 전국 1위 선정  

2004. 03. 01 학림관 개관  

2004. 06. 18 함열캠퍼스 학과 본교 통합 이전  

2004. 11. 29 전국 전문대학 학과 평가 우수대학 선정 교육운영 및 교육성과 부문(유아교육과)  

2005. 02. 23 전자결재시스템 도입  

2005. 05. 20 2006학년도 입학정원조정(1,800명) 

2005. 06. 20 교직원 해외연수 1차 시행 

2005. 08. 25 멀티미디어센터에 종합행정지원실 설치 

2005. 10. 25 중국북경대학교 세가연구중심, 중국 사회과학원 경제연구소 자매결연 체결  

2006. 01. 09 국가고객만족도 상승률(전문대학부분) 1위 선정 

2006. 01. 18 중국북경대학교 의학부 공공위생학원(보건대학)자매결연 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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년 월 일 내  용

2006. 02. 21 4년제 학사학위과정(학점은행제) 개설승인(교육인적자원부) 

2007. 03. 03 4년제 학사학위과정 학위수여식 

2007. 09. 01 제9대 학장 김인종 박사 취임 

2009. 03. 03 의무행정과 세계보건기구(WHO) 보건기록 국제연맹 학습과목 인증 

2009. 04. 22 한국산업인력공단 '09년 해외취업연수기관 선정  

2009. 04. 24 필리핀 Cebu Doctors' University MOU 협약 

2009. 05. 04 전라북도 교육청 2009학년도 특수분야연수기관 지정 

2009. 05. 06 전라북도 '09 지역고용개발 특화사업지원대상 선정 

2009. 05. 10 사회복지공동회 전국 20개 대학 공동 캠퍼스 나눔축제 

2009. 05. 12 중국 사천성 5.12 대지진 1주기 추모제  

2009. 05. 18 소외계층 지원 및 지역사회 복지증진을 위한 공공기관 사회공헌활동 협약체결 

2009. 06. 27 필리핀 해외어학연수 실시  

2009. 08. 31 4년제 학사학위과정 학위수여식 41명 

2009. 10. 08 사회복지과 학사학위 전공심화과정 신규 인가  

2009. 10. 09 의무부사관과 육ㆍ해군 군장학생 사전선발 지원자 전원 합격  

2009. 10. 29 하나투어와 산학협동 협약 

2009. 11. 10 중국 청도여행학교 협약 

2009. 11. 11 중국 외사번역학원 협약 

2009. 11. 12 중국 수강공학원 협약 

2010. 01. 04 한국산업인력공단 2010년 1차 해외취업연수기관 선정 

2010. 02. 03 2009학년도 학위수여식, 1,382명

2010. 02. 10 호텔관광과 커피조리사(바리스타)상설시험장 자격획득 

2010. 03. 02
2010학년도 신입생 충원률 111%달성

2010학년도 입학식, 1967명 

2010. 03. 24 서울홍보관 완공

학교기업 원광여행사 교육과학기술부 학교기업지원사업대상 선정 

2010. 05. 11 전라북도세무서(군산, 익산, 전주, 북전주) 관학협력 체결 

2010. 05. 24 산업인력공단 전북지사 재직외국인근로자 직업능력개발훈련 협약 체결 

2010. 06. 16 KBS연합봉사활동 실시 

2010. 06. 17 필리핀 해외어학연수 실시(~7/17)  

2010. 06. 29 필리핀 Shangri-La Mactan Resort&spa와 관광 및 의료관광사업 운영에 대한 상호협력 협약 체결 

2010. 07. 04 필리핀 해외봉사활동 실시 

2010. 08. 16 교육과학기술부 ‘미취업 대졸생 교육훈련 지원사업’ 대상선정 

2010. 08. 22 김인종 총장 한국전문대학교육협의회 이사 선출 

2010. 08. 26 평생교육원, 다문화복지과 ‘2010년 다문화가정 평생교육 프로그램 운영 지원사업’ 대상 선정 

2010. 08. 27 소상공인진흥원주관 2010년 소상공인 경영개선교육 수행기관 선정

육ㆍ해군 의무부사관 군장학생 최종선발 합격률 전국 1위(84%) 

2010. 09. 09 2년연속 등록금동결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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년 월 일 내  용

2010. 09. 16 시에라리온공화국 콜드 뉴 셈배훈시 시장 일행 방문 

2010. 10. 07 학사학위 전공심화과정 인가 (물리치료학과 정원40명)

2010. 10. 13 육군 제35보병사단과 자매결연 체결

2010. 11. 03 원음방송, 한방건강TV와 산학협동협약체결

2010. 11. 16 필리핀 산카를로스대학교와 MOU체결

2010. 12. 01 전북도지사 감사패 수여(사회복지자원봉사대회)

2011. 01. 13 네팔 트리부반 대학교와 MOU체결

2011. 01. 27 
 

익산시, 익산시교육지원청 주관 원어민영어보조교사운영 협력기관 선정

지원금액 : 3년간 24억 여원 국고지원

2011. 01. 31  「국제원광문화학술논집」 제1권 제1호(창간호) 발간 

2011. 02. 10  고용노동부 주관 청년취업진로사업 선정

2011. 02. 25 교육과학기술부 주관 해외현장실습 파견 선발

2011. 02. 25 2011년 소상공인 교육 및 성공창업패키지 교육기관으로 선정

2011. 02. 28 2011학년도 입학식 및 신입생 환영 페스티벌 개최

2011. 03. 03 신입생충원률 118% 달성

2011. 04. 08 2011년 교육역량강화사업 우수대학 및 대표브랜드사업 선정

2011. 06. 08 중소기업청 2011년 산학연공동기술개발사업 선정

2011. 07. 18 교육과학기술부 취업률 조사 전국12위·전북도내 1위 기록(나 그룹)

2011. 07. 18 원광보건대학교 제10대 총장 김인종 박사 재취임

2011. 09. 16 교육과학기술부 다문화가정 평생교육 지원사업 선정

2011. 10. 21 2011년 교육과학기술부 교육기부기관 선정

2011. 11. 24 학교법인 원광학원 원광보건대학교, 필리핀 현지 ‘원광글로벌교육센터’ 개원

2011. 11. 29 간호과, 수업연한 4년제 학사학위과정 설치대학 지정

2012. 01. 10 고용노동부 주관 청년취업진로사업평가 최우수(S)등급 획득

2012. 01. 30 교육과학기술부 ‘전문대학 기관평가’인증획득

2012. 02. 20 고용노동부 창조캠퍼스 지원대학 선정

2012. 02. 21 육군, 의무분야 학군제휴 협약 체결 

2012. 02. 28 제7기계화기동군단 도서기증(장서 1,104권 및 기증서 전달)

2012. 03. 02 2012학년도 입학식 (26개학과 2,056명)

2012학년도 신입생 모집 119% 달성 - 정원 내ㆍ외 포함 2,056명 등록, 정원 내 1,732명 등록

2012. 03. 16 ~ 18 한국창의재단 ‘2012 대한민국교육기부박람회’ 참가 

2012. 03. 24 학교기업 원광여행사, ‘2012 글로벌체험연수사업’ 적격회사 선정 

2012. 03. 28 교육과학기술부 산학협력선도대학육성사업(LINC) 선정

2012. 04. 26 2012 교육역량강화사업 우수대학 선정(50억 4천만원, 전체 9위)

2012. 04. 27 전라북도교육청-학교법인원광학원 MOU체결

2012. 05. 11 캘리포니아 국제문화대학과 MOU체결

2012. 05. 22 코레일 익산역과 MOU체결



2013
원 광 보 건 대 학 교  연 감

009Ⅰ. 총람

년 월 일 내  용

2012. 06. 21 원광보건대학교, 부안군 사랑나눔 KBS이동봉사활동 실시

2012. 06. 23 하계 해외어학연수 실시(~7 .22, 1차, 필리핀 세부 SME어학원)

2012. 06. 25 토익사관학교 실시(~7. 21, 3기)

2012. 07. 11 국군의무학교와 협약체결

2012. 07. 12 (주)비젼유나이티드와 국제교류 MOU체결

2012. 07. 14 필리핀 해외봉사활동 실시(CEBU CITY)

2012. 08. 01 한국생명공학연구원 주요사업 위탁연구기관 선정에 따른 협약체결

2012. 08. 02 2012년 해외취업연수 수시과정 선정

2012. 08. 07 2012년 다문화가정 학부모교육 지원사업 선정

2012. 08. 21 중국 여행그룹 CITS(China International Travel Service : 중국국제여행사)와 MOU체결

2012. 09. 07 (주)캐프컨설팅과 국제교류 업무지원 MOU체결

2012. 09. 11 전라북도교육청과 ‘방과 후 학교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 체결

2012. 09. 13 KBS이동봉사활동 실시(57회, 임실군 문화체육센터)

2012. 09. 17 학교법인 원광학원 - 전라북도 교육청, 화상영어 교육기부 실시

2012. 09. 27 해외 현장실습 인턴십 및 취업연수과정 파견단 발대식

2012. 10. 04 ~ 05 2012년 호남권 교육기부박람회 참가, 광주 김대중 컨벤션센터

2012. 10. 12 2013학년도 치위생학과 (산업체경력 없는) 학사학위 전공심화과정 인가

2012. 10. 12 (주)미래엔과 교육컨텐츠 연구개발 및 교류지원 MOU 체결

2012. 10. 24 콘라드 두바이 호텔과 해외취업 MOU체결

2012. 10. 26 ~27 간호학과 30주년 기념식 및 문화제 실시

2012. 10. 26 ~ 27 제3회 익산평생학습축제 참가

2012. 10. 26 ~ 27 베트남 하노이의약전문대학교, 락홍대학교, 한벳언어교육과 MOU체결

2012. 11. 02 전북권 창업학교 선정

2012. 11. 16 정읍교육지원청과 MOU체결

2012. 11. 21 KBS이동봉사활동 실시(58회, 순창군 순창실내체육관)

2012. 11. 23 2012 산업융합원천기술개발사업 참여대학 선정

2012. 11. 30 해피투게더 겨울나기 김장김치 나눔행사 실시

2012. 12. 04 우리대학, 국제 IT교육 선도대학상 수상

2012. 12. 13 몽골리아 후레대학, 에뚜겐대학 및 캄보디아 국립기술대학(NPIC) MOU체결

2012. 12. 21 우리 대학, 특전부사관과(입학정원 40명) 최종 선발

2012. 12. 26 토익사관학교 실시(~1. 22, 4기)

경향신문 ‘2012 전문대학 지속가능지수 교육부문 전국 1위, 전체 17위

2012. 12. 28 국가고시 의무기록사 전국수석(의무행정과-김혜랑)

2013. 01. 02 2013년도 시무식

2013. 01. 10 학교법인원광학원-주식회사 미래엔 ‘상호교류 협력’ MOU 협약체결

2013. 01. 15 전라북도 주관, 산·학·관 커플링사업 선정

2013. 01. 19 하계 해외어학연수 실시(~2 .16, 2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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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 01. 24 익산시와 “2013년 지역맞춤형 일자리창출 지원사업” MOU체결

2013. 01. 31 2년 연속 등록금 인하, 2013학년도 등록금 1.5% 인하

익산고용센터 “2013년 지역맞춤형 일자리창출 지원사업” 지원약정 체결

2013. 02. 01 세부시티 메리어트호텔과 MOU체결

2013. 02. 02 필리핀 해외봉사활동 실시, 필리핀 cebu city 

2013. 02. 06 제36회 학위수여식, 26개학과 1,573명

2013. 02. 15 의료관광코디네이터 양성교육 위탁기관 선정

2013. 02. 19 2급 응급구조사 양성기관 선정 (보건복지부)

2013. 02. 25 원광보건대학교-필리핀 크림슨 리조트&스파 호텔 MOU 체결

2013. 02. 26 원광보건대학교-필리핀 정부기관 DOST VII MOU 체결

2013. 02. 27 대한민국 교육산업대상 수상(대학부문)

2013. 03. 02 2013년도 신입생 모집 118% 달성

2013. 03. 02 2013학년도 입학식

2013. 03. 04 2013학년도 전문대학 글로벌 현장학습사업 선정

2013. 03. 07 싱가폴 다이멘션 대학 및 TCC와 국제교류 업무지원 MOU 체결

2013. 03. 14 2013 Rainbow School 위탁기관 선정

2013. 03. 28 2013년 소상공인대학 창업학교 선정

2013. 04. 25 북경신교외국어고등학교와 MOU 체결

2013. 05. 10 LINC 사업 1차년도 성과평가 매우우수 등급 획득

2013. 05. 15 육군본부 전투부사관과 협약대학 최종 선발

2013. 06. 12 국가영어능력평가시험[1급] 정규시험 실시

2013. 06. 20 육군본부 특전부사관과 협약대학 최종 선발

2013. 06. 24 호주 스시베이와 MOU 체결

2013. 07. 02 2013 교육역량강화사업 지원대학 선정

2013. 07. 02 2013 연구실 안전환경 개선지원 사업 선정

2013. 07. 17 2013 다문화가정 학부모교육 강화사업 위탁운영기관 선정

2013. 07. 30 국립국제교육원과 MOU 체결

2013. 08. 30 ‘2013년 교원양성기관평가’-간호학과, 유아교육과 A등급 획득

2013. 09. 20  2013 시민 인문강좌 지원사업 선정

2013. 10. 04 몽골ACH의과대학, 몽골철도병원, 몽골국립의학연구소와 산학협력 협약 체결

2013. 10. 30 세계적 수준의 전문대학(WCC) 선정

2013. 11. 25 몽골 민영방송국 UBS TV와 MOU체결

2013. 11. 30 미용피부관리과 창직동아리 ‘헬스&뷰티매니저’ 미래창조과학부 장관상 수상

2013. 12. 02 LINC사업단, 가족회사워크숍 및 우수성과경진대회 개최

2013. 12. 24 필리핀 원광글로벌교육센터, 2013년 신규 세종학당 운영기관 선정

2014. 01. 28 제7공수여단 학·군 업무협약 체결

2014. 02. 03 기획조정처 이병훈 선생, 교육부장관 표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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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 02. 06 ‘2014 외국인환자유치(의료관광) 코디네이터 전문인력양성 지원사업 위탁 운영기관’ 선정

2014. 02. 11 농림축산식품부 ‘외식산업 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정

2014. 02. 11 2014 대학 산학관 커플링사업 선정

2014. 02. 11 2014 지역맞춤형 일자리창출사업 선정

2014. 02. 17 2014 전라북도 시·군 대표축제 현장평가 전문기관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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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02 대학, 2013 입학식

04 대학, 2013 대한민국 교육산업대상 수상

06
대학, 필리핀 유수 호텔과 호텔·관광·레저스포츠 분야의 산업체 맞춤형 인재양성을 위한 
협약 체결

07 총무, 전체직원회의

08 대학, 2013 전문대학 글로벌현장학습 선정

12 대학, 김신무 교수, ‘황조근정훈장’ 수훈

13 외식, 원불교 총부 퇴임봉고식 봉사활동

14 대학, ‘2013년 Rainbow School‘ 위탁기관 선정

14 의부, 육군부사관학교장 초빙강의 

14 특전, 산업체 특강

20 대학, 싱가폴 다이멘션 대학 및 해외 취업알선기관인 TCC와 국제 교류 업무지원 MOU 체결

25 간호, 천년이음장학금 전달식(1차)

25 대학, '2013년 소상공인대학 창업학교' 선정

26 대학, 한벳언어교육 MOU 체결

4

02 대학, 학교기업 원광여행사, (재)전라북도인재육성재단 글로벌 인재육성 프로그램 선정

02 경호, 산업체 특강

05 총무, 전체직원회의

05 사복, 사랑나눔 후원의 밤, 일일호프

08 대학, (주)더덴탈솔루션 글로벌 인재 양성을 위한 MOU 체결

08 대학, 유학생 한국전통문화체험 및 유학생 산업체 맞춤형 교육과정 운영

09 주얼, 커플링사업 한국보석협회 특강

09 대학, M-net 슈퍼스타 K5 원광보건대학교에서 ‘슈퍼 캐스팅 투어’ 실시

10 허브, 전라북도 기능경기대회 금상 등 3명 입상 ~15

10
외식, 2013 전북 지방 기능 경기 대회 참가, 조리 및 제과제빵부문 참가

(조리부문:우수상, 제과제빵상:은상 수상)
~12

12 대학, 글로벌 리더 양성을 위한 글로벌 현장학습 해외파견단 발대식

15 대학, 전라북도 ‘대학 산학관 커플링사업’ 협약식 및 발전방안 토론회 참여

16 항공, 롯데호텔 제주 현장실습 특강 및 면접 진행

17 주얼, 주얼팰리스 비즈공예체험 ~28

18 대학, 2013년 전라북도 대학생 자원봉사활동 지원사업 선정

19 항공, 이리보육원 및 원광종합사회복지관에서 학과 단체 봉사활동

20 항공, 아하 Day를 맞이하여 행사 안내 도우미 봉사활동

20 주얼, 코엑스 2013 한국 주얼리 페어 견학

22 기획, 학교법인 원광학원 정기감사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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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 특전, 2013학년도 병영체험 ~26

24 의부, 2013학년도 병영체험 ~26

25
간호, 간호과학연구소 MOU 체결, (주)포레스토피아 및 (사)한국예술치료학회  전북지부 김
인선미술치료연구소 

26 간호, 제32회 나이팅게일선서식

27 허브, 마이산탑사 자선음악회 학과홍보 및 봉사활동

30 치기, SIDEX 전시회 참석

5

02 실용, 학생생활관 오픈하우스 축하 공연

03 총무, 전체직원회의

03 주얼, 주얼리톡 비즈카드 체험봉사

04
항공, 제 1회 아름다운 동행 희망풍차 걷기캠페인 행사안내 및 구호 급식 배부 도우미 
봉사활동

04 치위, COEX에서 SIDEX 2013 국제치과기자재전시회

06
미용, 국제오송화장품·뷰티세계박람회(미용&건강) 올림픽대회, 보건복지부장관상 수상 및 
참가자 전원 수상

08 유아, 2013年 “유아교육제” ~9

08 학생, 신용축제 ~10

08 미용, 신용축제 ‘美의 축제’ 운영 ~9

09 실용, 2013 신용축제 축하공연

10
외식, 2013 대한민국 국제요리경연대회, 라이브부문 조리 및 제과제빵 부문 참가

(금메달 17개, 은메달 5개 수상)
~12

10 대학, LINC사업단, 1차년도 평가 ‘매우우수’ 등급

10 물치, 물리치료과 학술세미나

10 임상, 축제 초청강연회

10 임상, 제 51회 종합학술대회

11 치위, 2013년도 정기총회 및 학술세미나

11 허브, 전주대성교당 봉사활동

12
허브, 2013년 대한민국 시데스코뷰티테라피 민간기능경진대회, 식품의약품안전처장상, 
국제CIDESCO한국지부회장상, 중앙회장상, 식품의약품안전처장상, 
국제CIDESCO한국지부회장상, 중앙회장상, 금상3, 은상3, 동상2 수상

14 실용, 개교 37주년 기념법회 축하공연

14 허브, 교당 스승의 날 행사 봉사활동

14 총무, 개교 37주년 기념 법회

15 교무, 스승의 날 정부표창(치위생과 이현옥, 의료관광코디네이션과 이승용)

16 경호, 신용대동제 무대행사 안전 관리 및 감독 ~18

16 임상, 진복희 교수/원광효도마을로부터 봉사상 수상

20 대학, 전투부사관과 협약대학 최종선발

21 세무, 종합소득세  현장실습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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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허브, KASF 2013미용기능경기대회 참가, 오송화장품·뷰티세계박람회위원장상, 
사단법인 한국여성창업교육협회장상, 금상7, 은상4, 동상5 수상

26 미용, 박람회 견학(오송 화장품·뷰티 세계박람회)

26
미용, ‘KASF 2013 미용기능경기대회’ 참여, 한국피부미용능력개발협회장상, KASF2013 
대회장상, 식품의약품안전처장상, 금상3, 은상7, 동상5, 우수상3, 장려상8 수상

26 의무, 의무행정과 제14호 학술지, 제24호 문예지(나이테발간)

26 의무, 의무행정과 학술발표회

28 실용, 정기연주회

28 다복, 다문화가정 중도입국자녀 지원 프로그램 Rainbow School 멘토링

31 주얼, PR주얼리 대표 특강

6

02 외식, 소상공인진흥원교육 ~7.31

12 다복, [교육역량강화사업] 현장으로 이어지는 보육실습 사전특강

12 항공, 원광효도마을 봉사활동

14 대학, (주)오스템임플란트, 글로벌 인재 양성을 위한 산학협력 협약 체결

15 허브, 교당 하계 지역연계봉사활동

15 학생, KBS연합 이동 봉사활동, 무주군 무주읍 반딧불체육관

18 외식, 전북 사립 중·고등학교장 정기총회 오찬 지원

18 총무, 전라북도 사립중고등학교장회 정기총회 개최

18 대학, 김인종 총장, 한국전문대학교육협의회 감사 선출

20 외식, 호주 외식업체 스시베이 산학협력체결

20 간호, 덕성함양캠프 ~22

21 대학, 육군본부 학·군 협약 체결(전투부사관과, 특전부사관과)

24 주얼, 라이노 CAD 특강 ~28

26 대학, 호주 한인기업 스시베이, 글로벌 인재 양성을 위한 산학협력 협약 체결

27 치기, 대한치과기공사협회 제5회 국제치과기공학술대회 및 제 49차 종합학술대회 참석

27 대학, ‘전문대학 국제화 사업 운영’ 우수사례대학으로 선정

7

01 국제, 2013학년도 하계(5기) 토익사관학교 운영(4주)

02 대학, 교육부 ‘2013 교육역량강화사업 지원대학’ 선정

09 대학, 학교기업 원광여행사 사이버외교사절단 “반크”와 한국알리기 동참

12 외식, 2013 조리, 제과·제빵 경연대회 교내에서 실시(고교생 22팀 참여)

15 대학, 방사선과 유병규 교수, 전국대학방사선(학)과교수협의회 제16대 회장 선출

19 간호, 자아성장캠프 ~20

19
대학, 2013년 연구실 안전환경 개선지원 사업 선정(연구실 안전장비 “밀폐형 환기 시약장” 
보급 지원)

20 실용, 진포 락 그룹 페스티벌 축하공연

22 대학, 다문화가족교육상담센터-(사)익산시자원봉사종합센터 MOU 체결

22 대학, 다문화가족교육상담센터, 2013년 다문화가정 학부모교육 강화사업 위탁운영기관 선정

23 임상, 2년 연속 산학연공동기술개발사업 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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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임상, 권필승 교수, 2년 연속 산학연공동기술개발 연구 사업선정 

26 다교, 2013년 다문화가정 학부모교육 강화사업 관계자 워크숍 참석

26 치위, 2013년도 치과위생사 국가시험(실기)평가자교육

26 국제, 2013학년도 하계 해외어학연수 실시(4주)

27 실용, 청소년 스쿨락밴드 페스티벌 ~29

29 국제, 2013학년도 하계 중국어사관학교 운영(4주)

29 국제, 2013학년도 하계 토익심화과정 운영(3주)

31 미용, ‘허브&블랙푸드 축제 참가 ~8.5

8

02 대학, 원광보건대학교-교육부 국립국제교육원 MOU 체결

9 간호, 산학협력멘토링 프로그램(핵심술기 역량강화) ~23

17 임상, 진복희 교수, 한국네팔유학생회(SONSIK)로부터 감사패 수여

17 국제, 2013학년도 하계 해외봉사활동 실시

19 주얼, 중국 청도 패션주얼리 공장 현장 실무 교육 ~23

20
대학, 원광보건대학교-중국 에버그룹 외 산업체기관과 세계로 프로젝트 관련 
산학협력 협약 체결

21 허브, 한국생산성본부 주최 창직동아리중간발표 참가

24 사복, 교육역량강화사업 - 요양보호사 자격증 과정 ~11.8

9

03 대학, 유아교육과·간호학과, 2013년 교원양성기관평가 A등급 획득

05 의부, 산업체 견학(평택제2함대사,철원 일원) ~6

05 특전, 산업체 견학(평택제2함대사,철원 일원) ~6

06 사복, [교육역량강화사업] 인성교육캠프 ~7

10 학생, KBS연합 이동 봉사활동, 김제시 진봉면 진봉초등학교

11 주얼, 홍콩 국제보석박람회 참관 및 현장 실무교육 ~14

12 허브, 사회복지협회 주최 제3회기부식품나눔대축제 봉사활동 

13 간호, 제15회 전라북도 나이팅게일제전 참가

16 외식, 추석 모듬전 나누미 봉사활동

25 다복, [교육역량강화사업] 주문식 직업멘토링 ~12.8

26 다복, [교육역량강화사업] 다문화복지과 산학 Project Class, 다문화보육 Project Class ~12.11

26 학생, 신용문화제 ~27

27 사복, 교육역량강화사업 - 미술치료프로그램 ~11.30

30 물치, 기구전시회

30 허브, 제48회 전국기능경기대회 참가, 은메달수상(2학년 이유민)

10

01 항공, 아시아나승무원 체험교실 ~2

01 외식, LINC 2013 캡스톤디자인 전국경진대회, 콜스제로팀 ‘강황삼계탕’으로 경진대회 참가 ~2

02 의부, 지상군 페스티벌 견학

02 의료, 2013 산청 세계전통의약 엑스포 견학

05 허브, 익산 국제차문화축제 부스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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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 주얼, 청주 국제 공예 비엔날레 견학

07 주얼, 창업동아리 동대문 현장 견학

08 외식, 반찬 나누미 봉사활동

08
대학, 원광보건대학교 - 몽골 ACH의과대학, 몽골철도병원, 몽골국립의학연구소와의 
협약 체결

09 허브, 창직동아리 견학 – 진안 에코에듀센터

10 항공, 전주대학교 진로박람회 참가 ~12

10 주얼, 커플링사업 인성교육 

10 호텔, 전북 진로진학박람회 참가 ~11

11 총무, 전체직원회의

11 외식, 전주대 직업박람회 참여

11 허브, 전주대학교 진로박람회 참가

12
외식, 제8회 전북음식문화대전 창작웰빙음식 경연대회

이율구, 김성진 대학부 부문 최우수상(식약처장상)
~13

15 항공, 그린나래 3기 뱃지수여식 

17 간호, 천년이음장학금 전달식(2차)

22 주얼, 제22회 졸업작품 전시회 11.3

23 경호, 인천국제공항 산업체보안시설 견학 ~24

24 치위, 산업체 특강 “치과위생사의 가치기준의 변화에 따른 치과영역에서 패러다임의 변화”

24 항공, 이리보육원 학과 봉사활동

24 특전, 산업체 견학, 양구 일원 ~25

25 주얼, 창업동아리 국화축제 체험전 11.3

26 허브, 2013 한국생산성연구 창직우수팀 선발대회 참가, 인기상 수상

26
미용, COEX 국제뷰티건강기능대회 참여

단체상, 대상3, 최우수상3, 금상13, 은상9, 동상3 수상

28
대학, 원광보건대학교 - (사)지구촌사랑나눔 - 글로벌 사회복지 인재 양성을 위한 업무협약 
체결 - 

28 대학, LINC사업단, ‘산학연협력 EXPO’서 사업우수성과 알려

28 국제, 2013학년도 글로윙 토익&화상 강좌(7주)

29 치위, 산업체 특강 “치과위생사의 미래와 비젼”

30 대학, 교육부 ‘세계적 수준의 전문대학(WCC)’ 선정

31 특전, 군사학부 체육대회

31 주얼, 커플링사업 인성교육 

11

01 치위, 산업체 특강 “치과위생사의 성공 DNA찾기”

02 미용, KBS스포츠월드 ‘K-뷰쳐메이크업 컨테스트’ 참여, 메이크업 부문 9명 수상

02 사복, 사회복지제

04 외식, 원광학원 이사장 이·취임식 Reception 봉사

07 다교, 2013년 다문화가정 학부모교육 강화사업 중간(현장) 컨설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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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 식품, 서울‘국제식품박람회’ 현장견학

08 의료, 산업체 견학 및 특강 ~9

08 임상, 진복희 교수, 보건복지부장관상 수상

08 총무, 전체직원회의

09 국제, NEAT 정규시험 실시

13 학생, KBS연합 이동 봉사활동, 남원시 금지면 동초등학교

13 항공, English Speech Contest

15 실용, 2013 원불교 환경연대 이야기 콘서트 축하 공연

19 공행, 산업체 견학

22 간호, 제3회 학술논문발표회

22 허브, [LINC학과] 취업역량 강화 프로그램 진행

24 국제, 정규토익시험 실시

25 사복, 수화 경연대회

25 공행, 산업체 견학

28 특전, 산업체 특강 

28 유아, 2013年 “교재교구 전시회” ~29

29 외식, 김장 봉사활동

29 주얼, 제27회 전북산업디자인대전, 특별상1, 특선7, 입선21 수상

12

02 외식, 2013 LINC 우수성과 경진대회 참가(콜스제로팀 대상)

02
주얼, LINC 우수성과 경진대회, 현장실습(장려상), 캡스톤디자인(우수상), 
창업동아리(장려상) 수상

02 허브, 2013 가족회사워크샵 및 링크학과경진대회

03 공행, 산업체 특강

04 대학, 원광보건대학교 - 몽골 최대 민영방송국 UBSTV, 국제교류업무지원 MOU체결

06 의료, 2013 대전 의료관광 아이디어 공모전 참가

10 임상, 연상근 학생, 원광대학교총장상 수상

10 임상, 유소연, 조혜원 학생, 사진수기공모부분 표창장 수상

12 세무, 산업체 특강

12 호텔, LINC사업 취·창업 견학

12 항공, 이리보육원 학과 봉사활동

13 다복, [교육역량강화사업] 현장에서 꼭! 필요한 사회복지현장실습사전특강

14 허브, 교당동계 ‘지역연계봉사활동’

16 외식, LINC 학과 2013년 취·창업 캠프 ~17

18 실용, 졸업 연주회

24 대학, 2013년 신규 세종학당 운영기관 선정

30 국제, 2013학년도 동계(6기) 토익사관학교 운영(4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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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 일 내용 비고

1

02 총무, 시무식

16 국제, 2013학년도 동계 중국어사관학교 운영(4주)

17 국제, 2013학년도 동계 해외어학연수 실시(4주)

27 국제, 2013학년도 동계 토익심화과정 운영(3주)

28 대학, 원광보건대학교-제7공수여단 학·군 업무협약 체결

2

03 대학, 원광보건대학교 이병훈 선생, 교육부장관 표창

05 교무, 학위수여식

06
대학, ‘2014 외국인환자유치(의료관광) 코디네이터 전문인력양성 지원사업 위탁 운영기관’ 
선정

08 국제, 2013학년도 동계 해외봉사활동 실시

11 대학, 2014 지역맞춤형 일자리창출사업 선정

11 대학, 2014 대학 산학관 커플링사업 선정

11 대학, 농림축산식품부 ‘외식산업 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정

14 학생, 신입생 환영회, 전남 구례 ~15

17 대학, ‘2014 전라북도 시·군 대표축제 현장평가 전문기관’ 지정

21 총무, 정년퇴임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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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법인

1) 원불교 교육이념

원광학원은 원불교의 개교 이념 실현을 위해 설립되었다

소태산 대종사는 원불교의 최고 종지인 일원상(一圓相)의 진리를 널리 천명하고 이에 바탕한 새로운 종교, 열린 시대를 이

끌어갈 수 있는 원융무애(圓融無碍)한 새 시대의 새로운 종교를 이 땅에 뿌리 내리게 하였다. 원불교의 교리에 나타난 교육

이념은 진실로 대각의 증득(證得)을 통해서만 발현될 수 있는 전무후무한 교육사상으로, 이는 그가 전 생애를 통해 몸소 구

현했던 교육적 인간상(敎育的 人間像)이며, 원불교 교리에 밝혀 놓은 이상적 인간상(理想的 人間像)이라 할 수 있다. 

이러한 소태산 대종사의 교육이념은 ‘진리적 종교의 신앙을 통해 지은·보은(報恩知恩)하는 인격을 형성하여 무아봉공(無

我奉公)으로 가정 국가 세계를 위해 공도헌신(公道獻身)하는 인간, 그리고 사실적 도덕의 훈련으로 정각·정행(正行正覺)

을 이루어 현실생활에 불법을 실천하여 광대무량한 낙원을 건설할 수 있는 인간을 양성하자는 것’이라 할 수 있다. 

정산종사는 소태산 대종사의 오랜 숙원이었던 인재양성을 위한 교육사업을 8.15 해방과 더불어 시작하였다. 정산종사는 

〈건국론〉에서 “정신으로써 근본을 삼고, 정치와 교육으로써 줄기를 삼고, 국방·건설·경제로써 가지와 잎을 삼고, 진화의 

도로써 그 결과를 얻어서 영원한 세상에 뿌리 깊은 국력을 잘 배양하자는 것”이라 하고, 또한 〈세전〉 제2장 교육편에서 “교

육이야말로 세계를 진화시키는 근원이요 인류를 문명케하는 기초이니 개인·가정·사회·국가의 성쇠와 흥망을 좌우하는 것”

이라고 하여 교육을 중요성을 강조하는 확고한 교육관을 보여주고 있다. 

정산종사는 교육의 유형을 크게 과학교육과 도학교육으로 구분하면서 “과학교육은 물질문명의 근본으로 세상의 외부발전을 

맡았고, 도학교육은 정신문명의 근원으로 내부발전을 맡았나니 마땅히 이 두 교육을 아울러 나아가되 도학으로써 바탕되는 

교육을 삼고, 과학으로 활용하는 교육을 삼아야 안과 밖의 문명이 겸전하고 인류의 행복이 원만하리라”고 하여 도학교육과 

과학교육을 아울러하되 그 근본을 도학교육에 두어야 함을 강조하였다. 이는 소태산 대종사의 교육이념을 구체화한 것으로

써 오늘날 원불교 교육이념의 근간(根幹)이 되는 것이기도 하다.   

이와 같이 정산종사는 구체적이고 확고한 교육의지를 가지고 있었으며 원불교 교단의 3대 사업을 교화·교육·자선으로 정하

고 교육사업을 원불교의 중요사업으로 추진하기 시작하였던 것이다.

그 첫 사업으로 1946년 9월 6일 원불교 총부내에 유일학림(唯一學林)을 설립하여 중등부와 전문부를 개설하였다. 개교식

에서 정산종사는 유일학림의 설립목적을 다음과 같이 훈시하였다. 

“... 유일(唯一)한 목적이란 곧 제생의세(濟生醫世)요, 유일한 행동이란 곧 무아봉공(無我奉公)이요, 유일한 성과란 곧 일

원세계건설이니 ...”

즉 제생의세의 원대한 목적을 가지고 모든 사람이 무아봉공의 행을 하도록 하여, 일원세계 건설의 성과를 얻기 위하여 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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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을 전개하였던 것이다. 이와 같이 뚜렷하고 명확한 정산종사의 교육의지가 있었기에 오늘의 원광학원이 學群을 조성하

여 교육사업을 활발하게 전개할 수 있었던 것이다. 

2) 원광학원 건학이념

원광(圓光)의 의미

「원(圓)」은 진리의 표현이다. 원불교 교조인 대종사가 진리를 자각하고 그 형상으로써 「○」을 제시한 이래, 원불교의 신앙의 

상징은 이 일원상의 모습으로 각인되어 왔다. 이는 우주자연의 이치와 인간 삶의 원리를 도형으로 표현한 것이다. 그래서 이 

원은 우주만유를 통섭하고 자연의 사시순환과 인간의 생로병사를 모두 함양하는 진리를 말하는 것이다.

「광(光)」은 빛이다. 빛은 세상 만물을 있게 하는 에너지이며, 생명이며, 근원이다. 이 빛으로 인해 드러나고 보여지고 존재

하는 것이다. 즉 圓이 그 근본을 세우는 체(體)라면 光은 용(用)인 것이다. 

그러므로 진리의 표상인「원」과, 그 진리의 현상인 「광」으로 원광학원의 이름을 짓고, 원불교 교육이념의 실현을 위한 장으로

써 원광학원의 건학이념을 체계화 하였다. 

이러한 원광학원 건학이념의 구체적인 실현을 위하여 다음과 같이 표어로써 이를 정의하고 원광가족 모두가 이의 실천을 위

해 한마음으로 정성을 다해 실천하도록 하였다.

원(圓) → 이상적 인간 구현 → 도덕교육

광(光) → 과학적 인간 구현 → 실용교육

원광학원 건학이념

원불교 개교이념의 구현

과학과 도학의 병진교육

문명사회 건설의 주역 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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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광(圓光)의 인재상

원광보건대학교는 ‘사회에 봉사하는 인재 양성’이라는 캐치프레이즈를 걸고 입학에서 취업까지 도덕성에 바탕한 인재교육이 

되도록 여러 프로그램들을 운영하고 있다. 인재 양성 프로그램들은 모두 원광학원의 건학이념의 사회적 실천을 위해 마련된 

내용들로, 이러한 과정을 거쳐 배출된 인재들은 타 대학과는 차별된 인성교육의 결과를 바탕으로 사회의 안정과 번영을 위

해 노력하게 될 것이다. 이러한 인재배출의 노력이 곧 ‘원’의 정서적 가치에 바탕한 ‘광’의 사회적 실용이며, 이것은 우리 원

광학원의 사회실천적 의지이며 강력한 건학이념 실현의 방법이라 할 수 있다. 

3) 학교법인원광학원정관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법인은 대한민국의 교육이념과 “물질이 개벽되니 정신을 개벽하자”는 원불교 개교정신에 바탕하여 과학과 

도학을 겸비한 전인교육으로 새문명사회 건설의 주역을 양성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명칭) 이 법인은 학교법인 원광학원(이하 “법인”이라 한다)이라 한다.

제3조(설치학교) 이 법인은 제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학교를 설치·경영한다.

  1. 원광대학교

  2. 원광디지털대학교

학교법인 원광학원 정관
제정 1965. 01. 30
개정 2014. 05.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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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원광보건대학교<개정 ‘11.12.20>

  4. 원광대학교 사범대학 부속유치원

제3조의 2(원격대학 형태의 평생교육시설) <삭제 ‘08.12.23>

제4조(주소) 이 법인의 사무소는 익산시 익산대로 460에 둔다.<개정 ‘14.01.02> 

제5조(정관의 변경) 이 법인의 정관의 변경은 이사 정수의 3분의 2 이상의 찬성에 의한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14일 이내에 

관할청에 보고한다.<개정 ‘12.8.22>

제2장  자산과 회계

제1절  자 산

제6조(자산의 구분) ① 이 법인의 자산은 이를 기본재산과 보통재산으로 구분하되 기본재산은 교육용 기본재산과 수익용 기

본재산으로 구분하여 관리한다.

② 기본재산은 별도의 대장으로 관리하는 재산과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적립금 및 기타 이사회의 의결에 의하여 기본

재산으로 정해진 재산으로 한다.

③ 보통재산은 제2항에서 정하는 이외의 재산으로 한다.

제7조(재산의 관리) ① 제6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기본재산을 매도, 증여, 교환 또는 용도를 변경하거나 담보에 제공하고

자 할 때에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관할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② 기본재산과 보통재산의 운영과 관리에 관하여는 법령과 이 정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사회에

서 따로 정한다.

제8조(경비와 유지방법) 이 법인의 경비는 기본재산에서 나는 과실 및 수익사업의 수입과 기타의 수입으로 충당한다.

제2절  회 계

제9조(회계의 구분) ① 이 법인의 회계는 학교에 속하는 회계와 법인에 속하는 회계로 구분한다.

② 법인회계는 일반회계와 수익사업회계로, 학교에 속하는 회계는 교비회계와 부속병원회계로 구분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학교에 속하는 회계는 당해 학교의 장이 편성하되, 대학평의원회의 자문을 거친 후 이사회의 심

의·의결로 확정하고 학교의 장이 집행하며, 법인의 업무에 속하는 회계는 이사회의 심의·의결로 확정하고 이사장이 

집행한다.

제10조(예산외의 채무부담) 이 법인의 수지예산으로써 정한 이외의 채무부담 또는 권리포기는 이사회 의결을 거쳐 관할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제11조(세계잉여금의 처리) 이 법인에 속하는 회계의 매년도 세계잉여금은 차입금의 상환과 익년도에 이월사용하는 분을 제

외하고는 적립하여야 하며 이 적립금은 기본재산으로 한다.

제12조(회계년도) 이 법인의 회계년도는 3월 1일부터 익년 2월 말까지로 한다.

제3절  <삭제 2007.01.24>

<제13조 내지 제21조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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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장  기 관

제1절  임 원

제22조(임원의 종류와 정수) 이 법인에 다음의 임원을 둔다.

  이사 12인(이사장 1인 포함)

  감사  3인

제22조의 2(상근임원) ① 제22조의 임원중 3인(이사장 포함)의 상근임원을 둘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상근하는 임원의 보수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별도로 정한다.

제23조(임원의 임기) ① 이사의 임기는 4년으로 한다. 다만, 최초 임원 반수의 임기는 그 임기의 반으로 한다.

② 감사의 임기는 3년으로 하며, 1회에 한하여 중임할 수 있다.

③ 보선에 의하여 취임하는 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

제24조(임원의 선임 방법) ① 이사와 감사는 이사회에서 선임하여 관할청의 승인을 받아 취임한다. 이 경우 임원의 성명, 나

이, 임기, 현직 및 주요 경력 등 인적사항을 학교 홈페이지에 상시 공개하여야 한다.

② 이사와 감사는 제1조의 설립목적을 구현할 수 있는 자이어야 하며 원불교 전무출신 또는 교도로서 교당에 출석하며 

교도의무를 이행하고 법위 특신급 이상인 자라야 한다. 

③ 이사의 반수 이상은 원불교 전무출신으로 한다.

④ 임기전의 임원의 해임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⑤ 임원중 결원이 생긴 때에는 2개월 이내에 이를 보충하여야 한다.

⑥ 임원의 선임은 임기만료 2개월 전에 하여야 하며, 늦어도 임기개시 1개월 이전에 관할청에 승인을 신청하여야 한

다.

제24조의2(개방이사 및 감사의 자격) 대학평의원회(이하 “평의원회”라 한다)에서 추천하는 이 법인의 개방이사 및 감사 후

보자의 자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제1조의 설립목적과 각 학교의 건학이념을 구현할 수 있는 자

  2. 원불교 전무출신 또는 교도로서 교당에 출석하며 교도의무를 이행하고 법위 특신급 이상인 자

제24조의3(개방이사의 정수) 이 법인의 개방이사의 수는 3명으로 한다.

제24조의4(개방이사의 선임 및 추천절차) ① 이사장은 개방이사의 선임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5일 이내(재직이사의 경

우 임기만료 3개월 전)에 개방이사 추천위원회(이하 “추천위원회”라 한다.)에 개방이사 선임 대상자를 추천 요청하여

야 한다.

② 이사장은 개방이사 선임 대상자를 추천 요청할 때 제24조의2에서 정한 자격 요건을 함께 제시할 수 있다.

③ 이사장으로부터 추천 요청을 받은 추천위원회 위원장은 30일 이내에 대상 인원의 2배수를 추천하여야 한다. 다만, 

동 기간 내에 추천이 없을 시에는 법인은 관할청에 추천을 요청한다.

④ <삭제 2009.02.24>

제24조의5(추천위원회의 구성) ① 추천위원회는 원광대학교 대학평의원회에 둔다.

② 추천위원회 위원 정수는 9인으로 하고 그 구성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이사회에서 추천하는 자 4인

  2. 원광대학교 대학평의원회에서 추천하는 자 3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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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원광보건대학교 대학평의원회에서 추천하는 자 1인<개정 ‘11.12.20>

  4. 원광디지털대학교 대학평의원회에서 추천하는 자 1인

③ 추천위원회 위원장은 위원의 호선으로 선출한다.

④ 추천위원회 위원은 회의에 출석하여 추천위원회 업무에 관한 사항을 심의 한다.

⑤ 추천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위원정수의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⑥ 그 밖의 추천위원회 운영에 대한 세부적인 사항은 추천위원회 규정으로 정할 수 있다.

제25조(임원선임의 제한) ① 이사 정수의 반수 이상은 대한민국 국민이어야 한다.

② 이사회의 구성에 있어서 각 이사 상호간에 민법 제777조에 규정된 친족관계에 있는 자가 이사 정수의 4분의 1을 초

과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이사 정수의 3분의 1 이상은 교육경험이 3년 이상 있는 자라야 한다.

④ 감사는 감사 상호간 또는 이사와 민법 제777조에 규정된 친족관계에 있는 자가 아니어야 한다.

⑤ <삭제 2009.02.24>

⑥ 감사 중 1인은 추천위원회에서 단수 추천한 자를 선임하며, 감사 추천 등에 대하여는 제24조의2 내지 제24조의4의 

규정을 준용한다.

⑦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임원으로 선임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재적이사 3분의 2이상의 찬성을 얻어

야 한다.

  1. 관할청으로부터 임원 취임승인이 취소된 날로부터 5년이 경과한 자

  2. 사립학교 교원으로 재직 중 파면된 날로부터 5년이 경과한 자

  3. 관할청의 요구에 의해 학교의 장에서 해임된 날로부터 3년이 경과한 자 

제26조(이사장 선임 방법과 그 임기) ① 이사장은 이사의 호선으로 취임한다.

② 이사장의 임기는 이사로 재임하는 기간으로 한다.

③ <삭제 2009.02.24>

제27조(이사장 및 이사의 직무) ① 이사장은 법인을 대표하고 법인의 업무를 통리한다.

② 이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법인의 업무에 관한 사항을 심의 결정하며 이사회 또는 이사장으로부터 위임받은 사항을 

처리한다.

제27조의2(자문) 이사장은 법인과 학교운영에 필요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고문 및 자문위원회를 둘 수 있다.  

제28조(이사장의 직무대행자 지정) ① 이사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이사장이 지명하는 이사가 이사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② 이사장이 궐위되었을 때에는 이사회에서 지명하는 이사가 이사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사장 직무대리자로 지명된 이사는 지체없이 이사장 선출의 절차를 밟아야 한다.

제29조(감사의 직무) 감사는 다음의 직무를 행한다.

  1. 법인의 재산상황과 회계를 감사하는 일

  2. 이사회 운영과 그 업무에 관한 사항을 감사하는 일

  3. 제1호 및 제2호의 감사결과 부정 또는 불비한 점이 있음을 발견한 때 이를 이사회와 관할청에 보고하는 일

  4. 제3호의 보고를 하기 위하여 필요할 때에는 이사회의 소집을 요구하는 일

  5.   법인의 재산상황과 회계 또는 이사회의 운영과 그 직무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이사장 또는 이사에게 의견을 진술

하는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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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0조(임원의 겸직금지) ① 이사장은 당해 학교법인이 설치·경영하는 사립학교의 장을 겸할 수 없다.

② 이사 또는 감사는 법인이 설치, 운영하는 학교의 교원 기타 직원을 겸할 수 없다. 다만, 학교의 장은 예외로 한다.

③ 감사는 이사장, 이사 또는 법인 직원(법인이 설치 경영하는 학교의 교원 및 직원을 포함한다)을 겸할 수 없다.

제2절  이사회

제31조(이사회의 구성 및 기능) ① 이사회는 이사로서 구성한다.

② 이사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 결정한다.

  1. 이 법인의 예산, 결산, 차입금 및 재산의 취득 처분과 관리에 관한 사항

  2. 정관의 변경에 관한 사항

  3. 학교법인의 합병 또는 해산에 관한 사항

  4. 임원의 임면에 관한 사항

  5. 이 법인이 설치한 학교의 장 및 교원의 임면에 관한 사항

  6. 이 법인이 설치한 학교의 경영에 관한 중요사항

  7. 수익사업에 관한 사항

  8. 기타 법령이나 정관에 의하여 그 권한에 속하는 사항

③ 감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제32조(이사회의 개회 및 의결 정족수) ① 이사회는 재적이사 과반수가 출석하지 아니하면 개회하지 못한다.

② 이사회의 의사는 이 정관에 특별히 규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사정수의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32조의2(이사회 회의록 공개) <삭제 2010.09.30>

제33조(이사회 의결 제척사유) 이사장 또는 이사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할 때에는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1. 임원 및 학교의 장의 선임과 해임에 있어 자신에 관한 사항

  2. 금전 및 재산의 수수를 수반하는 사항으로서 임원 자신이 법인과 직접 관계되는 사항

제34조(이사회 소집) ① 이사회는 이사장 또는 이사장 직무대행 이사가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이사회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적어도 회의 7일전에 회의의 목적을 명시하여 각 이사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이사 전원이 집합되고 또 그 전원이 이사회의 개최를 요구할 때에는 예외로 한다.

제34조의2(이사회 회의록의 공개) ① 이사회는 회의종결 후 10일 이내에 당해 회의록을 학교 홈페이지를 통하여 3개월간 공

개하여야 한다. 다만, 「사립학교법시행령」제8조의2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은 이를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단서에 따라 이사회 회의록을 공개하지 아니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당해 이사회에서 회의록의 공개여부 및 

공개 범위 등을 의결하여야 한다.

제35조(이사회 소집의 특례) ① 이사장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소집요구가 있을 때에는 소집 요구일로부터 20일 이내

에 이사회가 개최될 수 있도록 7일 이내에 회의소집 통지를 하여야 한다.

  1. 재적이사 반수이상이 회의의 목적을 제시하여 소집을 요구한 때

  2. 제29조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감사가 소집을 요구한 때

② 이사회 소집권자가 궐위되거나 또는 이를 기피함으로써 7일이상 이사회 소집이 불가능할 때에는 재적이사 과반수

의 찬동으로 이를 소집할 수 있다. 다만, 소집권자가 이사회의 소집을 기피한 경우에는 관할청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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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절  대학평의원회

제35조의2(대학평의원회 설치) 이 법인이 설치·경영하는 원광대학교, 원광디지털대학교와 원광보건대학교의 교육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대학평의원회를 설치한다.<개정 ‘11.12.20>

제35조의3(평의원회 구성) ① 평의원회는 교원·직원 및 학생을 대표할 수 있는 자, 그리고 동문 및 대학발전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자 중에서 학교의 장이 위촉하는 13명의 평의원으로 구성하며, 각 구성단위의 정원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교원 5명

  2. 직원 3명

  3. 학생 2명

  4. 동문 1명

  5. 대학 발전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자 2명

② <삭제 2009.02.24>

제35조의4(평의원 위촉) 각 구성단위의 평의원은 다음과 같이 위촉한다.

  1. 교원을 대표하는 평의원은 교수회의에서 추천하는 자

  2. 직원을 대표하는 평의원은 직원회의에서 추천하는 자

  3. 학생을 대표하는 평의원은 총학생회에서 추천하는 자

  4. 동문 및  대학발전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자 중에서 학교의 장이 위촉하는 자

제35조의5(평의원회 의장 등) ① 평의원회에 의장과 부의장 각 1인을 둔다.

② 의장과 부의장은 평의원회에서 호선하되, 그 임기는 평의원 임기와 같다.

③ 의장은 평의원회를 대표하며, 회의를 주재하고, 부의장은 의장을 보좌하며, 의장 유고시 이를 대리한다.

제35조의6(평의원의 임기) ① 평의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보궐 평의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

② 제35조의3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한 평의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한다. 

제35조의7(평의원회의 기능) ① 평의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다만, 제3호 내지 제5호의 경우 자문에 한한다.

  1. 대학의 발전계획에 관한 사항

  2. 학칙의 제정 또는 개정에 관한 사항

  3. 대학 헌장의 제정 또는 개정에 관한 사항

  4. 대학교육과정의 운영에 관한 사항

  5. 대학의 예산 및 결산에 관한 사항

  6. 추천위원회 위원 추천에 관한 사항

  7. 그 밖의 교육에 관한 주요사항으로써 학교의 장이 부의하는 사항

제35조의8(대학평의원회 협의회) <삭제 2009.02.24>

제35조의9(운영규정) ① 평의원회 운영에 대하여 필요한 사항은 학교의 장이 따로 정한다.

제4장  수익사업

제36조(수익사업의 종류) 이 법인이 설치하여 유지·경영하는 학교의 운영을 위하여 다음 각호의 사업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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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의료 및 의약사업

  2. 진료재료 및 의료기기 도·소매업<개정 ‘11.03.14>

  3. 농산물 생산·가공 및 조림사업<개정 ‘11.03.14>

  4. 출판·기획 및 교육·문화사업<개정 ‘11.03.14>

  5. 부동산 개발 및 임대사업<개정 ‘11.03.14>

  6. 여행업 및 유학, 어학사업<신설 ‘09.06.25>

  7. 요식업 및 음식점업<신설 ‘11.03.14>

  8. 도·소매·서비스 및 물류사업<신설 ‘11.03.14>

  9. 학생 주거 복지시설사업<신설 ‘11.03.14>

  10. 통신판매업<신설 ‘12.06.22>

  11. 인터넷 화상교육사업<신설 ‘12.06.22>

  12. 소프트웨어 개발·제작 및 판매<신설 ‘12.06.22>

  13. 직업소개사업<신설 ‘13.05.31>

제37조(수익사업체의 명칭) 제36조의 사업을 하기 위하여 수익사업체를 경영한다.

  1. 원광사<개정 ‘11.09.22>

  2. 원광메디텍<신설 ‘11.03.14>

  3. 미르씨앤에스<신설 ‘11.03.14, 개정 ’11.09.22>

  4. 원광디오엠<신설 ‘11.03.14>

  5. 애듀와이드<신설 ‘12.06.22>

제38조(수익사업체의 주소) 제37조 수익사업체의 주소는 다음과 같다.

  1. 원광사 : 익산시 익산대로 551<개정 ‘11.09.22, ’13.08.29>

  2. 원광메디텍 : 익산시 익산대로 460<신설 ‘11.03.14, ’13.08.29>

  3. 미르씨앤에스 : 익산시 익산대로 460<신설 ‘11.03.14, 개정 ’11.09.22, ’13.08.29>

  4. 원광디오엠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도림천로 437번지<신설 ‘11.03.14, 개정 ’12.06.22>

  5. 애듀와이드 : 익산시 익산대로 460<신설 ‘12.06.22, ’13.08.29>

제39조(관리인) ① 제37조에 규정된 사업을 경영하기 위하여 관리인을 둔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관리인의 임용, 복무, 보수 및 기타 필요한 사항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이사장이 정한다.

③ 법인의 수익사업을 안정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수익사업추진단”을 설치하며 이에 필요한 사항은 이사회 의결을 거

쳐 이사장이 정한다.<신설 ‘11.03.14>

제5장  해 산

제40조(해산) 이 법인이 해산하고자 할 때에는 원불교 중앙교의회의 인준을 거쳐 이사 정수의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관할

청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제41조(잔여재산의 귀속) 이 법인을 해산하였을 때에 잔여재산은 합병 및 파산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관할청에 대한 청산 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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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의 신고가 종료된 후, 이 법인과 동일 또는 유사한 목적을 가진 원불교 단체가 경영하는 학교법인이나 기타 교육사업

을 경영하는 자에게 귀속된다.

제42조(청산인) 이 법인이 해산한 때에는 청산인은 해산당시의 이사 중에서 선출한다. 

제6장  교직원

제1절  교 원

제1관  임 용

제43조(임면) ① 이 법인이 설치 경영하는 학교의 장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이사장이 임명하되 그 임기는 4년(유치원의 장

은 2년)으로 하며, 1회에 한하여 중임할 수 있다. 다만, 대학교육기관의 장에 대하여 그 임기 중에 해임하고자 하는 경

우에는 이사 정수의 3분의 2 이상의 찬성에 의한 이사회 의결을 거쳐야 한다.

② 대학교육기관의 학교의 장 이외의 교원은 교원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당해 학교의 장의 제청으로 이사회의 의결

을 거쳐 다음 각 호와 같이 계약조건을 정하여 이사장이 임면한다.

  1. 근무기간

  가. 교수 : 정년까지의 기간. 다만, 본인이 원하는 경우에는 계약으로 정하는 기간

  나. 부교수, 조교수 및 전임강사 : 계약으로 정하는 기간

  2. 급여 : 제49조의 규정에 의한다.

  3. 근무조건 : 책임강의시간 및 소속학부(과) 등에 관한 사항

  4. 업적 및 성과 : 연구실적, 논문지도, 진로상담 및 학생지도 등에 관한 사항.

  5. 재계약 조건 및 절차 : 임용기간 종료 후 다시 임용되는 조건 및 절차에 관한 사항

  6. 그밖에 학교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7. 제1호 내지 제6호의 계약조건은 본인의 동의를 얻어 이사장이 변경할 수 있다

③ 대학교육기관의 학교의 장은 교원인사위원회 심의를 거쳐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계약조건에 관한 세부적인 기준을 

정한다.

④ 대학교육기관의 조교는 근무기간을 1년으로 하며, 학교의 장이 임면하고, 이사장에게 보고한다.

⑤ 대학교육기관은 정년까지 임용할 교원을 심사하기 위하여 당해 학교에 정년보장교원임용심사위원회를 두고, 이의 

구성·운영에 관한 사항과 정년보장교원임용을 위한 심사기준 등은 이사장의 승인을 받아 학교의 장이 따로 정한다.

⑥ 대학교육기관의 교원으로 재직중 당해 학교의 장에 임명되어 근무한 자를 당해 학교의 교원으로 임명하고자 할 때

에는 정년보장교원임용심사위원회 및 교원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것으로 본다.

⑦ 원광대학교의 부총장, 대학교당 교감 및 각 병원장의 보직과 원광디지털대학교의 대학원장과 처장 등의 보직 및 원

광보건대학교의 처·실장 등의 보직은 당해 학교의 장의 제청을 받아 이사장이 보한다.<개정‘10.12.20, ’11.10.12, 

‘11.12.20>

⑧ 대학교육기관 이외의 학교의 교원은 당해 학교의 장의 제청으로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이사장이 임면한다.

⑨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임면권자가 교원을 임면하였을 때에는 임면한 날로부터 7일 이내에 관계증빙서류

를 첨부하여 관할청에 보고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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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3조의2(겸임교원 등) ① 학교의 장은 정관 제43조의 교원 외에 명예교수, 석좌교수, 초빙교수, 연구교수, 외래교수, 겸

임교원, 강의교수, 시간강사 등을 각각 임용 또는 위촉하여 교육 및 연구를 담당하게 할 수 있다.

② 겸임교원 등은 임용기간이 만료되면 당연히 퇴직된다.

③ 겸임교원 등을 임면하였을 때에는 임면한 날로부터 7일 이내에 관계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이사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단서삭제 ‘11.10.12>

제43조의3(기간제 교원) ① 학교의 장은 교원이 직무를 이탈하여 후임자의 보충이 불가피할 때에는 그 기간중 당해 교원자

격 기준에 해당하는 자를 기간제 교원으로 임용할 수 있다.

② 기간제 교원은 임용기간이 만료되면 당연히 퇴직된다.

③ 기간제 교원을 임면하였을 때에는 임면한 날로부터 7일 이내에 관계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이사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43조의4(교원정년) ① 대학교육기관 교원의 정년은 65세, 대학교육기관 이외의 교원의 정년은 62세로 한다. 다만, 대학

교육기관의 학교의 장은 예외로 한다.

② 정년에 달한 자는 정년에 속하는 학기말에 당연 퇴직한다.

제2관  신분보장

제44조(휴직의 사유) 교원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로 휴직을 원하는 경우에 당해 교원의 임면권자는 휴직을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내지 제4호의 경우에는 휴직을 명하여야 한다.

  1. 신체 또는 정신상의 장애로 장기 휴양을 요할 때

  2. 병역법의 규정에 의하여 징집 또는 소집된 때

  3. 천재지변, 전시사변이나 기타의 사유로 인하여 생사 또는 소재가 불명하게 된 때

  4. 기타 법률의 규정에 의한 의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직무를 이탈하게 된 때

  5. 학위취득을 목적으로 해외유학을 하게 된 때 또는 외국에서 1년 이상 연구하게 된 때

  6. 국제적 기구, 외국기관, 국가기관(지방자치단체 및 공기업 포함) 또는 국내·외 연구기관에 임시 채용된 때

  7.자녀(만6세 이하의 초등학교 취학 전 자녀)를 양육하기 위하여 필요하거나 여교원이 임신 도는 출산하게 된 때

  8. 관할청이 지정하는 연구기관이나 교육기관 등에서 연수하게 된 때

  9. 협동연구를 위해 협동연구기관에 1년 이상 파견 된 때

  10.   사고 또는 질병 등으로 장기간의 요양을 요하는 부모, 배우자, 자녀 또는 배우자의 부모의 간호를 위하여 필요한 

때

  11. 배우자가 국외근무를 하게 되거나 제5호에 해당하게 된 때

제45조(휴직기간) 교원의 휴직기간은 다음과 같다.

  1. 제44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한 휴직기간은 1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로 한다.

  2. 제44조 제2호 및 제4호의 규정에 의한 휴직기간은 그 복무기간이 만료될 때까지로 한다.

  3. 제44조 제3호의 규정에 의한 휴직기간은 3월 이내로 한다.

  4. 제44조 제5호의 규정에 의한 휴직기간은 3년 이내로 한다.

  5. 제44조 제6호의 규정에 의한 휴직기간은 그 채용기간으로 한다.

  6.   제44조 제7호의 사유로 인한 휴직은 1년 이내로 하며, 해당 교원이 원하는 경우 이를 분할하여 휴직명령을 할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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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다. 또한, 여교원의 경우 임용권자는 2년의 범위 안에서 그 휴직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7. 제44조 제8호의 규정에 의한 휴직기간은 2년 이내로 한다.

  8. 제44조 제9호의 사유로 인한 휴직기간은 1년 이내로 한다. 

제46조(휴직교원의 신분) ① 휴직중의 교원은 신분을 보유하나 직무에 종사하지 못한다.

② 휴직기간 중 그 사유가 소멸된 때에는 30일 이내에 임용권자에게 이를 신고하여야 하며, 임용권자는 지체 없이 복

직을 명하여야 한다.

③ 제44조 제3호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휴직기간이 만료된 교원이 30일 이내에 복귀신고를 하고 직무복귀한 때에는 당

연히 복직된다.

제47조(휴직교원의 처우) ① 제44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휴직된 교원에 대하여는 그 휴직기간 중 봉급의 7할을 지급하

고, 제5호 및 제9호의 규정에 의하여 휴직된 교원에 대하여는 봉급의 5할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결핵성질환으로 인

한 휴직의 경우에는 그 휴직기간 중 봉급의 8할을 지급한다.

② 제44조 제2호 내지 제4호와 제6호 내지 제8호의 규정에 의하여 휴직된 교원에 대하여는 봉급을 지급하지 아니한

다.

제48조(직위해제 및 해임) ① 형사 사건으로 기소된 교원에 대하여는 직위를 부여하지 아니한다.

② 임면권자는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교원에 대하여 직위를 부여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직무수행 능력이 부족하거나 근무성적이 극히 불량한 자 또는 교원으로서 근무태도가 심히 불성실한 자

  2. 징계의결이 요구된 자

③ 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직위를 부여하지 아니한 경우에 그 사유가 소멸된 때에는 임면권자는 지체 없이 

그 직위를 부여하여야 한다.

④ 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직위가 해제된 자에 대하여는 봉급의 8할을 지급한다. 다만, 제1항 또는 제2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직위 해제된 자가 직위해제일로부터 3월이 경과하여도 직위를 부여받지 못한 때에는 그 3월이 

경과한 이후의 기간 중에는 봉급의 5할을 지급한다.

⑤ 임면권자는 제2항 제1호에 의하여 직위해제된 자에 대하여 3월 이내의 기간대기를 명한다.

⑥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대기 명령을 받은 자에 대하여 임면권자는 능력회복이나 태도개선을 위한 교육훈련 또는 특

별한 연구과제의 부여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⑦ 제2항의 제1호와 제2호 또는 제1항의 직위해제 사유가 경합하는 때에는 제2항 제2호 또는 제1항의 직위해제 처분

을 하여야 한다.

⑧ 제2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대기 명령을 받은 자가 그 기간 중 능력향상 또는 개전의 정이 없다고 인정된 때에 임

면권자는 교원징계위원회의 동의를 얻어 면직시킬 수 있다.

제49조(보수) 교원의 보수는 자격과 경력 및 직무의 곤란성과 책임의 정도에 따라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따로 규칙으로 정한

다. 다만, 보수를 연봉으로 책정 지급할 수 있으며 지급액 및 지급방법 등은 계약에 의하여 정한다.

제50조(의사에 반한 휴직, 면직 등의 금지) ① 교원은 형의 선고, 징계처분 또는 사립학교법에 정하는 사유에 의하지 아니하

고는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휴직 또는 면직 등 부당한 처분을 당하지 아니한다. 다만, 학과의 개폐에 의하여 폐직이나 

과원이 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② 교원은 권고에 의하여 해직을 당하지 아니한다.

③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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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0조의2(명예퇴직수당) ① 교직원으로서 정년전에 자진하여 퇴직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명예퇴직 수당을 지급

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명예퇴직 수당의 지급대상, 범위, 지급액, 지급절차, 기타 필요한 사항은 따로 규정으로 정한다. 

제50조의3(후임자 보충발령의 유예) 교원이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파면 또는 해임되거나 근무성적 불량으로 면직되었을 때

에는 그 처분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후임자의 발령을 하지 못한다.

제3관  교원인사위원회

제51조(교원인사위원회의 설치) 교원(학교의 장을 제외한다)의 임면 등 인사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하게 하기 위하여 당해 

대학에 교원인사위원회(이하 “인사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52조(인사위원회 기능) ① 인사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대학의 장이 교수, 부교수, 조교수를 임면 제청하고자 할 때의 임면제청 동의에 관한 사항<개정 ‘11.10.12>

  2.   대학의 장이 부총장, 대학원장, 학장(대학교 학장에 한한다)의 보직을 제청하고자 할 때에 그 제청동의에 관한 사

항

  3. 기타 인사위원회의 심의를 요하거나 학교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삭제 2008.12.23>

③ 인사위원회가 제43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임용기간이 만료되는 교원에 대하여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임명 제청 

동의를 함에 있어서 전 임용 기간 중의 다음 사항을 참작하여야 한다.

  1. 연구실적 및 전문영역의 학회활동과 사회봉사활동

  2. 학생의 교수, 연구 및 생활지도에 대한 능력과 실적

  3. 교육관계 법령의 준수 및 기타 교원으로서의 품위 유지

제53조(인사위원회의 조직) ① 인사위원회는 학교별로 학교의 장이 임명하는 10인 이상 15인 이내의 교원으로 조직한다. 

다만, 사이버대학의 인사위원회는 학교의 장이 임명하는 5인 이상 10인 이내의 교원으로 조직한다.

② 인사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되 중임할 수 있다.

③ <삭제>

제54조(인사위원회 위원장 및 직무) ① 인사위원회의 위원장은 당해 학교의 장이 위촉한다.

② 인사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회무를 통리한다.

③ 인사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이를 소집하고 의장이 된다.

④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직무를 대행한다.

제55조(인사위원회의 회의소집 및 성원과 의결) ① 인사위원회의 회의는 학교의 장의 요청이 있을 때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

다고 인정할 때에 위원장이 이를 소집한다.

② 인사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56조(회의록 작성) ① 인사위원회는 회의록을 작성하여 학교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제1항 회의록에는 위원장을 포함한 출석위원 2인 이상이 서명 날인한다.

제57조(인사위원회의 간사와 서기) ① 인사위원회의 서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 각 1인을 둔다.

② 간사와 서기는 당해 대학 소속직원 중에서 대학의 장이 임명한다.

제58조(운영세칙) 인사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이 정관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당해 인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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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를 정한다.

제2절  교원징계위원회

제59조(교원징계위원회의 조직) ① 교원징계위원회는 9인의 위원으로 조직한다.

② 교원징계위원회의 위원은 교원 또는 학교법인의 이사 중에서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이사장이 임명한다. 다만, 학교

법인의 이사인 위원의 수가 위원의 2분의 1을 초과할 수 없다.

제60조 <삭제 1991.07.02>

제61조(교원징계위원회의 위원장 선출 및 직무) ① 교원징계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의 호선으로 선출한다.

② 교원징계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여 회무를 통리한다.

③ 교원징계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이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④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위원 중에서 연장자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62조(징계의결의 기한) 교원징계위원회가 징계의결 요구를 받은 때에는 그 요구서를 접수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징계

에 관한 의결을 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당해 징계위원회의 의결로 30일의 범위안에서 1차에 

한하여 그 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제63조(제척사유 등) 교원징계위원회 위원은 그 자신에 관한 징계사건을 심리하거나 피징계자와 친족관계가 있을 때에는 징

계사건의 심리에 관여하지 못한다.

제63조의2(위원의 기피) ① 징계대상자는 교원징계위원회 위원이 불공정한 의결을 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사

유가 있을 때에는 그 사실을 서면으로 소명하고 기피를 신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피신청이 있을 때에는 위원회의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기피신청을 

받은 자는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③ 제63조의 규정에 의한 제척 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피로 교원징계위원회의 출석위원이 재적위원의 3분의 2에 

미달되어 징계사건을 심리할 수 없게 된 때에는 교원징계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의 수가 재적위원수의 3분의 2이상이 

될 수 있도록 위원의 임명권자에게 임시위원의 임명을 요청하여야 한다.

제63조의3(징계의결 요구사유 통지) 교원의 임명권자가 교원에 대한 징계의결을 요구할 때에는 징계의결 요구와 동시에 징

계대상자에게 징계사유를 기재한 설명서를 송부하여야 한다.

제64조(진상조사 및 의견의 개진) ① 교원징계위원회는 징계사건을 심리함에 있어서 진상을 조사하여야 하며, 징계의결을 

행하기 전에 본인의 진술을 들어야 한다. 다만, 2회 이상 서면으로 소환하여도 불응한 때에는 그 사실을 기록에 명시

하고 징계의결을 할 수 있다.

② 교원징계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에는 관계인을 출석시켜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제65조(징계의결) ① 징계의결은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 출석과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행하여야 한다.

② 교원징계위원회가 징계사건을 심리하고 징계를 의결한 때에는 주문과 사유를 기록한 징계의결서를 작성하고 이를 

임명권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 임명권자가 제2항의 통고를 받은 때에는 그 통고를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그 의결내용에 따라 징계처분을 하여

야 한다. 이 경우에 있어서 임명권자가 법인인 때에는 징계처분을 이사장에게 위임한다.

④ 징계처분권자는 징계처분의 사유를 기재한 결정서를 당해 교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⑤ 교원징계위원회 회의는 공개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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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6조(징계의결시의 정상참작 등) 교원징계위원회가 징계사건을 의결함에 있어서는 징계 당사자의 소행, 근무성적, 공적, 

개전의 정, 징계요구의 내용 기타 정상을 참작하여야 한다.

제66조의2(징계사유의 시효) 교원징계 의결의 요구는 징계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2년(금품 및 향응수수, 공금의 횡령·유

용의 경우에는 3년)을 경과한 때에는 이를 행하지 못한다.

제67조(교원징계위원회 간사 등) ① 교원징계위원회의 서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 각 1인을 둘 수 있다.

② 간사와 서기는 교원징계위원회가 설치된 당해기관 소속직원 중에서 그 임용권자가 임명한다.

제68조(운영세칙) 교원징계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이 정관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당해 교원징계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3절  <삭제>

제4절  사무직원

제83조(자격) ①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사무직원(기술직 및 기능직을 포함한다. 이하 “일반직원”이라 한다)으로 

임용될 수 없다.

  1.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

  2. 파산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4.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집행유예의 기간이 완료된 날부터 2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하여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자

  7.   이 법인과 법인이 설치 경영하는 학교에서 징계에 의하여 파면의 처분을 받은 때로부터 5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와 해임처분을 받은 때로부터 3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② 일반직원 신규임용에 있어서는 학력에 제한을 두지 아니한다. 다만, 기술직 및 기능직은 임용될 직종에 관한 자격

증, 면허증 기타 임용권자가 필요로 하는 자격이 있는 자를 인사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우선 임용할 수 있다.

③ 재직 중인 일반직원이 제1항의 규정에 해당하게 된 때에는 당연 퇴직한다.

제84조(임용) ① 일반직원의 신규임용, 승진, 승급, 전직, 전보, 강임, 휴직, 직위해제, 복직, 면직, 해임 및 파면(이하 “임

용”이라 한다)은 임용권자가 공개채용, 전형 또는 근무성적 기타 능력의 실증에 의하여 행함을 원칙으로 한다.

② 제1항 규정에 의한 임용에 있어서 그 시험과목, 방법, 절차 등에 관하여는 따로 인사규칙으로 정한다.

③ 일반직원은 이사장이 임용하되 학교소속 일반직원(각 병원 포함)은 당해 학교의 장의 제청이 있어야 한다. 다만, 원

광대학교의 신규임용, 면직, 해임 및 파면을 제외한 임용은 총장이 시행하고 이사장에게 보고한다.<개정 ‘11.10.12>

제85조(복무) 일반직원의 복무에 관하여는 사립학교 교원에게 적용하는 규정을 준용한다.

제86조(보수) 일반직원의 보수는 일반의 표준생계비 및 민간인의 임금 등을 고려하여 직무의 난이성 및 책임의 정도에 따라 

적당하도록 직급 및 근속 기간에 따라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따로 인사규칙으로 정한다.

제87조(신분보장) 일반직원의 신분보장에 관하여는 사립학교 교원에게 적용하는 규정을 준용한다.

제88조(징계 및 재심청구) ① 일반직원의 징계는 사립학교 교원에게 적용하는 규정을 준용하되 일반직원 징계위원회는 법인

에 따로 두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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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일반직원의 재심청구를 위하여 법인에 일반직원재심위원회를 두되, 그 조직 및 운영 등에 관하여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

쳐 이사장이 따로 규칙으로 정한다.

제7장  직 제

제1절  법 인

제89조(법인의 사무조직) ① 이 법인의 업무를 처리하게 하기 위하여 법인사무처, 병원경영지원처를 두며 처장은 직원 또는 

교원으로 보한다.<개정 ‘11.01.27>

② 법인사무처에는 총무팀, 관재팀, 기획감사팀에 팀장을, 사업부에 본부장과 팀장을 두고 각 팀장과 사업본부장은 

일반직원으로 보한다. 다만 사업본부장과 사업팀장은 전문가를 영입할 수 있다.<개정 ‘11.01.27>

③ 병원경영지원처에는 경영지원팀을 두며 팀장은 일반직원으로 보한다.<개정 ‘11.01.27>

④ <삭제 ‘11.01.27>

⑤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분장업무는 따로 규칙으로 정한다.<개정 ‘12.06.22>

제2절  대학교

제90조(총장) ① 원광대학교에 총장을 둔다.

② 총장은 교무를 통할하고 소속 교직원을 지휘 감독하며 학생을 지도하고 원광대학교를 대표한다.

③ 원광대학교에 교학부총장과 의·생명부총장, 대외협력부총장을 둘 수 있으며 교수 또는 부교수로 보한다.<개정

‘10.12.20, ’11.03.14>

④ 제3항의 각 부총장의 직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10.12.20, ’11.03.14>

  1. 교학부총장은 대학 전반에 대하여 총장을 보좌한다.

  2.   의·생명부총장은 의과대학, 치과대학, 한의과대학, 약학대학, 일반대학원의 의·약학계열학과, 한의학전문대학

원, 동서보완의학대학원, 보건환경대학원, 의·약학관련 부설연구기관 등의 교육·연구 업무와 각 병원의 교원인

사 및 진료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총장을 보좌한다. 다만 병원진료행정에 관한 업무는 제외한다.

  3. 대외협력부총장은 제92조의 2의 조직을 관할하며 국제교류와 대외협력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총장을 보좌한다.

  4. 총장의 유고시 교학부총장, 의·생명부총장, 대외협력부총장의 순으로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⑤ 대학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대학발전위원회를 둘 수 있다.

제91조(학장, 대학원장) ① 원광대학교의 각 단과대학에 학장을, 대학원에 대학원장을 둔다.

② 학장과 대학원장은 교수 또는 부교수로 겸보한다.

③ 학장과 대학원장은 총장의 명을 받아 당해 단과대학과 대학원의 교무를 통할하고 소속 교직원을 지휘 감독하며 학

생을 지도한다.

제92조(하부조직) ① 원광대학교에 대학교당, 기획조정처, 교무처, 학생복지처, 입학관리처, 인력개발처, 총무처, 관리

처, 비서실을 둔다.<개정 ‘09.05.27, ’11.03.01, ‘12.02.28>

② 원광대학교에 산업교육진흥및산학연협력촉진에관한법률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특수법인인 원광대학교산학협력단

(이하 ”산학협력단“이라 한다)을 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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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대학교당에는 교감, 각처에는 처장, 산학협력단에는 단장, 각 실에는 실장을 두고 대학교당 교감 및 각 처장과 단

장은 부교수 이상의 교원 또는 3급 이상의 직원으로 보하고, 각 실장은 조교수 이상의 교원 또는 4급 이상의 직원으로 

보한다. 다만, 단장은 필요할 경우 전문가를 영입할 수 있다.

④ 각 처장과 단장을 보좌하기 위하여 부 부서장을 둘 수 있으며, 조교수 이상의 교원 또는 4급 이상의 직원으로 보한

다. 다만, 대학교당에는 약간인의 교무를 둘 수 있으며, 교무는 교무자격을 가진 교원 또는 별정직으로 보한다.

⑤ 기획조정처에 평가관리실, 기획팀, 예산팀을 두고, 평가관리실에는 평가관리팀을 두며, 실장은 조교수 이상의 교

원 또는 4급 이상의 직원, 각 팀장은 5급 이상의 직원으로 보한다.

⑥ 교무처에 교육개발센터, 학생상담센터, 교무기획팀, 학사지원팀, 교원인사팀을 둔다. 교육개발센터에는 교육개

발팀을, 학생상담센터는 상담팀을 두며, 각 센터장은 조교수 이상의 교원 또는 4급 이상의 직원, 각 팀장은 5급 이상

의 직원으로 보한다.<개정 ‘12.02.15, ’12.12.24, ‘14.01.02>

⑦ <삭제 ‘11.03.01>

⑧ 학생복지처에 장애학생지원센터, 학생팀, 장학복지팀을 두고, 센터장은 조교수 이상의 교원, 각 팀장은 5급 이상

의 직원으로 보한다.<개정 ’12.12.24>

⑨ 입학관리처에 입학사정관실, 입학관리팀을 두며, 실장은 조교수 이상의 교원 또는 4급 이상의 직원, 팀장은 5급 이

상의 직원으로 보한다.<개정 ‘11.03.01, ’12.12.24>

⑩ <삭제 ‘11.03.01>

⑪ 인력개발처에 여대생커리어개발센터, 취업지원팀을 두며, 여대생커리어개발센터 센터장은 조교수 

이상의 교원 또는 4급 이상의 직원, 팀장은 5급 이상의 직원으로 보한다.

⑫ 총무처에는 기록관, 총무팀, 예민팀, 계약팀, 인사관리팀을 두고, 기록관에는 기록물관리팀을 두며, 관장은 조교

수 이상의 교원, 각 팀장은 5급 이상의 직원으로 보한다.<개정 ‘12.12.24, ’14.02.23>

⑬ 관리처에 관재팀, 경리팀, 환경경비팀, 시설지원팀을 두며, 각 팀장은 5급 이상의 직원으로 보한다.

⑭ 비서실에 의전팀을 두며 팀장은 5급 이상의 직원으로 보한다.

⑮ 제1항 내지 제14항의 규정에 의한 분장업무는 따로 규칙으로 정한다.

제92조의2(하부조직2) ① 대외협력부총장 산하에 국제협력실과 지역협력·홍보실을 두고, 국제협력실에는 한국어교육

센터, 국제교류팀 및 중국사업팀을, 지역협력·홍보실에는 대외협력팀, 홍보팀 및 서울사무소를 둘 수 있다.<신설 

‘11.03.01, 개정 ’13.02.22, ‘14.01.02>

② 국제협력실과 지역협력·홍보실에 실장을 두고 부교수 이상의 교원 또는 3급 이상의 직원으로 보하며, 한국어교

육센터에 센터장을 두고 센터장은 조교수 이상의 교원 또는 4급 이상의 직원으로 보한다.<신설 ‘11.03.01, 개정 ’

13.02.22>

③ 각 팀과 사무소에 팀장과 소장을 두고 각 팀장과 소장은 조교수 이상의 교원 또는 5급 이상의 직원으로 보한다.<신

설 ‘11.03.01>

④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분장업무는 따로 규칙으로 정한다.<신설 ‘11.03.01>

제93조(단과대학 등의 하부조직) ① 원광대학교의 각 대학 및 대학원에 교학팀을 두고 각 팀장은 5급 이상의 직원으로 보한

다. <단서신설 ‘09.05.27, 단서삭제 ’11.03.01>

② 필요에 따라 각 대학에는 부학장을 대학원에는 부원장을 둘 수 있으며, 부교수 이상의 교원으로 보한다. <개정 

‘09.05.27,  ’13.02.22>



2013
원 광 보 건 대 학 교  연 감

036 Ⅰ. 총람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분장업무는 따로 규칙으로 정한다.

제94조(부속기관) ① 원광대학교에 필요한 부속기관을 둘 수 있다.

② 부속기관에 각각 장을 두며 부속기관의 장은 부교수 이상의 교원 또는 4급 이상의 직원으로 보하며, 필요할 경우 전

문가를 영입할 수 있다.

③ 부속기관의 장은 총장의 명을 받아 기관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고 소속 교직원을 지휘 감독한다.

④ 부속기관에 필요한 부서를 둘 수 있으며 부서장은 일반직원 또는 교원으로 보하되 그 분장업무는 따로 규칙으로 정

한다.

제95조(도서관) ① 도서관은 중앙도서관과 필요한 경우 중앙도서관 산하에 분관을 설치할 수 있으며, 중앙도서관에 관장을 

두고, 관장은 부교수 이상의 교원 또는 3급 이상의 직원으로 보한다.

② 관장의 업무를 보좌하기 위하여 부관장과 분관장을 둘 수 있으며 조교수 이상의 교원 또는 4급 이상의 직원으로 보

한다.

③ 중앙도서관에 운영관리팀, 주제정보팀, 학술정보팀, 의학도서운영팀을 두고 분관인 법학전문도서관에 법학도서운

영팀을 두며 각 팀장은 5급 이상의 직원으로 보하되, 주제정보팀장, 학술정보팀장, 의학도서운영팀장, 법학도서운영

팀장은 사서자격증을 소지한 자로 한다.

④ 제3항의 규정에 의한 분장업무는 따로 규칙으로 정한다.

제95조의2(특별사업기구) 대학교에 정부 재정지원사업 등의 업무 수행을 위해 필요한 경우 특별사업기구를 둘 수 있다.<본

조신설 ‘14.05.29>

제96조(대학교 병원) ① 대학교 설립 이념을 실현하기 위하여 다음의 부속병원을 둔다

  1. 의과대학 병원

  2. 치과대학 치과병원

  3. 한의과대학 전주한방병원 익산분원(한양방통합의료병원)<개정 ‘14.03.31>

  4. 한의과대학 광주한방병원·원광병원

  5. 한의과대학 전주한방병원·원광병원

  6. 의과대학 산본병원

  7. <삭제 ‘14.03.31>

  8. 치과대학 대전치과병원 산본분원<개정 ‘14.03..31>

  9. 치과대학 대전치과병원

② 각 병원의 장은 교원 또는 전문경영인으로 보하고, 병원장은 소속 교직원을 지휘, 통솔하여 병원의 업무를 총

괄하며, 병원경영을 책임진다. 다만, 분원은 각 소속병원장이 총괄하며 필요시 분원장을 둘 수 있다.<단서신설 

‘14.03.31>

③ 대학교 병원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협의하기 위하여 병원장 협의회를 둔다.

④ 각 병원 교당에 설립이념 실현을 위하여 교무를 두고, 교무는 교무 자격을 가진 교원 또는 직원으로 보한다.

⑤ 각 병원에 임상의학연구소, 임상치의학연구소, 임상한의학연구소를 둘수 있으며, 연구소의 소장은 교원으로 겸보

한다.

⑥ 의과대학 병원에 진료 및 지원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기획정보실, 기관생명윤리위원회(IRB), 임상시험품질관리

실(QM실), 적정의료관리실, 진료처, 행정처, 부속실을 두며, 기획정보실장은 교원 또는 직원으로 보하고, 기관생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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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리위원회(IRB)위원장, 임상시험품질관리실(QM실)장, 적정의료관리실장, 진료처장은 교원으로 겸보하고, 행정처

장, 부속실장은 직원으로 보한다.<개정 ‘13.05.31>

  1. 기획정보실에 기획팀, 전산정보팀, 홍보전략팀을 두며, 각 팀장은 직원으로 보한다.

  2. 적정의료관리실에 QI팀을 두며, 팀장은 직원으로 보한다.

  3.   진료처에 교육연구부, 전문진료센터, 진료 각과, 간호부, 약제부, 영양팀, 의료정보팀, 사회사업팀을 두고, 교

육연구부에는 교육팀, 전문진료센터에는 외상전문진료센터, 응급의료센터,  종합건강증진센터, 암센터, 소화기

센터, 임상시험센터, 국제진료협력센터, 척추센터, 신생아집중치료지역센터, 권역심뇌혈관질환센터를 두고, 권

역심뇌혈관질환센터에는 심혈관센터, 뇌혈관센터(기존 뇌졸중센터), 심뇌재활센터, 예방관리센터, 종합건강증

진센터에는 건강검진실, 국제진료협력센터에는 국제진료지원실, 예방관리센터에는 행정지원팀, 간호부에는 간

호1팀, 간호2팀, 간호3팀, 간호4팀, 간호5팀을 두며, 교육연구부장, 교육연구부차장, 전문진료센터 각 센터장 

및 부센터장은 교원으로 겸보하며, 진료 각 과장은 교원 또는 전문의로 보하고, 간호부장, 약제부장, 각 팀장과 

실장은 직원으로 보한다.<개정 ‘11.01.27, ’11.09.02, ‘12.04.03, ’13.05.31>

  4.   행정처에는 총무팀, 노무팀, 재무팀, 원무팀, 진료비심사팀, 구매팀, 관리팀, 의공팀, 주차관리소를 두며, 각 팀

장은 직원으로 보한다.<개정 ‘13.08.29>

  5. 기관생명윤리위원회(IRB)에 IRB행정팀을 두며, 팀장은 직원으로 보한다.<신설 ‘13.05.31>

⑦ 치과대학 치과병원에 진료 및 지원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진료부, 교육부, 행정부를 두며, 진료부장, 교육부장은 

교원으로 겸보하고, 행정부장은 직원으로 보한다.

  1.   진료부에 진료 각과와 임플란트센터, 응급실, 진료지원팀을 두며, 진료 각 과장은 교원으로 보하고, 임플란트센

터장, 응급실장은 교원 또는 전문의로 겸보하고, 진료지원팀장은 직원으로 보한다.

⑧ 한의과대학 전주한방병원 익산분원(한양방통합의료병원)에 진료 및 지원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진료부, 교육부, 

행정부를 두며, 진료부장, 교육부장은 교원으로 겸보하고, 행정부장은 직원으로 보한다.<개정 ‘14.03.31>

  1. 진료부에는 진료 각과와 간호팀을 두며, 진료 각 과장은 교원 또는 전문의로 보하고 팀장은 직원으로 보한다.

⑨ 한의과대학 광주한방병원·원광병원에 진료 및 지원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진료부, 교육부, 양방부, 사무국을 두

며, 진료부장, 교육부장, 양방부장은 교원으로 겸보하고, 사무국장은 직원으로 보한다.

  1.   진료부에는 진료 각과와 간호팀, 진료지원팀을 두며, 진료 각 과장은 교원 또는 전문의로 보하고, 각 팀장은 직원

으로 보한다.

  2. 양방부에는 진료 각과를 두며, 진료 각 과장은 교원 또는 전문의로 보한다.

  3. 사무국에는 행정에 관한 제반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총무팀, 원무팀을 두며, 각 팀장은 직원으로 보한다.

⑩ 한의과대학 전주한방병원·원광병원에 진료 및 지원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진료부, 교육부, 양방부, 사무국을 두

며, 진료부장, 교육부장, 양방부장은 교원으로 겸보하고, 사무국장은 직원으로 보한다.

  1.   진료부에는 진료 각과와 간호팀, 진료지원팀을 두며, 진료 각 과장은 교원 또는 전문의로 보하고, 각 팀장은 직원

으로 보한다.

  2. 양방부에는 진료 각과를 두며, 진료 각 과장은 교원 또는 전문의로 보한다.

  3. 사무국에는 행정에 관한 제반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총무팀, 원무팀을 두며, 각 팀장은 직원으로 보한다.

⑪ 의과대학 산본병원에 진료 및 지원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진료부, 교육부, 사무국, 의료질관리실을 두며, 진료부

장, 교육부장, 의료질관리실장은 교원으로 겸보하고, 사무국장은 직원으로 보한다.<개정 2010.0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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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진료부에 진료 각 과와 건강증진센터, 응급의료센터, 간호팀, 약제팀, 진료지원부서를 두고, 건강증진센터에는 

건강검진팀을 두며, 진료 각 과장 및 각 센터장은 교원 또는 전문의로 보하고, 각 팀장은 직원으로 보한다.<개정 

‘10.02.26, ’11.09.02, ‘12.04.03>

  2.   사무국에는 행정에 관한 제반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총무팀, 기획홍보팀, 전산정보팀, 원무팀, 진료비심사팀, 

시설관리팀을 두며, 각 팀장은 직원으로 보한다.<개정 ‘11.09.02>

⑫ <삭제 ‘14.03.31>

⑬ 치과대학 대전치과병원 산본분원에 진료 및 지원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진료부, 교육부, 행정부를 두며, 진료부

장, 교육부장은 교원으로 겸보하고, 행정부장은 직원으로 보한다.<개정 ‘14.03.31>

  1. 진료부에 진료 각과를 두며, 진료 각 과장은 교원 또는 전문의로 보한다.

⑭ 치과대학 대전치과병원에 진료 및 지원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진료부, 교육부, 행정부를 두며, 진료부장, 교육부

장은 교원으로 겸보하고, 행정부장은 직원으로 보한다.

  1.   진료부에 진료 각과와 임플란트센터, 응급실, 진료지원팀을 두며, 진료 각 과장, 임플란트센터장, 응급실장은 교

원 또는 전문의로 보하고, 진료지원팀장은 직원으로 보한다.

⑮ 제2항 내지 제14항의 세부 분장업무는 따로 규정으로 정한다.

제96조의 2(사무소설치) 원광대학교와 원광대학교병원은 교육과 연구활동을 증진시키기 위하여 중국에 사무소를 설치할 수 

있다.

제3절  원광디지털대학교

제97조(총장) ① 원광디지털대학교에 총장을 둔다..

② 총장은 교무를 통할하고 소속 교직원을 지휘, 감독하며 학생을 지도하고 원광디지털대학교를 대표한다.

③ 원광디지털대학교에 1인의 부총장을 둘 수 있으며, 교원으로 겸보한다.<항신설 ‘13.02.22> 

④ 부총장은 총장을 보좌하며, 총장 유고시에는 부총장이 총장의 직무를 대행한다.<개정 ‘13.02.22>

제97조의2(대학원장) ① 원광디지털대학교의 대학원에 대학원장을 둔다.<신설‘10.12.20>

② 대학원장은 교수 또는 부교수로 겸보한다.<신설‘10.12.20>

③ 대학원장은 총장의 명을 받아 대학원의 교무를 통할하고 소속 교직원을 지휘 감독하며 학생을 지도한다.<신설

‘10.12.20>

제98조(하부조직) ① 원광디지털대학교에는 대학교당, 기획조정처, 교무처, 입학협력처를 둔다.<개정 ‘13.02.22>

② 대학교당 교무는 교무자격을 가진 교원 또는 일반직원으로 보하고, 기획조정처장, 교무처장, 입학협력처장은 교원

으로 겸보 또는 일반직원으로 보한다.<개정 ‘13.02.22>

③ 기획조정처에는 기획예산팀, 경영지원팀, 정보지원팀을 두고, 팀장은 교원으로 겸보 또는 일반직원으로 보한다.<

개정 ‘13.02.22>

④ 교무처에는 교무학사팀, 수업관리팀, 콘텐츠개발팀을 두고, 팀장은 교원으로 겸보 또는 일반직원으로 보한다.<개

정 ‘13.02.22>

⑤ 입학협력처에는 대외협력팀, 입학관리팀, 학생장학팀을 두고, 팀장은 교원으로 겸보 또는 일반직원으로 보할 수 

있다.<개정 ‘13.02.22>

⑥ 대학원에 교학팀을 두며, 팀장은 교원으로 겸보 또는 일반직원으로 보한다.<개정‘10.1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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⑦ 제1항 내지 제6항의 규정에 의한 분장업무는 따로 규칙으로 정한다.<개정‘10.12.20>

제98조의2(산학협력단) ①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제25조에 따라 산업교육을 진흥하고 산학협력을 

촉진하기 위하여 원광디지털대학교 산학협력단(이하 “산학협력단”이라 한다)을 둔다.

② 산학협력단장은 교원으로 겸보 또는 일반직원으로 보할 수 있다.

③ 산학협력단의 주요사항은 산학협력단 정관으로 따로 정한다.<본조신설 ‘13.02.22>

제99조(부속기관) ① 원광디지털대학교에는 필요한 부속기관을 둘 수 있다.

② 부속기관에 각각 장을 두며, 부속시설의 장은 교원으로 겸보 또는 일반직원으로 보한다.

③ 부속기관의 장은 총장의 명을 받아 시설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고 소속 교직원을 지휘, 감독한다.

④ 부속기관에 필요한 부서를 둘 수 있으며, 부서장은 교원으로 겸보 또는 일반직원으로 보하되, 그 분장업무는 따로 

규칙으로 정한다.

제4절  전문대학

제100조(총장) ① 원광보건대학교에 총장을 둔다.<개정 ‘11.12.20>

② 총장은 교무를 통할하고 소속 교직원을 지휘 감독하며 학생을 지도하고 원광보건대학을 대표한다.

③ 원광보건대학교에 대외부총장을 둘 수 있으며, 교원으로 보한다.<신설 ‘12.04.03>

④ 총장 유고시에는 대외부총장이 총장의 직무를 대행한다.<개정 ‘12.04.03>

⑤ 대외부총장은 국제개발원의 조직을 관할하며, 국제교류와 대외협력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총장을 보좌한다.<신설 

‘12.04.03>

제101조(하부조직) ① 원광보건대학교에 대학교당, 기획조정처, 교무처, 입학관리처, 학생복지처, 총무처, 비서실, 평가

관리실, 산학협력처를 둔다.<개정 ‘10.02.26, ’11.09.03, ‘11.12.20, ’12.12.24, ‘13.05.31>

② 대학교당 교무는 교무자격을 가진 교원 또는 별정직으로 보하고, 기획조정처장, 교무처장, 입학관리처장, 학생복

지처장, 산학협력처장은 교원으로 보하며, 총무처장은 일반직 3급 이상으로 보한다. 다만, 기획조정처장은 일반직 

3급 이상으로 보할 수 있으며, 비서실장은 교원 또는 일반직 4급 이상으로 보한다. 총무처에는 처장을 보좌하기 위하

여 부 부서장을 둘 수 있으며 직원으로 보한다.<개정 ‘10.02.26, ‘11.09.03, ’12.02.15, ‘12.12.24, ’13.05.31, 

‘14.05.29>

③ 기획조정처에는 기획조정팀, 홍보전략팀을 두며, 각 팀장은 직원으로 보한다.<개정 2010.02.26, 2010.09.02., 

‘12.12.24>

④ 교무처에는 교무팀을 두며, 팀장은 직원으로 보한다.<개정 2010.09.02>

⑤ 입학관리처에 입학관리팀을 두며, 팀장은 직원으로 보한다.<개정 2010.09.02>

⑥ 학생복지처에는 학생복지팀을 두며, 팀장은 직원으로 보한다.<개정 2010.09.02>

⑦ <신설 2010.02.26, 개정 2010.09.02., 삭제 ‘12.12.24>

⑧ 총무처에는 총무팀, 관리팀을 두며, 각 팀장은 직원으로 보한다.<개정 2010.09.02>

⑨ <신설 ‘11.09.03, 삭제 ’12.12.24>

⑩ 비서실에는 의전팀을 두며, 팀장은 직원으로 보한다.<개정 ‘10.09.02>

⑪ 산학협력처에는 산학취업팀과 현장실습팀을 두며, 각 팀장은 직원으로 보한다.<신설 ‘12.12.24, 개정 ’

14.0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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⑫ 제1항 내지 제10항의 규정에 의한 분장업무는 따로 규칙으로 정한다.<개정 ‘10.02.26, 11.09.03>

제101조의2(산학협력단) ① 산업교육진흥및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제25조의 규정에 의거 원광보건대학교 산학협력

단을 둔다.

② 산학협력단장은 교원 또는 4급 이상의 직원으로 보할 수 있다.

③ 산학협력단에는 사업운영팀을 두며, 팀장은 직원으로 보한다.<항신설 ‘14.02.23>

④ 산학협력단 운영에 관한 사항은 산학협력단 정관으로 정한다.<본조신설 ‘13.05.31>

제101조의3(학교기업) ① 산업교육진흥및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제36조의 규정에 의거 학교기업을 둘 수 있다.

② 학교기업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은 따로 정한다.<본조신설 ‘13.05.31>

제102조(부속시설) ① 원광보건대학교에 필요한 부속기관 및 부설연구소를 둘 수 있다.<개정 ‘11.12.20>

② 부속기관에 각 장을 두며 장은 교원으로 한다.<개정 ‘11.09.03>

③ 부속기관의 장은 총장의 명을 받아 제반사항을 관장하고 소속 교직원을 지휘 감독한다.

④ 부속기관에 필요한 부서를 둘 수 있으며 부서장은 일반직 또는 교원으로 보하되 그 분장업무는 따로 규칙으로 정한

다.

⑤ 부설연구소장은 연구소 자체 규정에 의한다. 다만, 부설기관에 직원 팀장을 둘 수 있다.<개정 2010.09.02>

제103조(도서관) ① 도서관에 사서팀을 두며, 팀장은 직원으로 보한다.<개정 2010.09.02., ‘13.05.31>

제5절  유치원

제104조(원장 등) ① 유치원에 원장과 원감 각 1인을 둔다.

② 원장은 원무를 통할하고 소속 교직원을 감독하며 원아를 보육한다.

③ 원감은 원장을 보좌하며 원장 유고시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④ 유치원에 행정실을 두고,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일반직원을 둘 수 있으며, 이에 관한 세부사항은 따로 정한다.

제6절  정 원

제105조(정원) 법인 및 각급학교에 두는 일반직원의 정원은 각각 별표1 에서 별표6과 같다. 다만, 6급이하 일반직원의 세부

직급별 정원은 이사회의 의결로 따로 정한다.<개정 ‘11.09.02, ’13.02.22, ‘14.03.31>

제106조(공고) 이 법인이 법령과 정관 및 기타 이사회 의결에 의하여 공고하여야 할 사항은 중앙일간지 와 전라북도에서 발

행하는 일간지 또는 학교홈페이지 중에서 공고한다.

제107조(시행세칙) 이 정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세칙으로 정한다.

제108조(설립당시의 임원) 이 법인의 설립당시의 임원은 다음과 같다.

설립 당초의 임원

직 위 성  명 생년월일 임기 주      소

이사장 성 정 호 1902. 11. 21. 4년 전라북도 이리시 신용동 344-2 

이  사 박 천 식 1911. 01. 09. 4년 〃

이  사 박 길 진 1915. 03. 23. 4년 〃

이  사 조 갑 종 1905. 05. 13. 2년 〃

이  사 조 희 풍 1910. 11. 07. 2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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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 위 성  명 생년월일 임기 주      소

이  사 정 석 진 1922. 09. 05. 2년 전라북도 이리시 남중동 510-9 

이  사 서 대 인 1914. 12. 10. 2년 전라북도 이리시 신룡동 344-2 

감  사 이 운 행 1914. 05. 03. 2년 〃

감  사 정 광 훈 1917. 08. 30. 1년 〃

부   칙 (문교대 1042. 1호)

①이 정관은 1965년 1월 30일부터 시행한다.

②이 정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세칙으로 정한다.

부  칙 (문교대 1042.3-1570호)

이 정관은 1966년 12월 15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문교대 1040.32호)

이 정관은 1967년 8월 2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대학 1040-1042호)

이 정관은 1975년 11월 22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대학 1040-340호)

이 정관은 1976년 2월 27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대학 1040-1566호)

①(시행일) 이 정관은 1977년 10월 20일부터 시행한다.

② (경과조치) 이 정관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사무직원으로 임용된 자 중 제52조 제2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는 

이 정관 시행이후 6월 이내에 당연 퇴직된다.

③ (경과조치) 이 정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임용되어 사무조직에 근무하는 사무직원이 이 정관에 의한 정원을 초

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직원이 퇴직할 때까지 그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보되 사무직원의 신규임용은 그 초과하는 

정원이 있을 때에는 채용하지 못한다.

④ (경과조치) 이 정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별지 1, 2, 3, 4, 5의 각 직급에 임용된 자는 이 정관에 의하여 임용된 

것으로 본다.

부  칙 (대학 1040-1128호)

이 정관은 1978년 7월 1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대학 1040-892호)

이 정관은 1979년 6월 22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대학 1042.3-1172호)

이 정관은 1980년 11월 28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1042.3-1696호)

①(시행일) 이 정관은 1981년 11월 23일부터 시행한다.

② (교원에 대한 경과조치) 이 정관 시행당시 대학에 근무하는 교원(학교의 장을 제외함) 및 일반직원은 이 정관에 의하여 당

해학교 장이 임명한 것으로 본다. 다만, 대학의 교원임용 기간은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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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교원징계에 대한 경과조치) 이 정관시행 당시 교원 징계위원회 및 재심위원회에 계류 중인 징계 및 재심청구사건은 종전

의 규정에 의한다.

④ (대학의 보직자에 대한 경과조치) 이 정관시행 당시 종전의 사립학교법 및 정관에 의하여 임명된 대학의 부총장(부학장)등

의 보직은 이 정관에 의하여 당해학교의 장이 임명한 것으로 본다.

⑤ (인사위원회위원에 대한 경과조치) 이 정관시행당시 종전의 정관에 의하여 임명된 대학의 인사위원회 위원중 이 정관에 

의하여 당연직 위원이 아닌 위원은 정관시행일에 해임된 것으로 본다.

⑥ (일반직원에 대한 경과조치) 이 정관시행 당시 종전의 정관에 의하여 임용되어 근무하는 일반직원이 이 정관에 의한 정원

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일반직원이 퇴직할 때까지 그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보되 일반직원의 신규임용은 그 

초과하는 정원이 있을 때에는 채용하지 못한다.

부  칙 (대학 1042.3-550호)

①(시행일) 이 정관은 1983년 3월 17일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정관 시행당시 대학에 근무하는 교원인 조교수는 이 정관의 규정에 의하여 임용된 것으로 본다.

부  칙 (대학 1042.3-2269호)

①(시행일) 이 정관은 1983년 10월 25일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정관 시행당시 전문대학에 근무하는 별정직 직원은 이 정관의 규정에 의하여 임용된 것으로 본다.

부  칙 (대학 1042.3-1121호)

이 정관은 1984년 6월 25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의과대학부속 정신병원에 관한 규정은 의료관계 법령에 의한 병원설립 허

가를 받은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대학 1042.3-1772호)

이 정관은 1984년 9월 19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대학 1042.3-1979호)

이 정관은 1984년 11월 7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대학 25422-1256호)

이 정관은 1985년 8월 30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대학 25422-577호)

이 정관은 1986년 4월 9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대학 25422-1405호)

①(시행일) 이 정관은 1986년 10월 22일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정관 시행 당시 재임 중인 이사는 그 재임기간 만료시까지 이 정관에 의하여 취임된 것으로 본다.

부  칙 (대학 25422-1441호)

이 정관은 1987년 11월 26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대학 25422-853호)

①(시행일) 이 정관은 1990년 8월 9일부터 시행한다.

② (분리되는 법인이 유지 경영할 학교 및 동교의 교직원 등에 대한 경과조치) 이 정관의 시행으로 원광학원에서 분리되어 신

설되는 원창학원이 유지 경영하게 될 원광고등학교, 원광여자종합고등학교, 원광중학교, 원광여자중학교는 원창학원이 

설립될 때까지 교직원 및 학교운영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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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  칙 (대학 25422-656)

①(시행일) 이 정관은 1991년 7월 2일부터 시행한다.

② (정관의 변경에 따른 일반직원에 대한 경과 조치) 이 정관의 시행당시 고용직으로 근무하는 자중  경노무직으로 근무하는 

자 이외에는 기능직으로 전환된다.

③ (인사위원회 위원에 대한 경과조치) 이 정관 시행당시 종전의 정관에 의하여 임명된 대학 교육기관의 인사위원회 위원중 

이 정관에 의하여 당연직 위원이 아닌 위원은 이 정관 시행일에 해임된 것으로 본다.

④ (교원 및 일반직원에 대한 경과조치) 이 정관 시행당시 대학 교육기관에 근무하는 교원(학교의 장을 제외한다) 및 일반직

원은 이 정관에 의하여 학교법인이 임명한 것으로 본다. 다만, 대학 교육기관의 교원의 임용기간은 종전의 규정에 의한

다.

부  칙 (대학 25422-433)

이 정관은 1992년 3월 13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대학 25422-1443)

이 정관은 1992년 8월 10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대학 81422-299)

이 정관은 1993년 2월 22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대학 81422-1350)

이 정관은 1993년 7월 10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대학 81422-1630)

이 정관은 1993년 8월 12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대학 81422-1342)

이 정관은 1994년 6월 24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대행 81422-1365)

이 정관은 1995년 5월 30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대행 81422-898)

①(시행일) 이 정관은 1996년 4월 25일부터 시행한다.

②(신규임용 교원의 임기에 대한 경과조치) 1996년 3월 1일자로 신규임용된 원광대학교 교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부  칙(대학 81422-184)

이 정관은 1997년 2월 12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대학 81422-840)

이 정관은 1997년 7월 23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대학 81422-1305)

이 정관은 1997년 11월 8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대학 81422-1584)

이 정관은 1997년 12월 3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대학 81422-219)

이 정관은 1998년 2월 27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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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  칙(대학 81422-1455)

①(시행일) 이 정관은 1998년 10월 21일부터 시행한다.

② (교명변경에 따른 경과조치) 이 정관 시행 당시 “원광보건전문대학”에 근무하는 교직원은 이 정관에 의하여 “원광보건대

학”에 근무하는 것으로 본다.

③(경과조치) 이 정관 시행당시 원광보건대학 부학장의 임기는 현 임기만료시까지로 한다. 

부  칙(대학 81422-655)

이 정관은 1999년 5월 2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대학 81422-1460)

이 정관은 2000년 9월 22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대재 81422-34)

①(시행일) 이 정관은 2002년 1월 9일부터 시행한다.

② (최초로 구성되는 사이버게임대학교 인사위원회 조직의 경과조치) 이 정관 시행후 최초로 구성되는 사이버게임대학교 인

사위원회의 조직은 정관 제53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예외로 할 수 있다.

부  칙(대재 81422-202)

이 정관은 2002년 2월 18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대재 81422-278)

이 정관은 2002년 3월 2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대재 81422-1098)

제1조(시행일) 이 정관은 2002년 8월 26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교명변경에 따른 경과조치) ①이 정관 시행 당시 사이버게임대학교에 근무하는 교직원은 이 정관에 의하여 원광디지

털대학교에 근무하는 것으로 본다.

② 이 정관 시행 당시 임명한 사이버게임대학교의 학장은 이 정관에 의하여 원광디지털대학교의 학장으로 임명한 것으

로 본다.

부  칙(대재 81422-372)

이 정관은 2003년 3월 14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대재 81422-517)

①(시행일) 이 정관은 2003년 4월 8일부터 시행한다.

② (경과조치) 이 정관 시행당시 원광대학교의 대외부총장 및 입학관리실장과 원광디지털대학교의 각 처장의 임기는 현 임기

만료 시까지로 한다.

부  칙(사학 81422-1577)

이 정관은 2003년 11월 10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사학지원과-591)

이 정관은 2004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사학지원과-3710)

이 정관은 2004년 9월 8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사학지원과-53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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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정관은 2004년 11월 24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사학지원과-1740)

이 정관은 2005년 3월 18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사학지원과-2445)

①(시행일) 이 정관은 2005년 4월 16일부터 시행한다.

② (계약임용에 대한 경과조치) 이 정관 제43조 제2항은 2005년 3월 1일 이후 신규 임용되는 자부터 적용하고, 종전의 규정

에 의하여 기간을 정하여 임용된 교원의 경우에는 제43조 제2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당해 임용기간이 종료될 때까

지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다만,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재직중인 교원의 임용기간이 종료되어 다시 임용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근무기간을 정하여 임용하되, 본인이 원하는 경우에는 제43조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할 수 있다.

  1. 교수 및 부교수 : 정년

  2. 조교수 : 4년

  3. 전임강사 : 2년

부  칙(사립대학지원과-3755)

이 정관은 2005년 9월 26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사립대학지원과-79)

이 정관은 2006년 1월 4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사립대학지원과-1392)

이 정관은 2006년 3월 6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사립대학지원과-490)

①(시행일) 이 정관은 2007년 1월 24일부터 시행한다.

② (임원선임기간의 예외) 개정 정관 시행일 이후 임원의 임기만료 등으로 결원이 발생하여 우선적으로 선임되는 개방이사 

또는 감사는 제24조 제4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그 결원 발생일로부터 2월 이내에 보충할 수 있다.

③ (학교의 장 임기에 대한 경과조치) 개정 정관 시행 당시 재임 중인 학교의 장에 대해서는 개정 규정에도 불구하고 당해 학

교의장의 임기 종료일까지는 종전 규정에 의한다.

④ (감사임기에 대한 경과조치) 개정 정관 시행 당시 재임 중인 감사에 대해서는 개정 규정에도 불구하고 당해 감사의 임기 종

료일까지는 종전 규정에 의한다.

⑤ (다른 하위 규정의 개정) 이 정관 시행일로부터 정관시행세칙 및 기타 하위 규정에서 종전의 정관을 인용한 경우에는 이 정

관의 해당 조항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부  칙(사립대학지원과-1770)

(시행일) 이 개정 정관은 2007년 4월 10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학법원 제412호)

(시행일) 이 개정 정관은 2007년 8월 24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사립대학지원과-5666)

(시행일) 이 개정 정관은 2007년 12월 12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학법원 제587호)

(시행일) 이 개정 정관은 2008년 2월 25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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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  칙(학법원 제127호)

(시행일) 이 개정 정관은 2008년 5월 23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학법원 제261호)

(시행일) 이 개정 정관은 2008년 8월 19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학법원 제412호)

(시행일) 이 개정 정관은 2008년 11월 25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학법원 제434호)

제1조(시행일) 이 정관은 2008년 12월 23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조, 제3조의2, 제35조의2는 2009년 3월1일부터 시

행한다.

제2조(사이버대학 전환에 따른 경과조치) ①이 정관 시행 당시 「평생교육법」상 원격대학형태의 평생교육시설인 원광디지털

대학에 근무하는 교직원은 이 정관에 의하여 「고등교육법」상 사이버대학인 원광디지털대학교에 근무하는 것으로 본

다.

② 이 정관 시행 당시 재임 중인 원광디지털대학교 총장은 이 정관에 의하여 「고등교육법」 상 사이버대학인 원광디지털

대학교의 총장으로 임명한 것으로 본다.

부  칙(학법원 제494호)

(시행일) 이 개정 정관은 2009년 2월 10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학법원 제537호)

(시행일) 이 개정 정관은 2009년 2월 24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학법원 제101호)

(시행일) 이 개정 정관은 2009년 5월 27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학법원 제154호)

(시행일) 이 개정 정관은 2009년 6월 25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학법원 제220호)

(시행일) 이 개정 정관은 2009년 8월 25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학법원 제453호)

(시행일) 이 개정 정관은 2010년 2월 26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학법원 제47호)

(시행일) 이 개정 정관은 2010년 3월 22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학법원 제146호)

(시행일) 이 개정 정관은 2010년 6월 14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학법원 제246호)

(시행일) 이 개정 정관은 2010년 9월 2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학법원 제278호)

(시행일) 이 개정 정관은 2010년 9월 30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학법원 제371호)

(시행일) 이 개정 정관은 2010년 12월 20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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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  칙(학법원 제438호)

(시행일) 이 개정 정관은 2011년 1월 27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학법원 제1호)

(시행일) 이 개정 정관은 2011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학법원 제36호)

(시행일) 이 개정 정관은 2011년 3월 14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학법원 제305호)

(시행일) 이 개정 정관은 2011년 9월 2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학법원 제361호)

(시행일) 이 개정 정관은 2011년 9월 22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학법원 제387호)

(시행일) 이 개정 정관은 2011년 10월 07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학법원 제471호)

제1조(시행일) 이 정관은 201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규정과의 관계)

①학교법인 원광학원 정관 시행세칙 제8조제5항의 원광보건대학을 원광보건대학교로 한다.

②학교법인 원광학원 교원징계 규정 제1조, 제2조, 제9조제2항의 원광보건대학을 원광보건대학교로 한다.

③일반직원 징계재심위원회 규정 제2조의 원광보건전문대학을 원광보건대학교로 한다.

④ 원광보건대학 총장 선임에 관한 규정을 원광보건대학교 총장 선임에 관한 규정으로, 제1조의 원광보건대학을 원광

보건대학교로 한다.

부  칙(학법원 제17호)

(시행일) 이 개정 정관은 2012년 2월 15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학법원 제65호)

(시행일) 이 개정 정관은 2012년 4월 3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학법원 제66호)

(시행일) 이 개정 정관은 2012년 6월 22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학법원 제290호)

(시행일) 이 개정 정관은 2012년 8월 22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학법원 제465호)

(시행일) 이 개정 정관은 2013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01조(하부조직)은 201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학법원 제533호)

(시행일) 이 개정 정관은 2013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총무팀 제78호)

(시행일) 이 개정 정관은 2013년 5월 2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총무팀 제174호, 13.08.29)

(시행일) 이 개정 정관은 2013년 8월 22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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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  칙(총무팀 제302호, 14.01.02)

(시행일) 이 개정 정관은 2013년 12월 20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총무팀 제399호, 14.02.23)

(시행일) 이 개정 정관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총무팀 제399호, 14.02.23)

(시행일) 이 개정 정관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총무팀 제53호, 14.03.31)

(시행일) 이 개정 정관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총무팀 제98호, 14.05.29)

(시행일) 이 개정 정관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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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1】

법인 일반직원 정원

직  군 직  급 정  원

총  계 20 명

일반직

2 급
3 급
4 급
5 급

2 명
2 명
3 명
3 명

6 급
7 급
8 급
9 급

7 명

소  계 17 명

기능직
9 급 3 명

소  계 3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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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2】

원광대학교 일반직원 정원

직  군 직  급 정  원

총  계 366 명

일반직

2 급
3 급
4 급
5 급

5 명
13 명
31 명
68 명

6 급
7 급
8 급
9 급

80 명

소  계 197 명

기술직

3 급
4 급
5 급

4 명
9 명
23 명

6 급
7 급
8 급
9 급

48 명

소  계 84 명

기능직

6 급
7 급
8 급
9 급

69 명

소  계 69 명

별정직

4 급
5 급

3 명
4 명

6 급
7 급
8 급
9 급

9 명

소  계 16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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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3】

원광대학교 병원별 일반직원 정원

직군

직군

직급

직급

정   원

의과대학

병원

치과

병원

전주한방

병원

익산분원
(한양방통합

의료병원)

광주한방

병원

전주한방

병원

산본

병원

산본한방

병원

산본치과

병원

대전치과

병원
총계

총계 1,222 99 86 127 123 418 50 88 85 2,298

의료직

5급

6급

105
122

18
45

7
18

13
24

9
16

30
27

5
10

10
30

12
30

209
322

소계 227 63 25 37 25 57 15 40 42 531

일반직

2급

3급

4급

5급

6급

7급

1
3

11
22
42
53

.

.

1
1
3
2

.

.

1
1
2
3

.

1
1
2
2
6

.

1
1
2
3
5

.

1
1
4
6
9

.

.

1
.

1
1

.

.

1
1
1
1

1
1
2
2

1
6

19
34
62
82

8급

9급
13

1
1

2
4
1

6
2

23
2
1

1
2

2 61

소계 145 9 9 17 20 44 6 7 8 265

기술직

3급

4급

5급

6급

7급

3
17
47

123
168

.

.

2
6
7

.

1
1
4
8

.

1
2
6

18

.

1
2

11
22

.

1
6

21
35

.

.

1
1
2

.

.

.

1
3

1
3
4

3
21
62

176
267

8급

9급
346

3
3

7
22
5

9
2

210
4
7

11
24

25 678

소계 704 21 21 54 47 273 15 39 33 1,207

기능직

5급

6급

7급

8급

2
10
52
52

1
2
3

1
10
13

2
2
5

1
3

10
12

1
2

10

.

2
2

.

.

1

3
18
80
98

9급

10급

28 0
0

7
9 4

29
5
5

1
0

2 90

소계 144 6 31 18 30 42 14 2 2 289

별정직

4급

5급

6급

1
-

1

.

1
.

.

1
.

.

1
1

1
3
2

소계 2 1 1 2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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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4】

원광디지털대학교 일반직원 정원

직  군 직  급 정  원

총  계 32 명

일반직

3 급
4 급
5 급

1 명
2 명
3 명

6 급
7 급 
8 급 
9 급 

26 명

소  계 32 명

【별표 5】

원광보건대학 일반직원 정원

직  군 직  급 정  원

총  계 65 명

일반직

3 급 
4 급 
5 급 

2 명
4 명
9 명

6 급 
7 급 
8 급 
9 급 

30 명

소  계 45 명

기술직

4 급
5 급

1 명
1 명

6 급
7 급
8 급
9 급

4 명

소  계 6 명

기능직

6 급
7 급
8 급
9 급

11 명

소  계 11 명

별정직

5 급 상당

6 급 상당

1 명
2 명

소  계 3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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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6】

원광대학교 사범대학 부속유치원 일반직원 정원

직  군 직  급 정  원

총  계 4 명

일반직

7 급 
8 급 
9 급 

1 명
.

.

소  계 1 명

기능직
9 급 3 명

소  계 3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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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원광보건대학교 교육목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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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육방침 

01. 혁신적인 경영 효율화 정책을 통한 대학 경쟁력 확보
 ● 행정혁신을 통한 수요자 중심 대학 행정 운영

 ● 재정혁신을 통한 효율적 예산편성 및 외부 재정의 안정적 확보

 ● 대학의 교육환경 개선을 통한 교육품질 개선

 ● 차별화된 입시전략을 통한 우수 입학자원 확보

02. 현장 밀착형 교육체제 구축 및 학생 중심의 교육시스템 구축
 ● 실용교육 시스템 강화를 통한 대학 교육의 질 강화

 ● 산업 현장과 교육 현장의 인적교류 활성화를 통한 산학협력 강화

 ● 현장 밀착형 맞춤 교육을 통한 취업률 강화

 ● 성인 학습자의 계속교육과 소외계층의 사회적응 교육을 통한 평생교육 활성화

 ● 적극적인 교육 마케팅을 통한 구성원 각각의 경쟁력 강화

03. 대학의 글로벌 역량 강화를 통한 WCC 도약 기반 조성
 ● 일원문화 융합을 통한 지역사회 연계 강화

 ● 학교기업 육성 및 글로벌 교육사업 확대

 ● 국제교류 활성화를 통한 해외 입학자원 확보 및 취업률 강화

04. 차별화된 특성화 전략 구축
 ● 글로벌 현장 밀착형 직업 전문인력 양성

 ●   효율성과 창조적 혁신을 동시에 추구하는 특성화 전략 추진  

⇒ ‘양손잡이 특성화 = 오른손잡이(기존의 핵심분야 강화) + 왼손잡이(New Energy 개발)’

 ● 산학협력 친화형 특성화 구축

05. 학생이 행복한 Happy CampUs 구현
 ● 학생 후생복지 강화

 ● Happy With Us Program 운영을 통한 효율적 학생 경력관리

 ● 학생 역량 개발 및 취업 역량 강화를 위한 지원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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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학 육성방안

01 보건 의료분야의 전통과 사회실무, 공업, 예능분야의 특성화
풍부한 임상실험, 최첨단의 실험실습 장비 도입 그리고 다양한 실험실습 기회 확대로 신지식인 

양성

02 세계화, 정보화 시대의 경쟁력 강화
단계별, 수준별 어학교육과 컴퓨터 교육을 강화하여 경쟁력 있는 인재 양성

03 평생학습사회의 기반 구축
평생교육원을 설치하여 졸업생 및 지역주민에게 각 학과의 특성을 활용한 전업 혹은 재취업을 

위한 직업프로그램 제공

04 대학 재정의 안정적 확보
각 학과의 관련 벤처기업을 창업, 재학생의 실습장 활용 및 수익 사업 기반 조성으로 대학 재정

의 안정적 확보

05 보건·의료분야의 31년 전통 계승
31년 동안 우수한 의료인을 양성하여 전국 각 병원에서 봉사하고 있으며 최신 설비를 완비, 

임상위주 교육 실시

06 멀티미디어관

사이버강의실, 전자도서관, 국제회의실, 화상강의실, Media 제작실, 인터넷실, 

멀티미디어실, 모든 건물 각 학과, 건물 로비까지 연결된 살아 숨쉬는 정보화의 산실

07 영어는 기본, 외국인 교수의 다양한 수업
우수한 외국인 교수진, 멀티미디어관의 듣기 연습실, 비디오실, 인터넷과 멀티미디어를 활용한 

외국어 학습을 통해 세계화 시대의 경쟁력을 키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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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교의 상징

봉황도안의 특징 및 의미

봉황의 머리와 가슴선은 부여에서 출토된 백제향로의 봉황

상을 참고 했으며, 꼬리 부분은 고려청자의 곡선을 응용하

였다. 

봉황의 몸과 꼬리는 

Wonkwang Health Science University의 이니셜인

WU를 형상화하고 있다. 

봉황을 둘러싸고 있는 원은 우주의 본원이요, 우리 마음의 

근원이다. 이는 동양철학에서 말하는 무극이요, 그 무극은 

곧 태극으로 붉은색과 푸른색은 태양의 음양이며, 개벽의 

의미를 찾을 수 있다. 

가슴 속의 둥근 굽이는 일원상과 태극의 역동성을 상징하

는데, 이는 봉황의 조화를 상징하는 여의주로 생각할 수 있

다. 

봉황의 전체 모습은 천하를 내려보는 기상이 있으면서 웅

지와 힘찬 젊음을 표출했으며, 역동성과 창조성을 나타낸 

세 꼬리는 본교의 교육목표인 인격도야·기술연마·성실봉

사를 의미한다. 

봉황이 꽃 봉오리 속에서 솟아오르는 중앙의 모습은 기존 

심벌마크의 혈통과 전통을 이은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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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I 의 전체 컨셉은 ‘열림’ 이다

열림의 의미

01 ‘열림’은 마음의 깨침을 의미하며, 원불교와 원광보건대학이 있게 한 진리적 계기이다.

02 ‘열림’은 한국사상의 특징인 회통정신을 계승한 이념이다.

03 ‘열림’은 새로운 세상의 개벽을 의미하며 원광보건대학은 그 개벽의 중심에 서 있다.

04 ‘열림’은 전통을 중시하면서도 미래를 향한 역동적 움직임을 함의하고 있다. 

05 ‘열림’은 자연과 인간의 조화를 통하여 이상적 세계를 지향케 한다.

06 ‘열림’은 새로운 학문과 첨단 기술을 끊임없이 개발하고 창조한다는 의미를 지닌다.

07 ‘열림’은 다양성과 개성의 실현을 존중하여 그를 통하여 전체적인 가치를 실현한다.

08 ‘열림’은 교수와 학생과 직원을 하나로 화하게 하는 원동력이다.

09 ‘열림’은 더불어 사는 마음이며, 봉사를 통하여 이웃과 하나됨을 지향하는 이념이다.

10 ‘열림’은 환경을 중시하고 공익을 우선하는 마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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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학특징 

우리대학은 37년의 역사와 전통을 지니고 21C 지식기반사회를 이끌어갈 글로벌 직업 전문인을 양성하는 교육기관으로써 최

첨단 교육시설, 우수한 교수진, 지역산업과 연계된 산학협력을 통해 다양한 분야에 많은 전문직업인을 배출, 지역사회의 발

전에 선도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 또한, 학생들의 입학에서 부터 졸업 후 취업에 이르기까지 재미·감동·비전이 있는 대학

이 되도록 혁신경영·실용교육·문화융합을 통해 세계수준의 대학으로 도약해 나가고 있다. 

◦ 21세기를 선도하는 글로벌 대학

 물질과 정신의 조화를 통한 새로운 세기 선도

첨단과학기술의 비약적인 발전과 정보의 혁신이라는 시대의 가치들은 우리에게 새로운   사고와 변화에 대한 의지를 요구

하고 있다. ‘물질이 개벽되니 정신을 개벽하자’는 원불교의 이념에 입각한 우리대학의 교육정신에는 물질과 정신의 조화

를 통해 새로운 세기를 선도 하겠다는 역동적인 에너지가 담겨 있다. 우리대학은 원불교 정신을 바탕으로 변화에 능동적

으로 대처하며 실용적 지식과 기술을 연마하고 공동체 구성원으로서 국가와 사회에 봉사할 수 있는 인재 양성을 목표로 

하고 있다. 

 교육역량강화사업 우수대학, 학과평가 최우수대학 선정 등의 교육성과

우리대학은 우수한 교수진을 갖추고 최첨단 실험실습 기자재를 도입, 산학 연계를 통한  주문식 기술교육을 실현하고 있

다. 이러한 교육의 성과는 2011년, 2012년 연속 교육역량강화 사업 우수 대학 및 대표브랜드사업 선정, 국가고시 수석 

다수배출, 학과평가 최우수  대학 및 특성화 사례 최우수대학 선정, 고객만족도 향상률 전국 1위, 높은 취업률 등으로 나

타나고 있으며, 산업현장과 각종 의료시설 및 복지시설에서 최선을 다해 활약하고 있는 우리대학의 인재들이 증명하고 

있다. 

 세계로 나아가는 대학

우리대학의 비전은 지역사회는 물론이고 세계의 대학들과 교류를 통해 더욱 발전하고 있다. 1996년 전문대학 최초로 필

리핀과 교류를 시작, 미국·일본·중국·네팔·몽골 등 세계 각국과의 상호 교류를 통해 학생들의 해외문화 체험의 기회를 

확대해 가고, 지역사회와 적극적으로 소통하며 최고의 대학으로 거듭나고 있다. 또한 국가와 국민이 요구하는 교육정책

을  정확히 이해하고 이를 교육서비스 전략 수립에 적극적으로 반영, 학생 스스로가 능동적으로 배우며 자기계발에 힘쓸 

수 있는 양질의 교육을 제공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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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상의 교육서비스를 제공하는 대학(Service-Cracy)

우리대학은 학생 뿐만 아니라 구성원 모두가 자기계발에 힘쓰는 대학, 학생 스스로가 자신을 마케팅 할 수 있는 능력을 가

진 대학, 세계 제일의 교육서비스를 제공하는 대학으로 거듭 나기 위해 ‘서비스지상주의(Service-Cracy) = 3SC’ 개념을 도

입, 운영하고 있다.

 Self(자기혁신)

변화를 거부하지 않고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며 창조적 사고를 통해 구성원 개개인이 자기 혁신을 이루는 단계 

 System(조직혁신)

구성원들의 변화를 통해 진취적인 사고와 합리적인 시스템의 조직이 구성되는 단계 

 Service(실천혁신) 

자기혁신을 통한 합리적인 조직의 구성과 업무 효율의 극대화가 학생서비스에 반영되는 단계 

 Customer(학생중심에너지)

구성원과 조직의 변화, 교육서비스 강화를 통한 학생중심의 추진동력

서비스지상주의체계도



2013
원 광 보 건 대 학 교  연 감

061Ⅰ. 총람

 Community(외부확장에너지)

최신 과학기술, 인적·물적 자원교류를 통한 외부확장 추진동력

 College(특화대학에너지)

세계 일류를 지향하는 비전을 통한 특화대학 추진동력 

◦ 도덕교육과 실용교육

 도덕교육

우리대학은 원불교 정신을 바탕으로 덕성을 겸비한 인재 양성을 목표로 삼고 있으며, 대학 교당을 중심으로 도덕성 훈련

과 사회봉사활동 실천 교육을 강화하여 상생보은의 정신을 함양한 학생들이 자연스럽게 사회에 기여할 수 있도록 지도한

다. 

도덕성 훈련은 ‘禪’과 ‘명상’을 통한 마음공부를 기본으로 하여, ‘나는 누구인가’, ‘도덕적  삶과 앎 그리고 믿음이란 무엇

인가’와 같은 문제를 집중적으로 다룸으로써 도덕성 강화는 물론, 학생들에게 인간과 삶에 대한 철학적 물음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 건전한 가치관 형성과 일상생활에 있어서의 심리적 안정까지 도모하고 있다. 사회봉사활동 실천 교육은 재

활원, 장애인 복지관, 청소년 상담실과 같은 각종 복지시설 현장에서 학과 실습과 병행한 봉사활동을 통해 실천하는 도덕

성의 중요성을 일깨우고, 학생들 스스로가 봉사활동의 가치를 발견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이처럼 우리대학은 실용교육 속에서 교화의 효과가 나타나는 자연스러운 도덕교육을 지향하고 교수, 직원, 학생의 마음

공부를 체계적으로 운영하여 “물질이 개벽되니 정신을 개벽하자”라는 건학이념을 생활 속에서 실천, 상생보은의 덕성이 

넘치는 학교를 만들어 가고 있다. 

 실용교육

우리대학은 전인교육과 더불어 졸업 후 현장에서 바로 활동할 수 있는 전문중견인력 양성을 교육의 목표로 삼고 있다. 특

히 산학 협력 강화와 취업률 향상은 우리 대학의 중점사업이라 할 수 있는데, 이를 위해 우리대학은 산업체와 연결된 교

과과정을 개설하고, 협력 체제를 꾸준히 확대해 가고 있다. 또한 글로벌시대에 어울리는 인재를 양성하기 위해 최근 미국 

도덕교육과 실용교육 연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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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룸필드대학교와의 교류를 통한 해외현장실습을 비롯 해외어학연수, 토익사관학교 등 다양한  어학능력향상 프로그램

을 운영하고 있으며, 세계 각국의 교육기관과 우호협력 및 상호 교류 협정을 체결하여 학생들에게 다양한 문화 체험의 기

회를 제공하고 있다. 이 밖에도 학생, 교직원을 위한 원어민 교육과 OA, IT 관련 실무 교육을 무료로 진행하여 곧바로 사

회에 진출해도 손색이 없는 인재 양성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이와 같이 우리대학은 무한경쟁시대를 헤쳐나가야 할 학생들에게 자기 마케팅 능력을 배양할 수 있는 교육 프로그램을 개

발하여 시대를 앞서 나가는 인재를 양성한다. 이러한 교육  목표는 충실한 이론교육을 통한 학습(Learning) 능률의 극대

화와 예리한 현장 감각을 유지 시키는 꾸준한 기술연마(Training)의 종합을 통해 자기 마케팅(Marketing) 능력의 혁신이

라는 ‘LTM’ 전략을 통해 더욱 구체화 되고 있다. 

5) 원광보건대학교 학칙 

제 1 장 총 칙

제1조(목적) 원광보건대학교(이하 “우리대학” 이라 한다)는 대한민국의 교육이념과 원불교 정신에 바탕하여 과학과 도덕을 

겸비한 전인교육으로 실용적인 지식과 기술을 연마시키고 공동체 구성원으로서 덕성을 함양하여 국가와 사회외 봉사

하는 인재양성을 목적으로 한다.(개정20110901,20120827)

제2조(교육목표) (삭제20110901)

제3조(명칭) 우리대학은 원광보건대학교라 한다.

제4조(위치) (삭제20040901)

제5조(설치학과 및 입학정원) 우리대학에 두는 학과 및 입학정원은 다음과 같다.(20050830,20100226,20110228,20111

213,20120622,20120827,20140301,20140529)

모집단위(학과명) 대계열분류
입학정원

수업연한
주 야 계

특전부사관과 공학 40 40 2

전투부사관과 공학 40 40 2

임상병리과 자연과학 120 120 3

물리치료과 자연과학 80 80 3

방사선과 자연과학 80 80 3

치기공과 자연과학 80 80 3

식품영양과 자연과학 50 50 2

치위생과 자연과학 120 120 3

의무행정과 자연과학 80 80 3

간호학과 자연과학 140 140 4

안경광학과 자연과학 79 79 3

미용피부관리과 자연과학 80 80 2

원광보건대학교 학칙
제정 1965. 01. 30
개정 2014. 09. 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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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집단위(학과명) 대계열분류
입학정원

수업연한
주 야 계

의무부사관과 자연과학 80 80 2

허브테라피향장과 자연과학 30 30 2

외식조리과 인문사회 90 90 2

유아교육과 인문사회 96 96 3

사회복지과 인문사회 130 27 157 2

호텔관광과 인문사회 60 60 2

의료관광코디과 자연과학 30 30 2

항공서비스과 인문사회 40 40 2

주얼리디자인과 예·체능 30 30 2

합 계 1,575 27 1,602

제5조의 2(전공심화과정 설치) 우리대학에 두는 전공심화과정 학과 및 입학정원은 다음과 같다.(신설20100226)(개정2011

0228,20111213,20120403,20121224)

모집단위(계열·학과명) 대계열분류
입학정원

수업연한
주 야 계

사회복지학과 인문사회 20 20 2

물리치료학과 자연과학 40 40 1

간호학과 자연과학 20 20 1

치위생학과 자연과학 20 20 1

합계 100 100

제 2 장 직 제

제6조(교직원) ① 우리대학에 두는 교원은 총장, 교수, 부교수, 조교수로 구분하며, 제5조 규정에 의한 학과 또는 학부·계

열에 소속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개정20100902,20110228,20121224,20130827)

② 학교운영에 필요한 행정직원, 조교 등을 둔다.

③ 제1항의 교원 외에 겸임교원, 초빙교원, 시간강사 등을 각각 임용 또는 위촉할 수 있다.(개정20121224)

제7조(조직) ① 우리대학에는 대학교당, 기획조정처, 교무처, 입학관리처, 학생복지처, 총무처, 산학협력처, 비서실, 산

학협력단, 총장직속기구로 산학협력선도전문대학(LINC)사업단, 평가관리실을 두며, 각 처에 두는 부서는 다음 각 호

와 같다.(개정20090825,20100226,20110901,20121201,20140220)

  1. 대학교당

  2. 기획조정처에는 기획조정팀,홍보전략팀을 둔다.(개정20100226,20121224)

  3. 교무처에는 교무팀을 둔다.(개정20090825)

  4. 입학관리처에는 입학관리팀을 둔다.(신설20090825)

  5. 학생복지처에는 학생복지팀을 둔다.(개정20090825)

  6. (삭제2012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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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 총무처에는 총무팀, 관리팀을 둔다.(개정20090825,20100226)

  8. (삭제20121224)

  9. 비서실에는 의전팀을 둔다.(신설20090825,개정20100226)

  10. 산학협력처에는 산학취업팀, 현장실습팀을 둔다.(개정20090825,20100226,20110901,20121224,20140220)

  11. 산학협력단에는 사업운영팀, 학교기업사업단을 둔다

  12. LINC사업단에는 사업운영팀을 둘 수 있다.(신설20121201)

② 대학교당에는 교무자격을 가진 자를 교무로 보하고 대학교화를 주관한다.

③ 산학협력단에는 단장을 보하고, 제1항의 각 부서에는 처장을 보하며 처장은 총장의 명을 받아 부서 내 직원을 지휘, 감독

한다. 또한 LINC사업단에는 사업단장을 교무위원급으로 총장이 임명한다.(개정 20121201)

④ 각 처의 팀장은 소관 사무를 총괄한다.

⑤ 각 처의 사무분장은 따로 정한다.

제 3 장 수업연한 및 재학연한

제8조(수업연한) ① 우리대학의 수업연한은 2년 또는 3년, 4년으로 한다.(개정20111213) 

② 임상병리과, 물리치료과, 방사선과, 치기공과, 치위생과, 유아교육과, 안경광학과, 의무행정과는 3년으로 한

다.(개정20040901,정보컨텐츠과 수업연한 2년,20111213,20120622)

③ 간호학과는 4년으로 한다.(신설20111213)

④ 산업체위탁교육 실시학과의 별도학급으로 편성된 학과의 수업연한은 따로 정한다.

제9조(재학연한) 재학연한은 제한을 두지 않는다.

제 4 장 학년도, 학기, 수업일수 및 휴업일

제10조(학년도) 학년도는 3월 1일부터 다음해 2월 말일까지 한다.

제11조(학기) ① 학기는 다음과 같이 2개 학기로 나눈다.

  1. 제1학기는 3월 1일부터 8월 말까지로 한다.

  2. 제2학기는 9월 1일부터 다음해 2월 말일까지 한다.

② 총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실습학기 또는 계절학기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③ 총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다학기제를 실시할 수 있다.

제12조(수업일수) ① 수업일수는 매 학년도 30주(매학기 15주) 이상으로 한다.

② 천재·지변 기타 교육과정의 운영상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제1항의 수업일수를 충족할 수 없는 경우 총장의 승인

을 얻어 매 학년도 2주의 범위안에서 수업일수를 감축할 수 있다.(개정20110228)

제13조(휴업일) ① 휴업일은 교육과정의 운영에 지장을 주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총장이 정하며 정기휴업일은 다음과 같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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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국정공휴일

  2. 일요일

  3. 개교기념일

  4. 원불교 기념일 : 대각개교절 4월 28일, 육일대제 6월 1일(개정20110228)

② 하계방학, 동계방학 기간은 매년도 총장이 따로 정한다.

③ 부득이한 경우 휴업일 에도 수업을 할 수 있다.

제14조(임시휴업) 총장은 비상재해 등 기타 급박한 사정이 발생한 때에는 임시휴업을 할 수 있다.(개정20110228)

제 5 장 신 입 학

제15조(입학시기) 입학을 허가하는 시기는 학년 초로부터 수업일수 4분의1이전으로 한다. 단, 순수 외국인은 2학기 수업일

수 4분의1이전에도 입학을 허가할 수 있다.(개정20090825)

제16조(입학자격) 제1학년에 입학할 수 있는 자는 고등학교를 졸업한 자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된 자로 

한다.

제17조(입학지원절차) 입학지원 절차는 모집 시에 따로 공고하는 방법에 의한다.

제18조(입학전형) ① 입학전형은 총장이 정하는 방법에 의한다.(개정20110228)

② 제1항에 관한 사항은 총장이 공고한다.(신설20110228)

제19조(입학전형관리위원회) ① 입학전형제도의 개발 및 입학전형관리에 있어 주요사항을 계획·심의하기 위하여 입학전형

관리위원회를 둔다.

② 입학전형관리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7인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그에 따른 임무 및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

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 

제20조(입시공정관리위원회) ① 입학전형의 공정한 관리를 위하여 입시공정관리위원회를 둔다.

② 입시공정관리위원회는 총장 직속으로 설치하되 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7인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임무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따로 정한다.

제21조(입학허가 및 등록) 입학은 교무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총장이 허가하며, 입학이 허가된 자는 총장이 정하는 기간내에 

등록금을 납부하고 등록하여야 한다. 다만 총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분납과 차등납부를 시행할 수 있으며 

그 세부사항은 따로 정한다.(개정20110228)

제22조(입학취소)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는 입학을 취소할 수 있다.

  1. 제출한 증빙서류에 허위사실 등 부정한 방법으로 입학한 자.(개정20110228)

  2. 고등교육법 및 동법시행령 등에서 정하는 입학지원방법을 위반한 자.(개정20110228)

  3. 입학모집요강 등에서 총장이 정한 입학취소요건 해당자.(개정20110228)

  4. 총장이 정하는 기간내에 등록금을 납부하지 않은 자.(신설20110228)

제23조(산업체위탁교육) ① 고등학교 졸업 또는 이와 동등이상의 학력이 있는 자로서 산업체에서 재직중인자의 교육을 산업

체로부터 위탁받은 때에는 산업체와의 계약에 의한 위탁교육을 실시 할 수 있다.(개정20090825,개정20110228)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위탁교육 계약에는 위탁교육생의 선발기준, 위탁교육의 경비의 부담 및 납부방법, 교육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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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편성·운영, 위탁업체의 시설 및 교수자격이 있는 자의 활용, 학교에 대한 산업체의 지원 등 위탁교육에 필요한 사

항이 포함되어야 한다.(개정20090825)

③ 기타 위탁교육 운영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위탁교육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총장이 따로 정한다.(개정

20090825)

제 6 장 편입학·재입학 및 전과

제24조(편·재입학시기) ① 편입학은 매학년도 1학기 개시일로부터 4분의1 이전에 한다.(개정20090825,20110228)

② 재입학은 매학기 개시일로부터 수업일수 4분의1이전으로 한다.(신설20090825)(개정20110228)

제25조(편입학) ① 전문대학 졸업자 및 기타 법령에 의하여 이와 동등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된 자는 2학년 1학기 초에 

편입학할 수 있다.(개정20090825) 

② 편입학은 각 모집단위별로 입학정원의 범위안에서 가능하며 전적 교에서 이수한 과와 동일한 계열에 한하여 허가한

다.(개정20110228)

제26조(재입학) ① 우리대학에 재적하였던 자로서 자퇴 및 제적된 자에 대하여는 재입학을 허가할 수 있다. 다만, 제63조 

제1항에 의거 제적처분을 받은 자가 재입학을 원할 때에는 제적된 후 1년이 경과한 자에 한하여 학생지도위원회의 심

의로 재입학을 의결한다.(개정20110228)

② 재입학을 하고자 하는 자는 해당 학과장의 추천을 거쳐야 한다. 

③ 1항의 규정에 의한 재입학은 총 정원의 범위 내에서 결원이 있을 때 허가할 수 있다. 다만, 교원 및 의료인의 양성과

관련되는 유아, 간호, 보건 관련학과는 모집단위별 입학정원의 범위 내에서 결원이 있을 때 동일과에 한한다.

④ 종전 2년제 학과에 입학한 학생이 폐과 또는 학제변경으로 인해 3년제로 재입학 하는 경우 그 인원은 별도 정원으로 

인정한다.(개정20100902)

⑤ 재입학시 제적시의 학과를 포함한 다른 학과로 재입학을 할 수 있다. 다만, 유아, 간호, 보건 관련학과는 제적시의 

학과와 동일한 경우에만 한한다.(개정20100902)

⑥ 산업체위탁생의 재입학은 불허한다. 다만, 산업체장의 동의를 받아 관련서류를 제출할 경우 위탁교육심의위원

회의 심의를 거쳐 재입학 할 수 있다.(단, 재입학 당시에 산업체에 근무하지 않는 경우 재입학을 불허한다.)(개정

20090825)

  1. 위탁산업체 기관장의 재입학 요구 동의서 1부.

  2. 성적증명서 1부.

  3. 기타 본 대학에서 요구하는 서류.

제27조(전과) ① 전과는 2년제 학과는 1학년 2학기, 2학년 1학기에, 3년제 학과는 1학년 2학기, 2학년 1학기에 한하여 허

가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전과는 불허한다.(개정20140529)

  1. 산업체위탁생(개정20090825,개정20110228) 

  2. (삭제20090825) 

  3. 2년제 학과에서 3년제 학과로의 전과(개정20090825) 

  4. 교원 및 보건의료인 양성과 관련되는 유아, 간호, 보건 관련학과로의 전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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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전과의 과별 입학정원은 전입과 기준으로 입학정원의 10% 이내로 한다. 

③ 전과의 과별 전출정원은 전출과 기준으로 입학정원의 10% 이내로 한다. 

④ 전과는 재학기간 동안 1회 허가할 수 있다.(개정20090825) 

⑤ 전과한 자는 전출 과에서 취득한 학점을 전입과의 학점으로 인정할 수 있으며, 이의 기준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

제 7 장 휴학, 복학, 자퇴 및 제적

제28조(휴학) ① 질병, 병역의무, 가정형편, 창업 등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수업일수 4분의 1이상 수업할 수 없을 때에는 총

장의 허가를 얻어 휴학할 수 있다.(개정20140529)

② 휴학은 1년을 단위로 연속하여 허가할 수 있으나, 수업연한을 초과할 수 없다. 다만, 병역의무, 창업으로 인한 휴

학기간은 이에 포함하지 아니한다.(개정20110228,20140529)

③ 휴학은 군 휴학, 일반휴학, 창업휴학으로 분류한다.(개정20140529)

  1. 군 휴학 : 병역의무복무로 인한 휴학으로 입영명령서(여학생 포함) 또는 그 사본을 첨부하여야 한다.

    2. 일반휴학 : 질병, 해외연수, 가정형편,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인한 일반휴학은 병·의원 전문의(한의사 포함)진단

서, 연수허가서 등 관련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3. 창업휴학 : 창업휴학은 창업휴학신청시점을 기준으로 1개월 이전에 창업을 했거나 ‘창업교육 학사제도 운영위원

회’ 심의를 거친 경우에 한하여, 2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창업휴학을 허가할 수 있다.(신설20140529)

④ 병역의무복무로 인한 군휴학자는 수업일수 4분의 3이상 출석한 경우 임시시험 실시 또는 중간고사 성적을 100%로 

하여 해당 학기 성적을 인정할 수 있다.

⑤ 휴학생은 학기개시일 이전에 등록금을 납부하지 아니하고 휴학할 수 있다.(개정20110228)

제29조(복학) ① 제28조에 의한 휴학자는 휴학기간이 만료되거나 휴학사유가 소멸한 때에는 복학하여야 한다.(개정

20110228)

② 복학은 학기개시 후 4분의 1 경과 이내에서 허가할 수 있다.(개정20110228)

③ 일반휴학 중 군 휴학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입대하여 제적된 자가, 전역 후 복학하고자 할 때에는 병적확인서 등 

관련 증빙서류를 확인한 후 제적을 군 휴학으로 소급 적용하여 복학을 허가할 수 있다.

제30조(자퇴) ① 본인의 질병, 사망, 실종, 기타 부득이한 사유에 의하여 자진퇴학(이하 “자퇴”라 한다)하고자 하는 자는 보

증인 연서로 사유를 명시하여 총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② 자퇴한 자는 학적을 상실한다. 

제31조(제적) 학생으로서 다음 각 호에 해당할 때에는 총장이 이를 제적처분 할 수 있다.

  1. 휴학기간 종료 후 수업일수 4분의 1이 경과 되도록 이유 없이 복학하지 아니한 자

  2. 정당한 사유 없이 수업일수 4분의 1을 초과한 자(개정20110228)

  3. 타교에 입학한 자

  4. 정당한 사유 없이 매학기 소정기한에 등록을 완료하지 못한 자(개정20110228)

  5. (삭제20090825)

  6. 각종 사고로 사망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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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8 장 교과 및 수업

제32조(교육과정) ① 교육과정은 교양교과와 전문교과로 구분하며 학점과 배점기준은 교양교과 10-20%, 전문교과80-

90%로 한다. 다만, 학과의 특성에 따라 10%의 범위 내에서 구성·운영할 수 있다.

② 각 과별 교육과정(현장실습 포함)의 편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개정20110228)

③ 모집단위의 특성에 따라 2개 이상의 교육과정을 편성·운영할 수 있다.

④ 교직과정은 기본교육 과정과 별도로 이수하며 총장이 정한다.

⑤ 외국대학과의 협정에 의하여 공동으로 교육과정을 운영할 수 있으며, 이에 관한 사항은 외국대학과의 교육과정 공

동운영 규정으로 정한다.(신설20110228) 

제33조(학점이수) ① 교과이수 단위는 학점으로 하고, 1학기 15시간 이상의 강의를 1학점으로 한다. 다만, 실험, 실습, 실

기는 1학기 30(현장실습은 32시간)시간 이상의 강의를 1학점으로 하며, 교육과정 운영상 필요한 경우에는 총장의 승

인을 받아 15시간 이상의 강의를 1학점으로 할 수 있다.

② 학생은 매학기 12학점 이상을 이수함을 원칙으로 하며, 24학점 이상을 초과하여 이수하지 못한다. 다만, 총장이 

정하는 특별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개정20050221,개정20110228)

제33조의 2(국내·외 대학간 교류학점) 국내·외 다른 대학과 협정을 체결하여 학생 교류 수학을 허가할 수 있으며 교과이수 

및 학점교류에 관한 세부사항은 외국대학과의 학점교류에 관한 규정으로 정한다.(신설20110228)

제34조(학점인정) ① 국내·외의 다른 대학에서 취득한 학점은 졸업에 필요한 학점의 2분의 1의 범위 안에서 인정할 수 있

다. 다만, 편입학 학생은 이를 다르게 적용할 수 있다.

② 학교·연구기관 또는 산업체 등에서 행한 교육·연구 또는 실습 등은 졸업에 필요한 학점의 10% 범위 안에서 관련 

전공교과로 인정할 수 있다.

③ 편입학 학생이 다른 대학에서 취득한 학점에 대하여는 38학점(교직과목 제외)이내에서 소속된 모집단위의 학점으

로 인정한다.(개정20100902)

④ 학점인정(대학 및 전문대학 졸업자 포함)에 관한 세부 적용범위는 총장이 따로 정한다.

⑤ 「병역법」에 따른 징집·소집 또는 지원에 의하여 입영 또는 복무 중인 자(이하“입영 또는 복무 중인 자”라 한다)가 우

리대학에서 개설한 온라인 강좌를 수강하였을 경우 「학점인정등에 관한 법률」제3조의 규정에 따라 평가인정을 받은 과

정을 이수하여 취득한 학점을 인정한다.(개정20100902)

⑥ 재학 중 본 대학과 학점교류 협정을 타결한 타 대학 간에 소정의 학점 범위 내에서 교과목의 상호 수강을 허가할 수

있으며 취득한 성적(학점)을 상호 인정할 수 있다.

⑦ 학생이 재학기간 중 정부 및 공공기관에서 주관하는 국내·외 인턴십 또는 해외현장실습 및 해외프로그램, 전공

관련 현장수업에 참가하였을 경우, 학점을 인정받을 수 있으며 이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 (개정

20100902,20130531)

⑧ 재학생 중 2학기 이상 이수한 자 중 신청자에 한하여 산학현장학습 시행규칙에 의한 학점을 인정할 수 있다.(신설

20120827, 개정20130531)

⑨ 창업관련학점인정 : 창업관련학점 인정은 6~18학점(2년제:6학점이내, 3년제:12학점이내, 4년제:18학점이내)으

로 하며,세부 적용 범위는 시행 지침에 따른다.(신설20140529)

제35조(수업) ① 수업은 주간수업, 야간수업, 계절학기 수업, 방송·통신 등의 방법에 의하며, 세부 운영방법은 총장이 따



2013
원 광 보 건 대 학 교  연 감

069Ⅰ. 총람

로 정한다.(개정20050221,개정20110228)

② 매학기 개설 교과목은 입학 당시 승인된 교육과정을 기준으로 총장이 공고한다.

③ 수업시간표는 강의개시 2개월 전에 총장의 승인을 얻어 공고한다.

④ 강좌는 09:00부터 22:50까지 개설·운영함을 원칙으로 한다.(개정20090825)

제36조(집중수업) ① 제11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계절학기 등은 제12조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단기간으로 운영할 수

있다. 

② 학생들의 교육효과와 현장적응력을 높이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단기간에 집중적으로 수업을 실시할 수 있으며, 이

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 

제37조(교수시간) ① 교원의 교수시간은 매 학년도 30주(학기당 15주)이상을 기준으로 정한다. 

② 전임교원의 책임시간은 주당 9시간으로 한다. 다만, 보직교원·겸임교원·초빙교원·외국인교원 등의 책임시간은 

따로 정한다.(개정20110901)

제38조(수강신청) 학생은 매학기 정해진 기간에 교육과정표, 강의시간표를 참고하여 다음 학기에 수강하고자 하는 과목의 

수강을 신청하여야 하며, 수강신청의 절차와 방법 등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

제39조(출석의무) 학생은 수강 신청한 전교과목의 강의에 출석하여야 한다.

제40조(출석인정) ① 학생의 징병검사, 예비군교육, 상고 및 기타 사정으로 출석하지 못한 경우 증빙서류를 확인하여 출석

으로 인정받을 수 있다. 다만, 출석인정 기간은 수업시간의 4분의 1을 초과할 수 없다.

② 출석인정에 관한 세부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 

제 9 장 성적평가 및 졸업

제41조(시험) ① 교과목별로 성적을 평가하기 위하여 학기말에 시험을 실시한다. 다만, 학기 중 중간시험을 실시할 수 있

다.

② 시험은 주·객관식 시험을 병용한 필답고사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교과목에 따라 실기, 실습, 과제물작성 등에 

의하여 평가할 수 있다.

③ 각 교과목 총 수업 시간수의 4분의1이상을 결석한 자는 시험에 응시할 수 없으며, 당해 교과목의 학점을 미취득 (F)

으로 처리한다. 

제42조(추가시험) ① 질병,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시험에 응하지 못할 때에는 시험개시 전에 그 사유를 총장에게 신

고하여야 하며, 허가된 자에 대해서는 과목 담당교수가 추가시험을 부과하여 성적을 평가할 수 있다.

② 제43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추가시험 성적은 B+급까지 인정할 수 있다. 

제43조(성적) ① 학업성적은 각 교과목을 100점 만점으로 하고, 출석상황, 평소 학업성적, 과제 및 시험성적 등을 종합하여 

평가하며, 그 등급과 평점은 다음과 같다.

② 교과목 성적이 D이상일 때 학점을 취득한 것으로 인정한다.

③ 성적평가를 점수로 표시할 수 없는 교과목의 실험, 현장실습 등에 있어서는 P를 급제로 한다. 이때, 취득학점은 인

정하고 평점평균 산출에서는 제외한다.

④ 수강승인을 받고도 수강하지 아니한 과목의 성적은 미취득(F)으로 처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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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 성적은 과목담당 교수가 평가하여 총장이 인정한다. 

등 급  성 적 평 점

A+ 100 ~ 95 4.5

A 94 ~ 90 4.0

B+ 89 ~ 85 3.5

B 84 ~ 80 3.0

C+ 79 ~ 75 2.5

C 74 ~ 70 2.0

D+ 69 ~ 65 1.5

D 64 ~ 60 1.0

F  59점 이하 미취득

P 불계

제44조(성적의 취소)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의 성적은 취소한다.

  1. 수강신청을 하지 아니하고 취득한 성적

  2. 매학기 24학점을 초과하여 취득한 성적

  3. 교과목 및 수강시간을 중복 신청하여 취득한 성적

  4. 출석 미달 과목의 성적 

제45조(학사경고) (삭제20090825) 

제46조(졸업) ① 소정의 전 과정을 이수하고 제2항 및 제3항의 졸업요건을 갖춘 자는 졸업자격을 부여하고(별지서식 제1호

및 제4호 서식) 학위증서를 수여하며, 학위증서에는 교육과정상의 전공을 표기한다.(개정20110228,20111213)

② 졸업에 필요한 최소한의 학점은 80학점(2년제), 120학점(3년제), 140학점(4년제) 이상 취득하여야 한다.(개정

20040901,20090212-2009학년도 신입생부터 시행,20110228,20111213,20140220)

③ 졸업학점 중 교양교과 필수8학점, 현장실습 의무학과는 현장실습 3학점을 이수하지 아니하고는 졸업할 수 없

다.(20090212-2009학년도 신입생부터 시행)(개정20090825,20140220)

④ 4년제학과 졸업학점 중 교양교과 25학점(필수14학점) 현장실습 4학점을 이수하지 아니하고는 졸업할 수 없다.(신

설20111213,20140220) 

제47조(후기졸업) ① 다음의 각호에 해당되는 자는 졸업이 인정되는 조건을 갖추어 후기졸업을 할 수 있다.(개정20140220)

  1. 졸업학점 미달자

    2. 교양교과 필수 8학점[4년제 25학점(필수 14학점)] 미달 및 현장실습을 이수하지 못한 자(신설20111213, 

20140220)

② 후기졸업자는 2개 학기 내까지 등록을 하여야 한다.

제48조(학위수여) 우리대학에서 졸업이 인정된 자는 (별지 서식 제1호)에 의하여 (별표 1)에 해당하는 전문학사학위를 수여

한다.

제48조의2(학위수여) 우리대학에서 졸업이 인정된 자는 (별지 서식 제4호)에 의하여 (별표 2)에 해당하는 학사학위를 수여

한다.(신설20100226)

제49조(수료) 소정의 학점을 이수하고도 졸업사정에서 탈락한 자에게는 (별지서식 제2호)의 수료증을 수여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학년의 수료에 필요한 소정의 학점은 다음 각 호와 같다.



2013
원 광 보 건 대 학 교  연 감

071Ⅰ. 총람

  1. 1학년 수료 : 38학점 이상(개정20140220)

  2. 2학년 수료 : 80학점 이상(개정20140220)

  3. 3학년 수료 : 120학점 이상(개정20140220)

  4. 4학년 수료 : 140학점(신설20111213)

제 10 장 평생교육

제50조(교육과정의 연계운영) ① 총장은 직업교육의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전문계고등학교, 산업대학, 대학 및 산

업체와 상호 연계하여 교육과정을 운영할 수 있다.(개정20110228)

② 연계교육운영에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는 총장이 따로 정한다. 

제51조(공개강좌) ① 우리대학 학생외의 자를 대상으로 공개강좌를 개설할 수 있다.

② 공개강좌의 운영에 관한 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

제52조(전공심화과정) ① 전문대학 졸업자의 직무능력 향상교육을 위하여 1년 또는 2년의 전공심화과정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 입학자격은 동일계열의 전문대학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로서, 전문대학 또는 전문학사

학위과정 입학 이후 관련분야의 산업체에서 1년 이상 재직한 경력이 있는 자 또는 전문대학을 전년도에 졸업한 자로서

산업체 근무경력이 9개월 이상인 자로 한다(단, 산업체 경력없는 학사학위 전공심화과정을 지정인가 받은 학과는 제

외한다).(개정 20120403)

③ 전공심화과정에서 이수한 학점은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 및 동법 시행령에 의거하여 평가인정 절치를 거쳐 학점

으로 인정한다.(신설20110228)

④ 전공심화과정의 설치과정, 등록인원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

제53조(시간제등록제) ① 우리대학에 고등학교 졸업자 또는 이와 동등이상의 학력이 있는 자를 대상으로 시간제로 등록하여 

수업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시간제 등록생을 모집할 수 있다.

② 모집인원은 통합반, 별도반 각각 총 입학정원의 10% 범위 내에서 운영하고, 수업방법은 온라인 및 출석수업을 병

행하며 통합반은 15주 이상 별도반은 4주 이상을 수업한다.(개정20090212,20100226,20120403)

③ 시간제 등록생이 신청할 수 있는 학점은 매학기 정규학생의 취득기준학점의 1/2의 범위 안에서 가능하며, 매학기 

12학점 및 연간 24학점을 초과할 수 없다.(20090212-2009학년도 입학생적용)(개정20110228)

④ 시간제 등록생의 선발방법은 고등학교 생활기록부성적으로 전형한다.

⑤ 기타운영에 관한 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

제53조의2(원격평생교육원) 평생교육 활성화 하기 위하여 원격평생교육원을 설치 운영한다.(신설20110228)

제54조(학점은행제에 의한 학위수여) ①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 시행세칙에 의하여 일정한 학점을 인정받은 자가 우리대

학 총장이 수여하는 학위를 취득하기 위하여 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충족하여야 한다.

  1. 고등학교를 졸업한 자 또는 이와 동등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된 자.

    2. 학점인정 등에 관한법률 제7조에 의하여 전공45학점이상 교양15학점이상 총80학점(3년제의 경우 전공48학점이

상 교양21학점이상 총120학점)이상을 인정받은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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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우리대학에서 취득한 학점이 50학점(3년제의 경우 65학점)이상을 취득한 자

    4. 우리대학에서 취득한 학점에는 정규교육과정에서 취득한 학점, 시간제등록에서 취득한 학점 및 학점인정 등에 관

한 법률에 의해 설치 운영하는 학습과정을 이수하여 취득한 학점을 모두 포함한다, 단 학점인정 등에 관한법률 제7조 

제1항 또는 제2항에 의한 학습과정이수. 교육과정이수 및 시간제등록을 통하여 취득한 학점은 연간 42학점(학기당

21학점)을 초과하여 인정할 수 없다.

② 학습자가 우리대학 총장의 학위를 받고자하는 경우에는 한국교육개발원으로부터 학점인정을 받은 후 소정 기간 내

에학위신청서 및 관련서류를 우리대학에 제출하고 학위종류 및 전공은 표준교육과정과 유사성을 한국교육개발원의 학

점인정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별표1)의 전문학사 학위를 수여한다.

③ 학점인정과정 등록생의 학적을 별도로 관리하며 우리대학 총장의 학위를 수여 받은 학습자의 학점인내역 등 학적에 

관한 자료는 교무팀에 이관하여 관리하고 그에 따른 제 증명을 발급한다.

④ 기타 학점은행제 운영에 관한사항은 해당법률을 준용하되 강사료 등에 세부적인 결정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한

다.(개정20050221)

제55조(비정규 특별과정 운영) ① 우리대학에는 1년 이내의 비정규 특별과정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 비정규 특별과정은 우리대학에 설치된 학과와 유사한 분야에 한하여 설치한다.

③ 비정규 특별과정 운영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하여 시행한다. 

제 11 장 학생활동

제56조(학생자치기구) ① 우리대학의 전통과 학풍을 조성하고, 학생들로 하여금 자율적이고 민주적인 자치활동을 통하여 

진리탐구와 창조적, 비판적 지성을 겸비한 민주시민으로 성장케 하기 위하여 학생자치기구인 원광보건대학교 총학생

회(이하 “총학생회”라 한다)를 설치한다.

② 우리대학 학생은 입학허가와 동시에 학생회 회원이 되며, 휴학이나 제적, 자퇴와 동시에 학생회 회원의 신분을 상

실한다.

③ 총학생회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따로 정한다. 

제57조(학생활동의 제한) ① 학생은 학칙 등 제 규정을 준수하여야 하며, 수업, 연구 등 학교의 기본 기능 수행을 방해하는 

개인 또는 집단적 행위와 교육목적에 위배되는 활동을 할 수 없다.(개정20110228)

② 학생회 등 학생단체는 집회·간행물 및 행사를 주최함에 있어서 제1항의 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개정20110228) 

제58조(학생단체의 조직) 학생단체를 조직하고자 할 때에는 학생지도위원회 심의를 거쳐 총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59조(학생지도) ① 총장은 매년 학생지도 계획을 세워 학생지도를 분담시키며 지도교수는 총장의 명을 받아 학생을 지도

하되, 특히 학칙위반자에 대하여 특별지도를 해야 하며, 그 문제해결을 위해 부단히 노력해야 한다.

② 학생회의 활동을 지도·육성하기 위하여 학생지도위원회를 두며, 그 운영에 관한 제반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 

제60조(처벌) ① 제11장의 제 규정을 위반한 학생에 대하여는 학생지도위원회 심의를 거치지 않고 총장이 직접 징계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의하여 징계 제적된 자(타교에서 제1항에 의하여 징계 제적된 자 포함)는 입학 또는 편입학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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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2 장 규율 및 상벌

제61조(규율) 학생은 학칙을 준수하고 성심성의로 학업에 종사하고 학문과 기술을 배우고 익혀 교양을 높임으로써 장차 중

견직업인으로서 자질을 함양토록 한다. 

제62조(포상) 총장은 품행이 방정하고 학업성적이 우수한 자 또는 선행에 있어 타의 모범이 되는 자에게 포상할 수 있으며, 

그 기준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 

제63조(징계) ① 총장은 학생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할 때에는 학생지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징계 처분할 수 있다.

  1. 우리대학 학칙을 위반한 자

  2. 학업성적이 열등하고 품행이 불량한 자로서 개전의 가망이 없는 자

  3. 기타 학생의 본분을 이탈한 행위를 한 자

② 징계는 그 정상에 따라 근신, 유기정학, 무기정학 및 제적으로 구분하며, 그 기준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

③ 모든 징계대상자는 징계심의 시 회의에 출두하여 자신에 대한 변론을 할 수 있다. 

제64조(성희롱 예방) 남녀차별금지 및 구제에 관한 법률 제7조 및 동법 시행령 제4조의 규정에 따라 우리 대학의 구성원을 

성희롱으로부터 보호하고 이를 근절하기 위한 조치와 성희롱 예방에 관한 조직을 신설하고, 이에 대한 세부사항은 총

장이 따로 정한다. 

제 13 장 납 입 금

제65조(납입금) ① 학생은 매학기 등록기간에 수업료 등 소정의 납입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② 실험실습 또는 실습비, 학생자치회비, 기타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비용은 수업료와 같이 징수할 수 있

다.

제66조(결석 또는 정학시의 납입금) 납입금은 결석·정학으로 인하여 감액 또는 면제되지 아니한다.

제67조(납입금의 면제) 총장은 품행이 방정하고 학업성적이 우수한 자와 국가유공자 및 그 자녀에게는 관계법령에 의하여 

납입금을 감면할 수 있다.(개정20110228)

제68조(납입금의 반환) ① 이미 납입한 납입금은 다음 각 호의 경우에 그 구분에 따라 이를 반환한다.

  1. 과오납의 경우에는 과오납된 금액 전액

  2. 법령에 의하거나 본인의 질병·사망·천재지변으로 학업을 계속할 수 없는 경우

  3. 입학허가를 받은 자가 입학포기원을 제출한 경우

  4. 재학 중인 자가 퇴학원을 제출한 경우

  5.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학업을 계속하지 아니 하게 된 경우

② 전항의 반환금은 학교수업료 및 입학금에 관한 규칙에 의하여 이를 반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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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4 장 장 학 금

제69조(장학금) ① 총장은 학업성적이 우수하고 품행이 단정하거나 학비조달이 어려운 학생에 대하여 장학금을 지급할 수 

있으며, 이에 관한 규정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

② 장학생이 휴학, 제적 및 징계처분을 받았을 때는 장학금지급을 중지하며, 자퇴하는 경우에는 이미 지급한 장학금을 

반환하여야 한다.

③ 장학금지급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장학위원회를 두며, 그 운영에 관한 제반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 

제 15 장 교수회 및 제위원회

제70조(교수회) ① 우리대학에는 교수회를 두며, 교원으로 구성하고 의장은 총장이 맡는다. 단,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외의 자를 포함시킬 수 있다.(개정20100902,20110901)

② 총장은 필요한 경우 보직교수 및 평교수로 구성되는 위원회를 운영할 수 있다.

③ 교수회의 구성과 기능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 

제71조(교무위원회) ① 총장의 자문에 응하여 우리 대학의 정책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교무위원회를 둔다.

② 교무위원회의 구성, 임무, 운영에 관한 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 

제72조(제위원회) ① 우리대학의 주요사항을 심의하고 총장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필요한 위원회를 둔다.

② 제 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 

제 16 장 학칙 제·개정 절차

제73조(학칙 제정 및 개정의 예고) 학칙의 제·개정을 할 경우에는 제·개정안의 취지, 주요내용 또는 전문을 공고하여야 한

다.

제74조(공고기간) 학칙 제·개정안의 공고기간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20일 이상으로 한다.

제75조(의견제출 및 처리) ① 우리대학의 교직원은 공고된 제·개정안에 대하여 그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② 당해 제·개정안에 대한 의견이 제출된 경우 의견을 제출한 자에게 그 제출된 의견의 처리결과를 통지하여야 한다. 

제76조(심의) 사전예고 절차를 거친 제·개정안은 학칙에 의거 교무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제77조(공포절차 및 공포) 제반학칙의 공포는 교무위원회와 법인이사회의 심의를 마친 후, 관계서류를 첨부하여 총장이 공

포 후 즉시 교육과학기술부에 보고한다. 

제78조(내규) 이 학칙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필요로 하는 세부사항은 총장이 내규로 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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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7 장 부속기관 및 부설연구소

제79조(부속기관) ① 우리대학에는 다음 각 호의 부속기관을 둔다.

  1. 도서관

  2. 신문·방송사

  3. 평생교육원

  4. 정보전산원(신설20100226)

  5. 학생생활관(신설20110228) 

  6. 원격평생교육원(신설20121224)

  7. 원광문화연구원(신설20121224)

  8. 국제개발원(신설20121224)

② 부속기관의 운영에 관한 규정은 따로 정한다. 

제80조(부설기관 및 부설연구소) ① 우리대학에는 다음 각 호의 부설기관 및 부설연구소를 둔다.(개정20110901)

  1. 귀금속보석연구센터

  2. 성상담센터

  3. (삭제20110901)

  4. 취업지원센터

  5. (삭제20121224)

  6. 장애학생지원센터

  7. 교수학습지원센터(개정20110228)

  8. 다문화가족 교육상담센터(개정20110228)

  9. 원어민사업단

  10. 글로벌교육센터(신설20121224)

  11. 창업보육센터(신설20110901)

  12. 보건과학연구소(개정20110228)

  13. 간호과학연구소(개정20110228)

  14. 문화관광연구소(개정20110228)

  15. 학생생활상담연구소

  16. 현장실습지원센터(신설20120827)

  17. 교육역량강화사업단(신설20121224)

  18. 주얼리커플링사업단(신설20121224)

  19. 산단캠퍼스지원단(신설20121224)

② 부설기관 및 부설연구소의 운영에 관한 규정은 따로 정한다.(개정2011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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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8 장 학교기업

제81조(학교기업의 설치 및 명칭) ① 우리대학에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제36조에 의하여 다음 각 호의 

학교기업을 설치하며 그 명칭은 각호와 같다.

  1. 원광보건대학교 원광여행사(이하 W Medical Tour &Care “WMTC”라 한다).(개정20100525)

  2. 주얼리컴퍼니(신설20121224)

제82조(학교기업의 소재지) ① 학교기업 설치·운영에 관한 규정 제3조 제1항에 의하여 사무실을 둘 수 있다.

② 원광보건대학교 WMTC는 전북 익산시 신용동 344-2에 설치하고 WMTC 익산지점은 익산시 신동 산 33번지에 둔

다.(개정20090527,20100525)

③ 외국 및 서울, 기타지역 등에 사업장을 둘 수 있다.(개정20090527)

제83조(학교기업의 사업종목 및 사업내용) 학교기업은 각 기업의 특성에 따른 사업종목 및 사업내용은 각호에 정한 바와 같

다.

    1. WMTC는 호텔관광과, 항공서비스과, 의료관광코디네이션과와 연계하여 일반여행업, 의료관광, 외국인환자유

치업,유학원 및 어학원을 사업 내용으로 한다.(개정20100525,20110901)

제84조(학교기업의 현장실습 활용과 학점 및 교육과정) ① 유관학과의 현장실습을 위한 실습장으로 학교기업의 사업장을 활

용 할 수 있다. 

    1. 호텔관광과, 항공서비스과, 의료관광코디네이션과는 현장실습을 위해 WMTC의 사업장을 주로 이용하며, 공

간적 효율성제고를 위해 호텔관광과의 여행사실습실과 의료관광정보실습실(항공예약발권실습실)을 이용할 수 있

다.(개정20100525,20110901) 

② 학교기업의 현장실습에 대하여 학점을 인정 할 수 있다. 

    1. WMTC의 현장실습에 대하여 호텔관광과, 항공서비스과, 의료관광코디네이션과에서는 총 24학점까지 인정 할 

수 있으며, 1학기당 학점은 6학점 이내로 한다.(개정20100525,20110901)

③ 학교기업의 현장실습 교육과정은 각호와 같다. 

  1. 호텔관광과(개정20110901)

1학년 1학기 1학년 2학기 2학년 1학기 2학년 2학기

여행사경영론
관광정보

시스템

여행사서비스

실무

국외여행인솔

실무
항공예약발권 현장실습 세계관광실무

3학점 3학점 3학점 3학점 2학점 2학점 2학점

  2. 항공서비스과(신설20100525)

1학년 1학기 1학년 2학기 2학년 1학기 2학년 2학기

ABACUS예약실습 ABACUS발권실습 고객서비스실무 현장실습

3학점 3학점 3학점 2학점

  3. 의료관광코디네이션과(신설20110901)

1학년 1학기 1학년 2학기 2학년 1학기 2학년 2학기

여행사서비스실무 의료관광정보처리 항공예약실무 의료관광상품기획

3학점 2학점 3학점 3학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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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학교기업의 현장실습교육은 1학기당 15시간 이상 이수한 경우 이를 1학점으로 인정한다. 

⑤ 학교기업의 현장실습교육에 대한 사항은 (별지서식 제3호)현장실습교육 협약서로 정한다. 

제85조(학교기업의 보상금 지급기준) ① 학교기업 운영 및 결산 결과 순이익 발생 시 순이익의 20% 범위 내에서 순이익 발

생에 직접 기여한 교직원 및 학생에 대해 보상금을 지급 할 수 있다. 

② 교직원 1인당 연간 보상금은 순이익의 5%를 넘을 수 없다. 

③ 학생에 대한 보상금은 장학금 형태로 지급하되, 1인당 연간 등록금 총액을 넘을 수 없다. 

④ 제2항, 제3항에도 불구하고 사업수행을 위하여 교직원 또는 학생이 특허 등 산업재산권을 제공한 경우 이에 대한 

보상금은 별도 기준에 의해 지급 할 수 있다. 

⑤ 학칙에서 정하지 않은 구체적인 보상금 지급기준은 별도 규정으로 총장이 따로 정 할 수 있다. 

제86조(학교기업의 운영 규정) 학교기업의 운영을 하기 위하여 각 학교기업의 운영 규정은 따로 정한다.

제87조(자체평가) ① 대학의 교육여건 개선 및 교육·연구 등의 질적 향상을 위하여 자체평가를 실시한다.(신설20090825)

② 자체평가의 기준·절차 및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신설20090825)

부 칙(19790301)

이 학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경과조치) 원광보건전문학교는 재학생(휴학자 포함 이하 같다)이 졸업할 때까지 존속한다. 다만, 휴학생이 복학할 수 있는 

기간은 1983학년도까지로 한다.

(경과조치) 재학생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 칙(19810301)

이 학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 제8조, 제17조, 제22조 및 제24조는 1980년 03월 01 일부터 시행한다.

(경과조치) 재학생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 칙(19820301)

이 학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경과조치) 재학생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 칙(19831213)

이 학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5조, 제28조는 1984년 3월 1일부터 적용한다.

(경과조치) 제28조 성적사항에 대하여는 재학생은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 칙(19840725)

이 변경 학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19850115)

이 개정 학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졸업 자격고사 합격자 처리) 1981학년도 이후1987학년도 이전에 입학한 자 중 전문대학 전 과정을 이수한자 또는 이수 예

정자로서 졸업정원에서 제외된 자가 전문대학 졸업자격고사에 합격한 때에는 제4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부 칙(19850401)

이 학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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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과조치)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된 학도호국단은 학생자치기구(학생회)가 최초로 조직될 때까지 존속하여 학도호국단

에 관한 사항이 이 학칙 시행일로 부터 자치 기구에 이를 적용한다.

부 칙(19870318)

이 개정학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졸업정원 감축학과의 졸업정원 적용에 관한 특례) 의무행정과의 1988학년도부터 1991학년도까지의 졸업정원은 제4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120명으로 한다.

부 칙(19880301)

이 학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졸업정원을 입학정원으로 전환함에 따른 경과 조치) 1981학년도부터 1987학년도 사이에 입학한 자중 간호과 학생이 

1989학년도까지 그 의외의 학생이 1988학년도까지 졸업하는 자에 대한 학생정원의 운영에 관하여는 제4조, 제16조의2, 

제28조, 제31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학과의 개편 등에 따른 학생 소속 변경) 학과가 신설, 통합 또는 

개편된 경우에는 종전의 학과에 소속된 재적생중 적당한 사유로 인하여 1988학년도말까지 졸업하지 못한 자는 신설 통합 또

는 개편 된 학과의 소속으로 본다)

부 칙(19891012)

이 학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19910301)

이 학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경과조치) 1990학년도 까지 입학한 학생의 수업연한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 칙(19920301)

이 학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19930826)

이 학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19940301)

이 학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학과개편에 따른 경과조치) 환경관리과의 재학생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다만, 환경관리과의 학생이 정당한 사

유로 1994학년도까지 졸업하지 못한 자는 환경공업과의 소속으로 본다.

부 칙(19940511)

이 학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19941205)

이 학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19950612)

이 학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19951012)

이 학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19960904)

이 학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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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 칙(19970210)

이 학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19970301)

이 학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학과개편에 따른 경과조치) 종전의 산업관광통역과 교수는 전공에 의하여 관광영어통역과와 관광일어통역과로 소속을 

변경하며, 산업관광통역과의 재학생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다만, 산업관광통역과의 학생이 정당한 사유로 

1997학년도까지 졸업하지 못한 자는 종전의 자기의 전공에 의하여 관광영어통역과 또는 관광일어통역과에 소속된다.

부 칙(19970610)

이 학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19970731)

이 학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19971016)

이 학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19971125)

이 학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학과의 개편 등에 따른 경과조치) 종전의 학과에 소속된 재적생중 정당한 사유로 인하여 ’98학년도말까지 졸업하지 못한 자

는 개편, 명칭변경, 통합 학과소속을 원칙으로 하되, 폐지 등의 경우는 교과과정이 유사한 학과의 소속으로 본다.

부 칙(19980501)

이 학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교명변경에 따른 경과조치) ① 이 학칙 시행당시 종전의 원광보건전문대학 재적생은 이 학칙에 의하여 원광보건대학교의 

재적생으로 본다.

이 학칙 시행당시 종전 학칙의 교명으로 수여된 졸업장 또는 전문학사학위는 각각 이 학칙의 교명으로 발급된 것으로 본다.

부 칙(19980617)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19980824)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19990226)

이 학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학과변경에 따른 경과조치) ① 종전의 전자계산과, 귀금속디자인과, 관광영어통역과, 관광일어통역과에 소속된 재적생 중 

정당한 사유로 인하여 1999학년도말까지 졸업을 하지 못한 자는 컴퓨터응용개발과, 귀금속보석디자인과, 미디어영어과, 

관광산업과 소속으로 본다.

종전의 보건위생과에 소속된 재학생이 정당한 사유로 1999학년도말까지 졸업을 하지 못한 자는 학사내규 제20조 ⑭항을 적

용한다.

부 칙(19990701)

이 학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종전의 보건위생과에 소속된 재학생이 정당한 사유로 1999학년도말까지 졸업을 하지 못한 자는 교과과정이 유사한 학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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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과하며 이 경우 그의 정원은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부 칙(19991017)

이 학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00329)

이 학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10301)

이 학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10901)

이 학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20130)

제1조(시행일) 이 학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수업연한 변경에 관한 경과조치) 2년제 과정이 3년제 과정으로 변경되었을 경우 2년제 과정으로 입학한 자의 신분, 

학위취득 등 학사운영에 대하여는 종전의 학칙에 의한다.

부 칙(20020301)

이 학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21216)

이 학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학과변경에의 개편 등에 따른 경과조치)

가. 종전의 식품과학과, 환경위생과에 소속된 재적생 중 정당한 사유로 인하여 2003학년도 말까지 졸업을 하지 못한 자는 

식품영양과, 환경과학과 소속으로 본다.

(수업연한 변경에 따른 경과조치)

2년제 과정이 3년제 과정으로 변경되었을 경우 2년제 과정으로 입학한자의 신분 학위취득 등 학사운영에 대하여는 휴학 등 

정당한 사유로 인하여 2003학년도 말까지 졸업을 하지 못한 자는 2년제 또는 3년제 과정을 본인이 선택한다. 학생이 자퇴 

혹은 제적되어 재입학하는 경우는 3년제 과정으로 적용한다.

부 칙(20030224)

이 학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31101)

제1조 이 학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학과개폐 및 변경) ① 환경과학과를 2004학년말로 이를 폐지한다.

② 재활공학과를 2004학년말로 이를 폐지한다.

③ 관광산업과와 미디어영어과를 호텔·관광계열로 통합하여, 세부전공을 호텔경영전공, 관광경영전공으로 한다.

④ 경영정보과를 경영정보계열로 하여 세부전공을 경영정보전공, 유통경영전공, 비서경영전공으로 한다.

⑤ 의상디자인과를 패션코디네이션과로 한다.

⑥ 컴퓨터응용개발과와 정보통신과를 인터넷·정보계열로 통합하여 세부전공을 인터넷미디어전공, 멀티미디어컨텐

츠전공, 정보통신전공으로 한다.

⑦ 영상애니메이션과를 영상그래픽디자인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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⑧ 문화상품디자인과, 애완동물관리과, 화장품과학과를 수업연한 2년으로 신설한다.

제3조(학과의 개편 등에 따른 경과조치) ① 종전의 환경과학과에 소속된 재학생중 정당한 사유로 인하여 2004학년도 말까지 

졸업을 하지 못한 자는 2년제 학과로 전과하며, 그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② 종전에 재활공학과에 소속된 재학생중 정당한 사유로 인하여 2004학년도 말까지 졸업을 하지 못한 자는 2년제 학

과로 전과하며, 그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③ 종전의 관광산업과와 미디어영어과에 소속된 재학생중 정당한 사유로 인하여 2004학년도 말까지 졸업을 하지 못한 

자는 호텔·관광계열 소속으로 본다. 다만, 세부 전공은 본인이 선택한다.

④ 종전의 경영정보과에 소속된 재학생중 정당한 사유로 인하여 2004학년도 말까지 졸업을 하지 못한 자는 경영정보

계열 소속으로 본다. 다만, 세부전공은 본인이 선택한다.

⑤ 종전의 의상디자인과에 소속된 재학생중 정당한 사유로 인하여 2004학년도 말까지 졸업을 하지 못한 자는 패션코

디네이션과 소속으로 본다.

⑥ 종전의 컴퓨터응용개발과와 정보통신과에 소속된 재학생중 정당한 사유로 인하여 2004학년도 말까지 졸업을 하지

못한 자는 인터넷·정보계열 소속으로 본다. 다만, 세부전공은 본인이 선택한다.

⑦ 영상애니메이션과에 소속된 재학생중 정당한 사유로 인하여 2004학년도 말까지 졸업을 하지 못한 자는 영상그래픽

디자인과 소속으로 본다.

제4조(기타) 제3조 제1항 내지 제7항에도 불구하고 학생 본인의 서면요청이 있을 경우에는 당초 입학한 학과로 제증명서를 

발급하고 학위 증서를 수여할 수 있다. 이 경우 졸업인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부 칙(20040219)

이 학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40901)

제1조 이 학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50221)

제1조 이 학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학과개편 및 변경)① 미디어영어과는 2004학년도말로 문화상품디자인과는 2005학년도 말로 폐지한다.

② 인터넷정보계열은 2006학년도말로 폐지하고 정보컨텐츠과를 신설한다.

③ 호텔관광계열의 호텔경영전공. 관광경영전공은 2005학년도 말로 폐지하고 호텔경영과. 관광경영과로 구분한다.

④ 경영정보계열의 경영정보전공.유통경영전공.비서경영전공은 2005학년도 말로 폐지하고 경영정보과로 통합한다.

제3조(학과개편에 따른 경과조치) ① 컴퓨터응용개발과. 정보통신과로 입학하여 정당한 사유로 2005학년도 말까지 졸업을 

하지 못한 자는 인터넷정보계열에서 잔여수업연한을 이수하여야 한다.

② 컴퓨터응용개발과. 정보통신과로 입학하여 정당한 사유로 2006학년도 말까지 정당한 사유로 졸업을 하지 못한 자

는 정보컨텐츠과에서 잔여수업 연한을 이수하여야 한다.

③ 컴퓨터응용개발과. 정보통신과. 인터넷정보계열에 3년제로 입학하여 휴학 후 복학 자는 정보컨텐츠과에서 2년을 

이수하여 전문학사 학위증을 수여한다. 다만 본인의 원에 의하여 3년 과정을 이수 할 수 있다.

④ 호텔관광계열로 입학하여 정당한 사유로 2005학년도 말까지 졸업을 하지 못 한자는 호텔경영전공자는 호텔경영과

로 관광경영전공자는 관광경영과로 귀속한다.

⑤ 미디어영어과와 관광산업과에 입학하여 정당한 사유로 2004학년도 말까지 졸업을 못한 자는 본인의 원에 따라 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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텔경영과 또는 관광경영과로 선택하여 잔여수업기간을 이수한다. 이 경우 정원은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⑥ 경영정보계열의 경영정보전공. 유통경영전공. 비서경영전공의 입학자가 정당한 사유로 2005학년도 말까지 졸업

을 못한 자는 경영정보과로 귀속한다.

⑦ 학칙 제46조 2항의 졸업학점은 2004학년도 입학자부터 적용한다. 다만 컴퓨터응용개발과와 정보통신과 입학자는 

예외로 한다.

제4조(기타) 부칙 제2조의 1항내지4항에도 불구하고 본인의 서면 신청이 있을 경우에는 당초의 입학한 학과로 제 증명서 발

급 및 학위 증서를 수여 할 수 있다. 이 경우 정원은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부 칙(20050830)

제1조(시행) 이 학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학과 폐과) 우리대학의 패션코디네이션과, 영상그래픽디자인과, 애완동물관리과는 2006학년도 말로 폐과 한다.

제3조(학과폐과에 따른 경과조치) 종전의 패션코디네이션과, 영상그래픽디자인과, 애완동물관리과에 재학 중인 학생이 정

당한 사유로 인하여 2006학년도 말까지 졸업을 하지 못한 경우에는 2년제 학과로 전환하여 잔여 수업기간을 이수하여

야 하며 그 정원은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제4조(학과폐과 교원관계) 종전의 패션코디네이션과, 영상그래픽디자인과, 애완동물관리과에 재직한 교원은 우리대학 유

사학과로 전환하여야 하며 전환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별도 정한다.

부 칙(20061227)

이 학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야간학과 폐과) 야간 식품영양과 및 야간호텔경영과는 2006학년도 말에 폐과 한다.

(경과조치) 야간식품영양과, 야간호텔경영과, 정보컨텐츠과 학생이 정당한 사유로 인하여 2007학년도 까지 졸업을 하지 못

한 자는 야간폐과 학생은 주간학과로 정보컨텐츠과 학생은 영상컨텐츠과로 복학을 승인한다.

(전문학사 학위) 영상컨텐츠과 학생에게는 공학전문학사 학위를 부여한다.

부 칙(20080225)

이 학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80825)

이 학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학법원 제497호, 20090212)

이 학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학법원 제104호, 20090527)

이 학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학법원 제214호, 20090826)

제1조(시행)이 학칙은 2009년 08월 25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학과 개편 및 변경) ① 2008학년도부터 귀금속보석디자인과를 주얼리디자인과로 변경한다.

② 2008학년도 말로 화장품과학과, 관광경영과, 호텔경영과, 경영정보과 야간, 주얼리디자인과 야간을 폐지한다.

③ 2009학년도부터 호텔관광과, 중국통상과, 의무부사관과, 공무원행정과를 신설한다.

제3조(학과 개편에 따른 경과조치) ① 종전의 귀금속보석디자인과에 소속된 재적생중 정당한 사유로 인하여 2008학년도 말

까지 졸업을 하지 못한 자는 주얼리디자인과 소속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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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종전의 화장품과학과에 소속된 재적생중 정당한 사유로 인하여 2009학년도 말까지 졸업을 하지 못한 자는 자연과

학계열의 2년제 학과로 전과한다.

③ 종전의 관광경영과, 호텔경영과에 소속된 재적생중 정당한 사유로 인하여 2009학년도 말까지 졸업을 하지 못한 자

는 호텔관광과로 전과한다.

④ 종전의 경영정보과 야간, 주얼리디자인과 야간에 소속된 재적생중 정당한 사유로 인하여 2009학년도 말까지 졸업

을 하지 못한 자는 각각 경영정보과, 주얼리디자인과 소속으로 변경한다.

제4조(기타) 부칙 제3조 제1항 내지 제6항에도 불구하고 본인의 서면 신청이 있을 경우에는 당초의 입학한 학과로 제 증명서 

발급 및 학위 증서를 수여할 수 있다. 이 경우 정원은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부 칙(학법원 제456호 20100226)

이 학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학법원 제120호 20100525)

이 학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학법원 제241호 20100902)

이 학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학법원 제494호 20110228)

제1조(시행) 이 학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학과 신설 및 개편) ① 2009학년도 말로 유아교육과 야간을 폐지한다.

② 2010학년도 말로 중국통상과를 폐지한다.

③ 2010학년도부터 외식조리산업과, 항공서비스과, 방송연예과, 사회복지학과(학사학위 전공심화과정)를 신설한

다.

④ 2010학년도부터 레저스포츠과를 경호스포츠과로, 경영정보과를 세무회계과로 변경한다.

⑤ 2011학년도부터 서비스창업경영과, 다문화복지과, 의료관광코디네이션과, 허브테라피과, 물리치료학과(학사학

위 전공심화과정)를 신설한다.

⑥ 2011학년도부터 방송연예과를 실용음악과로 변경한다.

제3조(학과 개편에 따른 경과조치) ① 종전의 유아교육과 야간에 소속된 재적생 중 정당한 사유로 2011학년도 말까지 졸업

을 하지 못한 자는 인문사회계열의 학과로 전과한다.

② 종전의 중국통상과에 소속된 재적생 중 정당한 사유로 2011학년도 말까지 졸업을 하지 못한 자는 인문사회계열의 

2년제 학과로 전과한다.

부 칙(학법원 제302호 20110901)

이 학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학법원 제64호 20120403)

이 학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학법원 제463호 20111213, 개정 학법원 제189호 20120622)

제1조(시행) 이 학칙은 2012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학과 신설 및 개편) ① 2011학년도 말로 영상컨텐츠과를 폐지한다.

② 2012학년도부터 국방정보과, 간호학과(전공심화과정)를 신설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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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2012학년도부터 서비스창업경영과를 창업경영과로, 간호과를 간호학과로 변경한다.

④ 2013학년도부터 국방정보과를 정보부사관과로 변경한다.(신설20120622)

제3조(학과 개편에 따른 경과조치) ① 종전의 영상컨텐츠과에 소속된 재적생 중 정당한 사유로 2012학년도 말까지 졸업을 

하지 못한 자는 공학, 예·체능계 학과로 전과한다.

② 종전의 간호과에 소속된 재적생 중 정당한 사유로 인하여 2011학년도 말까지 졸업을 하지 못한 자는 당초 입학한 

편제로 졸업할 수 있으며, 3년제로 입학한 간호과 재적생 중 본인의 서면 신청이 있을 경우 간호학과 4학년에 진급할 

수있다.

③ 종전의 의무행정과에 소속된 재적생 중 정당한 사유로 인하여 2012학년도 말까지 졸업을 하지 못한 자는 당초 입학

한 편제로 졸업할 수 있으며, 2년제로 입학한 의무행정과 재적생중 의무행정과 3학년에 진급할 수 있다. 단, 본인의 

서명의 서면 신청이 있을 경우에 한 한다.(신설20120622)

부 칙(학법원 제291호 20120827)

이 학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학법원 제 468호 20121224)

이 학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 이 학칙은 2013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5조의2, 제6조)

제2조(학과 신설 및 개편) ① 2013학년도부터 치위생학과(전공심화과정)를 신설한다.

② 2013학년도부터 허브테라피과를 허브테라피향장과로 변경한다.

부 칙(원광학원 총무팀 제77호 2013531)

이 학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 제5조(설치학과 및 입학정원)에 관한사항은 다음과 같이 시행한다.

제1조(시행) 이 학칙은 2014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학과 신설 및 개편) ① 2013학년도 말로 다문화복지과,경호스포츠과, 세무회계과,창업경영과,공무원행정과를 폐지

한다.

② 2014학년도부터 전투부사관과를 신설한다.

③ 2014학년도부터 정보부사관과를 특전부사관과로,외식조리산업과를 외식조리과로, 의료관광코디네이션과를 의료

관광코디과로 변경한다.

제3조(학과 개편에 따른 경과조치) ① 다문화복지과,세무회계과,창업경영과,공무원행정과에 소속된 재적생 중 정당한 사

유로 2014학년도 말까지 졸업을 하지 못한 자는 인문사회계 학과로 전과한다.(단, 유아교육과는 제외한다.)

② 경호스포츠과에 소속된 재적생 중 정당한 사유로 인하여 2014학년도 말까지 졸업을 하지 못한 자는 인문사회계 또

는 자연과학계 2년제 학과로 전과한다.

부 칙(원광학원 총무팀 제163호 20130827)

이 학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원광학원 총무팀 제390호 20140220)

이 학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 제46조 2항, 3항, 4항, 제47조 1항 2호, 제49조 2호, 3호는 2014학년도 입학생부

터 시행한다.

부 칙(원광학원 총무팀 제101호 20140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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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학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 제5조(설치학과 및 입학정원)에 관한사항은 다음과 같이 시행한다.

제1조(시행) 이 학칙은 2015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학과 개편) ① 2014학년도 말로 실용음악과를 폐지한다.

제3조(학과 개편에 따른 경과조치) ① 실용음악과에 소속된 재적생 중 정당한 사유로 2015학년도 말까지 졸업을 하지 못한 

자는 2년제 학과로 전과한다.

부 칙(원광학원 총무팀 제249호 20140904)

이 학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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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1】

제                      호

교육과학기술부 학위등록번호 : 원광보건대 - -

학   위   증   서

원 광 보 건 대 학 교 총 장 (인)

성        명 :

생 년 월 일 :

학        과 :

위 사람은        학년도 우리 대학 소정의 전 과정을 이수하고    

전문학사의 자격을 얻었으므로 이 증서를 수여함.

년          월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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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2】

제                      호

수   료   증   서

원 광 보 건 대 학 교 총 장 (인)

성        명 :

생 년 월 일 :

학        과 :

위 사람은 우리 대학 소정의 전 과정을 수료하였기에 

이 증서를 수여함.

년          월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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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3】

현장실습교육 협약서

제 1조(목적) 이 현장실습협약서는 원광보건대학교 학교기업                                   (이하 ‘갑’이라 한다)과 실습 

학생                                  (이하 ‘을’이라 한다) 상호간에 현장실습교육(이하 ‘실습’이라 한다)에 관한 사항

을 정하고 이를 성실하게 준수 할 것을 약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2조(실습 기간 및 장소) 실습 기간은 학칙에 정한 바에 따르며, 실습장소로는 학교기업                             사업

장과                              과 지정 실습실 또는 관련 산업체로 한다.

제 3조(사업주의 의무) ‘갑’은 내실 있는 실습을 위해 ‘을’의 희망을 고려하여 배치하고 다양하고 폭넓은 현장경험

을 쌓을 수 있도록 최선의 기회를 제공하여야 한다.

제 4조(실습생의 의무) ‘을’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실습과제를 성실하고 근면하게 수행한다.

2. 실습기간 중 제반 수칙을 준수한다.

3. 실습용 기자재의 파손 또는 분실되지 않도록 주의한다.

4. 실습 도중 얻게 된 실습업체의 업무상 기밀사항을 누설하지 않는다.

제 5조(실습기준시간) 실습기준시간은 1일 8시간, 주당 40시간을 초과하지 않는다.

제 6조(보상) 실습보상에 관한 사항은 ‘갑’과 ‘을’의 합의에 의한다.

제 7조(실습평가) ‘을’에 대한 실습평가는 실습종료 즉시 학칙에 따라 시행한다.

제 8조(보험료 부담) ①실습기간 동안 ‘을’에 대한 산업재해 보험료는 ‘갑’이 부담한다.

②‘갑’은 ‘을’이 실습과정에서 재해를 입었을 경우 산업재해보상법에 의한 보상금 청구절차 이행에 필요한 서

류제출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제 9조(실습협약의 해지) ‘갑’과 ‘을’은 실습기간 동안에 협약을 해지할 부득이한 사유 발생 시 협약당사자 간의 협의

에 의하여 해지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협약해지일 1주일 전에 협약 당사자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제10조(기타) 이 협약서에 명기되지 아니한 사항은 상호 협의에 의해 처리한다.

이 협약서는 2부를 작성하여 ‘갑’과 ‘을’이 기명날인한 후 각각 1부씩 보관한다.

년          월          일

甲

주소 : 전북 익산시 신용동 344-2

회사명 : 원광보건대학교                                           

대표자 : 원광보건대학교                사장       (인 또는 서명)

乙

소속 : 원광보건대학교                     과           학년

학번 :

성명 :                                            (인 또는 서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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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4】

제                      호

학   위   증   서

원 광 보 건 대 학 교 총 장 (인)

성        명 :

생 년 월 일 :

학        과 :

위 사람은        학년도 우리 대학 소정의 전 과정을 이수하고 

학사의 자격을 얻었으므로 이 증서를수여함.

년          월          일

학위등록번호 : 원광보건대 -        (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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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1】

전 문 학 사 학 위 종 별(개정20140904)

학 위 종 별 해당학과명

보건전문학사

임상병리과, 물리치료과, 방사선과, 치기공과, 의무행정과, 안경광학과, 미용피부관리과, 
환경위생과, 재활공학과, 애완동물관리과, 의무부사관과, 허브테라피향장과, 의료관광코디네이션과, 
의료관광코디과

치위생전문학사 치위생과

공업전문학사
식품과학과, 컴퓨터응용개발과, 정보통신과, 환경과학과,인터넷미디어전공, 멀티미디어컨텐츠전공, 
정보통신전공. 정보컨텐츠과, 영상컨텐츠과, 국방정보과, 정보부사관과,전투부사관과,특전부사관과

간호전문학사 간호과

행정전문학사 사회복지과, 공무원행정과, 다문화복지과

교육전문학사 유아교육과

가정전문학사 의상디자인과, 식품영양과, 패션코디네이션과

산업예술전문학사
귀금속보석디자인과, 영상애니메이션과, 영상그래픽디자인과,

문화상품디자인과, 주얼리디자인과, 방송연예과, 실용음악과

영어전문학사 미디어영어과

경영전문학사
경영정보과, 경영정보전공, 유통경영전공,

비서경영전공, 세무회계과, 서비스창업경영과, 창업경영과

관광전문학사
관광산업과, 호텔경영전공, 관광경영전공,호텔경영과, 관광경영과, 호텔관광과, 항공서비스과, 
외식조리산업과,외식조리과

체육전문학사 레저스포츠과, 경호스포츠과

화장품전문학사 화장품과학과

중국통상전문학사 중국통상과

【별표 2】

학사과정 학위종별(개정20140904)

학 위 종 별 해당학과명

행정학사 사회복지학과

보건학사 물리치료학과, 치위생학과

간호학사 간호학과

치위생학사 치위생학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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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원광보건대학교 비전과 발전계획

1) 발전계획 기본방향

우리대학은 정부의 강도 높은 대학 구조개혁 정책과 학령인구 감소에 대한 위기를 극복함과 동시에 대학이 WCC(World 

Class College : 세계 수준의 대학)로 도약할 수 있도록 현재 전문대학의 위기 인식(내·외부 환경 분석)을 통한 목표를 설정

하고 목표 달성을 위한 선결과제 제시와 선결과제 해결 및 대학 비전 실현을 위한 성공조건을 제시한다.

 전문대학의 위기 인식

 WCC(World Class College) 도약을 위한 선결과제 

     (1) 현장 밀착형 맞춤 교육(현장 적합성 실용교육)의 품질과 학생서비스 강화

     (2) 산학연계학습(재학생)의 취업강화와 평생교육학습(성인학습자)의 순환교육 강화

     (3) 국제적 대외경쟁력 확보를 위한 국내·외 교육프로그램 강화

     (4) 대외협력 및 산학협력체계 강화를 통한 글로컬 산학협력 활성화

     (5) 실용교육과 대표 브랜드 학과 육성을 통한 대학 특성화 강화

(1) 학령인구 감소에 따른 대학 경쟁 가속화

(2) 2020년 이내 최소 50여개 이상 대학 폐교 예상

(3)   상업주의 팽배와 현장적합성 결여에 따른 고등교육 

대학기능 파괴 우려

(4)   대학환경 변화에 대한 거부 및 도덕적 해이(Moral 

Hazard)로 인한 대학 내부갈등 고조

입시경쟁률 강화

실용교육 특성화

대학 경쟁력 강화

WCC 도약

(World Class College)

<그림 1-1> WCC 선결과제 설명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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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CC(World Class College) 도약을 위한 선결과제 해결 및 성공조건

대학에 직면한 과제 해결을 위해 다음과 같이 다섯 가지 기본조건(5R)을 KPI(Key Performance Index)로 구성하여 실

천하고, 지속적인 교육역량강화사업 선정으로 ‘Happy With Us(행복한 학교 만들기)’ 운동 추진으로 대학의 WCC 도약

을 도모한다.

(1) 학습자 요구에 호응(Responding) => 학생 중심의 다가서는 서비스 정책

(2) 조직의 개편(Reorganizing) => 능률 향상을 위한 재조정

(3) 창조적 역할(Reassigning) => 새로운 역할 탐색

(4) 교육 방향의 설정(Reorienting) => 실용적 현장교육

(5) 새로운 활력(Revitalizing) => 재정 자립도 구축

<그림 1-2> WCC 도약을 위한 성공조건 체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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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비전과 발전목표

급변하는 대학의 대내·외 환경변화에 신속하게 대응하고 대학의 WCC 도약을 위해 대학의 비전과 발전목표를 수립하여 대

학의 사명과 교육목표를 실현하고 대학의 이미지를 개선·강화한다.

 비전

우리대학의 비전은 학령인구 감소에 따른 대학 입학자원 부족에 대비하고 타 대학과의 경쟁력 확보 및 대학의 지속적인 

생존과 발전을 위해 국가의 전문대학 육성정책의 핵심인 “교육역량강화사업을 통한 World Class 대학으로 도약”으로 설

정하여 대학 미래비전을 제시한다. 

 발전목표

우리대학의 비전 달성과 함께 장기적인 발전을 위해 대학의 발전목표를 설정하고, 세부내용은 ‘전략적 목표’, ‘교육적 목

표’, ‘글로벌 목표’ 로 한다.

(1) 전략적 목표

      가. 대학 혁신 및 발전기반 조성

       나. 대학의 안정적 재정 확보

       다. 세계 수준의 대학(WCC) 선정 

(2) 교육적 목표

       가. 실용교육을 통한 대학 특성화 교육시스템 강화

       나. 산학협력 체제 강화

       다. 현장 밀착형 맞춤 교육을 통한 취업역량 강화

(3) 글로벌 목표

       가. 21C 글로벌시대에 맞춤형 글로벌 인재 양성

       나. 국제교류 및 협력 강화를 통한 해외 유학생 유치 및 해외 취업률 강화

       다. 글로벌 전략사업 확대

 추진계획

비전의 설정 교육역량강화사업을 통한 WCC 대학으로 도약

전락목표의 실제계획

단기

2011.9 ~ 2013.8
중기

2013.9 ~ 2015.8
장기

2015.9 ~

교육역량강화사업을 통한 
WCC 기반구축

WCC 도약 및 전략적 
브랜드화로 재원확보 다양화

특성화 글로컬 전문대학의 
뉴 비전 및 방향 제시

전략실행에 대한 
조정과 평가

·투입 - 문제해결 능력의 배양

·과정 - 성과목표 달성의 지향

·산출 - 평가보상의 연계 강화



2013
원 광 보 건 대 학 교  연 감

094 Ⅰ. 총람

 비전과 발전목표 체계도

   4) 

3) 추진전략 및 과제

혁신경영을 통한 ‘효율화 전략(3S-Innovation)’

(1) 설정배경 

향후 학령인구 감소 등 대학경영이 전반적으로 어려워질 것이 예상됨에 따라 대학의 경쟁력 제고 및 안정성을 위한 개

인, 조직, 실천의 혁신을 통한 경영의 효율화를 수립한다. 

<그림 Ⅱ-2-1> 대학의 비전과 발전전략 체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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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추진과제

3S-Innovation 세 부 내 용

Self
Innovation
(구성원 혁신)

·대학평가체계 확립(개인, 학과 및 부서의 연동평가)

   - 기관 : 자체평가, 인증평가, 학과평가, 행정부서평가 
   - 교원 : 강의평가, 교수업적평가(연구 및 산학활동), 멘토지도

   - 직원 : 직원다면평가, MBO평가시행 
·임금체제 개편

   - 성과 연봉제 or salary-cap 제도 구축

   - 차별화된 인센티브제 단계적 시행

·교직원 대상 애교심 고취와 정기적 전략적 모금추진

   -   개별 또는 학과 동문유치 장학금을 대학지정 발전기금으로 유치하여 해당 학과에 지원함 
(장학전담기구 운영)

System
Innovation
(조직혁신)

·구조개혁(행정)[정부 질 관리 정책 대처(대학평가인증)]
   - 대학인재상확립, 전략모형구체화, 연간사업구체화, 재정투자계획, 성과관리 계획 확립

·혁신경영(재정)

   - 성과 및 효율중심 경영시스템 정착, 저비용 고효율지향, 구성원상호간 소통

·교직원 HR인사제도

   - 교직원의 근무연수에 관련한 직급차별의 인사제도 폐지

   - 특수목적 전담조직구성을 통한 신속한 문제해결(T/F팀)

   - 각위원회 활성화를 통한 bottom-up형태의 의견수렴

   - 대학본부 기능을 역량강화 실무추진 중심으로 개편

   - 특수목적 산업체 교직원 특별채용제도 활용

Service
Innovation
(실천혁신)

·학생중심의 행정서비스 강화(서비스 모니터링 콜센터 활용)

   - 학생회관, 도서관, 학생생활관, 본부 행정부서, 학과 등
·다양한 장학제도 시행

   - 분배형태의 장학에서 능력개발 장학

·취업지원센터 활용

   - 취업진로체험 프로그램 강화(면접)

 실용교육을 통한 ‘특성화 전략(LTM)’

(1) 설정배경

대학 경쟁력 강화를 위해 비교우위에 있는 분야를 집중 육성하여 대학 특성화 체계를 확립하고, 실용교육을 통한 현

장 맞춤형 교육시스템 강화와 글로컬 산학협력 체계 강화를 통한 취업률 향상으로 대학 이미지 개선을 통한 대학 경쟁

력 강화가 필요하다. 

(2) 추진과제

LTM-실용교육 세 부 내 용

Learning
(학과 브랜드화)

·학과별 교육과정 학과인증제 표준화 개편(특성화된 실용교육)

   - 보건계열(신체건강) : Health science < 간호보건분야

   - 복지계열(사회건강) : Human Welfare < 인간복지분야

   - 문화계열(정신건강) : Happy Culture < 서비스 및 예술분야

·대학 브랜드학과 6개과 추진(main학과(3)와 sub학과(3)

   - main학과(3) : 간호과(4년제), 물리치료(전공심화3or4년제), 사회복지(전공심화 2년제) 
   - sub학과(3) :   외식조리산업(식품클러스트연계), 허브테라피(특허산업연계), 다문화복지 

(정부 다문화정책 연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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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TM-실용교육 세 부 내 용

Learning
(학과 브랜드화)

·지역 선도산업 크로스오버 학과 특성화 및 육성

   - 의료서비스 분야 : 의무행정과, 의료관광코디네이션과 
   - 관광·서비스 분야 :   호텔경영과, 항공서비스과, 식품영양과, 외식조리산업과, 미용피브관리과,  

허브테라피과, 주얼리디자인과, 창업경영과

   - 학사제도 개선

   -   직업 기초능력 배양 및 전공 역량 개발 강화 
⇒ 노동부 창조캠퍼스, 비공학 현장실습 선도모델 병행하여 지속 육성

·다학년제 학습체제 개편(4년제 및 전공심화학습 강화)

   - 학생 :   현장실무형, 인성확립형, 글로벌적응형, 학생 상담체계 강화, 멘토멘티 프로그램 시행 및 평
가 

   - 교원 : 우수교원확보, 교수역량개발

·학령인구감소대비 학과별 특성화로부터 전공별 특성화로 강화

   -   사회복지=다문화복지, 미용피부=허브테라피, 외식조리산업=식품영양,  
호텔관광=의료관광코디=항공서비스, 의무부사관=국방정보 등

   - 학과별 특성 진로체험 연계학습 지원(인문계고, 실업계고)

·교수학습지원센터 운영

   - 교수학습법 및 학생맞춤형교육 개발, 교수매체 및 학습 방법 다양화 

Learning
(학과 브랜드화)

·교육환경개선[실습 및 강의실, 연구실 부족

   - 교육역량강화업으로 실습실 리모델링 및 첨단기자재 활용

   - 강의실 다양한 교수매체 활용할 수 있도록 단계적 개선

   - 교내 토지매입 시도(학생회관앞, 운동장 옆, 함렬생활관 내)

·외국인교원 및 화상영어 교육에 의한 어학능력 배양(신입생)

   - 외국인교원 교양영어 1:20명 이내 운영

   - 신입생 전원에게 화상영어강의 수강(단계적 시행:장학금)

Training
(산학연계 강화)

·사회봉사 인성교육과 현장형 실무교육 연계 산학협력 체제 강화

·학생경력관리시스템 시행(Happy With Us Program)

   - 평생지도교수제를 통한 지속적인 상담 실시

   - 입학에서 졸업, 취업에 이르기까지 경력관리 및 장학

·산학연계 현장실습 멘토링제도 강화

   - 실용교육 중심으로 수익창출 사업 발굴(실습장학 연계활용)

   - 외식산업, 미용, 허브, 경호, 주얼리, 호텔관광 등
·산학연계 교육지원활동 지원서비스 강화

   - 대학과 지자체, 산업체, 연구소 등 지역사회 연계체제 강화 
   - 교수의 산학연계사업 발굴 및 지원을 통한 산학수익률 향상

   - 해외어학연수 및 해외산업체연수 지원 확대

·취업지원센터 업무 강화(취업역량강화 프로그램 운영)

   - 졸업생 산업체 취업연계망 DB 구축

Marketing
(교육 마케팅)

·전공학습과 산학연계 현장실습을 통한 자기가치 스펙화 하기

   -   전공 자격증, 어학능력, 봉사활동 및 수상, 자원봉사인증, 전공현장실습 등 자기경력 관리를 통해 자
신의 스펙 쌓기(Happy With Us Program 운영)

·국가 및 지자체 연대강화 및 사업유치(교수 산학활동 강화) 
   - 정부기관 및 지자체 사업유치 발굴 
·대학 특성화 연구 컨설팅 연계 국·내외 성과 마케팅

   - 국제개발원(글로벌교육센터, 한국어 학당)

   - 학교기업 유치(원광여행사, 레드피닉스 주얼리)

   - 창업보육센터, 외부사업 학교기업화 추진

·교육 마케팅(학교와 학생 협조)으로 반값등록금 시대 대비

   - LTM 실용교육으로 실습장학 확대

   - 학교기업 육성으로 장학지원 등 재원확충

·실습교육장 신축 및 창업보육센터 설치운영

   - 창업 발굴 및 지원 : 테라스9, RP주얼리, 외식산업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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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화융합을 통한 ‘차별화 전략(홍보)’

(1) 설정배경 

21세기 글로벌시대를 맞이하여 세계에서 인정받을 수 있는 교육수준과 교육환경을 갖춘 대학으로 도약하고 해외거점

을 통해 해외진출의 교두보를 마련하고 해외 유학생들의 유치 및 해외기업과의 파트너십을 통한 해외취업률 강화가 

필요하다. 

(2) 추진과제

OCC 글로벌화 세 부 내 용

건학이념 홍보

One
Circle 
Community
하나로 화합하는 
사회

·원기100년의 일원문화와 원광브랜드 홍보(원광문화연구원)

   - 원기 100년과 대학 40주년행사와 연계개최 지원사업 발굴

   - 교단문화예술의 자산 자료화 및 대학홍보 디자인경영 추진

   - 온라인 원음오디션 프로젝트 : 방송매체 활용

·대학교당 : 원기100년 성업 연계행사 개최 및 지원 
   - 원불교동아리 지역교당 봉사활동(인성개발 프로그램 강화)

   - 교직원 및 학생 지역교당 연계관리, 외국인 교화 및 문화교육

   - 예비 교역자 발굴 및 지원, <종교와원불교>문화컨텐츠 활용

·코스모폴리스 다문화센터 구축(대안학교 및 지원센터 활용)

·교직원 화합프로그램 개발 및 지원

   - 대외홍보와 연계된 교직원 활동 지원(사진, 야구단 등)

   - 교직원 윤리 및 도덕성 관리(정보유출 관리 등)

열린교육 홍보

Open 
Create 
Class
 개방된 창조학습 

·국제개발원 해외교육사업 시스템 단계적 구축

   <국제화능력강화 : 해외연수, 봉사활동, 화상영어>

   - 영어화상강의센터 구축, 세종학당 유치 
   - 글로벌어학센터 및 해외실습교육장 구축

   - 정부지원기술개발 해외교육사업 지원

   - 해외봉사활동을 통한 해외 유관기관과의 연계 
   - 폐기된 기자재 저개발국가 지원 프로그램 시행 
   - 함열생활관 토익영어학습관, 화상영어강의 활용

·평생교육을 통한 성인학습자 온라인 연계교육

·동영상 컨텐츠 개발(교원 1인 1과목 온라인 개설)

·신입생 유치전략 홍보 다양화(SmartApp 활용, 서울홍보관)

국제화 홍보

Oriental 
Cooperate 
Culture
글로벌 융합문화

·아시아 10개 지역 해외거점 마련

  - 해외봉사, 교육, 교화사업 발굴 및 유학생유치(학령인구 부족시)

·국제화 협력체제 구축 및 산학협력을 통한 해외취업 추진

  - 해외어학연수 및 봉사활동을 통한 국제화 능력배양

·아시아문화 상호교류 및 온라인 방송매체 활용 프로그램 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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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대학의 장기 발전전략

우리대학은 대학의 사명과 교육목표 및 비전을 달성하고 우리대학의 장기적인 발전의 성공적 완성을 위하여 다음과 같은 ‘대

학 40주년 성공 전략’ 과 ‘해피위더스 운동’을 추진한다. 

 대학 40주년 성공전략

(1) 보건계열 중심대학(Health Science)에서 세계 수준의 선진대학(WCC)으로 전환

가. 입학자원 : 지역중심에서 아시아 10개지역 거점마련에 의한 입시자원 확대

나. 취업활동 : 지역중심에서 국제화 능력 배양에 따른 해외취업 및 사업진출 추진

(2) 2~3년제 학제에서 2~4년제 다학년제로 전환(간호과, 보건계열학과)

가. 강의실 교육으로부터 현장실무형 교과과정 개편으로 현장적응력 강화

나. 학과 또는 학교기업의 형태 실습실 운영(외식산업, Health Care 센터)

다. 現 간호과 수업연한 4년제 지정, 보건계열학과 지속적인 수업연한 확대 지속 추진

(3) 평가 및 성과에 따른 임금체제 전환

가. 호봉제에서 연봉제로 전환(또는 셀러리캡 제도로 총 인건비 상한선 조정)

나. 차별화된 인센티브제 활용에 따른 적극적 재정지원 사업 유치 및 활동 강화

(4) 학교기업 발굴·육성에 따른 재정 건전성 및 자립도 확립

가. 화상영어사업을 통한 수익사업 추진

나. 학과관련 사업발굴(외식산업, 뷰티산업, 주얼리산업, 식음료산업 등)

<그림 Ⅱ-4-1> 대학 40주년 성공 전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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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피위더스 운동

우리대학 40주년의 성공적인 완성을 위하여 대학 교육의 수요자들에게 ‘재미있는 학교(입학)’, ‘감동있는 학교(재학)’, 

‘비전있는 학교(취업)’ 가 될 수 있도록 ‘해피위더스 (Happy With Us!!) 운동’을 적극적으로 추진한다.

‘행복한 학교만들기 운동 With Us!! (해피 위더스 운동)’

□재미있는 학교(입학)  □감동있는 학교(재학)  □비전있는 학교(취업)

5) 대학발전 영역 

우리대학은 대학의 사명과 교육목표 및 비전을 달성하기 위해 3대 추진전략에 대한 4개의 영역과 세부 18개 요소를 선정하

여 영역별 발전전략을 수립하고 체계적으로 운영한다. 

 대학발전 영역 구성

(1) Management 영역 

가. 목표

        현재 대학의 급속한 내·외부 환경변화에 신속하게 대처하고, 향후 학령인구 감소 등 대학 경영의 전반적 어려움

에 대비하여 혁신적인 경영 효율화 정책을 통해 대학 경쟁력을 향상시키고, WCC 도약을 위한 기반을 조성한다. 

나. 세부 구성요소

      ◦ 행정 혁신 전략

<그림 Ⅱ-4-2> 해피위더스 운동 체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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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재정 혁신 전략

      ◦ Happy CampUs 조성 전략

      ◦ 우수 입학자원 확보 전략

      ◦ 후생 복지 강화 전략

(2) Education 영역

가. 목표

        정부의 강도 높은 대학 구조개혁 정책 추진 및 학령인구 감소에 따른 우수 신입생 유치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대학의 교육시스템 및 특성화 전략을 통해 현장 중심의 교육체계 구축 및 학습자 중심의 교육시스템을 구축하여 

대학의 학생 및 취업 경쟁력 강화한다. 

나. 세부 구성요소

      ◦ 실용교육 시스템 강화 전략

      ◦ 산학협력 강화 전략

      ◦ 학생역량 강화 전략

      ◦ 취업역량 강화 전략

      ◦ 평생교육 활성화 전략

      ◦ 교육마케팅 활성화 전략

(3) Global 영역

가. 목표

        21C 글로벌시대를 맞이하여 세계에서 인정받을 수 있는 교육수준과 교육환경을 갖춘 대학으로 도약하기 위해 해

외거점 마련하고 해외 유학생들의 유치 및 해외 기업과의 파트너십을 통한 해외 취업률을 향상시킨다. 또한 학교

기업 및 글로벌 교육사업의 육성을 통해 대학 재정의 안정성을 확립한다.

나. 세부 구성요소

      ◦ 일원문화 융합 전략

      ◦ 학교기업 육성 전략

      ◦ 국제교류 활성화 전략

      ◦ 해외 유학생 유치 강화 전략

      ◦ 대학 홍보 강화 전략

      ◦ 글로벌 교육사업 강화 전략

(4) 특성화 영역

가. 목표

        대학이 지역발전과 국가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지역 및 계열별 특수성을 고려하여 ‘기존의 강점은 더 강하게, 

New Energy 개발’을 통한 대학의 생존과 경쟁력 강화를 위한 대학 특성화 전략을 구축한다.  

나. 세부 구성요소

      ◦ 대학 특성화 정의

      ◦ 필요성 및 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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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환경분석

      ◦ 대학 특성화 전략의 기본방향

      ◦ 대학 비전 및 장·단기 발전계획 연계성

      ◦ 대학 특성화 체계

      ◦ 대학 특성화 세부 추진전략

      ◦ 기대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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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원광보건대학교 기구

1) 2013학년도 기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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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2013학년도 조직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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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교육 목표 및 방향
 

1) 교육목적

우리대학은 ‘혁신 에너지 창출로 World Class 대학으로 도약’하기 위한 비전을 달성하기 위해 ‘국가와 사회발전에 기여 할 

중견 직업인 양성’이라는 교육목적과 아래 4가지의 실천적 교육목표를 설정하였다. 

○ 변화하는 산업현장의 중견 직업인에게 요구되는 교양과 직업관 확립

○ 산업현장에서 요구하는 지식과 기술 및 문제 해결력 육성 

○ 세계화와 정보화 사회에 적응하고 주도해 나갈 어학과 정보화 능력 배양 

○ 중견 직업인으로서의 성실한 생활태도와 봉사정신 함양 

2) 교육방향

우리대학은 21세기 지식기반사회의 각 분야에서 요구되는 지식과 기술 및 덕성을 연마하고 자기주도적 문제 해결력과 창의

성을 갖추고 국가와 사회발전에 기여할 글로벌 직업전문인을 인재상으로 하고 있다. 우리대학은 대학의 인재상을 육성하기 

위해 대학 교육의 질을 지속적으로 개선하여 학생들의 학습능력을 향상시키고 글로벌 인재로서 기본적으로 갖추어야 할 어

학 및 정보화능력을 배양시켜 국가와 세계가 필요로 하는 인재로 육성하는 것이 목표이다.

[그림 1] 교육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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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교육과정

1) 교육과정의 구성

(1) 교육과정 편성 근거

우리대학 교육과정은 학칙 제 32조와 제33조 및 학사내규 제 15조 1, 2, 3, 6항을 근거로 편성하여야 하며 입학년도 기

준 교육과정을 졸업 시 까지 적용한다.

(2) 교육과정 구성

① 교직과정 운영상 전문대학은 특성화된 전문인력 교육이 되도록 교육과정을 편성하여야 한다.

②   교육과정은 교양교과와 전문교과로 구분하며 학점과 배점기준은 교양교과 10-20%, 전문교과 80-90%로 한다, 다

만, 학과의 특성에 따라 10%의 범위 내에서 구성. 운영 할 수 있다.

③   전문교과는 필수와 선택으로 구분하며 전공필수 과목 이수의 부담을 줄이고자 수업 연한에 따라 다음과 같이 개설한

다. (2년제 학과: 20~30학점, 3년제 학과 : 30~40학점, 4년제 학과 : 전공교과 70~90학점) 전공교과 중 50%이상

을 실험실습으로 편성할 수 있다.

④ 졸업이수 학점은 2년제 75학점, 3년제 112학점, 4년제 140학점이상으로 편성한다.

⑤   매 학기 개설학점은 16 ~ 24학점까지로 하고 정원외 입학생이 있는 학과의 경우에는 1학년 교양학점 인정(4학점)때문

에 최소 20학점으로 개설하여야 한다. (단 교직과목은 추가 개설 할 수 있다.)

※ 국가고시 대상학과의 졸업학년 2학기에는 10 ~ 24학점까지 가능

⑥   학점당 수업시간은 이론일 경우 1학점 1시간, 병행과목, 실험실습·실기·연습일 경우 1학점 2시간 이내, 2학점 3시

간 이내, 3학점 5시간 이내로 편성 할 수 있으며, 학과 교육목표에 따르는 전공 실습과목의 시수는 현장중심 전공교육

을 위하여 실습 시수 비율이 50%이상 되도록 편성한다.

단, 현장(임상)실습 과목은 1학점 4시간이내 편성 가능

(* 과도한 1학점 편성은 자제 )

⑦   현장실습 및 임상실습 학점은 30시간 이상 60시간 이하를 1학점으로 하며 현장실습의 방법, 기간 및 학점기준 등에 

관하여는 따로 정한다.

⑧   사회봉사현장활동은 PASS제로 30시간 이상을 이수하여 2학점 인정하고, 졸업학점에 포함하며 강좌구분은 사회봉사

로 한다.

⑨   인터넷강의 컨텐츠교과목은 강의개설 신청서를 제출하여 교수학습센타에서 승인 된 교과목에 한하여 개설하며, 가상

강좌에서 취득한 성적도 학점으로 인정한다.

⑩ 학과별 총 개설학점은 다음과 같이 개설할 수 있다.

- 2년제 : 졸업필수이수학점( 75학점)의 10학점 이내 편성

- 3년제 : 졸업필수이수학점(112학점)의 10학점 이내 편성

-   4년제 : 졸업필수이수학점(140학점)의 10학점 이내 편성  

(교직과정 및 사회봉사활동은 추가 개설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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⑪ 교육과정 편성비율 (졸업학점)

구분 교양과목 전공과목(교직포함) 합계

2년제 학과 8학점(필수6학점) 72학점 이상 75학점 이상

3년제 학과 10학점 (필수 6학점) 110학점 이상 112학점 이상

4년제 간호학과 25학점 (필수 12학점)
교직 
22학점 이상

전공

93학점 이상
140학점 이상

간호과 4학년

(2012년 이전 3년제 간호과 
입학생)

기존14학점 개설(필수6학점)

추가 11학점(필수6학점)개설

16학점 이상

(추가 이수)

27학점 이상

(추가 이수)

2) 교양과목 편성기준

(1)   교양교과는 필수와 선택으로 구분하며, 2년제는 8학점(필수 6학점), 3년제는 10학점(필수 6학점) 4년제 간호학과는 

25학점[필수 12학점(자체필수 6학점)]을 이수하지 아니하고 졸업 할 수  없다.

(2) 교양필수 개설과목

교양필수 졸업학점은 6학점으로 하며 기본소양 과목으로 종교와원불교 2학점, 외국어영역으로 생활영어와 NEAT화상

영어 과목 중 학과의 특성에 맞게 자율로 선택하여 4학점을 이수 하여야 한다.

영역 과 목 명 학점
시수

비고
이론 실기

기본소양 종교와원불교 2 2

외국어

생활영어 I 2 2

생활영어 II 2 2

NEAT화상영어 I 2 2 온라인수업(1:4)

NEAT화상영어 II 2 2 온라인수업(1:4)

* 생활영어, NEAT화상영어 혼합 선택 가능

(3) 교양선택 (공통 교양과목) 개설과목 

영 역 과 목 명 학점
시수

비고
이론 실기

기본소양
성과생명의신비 2 2 컨텐츠강좌(온라인)

생물학개론 3 3 컨텐츠강좌(온라인)

직업기초 및 직업교육

취업준비와사회진출 2 2 권장

자기개발과리더쉽 2 2 권장

진로와직업 2 2 권장

컴퓨터활용 2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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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 역 과 목 명 학점
시수

비고
이론 실기

직업기초 및 직업교육

취업준비와이미지관리 3 3 컨텐츠강좌(온라인)

서비스예절론 3 3 컨텐츠강좌(온라인)

이미지메이킹 3 3 컨텐츠강좌(온라인)

개인역량교육

-

외국어

생활영어 I 2 2

생활영어 II 2 2

NEAT화상영어 I 2 2 온라인수업(1:4)

NEAT화상영어 II 2 2 온라인수업(1:4)

NEAT화상영어 III 2 2 온라인수업(1:4)

NEAT화상영어 IV 2 2 온라인수업(1:4)

TOEIC 2 2

실용회화 I 2 2

실용회화 II 2 2

기초학습능력
우리말과글쓰기 2 2

생활한문, 한문, 전공한자 2 2

* 전체학과 공통교양과목 중 1과목 이상 선택 권장 , 그 외 자율과목 선택 

3) 전공과목 편성기준

(1) 학과의 교육목표 및 직업교육기관의 특성에 적합하도록 편성한다.

(2) 현장실습 및 임상실습은 의무대상 학과 필히 이수하여야 한다.

(3)   졸업학기에 현장 적응력을 함양시키고 취업의 효과를 극대화 시키고자 산학현장학습 학기제를 운영하며, 대상학과는 졸

업학기에 필수과목 개설을 제한한다.

(4)   입영 및 휴학자가 학점을 취득하지 못하고 복학하였을 경우 이수과목의 과다한 변경으로 수강신청에 어려움이 없도록 편

성하여야 한다.

(5) 주·야간 학과의 교육과정은 동일하게 편성하여야 한다.

(6)   각 학과에서는 산학협력위원회,전공교육개발위원회에서 교육과정을 편성하여 교육과정조정위원회와 교육과정개발위

원회의 심의를 거쳐 대학평의원회에서 최종 확정토록 한다.

(7)   현장실습 교과목 명칭은 보건계열 - 임상실습, 기타학과 - 현장실습으로 명칭을 통일하며, 임상실습, 현장실습, 병원

실습, 보육실습의 강좌구분은 현장실습으로 한다.

(단. 자격증과 관련하여 현장실습 명칭을 달리할 경우 교무팀과 협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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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교직과정이수 및 교직과목 안내

1) 교직과정 이수안내

(1) 교직과정 이수 대상자

교직과정이 설치 승인된 학과의 학생으로써 졸업후 교사(실기교사, 유치원정교사, 보건교사) 자격증을 취득하고자하는 

학생은 재학 중 교직과정을 이수하여야 한다.

(2) 교직이수 신청

●   교직과정이 설치된 학과의 학생으로써 교직과정을 이수하고자 하는 자는 2학년 초 교직과정 이수신청을 해야 한다. 

단, 실기교사는 생략한다.

●   교직이수의 최종허가는 선발된 희망자중 졸업이전에 해당 교과목 이수 및 조건에 따라 교직과정 이수 예정자로 선발

한다.(교직과정 이수예정자로 선발되지 않은 학생은 교원자격증 발급대상에서 제외한다.)

● 이수자의 허가는 학과에서 선발하고 그 명단 및 관련서류를 해당부서인 교무팀에 제출한다.

(3) 교직과목 이수

● 교직과목 이수는 지정된 과목을 지정된 학기에 이수하여야 한다.

●   교직과목 이수 예정자는 개설된 교육과정에 의해 교원자격증에 해당하는 교직과목 및 기본 이수과목을 이수하여야 한다.

●   교직과목 및 기본 이수과목은 학과에서 교육과정 작성시 학과에 해당하는 교과목을 숙지하여 개설하고 이수예정자에

게 공지하여야 한다.

★ 교육과정중 교원자격증에 해당된 교과목은 표시하여 학과에 비치하여야 함

(4) 자격증 신청

교직과정을 모두 이수한 학생은 다음 서류를 구비하여 학과에 신청하고 학과에서는 성적   등을 확인하여 해당 서류들을 

교무팀에 제출한다.

● 신청기간 : 12월말 이후

● 구비서류 :   - 교원자격 무시험 검정원서 1부(소정양식)  

- 성적증명서(교직과목이수 확인) 1부  

- 국가고시 합격여부(간호학과) 등

2) 교원자격증 관련 학과

학과 표시과목 및 자격종목 학과 표시과목 및 자격종목

유아교육과 유치원 정교사(2급) 경호스포츠과 실기교사(체육)

간호학과 보건교사(2급) 미용피부관리과 실기교사(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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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학과별 학점 개설 현황

수업

연한
학과명

교양필수 교양선택 전공필수 전공선택 교직 일반선택 봉사 총계 시수

총계학점 이론 실기 학점 이론 실기 학점 이론 실기 학점 이론 실기 학점 이론 실기 학점 이론 실기 학점 이론 실기 학점 이론 실기

공통학과 8 0 0 109 104 4 0 0 0 39 0 120 0 0 0 8 2 6 0 0 0 164 106 130 236

3 임상병리과 6 2 4 15 15 0 17 15 4 83 55 56 0 0 0 0 0 0 2 0 0 123 87 64 151

3 물리치료과 6 2 4 9 9 0 39 28 22 68 43 49 0 0 0 0 0 0 2 0 0 124 82 75 157

3 방사선과 6 2 4 6 6 0 39 38 2 71 32 62 0 0 0 0 0 0 2 0 0 124 78 68 146

3 치기공과 6 2 4 6 6 0 39 39 4 70 27 69 0 0 0 0 0 0 2 0 0 123 74 77 151

2 식품영양과 6 2 4 3 3 0 25 14 18 56 38 28 0 0 0 0 0 0 2 0 0 92 57 50 107

3 치위생과 6 2 4 4 4 0 39 22 28 72 47 42 0 0 0 0 0 0 2 0 0 123 75 74 149

2 의무행정과 6 2 4 6 4 2 19 12 9 86 53 48 0 0 0 0 0 0 2 0 0 119 71 63 134

3 유아교육과 6 2 4 6 5 2 30 23 12 52 30 36 36 26 15 0 0 0 2 0 0 132 86 69 155

3 안경광학과 6 2 4 9 7 4 40 32 16 66 48 38 0 0 0 0 0 0 2 0 0 123 89 62 151

2 주얼리디자인과 6 2 4 2 1 2 35 3 61 40 11 50 0 0 0 0 0 0 2 0 0 85 17 117 134

2 세무회계과 6 2 4 5 2 3 27 18 9 45 14 33 0 0 0 0 0 0 2 0 0 85 36 49 85

2 사회복지과 6 2 4 3 2 2 21 16 8 60 35 33 0 0 0 0 0 0 2 0 2 92 55 49 104

2 미용피부관리과 6 2 4 2 2 0 21 7 20 56 21 48 4 4 0 0 0 0 2 0 0 91 36 72 108

2 경호스포츠과 6 2 4 2 2 0 30 23 13 51 12 60 4 4 0 0 0 0 2 0 0 95 43 77 120

2 호텔관광과 6 2 4 4 0 4 27 3 24 44 16 43 0 0 0 0 0 0 2 0 0 83 21 75 96

2 의무부사관과 6 2 4 4 2 2 19 5 22 75 48 45 0 0 0 0 0 0 2 0 0 106 57 73 130

2 공무원행정과 6 2 4 2 0 2 17 14 4 58 23 43 0 0 0 0 0 0 2 0 0 85 39 53 92

2 외식조리산업과 6 2 4 2 0 2 19 12 8 56 10 58 0 0 0 0 0 0 2 0 0 85 24 72 96

2 항공서비스과 6 2 4 2 0 2 28 6 22 49 17 33 0 0 0 0 0 0 2 0 0 87 25 61 86

2 실용음악과 6 2 4 2 2 0 26 6 26 42 18 38 0 0 0 0 0 0 2 0 0 78 28 68 96

2 의료관광코디네이션과 6 2 4 2 2 0 26 18 16 51 20 45 0 0 0 0 0 0 2 0 2 87 42 67 109

2 창업경영과 6 2 4 4 2 4 30 12 28 45 27 24 0 0 0 0 0 0 2 0 0 87 43 60 103

2 다문화복지과 6 2 4 2 0 4 15 4 22 60 43 22 0 0 0 0 0 0 2 0 0 85 49 52 101

2 허브테라피향장과 6 2 4 3 0 4 26 19 10 48 12 48 0 0 0 0 0 0 2 0 0 85 33 66 99

2 정보부사관과 6 2 4 5 4 2 19 9 17 53 19 55 0 0 0 0 0 0 2 0 0 85 34 78 112

4 간호학과 16 8 8 34 18 28 87 60 74 26 23 8 22 18 4 0 0 0 3 0 0 188 127 122 249

2 사회복지학과(전공심화) 6 6 0 12 6 6 6 3 3 39 30 9 0 0 0 0 0 0 0 0 0 63 45 18 63

1 물리치료학과(전공심화) 3 3 0 6 6 0 15 12 6 0 0 0 0 0 0 0 0 0 0 0 0 24 21 6 27

1 간호학과(전공심화) 3 3 0 3 3 0 12 12 0 6 5 1 0 0 0 0 0 0 0 0 0 24 23 1 24

1 치위생학과(전공심화) 6 3 3 0 0 0 18 9 9 0 0 0 0 0 0 0 0 0 0 0 0 24 12 12 24

합계 192 73 111 274 217 79 811 494 517 1567 777 1244 66 52 19 8 2 6 53 0 4 29711615198035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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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교양과목 개설 현황

구분 과목코드 교과목명 학점 학년 학기 학      과        명

교

양

필

수

001010 종교와원불교 2 1 1
물리치료과,방사선과,치기공과,의무행정과,안경광학과,세무회계과, 사회

복지과,사회복지과(야),미용피부관리과,경호스포츠과,호텔관광과,의무부

사관과,항공서비스과,실용음악과,간호학과

001010 종교와원불교 2 1 2
임상병리과,식품영양과,치위생과,의무행정과, 유아교육과, 주얼리디자인

과,공무원행정과,외식조리산업과,의료관광코디네이션과, 창업경영과,다

문화복지과,허브테라피과,정보부사관과

001011 생활영어 Ⅰ 2 1 1
방사선과,식품영양과,의무행정과,주얼리디자인과,경호스포츠과, 창업경

영과

001077 생활영어 II 2 1 2
물리치료과,방사선과,치기공과,식품영양과,주얼리디자인과, 경호스포츠

과,창업경영과

004046 NEAT화상영어 Ⅰ 2 1 1

공통학과, 치위생과, 의무행정과, 세무회계과, 사회복지과, 사회복지과

(야), 미용피부관리과, 호텔관광과, 공무원행정과, 외식조리산업과, 항공서

비스과, 실용음악과, 의료관광코디네이션과, 다문화복지과, 허브테라피향

장과, 정보부사관과

004046 NEAT화상영어 Ⅰ 2 1 2 공통학과

004047 NEAT화상영어 Ⅱ 2 1 2

공통학과, 치위생과, 세무회계과, 사회복지과, 사회복지과(야), 미용피부관

리과, 호텔관광과, 공무원행정과, 외식조리산업솩, 항공서비스과, 실용음

악과, 의료관광코디네이션과, 다문화복지과, 허브테라피향장과, 정보부사

관과

004047 NEAT화상영어 Ⅱ 2 2 1 공통학과

014187 NEAT화상영어 Ⅱ 2 1 2 임상병리과

014197 NEAT화상영어 (Ⅰ) 2 1 1 임상병리과

026031 NEAT화상영어 (Ⅰ) 2 1 1 물리치료과

044223 NEAT화상영어 Ⅰ 2 1 1 치기공과

095024 NEAT화상영어 Ⅰ 2 1 1 유아교육과

134180 NEAT화상영어 Ⅰ 2 1 1 안경광학과

134181 NEAT화상영어 Ⅱ 2 1 2 안경광학과

520103 NEAT화상영어 Ⅱ 2 1 2 의무부사관과

520104 NEAT화상영어 Ⅰ 2 1 1 의무부사관과

620106 NEAT화상영어 (Ⅰ) 2 1 1 간호학과

620107 NEAT화상영어 (Ⅱ) 2 1 2 간호학과

620108 NEAT화상영어 (Ⅲ) 2 2 1 간호학과

620109 NEAT화상영어 (Ⅳ) 2 2 2 간호학과

620150 성과 평등(다문화사회의 이해) 2 1 2 간호학과

620162 우리말과 글 2 1 1 간호학과

610176 건강과 스트레스 2 1 1 간호학과

810001 지역복지의 실천 3 1 1 사회복지학과

810011 사회복지세미나 3 2 2 사회복지학과

820010 지역사회물리치료 3 1 2 물리치료학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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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과목코드 교과목명 학점 학년 학기 학      과        명

교

양

필

수

830010 간호상담 3 1 2 간호학과(전공심화)

840001 인간관계와 의사소통 3 1 1 치위생학과(전공심화)

840002 치과실무영어 3 1 2 치위생학과(전공심화)

교

양

선

택

002038 일반화학 3 1 1 임상병리과

002063 생활체육 2 1 1 치기공과

002063 생활체육 2 1 2 경호스포츠과

002096 생활한문 2 1 1 치기공과

002109 공중보건학 3 1 1 식품영양과

002110 임상검사과학개론 2 1 1 임상병리과

002126 TOEIC 2 1 2 방사선과

002180 전자계산일반 3 1 1 정보부사관과

002184 멀티미디어교육 및 실습 2 3 1 유아교육과

002200 취업준비와이미지관리 3 1 1 공통학과

002200 취업준비와이미지관리 3 1 2 공통학과

004007 전공한자 2 1 1 세무회계과

004014 자기개발과 리더쉽 2 1 1 공통학과,의무행정과, 의료관광코디네이션과

004014 자기개발과 리더쉽 2 1 2 공통학과

004015 진로와직업 2 1 2 공통학과

004016 취업준비와 사회진출 2 1 1 공통학과, 임상병리과

004016 취업준비와 사회진출 2 1 2 공통학과

004017 성과생명의신비 2 1 1 공통학과

004017 성과생명의신비 2 1 2 공통학과

004018 NEAT 화상영어 (Ⅰ) 1 1 2 공통학과

004019 NEAT 화상영어 (Ⅱ) 1 1 2 공통학과

004022 보건교육학 3 1 1 공통학과

004022 보건교육학 3 1 2 공통학과

004023 보건학 3 1 1 공통학과

004023 보건학 3 1 2 공통학과

004024 보건의료법규 3 1 1 공통학과

004024 보건의료법규 3 1 2 공통학과

004025 보건의사소통 3 1 1 공통학과

004025 보건의사소통 3 1 2 공통학과

004026 조사방법론 3 1 1 공통학과

004026 조사방법론 3 1 2 공통학과

004027 구강보건 3 1 1 공통학과

004027 구강보건 3 1 2 공통학과

004028 보건통계 3 1 1 공통학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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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과목코드 교과목명 학점 학년 학기 학      과        명

교

양

선

택

004028 보건통계 3 1 2 공통학과

004029 사회심리학 3 1 1 공통학과

004029 사회심리학 3 1 2 공통학과

004030 아동보건 3 1 1 공통학과

004030 아동보건 3 1 2 공통학과

004031 해부생리 3 1 1 공통학과

004031 해부생리 3 1 2 공통학과

004032 환경보건 3 1 1 공통학과

004032 환경보건 3 1 2 공통학과

004033 서비스예절론 3 1 1 공통학과

004033 서비스예절론 3 1 2 공통학과

004034 이미지메이킹 3 1 2 공통학과

014184 생물학 2 1 1 임상병리과

014186 TOEIC Ⅰ 2 1 1 임상병리과

014188 TOEIC Ⅱ 2 1 2 임상병리과

026008 임상심리학 3 1 2 물리치료과

034071 전공영어 2 1 2 방사선과

034086 의학영어 2 1 1 방사선과

044211 사회심리학 2 1 2 치기공과

064170 보건교육학 2 1 1 치위생과

064171 보건교육방법론 2 1 2 치위생과

086046 NEAT화상영어 Ⅱ 2 1 2 의무행정과

095020 의사소통 2 1 2 유아교육과

095021 다문화가정의 이해 2 2 1 유아교육과

134177 서비스예절론 2 1 2 안경광학과

164116 컴퓨터활용 Ⅰ 3 2 1 세무회계과

174134 기본간호 1 1 1 사회복지과

282005 실용회화 1 1 2 1 안경광학과

282010 의학영어 2 1 2 의무행정과

282014 생화학 3 1 1 물리치료과

282017 병원경영 3 2 2 물리치료과

282018 주얼리CAD Ⅰ 2 1 1 주얼리디자인과

282023 물리학 3 1 2 안경광학과

294121 기본간호 1 1 1 사회복지과(야)

294122 취업준비와 사회진출 2 2 1 사회복지과(야)

414054 기본에티켓과 마인드 2 2 1 미용피부관리과

506059 호텔관광실무영어 2 1 1 호텔관광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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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과목코드 교과목명 학점 학년 학기 학      과        명

교

양

선

택

506060 호텔관광커뮤니케이션 영어 2 1 2 호텔관광과

520053 생활체육 2 2 1 의무부사관과

530136 생활영어 Ⅰ 2 2 1 공무원행정과

540083 생활영어 1 2 2 1 외식조리산업과

550061 NEAT화상영어 (Ⅲ) 2 2 1 항공서비스과

560108 영화음악의이해 2 1 2 실용음악과

580029 정보관리 실습Ⅰ 2 1 1 창업경영과

580037 정보관리 실습Ⅱ 2 1 2 창업경영과

590045 다문화이해교육 1 1 2 1 다문화복지과

590046 다문화이해교육 2 1 2 2 다문화복지과

600122 자기이미지관리 3 2 1 허브테라피향장과

610001 한자 2 1 2 의무부사관과

610037 한문 2 1 1 정보부사관과

620095 임상영어 2 2 1 간호학과

620098 스트레스관리(음악과 치유) 2 1 2 간호학과

620143 스트레스관리(미술과 치유) 2 1 2 간호학과

620144 스트레스관리(춤과 치유) 2 1 2 간호학과

620145 스트레스관리(숲과 치유) 2 1 2 간호학과

620146 대체요법(아로마 요법) 2 2 1 간호학과

620147 대체요법(명상 요법) 2 2 1 간호학과

620148 대체요법(경혈 요법) 2 2 1 간호학과

620149 대체요법(레크레이션) 2 2 1 간호학과

620152 스트레스관리(문학과 치유) 2 1 2 간호학과

620160 생활영어 Ⅰ 2 1 1 간호학과

620161 생활영어 Ⅱ 2 1 2 간호학과

620164 성과 평등(인간과 성) 2 1 2 간호학과

620166 컴퓨터활용 Ⅰ 1 1 1 간호학과

620167 컴퓨터활용 Ⅱ 1 1 2 간호학과

620172 국제화와 간호이슈 2 4 2 간호학과

620177 영양과 식이요법 2 1 2 간호학과

620180 대체요법(발반사 요법) 2 2 1 간호학과

810002 사회복지와 영상 3 1 1 사회복지학과

810008 영상촬영 및 편집기술 3 1 2 사회복지학과

810012 사회문제와 사회복지실천 3 2 1 사회복지학과

810023 사회변동과 사회복지 3 1 2 사회복지학과

820011 가정방문물리치료 3 1 1 물리치료학과

820012 의료제도비교론 3 1 1 물리치료학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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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과목코드 교과목명 학점 학년 학기 학      과        명

교

양

선

택

830001 간호실무영어 3 1 1 간호학과(전공심화)

992198 생물학개론 3 1 1 공통학과,안경광학과

992198 생물학개론 3 1 2 공통학과

992201 생활보건학 3 1 1 공통학과

992202 성과생명의신비 3 1 1 공통화과

봉

사

004045 사회봉사활동 2 1 1 사회복지과,사회복지과(야)

004045 사회봉사활동 2 1 2
임상병리과,물리치료과,방사선과,치기공과,식품영양과,치위생과,의무행

정과,안경광학과,주얼리디자인과,경호스포츠과,창업경영과,다문화복지

과,허브테라피향장과,간호학과

281053 사회봉사활동 2 2 1 미용피부관리과,실용음악과

004045 사회봉사활동 2 2 2
유아교육과,세무회계과,호텔관광과,의무부사관과,공무원행정과,외식조리

산업과,항공서비스과,의료관광코디네이션과,정보부사관과

620175 자기계발과 심층상담 1 1 1 간호학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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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학과별 교육과정

임상병리과

물리치료과

방사선과

치기공과

식품영양과

치위생과

의무행정과

유아교육과

안경광학과

주얼리디자인과

세무회계과

사회복지과

미용피부관리과

경호스포츠과

호텔관광과

의무부사관과

공무원행정과

외식조리산업과

항공서비스과

실용음악과

의료관광코디네이션과

창업경영과

다문화복지과

허브테라피과

국방정보과

간호학과(2009학년도)

간호학과

사회복지학과(전공심화)

물리치료학과(전공심화)

간호학과(전공심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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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년 학기 이수구분 과목코드 과    목    명 학점
수업시수

강좌구분
이론 실기

1학년

1학기

교양필수 014197
NEAT 화상영어(Ⅰ)

NEAT 화상영어(Ⅰ)
2 2

온라인강의
(영)

교양선택 002110
임상검사과학개론

Introduction to Clinical Laboratory Science
2 2 일반과목

교양선택 004016
취업준비와 사회진출

2 2 일반과목

교양선택 014185
생물학

Biology
2 2 일반과목

교양선택 014186
TOElC Ⅰ
TOElC Ⅰ

2 2 일반과목

교양선택 014199
의학용어

Medical Terminology
2 2 일반과목

교양선택 002038
일반화학

General Chemistry
3 3 일반과목

전공필수 013050
해부학

Anatomy
3 3 일반과목

전공선택 014082
요화학

Urinalysis
2 2 일반과목

학기소계 20 18 2

2학기

교양필수 001010
종교와 원불교

Religion and Won Buddhism
2 2 일반과목

교양필수 014187
NEAT 화상영어 Ⅱ
NEAT 화상영어 Ⅱ

2 2
온라인강의

(영)

교양선택 014188
TOEIC Ⅱ
TOEIC Ⅱ

2 2 일반과목

전공필수 013074
생리학

Human Physiology
3 3 일반과목

전공선택 014037
요화학실습

Uninalysis Practice
1 2 일반과목

전공선택 014190
생화학

Biochemistry
2 2 일반과목

전공선택 014189
임상기생충학 및 실험

Clinical Parasitology & Practice
3 2 2 일반과목

전공선택 014198
조직학 및 실습

Histology & Practice
3 2 2 일반과목

전공선택 014200
일반미생물학 및 실험

General Microbiology & Practice
3 2 2 일반과목

봉사 004045
사회봉사활동

Social Voluntary Activity
2 사회봉사

학기소계 23 15 10

2학년 1학기

전공필수 014178
심전도 및 실습

Electrocardiogram and Practice
2 1 2 일반과목

전공필수 013097
면역학

lmmunology
3 3 일반과목

2013학년도 임상병리과 교육과정 Department of Clinical Laboratory Sci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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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년 학기 이수구분 과목코드 과    목    명 학점
수업시수

강좌구분
이론 실기

2학년

1학기

전공선택 014201
폐기능검사 및 실습

Pulmonary Function Test & Practice
1 2 일반과목

전공선택 014013
병리학

Pathology
2 2 일반과목

전공선택 014191
정도관리

Quality Control
2 2 일반과목

전공선택 014202
핵의학기술학

Technology of Nuclear Medicine
2 2 일반과목

전공선택 014161
진단세포학

Diagnostic Cytology
3 3 일반과목

전공선택 014203
분자생물학 및 실습

Molecular Biology & Practice
3 2 2 일반과목

전공선택 014204
임상혈액학(l) 및 실습

Clinical Hematology(l) & Practice
3 2 2 일반과목

학기소계 21 17 8

2학기

전공필수 013099
조직검사학(I)
Histotechnology(I)

3 3 일반과목

전공필수 013100
수혈학 및 실습

Blood Banking & Practice
3 2 2 일반과목

전공선택 014205
근전도 및 실습

Electromyogram & Practice
1 2 일반과목

전공선택 014148
병원감염관리학

Management of Hospital Infection
2 2 일반과목

전공선택 014165
혈청학

Serology
2 2 일반과목

전공선택 014180
뇌파 및 실습

Electroencephalogram & Practice
2 1 2 일반과목

전공선택 014192
임상혈액학(Ⅱ)

Clinical Hematology
2 2 일반과목

전공선택 014206
임상화학(l) 및 실습

Clinical Chemistry(l) & Practice
3 2 2 일반과목

전공선택 014207
임상미생물학(l) 및 실습

Clinical Microbiology(l) & Practice
3 2 2 일반과목

학기소계 21 16 10

3학년 1학기

전공선택 014012
혈청학실습

Clinical Serology Practice
1 2 일반과목

전공선택 014155
임상생리학실습

Clinical Physiology Practice
1 2 일반과목

전공선택 014168
임상혈액학(II) 실습

Clinical Hematology(II) Practice
1 2 일반과목

전공선택 014071
임상바이러스학

Clinical Virology
2 2 일반과목

전공선택 014193
임상경영관리

Clinical Laboratory Management
2 2 일반과목

2013학년도 임상병리과 교육과정 Department of Clinical Laboratory Sci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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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년 학기 이수구분 과목코드 과    목    명 학점
수업시수

강좌구분
이론 실기

3학년

1학기

전공선택 014170
의료관계법규

Medical Service Legislation
3 3 일반과목

전공선택 014208
조직검사학(II) 및 실습

Histotechnology(II) & Practice
3 2 2 일반과목

전공선택 014209
임상미생물학(II) 및 실습

Clinical Microbiology(II) & Practice
3 2 2 일반과목

전공선택 014210
임상화학(II) 및 실습

Clinical Chemistry(II) & Practice
3 2 2 일반과목

학기소계 19 13 12

2학기

전공선택 014195
심장초음파검사

Echocardiography
1 2 일반과목

전공선택 014196
임상진균학

Clinical Mycology
2 2 일반과목

전공선택 014194
임상세미나

Clinical Seminar
3 3 일반과목

전공선택 014211
공중보건학

Public Health
3 3 일반과목

전공선택 014106
임상실습

Compulsory Clinical Practice
10 20 현장실습

학기소계 19 8 22

총      계 123 87 64

2013학년도 임상병리과 교육과정 Department of Clinical Laboratory Sci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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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년 학기 이수구분 과목코드 과    목    명 학점
수업시수

강좌구분
이론 실기

1학년

1학기

교양필수 001010
종교와원불교

Religion and Won Buddhism
2 2 일반과목

교양필수 026031
NEAT 화상영어(l)
NEAT On-line English

2 2
온라인강의

(영)

교양선택 282014
생화학

Biochemistry
3 3 일반과목

전공필수 023150
해부학(l)
Anatomy (Ⅰ)

3 3 일반과목

전공필수 023158
생리학

Physiology
3 3 일반과목

전공선택 024036
한의학개론

Principle of the Oriental Medicine
2 2 일반과목

전공선택 026018
응급의학및실습

Emergency medicine and Practice
2 2 일반과목

전공선택 024072
의학용어

Medical Terminology
3 3 일반과목

전공선택 024152
물리치료학개론

Introduction of Physical Therapy
3 3 일반과목

학기소계 23 19 4

2학기

교양필수 001077
생활영어 II
Practical English ll

2 2 일반과목

교양선택 026008
임상심리학

Clinical psychology
3 3 일반과목

전공필수 023084
수치료학및실습

Hydrotherapy and Laboratory
2 1 2 일반과목

전공필수 026028
운동치료총론

Principle of Therapeutic Exercise
3 3 일반과목

전공선택 026025
경혈학

Pointology in Acupuncture
2 2 일반과목

전공선택 024154
해부학(II)
Anatomy (Ⅱ)

3 3 일반과목

전공선택 026019
신경생리학및실습

Neurophysiology and Practice
3 2 2 일반과목

전공선택 026020
피부과학

Physical Therapy for Integumentary System
3 3 일반과목

전공선택 984083
약리학

Pharmacology
3 3 일반과목

봉사 004045
사회봉사활동

Social Voluntary Activity
2 사회봉사

학기소계 26 18 8

2학년 1학기

전공필수 026029
근골격계진단및평가

Physical Therapy Examination and Evaluation for the Musculoskeletal System
2 1 2 일반과목

전공필수 023035
임상운동학

Clinical Kinesiology
3 2 2 일반과목

2013학년도 물리치료과 교육과정 Department of Physical Therap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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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년 학기 이수구분 과목코드 과    목    명 학점
수업시수

강좌구분
이론 실기

2학년

1학기

전공필수 026010
근골격계질환

Musculoskeletal System Diseases
3 3 일반과목

전공선택 024147
연구방법론

Research Mehtodology for Physical Therapy
2 1 2 일반과목

전공선택 024052
병리학

Pathology
3 3 일반과목

전공선택 024058
기능해부학및실습

Functional Anatomy and Practice
3 2 2 일반과목

전공선택 026021
임상의사결정

Clinical Decision Making
3 1 2 일반과목

전공선택 984084
운동생리학

Exercise Physiology
3 3 일반과목

학기소계 22 13 13

2학기

교양선택 282017
병원경영

Hospital Management
3 3 일반과목

전공필수 023075
보장구및의지학

Orthotics  and  Prosthetics
3 2 2 일반과목

전공필수 023152
전기치료학및실습(l)
Electrotherapy  and  Laboratory (Ⅰ)

3 2 2 일반과목

전공필수 026013
근골격계운동치료학및실습

Therapeutic Exercise and Practice for the Musculoskeletal System 
3 1 4 일반과목

전공필수 026015
신경계질환

Nervous System Diseases
3 3 일반과목

전공선택 026027
신경계진단및평가

Physical Therapy Examination and Evaluation for the Nervous System
2 1 2 일반과목

전공선택 026022
아동물리치료및실습

Pediatric Physical Therapy and Practice
3 2 2 일반과목

학기소계 20 14 12

3학년 1학기

전공필수 026026
재활의학

Rehabilitation Medicine
2 1 2 일반과목

전공필수 023147
전기치료학및실습(ll)
Electrotherapy and Laboratory (Ⅱ)

3 2 2 일반과목

전공필수 026016
신경계운동치료학및실습

Therapeutic Exercise and Practice for the Nervous System
3 1 4 일반과목

전공선택 026024
근거중심물리치료

Evidence-Based Practice for the Physical Therapy 
2 1 2 일반과목

전공선택 984087
치료적마사지

Therapeutic Massage
2 2 일반과목

전공선택 024080
공중보건학

PubIic Health
3 3 일반과목

전공선택 984086
의료법규

Medical Service Legislation 
3 3 일반과목

학기소계 18 11 12

2013학년도 물리치료과 교육과정 Department of Physical Therap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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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년 학기 이수구분 과목코드 과    목    명 학점
수업시수

강좌구분
이론 실기

3학년 2학기

전공선택 024105
스포츠물리치료및실습

Sports Physical Therapy and Practice
2 1 2 일반과목

전공선택 024106
노인학및실습

Geriatrics and Practice
2 1 2 일반과목

전공선택 024104
순환호흡계물리치료

Physical Therapy in Chest and Other Conditions
3 3 일반과목

전공선택 024159
정형물리치료

Orthopedic Physical Therapy
3 2 2 일반과목

전공선택 026030
임상실습

Clinical practice
5 20 현장실습

학기소계 15 7 26

총      계 124 82 75

2013학년도 물리치료과 교육과정 Department of Physical Therap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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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년 학기 이수구분 과목코드 과    목    명 학점
수업시수

강좌구분
이론 실기

1학년

1학기

교양필수 001010
종교와원불교

Religion and Won Buddhism
2 2 일반과목

교양필수 001011
생활영어 I
Practical English I

2 2 일반과목

교양선택 034086
의학영어

Medical English
2 2 일반과목

전공필수 033003
방사선물리학 1
Radiation Physics I

2 2 일반과목

전공필수 033025
전기공학

Electric Engineering
2 2 일반과목

전공필수 033034
영상정보학

Medical Image Technology
2 2 일반과목

전공필수 033122
인체해부학

Human Anatomy
2 2 일반과목

전공필수 033028
방사선감광학

Radiation Photography
3 3 일반과목

전공선택 034033
병리학

Pathology
2 2 일반과목

전공선택 034136
원자력관계법령

Nuclear Energy-Related Laws
3 3 일반과목

학기소계 22 20 2

2학기

교양필수 001077
생활영어 II
Practical English ll

2 2 일반과목

교양선택 002126
TOEIC
TOEIC

2 2 일반과목

교양선택 034071
전공영어

Radiologic English
2 2 일반과목

전공필수 033133
인체해부학실습

Human Anatomy Practice
1 2 일반과목

전공필수 033004
방사선물리학 2
Radiation Physics II

2 2 일반과목

전공필수 033124
방사선기기학 1
Radiation installation 1

2 2 일반과목

전공필수 033125
진료영상학 1-1
Radiotraphic Technology l-l

2 2 일반과목

전공필수 033024
생리학

Physiology
3 3 일반과목

전공선택 034037
방사선감광학실습

Radiographic Photography Practice
2 4 일반과목

전공선택 034058
전자공학

Electronic Engineering
2 2 일반과목

봉사 004045
사회봉사활동

Social Voluntary Activity
2 사회봉사

학기소계 22 15 8

2013학년도 방사선과 교육과정 Department of Medical Radi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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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5Ⅱ. 학사

학년 학기 이수구분 과목코드 과    목    명 학점
수업시수

강좌구분
이론 실기

2학년

1학기

전공필수 033013
방사선치료학 1
Radiation Therapy I

2 2 일반과목

전공필수 033032
공중보건학

Public health
2 2 일반과목

전공필수 033130
진료영상학 1-2
Radiotraphic Technology l-ll

2 2 일반과목

전공필수 033131
핵의학기술학 1
Nuclear Medicine Technology l

2 2 일반과목

전공선택 034137
치과방사선학

Dental Radiology
1 1 일반과목

전공선택 034019
보건법규

Public Health Act
2 2 일반과목

전공선택 034075
병원실무실습

Hospital Management Practice
2 2 일반과목

전공선택 034082
영상정보실습

lmaginology Practictice
2 4 일반과목

전공선택 034131
방사선기기학 2
Radiation Installation(II)

2 2 일반과목

전공선택 034017
방사선관리학

Radiation Management
3 3 일반과목

학기소계 20 16 6

2학기

전공필수 033014
방사선치료학 2
Radiation Therapy II

2 2 일반과목

전공필수 033046
컴퓨터단층촬영학

Computed Tomography
2 2 일반과목

전공필수 033132
핵의학기술학 2
Nuclear Medicine Technology ll

2 2 일반과목

전공필수 033139
진료영상학2
Radiographic Technology2

2 2 일반과목

전공필수 033140
진료영상학3
Radiographic Technology3

2 2 일반과목

전공선택 034040
초음파검사학

Ultrasonography
2 2 일반과목

전공선택 034123
진료영상학1실습

Radiographic Technology Practice(l)
2 4 일반과목

전공선택 034132
전기전자기초실습

Electric&electronic engineering basic practice
2 3 일반과목

전공선택 034005
방사선생물학

Radiation Biology
3 3 일반과목

전공선택 034072
방사선계측학

Radiation Measurement
3 3 일반과목

학기소계 22 18 7

3학년 1학기 전공선택 034015
방사선치료실습

Radiation Therapy practice
2 3 일반과목

2013학년도 방사선과 교육과정 Department of Medical Radi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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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6 Ⅱ. 학사

학년 학기 이수구분 과목코드 과    목    명 학점
수업시수

강좌구분
이론 실기

3학년

1학기

전공선택 034041
자기공명영상학

Magnetic Reaonance lmaging
2 2 일반과목

전공선택 034044
방사선진료환자간호

Radiologic patient care
2 2 일반과목

전공선택 034046
방사선계측학실습

Radiation Measurement practice
2 3 일반과목

전공선택 034076
초음파검사실습

Sonographic Practice
2 4 일반과목

전공선택 034078
핵의학실습

Nuclear Medicine Practice
2 3 일반과목

전공선택 034117
진료영상학2실습

Radiographic Technology Practice(ll)
2 4 일반과목

전공선택 034118
진료영상학3실습

Radiographic Technology Practice(lll)
2 2 일반과목

학기소계 16 4 19

2학기

전공선택 034138
비전리방사선학

Non Ion Radiology
1 1 일반과목

전공선택 034049
의용공학

Medical Engineening
2 2 일반과목

전공선택 034124
진료영상학4실습

Radiographic Technology Practice(V)
2 2 일반과목

전공선택 034133
방사선과학세미나실습

Radiologic Science Seminar
2 2 일반과목

전공선택 034121
영상해부학및실습

Radiographic Anatomy
3 3 일반과목

전공선택 034073
임상실습

Radiotechnolgic Clinical Practice
10 20 현장실습

학기소계 20 3 27

총      계 122 76 69

2013학년도 방사선과 교육과정 Department of Medical Radi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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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7Ⅱ. 학사

학년 학기 이수구분 과목코드 과    목    명 학점
수업시수

강좌구분
이론 실기

1학년

1학기

교양필수 001010
종교와원불교

Religion and Won Buddhism
2 2 일반과목

교양필수 044223
NEAT 화상영어Ⅰ

NEAT Online EnglishⅠ
2 2

온라인강의
(영)

교양선택 002063
생활체육

Sport for all
2 2 일반과목

교양선택 002096
생활한문

Life Chinese
2 2 일반과목

전공필수 043117
치아형태학1
Dental Morphology I

2 2 일반과목

전공필수 043171
치과재료학I
Dental Materials I

3 3 일반과목

전공선택 044145
충전학

Operative dentistry
2 2 일반과목

전공선택 044065
구강해부학

Oral Anatomy
3 3 일반과목

전공선택 044103
치아형태학 및 실습 1
 Dental Morphology & Pratice I

3 1 3 일반과목

학기소계 21 17 5

2학기

교양필수 044224
NEAT 화상영어 II
NEAT Online English II

2 2
온라인강의

(영)

교양선택 044211
사회심리학

Social Psychology
2 2 일반과목

전공필수 043072
치아형태학 II
Dental Morphology II

2 2 일반과목

전공필수 043172
치과재료학II
Dental Materials II

3 3 일반과목

전공필수 044196
총의치학I
Complete Denture Prosthodontics I

3 3 일반과목

전공필수 044197
국부의치학I
Partial Denture Prosthodontics I

3 3 일반과목

전공선택 044115
교합학

Occlusion
2 2 일반과목

전공선택 984027
금속주조학

Metal Casting
2 2 일반과목

전공선택 984026
치아형태학 및 실습II
 Dental Morphology & Pratice II

3 1 3 일반과목

봉사 004045
사회봉사활동

Social Voluntary Activity
2 사회봉사

학기소계 24 18 5

2학년 1학기

전공필수 044187
치과도재학

Dental Porcelain Prosthodontics
3 3 일반과목

전공필수 044189
관교의치학I
Crown & Bridge  Prosthodontics I

3 3 일반과목

2013학년도 치기공과 교육과정 Department of Dental Laboratory Technolog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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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8 Ⅱ. 학사

학년 학기 이수구분 과목코드 과    목    명 학점
수업시수

강좌구분
이론 실기

2학년

1학기

전공필수 044190
국부의치학II
Partial Denture Prosthodontics II

3 3 일반과목

전공필수 044191
총의치학II
Complete Denture Prosthodontics II

3 3 일반과목

전공필수 044208
치과교정학I
Orthodontics I

3 3 일반과목

전공선택 044116
교합면형성실습

Pratices of  Occlusal Anatomy
2 1 2 일반과목

전공선택 044207
관교의치학 및 실습I
Crown & Bridge Prosthodontics & Pratice I

3 1 3 일반과목

학기소계 20 17 5

2학기

전공필수 044202
관교의치학II
Crown & Bridge Prosthodontics II

3 3 일반과목

전공필수 044203
치과교정학II
Orthodontics II

3 3 일반과목

전공선택 044105
치과교정학 및 실습 1
Orthodontics & Pratice I

3 1 3 일반과목

전공선택 044199
총의치학 및 실습I
Complete Denture Prosthodontics & Pratice I

3 1 3 일반과목

전공선택 044200
국부의치학 및 실습I
Partial Denture Prosthodontics & Pratice I

3 1 3 일반과목

전공선택 044201
관교의치학 및 실습II
Crown & Bridge Prosthodontics & Pratice II

3 1 3 일반과목

전공선택 044222
치과도재학 및 실습 I
Dental Porcelain Prosthodontics & Pratice I

3 1 3 일반과목

학기소계 21 11 15

3학년 1학기

전공필수 044217
치과보철학 및 실습 I
Dental Prosthodontics & Pratice I

1 1 2 일반과목

전공선택 044018
공중구강보건학

Public health Dentistry
2 2 일반과목

전공선택 044192
어태치먼트학실습

Pratice of Dental Attachment
2 3 일반과목

전공선택 044193
관교의치학실습III
Pratice of Crown & Bridge Prosthodontics III

2 3 일반과목

전공선택 044220
치과교정학 및 실습II
Orthodontics & Pratice II

2 1 2 일반과목

전공선택 044195
총의치학 및 실습 II
Complete Denture Prosthodontics & pratice II

3 1 3 일반과목

전공선택 044209
국부의치학 및 실습II
Partial Denture Prosthodontics & Pratice II

3 1 3 일반과목

전공선택 044219
치과도재학 및 실습II
 Dental Porcelain Prosthodontics & Pratice II

3 1 3 일반과목

학기소계 18 7 19

2013학년도 치기공과 교육과정 Department of Dental Laboratory Technolog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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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9Ⅱ. 학사

학년 학기 이수구분 과목코드 과    목    명 학점
수업시수

강좌구분
이론 실기

3학년 2학기

전공필수 044218
치과보철학 및 실습 II
Dental Prosthodontics & Pratice II

1 1 2 일반과목

전공선택 044070
치과도재학실습 III
Practice of Dental Porcelain Prosthodontics III

2 3 일반과목

전공선택 044204
국부의치학실습III
Pratice of Partial Denture Prosthodontics III

2 3 일반과목

전공선택 044205
총의치학실습III
Pratice of Complete Denture Prosthodontics III

2 3 일반과목

전공선택 044215
의료관계법규

Public health act
2 2 일반과목

전공선택 044216
매식의치학 및 실습

Dental Implant Prosthodontics
2 1 2 일반과목

전공선택 044221
CAD/CAM학실습

CAD/CAM Prosthodontics Pratice
2 3 일반과목

전공선택 044170
임상실습

Clinical Pratice
6 12 현장실습

학기소계 19 4 28

총      계 123 74 77

2013학년도 치기공과 교육과정 Department of Dental Laboratory Technolog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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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0 Ⅱ. 학사

학년 학기 이수구분 과목코드 과    목    명 학점
수업시수

강좌구분
이론 실기

1학년

1학기

교양필수 001011
생활영어 I
Practical English I

2 2 일반과목

교양선택 002109
공중보건학

Public Health
3 3 일반과목

전공필수 983030
식품미생물학실험

Food Microbiology and Experiment
2 3 일반과목

전공필수 053060
기초영양학

Basic Nutrition
3 3 일반과목

전공필수 053061
식품미생물학

Food Microbiology
3 3 일반과목

전공선택 054137
제과제빵실습l
Experimental confectionery I

2 3 일반과목

전공선택 984041
한국조리실습

Korean Cook Practice
2 3 일반과목

전공선택 984045
일반화학실험

Experiment of Chemistry
2 3 일반과목

전공선택 054002
일반화학

Chemistry
3 3 일반과목

학기소계 22 12 14

2학기

교양필수 001010
종교와원불교

Religion and Won Buddhism
2 2 일반과목

교양필수 001077
생활영어 II
Practical English ll

2 2 일반과목

전공필수 053070
식품화학실험

Food Chemistry Experiment
2 3 일반과목

전공필수 053096
고급영양학

Advanced Nutrition
3 3 일반과목

전공필수 983029
식품화학

Food Chemistry
3 3 일반과목

전공선택 054138
제과제빵실습ll
Experimental confectionery II

1 2 일반과목

전공선택 054006
유기화학

Organic Chemistry
2 2 일반과목

전공선택 054168
조리원리

Principles of Cookery
2 2 일반과목

전공선택 054171
식생활과문화

dietary life and culture
2 2 일반과목

전공선택 984040
서양조리실습

Practice in Western Cuisine
2 3 일반과목

전공선택 054173
식사요법 및 실습

Diet Therapy and Pracice
3 5 일반과목

봉사 004045
사회봉사활동

Social Voluntary Activity
2 사회봉사

학기소계 26 14 15

2013학년도 식품영양과 교육과정 Department of Food and Nutri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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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1Ⅱ. 학사

학년 학기 이수구분 과목코드 과    목    명 학점
수업시수

강좌구분
이론 실기

2학년

1학기

전공필수 054172
단체급식 및 실습 
Food service Management and practice

3 5 일반과목

전공선택 984042
식품가공저장실험

Experiment of food processing preservation
1 2 일반과목

전공선택 054074
급식경영학

Food service Management
2 2 일반과목

전공선택 054131
식품가공 및 저장학

Food Processing and Preservation
2 2 일반과목

전공선택 054166
조리과학 및 실험

Sclentific study of Food and Lab
2 3 일반과목

전공선택 054170
기능성식품학

Food funtional
2 2 일반과목

전공선택 054084
생화학

Biochemistry
3 3 일반과목

전공선택 054090
생애주기영양학

Nutrition throughout the life cycle
3 3 일반과목

전공선택 054099
생리학

Physiology
3 3 일반과목

전공선택 054109
환경위생학

Environmental hygiene
3 3 일반과목

학기소계 24 18 10

2학기

전공필수 053012
식품위생학

Food Hygiene
2 2 일반과목

전공필수 053065
식품위생학실험

Food Hygiene Experiment
2 3 일반과목

전공필수 983028
영양사 현장실습

Dietitian and field practices
2 4 현장실습

전공선택 004054
창업과 기업가정신

The Establishment of a Business and the Spirit of Enterprisers
2 2 일반과목

전공선택 054177
캡스톤디자인

Capstone Design
2 3 현장실습

전공선택 054178
임상영양학

Clinical Nutrition
2 2 일반과목

전공선택 054094
식품위생관계법규

Food and hygiene Law
3 3 일반과목

전공선택 054130
위생곤충학

Medical Entomology
3 3 일반과목

전공선택 054176
영양판정 및 실습 
Nutrition Assessment and Practice

3 4 일반과목

전공선택 984044
영양교육 및 상담

 Nutrition education and counseling
3 3 일반과목

학기소계 24 15 14

총      계 96 59 53

2013학년도 식품영양과 교육과정 Department of Food and Nutri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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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2 Ⅱ. 학사

학년 학기 이수구분 과목코드 과    목    명 학점
수업시수

강좌구분
이론 실기

1학년

1학기

교양필수 004046
NEAT화상영어 I
NEAT Online English  I

2 2
온라인강의

(영)

교양선택 064170
보건교육학

Health Education
2 2 일반과목

전공필수 063060
치과위생학개론

A survey of Dental Hygienic
2 2 일반과목

전공필수 063086
치아형태학

Dental Morphology
3 3 일반과목

전공선택 064053
치의학용어

Dental Terminology
2 2 일반과목

전공선택 064158
치과영양실무

Nutrition in Dentistry practice
2 2 일반과목

전공선택 064180
해부생리학

Anatomy Physiology
2 2 일반과목

전공선택 064144
구강해부학

Oral Anatomy
3 3 일반과목

학기소계 18 14 4

2학기

교양필수 001010
종교와원불교

Religion and Won Buddhism
2 2 일반과목

교양필수 004047
NEAT화상영어 II
NEAT Online English  II

2 2
온라인강의

(영)

교양선택 064171
보건교육방법론

Health Education Methodology
2 2 일반과목

전공필수 063076
치면세마실습(I)
Practice of oral Prophylaxis (I)

1 2 일반과목

전공필수 063100
치아형태학실습

Practice of Dental Morphology
1 2 일반과목

전공필수 063063
치면세마론

Lecture of oral Prophylaxis
2 2 일반과목

전공필수 063071
구강보건교육학

Dental Medical care lnsurance
2 2 일반과목

전공필수 063082
치주학

Periodontology
2 2 일반과목

전공선택 064033
구강조직및발생학

Oral Histology & Embryology
2 2 일반과목

전공선택 064152
치과감염관리학

Infection Control
2 2 일반과목

전공선택 064178
보건학

Public Health
2 2 일반과목

봉사 004045
사회봉사활동

Social Voluntary Activity
2 사회봉사

학기소계 22 16 6

2학년 1학기 전공필수 063077
예방치과학

Preventive Dentistry Lecture
1 1 일반과목

2013학년도 치위생과 교육과정 Department of Dental Hygie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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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3Ⅱ. 학사

학년 학기 이수구분 과목코드 과    목    명 학점
수업시수

강좌구분
이론 실기

2학년

1학기

전공필수 063078
치주학

Periodontology
1 1 일반과목

전공필수 063137
임상전단계실습(1)

Practice of Dental Clinic(l)
1 2 일반과목

전공필수 064175
구강보건교육학 실습I
Dental Health Education Lecture I

1 2 일반과목

전공필수 063148
예방치과학실습I
Preventive Dentistry Lecture & Laboratory I

2 2 일반과목

전공필수 063099
치과방사선학

Dental Radiology
3 3 일반과목

전공필수 064185
치면세마실습Ⅱ

ScalingⅡ
3 4 일반과목

전공선택 064148
치과방사선학실습I
Raboratory of Oral radiology I

1 2 일반과목

전공선택 064003
구강미생물학

Oral microbiology
2 2 일반과목

전공선택 064011
구강병리학

Oral Pathology
2 2 일반과목

전공선택 064023
치과재료학

Dental Material Science
2 2 일반과목

전공선택 064065
치과보존학

Conservative Dentistry
2 2 일반과목

전공선택 064070
구강생리학

Oral physiology
2 2 일반과목

학기소계 23 15 12

2학기

전공필수 063136
예방치과학실습(2)

Preventive Dentistry Lecture & Laboratory(ll)
1 2 일반과목

전공필수 063138
임상전단계실습(2)

Practice of Dental Clinic(ll)
1 2 일반과목

전공필수 064176
구강보건교육학 실습II
Dental Health Education Lecture II

1 2 일반과목

전공필수 063067
공중구강보건학

Public Health Dentistry
2 2 일반과목

전공필수 063119
예방치과학

Preventive Dentistry
2 2 일반과목

전공필수 064186
치면세마실습Ⅲ

ScalingⅢ
3 4 일반과목

전공선택 064067
치과보철학

Prosthodontics
2 2 일반과목

전공선택 064068
구강외과학

Maxillofacial Surgery
2 2 일반과목

전공선택 064071
치과교정학

Orthodontics
2 2 일반과목

전공선택 064187
치과재료학실습

Dental Therapeutics Lecture
3 4 일반과목

2013학년도 치위생과 교육과정 Department of Dental Hygie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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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4 Ⅱ. 학사

학년 학기 이수구분 과목코드 과    목    명 학점
수업시수

강좌구분
이론 실기

2학년 2학기

전공선택 064188
치과방사선실습II
Raboratory of Oral radiology II

3 4 일반과목

학기소계 22 10 18

3학년

1학기

전공필수 063145
치면세마실습IV
Practice of Oral Prophylaxis lV

1 2 일반과목

전공필수 064174
구강보건행정학

Oral Health Administratics
2 2 일반과목

전공선택 064182
지역사회구강보건실습 I
Community of Oral Health PracticeI

1 2 인터넷강의

전공선택 064183
지역사회구강보건실습 II
Community of Oral Health PracticeII

1 2 일반과목

전공선택 064189
임상전단계실습(Ⅲ)

Practice of Dental Clinic(Ⅲ)
1 2 일반과목

전공선택 064007
치과약리학

Dental Pharmacology
2 2 일반과목

전공선택 064072
소아치과학

Pedodontics
2 2 일반과목

전공선택 064074
치과생활영어

Dentistry English
2 2 일반과목

전공선택 064172
보건의사소통

Health Communication
2 2 일반과목

전공선택 064173
보건프로그램개발 및 평가

Health program development & assessment
2 2 일반과목

전공선택 984103
치과건강보험I
Health Insurance of Dental (I)

2 2 일반과목

학기소계 18 14 8

2학기

전공필수 063146
치면세마실습V
Practice of Oral Prophylaxis V

1 2 일반과목

전공선택 064075
치과응급처치실습

Practice of Dental emergency care
1 2 일반과목

전공선택 064034
구강보건통계학

Dental Health Statistics
2 2 일반과목

전공선택 064164
치위생세미나

Dental Hygienist seminar
2 2 일반과목

전공선택 064179
보건의료법규

Health medical Statutes
2 2 일반과목

전공선택 984104
치과건강보험II
Health Insurance of Dental (II)

2 2 일반과목

전공선택 064150
임상실습

Clinical Practice
10 20 현장실습

학기소계 20 6 26

총      계 123 75 74

2013학년도 치위생과 교육과정 Department of Dental Hygie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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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5Ⅱ. 학사

학년 학기 이수구분 과목코드 과    목    명 학점
수업시수

강좌구분
이론 실기

1학년

1학기

교양필수 001011
생활영어 I
Practical English I

2 2 일반과목

교양필수 004046
NEAT화상영어 I
NEAT Online English  I

2 2
온라인강의

(영)

교양선택 004014
자기개발과 리더쉽

Selt- Development and Leadership
2 2 일반과목

전공필수 086008
의학용어1
Medical TerminologyⅠ

3 3 일반과목

전공선택 086009
보험과생활

Insusrance & Life
2 2 일반과목

전공선택 086044
컴퓨터활용

Computer Driving Practice
2 3 일반과목

전공선택 084134
병원경영학

HospitaI Administration
3 3 일반과목

전공선택 086026
해부학

Anatomy
3 3 일반과목

학기소계 19 13 7

2학기

교양필수 001010
종교와원불교

Religion and Won Buddhism
2 2 일반과목

교양선택 086046
NEAT화상영어 Ⅱ
NEAT Online English (Ⅱ)

2 2
온라인강의

(영)

교양선택 282010
의학영어

Medical English
2 2 일반과목

전공필수 086028
건강보험론

Health Insurance
2 2 일반과목

전공필수 086029
원무관리실무

Practice of Hospital Management
2 2 일반과목

전공필수 086030
의무기록정보관리학

Medical Record Information Management
3 3 일반과목

전공선택 086012
보험계약법

Insurance Contract Law
2 2 일반과목

전공선택 084060
생리학

Physiology
3 3 일반과목

전공선택 086011
의학용어 2
Medical Terminology II

3 3 일반과목

봉사 004045
사회봉사활동

Social Voluntary Activity
2 사회봉사

학기소계 23 19 2

2학년 1학기

전공필수 083058
질병및수술분류 1
Classification of Diseases and Operations I

2 3 일반과목

전공선택 084001
의무기록실무 1
Medical Record Practice I

1 2 일반과목

전공선택 086015
진단검사의학

Laboratory Medicine
2 2 일반과목

2013학년도 의무행정과 교육과정 Department of Medical Administr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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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6 Ⅱ. 학사

학년 학기 이수구분 과목코드 과    목    명 학점
수업시수

강좌구분
이론 실기

2학년

1학기

전공선택 086016
건강보험청구 1
Practice of Health Insurance ClaimⅠ

2 3 일반과목

전공선택 086017
방사선과핵의학

Radiology & Nuclear Medicine
2 2 일반과목

전공선택 086032
병원통계실무

Practice of Hospital Statistics
2 2 일반과목

전공선택 086033
병원전산실무

Practice of Hospital Computer System
2 3 일반과목

전공선택 086047
의무기록실무용어

Medeical Record Practice Terminology
2 2 일반과목

전공선택 086013
병리학

Pathology
3 3 일반과목

전공선택 086031
공중보건학

Public Health
3 3 일반과목

학기소계 21 12 13

2학기

전공필수 086019
내과계의무기록실무

Medical Record Practice for Internal Medicine
2 3 일반과목

전공선택 084087
의무기록전사

Practice of Medical Record Transcription
1 2 일반과목

전공선택 004054
창업과 기업가정신

The Establishment of a Business and the Spirit of Enterprisers
2 2 일반과목

전공선택 084053
병원재무회계

Practice of Hospital Finance Accounting
2 3 일반과목

전공선택 084085
병원조직인사론

Hospital Organization and Personnel Management
2 2 일반과목

전공선택 086018
건강보험청구 2
Practice of Health Insurance ClaimⅡ

2 3 일반과목

전공선택 086036
질병및수술분류 2
Classification of Diseases and OperationsⅡ

2 3 일반과목

전공선택 086037
적정진료보장

Quality Assurance
2 2 일반과목

전공선택 086049
캡스톤디자인

Capstone Design
2 3 현장실습

전공선택 086034
임상약리학

Clinical Pharmacology
3 3 일반과목

전공선택 086035
의료정보관리학

Medical Information Management
3 3 일반과목

학기소계 23 12 17

3학년 1학기

전공필수 083044
의료관계법규

Medical Law
2 2 일반과목

전공선택 086020
자보및산재보험청구

Claims of Automobile Insurance and Industrial Accident Compensation Insurance
2 3 일반과목

전공선택 086021
외과계의무기록실무

Medical Record Practice for Surgery Parts
2 3 일반과목

2013학년도 의무행정과 교육과정 Department of Medical Administr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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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7Ⅱ. 학사

학년 학기 이수구분 과목코드 과    목    명 학점
수업시수

강좌구분
이론 실기

3학년

1학기

전공선택 086027
의료데이타베이스

Practice of Medical Database
2 3 일반과목

전공선택 086040
암등록

Cancer Registration
2 1 2 일반과목

전공선택 086042
손해사정실무

Practice of Claim Adjustment
2 3 일반과목

전공선택 086043
병원경영통계

Hospital Administration Statistics
2 3 일반과목

전공선택 984073
DRG포괄수가제

Practice of Diagnosis Related Group
2 2 일반과목

전공선택 086041
병원마케팅

Hospital Marketing
3 3 일반과목

학기소계 19 6 19

2학기

전공필수 083057
임상실습

Clinical Laboratory
3 3 현장실습

전공선택 086014
의학용어 3
Medical Terminology III

2 2 일반과목

전공선택 086023
건강보험심사

Practice of Health Insurance Review
2 3 일반과목

전공선택 086045
질병및수술분류 3
Classification of Diseases and Operations III

2 2 일반과목

전공선택 086022
임상의학

Clinical Medicine
3 3 일반과목

전공선택 086024
보건정보관리학

Health Information Management
3 3 일반과목

전공선택 086038
의무기록실무 2
Medical Record Practice Ⅱ

3 3 일반과목

학기소계 18 11 8

총      계 123 73 66

2013학년도 의무행정과 교육과정 Department of Medical Administr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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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8 Ⅱ. 학사

학년 학기 이수구분 과목코드 과    목    명 학점
수업시수

강좌구분
이론 실기

1학년

1학기

교양필수 095024
NEAT화상영어Ⅰ

NEAT online english
2 2

온라인강의
(영)

전공필수 093008
유아교육개론

Introduction to Children Education
3 3 일반과목

전공필수 093028
아동발달

Children Development
3 3 일반과목

전공필수 093061
놀이지도

Play Guidance
3 2 2 일반과목

전공선택 094055
유아미술교육

Fine Art Education for Children
2 1 2 일반과목

전공선택 094094
유아음악교육

Music Education for Children
2 1 2 일반과목

전공선택 094110
유아동작교육 l
Movement Education of Children I

2 4 일반과목

전공선택 094049
유아수교육

Mathematics Education for Children
3 2 2 일반과목

교직 095009
교육학개론

Introduction to Education
3 3 일반과목

학기소계 23 15 14

2학기

교양필수 001010
종교와원불교

Religion and Won Buddhism
2 2 일반과목

교양선택 095020
의사소통

Communication
2 2 일반과목

전공필수 093054
교수매체 l
Instruction Media I

2 2 일반과목

전공필수 093058
언어지도

Language Education for Children
3 2 2 일반과목

전공선택 094111
유아동작교육 ll
Movement Education of Children II

1 2 일반과목

전공선택 094085
기악

Piano
2 2 일반과목

전공선택 094096
유아컴퓨터

Computer for Children
2 2 일반과목

전공선택 094119
아동건강교육

Health Education for Children
3 2 2 일반과목

교직 505040
교육심리학

Educational Psychology
3 3 일반과목

학기소계 20 11 12

2학년 1학기

교양필수 095025
NEAT화상영어Ⅱ

NEAT online english
2 2

온라인강의
(영)

교양선택 095021
다문화가정의 이해

Understanding of Multicultural Family
2 2 일반과목

전공필수 093016
유아사회교육

Social Education for Children
3 2 2 일반과목

2013학년도 유아교육과 교육과정 Department of Early Childhood Educ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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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9Ⅱ. 학사

학년 학기 이수구분 과목코드 과    목    명 학점
수업시수

강좌구분
이론 실기

2학년

1학기

전공필수 093017
유아과학교육

Science Education for Children
3 2 2 일반과목

전공필수 093022
부모교육

Parent Education
3 3 일반과목

전공선택 094092
반주법

Piano Accompaniment
2 4 일반과목

전공선택 094113
현장교육세미나

Actual Education Seminar
2 2 일반과목

전공선택 094014
아동문학

Children Literature
3 2 2 일반과목

교직 095006
교과교육론

Educational Theory about Curriculum
2 2 일반과목

교직 095018
교육과정

Curriculum
2 2 일반과목

학기소계 24 15 14

2학기

전공필수 093057
교수매체II
Instruction Media II

1 2 일반과목

전공필수 093010
유아교육과정

Curriculum for Children
3 3 일반과목

전공선택 094097
창작공예

Creative Art
2 1 2 일반과목

전공선택 094100
유아관찰학습

Observation study of Children
2 1 2 일반과목

전공선택 094112
유아교육사상사

Historical and philosophical foundation Children
2 2 일반과목

전공선택 094064
아동생활지도

Guidance of The Young Child
3 3 일반과목

교직 095002
교육철학및교육사

Educational Philosophy and History
2 2 일반과목

교직 095017
교육봉사활동

Educational Voluntary Service
2 2 일반과목

교직 505050
교과교재연구및지도법

Teaching Theory about Curriculum 
3 2 2 일반과목

봉사 004045
사회봉사활동

Social Voluntary Activity
2 2 사회봉사

학기소계 22 14 12

3학년 1학기

교양선택 002184
멀티미디어교육 및 실습

Education of Multimedia and Practice
2 1 2 일반과목

전공필수 093059
교사교육론

Early Children Teacher Education
3 3 일반과목

전공선택 094033
유아연구

Research for Children
2 2 일반과목

전공선택 094102
몬테소리

Montessori method
2 1 2 일반과목

2013학년도 유아교육과 교육과정 Department of Early Childhood Educ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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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0 Ⅱ. 학사

학년 학기 이수구분 과목코드 과    목    명 학점
수업시수

강좌구분
이론 실기

3학년

1학기

전공선택 094107
영유아프로그램

Children  education program
3 3 일반과목

교직 095008
교육실습

Educational Training
2 4 일반과목

교직 095015
논리및 논술

Logic and Essay
2 2 일반과목

교직 095019
특수교육학개론

Introduction to Exceptional  Education
2 2 일반과목

교직 505043
교육사회학

Educational Sociology
3 3 일반과목

학기소계 21 17 8

2학기

전공선택 094133
유아국악

Korean music for Children
1 2 일반과목

전공선택 094129
프로젝트접근법

Project approach
2 2 일반과목

전공선택 094002
아동복지

Child Welfare
3 3 일반과목

전공선택 094122
운영관리

Management
3 3 일반과목

전공선택 094134
정신건강론

Mental health
3 3 일반과목

교직 095016
교직실무

Educational Practice
2 2 일반과목

교직 095038
학교폭력예방의 이론과 실제

The Theory and Practice for the Prevention of School Violence 
2 2 일반과목

교직 505012
교육방법및교육공학

Educational Method and Technology
2 2 일반과목

교직 505024
교육행정및교육경영

Educational Administration
2 2 일반과목

교직 505052
보육실습

Nurturing Practice
2 4 일반과목

학기소계 22 15 10

총      계 132 87 70

2013학년도 유아교육과 교육과정 Department of Early Childhood Educ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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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1Ⅱ. 학사

학년 학기 이수구분 과목코드 과    목    명 학점
수업시수

강좌구분
이론 실기

1학년

1학기

교양필수 001010
종교와원불교

Religion and Won Buddhism
2 2 일반과목

교양필수 134180
NEAT화상영어I 
NEAT Online English I 

2 2
온라인강의

(영)

교양선택 992198
생물학개론

Introduction to Biology
3 3 인터넷강의

전공필수 133091
기하광학Ⅰ연습

Geometrical Optics  Exercise I
1 2 일반과목

전공필수 133090
기하광학Ⅰ

Geometric Optics I
2 2 일반과목

전공필수 133056
안경학개론

Introduction to Ophthalmic Optics
3 3 일반과목

전공선택 134127
안광학기기실습 l
Practice in Optometric Instrumentation  l

1 2 일반과목

전공선택 134088
안경수학

Glasses Mathematics
3 3 일반과목

학기소계 17 13 6

2학기

교양필수 134181
NEAT화상영어Ⅱ

NEAT Online English Ⅱ 
2 2

온라인강의
(영)

교양선택 134177
서비스예절론

service manners
2 1 2 일반과목

교양선택 282023
물리학

Physics
3 3 일반과목

전공필수 133093
안경광학Ⅰ연습

Ocular Optics l Practice
1 2 일반과목

전공필수 133096
시기해부학 실습

Visual Anatomy Practice
1 2 일반과목

전공필수 133015
시기해부학

Visual Anatomy
2 2 일반과목

전공필수 133092
안경광학Ⅰ

Ocular Optics I
2 2 일반과목

전공선택 134006
렌즈가공실습

Lens Dispensing Laboratory
1 2 일반과목

전공선택 134095
기하광학실험

Geometrical Optics Practice
1 2 일반과목

전공선택 134134
안광학기기실습 2
Practice in Optometric Instrumentation 2

1 2 일반과목

전공선택 134153
기하광학Ⅱ 연습

Geometrical Optics 2 Exercise
1 2 일반과목

전공선택 134152
기하광학Ⅱ

Geometric Optics ll
2 2 일반과목

봉사 004045
사회봉사활동

Social Voluntary Activity
2 사회봉사

학기소계 21 10 16

2013학년도 안경광학과 교육과정 Department of Ophthalmic Optic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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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2 Ⅱ. 학사

학년 학기 이수구분 과목코드 과    목    명 학점
수업시수

강좌구분
이론 실기

2학년

1학기

교양선택 282005
실용회화 1
Functional English 1

1 2 일반과목

전공필수 133013
안경재료학 1
Ocular Materials I

2 2 일반과목

전공필수 133016
시기생리학

Visual Physiology
2 2 일반과목

전공필수 133075
안경조제학

Opthalmic Dispensing
3 3 일반과목

전공필수 133078
자각식굴절검사및실습

Subjective Refraction & Practice
3 2 2 일반과목

전공선택 134104
물리광학실험

Physical Optics Practice
1 2 일반과목

전공선택 134155
안경광학Ⅱ 연습

Ocular Optics II Practice
1 2 일반과목

전공선택 134054
안경원운영요강

Optician Management
2 2 일반과목

전공선택 134146
일반안경조제실습

General Ophthalmic Dispensing
2 1 2 일반과목

전공선택 134154
안경광학Ⅱ

Ocular Optics II
2 2 일반과목

전공선택 134105
물리광학

Physical Optics
3 3 일반과목

학기소계 22 17 10

2학기

전공필수 133097
기초콘택트렌즈

Basic Contac lens
3 3 일반과목

전공선택 134162
안경광학Ⅲ 연습

Ocular Optics Ⅲ Practice
1 2 일반과목

전공선택 134169
소프트콘택트렌즈실습

Soft Contact lens Practice
1 2 일반과목

전공선택 134099
안경재료학 2
Ocular Materials ll

2 2 일반과목

전공선택 134115
응용안경조제실습

Advenced Ophthalmic Dispensing
2 1 2 일반과목

전공선택 134116
다초점안경조제학

Progressive Optical Dispensing
2 2 일반과목

전공선택 134161
안경광학Ⅲ

Ocular Optics Ⅲ
2 2 일반과목

전공선택 134156
타각식굴절검사 및 실습

Objective Refraction & Practice
3 2 2 일반과목

전공선택 134157
양안시

Binocular Vision
3 3 일반과목

전공선택 984112
안질환I
Ocular disease

3 3 일반과목

학기소계 22 18 8

2013학년도 안경광학과 교육과정 Department of Ophthalmic Optic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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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3Ⅱ. 학사

학년 학기 이수구분 과목코드 과    목    명 학점
수업시수

강좌구분
이론 실기

3학년

1학기

전공선택 134142
다초점안경조제실습

Progressive Ophthalmic Dispensing
1 2 일반과목

전공선택 134110
하드콘택트렌즈실습

Hard Contact Lens Practice
2 1 2 일반과목

전공선택 134160
특수콘택트렌즈

Special contact lens
2 2 일반과목

전공선택 134166
양안시검사 및 실습1
Practice in Binocular Vision 1

2 1 2 일반과목

전공선택 134172
안경광학IV
Ocular Optics IV

2 2 일반과목

전공선택 134124
안경조정이론및실습

Fitting & Practice
3 2 2 일반과목

전공선택 134164
임상굴절검사이론 및 실습

Practice in Clinical Optometry
3 2 2 일반과목

전공선택 134165
사시학 및 실험

Strabismus & Practice
3 2 2 일반과목

전공선택 984114
안광학기기

Optometry Instrumentation
3 3 일반과목

학기소계 21 15 12

2학기

전공필수 133095
임상조제학

Clinical Dispensing
2 2 일반과목

전공필수 133098
임상콘택트렌즈

Clinical Contac lens
2 2 일반과목

전공필수 133099
안광학세미나

Optometry Seminar
2 2 일반과목

전공필수 983050
안경재료학특론

Selected Topics in Ocular Materials
2 2 일반과목

전공필수 134178
안과학특론

Ophthalmology Seminar
3 3 일반과목

전공필수 134192
임상실습

Clinical Practice
4 8 현장실습

전공선택 134193
임상세미나

Clinical Seminar
1 2 일반과목

전공선택 134167
양안시검사 및 실습2
Practice in Binocular Vision 2

2 1 2 일반과목

전공선택 984113
보건의료법규

Health Medical Statutes
2 2 일반과목

학기소계 20 14 12

총      계 123 87 64

2013학년도 안경광학과 교육과정 Department of Ophthalmic Optic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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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4 Ⅱ. 학사

학년 학기 이수구분 과목코드 과    목    명 학점
수업시수

강좌구분
이론 실기

1학년

1학기

교양필수 001011
생활영어 I
Practical English I

2 2 일반과목

교양선택 282018
주얼리CAD I
Jewelry CADⅠ

2 1 2 일반과목

전공필수 143058
주얼리모델링l
Jewelry Modeling I

2 4 일반과목

전공필수 144079
색채실기

Coloring Practice
2 4 일반과목

전공필수 144085
산업장신구실기 I
Commercial Jewelry Making I

2 4 일반과목

전공필수 983047
주얼리디자인I
Jewelry DesignⅠ

2 4 일반과목

전공선택 144089
주얼리코디네이션

Jewelry Codination
1 2 일반과목

전공선택 144020
색채학

Chromatics
2 2 일반과목

전공선택 144091
패션.비즈장신구 I
Fashion.Beads Jewelry I

2 3 일반과목

전공선택 144100
정밀묘사 I
Detailed Drawing I

2 3 일반과목

전공선택 984098
도학

Dept Geometry
2 4 일반과목

학기소계 21 3 32

2학기

교양필수 001010
종교와원불교

Religion and Won Buddhism
2 2 일반과목

교양필수 001077
생활영어 II
Practical English ll

2 2 일반과목

전공필수 143059
주얼리모델링ll
Jewelry Modeling II

2 4 일반과목

전공필수 144086
산업장신구실기 II
Commercial Jewelry Making II

2 4 일반과목

전공필수 983043
디자인프로세스

Design Process
2 4 일반과목

전공필수 983048
주얼리디자인II
Jewelry DesignⅡ

2 4 일반과목

전공선택 144082
주얼리CAD II
Jewelry CADⅡ

1 2 일반과목

전공선택 144090
보석감별

Gem Identification
1 2 일반과목

전공선택 144092
패션.비즈장신구 II
Fashion.Beads Jewelry II

2 3 일반과목

전공선택 984018
정밀묘사 II
Detailed Drawing II

2 4 일반과목

전공선택 144093
디자인과생활

Design and life
3 3 일반과목

2013학년도 주얼리디자인과 교육과정 Department of Jewelry Desig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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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5Ⅱ. 학사

학년 학기 이수구분 과목코드 과    목    명 학점
수업시수

강좌구분
이론 실기

1학년 2학기

봉사 004045
사회봉사활동

Social Voluntary Activity
2 사회봉사

학기소계 23 5 29

2학년

1학기

전공필수 143056
주얼리렌더링l
Jewelry Rendering I

2 4 일반과목

전공필수 143060
주얼리모델링lll
Jewelry Modeling III

2 4 일반과목

전공필수 143054
주얼리디자인lll
Jewelry Design III

3 1 3 일반과목

전공필수 144087
산업장신구실기 III
Commercial Jewelry Making III

3 1 3 일반과목

전공선택 144083
주얼리CAD III
Jewelry CADⅢ

2 1 2 일반과목

전공선택 144094
패션.칠보장신구 I 
Fashion.Enameling Jewelry I

2 3 일반과목

전공선택 984090
장신구주조I
Jewelry CastingⅠ

2 4 일반과목

전공선택 984096
제품실무I
Product BusinessⅠ

2 2 일반과목

학기소계 18 5 23

2학기

전공필수 143057
주얼리렌더링ll
Jewelry Rendering II

2 4 일반과목

전공필수 144076
주얼리디자인IV
Jewelry DesignⅣ

2 4 일반과목

전공필수 144088
산업장신구실기 IV
Commercial Jewelry Making IV

2 4 일반과목

전공필수 144078
주얼리모델링IV
Jewelry ModelingⅣ

3 1 3 일반과목

전공선택 144095
패션.칠보장신구 II
Fashion.Enameling Jewelry II

2 3 일반과목

전공선택 144096
보석조형

Gem Cutting
2 4 일반과목

전공선택 144124
캡스톤디자인

Capstone Design
2 3 현장실습

전공선택 144129
현장실습

Field practice
2 4 현장실습

전공선택 984091
장신구주조II
Jewelry CastingⅡ

2 4 일반과목

전공선택 984097
제품실무II
Product BusinessⅡ

2 2 일반과목

전공선택 144084
산업주얼리개발

Commercial Jewelry Developing
3 1 3 일반과목

학기소계 24 4 36

2013학년도 주얼리디자인과 교육과정 Department of Jewelry Desig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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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6 Ⅱ. 학사

학년 학기 이수구분 과목코드 과    목    명 학점
수업시수

강좌구분
이론 실기

총      계 86 17 120

2013학년도 주얼리디자인과 교육과정 Department of Jewelry Desig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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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7Ⅱ. 학사

학년 학기 이수구분 과목코드 과    목    명 학점
수업시수

강좌구분
이론 실기

1학년

1학기

교양필수 001010
종교와원불교

Religion and Won Buddhism
2 2 일반과목

교양필수 004046
NEAT화상영어 I
NEAT Online English  I

2 2
온라인강의

(영)

교양선택 174134
기본간호

Fundamentals of Nursing
1 2 일반과목

전공필수 173001
사회복지개론

Introduction to  Social Welfare
3 3 일반과목

전공필수 173006
인간행동과사회환경

Human Behavior and  Social Environment
3 3 일반과목

전공선택 174129
수화1
sign language practicum 1

1 2 일반과목

전공선택 174032
치료레크리에이션

Therapeutic Recreation
2 2 일반과목

전공선택 174094
사회복지정책론

Social Welfare Policy
3 3 일반과목

전공선택 174117
아동미술

Art Education for Child
3 1 2 일반과목

전공선택 174118
아동문학

Literature Education for Children
3 1 2 일반과목

봉사 004045
사회봉사활동

Social Voluntary Activity
2 2 사회봉사

학기소계 25 13 14

2학기

교양필수 004047
NEAT화상영어 II
NEAT Online English  II

2 2
온라인강의

(영)

전공필수 173030
사회복지실천론

Social Work Practice Theories
3 3 일반과목

전공선택 174112
수화2
sign language practicum 2

1 2 일반과목

전공선택 174127
자원봉사론

Volunteerism
1 2 일반과목

전공선택 174128
케어기술론

Care Skill
1 2 일반과목

전공선택 174042
사회복지발달사

History of Social Welfare
2 2 일반과목

전공선택 174104
케어복지론

introduction to care work
2 1 1 일반과목

전공선택 174115
보육학개론

Instruction to Childcare and Education
3 3 일반과목

전공선택 174119
정신건강론

Mental Health
3 3 일반과목

전공선택 174121
아동수·과학지도

Mathematics & Science Education for Child
3 1 2 일반과목

학기소계 21 13 11

2013학년도 사회복지과 교육과정 Department of Social Welfa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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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8 Ⅱ. 학사

학년 학기 이수구분 과목코드 과    목    명 학점
수업시수

강좌구분
이론 실기

2학년

1학기

교양선택 004016 취업준비와 사회진출 2 2 일반과목

전공필수 173033
사회복지조사론

Research Methods for Social Welfare
3 1 2 일반과목

전공필수 173041
지역사회복지론

Community Welfare & Practice
3 3 일반과목

전공선택 174051
장애인복지론

Social Services for the Handicapped
2 2 일반과목

전공선택 174133
보육실습

Nursery care practicum
2 6 현장실습

전공선택 174048
사회복지실천기술론

Skills and Technigues for Social Work Practice
3 1 2 일반과목

전공선택 174070
사회복지행정론

Social Welfare Adminstration
3 3 일반과목

전공선택 174116
아동발달론

Child Development
3 3 일반과목

전공선택 174122
보육과정

Curriculum for Childcare and Education
3 1 2 일반과목

학기소계 24 16 12

2학기

전공필수 173034
사회복지현장실습

Social Work Practicum
3 6 현장실습

전공필수 174114
아동복지론

Child Welfare
3 3 일반과목

전공선택 004054
창업과 기업가정신

The Establishment of a Business and the Spirit of 
Enterprisers

2 2 일반과목

전공선택 174080
프로그램개발과평가

Program Development and Evaluation
2 2 일반과목

전공선택 174124
가족복지론

Family Welfare
2 2 일반과목

전공선택 174089
사회문제론

Social Problems
3 2 1 일반과목

전공선택 174098
노인복지론

Social Services for the Elderly
3 2 1 일반과목

전공선택 174125
사회복지법제

Social Welfare  Law
3 3 일반과목

전공선택 174126
아동안전관리

Safety Education for Child
3 1 2 일반과목

학기소계 24 15 12

총      계 94 57 49

2013학년도 사회복지과 교육과정 Department of Social Welfa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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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9Ⅱ. 학사

학년 학기 이수구분 과목코드 과    목    명 학점
수업시수

강좌구분
이론 실기

1학년

1학기

교양필수 001010
종교와원불교

Religion and Won Buddhism
2 2 일반과목

교양필수 004046
NEAT화상영어 I
NEAT Online English  I

2 2
온라인강의

(영)

교양선택 294121
기본간호

Fundamentals of Nursing
1 2 일반과목

전공필수 293001
사회복지개론

Introduction tl Social Welfare
3 3 일반과목

전공필수 293006
인간행동과사회환경

Human Behavior and Social Environment
3 3 일반과목

전공선택 294118
수화1
sign language practicum 1

1 2 일반과목

전공선택 294030
치료레크리에이션

Therapeutic Recreation
2 2 일반과목

전공선택 294083
사회복지정책론

social welfare policy
3 3 일반과목

전공선택 294106
아동미술

Art Education for Child
3 1 2 일반과목

전공선택 294107
아동문학

Literature Education for Children
3 1 2 일반과목

봉사 004045
사회봉사활동

Social Voluntary Activity
2 2 사회봉사

학기소계 25 13 14

2학기

교양필수 004047
NEAT화상영어 II
NEAT Online English  II

2 2
온라인강의

(영)

전공필수 293031
사회복지실천론

Social Work Practice Theories
3 3 일반과목

전공선택 294101
수화2
sign language practicum 2

1 2 일반과목

전공선택 294116
자원봉사론

Volunteerism
1 2 일반과목

전공선택 294117
케어기술론

Care Skill
1 2 일반과목

전공선택 294039
사회복지발달사

History of Social Welfare
2 2 일반과목

전공선택 294093
케어복지론

introduction to care work
2 1 1 일반과목

전공선택 294104
보육학개론

Instruction to Childcare and Education
3 3 일반과목

전공선택 294108
정신건강론

Mental Health
3 3 일반과목

전공선택 294110
아동수·과학지도

Mathematics & Science Education for Child
3 1 2 일반과목

학기소계 21 13 11

2013학년도 사회복지과(야) 교육과정 Department of Social Welfa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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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0 Ⅱ. 학사

학년 학기 이수구분 과목코드 과    목    명 학점
수업시수

강좌구분
이론 실기

2학년

1학기

교양선택 294122 취업준비와 사회진출 2 2 일반과목

전공필수 293035
사회복지조사론

Social Welfare Research
3 1 2 일반과목

전공필수 293041
지역사회복지론

cummunity welfare & practice
3 3 일반과목

전공선택 294054
장애인복지론

Social Welfare for the Disabled
2 2 일반과목

전공선택 294120
보육실습

Nursery care Practicum
2 6 현장실습

전공선택 294051
사회복지실천기술론

Skills and Technigues for Social Work Practice
3 1 2 일반과목

전공선택 294057
사회복지행정론

Social Welfare Adminstration
3 3 일반과목

전공선택 294105
아동발달론

Child Development
3 3 일반과목

전공선택 294111
보육과정

Curriculum for Childcare and Education
3 1 2 일반과목

학기소계 24 16 12

2학기

전공필수 293037
사회복지현장실습

Social Welfare Industry of Practice
3 6 현장실습

전공필수 294103
아동복지론

Child Welfare
3 3 일반과목

전공선택 004054
창업과 기업가정신

The Establishment of a Business and the Spirit of 
Enterprisers

2 2 일반과목

전공선택 294070
프로그램개발과평가

program development and evaluation
2 2 일반과목

전공선택 294113
가족복지론

Family Welfare
2 2 일반과목

전공선택 294078
사회문제론

social problems
3 2 1 일반과목

전공선택 294087
노인복지론

social services for the elderly
3 2 1 일반과목

전공선택 294114
사회복지법제

Social Welfare and Law
3 3 일반과목

전공선택 294115
아동안전관리

Safety Education for Child
3 1 2 일반과목

학기소계 24 15 12

총      계 94 57 49

2013학년도 사회복지과(야) 교육과정 Department of Social Welfa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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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1Ⅱ. 학사

학년 학기 이수구분 과목코드 과    목    명 학점
수업시수

강좌구분
이론 실기

1학년

1학기

교양필수 001010
종교와원불교

Religion and Won Buddhism
2 2 일반과목

교양필수 004046
NEAT화상영어 I
NEAT Online English  I

2 2
온라인강의

(영)

전공필수 413001
미용학개론

Introduction of beauty
2 2 일반과목

전공필수 414048
피부미용학

A Survey of esthetics
2 2 인터넷강의

전공필수 414045
스웨디쉬 마사지

Swedish massage
3 4 일반과목

전공선택 414033
해부생리학

Anatomy and physiology
2 2 일반과목

전공선택 414047
화장품학

Cosmetology
2 2 일반과목

전공선택 414057
뷰티 일러스트레이션

Beauty illustration
2 1 2 일반과목

전공선택 414058
CUT 실습 Ⅰ
Hair cutting practice Ⅰ

3 4 일반과목

전공선택 414059
네일케어

Nail care
3 4 일반과목

학기소계 23 11 16

2학기

교양필수 004047
NEAT화상영어 II
NEAT Online English  II

2 2
온라인강의

(영)

전공필수 413029
전신관리 이론 및 실습

The theory and practice for body treatment
3 1 3 일반과목

전공필수 413030
PERM이론 및 실습

Permanent waving theory and practice
3 1 3 일반과목

전공필수 414060
뷰티 메이크업

Beauty make-up
3 1 3 일반과목

전공선택 414056
피부학

Dermatology
2 2 인터넷강의

전공선택 974001
미용과영양

Beauty and nutrition
2 2 인터넷강의

전공선택 414061
네일아트

Nail art
3 4 일반과목

전공선택 414062
CUT 실습 Ⅱ
Hair cutting practice Ⅱ

3 4 일반과목

전공선택 984115
발관리학

Foot reflexology
3 1 3 일반과목

학기소계 24 8 22

2학년 1학기

교양선택 414054
기본에티켓과 마인드

Basic etiquette and mind
2 2 일반과목

전공필수 414065
두피모발관리

Scalp and hair care
3 4 일반과목

2013학년도 미용피부관리과 교육과정 Department of Cosmetic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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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2 Ⅱ. 학사

학년 학기 이수구분 과목코드 과    목    명 학점
수업시수

강좌구분
이론 실기

2학년

1학기

전공선택 414052
뷰티 이미지 메이킹

Beauty image making
2 2 인터넷강의

전공선택 414063
응용 메이크업

Application make-up
3 4 일반과목

전공선택 414064
피부미용기기관리

Electricity and machines for skin care
3 4 일반과목

전공선택 414080
염.탈색 실습

Dyeing and bleaching practice
3 4 일반과목

전공선택 414099
미용경락 실습

The practice for beauty meridian massage
3 4 일반과목

교직 505001
교육학개론

Introduction to Education
2 2 일반과목

교직 505041
실기교육방법론

Behavior Theraphy
2 2 일반과목

봉사 004045
사회봉사활동

Social Voluntary Activity
2 2 사회봉사

학기소계 25 8 22

2학기

전공필수 414070
현장실습

Field practics
2 3 현장실습

전공선택 004054
창업과 기업가정신

The Establishment of a Business and the Spirit of 
Enterprisers

2 2 일반과목

전공선택 414014
토탈코디네이션

Total coordination
2 2 일반과목

전공선택 414055
공중보건학 및 위생법규

Public health and health laws and regulations
2 2 일반과목

전공선택 414066
헤어미용세미나

Hair beauty seminar
2 2 일반과목

전공선택 414067
림프, 아로마테라피

Lymph drainage and aromatherapy
2 3 일반과목

전공선택 414069
헤어스타일링

Hair styling
2 3 일반과목

전공선택 414079
헤어미용실무총론

Hair Beauty practical business general remarks
2 2 일반과목

전공선택 414096
캡스톤디자인

Capstone Design
2 3 현장실습

전공선택 984122
피부미용세미나

Esthetic seminar
2 2 일반과목

전공선택 414068
아트 메이크업

Art make-up
3 1 3 일반과목

학기소계 23 9 19

총      계 95 36 79

2013학년도 미용피부관리과 교육과정 Department of Cosmetics



2013
원 광 보 건 대 학 교  연 감

153Ⅱ. 학사

학년 학기 이수구분 과목코드 과    목    명 학점
수업시수

강좌구분
이론 실기

1학년

1학기

교양필수 001010
종교와원불교

Religion and Won Buddhism
2 2 일반과목

교양필수 004046
NEAT화상영어 I
NEAT Online English  I

2 2
온라인강의

(영)

교양선택 506059
호텔관광실무영어

Hotel Tourism Practice English
2 2 일반과목

전공필수 506042
호스피탈리티경영실무

Practice in Hospitality Management
3 3 일반과목

전공필수 506043
글로벌관광경영실무

Practice in Global Tourism Management
3 3 일반과목

전공필수 506044
여행사경영실무

Practice in Tour Agency Management
3 3 일반과목

전공선택 506022
호텔관광용어해설

Hotel Tourism Glossary
2 1 2 일반과목

전공선택 506050
관광법규해설

Tourism Regulations Explaination
2 1 2 일반과목

전공선택 506051
호텔이미지메이킹실무

Practice in Hotel Image Making
2 1 2 일반과목

학기소계 21 5 19

2학기

교양필수 004047
NEAT화상영어 II
NEAT Online English  II

2 2
온라인강의

(영)

교양선택 506060
호텔관광커뮤니케이션영어

Hotel Tourism Communication English
2 2 일반과목

전공필수 506045
투어리즘현장실무

Practice in Tourism Field
3 3 일반과목

전공필수 506046
호텔 F&B 레스토랑 실무

Practice in Hotel F&B Restaurant 
3 3 일반과목

전공필수 983058
호텔관광마케팅실무

Practice in Hotel and Tourism Marketing
3 3 일반과목

전공선택 506035
연회기획실무

Banquet Planning Practice
2 1 2 일반과목

전공선택 506027
관광상품기획실무

Practice in Tourism Product planning
3 3 일반과목

전공선택 506052
프랜차이즈외식관리실무

Practice in Franchise Food Service Management
3 3 일반과목

전공선택 506053
호텔서비스실무

Practice in Hotel Service
3 3 일반과목

학기소계 24 1 24

2학년 1학기

전공필수 506047
호텔 F&O 객실실무

Practice in Hotel F&O Room
3 1 2 일반과목

전공필수 506048
투어에스코트실무

Practice in Tour Escort
3 1 2 일반과목

전공선택 506036
웨딩플래너실무

Practice in  Wedding Planner
2 1 2 일반과목

2013학년도 호텔관광과 교육과정 Department of Hotel & Tourism Management



2013
원 광 보 건 대 학 교  연 감

154 Ⅱ. 학사

학년 학기 이수구분 과목코드 과    목    명 학점
수업시수

강좌구분
이론 실기

2학년

1학기

전공선택 506054
문화관광국제매너

Culture Tourism National Manner
2 1 2 일반과목

전공선택 506055
여행관광예약카운터실무

Practice in Travel Tourism Reservation Counter
2 1 2 일반과목

전공선택 984139
호텔음료칵테일실무

Practice in Hotel Beverage and Cocktail
2 1 2 일반과목

전공선택 984156
커피바리스타실습

Barista Training
2 1 2 일반과목

전공선택 506078
와인소믈리에실습

Practice in Sommelier
3 1 2 일반과목

학기소계 19 8 16

2학기

전공필수 506049
호텔레스토랑메뉴실습

Practice in Hotel Restaurant Menu
3 1 2 일반과목

전공선택 506019
현장실습

Practicum
2 2 현장실습

전공선택 506032
휴양리조트경영실무

Resort management practices
2 1 2 일반과목

전공선택 506056
MICE산업기획실무

Practice in MICE Industry Planning
2 1 2 일반과목

전공선택 506057
세계여행관광실무

Practice in World Travel Tourism
2 1 2 일반과목

전공선택 506058
항공관리안내업무

Business in Flight Management Guidance
2 1 2 일반과목

전공선택 506063
캡스톤디자인

Capstone Design
2 3 현장실습

전공선택 984146
관광축제이벤트실무

Practice in Tourism Culture Festival and Event
2 1 2 일반과목

전공선택 984152
파티플래너실무

Practice in Party Planner
2 1 2 일반과목

봉사 004045
사회봉사활동

Social Voluntary Activity
2 사회봉사

학기소계 21 7 19

총      계 85 21 78

2013학년도 호텔관광과 교육과정 Department of Hotel & Tourism Management



2013
원 광 보 건 대 학 교  연 감

155Ⅱ. 학사

학년 학기 이수구분 과목코드 과    목    명 학점
수업시수

강좌구분
이론 실기

1학년

1학기

교양필수 001010
종교와원불교

Religion and Won Buddhism
2 2 일반과목

교양필수 520104
NEAT 화상영어I
NEAT Online English  I

2 2
온라인강의

(영)

전공필수 520003
사무처리 I
Office Processing I

2 3 일반과목

전공필수 520004
태권도

Taekwondo
2 3 일반과목

전공필수 520069
국방체력단련I
Physical Training of National Defence I

2 3 일반과목

전공필수 520071
군대윤리예절

Military Ethics Etiquette
2 1 2 일반과목

전공필수 520067
한국어능력

Test of Proficiency in Korean
3 2 2 일반과목

전공선택 520057
보건간호학

Health Nursing
2 2 일반과목

전공선택 520073
약제업무

medicine duty 
2 2 일반과목

전공선택 520075
내과응급처치학 및 실습I
Medical Emergency Care & Practice I

2 1 2 일반과목

전공선택 520076
응급의료장비 운영 및 실습

medical device operate & Practice 
2 1 1 일반과목

전공선택 520078
기초의학

Basic medicine
2 2 일반과목

전공선택 520084
기본응급환자 관리학

Basic emergency patient management
2 2 일반과목

전공선택 520072
기본간호

Fundamentals of Nursing
3 3 일반과목

전공선택 520074
기본응급처치학 총론및실습

Basic Emergency care & Practice 
3 2 2 일반과목

학기소계 33 20 20

2학기

교양필수 520103
NEAT 화상영어II
NEAT Online English  II

2 2
온라인강의

(영)

교양선택 610001
한자

Chinese Character
2 2 일반과목

전공필수 520002
스프레드쉬트 I
Spreadsheet I

2 3 일반과목

전공필수 520070
국방체력단련II
Physical Training of National Defence II

2 3 일반과목

전공필수 520077
사무처리II
Office Processing II

2 3 일반과목

전공필수 520098
부사관지도력

Non-commissioned Officer Leadership
2 2 일반과목

전공선택 520039
의료관련법규

Medical Legislation
2 2 일반과목

2013학년도 의무부사관과 교육과정 Department of Medical Non-Commissioned Offic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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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광 보 건 대 학 교  연 감

156 Ⅱ. 학사

학년 학기 이수구분 과목코드 과    목    명 학점
수업시수

강좌구분
이론 실기

1학년 2학기

전공선택 520059
병원실습

Hospital Training
2 6 현장실습

전공선택 520083
응급 의료관련 법규

Laws related to Emergency care
2 2 일반과목

전공선택 520085
응급실무실습

Emergency executive 
2 6 현장실습

전공선택 520080
건강관리학

wellness promotion
3 3 일반과목

전공선택 520081
내과응급처치학 및 실습II
Medical Emergency Care & Practice II

3 2 2 일반과목

전공선택 520082
외과 응급 처치학 및 실습

Surgery Emergency Care & Practice 
3 2 2 일반과목

전공선택 520099
정신위생

mental hygiene
3 3 일반과목

학기소계 32 18 27

2학기

1학기

교양선택 520053
생활체육

Physical Exercise
2 2 일반과목

전공선택 520009
스프레드쉬트 II
Spreadsheet II

2 3 일반과목

전공선택 520014
인체해부 및 생리학

Physiology & Anatomy Human
2 2 일반과목

전공선택 520022
인터넷 검색

Internet Retrieval
2 3 일반과목

전공선택 520036
브리핑기술

Briefing Skill
2 1 2 일반과목

전공선택 520086
국방체력단련III
Physical Training of National Defence III

2 3 일반과목

전공선택 520088
산악행군

Mountain Training
2 3 일반과목

전공선택 520089
의학용어

Medical jargon 
2 2 일반과목

전공선택 520093
북한학

Introduction Of North Korea
2 2 일반과목

전공선택 520096
보건행정

Public health administration 
2 2 일반과목

전공선택 520100
국사

National history
2 2 일반과목

학기소계 22 11 16

2학기

전공선택 520028
설상체력단련

Winter Extreme Physical Training
2 2 일반과목

전공선택 520090
프리젠테이션 기법

Presentation-cbnu 
2 2 일반과목

전공선택 520091
군사용어 
Military  jargon 

2 2 일반과목

2013학년도 의무부사관과 교육과정 Department of Medical Non-Commissioned Officer



2013
원 광 보 건 대 학 교  연 감

157Ⅱ. 학사

학년 학기 이수구분 과목코드 과    목    명 학점
수업시수

강좌구분
이론 실기

2학년 2학기

전공선택 520092
상담심리

Counseling Psychology
2 2 일반과목

전공선택 520094
국방체력단련IV
Physical Training of National Defence IV

2 3 일반과목

전공선택 520097
의무군수관리

Duty logistics management 
2 2 일반과목

전공선택 520101
예방의무

preventive medicine
2 2 일반과목

전공선택 520095
응급처치실습

Emergency Care Practice
3 3 일반과목

봉사 004045
사회봉사활동

Social Voluntary Activity
2 사회봉사

학기소계 19 8 10

총      계 106 57 73

2013학년도 의무부사관과 교육과정 Department of Medical Non-Commissioned Officer



2013
원 광 보 건 대 학 교  연 감

158 Ⅱ. 학사

학년 학기 이수구분 과목코드 과    목    명 학점
수업시수

강좌구분
이론 실기

1학년

1학기

교양필수 004046
NEAT화상영어 I
NEAT Online English  I

2 2
온라인강의

(영)

전공필수 540048
한식조리실습

Tradition of Korean Cuisine
2 2 일반과목

전공필수 540049
서양식조리실습

Advanced Western Cuisine
2 2 일반과목

전공필수 540053
조리원리

Food Service Cooking Principle
2 2 일반과목

전공필수 540074
외식산업개론

Introduction to the Foodservice Industry
2 2 일반과목

전공선택 540040
외식접객서비스

Food Service Management Training for Entertainment
2 2 일반과목

전공선택 540057
중식조리실습

Practice of Chinese Cuisine
2 2 일반과목

전공선택 540058
일식조리실습

Practice of Japanese Cusine
2 2 일반과목

전공선택 540061
제과제빵실습

Bakery & Pastry Practice
2 2 일반과목

전공선택 540064
음료실습

Principles of Management of Food Service and Beverages 
2 2 일반과목

학기소계 20 6 14

2학기

교양필수 001010
종교와원불교

Religion and Won Buddhism
2 2 일반과목

교양필수 004047
NEAT화상영어 II
NEAT Online English  II

2 2
온라인강의

(영)

전공필수 540050
메뉴관리론

Management of Food Service Menu
2 2 일반과목

전공선택 540033
푸드&테이블코디네이션실무실습

Food & Table Coordination Practice
3 3 일반과목

전공선택 540059
서양식조리실습Ⅱ

Advanced Western CuisineⅡ
3 4 일반과목

전공선택 540062
커피바리스타실습

Coffee Barista Practice
3 4 일반과목

전공선택 540063
일식조리실습Ⅱ

Practice of Japanese CusineⅡ
3 4 일반과목

전공선택 540066
제과제빵실습Ⅱ

Bakery & Pastry PracticeⅡ
3 4 일반과목

전공선택 540068
한식조리실습Ⅱ

Tradition of Korean CuisineⅡ
3 4 일반과목

학기소계 24 7 22

2학년 1학기

교양선택 540083
생활영어1
Practical English 1

2 2 일반과목

전공필수 540056
외식창업실무론

Practice in New Business
2 2 일반과목

2013학년도 외식조리과 교육과정 Department of Food-Service



2013
원 광 보 건 대 학 교  연 감

159Ⅱ. 학사

학년 학기 이수구분 과목코드 과    목    명 학점
수업시수

강좌구분
이론 실기

2학년

1학기

전공필수 540065
식품위생관리론

 Management of Food Service hygienics Practical 
2 2 일반과목

전공필수 540051
중식조리실습Ⅱ

Practice of Chinese CuisineⅡ
3 4 일반과목

전공선택 540013
와인과소믈리에실무

Practice of Wine & sommelier
3 4 일반과목

전공선택 540035
메뉴상품개발세미나

Menu Product Development Seminar
3 4 일반과목

전공선택 540079
향토음식조리실습

Local Food Cooking Practice
3 4 일반과목

전공선택 540080
디저트요리실습

Desserts Practice
3 4 일반과목

학기소계 21 4 22

2학기

전공필수 540052
주방관리론

Food Service Cooking Management
2 2 일반과목

전공선택 004054
창업과 기업가정신

The Establishment of a Business and the Spirit of 
Enterprisers

2 2 일반과목

전공선택 540028
현장실습

Practicum
2 2 현장실습

전공선택 540041
식품위생관계법규

Food and Hygiene Law
2 2 일반과목

전공선택 540081
캡스톤디자인

Capstone Design
2 3 현장실습

전공선택 540030
프랑스&이태리조리실습

Practice of Italian & French Cuisine
3 4 일반과목

전공선택 540045
식생활음식 비교 문화연구

Food Culture Comparative Study
3 3 일반과목

전공선택 540073
창작칵테일실습

Practice in Beverage and Cocktail
3 4 일반과목

전공선택 540082
연회조리실무실습

Banquet cook hands-on training
3 4 일반과목

봉사 004045
사회봉사활동

Social Voluntary Activity
2 사회봉사

학기소계 24 9 17

총      계 89 26 75

2013학년도 외식조리과 교육과정 Department of Food-Servi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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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광 보 건 대 학 교  연 감

160 Ⅱ. 학사

학년 학기 이수구분 과목코드 과    목    명 학점
수업시수

강좌구분
이론 실기

1학년

1학기

교양필수 001010
종교와원불교

Religion and Won Buddhism
2 2 일반과목

교양필수 004046
NEAT화상영어 I
NEAT Online English  I

2 2
온라인강의

(영)

전공필수 550003
ABACUS예약실습

ABACUS Reservation Practice
3 3 일반과목

전공필수 550033
서비스예절실무

Service and Manner
3 3 일반과목

전공필수 550058
항공객실업무론

Practice of Inflight Service Duty
3 1 2 일반과목

전공선택 550004
항공영문법 I 
Aviation English Grammar I

2 2 일반과목

전공선택 550008
항공중국어 입문

Aviation Chinese I
2 2 일반과목

전공선택 550052
항공실무영어 I
Practical Aviation English I

2 2 일반과목

전공선택 550009
항공사업무론

Theory of Airline Business
3 3 일반과목

학기소계 22 10 12

2학기

교양필수 004047
NEAT화상영어 II
NEAT Online English  II

2 2
온라인강의

(영)

전공필수 550011
기내방송실무 I
In-Flight Announcement I

2 2 일반과목

전공필수 550018
기내식음료개론

Principles of In-Flight Food & Beverage
3 3 일반과목

전공선택 550012
항공영문법 II
Aviation English Grammar II

2 2 일반과목

전공선택 550015
항공중국어기초

Aviation Chinese II
2 2 일반과목

전공선택 550036
항공운송실무

Passenger Traffic Simulation
2 2 일반과목

전공선택 550049
Cabin Service English
Cabin Service English

2 2 일반과목

전공선택 550053
항공실무영어 II
Practical Aviation English II

2 2 일반과목

전공선택 550016
승무원실무실습

Cabin Crew Image-making
3 3 일반과목

전공선택 550017
ABACUS발권실습

ABACUS Ticketing Practice
3 3 일반과목

학기소계 23 6 17

2학년 1학기

교양선택 550061
NEAT 화상영어(III)
NEAT Online English(III)

2 2
온라인강의

(영)

전공필수 550010
관광학개론

Principles of Tourism
3 3 일반과목

2013학년도 항공서비스과 교육과정 Department of Airline Servi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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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1Ⅱ. 학사

학년 학기 이수구분 과목코드 과    목    명 학점
수업시수

강좌구분
이론 실기

2학년

1학기

전공필수 550019
항공기구조와 비행안전

Aircraft Configuration & Safety
3 3 일반과목

전공필수 550021
항공객실서비스실무실습

In-Flight Service Practice
3 3 일반과목

전공선택 550041
토파스

TOPAS
2 3 일반과목

전공선택 550050
항공중국어회화 I
Aviation Chinese Conversation I

2 2 일반과목

전공선택 550060
항공사인터뷰영어 I
Aviation Interview Practice for English I

2 2 일반과목

전공선택 550032
고객서비스개론

Principles of Customer Satisfaction
3 3 일반과목

전공선택 550056
항공사면접실무 I
Aviation Interview Practice I

3 3 일반과목

학기소계 23 6 18

2학기

전공필수 550027
항공운송지리

Air Transport Practice
2 2 일반과목

전공필수 550026
고객서비스실무

Customer Service Practice
3 3 일반과목

전공선택 004054
창업과 기업가정신

The Establishment of a Business and the Spirit of Enterprisers
2 2 일반과목

전공선택 154026
현장실습

Internship Program
2 2 현장실습

전공선택 550051
항공중국어회화 II
Aviation Chinese Conversation II

2 2 일반과목

전공선택 550055
항공사인터뷰영어 II
Aviation Interview Practice for English II

2 2 일반과목

전공선택 550064
캡스톤디자인

Capstone Design
2 3 현장실습

전공선택 550031
시사정보세미나

Current Affairs Seminars
3 1 2 일반과목

전공선택 550057
항공사면접실무 II
Aviation Interview Practice II

3 3 일반과목

봉사 004045
사회봉사활동

Social Voluntary Activity
2 사회봉사

학기소계 23 5 17

총      계 91 27 64

2013학년도 항공서비스과 교육과정 Department of Airline Servi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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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2 Ⅱ. 학사

학년 학기 이수구분 과목코드 과    목    명 학점
수업시수

강좌구분
이론 실기

1학년

1학기

교양필수 001010
종교와원불교

Religion and Won Buddhism
2 2 일반과목

교양필수 004046
NEAT화상영어 I
NEAT Online English  I

2 2
온라인강의

(영)

전공필수 560055
재즈화성학 I
Jazz Composition l

2 2 일반과목

전공필수 560059
전공레슨 I
Major Lesson Ⅰ

2 2 일반과목

전공필수 560063
시창청음 I
Ear-Training l

2 1 2 일반과목

전공선택 560085
스타일앙상블 I
Style Ensemble Ⅰ

2 1 2 일반과목

전공선택 560089
편곡법 (리듬섹션) I
Arranging l (Rhythm Section) 

2 1 2 일반과목

전공선택 560091
기초음악실전 I
Basics musuc actual fight Ⅰ

2 2 일반과목

전공선택 560122
부전공 I
Instruments

2 2 일반과목

학기소계 18 9 12

1학기

교양필수 004047
NEAT화상영어 II
NEAT Online English  II

2 2
온라인강의

(영)

교양선택 560108
영화음악의이해

Movie music understanding
2 2 일반과목

전공필수 560056
재즈화성학 II
Jazz Composition ll

2 2 일반과목

전공필수 560060
전공레슨 II
Major Lesson Ⅱ

2 2 일반과목

전공필수 560064
시창청음 II
Ear-Training ll

2 1 2 일반과목

전공선택 560086
스타일앙상블 II
Style Ensemble Ⅱ

2 1 2 일반과목

전공선택 560094
편곡법(리듬섹션)II
Arranging Ⅱ (Rhythm Section) 

2 1 2 일반과목

전공선택 560095
기초음악실전 II
Basics musuc actual fight Ⅱ

2 2 일반과목

전공선택 560123
부전공II
Instruments

2 2 일반과목

학기소계 18 9 12

2학년 1학기

전공필수 560069
연주발표 I
Performance Presentation l

1 2 일반과목

전공필수 560057
대중음악작곡법 I
Popular Music Composition l

2 3 일반과목

전공필수 560061
전공레슨 III
Major Lesson Ⅲ

2 2 일반과목

2013학년도 실용음악과 교육과정 Department of Applied Musi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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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3Ⅱ. 학사

학년 학기 이수구분 과목코드 과    목    명 학점
수업시수

강좌구분
이론 실기

2학년

1학기

전공필수 560120
시창청음 III
Ear-Training III

2 2 일반과목

전공선택 560118
재즈퓨전앙상블 I
jazz-fusion  Ensemble I

1 2 일반과목

전공선택 560083
레코딩앙상블 I
Recording Ensemble Ⅰ

2 3 일반과목

전공선택 560087
스타일앙상블 III
Style Ensemble Ⅲ

2 1 2 일반과목

전공선택 560098
편곡법(브라스) III
Arranging Ⅲ (Brass)

2 1 2 일반과목

전공선택 560099
음악사 I
Musical history l

2 2 일반과목

전공선택 560116
기초음악실전 III
Basics musuc actual fight III

2 1 2 일반과목

전공선택 560124
부전공 III
Instruments

2 2 일반과목

봉사 004045
사회봉사활동

Social Voluntary Activity
2 사회봉사

학기소계 22 5 22

2학기

전공필수 560070
연주발표 II
Performance Presentation ll

1 2 일반과목

전공필수 560058
대중음악작곡법 II
Popular Music Composition ll

2 3 일반과목

전공필수 560062
전공레슨 IV
Major Lesson Ⅳ

2 2 일반과목

전공필수 560121
시창청음 IV
 Ear-Training IV

2 2 일반과목

전공선택 560119
재즈퓨전앙상블 II
jazz-fusion  Ensemble II

1 2 일반과목

전공선택 560084
레코딩앙상블 II
Recording EnsembleⅡ

2 3 일반과목

전공선택 560088
스타일앙상블 IV
Style Ensemble Ⅳ

2 1 2 일반과목

전공선택 560102
편곡법(브라스) IV
Arranging Ⅳ (Brass)

2 1 2 일반과목

전공선택 560103
음악사 II
Musical history ll

2 2 일반과목

전공선택 560117
기초음악실전 IV
Basics musuc actual fight IV

2 1 2 일반과목

전공선택 560125
부전공 IV
Instruments

2 2 일반과목

학기소계 20 5 22

총      계 78 28 68

2013학년도 실용음악과 교육과정 Department of Applied Musi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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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4 Ⅱ. 학사

학년 학기 이수구분 과목코드 과    목    명 학점
수업시수

강좌구분
이론 실기

1학년

1학기

교양필수 004046
NEAT화상영어 I
NEAT Online English  I

2 2
온라인강의

(영)

교양선택 004014
자기개발과 리더쉽

Selt- Development and Leadership
2 2 일반과목

전공필수 570092
영어회화Ⅰ

English Conversation I
2 4 일반과목

전공필수 570093
중국어회화 I
Chinese Conversation I

2 4 일반과목

전공필수 570001
의료관광개론

Introduction to Medical Tourism
3 3 일반과목

전공필수 570085
보건의료관광행정

Global Health-care Administration
3 3 일반과목

전공선택 570108
중국어강독 I
Chinese Reading I

1 2 일반과목

전공선택 570008
의료관광코디네이터 실무

Global Health-care Coordinator Manager Practice
3 3 일반과목

전공선택 570114
의료프레젠테이션

Presentation in Health Research
3 3 일반과목

학기소계 21 11 15

2학기

교양필수 001010
종교와원불교

Religion and Won Buddhism
2 2 일반과목

교양필수 004047
NEAT화상영어 II
NEAT Online English  II

2 2
온라인강의

(영)

전공필수 570073
중국어회화 II
Chinese Conversation II

2 4 일반과목

전공필수 570094
영어회화 II
English Conversation II

2 4 일반과목

전공필수 570086
관광서비스지원관리

Tourism Service Management
3 3 일반과목

전공필수 570089
보건의료서비스지원관리

Health-care Service Management
3 3 일반과목

전공선택 570109
중국어강독 II
Chinese Reading II

1 2 일반과목

전공선택 570096
글로벌 서비스 매너

Global Service Manner and Etiquette
2 2 일반과목

전공선택 570048
의료정보처리

Data Processing in Health Research
3 3 일반과목

학기소계 20 8 17

2학년 1학기

전공필수 570090
보건의료관광마케팅

Global Health-care Marketing
3 3 일반과목

전공필수 570091
의학용어 및 질환의 이해

Medical Termes and Introducton of Diseases
3 3 일반과목

전공선택 570110
중국어강독 III
Chinese Reading III

1 2 일반과목

2013학년도 의료관광코디과 교육과정 Department of Medical Tourism Coordin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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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5Ⅱ. 학사

학년 학기 이수구분 과목코드 과    목    명 학점
수업시수

강좌구분
이론 실기

2학년

1학기

전공선택 570116
화상영어 I
On-line English I

1 2
온라인강의

(영)

전공선택 570043
병원코디네이터 실무

Hospital Practice Coordinator
2 2 일반과목

전공선택 570063
이미지 메이킹

Image Making
2 2 일반과목

전공선택 570079
중국어회화 Ⅲ
Chinese Conversation Ⅲ

2 4 일반과목

전공선택 570103
의료 중국어

Medical Chinese
2 2 일반과목

전공선택 570104
영어회화 III
English Conversation III

2 4 일반과목

전공선택 570098
커뮤니케이션과 의료상담

Communication and Medical Counsel
3 3 일반과목

학기소계 21 8 19

2학기

전공필수 570144
현장실습

Field Training
3 3 현장실습

전공선택 570111
중국어강독 IV
Chinese Reading IV

1 2 일반과목

전공선택 570117
화상영어 II
On-line English II

1 2
온라인강의

(영)

전공선택 570082
중국어회화 IV
Chinese Conversation IV

2 4 일반과목

전공선택 570083
메디칼 영어

Medical English
2 2 일반과목

전공선택 570105
영어회화 IV
English Conversation IV

2 4 일반과목

전공선택 570115
글로벌 문화이해

Understanding Global Culture
2 2 일반과목

전공선택 570118
의료관광보험론

Medical Tourism Insurance
2 2 일반과목

전공선택 570137
캡스톤디자인

Capstone Design
2 3 현장실습

전공선택 570023
서비스경영론

Service Management
3 3 일반과목

전공선택 570101
진료서비스 이해

Understanding Medical Treatment
3 3 일반과목

전공선택 570102
의료관광상품기획

Medical Tour Package Planing
3 3 일반과목

봉사 004045
사회봉사활동

Social Voluntary Activity
2 2 사회봉사

학기소계 28 15 20

총      계 90 42 71

2013학년도 의료관광코디과 교육과정 Department of Medical Tourism Coordin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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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6 Ⅱ. 학사

학년 학기 이수구분 과목코드 과    목    명 학점
수업시수

강좌구분
이론 실기

1학년

1학기

교양필수 001011
생활영어 I
Practical English I

2 2 일반과목

교양선택 580029
정보관리 실습Ⅰ

Practice in Information ManagementⅠ
2 1 2 일반과목

전공필수 580030
쇼셜미디어 이해와 활용

Practical use of Social Media
2 1 2 일반과목

전공필수 580031
인터넷 창업 입문

Introduction to Internet Startup
2 1 2 일반과목

전공필수 580032
환경분석과 소호창업

Analysis of Entrepreneurial Environment & SOHO
3 1 2 일반과목

전공필수 580033
사업아이템과 타당성 분석

New Business Item and Validity Analysis
3 1 2 일반과목

전공선택 580034
사진과 포토샵

Photo and Photoshop
2 1 2 일반과목

전공선택 580035
마케팅원론

Introduction to Marketing
3 1 2 일반과목

전공선택 580036
스피치와 커뮤니케이션

Practice in Speech & Communication
3 1 2 일반과목

학기소계 22 8 18

2학기

교양필수 001010
종교와원불교

Religion and Won Buddhism
2 2 일반과목

교양필수 001077
생활영어 II
Practical English ll

2 2 일반과목

교양선택 580037
정보관리 실습Ⅱ

Practice in Information Management II
2 1 2 일반과목

전공필수 580038
쇼핑몰 구축과 제작

Online Shoppingmall building and construction
2 1 2 일반과목

전공필수 580039
마케팅 조사론

Marketing Research
2 1 2 일반과목

전공필수 580009
사업계획서작성실무

Practice in writing startup business Plan
3 1 2 일반과목

전공선택 580043
매장운영관리

Store business Management
2 1 2 일반과목

전공선택 580040
경영학원론

Introduction to Management
3 3 일반과목

전공선택 580041
유통관리

Distribution Management
3 3 일반과목

전공선택 580042
인적자원관리

Human Resource Management
3 1 2 일반과목

봉사 004045
사회봉사활동

Social Voluntary Activity
2 사회봉사

학기소계 26 14 14

2학년 1학기 전공필수 580008
쇼핑몰운영실무

Online Shoppingmall operational practices
2 1 2 일반과목

2013학년도 창업경영과 교육과정 Department of New Busine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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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7Ⅱ. 학사

학년 학기 이수구분 과목코드 과    목    명 학점
수업시수

강좌구분
이론 실기

2학년

1학기

전공필수 580044
경영전략

Management strategy
2 1 2 일반과목

전공필수 580045
상권 및 입지 분석

Commercial and location analysis
3 1 2 일반과목

전공선택 580046
제안서작성실무

Proposal Practice
2 1 2 일반과목

전공선택 580047
창업프로세스 및 법규

Startup process and Business legal practice
2 1 2 일반과목

전공선택 580054
고객서비스실습

Practice in customer service
2 1 2 일반과목

전공선택 580017
창업회계

New Business Accounting
3 3 일반과목

전공선택 580026
프랜차이즈경영론

Franchise Business
3 3 일반과목

학기소계 19 12 12

2학기

전공필수 580022
창업시뮬레이션

Startup simulation
2 1 2 일반과목

전공필수 580027
현장실습

Internship Program
2 4 현장실습

전공필수 580049
온라인 창업실무

Practice in New Business of On-Line
2 1 2 일반과목

전공선택 580053
창업 멘토링 및 코칭

Mentoring and coaching practice
2 1 2 일반과목

전공선택 580018
인터넷홍보실무

Promotion Practice in Internet
3 1 2 일반과목

전공선택 580050
소비자행동의 이해

Consumer's Behavior
3 1 2 일반과목

전공선택 580051
창업사례세미나

Semina in Startup case
3 1 2 일반과목

전공선택 580052
창업자금조달과 운영

Foundation funding and operating
3 3 일반과목

학기소계 20 9 16

총      계 87 43 60

2013학년도 창업경영과 교육과정 Department of New Busine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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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8 Ⅱ. 학사

학년 학기 이수구분 과목코드 과    목    명 학점
수업시수

강좌구분
이론 실기

1학년

1학기

교양필수 004046
NEAT화상영어 I
NEAT Online English  I

2 2
온라인강의

(영)

전공필수 600113
화장품과학

Cosmetic Science
2 2 일반과목

전공필수 600087
보건교육학

Health Education
3 3 인터넷강의

전공필수 600103
피부미용총론

Beauty General Studies
3 3 일반과목

전공선택 600089
림프드레니쥐

Lymphatic Drainage 
2 3 일반과목

전공선택 600114
피부과학

Dermatology 
2 2 일반과목

전공선택 600115
테라피개론

Therapy Introduction
2 2 일반과목

전공선택 600116
체형관리 실습Ⅰ

Body Treatment Practice Ⅰ
3 4 일반과목

전공선택 600129
안면관리 실습 I
Facial Skin Care Practice I

3 4 일반과목

학기소계 22 12 13

2학기

교양필수 001010
종교와원불교

Religion and Won Buddhism
2 2 일반과목

교양필수 004047
NEAT화상영어 II
NEAT Online English  II

2 2
온라인강의

(영)

전공필수 600117
고객분석 카르테

Face&Body Analysis CARTES
2 3 일반과목

전공필수 600118
특수요법

Special Therapy
3 4 일반과목

전공선택 600119
체형관리 실습  II
Body Treatment Practice  II

2 3 일반과목

전공선택 600120
허브응용 화장품

Herb application Cosmetic
2 3 일반과목

전공선택 600128
안면관리 실습Ⅱ

Facial Skin Care PracticeⅡ
2 3 일반과목

전공선택 600036
해부생리학

Anatomy Physiology
3 3 일반과목

전공선택 600121
전기미용기기관리

Electro Beauty Therapy
3 4 일반과목

봉사 004045
사회봉사활동

Social Voluntary Activity
2 사회봉사

학기소계 23 5 22

2학년 1학기

교양선택 600122
자기이미지관리

Slef-image Management
3 4 일반과목

전공필수 600131
피부임상관리

Skin Clinical Care
2 3 일반과목

2013학년도 허브테라피향장과 교육과정 Department of Herbtherapy & Cosmetic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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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9Ⅱ. 학사

학년 학기 이수구분 과목코드 과    목    명 학점
수업시수

강좌구분
이론 실기

2학년

1학기

전공필수 600137
보건학

Health Science
3 3 일반과목

전공선택 600080
아로마테라피

Aroma Therapy
2 3 일반과목

전공선택 600124
발반사요법

Foot Reflexology
2 3 일반과목

전공선택 600126
근육이완요법

Muscle Relaxation Therapy
2 3 일반과목

전공선택 600094
보석·스톤테라피

Gem ＆ Stone Therapy
3 4 일반과목

전공선택 600123
화장품제조

Cosmetics Manufacturers
3 4 일반과목

학기소계 20 3 24

2학기

전공필수 600099
보건프로그램 개발 및 평가

Health Program Development ＆assessment
2 2 일반과목

전공필수 600132
보건의사소통

Health Communication
3 3 일반과목

전공필수 600133
보건의료법규

Health medical Statutes
3 3 일반과목

전공선택 004054
창업과 기업가정신

The Establishment of a Business and the Spirit of 
Enterprisers

2 2 일반과목

전공선택 600091
탈모임상관리

Hair clinical Treatment
2 3 일반과목

전공선택 600100
사회심리학

Social Psychology
2 2 일반과목

전공선택 600136
현장실습

Field Practices
2 4 현장실습

전공선택 600164
캡스톤디자인 
Capstone Design

2 3 현장실습

전공선택 600125
화장품 품질관리

Cosmetic Quality Control
3 3 일반과목

전공선택 600134
트랜드테라피

Trend Therapy
3 4 일반과목

학기소계 24 15 14

총      계 89 35 73

2013학년도 허브테라피향장과 교육과정 Department of Herbtherapy & Cosmetic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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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0 Ⅱ. 학사

학년 학기 이수구분 과목코드 과    목    명 학점
수업시수

강좌구분
이론 실기

1학년

1학기

교양필수 004046
NEAT화상영어 I
NEAT Online English  I

2 2
온라인강의

(영)

교양선택 610037
한문

Chinese Writing
2 2 일반과목

교양선택 002180
전자계산일반

Computer General
3 2 2 일반과목

전공필수 610002
군대윤리

Military ethics
2 1 2 일반과목

전공필수 610004
국방체력단련 Ⅰ
National physical Trainig l

2 3 일반과목

전공필수 610032
태권도 l
Taekwondo ㅣ

2 3 일반과목

전공필수 610006
컴퓨터활용능력 Ⅰ
Practice of Computer Ⅰ

3 2 2 일반과목

전공필수 610033
사무처리

Office Processingㅣ
3 2 2 일반과목

전공선택 610007
정보처리실무 Ⅰ
Practice of imformation Processing Ⅰ

3 2 2 일반과목

학기소계 22 11 18

2학기

교양필수 001010
종교와원불교

Religion and Won Buddhism
2 2 일반과목

교양필수 004047
NEAT화상영어 II
NEAT Online English  II

2 2
온라인강의

(영)

전공필수 610034
태권도 ll
Taekwondo ll

2 3 일반과목

전공필수 610050
국가관

National Values 
2 2 일반과목

전공필수 610035
정보검색사

Informaiton Retrieval
3 2 2 일반과목

전공선택 610012
국방체력단련 Ⅱ
National physical Trainig ll

2 3 일반과목

전공선택 610015
한국어능력

Ability of Korean language
2 3 일반과목

전공선택 610036
상담심리

counseling psychology
2 3 일반과목

전공선택 610013
컴퓨터활용능력 Ⅱ
Practice of Computer ll

3 2 2 일반과목

전공선택 610014
정보처리실무 Ⅱ
Practice of imformation Processing Ⅱ

3 2 2 일반과목

학기소계 23 10 20

2학년 1학기

전공선택 610018
국방체력단련 Ⅲ
National physical Trainig lll

2 3 일반과목

전공선택 610038
북한학

Learing of North Korea
2 2 일반과목

2013학년도 특전부사관과 교육과정 Department of Special Non-commissioned offic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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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1Ⅱ. 학사

학년 학기 이수구분 과목코드 과    목    명 학점
수업시수

강좌구분
이론 실기

2학년

1학기

전공선택 610039
인명구조 l
Saving a life l

2 3 일반과목

전공선택 610040
특수전개론

Introduction of Special war
2 3 일반과목

전공선택 610041
위험물관리

Management of Dangerous substance
2 3 일반과목

전공선택 610042
응급처치

Emergency Care
2 3 일반과목

전공선택 610043
인체해부생리학

Physiology Anatomy Human
2 3 일반과목

전공선택 610022
정보처리실무 Ⅲ
Practice of imformation Processing Ⅲ

3 2 2 일반과목

전공선택 610051
전자계산기실무

Practice of computer system
3 2 2 일반과목

학기소계 20 6 22

2학기

전공선택 610030
국방체력단력 Ⅳ
National physical Trainig Ⅳ

2 3 일반과목

전공선택 610044
군사법

Militay Law
2 2 일반과목

전공선택 610045
군사지리기상

Military geography meteorological
2 3 일반과목

전공선택 610046
응급침구학

Emergency Oriental medicine
2 1 2 일반과목

전공선택 610047
세계전쟁사

The world war history
2 3 일반과목

전공선택 610048
인명구조 ll
Saving a life ll

2 3 일반과목

전공선택 610028
정보처리실무 Ⅳ
Practice of imformation Processing Ⅳ

3 2 2 일반과목

전공선택 610049
프리젠테이션기법

Presentation technique
3 2 2 일반과목

봉사 004045
사회봉사활동

Social Voluntary Activity
2 사회봉사

학기소계 20 7 18

총      계 85 34 78

2013학년도 특전부사관과 교육과정 Department of Special Non-commissioned offic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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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2 Ⅱ. 학사

학년 학기 이수구분 과목코드 과    목    명 학점
수업시수

강좌구분
이론 실기

1학년

1학기

교양필수 001010
종교와원불교

Religion and Won Buddhism
2 2 일반과목

교양필수 620106
NEAT 화상영어(I)
NEAT Online English(I)

2 2
온라인강의

(영)

교양필수 620162
우리말과 글
Korean Language and writing

2 2 일반과목

교양필수 620176
건강과 스트레스

Health and Stress
2 2 일반과목

교양선택 620166
컴퓨터활용 I
Computer Application I

1 2 일반과목

교양선택 620160
생활영어 I
Practical English I

2 2 일반과목

전공필수 620124
간호윤리와 전문직

Ethics&Profession of Nirsing
3 3 일반과목

전공선택 620168
한국역사와 문화

Korean History and Culture
2 2 일반과목

전공선택 620169
사회심리학

Social Psychology
2 2 일반과목

전공선택 620170
사회와 문화

Society and Culture
2 2 일반과목

봉사 620175
자기계발과 심층상담

In-Depth Counselling for Self Enlightenment
1 사회봉사

학기소계 21 15 6

2학기

교양필수 620107
NEAT 화상영어(II)
NEAT Online English(II)

2 2
온라인강의

(영)

교양필수 620150
성과 평등(다문화사회의 이해)

Sexual Equality(Understading Multi-cultural Society)
2 2 일반과목

교양선택 620167
컴퓨터활용 II
Computer Application II

1 2 일반과목

교양선택 620098
스트레스관리(음악과 치유)

Stress Management(Music and Healing)
2 1 2 일반과목

교양선택 620143
스트레스관리(미술과 치유)

Stress Management(Fine Arts and Healing)
2 1 2 일반과목

교양선택 620144
스트레스관리(춤과 치유)

Stress Management(Dance and Healing)
2 1 2 일반과목

교양선택 620145
스트레스관리(숲과 치유)

Stress Management(Forest and Healing)
2 1 2 일반과목

교양선택 620152
스트레스관리(문학과 치유)

Stress Management(Literature and Healing)
2 1 2 일반과목

교양선택 620161
생활영어 II
Practical English II

2 2 일반과목

교양선택 620164
성과 평등(인간과 성)

Sexual Equality(Human Sexuality)
2 2 일반과목

교양선택 620177
영양과 식이요법

Nutrition and diet
2 2 일반과목

2013학년도 간호학과 교육과정 Department of Nurs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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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3Ⅱ. 학사

학년 학기 이수구분 과목코드 과    목    명 학점
수업시수

강좌구분
이론 실기

1학년 2학기

전공필수 620173
해부학

Anatomy
3 3 일반과목

전공선택 620171
정신건강과 동양철학

Mental Health and Oriental philosophy
2 2 일반과목

봉사 004045
사회봉사활동

Social Voluntary Activity
2 사회봉사

학기소계 28 16 16

2학년

1학기

교양필수 620108
NEAT 화상영어(III)
NEAT Online English(III)

2 2
온라인강의

(영)

교양선택 620095
임상영어

Clinical Nursing English
2 2 일반과목

교양선택 620146
대체요법(아로마 요법)

Alternative Medicine(Aroma Therapy)
2 1 2 일반과목

교양선택 620147
대체요법(명상 요법)

Alternative Medicine(Meditation Therapy)
2 1 2 일반과목

교양선택 620148
대체요법(경혈 요법)

Alternative Medicine(Meridian Point Therapy)
2 1 2 일반과목

교양선택 620149
대체요법(레크레이션)

Alternative Medicine(Recreation)
2 1 2 일반과목

교양선택 620180
대체요법(발반사 요법)

Alternative Medicine(Foot Reflexology)
2 1 2 일반과목

전공필수 620104
보건의료정책

Health Care Policy
1 1 일반과목

전공필수 620188
기본간호학실습 I
Fundamental of Nursing and PracticeⅠ

1 2 일반과목

전공필수 620174
미생물학

Microbiology
2 2 일반과목

전공필수 620186
기본간호학 I
Fundamental of NursingⅠ

2 2 일반과목

전공필수 620015
생리학

Physiology
3 3 일반과목

전공필수 620227
건강사정

Health matters
3 3 일반과목

전공선택 620097
보건의사소통론

Health communication theory
2 2 일반과목

교직 620063
교육학개론

Introduction to Education
2 2 일반과목

학기소계 30 22 14

2학기

교양필수 620109
NEAT 화상영어(IV)

NEAT Online English(IV)
2 2

온라인강의
(영)

전공필수 620189
기본간호학실습 II
Fundamental of Nursing Practice II

1 2 일반과목

전공필수 620276
기본간호학 실습Ⅲ

Fundamental of Nursing and PracticeⅢ
1 2 일반과목

2013학년도 간호학과 교육과정 Department of Nurs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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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4 Ⅱ. 학사

학년 학기 이수구분 과목코드 과    목    명 학점
수업시수

강좌구분
이론 실기

2학년 2학기

전공필수 620110
간호약리학

Nursing Pharmacology
2 2 일반과목

전공필수 620111
지역사회보건학

Community Health
2 2 일반과목

전공필수 620117
인간성장과 발달

Human Growth and Development
2 2 일반과목

전공필수 620119
여성건강간호학 총론

General Women’s Health Nursing
2 2 일반과목

전공필수 620122
성인간호학 I
Adult NursingⅠ

2 2 일반과목

전공필수 620187
기본간호학 II
Fundamental of Nursing II

2 2 일반과목

전공필수 620014
병리학

Pathology
3 3 일반과목

전공선택 620133
비판적 사고와 간호과정

Critical Thinking and Nursing Process 
2 2 일반과목

교직 620064
교육심리

Educational Psychology
2 2 일반과목

학기소계 23 19 6

3학년 1학기

전공필수 620113
정신간호학 총론

Mental Health Nursing
2 2 일반과목

전공필수 620123
성인간호학 II
Adult Nursing II

2 2 일반과목

전공필수 620125
성인간호학 III
Adult Nursing Ⅲ

2 2 일반과목

전공필수 620190
성인간호학실습 I
Adult Nursing Clinical PracticeⅠ

2 6 일반과목

전공필수 620191
성인간호학실습 II
Adult Nursing Clinical PracticeⅡ

2 6 일반과목

전공필수 620213
출산기간호학

perinatology of Nursing
2 2 일반과목

전공필수 620280
아동간호학실습 I
Pediatric Nursing Clinical PracticeⅠ

2 6 일반과목

전공필수 620281
여성건강간호학실습 I
Women's Health Nursing Clinical PracticeⅠ

2 6 일반과목

전공필수 620282
아동간호학 각론I
A specializedstudy Pediatric Nursing I

2 2 일반과목

전공선택 620134
학교보건

School Health
2 2 일반과목

교직 620065
교육철학및교육사

Philosophy and History Of Education
2 2 일반과목

교직 620066
교육방법및교육공학

Teaching methods and educational philosophy
2 2 일반과목

학기소계 24 16 24

2013학년도 간호학과 교육과정 Department of Nurs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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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5Ⅱ. 학사

학년 학기 이수구분 과목코드 과    목    명 학점
수업시수

강좌구분
이론 실기

3학년 2학기

전공필수 620048
아동간호학실습Ⅱ

Pediatric Nursing Clinical PracticeⅡ
1 3 일반과목

전공필수 620050
여성건강간호학실습Ⅱ

Women's Health Nursing Clinical PracticeⅡ
1 3 일반과목

전공필수 620114
정신간호학 각론

particulars - Mental Health Nursing
2 2 일반과목

전공필수 620121
고위험여성건강간호학

High Risk Women’s Health Nursing
2 2 일반과목

전공필수 620126
성인간호학 IV
Adult Nursing IV

2 2 일반과목

전공필수 620142
간호관리학

Nursing Management
2 2 일반과목

전공필수 620192
성인간호학실습Ⅲ

Adult Nursing Clinical PracticeⅢ
2 6 일반과목

전공필수 620226
정신간호학실습 I
Psychiatric Nursing Clinical Practice I

2 6 일반과목

전공필수 620274
지역사회간호학실습 I
Community Nursing Clinical  Practice I

2 6 일반과목

전공선택 620271
보건교육학

Health Education
2 2 일반과목

교직 620067
교육사회

Education Society
2 2 일반과목

교직 620070
특수교육학개론

Introduction to Special Education
2 2 일반과목

교직 620073
교육봉사활동

Educational Outreach
2 4 현장실습(교)

학기소계 24 14 28

4학년 1학기

전공필수 620185
정신간호학실습 II
Psychiatric Nursing Clinical Practice II

1 3 일반과목

전공필수 620053
간호관리학실습

Nursing Management Clinical Practice
2 6 일반과목

전공필수 620115
정신간호학 환경

Environmental - Mental Health Nursing
2 2 일반과목

전공필수 620127
성인간호학 V
Adult Nursing V

2 2 일반과목

전공필수 620278
지역사회간호학실습 II
Community Nursing Clinical  Practice II

2 6 일반과목

전공필수 620279
성인간호학실습Ⅳ

Adult Nursing IV
3 9 일반과목

전공선택 620136
간호와 리더쉽

Nursing Management and Leadership
2 2 일반과목

전공선택 620272
조사방법론

Survey methodology
2 2 일반과목

교직 620068
교직실무

Teaching Practice
2 2 일반과목

2013학년도 간호학과 교육과정 Department of Nurs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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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6 Ⅱ. 학사

학년 학기 이수구분 과목코드 과    목    명 학점
수업시수

강좌구분
이론 실기

4학년

1학기

교직 620269
학교폭력예방의 이론과 실제

The Theory and Practice for the Prevention of School Violence 
2 2 일반과목

학기소계 20 12 24

2학기

교양선택 620172
국제화와 간호이슈

Globalization and Issues in nursing
2 2 일반과목

전공필수 620112
지역사회건강간호학

Community Health Nursing
2 2 일반과목

전공필수 620283
아동간호학 각론II
A specializedstudy Pediatric Nursing II

2 2 일반과목

전공선택 620061
시뮬레이션실습

Simulation Lab
1 2 일반과목

전공선택 620138
논문작성 세미나

Thesis Writing Seminar
1 1 일반과목

전공선택 620140
응급간호

Emergency Nursing
1 1 일반과목

전공선택 620289
노인간호

The aged nusring
1 1 일반과목

전공선택 620290
암환자간호

Cancer patient Nursing
1 1 일반과목

전공선택 620081
상급간호실습

Advanced Nursing clinical Practice
2 6 일반과목

전공선택 620273
보건의료법규

Health Medical Service Legislation
2 2 일반과목

교직 620069
교육평가

Educational Evaluation
2 2 일반과목

교직 620072
학교현장교육실습

School field training exercises
2 4 일반과목

학기소계 19 14 12

총      계 189 128 130

2013학년도 간호학과 교육과정 Department of Nurs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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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7Ⅱ. 학사

학년 학기 이수구분 과목코드 과    목    명 학점
수업시수

강좌구분
이론 실기

1학년

1학기

교양필수 810001
지역복지의 실천

Practice Community welfare 
3 3 일반과목

교양선택 810002
사회복지와 영상

social welfare & computer graphic
3 3 일반과목

전공필수 810009
사회복지자료분석론

Data Analysis of social welfare
3 3 일반과목

전공선택 810004
교정복지론

Correctional welfare theory
3 3 일반과목

전공선택 810006
사례관리론

care management
3 3 일반과목

학기소계 15 9 6

2학기

교양선택 810008
영상촬영 및 편집기술

Video editing practice
3 3 일반과목

교양선택 810023
사회변동과 사회복지

Social change & welfare
3 3 일반과목

전공선택 174099
사회재활치료

social rehabilitation and therapeutic
3 3 일반과목

전공선택 810005
여성복지론

Women welfare
3 3 일반과목

전공선택 810007
미술치료이론

Art theraphy
3 3 일반과목

학기소계 15 9 6

2학년

1학기

교양선택 810012
사회문제와 사회복지실천

Social problem & social welfare practice
3 3 일반과목

전공선택 810017
가족상담 및 치료

Family counselling & theraphy
3 3 일반과목

전공선택 810018
사회복지시설운영론

Social Welfare agency management
3 3 일반과목

전공선택 810020
매체치료기술

Media theraphy practice
3 3 일반과목

전공선택 810021
미술치료실제

Art theraphy practice
3 3 일반과목

학기소계 15 9 6

2학기

교양필수 810011
사회복지세미나

Social  work semina
3 3 일반과목

전공필수 810013
졸업(시험)논문

Paper for graduation
3 3 일반과목

전공선택 810014
사회보장론

Social security theory
3 3 일반과목

전공선택 810015
학교사회복지론

School welfare theory
3 3 일반과목

전공선택 810019
사회복지행정실무론

Social welfare administration practice
3 3 일반과목

2013학년도 사회복지학과(전공심화) 교육과정 Department of Social Welfa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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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8 Ⅱ. 학사

학년 학기 이수구분 과목코드 과    목    명 학점
수업시수

강좌구분
이론 실기

2학년 2학기

전공선택 810022
색채심리학

Colors & psychlogy
3 3 일반과목

학기소계 18 18

총      계 63 45 18

2013학년도 사회복지학과(전공심화) 교육과정 Department of Social Welfa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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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9Ⅱ. 학사

학년 학기 이수구분 과목코드 과    목    명 학점
수업시수

강좌구분
이론 실기

1학년

1학기

교양선택 820011
가정방문물리치료

Home-visit Physical Therapy
3 3 일반과목

교양선택 820012
의료제도비교론

Comparative Medical Regime
3 3 일반과목

전공필수 820005
임상재활심리학

Clinical rehabilitation Psychology
3 3 일반과목

전공필수 820006
성인물리치료학

Adult Physical Therapy
3 2 2 일반과목

학기소계 12 11 2

2학기

교양필수 820010
지역사회물리치료

Physical Therapy in the Community
3 3 일반과목

전공필수 820001
근거중심물리치료

Evidence-Based Physical Therapy 
3 3 일반과목

전공필수 820002
물리치료진단및평가

Physical Therapy Examination and Evaluation
3 2 2 일반과목

전공필수 820008
신경계운동치료실습

Therapeutic Exercise Laboratory for Nervous System
3 2 2 일반과목

학기소계 12 10 4

총      계 24 21 6

2013학년도 물리치료학과(전공심화) 교육과정 Department of Physical Therap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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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0 Ⅱ. 학사

학년 학기1학 이수구분 과목코드 과    목    명 학점
수업시수

강좌구분
이론 실기

1학년

1학기

교양선택 830001
간호실무영어

Nursing, Practical English
3 3 일반과목

전공필수 830004
간호연구및통계

Nursing Research and Statistics
3 3 일반과목

전공선택 830002
간호관리와 리더쉽

Nursing Management and Leadership
3 3 일반과목

전공선택 830014
응급간호 및 Simulation
Emergency Nursing and Simulation

3 2 1 일반과목

학기소계 12 11 1

2학기

교양필수 830010
간호상담

Nursing counseling
3 3 일반과목

전공필수 830011
논문작성 세미나

Thesis Writing Seminar
3 3 일반과목

전공필수 830012
상급임상간호

Advanced Clinical Nursing Science
3 3 일반과목

전공필수 830013
호스피스

Hospice
3 3 일반과목

학기소계 12 12

총      계 24 23 1

2013학년도 간호학과(전공심화) 교육과정 Department of Nurs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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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1Ⅱ. 학사

학년 학기 이수구분 과목코드 과    목    명 학점
수업시수

강좌구분
이론 실기

1학년

1학기

교양필수 840001
인간관계와 의사소통

Human relations and communication
3 3 일반과목

전공필수 840003
최신 치과임상학 및 실습

Latest dental clinical science and practice
3 2 1 일반과목

전공필수 840004
치과병원경영

Dental management of hospital
3 2 1 일반과목

전공필수 840005
구강보건교육매체개발 및 활용

Development and utilization of oral health education media
3 1 2 일반과목

학기소계 12 8 4

2학기

교양필수 840002
치과실무영어

Dental practice English
3 3 일반과목

전공필수 840006
포괄치위생학

Comprehensive dental hygiene care
3 2 1 일반과목

전공필수 840007
치위생연구방법론

Dental hygiene research methodology
3 1 2 일반과목

전공필수 840008
최신치과건강보험

Latest dental health insurance
3 1 2 일반과목

학기소계 12 4 8

총      계 24 12 12

2013학년도 치위생학과(전공심화) 교육과정 Department of dental hygie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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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일반현황

1) 교직원 현황

(1) 교원현황(2014년 4월 1일현재) 

학년도
전임교원 겸임

교원

시간

강사
조교

교수 부교수 조교수 전임강사 강의전담 소계

2013 68 2 58 129 96 190 45

2012 72 2 56 130 83 154 40

2011 69 7 15(8) 21(3) 18 130(11) 64 111 56

*( )는 외국인교원/계약제교원 관련 자료임

계열 학과 교수 부교수 조교수 계

인문사회

공무원행정과 2  0  0  2  

다문화복지과 0  0  3  3  

사회복지과 3  1 6  10 

세무회계과 1  0  0  1  

외식조리산업과 0  0  4  4  

유아교육과 4  0  2  6  

창업경영과 2  0  0  2  

항공서비스과 0  0  3  3  

호텔관광과 4  0  1  5  

자연과학

간호학과 4  0  12  16  

물리치료과 5  0  4  9  

미용피부관리과 4  0  1  5  

방사선과 6  0  1  7  

식품영양과 2  0  0 2

안경광학과 5  0  2  7  

의료관광코디네이션과 1  1 1  3 

의무부사관과 2  0  4  6  

의무행정과 4  0  0  4  

임상병리과 3  0  2  5 

치기공과 2  0  2  4  

치위생과 6  0  6  12  

허브테라피향장과 0  0  1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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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열 학과 교수 부교수 조교수 계

자연과학 정보부사관과 3  0  0  3  

예체능

경호스포츠과 1  0  0  1  

실용음악과 0  0  3  3  

주얼리디자인과 4  0  0  4  

합계 68 2 58 128

(2) 직원현황(2014년 4월1일현재) 

학년도

정 규 직

계약직 경노무직 종 별 직 책 별

일반직 기술직 별정직 기능직 소계 팀장 팀원

2013 37 1 0 0 38 13 25 20 7

2012 33 2 0 1 36 12(2) 22 27 6

2011 24 3 0 1 28 7(2) 19 16 6

*( )는 (처장,실장)

직종 직급 인원 성명

일반직

일반직 3급 2 임인신, 이승원

일반직 4급 3 신홍순, 이규영, 태기자

일반직 5급 7 김평수, 류성종, 박영미, 박장규, 윤석헌, 정영환, 최은자

일반직 6급 9 강명주, 김근순, 김충범, 모윤종, 박기형, 신동희, 이상미, 이선진, 황화경 

일반직 7급 2 윤석주, 이승권

일반직 9급 14
공종현, 김경은, 김기백, 문명호, 박대정, 박미라, 박은실, 양수현, 이병훈, 조선희, 
최광원, 최성민, 홍자웅, 황정식

소   계 37

기술직 기술직 5급 1 이철우

소   계 1

계약직

무기계약직원 4 김민권, 김유경, 김현미, 박대형

기간제직원 9 김부영, 백영훈, 송창우, 안병률, 원지연, 옥용현, 전주연, 전헌종, 정헌종

기간제직원

(시설관리인)
7 문상균, 문평균, 이병수, 이윤배, 장기열, 정성식, 진동국

계약직원(학교기업) 5 남정임, 신명녀, 안철우, 오정숙, 유병로,

연구원 2 박정아, 전주현

행정조교 25
강지연, 고두선, 김미예, 김수지, 김일환, 김태완, 박미연, 박종덕, 소선화, 소유진, 
신정호, 양형우, 오일균, 윤혜지, 이동규, 이미소, 이보라, 이지우, 장유환, 정명진, 
정재훈, 조봉우, 조아라, 채은영, 허은영, 

소   계 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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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학생 현황 

학년도
재적생 졸업생

재학생 휴학생 당해년 누계

2014 4,758 2,001 1,711 46,603

2013 4,791 1,899 1,573 44,885

2012 4,732 1,807 1,519 43,312

2011 4,657 1,587 1,416 41,791

3) 학과 현황

계열 학과 학제 입학정원 비 고

자연과학

임상병리과 3 120

물리치료과 3 80

방사선과 3 80

치기공과 3 80

식품영양과 2 50

치위생과 3 120

의무행정과 3 80

안경광학과 3 79

미용피부관리과 2 80

의무부사관과 2 80

허브테라피과 2 30

의료관광코디네이션과 2 30

간호과 4 140

인문사회

유아교육과 3 96

사회복지과 2 157

호텔관광과 2 60

외식조리산업과 2 90

항공서비스과 2 40

예·체능
주얼리디자인과 2 30

실용음악과 2 30

공학
특전부사관과 2 40

전투부사관과 2 40

계 1,6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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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시설 현황

구분 기준(㎡) 보유면적(㎡) 확보율(%) 수용인원

학교용지

교지(구내) 94,246 103,800 110.1

교지(구외) 4,750

교지 전체합계 108,550 115.0

교사시설

교육기본시설

강의실,실험실 32,969

교수연구실 5,125

행정실 2,831

도서관 2,566 850

학생회관 4,001

대학본부 229

소계 47,721

지원시설

강당 849 729

체육관

전자계산소 167

기숙사 5,037 286

소계 6,053

교사보유 합계 47,123 53,774 114.1

부설연구소 754

기타시설 529

교사전체 합계 55,057 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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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시설배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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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교육운영현황

1) 재학생 현황(2014.04.01) 

학 과
재학생 1학년 2학년 3학년 4학년

남 여 계 남 여 소계 남 여 소계 남 여 소계 남 여 소계

임상병리과 97 298 395 33 100 133 38 92 130 26 106 132 0 0 0

물리치료과 112 200 312 38 68 106 42 56 98 32 76 108 0 0 0

방사선과 199 95 294 70 32 102 68 24 92 61 39 100 0 0 0

치기공과 140 112 252 55 36 91 39 36 75 46 40 86 0 0 0

식품영양과 24 70 94 17 35 52 7 35 42 0 0 0 0 0 0

치위생과 10 417 427 5 134 139 4 143 147 1 140 141 0 0 0

의무행정과 33 126 159 26 64 90 7 62 69 0 0 0 0 0 0

유아교육과 4 258 262 4 98 102 0 83 83 0 77 77 0 0 0

안경광학과 138 64 202 53 26 79 40 16 56 45 22 67 0 0 0

주얼리디자인과 19 35 54 10 21 31 9 14 23 0 0 0 0 0 0

세무회계과 20 21 41 0 0 0 20 21 41 0 0 0 0 0 0

사회복지과 112 154 266 69 84 153 43 70 113 0 0 0 0 0 0

사회복지과(야) 25 43 68 13 23 36 15 22 37 0 0 0 0 0 0

미용피부관리과 26 155 181 16 79 95 10 76 86 0 0 0 0 0 0

경호스포츠과 19 3 22 0 0 0 19 3 22 0 0 0 0 0 0

호텔관광과 64 62 126 39 33 72 25 29 54 0 0 0 0 0 0

의무부사관과 108 68 176 58 30 88 50 38 88 0 0 0 0 0 0

공무원행정과 24 12 36 0 0 0 24 12 36 0 0 0 0 0 0

외식조리과 85 88 173 48 53 101 37 35 72 0 0 0 0 0 0

항공서비스과 0 72 72 0 40 40 0 32 32 0 0 0 0 0 0

실용음악과 42 16 58 23 11 34 19 5 24 0 0 0 0 0 0

의료관광코디과 5 56 61 1 30 31 4 26 30 0 0 0 0 0 0

창업경영과 9 4 13 0 0 0 9 4 13 0 0 0 0 0 0

다문화복지과 8 18 26 0 0 0 8 18 26 0 0 0 0 0 0

허브테라피향장과 4 63 67 4 33 37 0 30 30 0 0 0 0 0 0

특전부사관과 52 19 71 30 9 39 22 10 32 0 0 0 0 0 0

간호학과 92 612 704 32 174 206 31 160 191 17 141 158 12 137 149

전투부사관과 40 0 40 40 0 40 0 0 0 0 0 0 0 0 0

사회복지학과(전공심화) 5 15 20 5 15 20 0 0 0 0 0 0 0 0 0

물리치료학과(전공심화) 18 22 40 18 22 40 0 0 0 0 0 0 0 0 0

간호학과(전공심화) 0 20 20 0 20 20 0 0 0 0 0 0 0 0 0

치위생학과(전공심화) 0 21 21 0 21 21 0 0 0 0 0 0 0 0 0

합계 1,5373,2214,758 707 1,2911,998 590 1,1521,742 228 641 869 12 137 1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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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입학등록 현황(2014학년도) 

학 과
ⓐ

입학

정원

ⓑ

정원내

등록인원

ⓒ

정원외

등록인원

ⓓ합계

(ⓑ+ⓒ)

정원내

(충원율)

ⓑ/ⓐ

전체

(충원율)

ⓓ/ⓐ

ⓖ

전공심화

ⓗ최종등록

(ⓓ+ⓔ+ⓖ)
최종(비율)

ⓗ/ⓐ

임상병리과 120 120 15 135 100 112.5 135 112.5

물리치료과 80 80 26 106 100 132.5 106 132.5

방사선과 80 80 22 102 100 127.5 102 127.5

치기공과 80 80 12 92 100 115.0 92 115.0

치위생과 120 120 20 140 100 116.7 140 116.7

안경광학과 79 79 2 81 100 102.5 81 102.5

의무행정과 80 80 10 90 100 112.5 90 112.5

사회복지과 130 130 25 155 100 119.2 155 119.2

사회복지과(야) 27 27 10 37 100 137.0 37 137.0

유아교육과 96 96 8 104 100 108.3 104 108.3

호텔관광과 60 60 13 73 100 121.7 73 121.7

외식조리과 90 90 10 100 100 111.1 100 111.1

식품영양과 50 50 6 56 100 112.0 56 112.0

항공서비스과 40 40 1 41 100 102.5 41 102.5

의료관광코디과 30 30 4 34 100 113.3 34 113.3

미용피부관리과 80 80 21 101 100 126.3 101 126.3

허브테라피향장과 30 30 7 37 100 123.3 37 123.3

주얼리디자인과 30 30 1 31 100 103.3 31 103.3

실용음악과 30 30 4 34 100 113.3 34 113.3

간호학과 140 140 66 206 100 147.1 206 147.1

의무부사관과 80 80 8 88 100 110.0 88 110.0

특전부사관과 40 40 1 41 100 102.5 41 102.5

전투부사관과 40 40 40 100 100.0 40 100.0

(합 계) 1,632 1,632 292 1,924 100 117.9 1,924 117.9

사회복지학과(전공심화) 20 20 20

물리치료학과(전공심화) 40 40 40

간호학과(전공심화) 20 20 20

치위생학과(전공심화) 20 20 20

(합 계) 100 100 100



2013
원 광 보 건 대 학 교  연 감

191Ⅲ. 행정부서, 학과별 주요 업무 및 행사

3) 취업률 현황 (건강보험DB)(매년 6.1일자 기준)

2012학년도 2013학년도

연번 학 과 취업률(%) 연번 학  과 취업률(%) 증감률(%)

1 임상병리과 46.1% 1 임상병리과 47.5% 1.4%

2 물리치료과 77.2% 2 물리치료과 77.5% 0.3%

3 방사선과 44.3% 3 방사선과 42.5% -1.8%

4 치기공과 61.5% 4 치기공과 61.1% -0.4%

5 식품영양과 53.3% 5 식품영양과 49.0% -4.3%

6 치위생과 77.0% 6 치위생과 75.6% -1.4%

7 의무행정과 71.4% 7 의무행정과 64.5% -6.9%

8 간호과 74.2% 8 간호과(3년) 76.9% 2.7%

9 안경광학과 52.4% 9 안경광학과 43.6% -8.8%

10 미용피부관리과 60.5% 10 미용피부관리과 57.5% -3.0%

11 경호스포츠과 50.0% 11 경호스포츠과 46.2% -3.8%

12 영상컨텐츠과 52.4% 12 영상컨텐츠과 78.6% 26.2%

13 사회복지과 52.1% 13 사회복지과 46.2% -5.9%

14 사회복지과(야) 72.2% 14 사회복지(야) 56.4% -15.8%

15 세무회계과 68.0% 15 세무회계과 65.0% -3.0%

16 유아교육과 69.2% 16 유아교육과 88.1% 18.9%

17 유아교육과(야) 85.7%

18 주얼리디자인과 67.9% 17 주얼리디자인과 45.5% -22.4%

19 호텔관광과 60.0% 18 호텔관광과 68.6% 8.6%

20 의무부사관과 84.1% 19 의무부사관과 69.2% -14.9%

21 공무원행정과 44.4% 20 공무원행정과 30.0% -14.4%

22 중국통상과(창업) 40.0% 21 창업경영과 42.1% 2.1%

22 외식조리산업과 82.6% 22 외식조리산업과 66.7% -15.9%

23 항공서비스과 77.8% 23 항공서비스과 86.2% 8.4%

24 방송연예과 71.4% 24 실용음악과 25.0% -46.4%

25 사회(산업위탁) 100.0% 25 간호학과(4년) 66.0%

26 영상(산업위탁) 100.0% 26 의료관광코디네션과 81.0%

27 세무(산업위탁) 100.0% 27 허브테라피과 78.3%

28 사회(전공심화) 95.2% 28 다문화복지과 81.3%

29 물리(전공심화) 85.7% 29 간호(전공심화) 94.4%

30 사회(전공심화) 100.0% 4.8%

31 물리(전공심화) 93.9% 8.2%

32 영상(산업위탁) 100.0% 0.0%

합    계 65.5% 합    계 63.3%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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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국가고시합격률 현황

2013학년도 및 2012학년도

연번 구분

원광보건대학

응시자수

(재/졸)

원광보건대학

합격자수

(재/졸)

2013학년도 2012학년도

전국

합격률(%)
합격률

(재학생)

전국

합격률
합격률(재)

1 임상병리사
158

(104/54)

69
(59/10)

▲69.3
▼43.7
(▲56.7)

▼65.3
47.3
(55.8)

2 물리치료사
131

(109/22)

111
(104/7)

▲86.3
▲84.7
(▲95.4)

85.8
81.6
(89.8)

3 방사선사
107

(78/29)

27
(25/2)

▼47.3
▼25.2
(▼32.1)

71.4
64.9
(68.1)

4 치기공사
100

(85/15)

76
(76/0)

▼76.9
▼76

(▲89.4)
83.3

80.4
(87.9)

5 위생사
33

(27/6)

10
(10/0)

▼36.7
▼35.7
(▼37.0)

47.7
50.0
(55.3)

6 영양사
59

(40/19)

18
(13/5)

▲65.0
▼30.5
(▼32.5)

55.3
40.6
(42.9)

7 치위생사
170

(150/20)

157
(146/11)

▲90.1
▲92.4
(▲97.3)

87.1
87.2
(89.0)

8 의무기록사
63

(49/14)

45
(37/8)

▲69.3
▲71.4
(▲75.5)

46.5
32.1
(35.3)

9 간호사
149

(146/3)

146
(145/1)

▲96.1
▲98.0
(▲99.3)

94.1
93.3
(98.5)

10 안경사
82

(72/10)

36
(35/1)

▼64.4
▼43.9
(▼48.6)

68.3
52.5
(52.3)

11 응급구조사
37

(37/0)

34
(34/0)

▼74.6
▼91.8
(▼91.9)

79.2
92.1
(92.1)

5) 장학금지급 현황

(단위:원)

연번 장     학     명 교내외 인원 입학금 수업료 일정금액 장학금액

1 입학2종장학금 교내 19 0 38,122,200 0 38,122,200

2 특대장학금 교내 88 0 318,296,000 0 318,296,000

3 성적우수장학금 교내 661 0 924,734,400 0 924,734,400

4 면학장학금 교내 1262 0 865,593,000 600,000 866,193,000

5 교직원직계자녀및배우자장학금 교내 20 4,200,000 110,020,000 0 114,220,000

6 보훈장학금(자녀) 교내 16.5 650,000 49,921,500 0 50,57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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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번 장     학     명 교내외 인원 입학금 수업료 일정금액 장학금액

7 육영장학금(자녀) 교내 12 0 42,369,600 0 42,369,600

8 자립장학금 교내 4 0 6,225,700 0 6,225,700

9 으뜸장학금 교내 76 0 38,680,000 12,000,000 50,680,000

10 봉사장학금(총학생회장단) 교내 3 0 18,296,000 0 18,296,000

11 봉사장학금 교내 11 0 223,000 6,000,000 6,223,000

12
직계존비속및형제자매,

부부재학장학금
교내 113 0 81,481,000 57,641,250 139,122,250

13 탈북자장학금 교내 8 325,000 24,834,500 0 25,159,500

14 보훈장학금(본인) 교내 1 0 3,125,000 0 3,125,000

15 특별장학금 교내 9 0 0 10,510,000 10,510,000

16 입학3종장학금 교내 101 65,650,000 0 0 65,650,000

17 외국인장학금 교내 8 0 13,858,900 937,500 14,796,400

18 전공심화(본교졸업) 교내 78 15,600,000 221,600,600 0 237,200,600

19 전공심화(타대학졸업) 교내 25 0 46,275,600 0 46,275,600

20 특별장학(기타) 교내 13 0 15,754,800 0 15,754,800

21 만학도장학금 교내 117 0 238,230,000 0 238,230,000

22 재입학장학금 교내 7 4,550,000 0 0 4,550,000

23 장애인및장애인자녀장학 교내 21 0 36,284,600 0 36,284,600

24 특별장학(수능우수) 교내 2 0 2,699,000 0 2,699,000

25 특별장학(내신우수) 교내 10 0 12,500,000 0 12,500,000

26 입학3종(입학) 교내 124 80,600,000 0 0 80,600,000

27 특별장학(A입학사정관) 교내 1 0 1,562,500 0 1,562,500

28 특별장학(B입학사정관) 교내 9 5,850,000 0 0 5,850,000

29 희망장학금(입학) 교내 108 70,200,000 0 0 70,200,000

30 희망장학금 교내 255 0 227,661,000 1,448,000 229,109,000

31 특별장학(3년편입학) 교내 5 3,250,000 0 0 3,250,000

32 특별장학(2년편입학) 교내 2 1,300,000 1,965,900 0 3,265,900

33 Happy with us 포인트장학금 교내 318 0 86,975,000 60,523,000 147,498,000

34 특별장학(장학사정관  장학) 교내 2 0 1,200,000 0 1,200,000

35 장애도우미장학금 교내 9 0 0 5,463,200 5,463,200

36 학업장려장학금 교내 76 0 0 136,729,000 136,729,000

37 국가근로장학금 교내 112 0 0 40,484,400 40,484,400

소     계 3,706.5 252,175,000 3,428,489,800 332,336,350 4,013,001,150

1 보훈장학금(자녀) 교외 16.5 650,000 49,921,500 0 50,571,500

2 탈북자장학금 교외 8 325,000 24,834,500 0 25159500

3 육군부사관장학금 교외 23 0 141358000 0 141,358,000

4 전문대학우수장학금 교외 2 0 7,287,150 0 7,287,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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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번 장     학     명 교내외 인원 입학금 수업료 일정금액 장학금액

5 국가장학금  I유형 교외 3,438 0 6,838,067,000 714,228,900 7,552,295,900

6 국가장학금  II유형 교외 3,249 0 0 973,298,366 973,298,366

7 국가장학금  Ⅱ유형 추가 교외 2,095 0 0 348,852,200 348,852,200

8 희망사다리장학 교외 5 0 10,081,500 12,560,500 22,642,000

9 국가장학금  장학사정관제장학 교외 8 0 0 4,800,000 4,800,000

10 후생복지장학금 교외 74 0 0 37,000,000 37,000,000

11 총동창회장학금 교외 27 0 0 8,100,000 8,100,000

12 원광보건장학재단장학금 교외 28 0 0 11,000,000 11,000,000

13 외부기타장학금 교외 22 0 1,400,000 14,900,000 16,300,000

14 아산사회복지재단장학 교외 2 0 12,500,000 0 12,500,000

15 KRA농촌희망재단 교외 13 0 19,500,000 0 19,500,000

16 오성장학재단장학금 교외 1 0 0 2,400,000 2,400,000

17 의용소방대자녀장학금 교외 8 0 0 8,346,380 8,346,380

18 원광보건사랑(지정) 교외 124 0 10,600,000 46,740,000 57,340,000

19 원광보건사랑(지정) 교외 149 0 0 76,400,000 76,400,000

20 사랑드림장학 교외 1 0 0 2,000,000 2,000,000

21 천년이음장학(간호학과) 교외 10 0 0 19,000,000 19,000,000

22 장애도우미장학금 교외 9 0 0 9,536,800 9,536,800

23 국가근로장학금 교외 112 0 0 197,793,600 197,793,600

소     계 9,424.5 975,000 7,115,549,650 2,486,956,746 9,603,481,396

교내외 장학합계 13,131 253,150,000 10,544,039,450 2,819,293,096 13,616,482,546

1 경력개발장학(교육역량A) 산단 10 0 0 6,000,000 6,000,000

2 경력개발장학(교육역량B) 산단 50 0 0 15,000,000 15,000,000

3 산학관커플링사업장학 산단 41 0 0 28,000,000 28,000,000

4 취업역량우수장학(교육역량) 산산 11 0 5,000,000 0 5,000,000

5
경력개발장학

(WCC사업 대표브랜드A)
산단 10 0 0 6,000,000 6,000,000

6
경력개발장학

(WCC사업 대표브랜드B)
산단 20 0 0 6,000,000 6,000,000

7 글로윙장학(WCC) 산단 8 0 0 2,550,000 2,550,000

합     계 150 0 5,000,000 63,550,000 68,55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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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재학생 현황 (2014.04.01.일자)

학과명
재학생 1학년 2학년 3학년 4학년

남 여 소계 남 여 소계 남 여 소계 남 여 소계 남 여 소계

임상병리과 97 298 395 33 100 133 38 92 130 26 106 132 0 0 0

물리치료과 112 200 312 38 68 106 42 56 98 32 76 108 0 0 0

방사선과 199 95 294 70 32 102 68 24 92 61 39 100 0 0 0

치기공과 140 112 252 55 36 91 39 36 75 46 40 86 0 0 0

식품영양과 24 70 94 17 35 52 7 35 42 0 0 0 0 0 0

치위생과 10 417 427 5 134 139 4 143 147 1 140 141 0 0 0

의무행정과 33 126 159 26 64 90 7 62 69 0 0 0 0 0 0

유아교육과 4 258 262 4 98 102 0 83 83 0 77 77 0 0 0

간호학과 92 612 704 32 174 206 31 160 191 17 141 158 12 137 149

안경광학과 138 64 202 53 26 79 40 16 56 45 22 67 0 0 0

주얼리디자인과 19 35 54 10 21 31 9 14 23 0 0 0 0 0 0

세무회계과 20 21 41 0 0 0 20 21 41 0 0 0 0 0 0

사회복지과 112 154 266 69 84 153 43 70 113 0 0 0 0 0 0

사회복지과(야) 28 45 73 13 23 36 15 22 37 0 0 0 0 0 0

미용피부관리과 26 155 181 16 79 95 10 76 86 0 0 0 0 0 0

경호스포츠과 19 3 22 0 0 0 19 3 22 0 0 0 0 0 0

호텔관광과 64 62 126 39 33 72 25 29 54 0 0 0 0 0 0

의무부사관과 108 68 176 58 30 88 50 38 88 0 0 0 0 0 0

공무원행정과 24 12 36 0 0 0 24 12 36 0 0 0 0 0 0

외식조리과 85 88 173 48 53 101 37 35 72 0 0 0 0 0 0

항공서비스과 0 72 72 0 40 40 0 32 32 0 0 0 0 0 0

실용음악과 42 16 58 23 11 34 19 5 24 0 0 0 0 0 0

의료관광코디과 5 56 61 1 30 31 4 26 30 0 0 0 0 0 0

창업경영과 9 4 13 0 0 0 9 4 13 0 0 0 0 0 0

다문화복지과 8 19 27 0 0 0 8 19 27 0 0 0 0 0 0

허브테라피향장과 4 63 67 4 33 37 0 30 30 0 0 0 0 0 0

정보부사관과 52 19 71 30 9 39 22 10 32 0 0 0 0 0 0

전투부사관과 40 0 40 40 0 40 0 0 0 0 0 0 0 0 0

사회복지학과(전공심화) 5 15 20 5 15 20 0 0 0 0 0 0 0 0 0

물리치료학과(전공심화) 18 22 40 18 22 40 0 0 0 0 0 0 0 0 0

간호학과(전공심화) 0 20 20 0 20 20 0 0 0 0 0 0 0 0 0

치위생학과(전공심화) 0 20 20 0 20 20 0 0 0 0 0 0 0 0 0

합계 1,537 3,221 4,758 707 1,290 1,997 590 1,153 1,743 228 641 869 12 137 1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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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졸업생현황
(남/여)

연도

학과명

1회

77학년도
2회

78학년도
3회

79학년도
4회

80학년도
5회

81학년도
6회

82학년도
7회

83학년도
8회

84학년도
9회

85학년도
10회

86학년도
11회

87학년도

임상병리
65

24/41
68

34/34
135

74/61
162

72/90
153

53/100
190

59/131
192

67/125
200

60/140
201

58/143
211

60/151
199

56/143

물리치료
47

20/27
66

33/33
56

36/20
54

35/19
59

27/32
61

27/34
68

31/37
80

19/61
80

33/47
81

28/53
81

29/52

방사선
54

42/12
67

62/5
59

51/8
55

48/7
54

47/7
77

62/15
58

48/10
70

54/16
79

63/16
78

59/19
73

67/6

치기공
52

44/8
58

48/10
57

46/11
49

46/3
61

58/3
62

47/15
71

63/8
62

52/10
67

51/16
80

60/20
80

60/20

식품과학
64

41/23
96

45/51
81

42/39
84

50/34
114

59/55
104

47/57
99

51/48
120

53/67
126

54/72
112

37/75

치위생
40
/40

34
/34

58
/58

69
/69

82
/82

73
/73

80
/80

85
/85

82
/82

85
/85

의무행정
31

16/15
76

26/50
98

22/76
101

19/82
119

47/72
108

37/71

유아교육
80
/80

84
/84

81
/81

77
/77

84
/84

간호
83
/83

84
/84

85
/85

84
/84

안경광학

귀금속디자인

경영정보

사회복지

관광경영

호텔경영

미용피부관리

레저스포츠

영상컨텐츠

화장품과학

의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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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도

학과명

1회

77학년도
2회

78학년도
3회

79학년도
4회

80학년도
5회

81학년도
6회

82학년도
7회

83학년도
8회

84학년도
9회

85학년도
10회

86학년도
11회

87학년도

컴퓨터응용

정보통신

영상그래픽

애완동물

산업관광통역

미디어영어

관광산업

환경공업
65

50/15
53

45/8
54

24/30
79

47/32
80

39/41
76

39/37

한방요업
41

33/8
31

25/6
57

45/12

총  계
218

130/88
363

218/145
437

252/185
500

276/234
511

260/251
739

365/374
775

327/448
910

282/628
977

324/653
1,019

347/672
982

325/657

연도

학과명

12회

88학년도
13회

89학년도
14회

90학년도
15회

91학년도
16회

92학년도
17회

93학년도
18회

94학년도
19회

95학년도
20회

96학년도
21회

97학년도
22회

98학년도

임상병리
222

66/156
179

46/133
180

45/135
193

39/154
16

0/16
129

43/86
138

28/110
137

24/113
150

45/105
146

27/119
159

34/125

물리치료
76

27/49
81

26/55
83

34/49
76

33/43
6

0/6
66

8/58
56

14/42
65

13/52
80

29/51
95

31/64
80

22/58

방사선
81

61/20
56

41/15
70

60/10
62

54/8
23

0/23
58

43/15
64

46/18
42

25/17
65

52/13
79

58/21
67

39/28

치기공
69

43/26
72

56/16
65

43/22
67

49/18
65

39/26
68

38/30
88

63/25
26
26/

52
29/23

61
30/31

36
12/24

식품과학
123

48/75
96

36/60
121

46/75
112

35/77
114

41/73
109

24/85
133

34/99
103

31/72
106

26/80
114

24/90
106

36/70

치위생
130

0/130
117

0/117
117

0/117
118

0/118
121

0/121
120

0/120
117

0/117
0

0/0
113

0/113
109

0/109
121
/121

의무행정
71

28/43
69

30/39
78

26/52
66

22/44
72

23/49
75

26/49
71

27/44
81

29/52
72

23/49
90

30/60
81

29/52

유아교육
81

0/81
81

0/81
77

0/77
77

0/77
78

0/78
74

0/74
79

0/79
115

0/115
120

0/120
125

0/125
128

2/126

간호
89

0/89
83

0/83
81

0/81
76

0/76
76

0/76
80

0/80
80

0/80
79

0/79
80

0/80
79

0/79
121
/121

안경광학
52

27/25
54

32/22
61

32/29
72

41/31
84

51/33
90

53/37
89

43/46
74

32/42
69

32/37



2013
원 광 보 건 대 학 교  연 감

198 Ⅲ. 행정부서, 학과별 주요 업무 및 행사

연도

학과명

12회

88학년도
13회

89학년도
14회

90학년도
15회

91학년도
16회

92학년도
17회

93학년도
18회

94학년도
19회

95학년도
20회

96학년도
21회

97학년도
22회

98학년도

귀금속디자인
52

5/47
121

32/89
113

18/95
137

39/98
127

47/80
138

60/78
92

42/50

경영정보
53

4/49
84

18/66

사회복지
40

8/32
83

15/68

관광경영

호텔경영

미용피부관리

레저스포츠

영상컨텐츠

화장품과학

의상
62

2/60
63

4/59
59

1/58
75

13/62
72

4/68
72

11/61
103

12/91
85

5/80
94

6/88
100

13/87

컴퓨터응용
58

16/42
54

9/45
57

10/47
113

41/72
121

36/85
146

53/93
110

37/73
160

69/91
143

49/94
151

72/79

정보통신

영상그래픽

애완동물

산업관광통역
43

10/33
66

16/50
86

27/59
126

42/84
141

53/88
142

49/93

미디어영어
112

34/78

관광산업
95

22/73

환경공업
72

38/34
71

36/35
64

44/20
69

36/33
75

40/35
76

43/33
91

52/39
78

52/26
85

44/41
94

55/39
97

70/27

한방요업

총  계
1,014

311/703
1,025

289/736
1,105

338/767
1,086

311/775
990

244/746
1,307

354/953
1,418

424/994
1,292

383/909
1,525

465/1,060
1,676

463/1,213
1,782

492/1,2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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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도
학과명

23회

99학년도
24회

00학년도
25회

01학년도
26회

02학년도
27회

03학년도
28회

04학년도
29회

05학년도
30회

06학년도
31회

07학년도
32회

08학년도

임상병리
151

28/123
134

17/117
146

24/122
141

29/112
125

23/102
119

27/92
115

24/91
127

37/90
108

16/92
115

27/88

물리치료
82

24/58
85

18/67
81

15/66
93

18/75
83

16/67
103

32/71
84

23/61
75

18/57
108

34/74
88

33/55

방사선
80

57/23
74

48/26
84

63/21
74

47/27
68

45/23
79

48/31
85

52/33
74

46/28
78

55/23
74

50/24

치기공
80

39/41
72

30/42
82

47/35
73

31/42
82

36/46
81

43/38
80

33/47
86

57/29
75

40/35
81

46/35

식품과학
90

26/64
95

19/76
90

19/71
95

20/75
103

27/76
96

25/71
109

37/72
93

30/63
71

15/56
67

15/52

치위생
115
/115

118
/118

122
/122

116
/116

114
/114

125
/125

129
1/128

133
1/132

123
/123

128
0/128

의무행정
76

9/67
76

16/60
73

14/59
80

16/64
74

18/56
72

13/59
83

26/57
97

24/73
89

29/60
94

21/73

유아교육
120
/120

113
2/111

108
/108

113
4/109

10
0/10

102
/102

81
/81

83
/83

82
/82

69
1/68

간호
121
/121

130
/130

121
/121

125
/125

123
/123

127
3/124

143
/143

128
2/126

143
8/135

129
6/123

안경광학
81

41/40
78

38/40
69

30/39
83

35/48
23

19/4
73

33/40
66

28/38
39

16/23
74

40/34
65

34/31

귀금속디자인
93

33/60
97

37/60
90

33/57
90

33/57
112

35/77
79

25/54
91

28/63
70

19/51
78

38/40
45

13/32

경영정보

(세무회계)

75
16/59

93
33/60

110
39/71

120
54/66

106
51/55

109
56/53

84
57/27

74
47/27

76
49/27

29
16/13

사회복지
88

15/73
102

18/84
126

31/95
156

28/128
164

40/124
167

39/128
189

65/124
192

52/140
183

55/128
168

49/119

관광경영
34

6/28
45

23/22
46

23/23
32

19/13

호텔경영
109

55/54
65

29/36
56

26/30
40

19/21

미용피부관리
51

1/50
69

3/66
73

3/70
91

5/86
93

5/88
70

5/65
77

5/72
84

5/79
80

5/75

경호스포츠

(레저스포츠)

24
11/13

20
11/9

9
8/1

24
18/6

24
18/6

17
13/4

영상컨텐츠
99

88/11
61

55/6
48

43/5

화장품과학
30

2/28
18

1/17
16

2/14
16

2/14

의상
75

11/64
69

13/56
48

8/40
54

14/40
40

5/35
36

11/25
40

14/26
28

10/18

컴퓨터응용
90

40/50
91

50/41
118

55/63
111

75/36
44

44/0
86

60/26
74

61/13
12

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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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도
학과명

23회

99학년도
24회

00학년도
25회

01학년도
26회

02학년도
27회

03학년도
28회

04학년도
29회

05학년도
30회

06학년도
31회

07학년도
32회

08학년도

정보통신
27

9/18
41

17/24
54

17/37
64

29/35
24

22/2
80

60/20
56

45/11
10
9/1

영상그래픽
25

4/21
40

7/33
44

6/38
48

18/30
37

26/11
36

23/13
39

32/7

애완동물
20

7/13
14

4/10

산업관광통역

미디어영어
103

41/62
49

11/38
57

12/45
67

6/61
57

15/42
32

15/17

관광산업
67

16/51
99

17/82
103

23/80
108

26/82
100

24/76
91

34/57

환경공업
91

68/23
91

69/22
89

68/21
74

64/10
71

49/22
42

35/7

한방요업

총  계
1,705

473/1,232
1,783

458/1,325
1,880

508/1,372
1,954

538/1,416
1,686

503/1,183
1,849

601/1,248
1,817

600/1,217
1,702

578/1,124
1,575

508/1,067
1,385

412/973

      연도
학과명

33회

09학년도
34회

10학년도
35회

11학년도
36회

12학년도
37회

13학년도
38회

14학년도
39회

15학년도
졸업생 총계
(남/여)

임상병리
120

28/92
99

22/77
113

25/88
104

26/78
106

21/85
5,848

1,388/3,860

물리치료
92

25/67
100

35/65
120

37/83
118

43/75
110

48/62
2,919

974/1,945

물리치료학과
14

4/10
34

13/21
38

19/19
86

36/50

방사선
96

79/17
74

49/25
84

45/39
92

66/26
78

49/29
2,585

1,881/704

치기공
99

58/41
86

52/34
82

54/28
92

57/35
85

44/41
2,604

1,670/934

식품영양
60

20/44
48

11/37
58

7/51
56

5/51
52

6/46
3,424

1,142/2,282

치위생
128

2/126
132

0/132
129

0/129
137

0/137
150

0/150
3770

4/3,766

의무행정
76

23/53
89

23/66
95

20/75
96

29/67
94

25/69
2,623

766/1,857

유아교육
61

0/61
82

0/82
49

2/47
64

1/63
70

0/70
2,648

12/2,636

간호
156

8/148
159

19/140
98

8/90
70

6/64
146

12/134
3,179

72/3,107

안경광학
65

32/33
66

40/26
48

34/14
39

14/25
65

38/27
1,579

815/7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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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도
학과명

33회

09학년도
34회

10학년도
35회

11학년도
36회

12학년도
37회

13학년도
38회

14학년도
39회

15학년도
졸업생 총계
(남/여)

주얼리디자인
50

23/27
31

11/20
33

7/26
25

5/20
26

13/13
1,790

596/1,194

경영정보

(세무회계)

12
5/7

13
7/6

34
14/20

21
9/12

38
13/25

1,131
488/643

사회복지
150

48/102
161

56/105
188

68/120
165

62/103
121

31/90
2,443

680/1,763

관광경영

(호텔관광)

34
16/18

77
43/34

64
29/35

39
16/23

53
25/28

424
199/225

호텔경영
33

24/9
303

153/150

미용피부관리
77

13/64
86

8/78
87

7/80
76

5/71
86

7/79
1,100

77/1023

경호스포츠

(레저스포츠)

22
18/4

15
14/1

22
17/5

14
11/3

25
18/7

216
157/59

영상컨텐츠

(정보부사)

37
28/9

34
27/7

34
25/9

26
21/5

20
17/3

359
304/55

중국통상
7

5/2
8

3/5
15
8/7

의무부사
50

30/20
80

57/23
91

52/39
83

48/35
304

187/117

공무원행정
14
5/9

18
3/15

27
8/19

37
20/17

96
36/60

실용음악과
7

2/5
13
7/6

20
16/4

40
25/15

외식조리산업과
24

5/19
28

3/25
37

13/24
89

21/68

항공서비스과
27

0/27
30

0/30
41

0/41
98

0/98

의료관광
23

1/22
23

2/21
46

3/43

창업경영과
19

11/8
12
9/3

31
20/11

다문화복지과
25

0/25
18

0/18
43

0/43

허브테라피과
26

0/26
32

0/32
58

0/58

사회복지학과

(전공심화)

9
2/7

8
6/2

17
8/9

물리치료학과

(전공심화)

34
13/21

38
19/19

72
32/40

간호학과

(전공심화)

18
1/17

20

0/20
38

1/37



2013
원 광 보 건 대 학 교  연 감

202 Ⅲ. 행정부서, 학과별 주요 업무 및 행사

      연도
학과명

33회

09학년도
34회

10학년도
35회

11학년도
36회

12학년도
37회

13학년도
38회

14학년도
39회

15학년도
졸업생 총계
(남/여)

치위생학과

(전공심화)

17
1/16

17
1/16

화장품과학
80

7/73

의상
1,175

157/1,018

컴퓨터응용
1,739

787/952

정보통신
356

208/148

영상그래픽
269

116/153

애완동물
34

11/23

산업관광통역
604

197/407

미디어영어
477

134/343

관광산업
663

162/501

환경공업
1,737

1,107/630

한방요업
129

103/26

총  계
1,389

462/927
1,423

457/966
1,516

473/1,043
1,577

474/1,103
1,711

501/1,210
46,603

14,726/31,877

8) 도서관 현황

(1) 도서자료

국내서 동양서 서양서 계(권)

109,746 1,550 10,200 121,496

(2) 시청각 자료

전자도서

비디오 테잎 CD DVD
e-Book e-Learning 오디오 북 전자저널

5,700종 195종 475종 3패키지 1,322 59 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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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정기간행물 자료

외국잡지 국내학회지 국내 교양잡지 신문 계

14종 230여종 77종 28종 349종

(4) 보유시설

실      명 좌석수 위치 면  적 비      고

제1자유열람실 90석

1층

2,016㎡(609.84평) 제1도서관

제2자유열람실 60석

제1그룹스터디실(동편) 16석

제2그룹스터디실(서편) 20석

휴게실 32석

제3자유열람실 66석

2층

제4자유열람실 48석

제5자유열람실 72석

제3그룹스터디실 16석

제4그룹스터디실 16석

도서관장실, 사서팀

정보자료실 24석 3층

논문정관실, 보존서고 18석 4층

소            계    478석 2,016㎡(609.84평)

자유열람실(동편) 132석 3층 169㎡(51.12평) 제2도서관(미래관)

자유열람실 60석 1층 133㎡(40.23평) 함열제2캠퍼스

그룹스터디실(B319) 47석 3층 91.8㎡(27.77평) 보건관

그룹스터디실(E501) 42석 5층 75㎡(22.68평)
학림관

그룹스터디실(E711) 91석 7층 120㎡(36.3평)

잠룡제고시실(k105) 42석 1층 116.5㎡(35.24평)
정진관

잠룡제고시실(k106) 29석 1층 116.5㎡ (35.24평)  

소            계 443석 821.8㎡(173.87평)

총            계 921석 2,837.8㎡(858.43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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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도서관대출현황(학과별)

학과
이용자수 ‘전 학년도 대비 

이용 증감률(%)‘12학년도 ‘13학년도

주간

임상병리과 910 567 37.7▼

물리치리료과 1,314 1,436

방사선과 850 431 49.3▼

치기공과 517 403 22.4▼

식품영양과 612 545 11.9▼

치위생과 1,348 866 35.8▼

의무행정과 471 385 18.2▼

유아교육과 1,088 901 17.1▼

간호과 2,706 2,062 23.7▼

정보부사관과 0 226

안경광학과 261 458

주얼리디자인과 185 236

사회복지과 1,390 487 65.0▼

호텔관광과 152 569

미용피부관리과 345 257 25.5▼

경호스포츠과 48 215

세무회계과 204 310

의무부사관과 72 279

외식조리산업과 138 367

공무원행정과 205 200 2.4▼

의료관광코디네이션과 68 185

항공서비스과 34 220

허브테라피과 40 274

다문화복지과 250 333

창업경영과 5 221

총계 13,213 12,433 5.9▼

(2학기부터 국가고시 관련학과는 관련도서를 대출 일 수에 상관없이 국가고시 이후로 반납 일을 연장하여 운영하고 있으

며, 작년과 비슷한 통계현황 도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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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행정부서 주요 업무 현황

1) 대학교당

(1) 직원현황

구분 교직원

팀장 담당관 팀원 계 조교 근로학생 자체직원 계

1 1 2 1 1 2

(2) 주요업무 추진실적

행사명·사업명 주요내용·추진실적

신임 교직원 훈련

·   원광학원 건학정신을 이해시키고 원불교 신입교도훈련 동영상을 기초로 하여 원불교 이해와 교리

도수행 사종의무 법당예절 등을 훈련

· 일시 : 2013년 3월15일

· 장소 : 대학교당, 원불교 중앙총부

· 참여인원 : 31명

원불교 학생회 
연합 엠티 및 해오름식

· 대학생 교화를 위하여 원불교 동아리 연합 신앙훈련 및 해오름식 진행

· 일시 : 2013년 3월22일-23일

· 장소 : 용인 에버랜드

· 참여동아리 : 원전회 외 13개 동아리

· 참여인원 : 252명

대각개교절 기념 헌혈행사

· 원기 98년도 대각개교절을 기념하고 경축하며, 교직원 및 학생교화를 위한 헌혈행사 진행

· 일시 : 2013년 4월24일

· 장소 : 멀티미디어센터 광장

· 참여인원 : 200명

· 헌혈증 증정 : 70명 

대각개교절 기념 국수공양

· 원기 98년도 대각개교절을 기념하고 경축하며, 교직원 및 학생교화를 위한 국수공양 행사 진행

· 일시 : 2013년 4월25일

· 장소 : 보건관 뒤 학림관 사이 광장

· 참여인원 : 1200여명

개교 37주년 기념법회

· 교직원과 학생들 교화를 위하여 개교 37주년 기념법회 진행

· 일시 : 2013년 5월14일

· 설교 : 원광학원 이성택 이사장

· 장소 : 국제회의실

· 참여인원 : 250여명

[교육역량] 
은혜나눔 실현을 위한 지역연

계 봉사활동

· 학생들의 전인적 인격을 양성하고, 지역사회의 실질적 도움의 일환으로 봉사활동 진행

· 봉사내용 :   발관리, 이·미용, 얼굴관리, 지역정화활동, 구강교육, 자원봉사 안내, 봉사자 점심 
및 간식제공, 통증관리, 칵테일 음료 제공, 돋보기 안경 제작 및 수리

· 전라북도 자원봉사 종합센터와 연합하여 진행(밥차, 세탁차, 공연 지원)

· 일시 : 2013년 6월15일

· 장소 : 원불교 진안교당

· 참여동아리 : 원전회 외 13개 동아리

· 참여인원 : 160명

· 수혜연인원 : 1000여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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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사명·사업명 주요내용·추진실적

교도 하계 성지 순례

· 교직원들의 신앙심 향상을 위하여 진행

· 일시 : 2013년 6월25일

· 장소 : 진안 만덕산 성지, 대산종사 탄생가

· 참여인원 : 35명

명절대재 기념 
어묵 나누기

· 원기 98년도 명절대재를 맞이하여, 교직원 및 대학생 교화의 계기로 삼고자 행사 진행

· 일시 : 2013년 11월28일

· 장소 : 멀티미디어센터 앞 광장

· 참여인원 : 1500여명

[WCC] 전공연계 재능나눔 김
장나누기

·   경제적으로 어려운 소외계층 및 저소득층에게 김장김치를 제공함으로써 은혜와 나눔을 실천하는 
행사를 진행

· 일시 : 2013년 11월29일

· 장소 : 멀티미디어센터 앞 광장

· 주관 : 원광보건대학교, 원광종합사회복지관

· 참여인원 : 40명

· 지원대상 : 익산지역 총 100여명(무의탁어르신, 장애인, 아동세대) 

[WCC] 
전공연계 재능나눔 지역연계 
봉사활동

· 학생들의 전인적 인격을 양성하고, 지역사회의 도움의 일환인 봉사활동 진행

· 봉사내용 :   발관리, 이·미용, 얼굴관리, 지역정화활동, 구강교육, 자원봉사 안내, 봉사자 점심 
및 간식제공, 통증관리, 칵테일 음료 제공, 돋보기 안경 제작 및 수리

· 일시 : 2013년 12월14일

· 장소 : 전북 익산 함열교당

· 참여동아리 : 원전회 외 13개 동아리

· 참여인원 : 138여명

· 수혜연인원 : 1000여명

교당 운영위원회 회의

· 대학교당 1년 교화 및 행사 일정을 점검 하고자 운영위원회 진행

· 일시 : 2014년 2월11일

· 장소 : 대학교당

· 참여인원 : 6명

원불교 동아리 회장단 훈련 및 
종법사님 배알

· 원불교 동아리의 원활한 운영과 지도자의 리더십 및 신앙심을 고취시키기 위하여 훈련 실시

· 일시 : 2014년 2월20일

· 장소 : 대학교당, 원불교 중앙총부

· 참여동아리 : 원전회 외 14개 동아리

· 참여인원 : 26명

2) 기획조정처 기획조정팀

(1) 직원현황

직원수(계약직포함) 보조인원수

팀장 담당관 팀원 계 조교 근로학생 자체직원 계

1 4 5 1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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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주요업무 추진실적

행사명·사업명 주요내용·추진실적

예산 수립
· 2013학년도 교비 예산안 편성, 검토/자문, 이사회 승인 및 한국사학진흥재단 보고

· 2013학년도 교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 편성 및 2014학년도 교비회계(등록금, 기금회계) 예산 편성

법인정기 감사 · 학교법인 원광학원 정기감사(2013.04.22 ~ 24)

고등교육통계조사 · 우리대학 교등교육통계조사 실시 및 보고(4월, 11월)

교직원 하계(동계)

연수 실시
· 전체 교직원 하계 및 동계 연수 실시(6월, 12월)

규정 제·개정 · 규정 개정 56 건, 제정 2 건

학생정원 조정 및
학제 편제

· 6개 학부, 22개 학과로 개편 운영

교직원 인력 수급 계획 · 연봉제 전임교원, 산학협력전담교원, 강의전담교원, 연봉제 직원 인력수급계획 수립

대학혁신과제수행
· 직원 업무 개선 목표 관리제도 운영

· 입시활동 전면 참여 및 실명추천제 실시와 성과보상

대학평가
· 대학평가 계획 수립 및 공지, 시행

    - 학과평가 / 교수업적평가 / 부서평가 / 직원개인평가(MBO)

자체평가 · 2013학년도 대학 자체평가 시행 및 발전방향 모색

전문대학 기관평가인증 
모니터링 실시

· 기관평가인증 심사 결과 보완 및 유지에 대한 모니터링 상시 실시

대외 사업

대외 수상

· 세계적 수준의 전문대학(WCC) 선정

· 교육역량강화사업 지원대학 선정

· LINC 2차년도 사업 선정 및 LINC 사업단, 1차년도 평가 “매우 우수” 등급 획득 
· 세종학당 운영기관 선정(필리핀 글로벌교육센터)

부서장 및 팀장· 
담당관 워크숍

· 대학 운영에 대한 정책 점검

    - 핵심전략지표 진행사항 검토·분석 및 발전 방향 모색)

(3) 주관 위원회 위원 명단 및 회의록 결의사항

위원회명칭 위원명단 개최일시 결의사항

교무위원회

김인종, 박지상, 이기영, 
김  경, 이혜경, 박정순, 
임인신, 김태성, 이승원, 
이학준, 장기성, 이상순, 
김찬기, 채원석, 양경희, 
김유현, 김충범, 박영미

2013.5.3

· 학과 계열 구조개편사항 의결

· 정관 개정안 등 규정 제·개정 13개 안건 의결

· 간호학과 발전기금 교비 편입 승인

· 복합 강의동 신축 승인 의결

2013.8.5
· 학칙 개정안 등 23개 규정 제·개정 의결

· 교직원 인력수급 계획 승인사항 의결

2014.1.28
· 대학 조직 구조 개편 승인

· 규정 제·개정 18개 안건 승인 의결

대학평의원회

김동균, 조진애, 조은희, 
이옥재, 남용옥, 이승원, 
윤석주, 이승권, 박인수, 
정다운, 임효빈, 이정균, 
오성배

2013.5.2
· 2012학년도 교비회계 결산(안) 자문 의결

· 2012학년도 학교기업(원광여행사) 결산(안) 자문 의결

2014.1.22

· 2014학년도 대학교육과정 운영 자문 의결

·   2013회계연도 교비회계·학교기업회계 추경 (1)차 예산

(안) 자문 의결

·   2014회계연도 교비회계·학교기업회계 예산(안) 자문 
의결



2013
원 광 보 건 대 학 교  연 감

208 Ⅲ. 행정부서, 학과별 주요 업무 및 행사

위원회명칭 위원명단 개최일시 결의사항

등록금심의

위원회

이기영, 임인신, 박정순, 
윤석헌, 나안호, 이연상, 
임효빈, 박인수, 정다운, 
윤선중

2014.1.23
· 2014학년도 등록금 책정안 의결

· 2014학년도 교비회계 예산(안) 심의 의결

· 회의록 공개에 관한 사항 의결

3) 기획조정처 홍보전략팀

(1) 직원현황

직원수(계약직포함) 보조인원수

팀장 담당관 팀원 계 조교 근로학생 자체직원 계

1 1 2 1 1

(2) 주요업무 추진실적

행사명·사업명 주요내용(추진실적)

OFF-LINE홍보

· 영화관 CF 광고

    광고기간 : ‘13. 7월 ~ ’14. 2월

    집행지역 : 익산, 전주, 군산 (CGV, 롯데시네마, 메가박스)

· TV CF 광고

    광고기간 : ‘13. 8월 ~ ’13. 11월

    방송국 : MBC, KBS, JTV
· TV 자막 및 라디오광고

    광고기간 : TV자막· 연중, 라디오· 수시 및 정시 모집기간

    방송국 : TV자막· MBC, KBS, JTV, 라디오· WBS FM
· 신문보도

    교내실적 보도 560건

· 인쇄매체광고

    WCC선정관련 원불교신문, 월간원광전면광고

    시사매거진, 세계일보, 한국대학신문 기사광고

    수시 및 정시 모집광고, 교원초빙공고 각 1회

· 현수막

    WCC, 교육역량강화지원사업 관련 전주/익산/군산지역 126EA 배포

    기타 교내실적관련 현수막 42EA 배포

· CGV벽면 플랙스광고

    광고기간 : 6개월 단위 계약

· 유관기관 협찬

    원기98년 대각개교절 봉축사업 후원 외 15건 

ON-LINE홍보

· 대학 SNS매체 운영

    Blog :   이웃 718명 확보 
대학정보 포스팅 총 746건, NEWS LETTER 총 8회 발송 

    Facebook :   대학페이지 좋아요 1,888명 확보 
담벼락 게시글· 총 261건

    Twitter :   팔로워 531명 확보 
멘션 242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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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사명·사업명 주요내용(추진실적)

ON-LINE홍보

· 온라인 신문보도

    행정부서 및 학과 실적 보도자료 작성 및 온라인배포

    인터넷신문 : 교내실적 보도 103건 
    포털싸이트 대학검색 정보관리

· 홈페이지 홍보자료 배포

    뉴스&이벤트 : 2013학년도 입학식 외 103건

    원광갤러리 : 2013학년도 입학식 외 70건

홍보ㆍ인쇄물 제작

· 인쇄물 제작

    2013학년도 다이어리, 수첩, 학사력 제작

    2013학년도 모집요강 팜플렛 제작

    교직원 명함 제작 배포

· 홍보영상물 제작

    대학 홍보영상, CF광고 소재 제작

· 대학 UCC 제작

    WCC선정관련 UCC, 한국전문대학EXPO, 동계교직원연수(Wtop10),

    토익사관학교, 신입생오리엔테이션(Wtop5)

홍보대사

· 홍보대사 4기 선발

    항공서비스과 2013학년도 신입생대상 1, 2차 면접 실시 후 8인 선발

· 활동사항

    교내행사도움 및 방문인사의전, 봉사활동, 대학SNS매체 관리

기  타

· 해피바이러스 설명회 개최

    대상 : 우리대학 재학생

    내용 : 대학내부홍보 (취업, 어학 등 각종 프로그램 홍보) 
· 대학행사지원

    대학행사 사진촬영(원광문화연구원, 신문방송사와 협력)

    홍보대사 행사지원

· 연혁관리

· 대학 U.I 관리

4) 교무처 교무팀

(1) 직원현황

직원수(계약직포함) 보조인원수

팀장 담당관 팀원 계 조교 근로학생 자체직원 계

1 2 1 4 2 1 - 3

(2) 주요업무 추진실적

행사명·사업명 주요내용·추진실적

상반기 교육통계

(4월)

1. 교원확보율 현황

 가. 전임교원 128명

 나. 전임교원 확보율 63.1%(편제정원), 55.7%(재학생)

 다. 전체교원 확보율 90.2%(편제정원), 79.6%(재학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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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사명·사업명 주요내용·추진실적

상반기 교육통계

(4월)

2. 재학생 충원율 현황

 가. 학생현황   - 편제정원:4,259명 
- 재학생:4,791명 (정원내:3,954명, 정원외:837명)

 나. 재학생 충원율 : 112.5%
 다. 정원내 재학생 충원율 : 92.8%

3. 수업관련

 가. 전체과목 대비 실습과목 시수비율 : 46.6%
 나. 전공 강좌당 학생수 : 32.9명

 다. 교원의 주당 수업시수 : 13.1시간

스승의 날 정부표창

(5월)

치위생과 이현옥

의료관광코디네이션과 이승용

국가고시 지원

(6월~2월)

1. 6월부터 학과별 국가고시 실시일(2014년 2월)까지

 가. 대상학과 : 보건의료인 국가고시 관련 학과 총 10개 학과

 나. 지원기간 : 학과별 국가고시 실시일까지

2. 지원범위

 가. 국가고시 외부 특강비

 나. 야간 자율학습지도비 및 교내 특강비

 다. 국가고시 관련 교육 컨텐츠 구입비

 라. 모의고사 실시비

 마. 기타 경비 등

1학기 강의평가

(7월)

1. 교수 직급별 및 학과별 강의평가 평균

 가. 전체교원 평균 : 4.30
 나. 전임교원 평균 : 4.34
 다. 외국인 교원 평균 : 3.96
 라. 강의전담교원 평균 : 4.30
 마. 겸임교원 평균 : 4.26
 바. 시간강사 평균 : 4.30

하반기 교육통계

(10.1)

1. 재학생 충원율 현황

 가. 학생현황   - 편제정원:4,259명 
- 재학생:4,563명(정원내:3,770명, 정원외:793명)

 나. 재학생 충원율 : 107.1%
 다. 정원내 재학생 충원율 : 88.5%

2. 수업관련

 가. 전체과목 대비 실습과목 시수비율 : 51.8%
 나. 전공 강좌 당 학생 수 : 31.1명

 다. 교원의 주당 수업시수 : 12.4시간

학사학위 전공심화과정

인가

(10월)

1. (산업체 경력 無) 학사학위 전공심화과정 인가

 가. 인가 학과 : 사회복지학과(야간)

 나. 인가 인원 : 20명

2013학년도 2학기

교내 연구비 지급

· 연구논문 16편 지원   - A급 300만원 (등재지 및 후보지) - 15편  
- B급 200만원 (전국지) - 1편

· 연 2회 신청가능(완료자에 한하여)

2014학년도 교육과정개발

1. 주요 내용

 가. 우리대학 건학이념 및 인재상을 반영한 교양 및 전공 교육과정 체계 구축

 나. 직업기초능력 및 기초수학능력 강화

 다. 취·창업 교육과정 기반 조성

        - 취업준비와 사회진출 : 교양필수

        - 창업과 기업가 정신 : 전공 선택 
 라. NCS에 기반 한 학과별 교육과정 개발

 마. 생활영어(온라인) 교과목 : 교양필수(전체학과로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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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사명·사업명 주요내용·추진실적

2013학년도 2학기

해외연구비 (단기연수)

교비지원 선발

(12.20)

1. 식품영양과 한성희

 가. 연수국가 : 뉴질랜드 / TE HODDUK Ltd.

 나. 지원금액 : 4,000,000원

 다. 연수기간 : 2013년7월 ~ 2013년8월(5주)

2학기 강의평가

(1월)

1. 교수 직급별 및 학과별 강의평가 평균

 가. 전체교원 평균 : 4.31
 나. 전임교원 평균 : 4.36
 다. 외국인 교원 평균 : 4.13
 라. 강의전담교원 평균 : 4.40
 마. 겸임교원 평균 : 4.29
 바. 시간강사 평균 : 4.27

교원 신규임용

1. 2013년(4월) 교원 신규임용(4명)

 가. 산학협력중점교원 : 서영호

 나. 강의전담교원 : 이소영 외 2명

2. 2014년 1학기 교원 신규임용(10명)

 가. 전임교원 : 안용태 외 1명

 나. 특임교원 : 신원성 외 3명

 다. 강의전담교원 : 김애경 외 3명

(3) 주관 위원회 위원 명단 및 회의록 결의사항

위원회명칭 위원명단 개최일시 결의사항

교원인사위원회 교무처장 외 10명 총 3회 교원 신규임용 및 재임용 제청 등

전공심화과정 
운영위원회

내부위원 : 6명

외부위원 : 7명

2013.04.17(수)

2013.07.15(월)

2014.01.27(월)

· 전공심화과정 입학사정 심의

· 전공심화과정 자체평가 및 운영 심의

· 사회복지학과(야) 산업체 경력 없는 과정으로 전환신청 

학술활동심의

위원회
교무처장 외 8명

2013.05.23(목)

2013.06.19(수)

2013.10.28(월)

· 2013-1학기 교내연구비 연구비 지원 승인

· 식품영양과 한성희 2013하계방학 해외단기연수 승인

· 20123-2학기 교내연구비 연구비 지원 승인

교양과목개설

심의소위원회

보직처장 : 4명

학부장 : 6명
2014.01.09(목) · 2014학년도 교양교과 운영(안) 승인

교육과정개발

위원회
각과 학과장 2014.01.14(화) · 2014학년도 교육과정 운영지침 승인

실험실습기자재

위원회
교무처장 외9명

2013.03.18(월)

2013.11.11(월)

· 2013학년도 실험실습기자재 및 소모품 최초 예산 배정

· 기자재 소모품 예산전환 예정

· 2013학년도 교육역량 추가 배정

5) 입학관리처 입학관리팀

(1) 직원현황

직원수(계약직포함) 보조인원수

팀장 담당관 팀원 계 조교 근로학생 자체직원 계

1 1 1 3 1 1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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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주요업무 추진실적

행사명·사업명 주요내용·추진실적

신입생입학식 2013학년도 신입생 입학식(201

신입생실태조사
차기년도 입학홍보 전략수립 및 장기적인 발전계획에 자료로 활용

2013학년도 신입생 1909명 설문완료.

1차 고교방문 홍보 200개교 방문 홍보

고교재학생 초청 입학설명회 원광정보예술고등학교 재학생 초청 입학설명회 및 학과 진로체험 행사

2차 고교방문 홍보

3차 고교방문 홍보

고교

대학안내게시판 광고
전국 고등학교 150개교 대학게시판 포스터 광고

입학설명회 개최 2014학년도 수시모집 관련 입학설명회 개최

리더십(입학사정관)전형 모집
2013년 9월 9일(월) ~ 2013년 9월 23일(월)

2014학년도 리더십(입학사정관)전형 모집

수시 1차 모집
2013년 9월 9일(월) ~ 2013년 10월 11일(금)

2014학년도 수시 1차 모집 

신문전단 제작 및 배포 2013학년도 수시모집 신문전단 제작 및 배포

수시 2차 모집
2013년 11월 4일(월) ~ 2013년 11월 22일(금)

2014학년도 수시 2차 모집 

입학설명회 개최 2014학년도 정시모집 관련 입학설명회 개최

정시 모집
2013년 12월 19일(목) ~ 2014년 1월 10일(금)

2014학년도 정시모집

신문전단 제작 및 배포 2013학년도 정시모집 신문전단 제작 및 배포

(3) 주관 위원회 위원 명단 및 회의록 결의사항

위원회명칭 위원명단 개최일시 결의사항

입학전형

관리위원회

김경,김태성,이기영,

이정란,정영환,태기자

2013년 5월 31일

(금) 11시
2014학년도 입시관련 협의

2013년 11월 6일

(수) 11시

6) 학생복지처 - 학생복지팀

(1) 직원현황

직원수(계약직포함) 보조인원수

팀장 담당관 팀원 계 조교 근로학생 자체직원 계

1 1 4 6 1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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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주요업무 추진실적

행사명·사업명 중요내용·추진실적

학생회 행사지원 및
학생지도

행사명 일자 장소 참석인원

신용축제 05.08(수)~10(금) 교내일원

제31대 총학생회 중앙운영위원회 LT 05.24(금)~25(토)
충남 태안 
그림피하우스

35

제30대 총대의원회 LT 06.21(금)~22(토) 충남 대천 30

제31대 총학생회 집행부 LT 06.29(토)~30(일) 용인 에버랜드 25

신용문화제 09.26(목)~27(금) 교내일원

제31대 총학생회 중문위 신/구 LT 09.28(토)~29(일) 충남 태안 45

총대의원 신/구 LT 09.28(토)~29(일) 충남 보령 50

제31대 총학생회 집행위원회 LT 10.05(토)~06(일) 충남 태안 20

총대의원 하반기 LT 11.23(토)~24(일) 충남 보령 45

신입생 환영회 2014.02.14(금)~15(토) 전남 구례 900

학생회 자치기구장 선거

▷ 학생회 자치기구장 명단(11.02~11.03 실시)

직책 학과 학년 성명 비고

제32대 총학생회장 안경광학과 2 박인수

제32대 총학생부회장 유아교육과 1 정다운

제31대 총대의원회의장 호텔관광과 1 윤선중

제28대 교지편집장 의무행정과 1 민보경

장학금 지급현황

▷ 2013학년도 장학금 지급 현황

구    분 지급인원(명) 지급금액(천원) 비고

교내장학금 3,706 4,013,001

교외장학금 9,424 9,603,762

합계 13,130 13,616,763

※ 합계인원은 연인원 기준으로 작성함

원광보건사랑

장학기금 모금현황

▷ 원광보건사랑 장학기금 모금현황

구분

기탁인원(명) 기탁금액(천원)

교직원
외부

업체
계 교직원

외부

업체
계

2011학년도 1,609 79 1,688 58,090 159,622 217,712

2012학년도 1,483 95 1,578 55,620 95,620 151,240

2013학년도 1,521 117 1,638 61,740 73,360 135,100

합계 4,613 291 4,904 175,450 328,602 504,052

※ 합계인원은 연인원 기준으로 작성함.

국가장학금 수혜현황

▷ 2013학년도 국가장학금 현황

장학명 수혜인원(명) 수혜금액(천원) 비고

국가장학금1유형 3,438 7,552,577

국가장학금 2유형 5,344 1,322,150 중복자포함

희망사다리 5 22,642

장학사정관장학 8 4,800

전문대우수장학 2 7,2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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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사명·사업명 중요내용·추진실적

국가장학금 수혜현황

▷ 2013학년도 국가근로장학금 현황

신청인원(명) 선발인원(명) 배정금액(천원) 비고

국가근로장학금 595 93 212,923

학자금 대출 현황 ▷2013학년도 1,2학기 일반/든든학자금 대출 수혜인원 : 3,305명

학생 보험금 청구 현황

▷ 2013학년도 학생보험금 청구 현황

보험사(보험명) 인원 금액(천원) 비고

동부화재해상보험

(업그레이드대학종합보험)
12명 10,342

장애 대학생 도우미

지원 사업

▷ 2013학년도 장애대학생 도우미 지원 사업 현황(03~12월)

분류 금액(천원) 도우미학생 비고

국고 5,463
9 국고지원 : 70%

자체지원 : 30%
대응 9,536

총계 14,999 9

예비군 훈련 결과

▷ 2013학년도 예비군 훈련결과

구분 훈련횟수 훈련대상 훈련실시 비고

훈련결과 21회 실시 658명 655명

※ 미훈련자 3명 2014년으로 훈련 이월(사유:국가고시 응시)

자원 봉사활동

현황 및 결과

▷ 2013학년도 봉사활동 현황

구분 봉사활동명 봉사내용

전북자원봉사

종합센터

전북대학생동아리

지원사업

①   안경광학과(비젼옵틱스) : 안경으로 깨끗한  
세상보여주기(60만원)

②   외식조리산업과(원푸드) : 익산시 거주 독거 
노인국나누기(40만원)

KT와함께하는대학생 
자원봉사활동지원사업 

①   치기공과(늘해랑) : 건강한 치아 행복한 노후

(70만원)

②   주얼리디자인과(주얼리톡) : 비즈힐링 체험

(70만원)

한국대학사회

봉사협의회

전경련대학생사회

봉사단6기선정

①   치위생과(참모임) : 장애 아동 계속 구강건강 
관리 지킴이(100만원)

하계단기 26기 
한국 청년해외봉사단선발

학과명 학년 성명 파견국가

간호학과
4 천고운 캄보디아

3 이하연 몽골

동계단기 27기 
한국 청년해외봉사단선발

학과명 학년 성명 파견국가

주얼리 단장 김상경 베트남B

간호학과

1 정지헌 베트남B

1 안민석 베트남C

2 서보영 인도네시아

KBS 연합 이동 
봉사활동

▷ 2013학년도 KBS연합 이동 봉사활동 현황

일자 장소 봉사대상인원 봉사내용

2013.06.18(화) 무주군 무주읍 반딧불체육관 500여명 안경제작, 
이·미용서비스,

장수사진촬영

2013.09.10(화) 김제시 진봉면 진봉초등학교 500여명

2013.11.13(수) 남원시 금지면 동초등학교운동장 500여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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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주관 위원회 위원 명단 및 회의록 결의사항

위원회명칭 위원명단 개최일시 결의사항

제 101차

장학위원회

임상병리과

김유현외29명

참석:18명

위임: 5명

불참: 7명

일시 : 
2013. 7. 25. 
10:30
장소 : 
멀티미디어센터 
국제회의실

· 안건

    1.   교육역량강화사업 및 브랜드 사업, 링크사업 등 국가

정책의 기초 장학금 지급률 지표 값 관련 사항

    2.   2013학년 2학기 성적우수 및 면학장학 학과 배정율 
상향 안내

제 102차

장학위원회 

임상병리과

진복희외 30
참석:23명 
위임: 4명

불참: 4명

일시 : 
2014. 2. 5. 
14:00
장소 : 
멀티미디어센터 
글로윙세미나실

· 안건

    1.   교내장학 배정예산액에 따른 성적우수 및 면학장학 
배정율 하향 조정 사항

    2. 국가장학금 정책관련 장학 지급 사항

학생생활상담연

구소

운영위원회

박정순 외 6명 2013.12.09

· 안건

    - 상담연구소 활성화방안 모색

    - 프로그램 연계성 요구 의결사항

    - 지속적인 홍보

    - 실태조사를 활용한 인식개선 프로그램 진행

7) 총무처 총무팀

(1) 직원현황

직원수(계약직포함) 보조인원수

팀장 담당관 팀원 계 조교 근로학생 자체직원 계

1 1 2 4 1 1 2

(2) 주요업무 추진실적

행사명·사업명 주요내용·추진실적

전체직원회의
· 일  자 : 2013.03.07.(목)

· 내  용 : 대학평의원회 및 교무위원회 위원 추천

전체직원회의
· 일  자 : 2013.04.05.(금)

· 내  용 : 부서별 공지사항 전달 및 개인정보 보호교육

전체직원회의
· 일  자 : 2013.05.03.(금)

· 내  용 : 부서별 공지사항 전달 및 개인정보 보호교육

개교37주년

기념법회

· 일  자 : 2013.05.14.(화)

· 내  용 : 30년 근속 연공상 5명 및 15년 근속 연공상 7명 포상

교직원 특별건강검진
· 기  간 : 2014년 5월 ~ 12월

· 내  용 : 2013학년도 교직원 특별건강검진 실시

행정업무편람

제작 및 배포

· 기  간 : 2013년 5월 ~ 8월

· 내  용 : 각 부서별 행정업무편람 제작 및 배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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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사명·사업명 주요내용·추진실적

개인정보파일

일제정비

· 기  간 : 2014년 5월 ~ 6월

· 내  용 : 개인정보파일 일제정비에 따른 보유한 개인정보 정비

전라북도 사립중고등학교장회 
정기총회 개최

· 일  자 : 2013.06.18.(화)

· 내  용 : 2013년 전라북도 사립중고등학교장회 정기총회 개최

교직원 명예퇴직 공고
· 기  간 : 2013년 6월 중
· 내  용 : 2013년 8월 말 및 2014년 2월 말 명예퇴직 공고

전체직원회의
· 일  자 : 2013.10.11.(금)

· 내  용 : 부서별 공지사항 전달

교직원 명예퇴직 공고
· 기  간 : 2013년 10월 중
· 내  용 : 2014년 2월 말 명예퇴직 공고

개인정보보호 자가진단
· 기  간 : 2013년 10월 중
· 내  용 : 2013년 개인정보보호 관리수준 자가진단 실시

전체직원회의
· 일  자 : 2013.11.08.(금)

· 내  용 : 2013학년도 11월 전체직원회의

정보보호 원격연수
· 기  간 : 2013년 11월 중
· 내  용 : 정보보안담당자 및 개인정보취급자 정보보호 원격연수 실시

시무식
· 일  자 : 2014.01.02.(목)

· 내  용 : 2014년도 시무식 및 신년하례

직원인사평정
· 기  간 : 2014년 1월 중
· 내  용 : 2013년 직원인사평정 실시

연말정산
· 기  간 : 2014년 1월 중
· 내  용 : 2013년도 귀속 근로소득 연말정산 실시

정년퇴임식
· 일  자 : 2014.02.21.(금)

· 내  용 : 방사선과 이만구 교수 정년퇴임식

(3) 주관 위원회 위원 명단 및 회의록 결의사항

위원회명칭 위원명단 개최일시 결의사항

직원인사위원회

임인신, 박지상, 이승원

이규영, 태기자, 박영미

이상미, 모윤종, 윤석주

2013.07.01 명예퇴직자신청자 심사 의결

2013.10.16 기간제 직원의 무기계약직원 전환 의결

직원포상공적심

사위원회

이승원, 태기자, 윤석헌

윤석주

2013.11.22. 교육부 장관 표창 대상자 선정 의결

2014.02.05 국민교육발전 유공자 표창 대상자 선정 의결

8) 총무처 관리팀

(1) 직원현황

직원수(계약직포함) 보조인원수

팀장 담당관 팀원 계 조교 근로학생 자체직원 계

1 1 2 4 1 1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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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주요업무 추진실적

월 일 행사명·사업명 주요내용(추진실적) 비고

3.4~8 정기권 차량등록 · 1학기 정기권 차량등록(총 547대 등록)

4.1~5 귀금속센터 도장공사 · 노후화로 인하여 내부 전체 도장공사

4.19~21 실험실 폐수보완공사 · 보건관 실험실 폐수보완공사

5.24~25 수업행동분석실 조성 · 유아교육과 수업행동분석실(B118) 조성 공사

5.29~31 전체 건물 소독 실시 · 본대학, 함열캠퍼스, 귀금속센터 전체 건물 소독 실시

6.1 교내 조경수 식재작업 · 정문 앞 이팝나무 및 공작단풍 식재작업

6.20~27 원광여행사 보수공사 · 원광문화센터 內 원광여행사 보수공사 실시

6.22~30 함열캠퍼스 온수배관 보수공사 · 함열캠퍼스 A동 온수배관 보수공사 국고

6.24~28 소방시설종합정밀점검 · 전체 건물 소방시설종합정밀점검 실시

6.27~7.14 수돗물탱크 청소 · 전체 건물 저수조 및 고가수조 법정청소

7.3 함열캠퍼스 온수보일러 교체공사 · 함열캠퍼스 A동 온수보일러 교체공사 국고

7.4 소방시설 보수공사 · 전체 건물 소방시설 종합정밀점검 후 보수공사 실시

7.8~12 GHP 유지보수공사 · 보건관, 문화관 냉난방시스템 유지보수공사 국고

7.15~17 전체 건물 소독 실시 · 본대학, 함열캠퍼스, 귀금속센터 전체 건물 소독 실시

7.15~26 재물조사 실시 · 학과, 행정부서, 부속, 부설기관 정기 재물조사 실시

7.18~28 조경수 전지작업 · 캠퍼스 조경수(회양목, 철쭉, 오엽송) 전지작업

8.9~10.17 건축물 석면 실태조사 · 건축물 석면 실태조사 실시 국고

8.21~27 환경개선공사 · 커리어정보센터, 세미나1, B510 보수공사 국고

8.26
실험실습실 및 
교육시설 보수공사

·   교육역량강화사업(응급구조실습실, 외식조리실습실,  
컨벤션실습실, 평생교육원강의실, 촬영실습실, 영상실습실, 
학림관3,4,5층스터디룸 조성, 체력실습십)

·   브랜드사업(방사선실습실, 스켈링실습실, 마네킹실습실,  
치과재료학실습실, 학림관2,6,7스터디룸 조성)

· 치위생과사무실, 임상병리과사무실, 유아교육과사무실

국고

교비

9.2~6 정기권 차량등록 · 2학기 정기권 차량등록(총 519대 등록)

9.16~23 전체 건물 소독 실시 · 본대학, 함열캠퍼스, 귀금속센터 전체 건물 소독 실시

10.14 외부 도장공사 실시 · 함열캠퍼스 외부 도장공사

10.25~26 도서관 열람실 CCTV 설치 · 도서관 열람실 CCTV설치 총16대

10.25~28 통신선로 신설공사 · 치위생과 외 6개 학과사무실 통신선로 신설공사

11월중 난방실시 예정 · 동절기 난방 예정(기온변화에 따른 실시)

11.15 합동소방훈련 · 119안전센터와 합동으로 실시

11.17 치과위생사 국가시험 협조 ·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 제41회 치과위생사 국가시험 지원

11.18~29 조경수 전지작업 · 소나무, 활엽수, 가이스카, 전지작업

11.21 정화조 청소 · 귀금속연구센터 정화조 청소

11.19~27 글로윙 세미나실 및 평생교육실 조성 · 글로윙 세미나실(F301) 및 평생교육실(F309) 조성 국고

연중
국제회의실 및 본관3층회의실 
행사 지원

· 가족회사 워크숍 외 13건 대외협력 국제회의실 지원

· 스승의날 행사 외 77건 대내협력 국제회의실 지원

· 전투부사관과 국방부 현장점검 외 17건 본관회의실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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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 일 행사명·사업명 주요내용(추진실적) 비고

2014.1.18~ 
2.17

실습실 및 교육시설 보구공사
·   방사선과(실습실 4개), 항공서비스과(항공모형실) 리모델링

· 도서관 3~4층 창호교체 및 외부전체 도장공사
국고

2014. 2. 4 암열캠퍼스 정화조 청소 · 함열캠퍼스 전체 정화조 청소

2014.2.6~13 GHP 유지보수공사 · 보건관, 문화관 냉난방시스템 유지보수공사 국고

2014. 2. 8~19
군사학부 실습실 구축 및 환경개선 
보수공사

·   문화관 통합체력단련실 구축, 군사학부과사무실 및 연구실 환
경개선 보수공사

국고

2014. 2. 
14~15

도서관 제1열람실 바닥 타일 
교체 공사

· 제1자유열람실 바닥 비닐타일 교체 국고

2014. 2.19~21 전체 건물 소독 실시예정 · 본대학, 함열캠퍼스, 귀금속센터 전체 건물 소독 실시 

(3) 주관 위원회 위원 명단 및 회의록 결의사항

위원회명칭 위원명단 개최일시 결의사항

자산관리

운영위원회

임인신(위원장),

이기영, 김  경, 이혜경, 
박정순, 김태성, 이승원,

강공언, 이규영, 유성종, 
김충범(간사)

양수현(서기)

2013.11.11

1. 제4차 자산관리운영위원회 의결사안 중 미결사업

가.   문화관 온수보일러 설치건은 예산관계상 교육역

량강화사업으로 가능한지 실무진들의 협의 후 시
행하도록 의결.

나.   장애인 편의시설 확충에 대해서는 멀티미디어센

터 앞 토지를 매입할 시에 장애인 보행로 등은 전
반적으로 검토 후 설치하기로 하고, 건물 및 시설 
보수공사가 시행될 경우 지속적으로 장애인을 위
한 편의시설이 보완될 수 있도록 설계하여 시행토

록 의결.

2.   2013학년도 집행사업에 대한 평가는 매우 만족으로  
의결.

3. 2014학년도 자산관리기본계획(안) 의결.

4.   도서관 및 학생식당 등 학생들의 복지 및 교육환경개

선사업을 관련부서에서 적극적으로 검토하여 금년 사
업에 진행할 수 있도록 의결.

9) 산학협력단 사업운영팀

(1) 직원현황

직원수(계약직포함) 보조인원수

팀장 담당관 팀원 계 조교 근로학생 자체직원 계

1 1 3 5 0 1 0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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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주요업무 추진실적

행사명·사업명 주요내용·추진실적

교육역량강화사업

· 사업내용 : 2013년 전문대학 교육역량 강화사업

· 사업기간 : 2013.07.03. ~ 2014.02.28. 
· 사업금액 : 4,230,000,000원

WCC사업

· 사업내용 : WCC(세계적 수준의 전문대학)사업

· 사업기간 : 2013.07.03. ~ 2014.02.28. 
· 사업금액 : 1,142,000,000원

소상공인 창업학교

· 사업내용 : 창업학교

· 사업기간 : 2013.03.28. ~ 2013.11.27. 
· 사업금액 : 85,838,000원(자비포함)

전북녹생환경지원센터

· 사업내용 : 익산시 악취발생원에 따른 계절별, 시간대별 악취 영향권 분석 및 기류도 작성

· 사업기간 : 2013.03.01. ~ 2013.12.31. 
· 사업금액 : 30,000,000원 

2013 산학연협력기술

개발사업

· 사업내용 : LED를 이용한 여드름균 치료장치 개발

· 사업기간 : 2013.08.01. ~ 2014.07.31. 
· 사업금액 : 70,000,000원

신진연구지원사업

· 사업내용 : 집먼지 진드기 항원에 의한 천식질환 호산구의 세포고사 억제기전연구

· 사업기간 : 2013.05.01. ~ 2014.04.30. 
· 사업금액 : 46,750,000원

한국생명공학연구원

위탁과제

· 사업내용 : 아토피피부염에 대한(in vitro) 및 생체 내(in vivo) 효능연구

· 사업기간 : 2013.01.01. ~ 2013.12.31. 
· 사업금액 : 40,000,000원

산업융합원천기술개발사업

· 사업내용 : 개인별 피부·모발 특성에 맞는 맞춤 의약외품·화장품 서비스플랫폼 기술개발

· 사업기간 : 2013.12.01. ~ 2014.11.30. 
· 사업금액 : 20,000,000원

대학 산학관 커플링사업

· 사업내용 : 패션주얼리 디자인 인력 양성 
· 사업기간 : 2013.03.01. ~ 2014.02.28. 
· 사업금액 : 114,000,000원(대응 48,000,000원)

지역맞춤형 일자리창출 
지원사업

· 사업내용 : 패션주얼리 기업맞춤형 기능인력 양성

· 사업기간 : 2013.03.01. ~ 2013.12.31. 
· 사업금액 : 207,780,000원

의료관광코디네이터 전문인력 
양성 교육

· 사업내용 : 외국인환자 유치(의료관광)코디네이터 전문인력 양성 사업

· 사업기간 : 2013.02.26. ~ 2013.12.31. 
· 사업금액 : 25,000,000원

이주배경청소년지원재단

· 사업내용 : 중도입국 청소년 초기적응 지원사업(레인보우스쿨)

· 사업기간 :   2013.03.18. ~ 2013.07.05.(1차)  
2013.08.26. ~ 2013.12.13.(2차) 

· 사업금액 :   1차 - 11,000,000원(대응 4,800,000원) 
2차 - 11,000,000원(대응 4,800,000원)

허브&블랙푸드축제 건강체험

관 설치 및 운영

· 사업내용 : 허브&블랙페스티벌

· 사업기간 : 2013.08.01. ~ 2013.08.05. 
· 사업금액 : 10,000,000원

시민인문강좌지원사업

· 사업내용 : (통(通)하는 다문화, 너와 나의 인문학· 다문화가정 행복 열기)

· 사업기간 : 2013.09.01. ~ 2014.08.31. 
· 사업금액 : 15,000,000원(대응 1,500,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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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사명·사업명 주요내용·추진실적

다문화가정 지원 프로젝트

· 사업내용 : 2013 다문화 가정 지원사업

· 사업기간 : 2013.07.31. ~ 2013.08.23.

· 사업금액 : 12,000,000원

다문화가정 학부모교육 
강화사업

· 사업내용 : 다문화가정학생교육지원사업

· 사업기간 : 2013.06.01. ~ 2014.02.28. 
· 사업금액 : 22,000,000원(대응 2,000,000원)

대한치과기공사협회 
연구용역

· 사업내용 : 국민건강보험급여 치과보철물 치과기공행위 및 비용 연구

· 사업기간 : 2013.11.26. ~ 2014.05.26. 
· 사업금액 : 15,000,000원

(3) 주관 위원회 위원 명단 및 회의록 결의사항

위원회명칭 위원명단 개최일시 결의사항

산학협력단 
운영위원회

이기영,김경,임인신,

이승원,이옥재,남용옥,

장기성

2013.04.29.

(15:00)
2012학년도 산학협력단 결산안 심의

산학협력단 
운영위원회

이기영,김경,임인신,

이옥재,남용옥,장기성

2014.02.03. 
(11:00)

2013학년도 산학협력단 추경예산(안)심의

2014학년도 산학협력단 예산(안) 심의

사업추진위원

이기영,이승원,김경,김태

성,박정순,이혜경,임인신,

오성배,서대진

2013.11.26. 
(16:00)

WCC사업계획서 및 교육역량수정사업 심의

10) 산학협력처 산학취업팀

(1) 직원현황

직원수(계약직포함) 보조인원수

팀장 담당관 팀원 계 조교 근로학생 자체직원 계

1명 4명 5명 1명 1명

(2) 주요업무 추진실적

행사명·사업명 주요내용·추진실적

1차 취업통계

· 대상자 : 2013년 2월 졸업자

- 취업자 : 건강보험가입자,교내취업자,해외취업자,

- 1차 취업률 : 63.3% 

2차종합 취업통계

· 대상자 : 2013년 2월 졸업자

- 취업자 : 건강보험가입자,교내취업자,해외취업자,1인사업자,프리랜서,개인창작활동종사자

- 2차 종합취업통계조사 시작 
* 2차 종합취업률 : 12월 31일까지 취업자

* 2차 취업률 : 미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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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사명·사업명 주요내용·추진실적

유지취업률 : 
2013년 1차 취업자

*1년간 4회실시

· 대상자 : 2013년 2월 졸업자 중 6.1일까지 1차통계 취업자

* 유지기간 : 2013년9월/12월(2회)∼2014년3월/6월(2회) 1년간 총4회 실시

· 유지취업률이란?[지표관리에 있어서 매우중요]  
* 2013년 6월 1일까지 취업자가 2014년 6월까지 퇴직없이 계속 근무자 
[퇴직후, 바로 재취업시 유지률 인정] 
* 학과에서는 취업자가, 퇴직자가 없도록 각별한 취업지도 협조 의뢰

우수산업체 방문

·   우수산업체 방문으로 우리대학의 산학협력 만족도를 상승시키고, 산업체 요구를 적극적으로 반영

하여 다양한 산학협력 프로그램을 추진하며 산업체와의 유대감을 형성

· 업체수 : 전국지역 150개 업체    

취업아카데미

-창조적역량과정(창직동아리)

·   4개학과(미용피부관리과,허브테리피향장과,외식조리산업과,창업경영과) 9개 동아리(48명)  
운영 관리

·   창직어워드 장관상 후보 선발 
(미용피부관리과 뷰티크리에이터/지도교수:양현옥)

·   tvN 크리에이티브 코리아 4위 미래창조과학부장관상 
(미용피부관리과 헬스&뷰티매니저/지도교수:양현옥)

교내창업 동아리 · LINC 10개학과 중 12개 동아리 운영 관리

직업기초

능력향상캠프

· 대상 : 23개 학과 재학생 
· 절차 : 교내 오전/오후 캠프운영

· 내용 : 적성, 인성(바른말쓰기), 구직욕구 향상, 전공관련 산업체 CEO초청 특강

취업역량강화

· 대상 : 직업기초능력향상캠프 참여자 대상

· 절차 :   이미지메이킹, 취업준비서류 작성법, 모의면접 시행, 직업기초능력 향상 캠프 이수자 대상 
선발

이미지메이킹
· 대상 : 23개 학과 졸업예정자, 횟수 : 1회

· 절차 : 취업역량강화 프로그램 우수자를 선발하여 그룹별 진행(50명/5개그룹)

성공취업캠프
· 대상 : 전체학과 졸업예정자, 참여인원 : 80명

· 절차 : 산학협력처에서 선발하여  진행

경진대회 지원

· 대상 : 전체학과, 교내 2회, 교외 1회 지원

· 절차 :   아이디어, 창업, 개발 등에 대한 경진대회 2회 실시 및 외부 경진대회에 참가하는 학생을  
지원

취업인프라구축

산업체특강·견학

23개 학과 
(취업지도출장, 간담회, 산업체특강, 산업체견학)

주문식 직업

멘토링

· 대상 : 23개 학과 졸업예정자 중 150명(30개 멘토링) 
· 내용 : 산업체 인사의 요구에 따른 멘토링

· 절차 :   산업체 인사 1인과 학생 5인 멘토링 협약 체결 후 10회 온라인, 오프라인 지도 및 산업체 현
장 교육 실시 

직업기초능력향상캠프

· 대상 : 대표브랜드학과 전체, 
· 내용 : 인성특강, 이력서 및 자기소개서 작성, 의사소통훈련, 직장예절훈련 등 
· 절차 : 산학취업팀에서 전문 강사에 의한 프로그램 진행

취업인프라구축

산업체특강·견학

3개 학과 
(취업지도출장, 간담회, 산업체특강, 산업체견학, 현장실습)

산업체인턴
· 대상 : 23개 학과 졸업예정자, 참여인원 : 43명

· 절차 : 산업체 인턴십 협약 체결이후 4개월간 인턴십 지도비 지원

산학현장학습지원
· 대상 : 23개학과 졸업예정자, 참여인원 : 5명

· 절차 : 산업체 인턴십 협약 체결이후 4~3개월간 시행

미취업 졸업생 인턴십
· 대상 : 2013년 졸업생중 미취업자 인턴십, 참여인원 : 8명

· 절차 : 인턴십 협약 체결이후 인턴십 비용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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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사명·사업명 주요내용·추진실적

청년직장체험
· 대상 : 전체학과

· 절차 : 선발 후 사전직무교육을 통한 산업체 직장연수(23명)

진로상담 및 지도
· 대상 전체학과

· 절차 : 취업진로상담실 운영을 통한 진로상담 지도(240명)

입사지원 및 면접지도
· 대상 : 전체학과

· 절차 : 취업진로상담실 지도 및 온라인 지도(180명)

11) 도서관 사서팀

(1) 직원현황

직원수(계약직포함) 보조인원수

팀장 담당관 팀원 계 조교 근로학생 자체직원 계

1 0 2 3 1 3 0 4

(2) 주요업무 추진실적

행사명·사업명 주요내용·추진실적

베스트셀러 도서 및 전자책

(e-Book)구입

· 구입 시기 : 수시

· 엄선된 양서 중심

2013학년도 1.2학기 학과별 
희망도서 구입

· 신청의뢰 : 전학과

· 신청자료 : 전공도서·교양도서·비도서

사물함 배부
· 3월 초 총학생회와 연결하여 사물함 대여 시작   
· 국가고시 응시학생을 우선으로 신청 받아 160칸 배부

도서관 홍보 배너 및 
현수막 설치

·   도서관의 전자책, 오디오 북, 모바일서비스를 홍보하는 배너를 각 건물의 현관에 배치하고 등굣길 
학생들이 볼 수 있도록 현수막 설치

Happy with Us 독후감 독려

· 학생경력개발 프로그램 
· 독후감 1편당 Point 5점

· 총 4편 제출 시 최고 누적 Point 20점

2013년도 독후감 대회

· 시상인원 : 약 20여명

· 시상상품 : 아이패드 미니/ 문화상품권

· 시 상 식 : 12월 
· 행사성과 : 학생경력프로그램 홍보 및 학생들의 독서풍토 조성과 도서관 활성화 유도

제 1차/2차

전자책 우수이용자 선발

· 선발인원 : 약 20여명

· 시상상품 : 문화상품권

· 시 상 식 : 5월 중, 11월 중
· 행사성과 : 전자도서관의 이용을 극대화 및 이용자들의 다양한 지식과 정보 수용능력 배양

도서관 이용자교육 실시 · 전자책(e-Book) 이용자교육을 도서관 1층에서 실시하여 전자도서관 이용 활성화를 꾀함(2회)

직원 야간근무 · 24시간 개방하고 있어 야간 자유열람실 이용 상황 확인 및 안전점검

국내 일반 교양잡지 구입 · 구입 종 수 : 75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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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사명·사업명 주요내용·추진실적

1차 도서관 운영위원회 개최
· 운영위원 : 9명

· 협의사항 : 도서관 운영전반에 관한 사항

도서관 전산 프로그램 
유지 보수 계약

· 계약기간 : 1년

· 계 약 처 : 인포 테크

· 유지보수 대상 : 수서·목록 등 프로그램 전반 

도서관 홈페이지 개편
·   새롭게 도입되는 각종 전자매체의 접근이 용이하도록 디자인을 개선하고 신착자료의 검색이 용이

하도록  개편

열람테이블 및 의자점검 · 제 1도서관 자유열람실·미래관 자유열람실·그룹스터디실·휴게실 열람테이블과 의자점검 및 보수

외국학술지 구입 
· 신청의뢰 : 전 학과

· 구입종수 : 30여종

직원 야간근무 · 24시간 개방하고 있어 야간 자유열람실 이용 상황 확인 및 안전점검

학술원 선정 배부도서 수령  · 기증권수 : 300여권

도서관 이용자 만족도 조사  
· 조사방법 : 학교 홈페이지 이용

· 실시기간 : 성적 열람 기간

· 기대효과 : 이용자 만족도 조사 실시 후 평가하여 업무개선에 적극 반영

도서관 자체 평가
· 도서관 평가규정에 맞춘 자체 평가지침에 의한 자체평가 실시

· 300점 만점에 164점 기록

2차 도서관 운영위원회 개최  
· 운영위원 : 8명

· 협의사항 : 이용자 만족도 조사 결과에 따른 분석 및 사후 대책 논의

해외전자저널(EBSCO의VSC 
및 CHINAL) 신청 구독

· VSC(Vocational Studies Complete),CHINAL : 전 분야 전자저널 약 5,000종 원문제공

학생사물함 반납 독촉 및 
인계인수 

· 사물함 수량 : 160칸

· 보증금 : 배정학생 1인당 10,000원

· 보증금 환불 : 열쇠 반납 자에 한함

제1,2자유열람실 집기 교체
· 면학분위기 조성을 위한 자유열람실 집기 교체

· 자기주도 학습 환경 조성

도서관 3,4층 창호 및 
지붕 보수

· 도서관 3,4층 물샘으로 인한 서고 전도 위험 상존

· 창호와 지붕을 보수하여 미관과 안전을 동시에 꾀함

(3) 주관 위원회 위원 명단 및 회의록 결의사항

위원회명칭 위원명단 개최일시 결의사항

도서관 
운영위원회

김재곤, 강공언, 김  경
김연수, 유현주, 이기영

이학준, 최연자

2013.06.18
1. 도서관 내에 시청각실 설치

2. 도서자동대출반납기 설치

3. 도서구입비(국고증액지원) 요청

(4) 도서관 현황

- 장서 현황(2013.02.)

구  분
장      서

국 내 서 동 양 서 서 양 서

보  유 109,783 1,549 10,1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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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장      서

국 내 서 동 양 서 서 양 서

계 121,531

- 시청각자료 현황

전자도서
비디오 CD DVD

e-Book e-Learning 오디오북

6,014 195 514 1,322 59 699

- 정기간행물 현황

외국학술지 국내학회지 국내교양잡지 신문 계

14 208 75 28 325

- 분류별 장서현황

류   별 학   명 권   수

000 총 류 6,693

100 철 학 5,876

200 종 교 4,307

300 사 회 과 학 20,467

400 순 수 과 학 4,315

500 기 술 과 학 30,821

600 예 술 7,374

700 언 어 3,731

800 문 학 31,875

900 역 사 5,903

기타 교 양 100 선 169

계 121,531

12) 평생교육원 

(1) 직원현황

직원수(계약직포함) 보조인원수

팀장 담당관 팀원 계 조교 근로학생 자체직원 계

1 1 2 1 1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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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주요업무 추진실적

행사명·사업명 주요내용·추진실적

평생교육 프로그램

2013년 3월 ~ 6월

-   고품격스피치 리더십표현력, 한국무용, 실용회화, 전통찻집 창업교육, CEO글로벌 리더십, 바
리스타 2급, 국외여행 인솔자, 교육마술지도사, 컴퓨터활용능력 1급, MOS master

2013년 8월 ~ 12월

-   CEO글로벌 리더십, 한국무용, 습관개발 66프로그램, 실용회화, 바리스타 2급,  
컴퓨터활용능력 1급, MOS master

학사학위 과정 
학점은행제

2013년 3월 12일 ~ 6월 20일

- 임상병리학, 방사선학, 의무행정학

2013년 9월 2일 ~ 12월 13일

- 방사선학, 의무행정학

교육기부 진로체험

2013년 4월 ~ 12월

- 17개과 84개 프로그램

- 고등학생 1972명 참가

2급 응급구조사

양성과정

2013년 2월 25일 ~ 4월 12일 (7주)

- 전라북도 소방공무원 30명

2013년 7월 1일 ~ 8월 16일 (7주)

- 전라북도 소방공무원 30명

2급 응급구조사 국가고시 60명 응시 전원 합격

(3) 주관 위원회 위원 명단 및 회의록 결의사항

위원회명칭 위원명단 개최일시 결의사항

평생교육원

운영위원

장기성, 이정란,김연선, 
유현주,김태성, 김경숙,

조미향

2013.06.13.
향후 개설과정 및 사업공고 시 운영위원과의 협의 통해 시
행하기로 함. 

장기성, 이정란,김연선, 
유현주,김태성, 김경숙,

조미향

2014.01.16. 2014학년도 1학기 개설예정 과정 협의함.

13)다문화가족교육상담센터 

(1) 직원현황

직원수(계약직포함) 보조인원수

연구위원 팀장 연구원 계 조교 근로학생 자체직원 계

1 1 1 3 1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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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주요업무 추진실적

행사명·사업명 주요내용·추진실적

2013년 이주배경청소년 입국

초기지원사업 
‘레인보우스쿨’

【이주배경청소년지원재단 무지개 청소년센터】

2013년 이주배경청소년 입국초기지원사업 위탁기관 선정

· 상반기 레인보우스쿨 
- 일자 : 2013. 3. 18(월) ~ 7. 5(금) (주 5일)

- 장소 : 미래관 M306, M308
- 내용 : 중도입국 자녀 대상 한국어 교육 및 한국문화 및 기관 특화 프로그램 운영 

· 상반기 레인보우스쿨 위탁기관 중간점검 평가

- 일자 : 2013. 4. 29(월)

- 장소: 미래관 M302
- 내용: 프로그램 운영 및 회계 점검

· 중도입국청소년 실태조사를 위한 실무자 대상 설명회 참석

- 일자 : 2013. 6. 13(목)

- 장소 : 무지개청소년센터 재단 대회의실(서울 종로구)

- 내용 : 중도입국청소년 실태조사를 위한 실무자 대상 설문지 설명회 및 FGI
· 하반기 레인보우스쿨 

- 일자 : 2013. 8. 26(월) ~ 12. 13(금) (주 5일)

- 장소 : 미래관 M204, M308
- 내용 : 중도입국 자녀 대상 한국어 교육 및 한국문화 및 기관 특화 프로그램 운영 

· 레인보우 겨울학교 
- 일자 : 2014. 2. 3(월) ~ 2. 21(금) (주 5일)

- 장소 : 미래관 M204, M308
- 내용 : 중도입국 자녀 대상 한국어 교육 및 한국문화 및 기관 특화 프로그램 운영 

2013년 다문화가정 
학부모교육 강화사업

‘우리 가족 행복 프로젝트 – 
다문화가정 학부모교육’

【교육과학기술부 주관/ 국가평생교육진흥원 시행】

2013년 다문화가정 학부모교육 강화사업 전라북도 위탁운영기관선정

· 2013년 다문화가정 학부모교육 강화사업 관계자 워크숍 참석

- 일자 : 2013. 7. 26(금)

- 장소 : 국가평생교육진흥원 (서울 서초구)

- 내용 : 2013년 다문화가정 학부모교육 강화사업 선정기관 관계자 워크숍

· 2013년 다문화가정 학부모교육 강화사업 중간(현장) 컨설팅

- 일자 : 2013. 11. 7(목)

- 장소 : 함열캠퍼스 다문화가족교육상담센터 다문화집단상담실

- 내용 : 프로그램 운영관련 중간(현장) 컨설팅

· ‘우리 가족 행복 프로젝트 – 다문화가정 학부모교육’

- 일자 : 2013. 8. 22 ~ 2013. 11. 4(매주 목)

- 장소 : 함열 캠퍼스

- 일자 : 2013. 10. 11 ~ 12. 17(매주 금)

- 장소 : 본교 미래관 다문화실습실 M204
- 내용 : 다문화가정 및 다문화에 관심 있는 일반 학부모 대상 학부모 교육

다문화가정 어머니로서의 이주여성과 자녀의 관계, 시어머니와 며느리로서의 이주여성

의 관계, 자녀와의 관계, 가족교육, 학교와 지역사회에서 학부모로서의 이주여성의 역할 
강화와 적극적인 참여 동기부여, 지역사회 다문화관련 유관기관 참관 및 문화체험 활동, 
부부교육, 가족캠프 운영

· 2013년 다문화가정 학부모교육 강화사업 성과보고회 참석 
- 일자 : 2014. 1. 23(목) ~ 1. 24(금)

- 장소 : 제주 해비치 호텔

- 내용 : 2013년 다문화가정 학부모교육 강화사업 성과보고회 참석 및 네트워크 영역 우수사례 발표

한국연구재단 소외계층대상

시민 인문강좌 사업 
‘통하는 다문화, 너와 나의 인
문학 - 다문화 가정 행복열기’ 

【2013년 한국연구재단 시민 인문강좌 공모 사업 선정】

- 일자 : 2013. 9. 26 (목) ~ 2014. 6. 5(목) (매주 목)

- 장소 : 함열캠퍼스 다문화가족교육상담센터 다문화강의실

- 내용 : 다문화가정 및 다문화에 관심있는 일반 시민을 위한 시민 인문 강좌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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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사명·사업명 주요내용·추진실적

다문화가정지원 프로젝트

【(사)익산시자원봉사종합센터 업무협약 체결】

· 다꿈사랑방 학교

- 일자 : 2013. 7. 31(수) ~ 8. 1(목) (1박 2일)

- 장소 : 함열캠퍼스 생활관, 다문화가족교육상담센터 강의실

- 내용 : 다문화가정 자녀 및 비다문화가정 자녀 대상 다문화 이해 캠프

· 레인보우 썸머스쿨 
- 일자 : 2013. 7. 29(월) ~ 8. 23(금)

- 장소 : 미래관 다문화실습실 M204
- 내용 : 중도입국 청소년들의 한국어 능력향상과 문화체험 프로그램

· 독서코칭·힐링공예

- 일자 : 2013. 7. 29(월) ~ 8. 23(금)

- 장소 : 다문화가족교육상담센터 강의실

- 내용 : 결혼이주여성 대상 독서코칭 및 힐링공예

(사) 익산시 자원봉사종합센터

업무협약

· (사)익산시자원봉사종합센터 업무협약

- 일자 : 2013. 7. 17(수)

- 장소 : 본관 3층 회의실

- 내용 : 상호 교류와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

         다문화가정지원 및 교육에 관한 사항 등

14)정보전산원

(1) 직원현황

직원수(계약직포함) 보조인원수

부서장 팀장 팀원 계 조교 근로학생 자체직원 계

1 1 2 1 6 7

(2) 주요업무 추진실적

행사명·사업명 주요내용·추진실적 비고

3월 네트워크 · 항온 항습기 추가 설치

3월 온라인 강의실

· 온라인강의실 수강정보 연계처리

· 화상영어 보강컨텐츠 탑재

· 학습자 수강로그 확인 개발

3월 WGE 리뉴얼 사이트 완료 보고
· WGE 홈페이지 리뉴얼

· WGE 학사연계 고도화

4월~ WGE 운영 지원

· jQuery+Ajax 기반 고도화

· 권한설정, 스케쥴 등 보완

· 출석/성적표 프로그램 개발

· 콜센터 업무지원 (H/W, P/G)

4월 교육통계 및 정보공시 지원
· 교육통계 지표 관련 통계 지원

· 정보공시 지표 관련 통계 지원

4월 화상영어 LMS 보완 · 사용자 권한관리 및 표준화 코딩 진행

4월 입시관련 프로그램 지원 · 대입지원 위반자 사전예방시스템 데이터 추출 및 프로그램 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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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사명·사업명 주요내용·추진실적 비고

4월, 6월 온라인 중간고사 및 기말고사 · 온라인 중간고사 및 기말고사 지원

5월 홈페이지 수정

· 평생교육원 홈페이지 메뉴 수정

· 메인 홈페이지 장학금안내, 규정집, 부설기관 소개 수정

· m.wu.ac.kr 모바일 페이지 수정

5월
WGE 설문 관리

프로그램 개발
· 설문 생성 / 관리 프로그램 개발

5월 ~ 학사프로그램 지원

· 2013학년도 학사프로그램 개발 및 수정/보완

· 2013년 5월 ~ 2014년 2월까지

· 취업률조사 통계 지원

5월~6월 화상영어 LMS 보완
· 설문관리 신규 생성

· 화상영어,온라인 강의 연계한 출석 및 성적표 개발

5월20일 입시관리 프로그램 지원 · 2014학년도 신입생 모집관련 프로그램 수정

6월~ 학사행정 / 성적처리 · 성적처리 업무지원

6월~ WGE 다국어 및 고도화 · WGE 다국어 환경 개발· 

6월 입시관련 프로그램 지원 · 입학설명회 관련 프로그램 개발

6월 입시 및 학과 홈페이지 리뉴얼

· 헬스케어(4H) 대학특성화체제 방향에 따른 홈페이지 개편

· 2014학년도 입시홍보를 위한 홈페이지 리뉴얼

· 학과 홈페이지 수정

· 전투부사관과 신규 홈페이지 구축

6월 LMS 시스템 셋팅 · 하계 계절학기 LMS 시스템 셋팅

7월 웹표준화 · 웹표준화 Web-Publishing 고도화

7월~8월 서버장비 · 서버가상화 및 백업스토리지 구축

8월 2학기 수강신청 지원 · 2학기 수강신청 관련 업무 지원

8월 2학기 등록 업무 지원 · 2학기 등록관련 업무 지원

8월 2013년도 2학기 강의 지원 · 2학기 온라인 강의 및 보조강의 지원

7월~12월 학사행정시스템 개선 · 학사행정 개선 계획에 따른 단계별 프로그램 보완

9월, 12월 온라인 중간고사 및 기말고사 · 2학기 온라인 중간고사 및 기말고사 지원

9월~10월 입시 수시 업무지원 · 2013학년도 수시 원서 접수 관련 업무지원

10월 교직원 전산실무 교육 · 교직원 개인정보보호 및 전산실무 교육 실시

10월 교육통계 및 정보공시 지원
· 교육통계 지표 관련 통계 지원

· 정보공시 지표 관련 통계 지원

12월 연말정산 업무지원 · 2013년도 연말정산 업무지원

12월 동계 계절학기 지원 · 2013년도 동계 계절학기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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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학생생활관 

(1) 직원현황

직원수(계약직포함) 보조인원수

팀장 담당관 팀원 계 조교 근로학생 자체직원 계

1(부관장) 1 4

(2) 주요업무 추진실적

행사명·사업명 주요내용·추진실적

신입생 오리엔테이션 및 입주

· 2013학년도 1학기 학생생활관 입실자를 대상으로 생활관 소개와 입실안내

· 장    소 : 원광보건대학교 함열캠퍼스 별관 3층

· 행사내용 : 생활관 생활 안내 및 예절교육

· 참여인원 : 250여명 

오픈하우스

·   교직원 및 재학생들로 하여금 생활관에 대한 관심을 높이고 생활관생들 간의 친목을 도모하기 위한 
오픈하우스 개최

· 내    용 : 식전행사, 본 행사, 라운딩, 단합대회(장기자랑, 시상식)

· 참여인원 : 400여명(오픈하우스)

· 내    용 : 선물 증정, 축가

2학기 생활관생 모집

· 2013학년도 2학기 생활관생 모집

· 일    시 : 2013년 5월 20일 ~ 6월 5일

· 총 정 원 : 253명

생활관 퇴실
· 1학기 학생생활관생 퇴실일

· 일    시 : 2013년 6월 21일

하계 토익사관학교

· 일    시 : 2013년 7월 1일 ~ 2013년 7월 29일(4주)

· 장    소 : 학생생활관, 학생생활관 별관

· 참석인원 : 120명

· 내    용 : 단계별 영어 토익

하계 토익사관학교 심화과정

· 일    시 : 2013년 7월 29일 ~ 8월 16일(3주)

· 장    소 : 학생생활관, 학생생활관 별관

· 참석인원 : 50명

· 내    용 : 단계별 영어 토익 심화과정

다문화체험 캠프

· 다문화 가족센터에서 주관한 다문화체험 캠프 진행

· 일    시 : 7월 31일 ~ 8월 1일

· 장    소 : 학생생활관, 다문화가족센터

· 참석인원 : 지도교사 : 10명, 학생 : 30명 
· 내    용 : 다문화 민속 체험

부안 교육청 중학생 영어캠프

· 부안 교육청에서 주관한 중학생 영어캠프 진행

· 일    시 : 8월 12일 ~ 8월 14일

· 장    소 : 학생생활관, 학생생활관 별관

· 참석인원 : 학생 : 40명 
· 내    용 : 단계별 영어 교육

2학기 생활관 입실
· 2학기 학생생활관생 입실일

· 일    시 : 2013년 9월 1일

2학기 생활관 퇴실
· 1학기 학생생활관생 퇴실일

· 일    시 : 2013년 12월 2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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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사명·사업명 주요내용·추진실적

용안 은혜마을 봉사활동

· 용안 은혜마을 밝은 집, 맑은 집, 훈훈한 집 봉사활동

· 월 1회 용안 은혜마을에서 봉사활동 실시

· 은혜마을과 협약하여 봉사활동인증관리시스템(VMS)에서 봉사시간 인정(1회 3시간)

· 학생생활관 벌점자에게 상점부여의 기회 제공(2점)

· 참석인원 : 평균 10명

· 진행일시 : 매 월 4째주 13:00~16:00 1회 3시간(1학기 - 3월,4월,5월 2학기 - 9월,10월,11월)

· 내용 : 레크리에이션 진행 및 식사 보조, 말 벗, 청소

함열 환경정화 활동

· 지역사회의 이해 증진과 환경의식을 고취시키기 위한 환경정화활동 실시

· 월 1회 함열지역 환경정화활동 실시

· 함열읍 사무소와 협약하여 봉사활동인증관리시스템(VMS)에서     
   봉사시간 인정(1회 2시간)

· 학생생활관 벌점자에게 상점부여의 기회 제공(2점)

· 참석인원 : 평균 15~20명

· 장소 : 함열읍

축구동아리 운영

· 생활관생의 체력증진 및 친목도모 위한 동아리 운영

· 한 학기 10회 이상 진행 (매주 1회)

· 참석인원 : 15명 (평균 10명)

· 장    소 : 함열 스포츠센터 축구장, 함열초등학교 운동장

· 내    용 : 기초 체력 단련 및 축구 진행

(3) 주관 위원회 위원 명단 및 회의록 결의사항

위원회명칭 위원명단 개최일시 결의사항

학생생활관 
운영위원회

박지상, 김동주, 임인신, 
이승원, 김 경, 이기영, 
김태성, 박정순, 이혜경

2013년 05월 09일

(목) 11:00

1.   2013학년도 2학기 생활관 모집시기 및 선발방법은 재
입실자는 벌점을 8점 이상을 제한하고, 신규입주자는 
거리와 소득수준으로 선발하는 것으로 결정함. 

2.   2013학년도 1학기 생활관비는 그대로 80만원으로 동
결하기로 함.

학생생활관 
운영위원회

박지상, 김동주, 임인신, 
이승원, 김 경, 이기영, 
김태성, 박정순, 이혜경

2013년 11월 21일

(목) 11:00

1.   2014학년도 1학기 생활관 모집시기 및 선발방법은 재
입실자는 벌점을 8점 이상     을 제한하고, 신규입주자

는 거리와 소득수준으로 선발하는 것으로 결정함. 
2. 2014학년도 1학기 생활관비는 88만원으로 인상 함.

3. 생활관 상, 벌점 내용을 일부를 개정 함.

16)국제개발원

(1) 직원현황

직원수(계약직포함) 보조인원수

팀장 담당관 팀원 계 조교 근로학생 자체직원 계

1 1 6 8 2 - -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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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주요업무 추진실적

행사명·사업명 주요내용·추진실적

필리핀 (세부) 
세종학당 선정

·   2013년 문화체육관광부 주관 세종학당재단 세종학당 운영기관 선정‘필리핀 세부 원광글로벌교육

센터’

· 한국어 보급 및 한류문화의 세계화 전달을 통한 고등교육 전파

외국인교원

·   외국인교원 4명 
임상병리과1명, 치위생과2명, 물리치료과1명

·   외국인교원 간담회 
- 일자 : 2013.3 ~ 상시 
- 내용 : NEAT교재개발설명, 신학기준비 등

·   NEAT화상영어수업 책임교수제 실시(4명) 
- 일자 : 2013.3 ~ 2013. 12

·   평생교육원 여행인솔자 소양과정 프로그램  
- 일자 : 2013.1.19.(금)/5.3.(금)/5.4(토)/5.10(금)

글로윙 프로그램

·   2013학년도 하계 해외어학연수 실시(4주) 
- 기간 : 2013. 7. 26.(금) ~ 8. 24(토) 
- 인원 : 50명 
- 국가 : 필리핀 세부

·   2013학년도 하계(5기) 토익사관학교 운영(4주) 
- 기간 : 2013.7. 1(월) ~ 7. 29(월) 
- 인원 : 114명 
- 장소 : 학생생활관

·   2013학년도 하계 토익심화과정 운영(3주) 
- 기간 : 2013.7. 29(월) ~ 8. 16(금) 
- 인원 : 46명 
- 장소 : 학생생활관

·   2013학년도 하계 중국어사관학교 운영(4주) 
- 기간 : 2013.7. 29(월) ~ 8. 24(토) 
- 인원 : 36명  
- 장소 : 멀티미디어센터 3층 강의실

·   2013학년도 동계 해외어학연수 실시(4주) 
- 기간 : 2014. 1. 17.(금) ~ 2. 15(토) 
- 인원 : 58명 
- 국가 : 필리핀 세부

·   2013학년도 동계(6기) 토익사관학교 운영(4주) 
- 기간 : 2013.12.30(월) ~ 2014.01.27(월) 
- 인원 : 145명 
- 장소 : 학생생활관

·   2013학년도 동계 토익심화과정 운영(3주) 
- 기간 : 2014. 01.27(월) ~ 02. 14(금) 
- 인원 : 38명 
- 장소 : 학생생활관

·   2013학년도 동계 중국어사관학교 운영(4주) 
- 기간 : 2014. 01 16(목) ~ 02. 14(금) 
- 인원 : 20명  
- 장소 : 학생생활관

·   2013학년도 글로윙 토익&화상 강좌(7주) 
- 기간 : 2013. 10. 28(월) ~ 12월 20일(금) 
- 인원 : 55명 
- 장소 : 멀티미디어센터 지하 생활영어 강의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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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사명·사업명 주요내용·추진실적

어학시험 지원

·   능력개발 모의토익 실시 
- 1차 모의토익 :  2013. 10. 16  
                              인원 : 349명  
- 2차 모의토익 : 2013. 11. 04 
                              인원 : 270명 
- 장소 : 보건관 강의실

·   NEAT 정규시험 실시 
- 일정 : 2013. 11. 09(토) 
- 인원 : 16명 (1차모의토익 능력개발우수자 대상) 
- 장소 : 멀티미디어센터 2층 컴퓨터실  

·   토익스피킹시험 실시 
- 일정 : 2013. 11. 23(토)  
- 인원 : 21명 (2차 모의토익 능력개발우수자 대상) 
- 장소 : 멀티미디어센터 2층 컴퓨터실

·   정규토익시험 실시 
- 일정 : 2013. 11. 24(일) 
- 인원 : 91명 (2차 모의토익 능력개발우수자 및 글로윙 토익&화상 강좌 프로그램 응시자 대상) 
- 장소 : 전북대 익산캠퍼스 외 

·   신HSK 중국어시험 실시 
- 2013.07.29~08.23 4주 통학형 프로그램 운영 
- 수료자 36명 중, 18명 신HSK 3급 취득

전문대학 글로벌 
현장학습사업

·   전문대학생 대상 해외 현장학습의 기회 제공을 통해 어학능력, 전공 실무 능력 및 현장적응력 배양

으로 글로벌 역량 및 해외취업 향상 
· 전문대학 중 최다인원 선발

· 총 22명(영어권:16명, 일본·홍콩권:3명, 중국·동남아권:3명)

· 전문대학 글로벌 현장학습사업 멘토링제 우수사례대학 선정

해외 현장실습

(해외 인턴십)

·   해외 어학교육 및 현장 실습을 통한 국제적 감각 고취, 어학능력 향상, 해외 전공 실무 능력 등 글
로벌 역량 강화

· 미  국 : 13.10.14~14.01.31  9명

· 중  국 : 13.10.08~14.01.27  2명

· 필리핀 : 13.10.07~14.01.24  2명(세부)

· 필리핀 : 13.06.24~13.08.18  3명(마닐라)

· 필리핀 : 13.12.16~14.02.21  3명(마닐라)

· 태  국 : 13.12.19~14.02.24  2명

해외 산업체 글로윙 멘토링 
프로그램

(해외취업)

· 국내 어학 및 인성 교육 등의 사전교육 후 해외 취업 
· 싱가포르 : 14.01.21 출국   4명

· 호    주 : 14.02.07 출국   2명

· 호    주 : 14.02.17 출국   2명

해외 멘토 산업체 현장견학
· 해외 산업체 현장견학을 통한 현장적응력 배양

· 싱가포르 : 14.02.05~14.02.09  10명

해외봉사활동

·   2013학년도 하계 해외봉사활동 실시 
- 일정 : 2013. 08. 17.(토),   
- 인원 : 50명 
- 장소 : 필리핀 세부

·   2013학년도 동계 해외봉사활동 실시 
- 일정 : 2014 02. 08.(토)  
- 인원 : 58명  
- 장소 : 필리핀 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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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사명·사업명 주요내용·추진실적

화상영어 지원

·   2013-1 교양과목 화상영어 운영 지원 
- 수강인원 : 1,947명 
- 수강형태 : 1:4 주1회 50분 강의

·   2013-2 교양과목 화상영어 운영 지원 
- 수강인원 : 1,554명 
- 수강형태 : 1:4 주1회 50분 강의

·   The Speaking 콘텐츠 도입 
- The Speaking 화상영어 수업교재 도입 
- The Speaking 화상영어 수업콘텐츠 도입

·   국립국제교육원 글로벌 인재양성 관련 MOU 체결 
- 협약일 : 2013.07.30.(화) 
- 국가영어능력 향상과 글로벌 인재양성 업무협약 체결 
- NEAT, EPIK, TOPIK, 유학생 유치, 해외인턴십 추진

글로윙 멘토링시스템 개발 · 해외 인턴십, 어학연수, 해외취업생들의 멘토링 시스템을 통한 해당학생 데이터베이스 구축

(3) 주관 위원회 위원 명단 및 회의록 결의사항

위원회명칭 위원명단 개최일시 결의사항

국제개발원 
운영위원회

이기영, 김  경, 이혜경, 
박정순, 임인신, 김태성,

이승원, 윤석헌

13.9.24(화) 16:00
차기회의시 사업에 대한 동기와 성과

해외취업 운영방안에 대한 심의

17)원광문화연구원

(1) 직원현황

직원수(계약직포함) 보조인원수

팀장 담당관 팀원 계 조교 근로학생 자체직원 계

0 0 3 3 1 1 0 2

(2) 주요업무 추진실적

행사명·사업명 주요내용·추진실적

연감제작
『원광보건대학교 2012년 연감』 연감 제작 
- 100부 각 학과 및 부서 보급

전문대학 엑스포 일산 킨텍스 박람회 운영 전반 진행

학술지 발행

· 국제원광문화학술논집 3권 1호(통권 6호) 발행

·   국제원광문화학술논집 3권 2호(통권 7호) 발행 
- 논문 18편 수록 확정(외부6,내부12) 
- 12월 31일 발행

학생/교직원 사진 촬영
·   『원광보건대학교 2013년 연감』제작 

- 2013학년도 졸업예정자 및 신임교직원 촬영과 2013학년도 졸업생 디지털앨범 제작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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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사명·사업명 주요내용·추진실적

학교 역사자료 D/B 작업 · 『원광보건대학 10년사』 / 『20년사』 전산화 작업 중

교재(보조) 제작 · 교양과목 관련 ‘원광문화 시리즈’ 2 제작

OFF-LINE 매체 홍보

·   옥외광고 
- 광고기간 : 2013. 7. ~ 2014. 4. 
- 익산 CGV 벽면 광고 
- 버스쉘터 광고

·   영화관 CF광고 
- 광고기간 : 2013. 7. ~ 2014. 2. 
- 집행지역 : 익산, 전주, 군산 CGV 및 롯데시네마

·   TV CF 및 TV ID 광고 
- 광고기간 : 2013. 7. ~ 2014. 2. 
- 방송국 : MBC, KBS, JTV

·   라디오 캠페인광고 
- 광고기간 : 2013. 3. ~ 2014. 2. 
- 방송국 : WBS

·   신문보도 
- 교내실적 보도 560건

·   인쇄매체광고 
- 집행매체 : 세계일보, 한국대학신문, 시사매거진, 원불교신문, 월간원광 
- 내용 : WCC선정관련 기획기사 및 신입생 모집광고(수시/정시) 실시

·   현수막 
- WCC, 교육역량강화지원사업 관련 전주/익산/군산지역 126EA 게시 
- 기타 교내실적관련 현수막 42EA 배포

·   유관기관협찬 
- 원기 98년 대각개교절 봉축사업 후원 외 15건

ON-LINE 매체 홍보

·   대학SNS매체 운영 
- Blog : 대학정보 포스팅 746건, NEWs LETTER 총 8회 발송 
- Facebook : 담벼락 게시글 216건, 좋아요 1,888명 확보 
- Twitter : 팔로워 531명 확보, 멘션 242건

·   온라인 신문보도 
- 행정부서 및 학과 실적 보도자료 작성 및 온라인배포 
- 인터넷신문 : 교내실적 보도 103건 
- 포털싸이트 대학검색 정보관리

·   홈페이지 홍보자료 배포 
- 뉴스&이벤트 : 2013학년도 입학식 외 103건 
- 원광갤러리 : 2013학년도 입학식 외 70건

홍보대사

·   홍보대사 4기 선발 
- 항공서비스과 1학년 대상 8인 선발

·   활동사항 
- 교내행사 도움 및 방문인사 의전 
- 대학 SNS 매체 관리 등

교내 행사사진촬영
· 교내 각종 행사사진 촬영 및 사진 DB구축

· 각 행정부서 / 학과 행사사진 촬영 지원

원광보건사우회 지원 · 원광보건사우회 회원 사진교육 및 출사지도(월 1회)

각종 교내외 
홍보물 제작 지원

·   대학교당 지원 
- 매주 법회보 제작지원 
- 교당 동아리 홍보 리플릿 제작지원 
- 엑스배너 디자인 지원

·   홍보전략팀 지원 
- 우리대학 홍보영상 제작지원 
- 해피바이러스 프로젝트 컨설팅 지원 및 PPT, 노트, 포스터 디자인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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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사명·사업명 주요내용·추진실적

각종 교내외 
홍보물 제작 지원

- 미래관 현수막, 포스터 디자인 및 제작지원 
- 슈퍼스타 K 포스터, 현수막 디자인 및 진행 지원 
- 원불교신문 대학광고 디자인, 각종 대학광고 디자인 지원

·   기획조정팀 지원 
- 각종 보고서 표지 및 다이어그램 디자인 지원

·   입학관리팀 지원  
- 2013학년도 입학식 리플릿 디자인 및 제작 지원 
- 2014학년도 모집요강 및 리플릿 제작 지원 
- 입시홍보용 PPT 제작지원 
- 입시홍보물(쇼핑백, 포장지, 종이컵, 치약, 티슈 등) 디자인

·   총무팀 지원  
- 2013년 시무식 리플릿 제작 지원 
- 우리대학 37주년 기념법회 리플릿 제작 지원 
- 사립중고등학교장회 정기총회 디자인 및 촬영 지원

·   관리팀 지원 
- 교내 시설물 디자인 지원 
- 대/소봉투 제작 지원

·   교무팀 지원 
- 각종 교내 시설물 디자인 컨설팅 및 출력 지원 
- 대봉투 디자인 지원 
- 2012학년도 졸업식 리플릿, 초대장 디자인 지원 
- 신임교원들을 위한 PPT 제작지원, 각종 보고서 표지 디자인 지원 
- 학위수여식 리플릿, 초청장 디자인 지원

·   국제개발원 지원  
- GloWing 네이밍 개발 및 프로젝트 기획 및 PPT 제작 
- EW 프리젠테이션 기획 및 디자인 
- 토익/중국어&회화 사관학교 포스터 및 사진촬영 지원 
- 하계어학연수 포스터 디자인 및 출력지원

·   LINC 사업단 지원 
- <2013 LINC 우수성과 경진대회> 전반 컨설팅 및 디자인 지원 
- 각종 보고서 디자인 지원

·   산학협력팀 지원 
- 가족회사 증서 디자인 및 출력, 각종 협약서 및 표지 제작지원 
 - 가족회사 현판 디자인 지원

·   산학취업팀 지원  
- 청년직장프로그램 포스터 디자인 지원 
- 각종 홍보물 및 포스터 디자인 지원

·   학생복지팀 지원 
- Happy withUs 팜플렛, 포스터, 홈페이지 제작지원 
- 학생생활상담연구소 포스터 및 홍보디자인 지원 
- 산업인력공단 시험 포스터 출력 지원 
- 학생증 리뉴얼 디자인 지원

·   평생교육원 지원 
- 프로그램 홍보 포스터 출력 지원

·   도서관 지원 
- 외부현수막 디자인 지원

·   학생생활관 지원  
- 오픈하우스 포스터 디자인 및 제작 지원 

· 신문방송사 지원

- 우리대학 신문 제작용 사진촬영 지원

·   원광여행사 지원 
- 원광여행사 리모델링 인테리어 디자인 지원 
- 홍보물 제작 지원 
- 2013 글로벌체험 해외연수 PPT 디자인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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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사명·사업명 주요내용·추진실적

각종 교내외 
홍보물 제작 지원

·   다문화복지센터 
- 봉투 제작 지원

·   귀금속보석연구센터 
- 지역맞춤형 일자리창출 광고 및 홍보물 디자인

·   간호학과 지원 
- 간호학과 입시홍보물 제작 
- 실습용 학생증명사진(173명) 촬영 지원

·   미용피부관리과 지원 
- 미용피부관리과 학과홍보 포스터 디자인 
- 창직동아리 '헬스&뷰티매니저'팀 tvN 크리에이티브 코리아 참가 UCC영상 제작 지원

·   의무행정과 지원 
- 학술지 ‘나이테’ 표지 디자인 지원

·   사회복지과 지원 
- 학과 홍보 리플렛 디자인 지원

·   다문화복지과 지원 
- 학과 홍보 포스터 디자인 지원

·   의료관광코디과 지원 
- 쇼핑백, 봉투, BI 리뉴얼 제작지원 
- 홍보물 디자인 지원

·   실용음악과 지원 
- 졸업연주회 리플릿 디자인 지원

(3) 주관 위원회 위원 명단 및 회의록 결의사항

위원회명칭 위원명단 개최일시 결의사항

국제원광문화

학술논집

편집위원회

교내:

신홍철, 유병규, 강공언,

장기성, 이경완, 김찬기,

이지숙

교외:

이정민, 김인식, 나삼일, 
곽성기, 김유진, 김긍식,

이후민, 마상철, 
Joonsung Lee

9차

2013.5.29

1. 제6호 논집 발행 건 
2.   논문 투고 규정 개정 

- 투고규정 논문 수록 순서 조정 
- 외국문헌의 표기 방법 삽입

10차

2013.11.22

1. 제7호(2013.12) 논집 발행의 건  
2.   심사규정 중 IRB 여부 

- IRB에 관한 규정 제정키로 
3.   논문 투고 규정 개정의 건  

- 논문 수록 순서 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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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신문방송사 

(1) 직원현황

직원수(계약직포함) 보조인원수

팀장 담당관 팀원 계 조교 근로학생 자체직원 계

1 1 2 1 6 7

(2) 주요업무 추진실적

행사명·사업명 주요내용·추진실적

1학기 교내방송 시작
1학기 교내 방송 실시

(아침, 점심, 저녁 매일 3회씩 방송 실시)

대학신문 230호 발간

· 20면 구성, 7,000부 발간

· 재학생, 교직원, 유관기관, 가족회사 발송

· 2013학년도 수시 및 정시합격자 발송

신입기자 교육 학생기자 6명 선발 및 신문발간과 방송진행에 대한교육 실시

대학신문 231호 발간
· 20면 구성, 7,000부 발간

· 재학생, 교직원, 유관기관, 가족회사 발송

대학신문 232호 발간
· 20면 구성, 7,000부 발간

· 재학생, 교직원, 유관기관, 가족회사 발송

대학신문 233호 발간
· 20면 구성, 7,300부 발간

· 재학생, 교직원, 유관기관, 가족회사 발송

1학기 교내방송 종료 1학기 교내방송 종료

대학신문 234호 발간
· 20면 구성, 7,000부 발간

· 재학생, 교직원, 유관기관, 가족회사 발송

대학신문 235호 발간
· 20면 구성, 7,000부 발간

· 재학생, 교직원, 유관기관, 가족회사 발송

신입기자 교육 학생기자 6명 선발 및 신문발간과 방송진행에 대한 교육 실시

2학기 교내방송 시작
2학기 교내방송 실시

(아침, 점심, 저녁 매일 3회씩 방송 실시)

대학신문 236호 발간
· 20면 구성, 7,300부 발간

· 재학생, 교직원, 유관기관, 가족회사 발송

대학신문 237호 발간
· 20면 구성, 7,300부 발간

· 재학생, 교직원, 유관기관, 가족회사 발송

대학신문 238호 발간

· WCC 선정 특집호(24면 구성), 9,300부 발간

· 재학생, 교직원, 유관기관, 가족회사 발송

· 2014학년도 수시합격자 발송

2학기 교내방송 종료 2학기 교내방송 종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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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 원광여행사

(1) 직원현황

직원수(계약직포함) 보조인원수

팀장 담당관 팀원 계 조교 근로학생 자체직원 계

5 5

(2) 주요업무 추진실적

행사명·사업명 주요내용·추진실적

국내외 단체 단독행사

원광효도마을 대만 성지순례 5일 / 21명

원불교 제주교구 육지 성지순례 2일 / 77명

원보대 간호학과외 3개학과 졸업여행 / 182명

건국대 부동산대학원 베트남 연수 5일 / 23명

원광대 학생생활관 중국 연길 봉사활동 8일 / 32명

라마코카 봉불식 및 아프리카 문화탐방 12일 / 23명

삼동회 및 익산시자원봉사센타 캄보디아 봉사활동 9일 / 54명

원불교 천심회 대만 문화탐방 및 연수 4일 / 35명

원광대 학군단 태국 연수 5일 / 82명

전북도청 민방위과 제주도 연수 3일 / 36명

원광대 국제교류부 Ghre 어학연수 / 230명

원불교 금호사회복지관 마닐라연수 4일 / 27명

원광대학병원 네팔 의료 봉사활동 8일 / 18명

원불교 정화단, 중앙, 영광교구 국.내외 연수 / 82명

산티아고 및 상파울로 봉불식 및 문화탐방 12일 / 44명

원창학원 교사 및 학생연수 코타, 터키 / 38명

(주)그린이엔티 직원 연수 제주도 3일 / 46명

원광대학병원 신입 인턴 마닐라연수 4일 / 36명

 전라북도인재육성재단
글로벌체험 해외연수 캐나다 나이아가라 / 여름학기 49명

글로벌체험 해외연수 캐나다 나이아가라 / 겨울학기 50명

(3) 주관 위원회 위원 명단 및 회의록 결의사항

위원회명칭 위원명단 개최일시 결의사항

원광여행사

운영위원회

이승용, 임인신, 김  경
이기영, 박정순, 이혜경

이승원

2014.02.03

- 2013학년도 추가경정 예산안 심의

- 2014학년도 예산안 심의

- 2014학년 영업 운영 방안 논의

- 글로벌체험 해외연수 입찰 방안 논의

- 2013학년도 운영 실적 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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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상병리과

13. 03. 01

신입생 오리엔테이션 / 보건관 세미나실 / 약 140명

새내기들이 학교생활을 잘 할 수 있도록 신입생들을 위한 학과 소개, 학생회 소개, 

교수 및 조교 소개 등을 실시하였다.

13. 03. 11.~ 05. 31

야간 자율학습 / 보건관 4층 임상병리과 강의실 / 약 270명

2, 3학년 학과 성적 향상 및 국가시험 대비를 위해 야간자율학습을 실시하였다.

(평일 오후 6시 30분~9시 20분)

13. 04. 03, 19

신입생 병원견학 / 약 140명

2013년 4월 3일에는 원광대학교병원 진단검사의학과·병리과(40명), 전북대학교

병원 진단검사의학과(35명), 19일에는 군산의료원 진단검사의학과(20명), 전주예

수병원 진단검사의학과(33명)에서 신입생 병원 견학을 실시하였다.

13. 04. 13, 05. 25, 06. 15

임상병리과 진로체험 / 보건관 4층 임상병리과 실습실 / 약 90명

고등학생들을 대상으로 혈액학, 조직학, 수혈학을 체험하도록 하여, 임상병리과에 

대한 홍보와 관심을 높이고 신입생 모집에 좋은 기회를 주기 위해 실시하였다.

13. 05. 10

축제 초청강연회 / 1,2,3학년 약 370명

산학협력강화 및 재학생들을 위해 임상병리과의 비전과 임상병리사의 역할에 대해 

삼성서울병원 진단검사의학과 김은지 과장의 초청강연을 실시하였다.

4. 학과 주요 업무 및 행사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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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05. 10~11

제 51회 종합학술대회 / 광주 김대중컨벤션센터 / 6명

임상병리과 권필승 교수가 ‘대한임상병리사협회 제51회 종합학술대회’에서 ‘비오

메리으 학술상’을 수상하였다. 대한임상병리사협회 주최로 지난 10일~11일까지 

이틀간 광주 김대중 컨벤션센터에서 개최된 이번 대회는 ‘새로운 반세기를 준비하

는 힘찬 시작’을 슬로건으로 다양한 세미나가 진행되었다. 회원들의 학술적 열의

와 더불어 보건의료인으로서의 당당한 면모를 엿볼 수 있는 학술대회로서 올해에는 

5,000여명의 회원이 참가한 가운데 화합과 친목을 다지는 자리를 가졌다.

13. 05. 16

진복희 교수, 원광효도마을로부터 봉사상 수상 
 / 익산 원광효도마을

임상병리과 진복희 교수는 5월 16일 실시된 사회복지법인 원광효도마을 법인설립 

10주년 기념식에서 7년 동안 실버의 집에서 어르신 돌봄에 노력해온 공로를 인정받

아 사회복지법인 원광효도마을(오순옥 이사장)로부터 봉사상을 수상하였다.

13. 06. 21

산업체 견학 / 전라북도 보건환경연구원 (임실) / 약 40명

임상병리과 학생들의 전공과목인 미생물 검사와 실습에 대한 이해력 증진을 위해 견

학을 실시하였다.

 

13. 06.~12.

산업체 간담회
산학협력활동과 취업률 향상을 위해 지역별 산업체 간담회를 실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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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07. 09~11

교직원 연수 / 일본 대마도 / 7명

학과 구성원들의 단합 및 학과 발전 방안 토의를 위해 학과 연수를 실시하였다.

13. 07.~11.

국가고시 내부, 외부 특강 / 3학년 약 120명

3학년을 대상으로 국가고시 합격률 향상과 취업률 향상을 위해 내부 및 외부 특강을 

실시하였다. 

13. 07.~11.

국가고시 대비 모의고사 / 3학년 약 120명

3학년을 대상으로 국가고시 문제유형을 익히고 국가고사에 대비하기 위한 모의고사

를 실시하였다.

13. 07. 23

권필승 교수, 2년 연속 산학연공동기술개발 연구 사업선정 
권필승 교수가 중소기업청에서 지원하는 2013년 산학연공동기술개발사업에 2년 연

속 선정되었다. 산학연공동기술개발사업은 대학 및 연구기관의 기술개발 자원을 활

용해 상대적으로 자체 R&D 역량이 미흡한 중소기업의 신기술 및 신제품 개발을 지

원하는 사업이다. 권교수는 지난 2012년 LED전문업체인 (주)포스라이트 등의 중소

기업과 연계한 연구과제 ‘LED를 이용한 병원성세균 치료 시스템 개발’ 사업에 선정

되었으며, 오는 8월부터 2014년 7월까지 총 사업비 7000만 원을 지원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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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08. 17~18

진복희 교수, 한국네팔유학생회(SONSIK)로부터 감사패 수여 
/ 경북 경산시 영남대학교

임상병리과 진복희 교수는 8월 17-18일 실시된 한국네팔유학생회(SONSIK) 정례 

모임에서 매년 한국에 유학해온 네팔 학생들의 후원과 네팔에 있는 고아원, 대학, 

병원 등에 후원해온 공로를 인정 받아 감사패를 수여 받았다. 

13. 09. 06

학생장 선거 / 국제회의실 / 1,2,3학년 약 350명

앞으로 1년동안 학생회를 이끌어 나갈 22대 학생회장, 대의원을 선출하는 선거를 

실시하였다. 

13. 10. 06

임상병리과 학술세미나 및 초청특강 / 멀티미디어센터 국제회의실 
 / 1, 2학년, 내외빈 약 300명 

학술대회 및 초청강의를 통하여 교수 및 학생들의 학술연구 활성화를 유도하고 산학

협동을 통한 학생들의 임상실습과 취업활동을 활성화하기 위해서 삼성서울병원 심장

검사실 김은영 팀장이 ‘나는 임상병리사다’라는 제목으로 특강을 실시하였다. 

13. 10. 26

총동문 체육대회 / 원광대학교 제 2체육관

졸업생 및 재학생들이 한자리에 모여 체육대회를 실시하여 친목과 화합의 시간으로 

진행하였다.

13. 11. 02

임상병리과 2학기 진로체험 / 보건관 4층 임상병리과 실습실 
 / 약 30명

고등학생들을 대상으로 임상생리학 분야를 체험하도록 하여, 임상병리과에 대한 홍

보와 관심을 높이고 신입생 모집에 좋은 기회를 주기 위해 실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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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11. 08

진복희 교수, 보건복지부장관상 수상 / 서울 백범 김구기념관 컨벤션홀

임상병리과 진복희 교수는 11월 8일 실시된 제12회 전국사회복지자원봉사대회에서 

7년 동안 봉사단체(느티나무)를 성실하게 이끌었으며, 사회복지 자원봉사활동을 꾸

준히 해온 공로를 인정받아 보건복지부장관상(단체상)을 수상하였다. 

13. 11. 19, 29

임상병리과 취업특강 / 보건관 세미나실 / 약 90명

19일에는 성현메디텍 차경환 대표이사가 ‘임상병리 업무의 변화와 임상병리사의 자

기 역할’이라는 주제로 특강을 진행하였으며, 29일에는 옵티팝 강상철 부장이 ‘실험

동물 및 임상병리 관련업체 진출’에 대한 특강을 실시하였다.

13. 11. 23

해부학 특강 / 원광대학교 의과대학 / 1학년 약 140명

인체해부학에 대한 강의를 바탕으로 실물을 확인하여 좀 더 자세히 배울 수 있도록 

카데바 실습과 해부학 특강을 실시하였다.

13. 12. 08

제 41회 임상병리사 국가고시 / 전주중학교 / 약 130명

3년동안 공부하여 취업에 꼭 필요한 임상병리사 면허 취득을 위한 국가고사가 실시 

되었다. 

13. 12. 10

연상근 학생, 원광대학교총장상 수상 / 익산 백제웨딩홀

임상병리과 연상근 학생은 12월 10일 실시된 2013 익산시 자원봉사자 한마음대회

에서 느티나무 7기 봉사부장으로서 실버의 집에서 꾸준히 봉사해온 공로를 인정받

아 원광대학교총장상을 수상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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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물리치료과

13. 12. 10

유소연·조혜원 학생, 사진수기공모부분 표창장 수상 
 / 익산 백제웨딩홀

임상병리과 유소연, 조혜원 학생은 12월 10일 실시된 2013 익산시 자원봉사자 한

마음대회에서 느티나무 봉사단체 회원으로서 자원봉사활동을 통해 느꼈던 것을 수

기부분에 응모해 우수상을 수상하였다.

13. 12. 20

임상병리과 동계 진로체험 / 보건관 4층 임상병리과 실습실 / 약 30명

고등학생들을 대상으로 임상미생물학 분야를 체험하도록 하여, 임상병리과에 대한 

홍보와 관심을 높이고 신입생 모집에 좋은 기회를 주기 위해 실시하였다.

13. 12.~14. 01

임상실습, 순회지도 및 취업활동
서울, 경기, 충남, 전북, 전남 등 40개 병원에 현장실습을 통해 실무에 대해 직접 

배울 수 있고 졸업예정자들의 취업률을 높이기 위해 실시하였다.

13. 03. 06

물리치료과 상견례 / 멀티미디어센터 3층 국제회의실 
 / 재학생 전체(340명)

2013학년도 신입생과 재학생, 그리고 학과 교수님들과의 상견례가 진행되었다. 이 

날 상견례는 물리치료과 소개,  교수님 인사, 학생회·학술회 인사, 각 동아리 소개, 

오리엔테이션 조별 소개, 신입생과 복학생 인사 등의 순서로 진행되었다.

13. 03. 14~15

O.T / 전남 구례송원리조트 / 재학생 전체(340명)

물리치료과 O·T를 진행하였다. 물리치료과 소개 및 교수님, 재학생 소개, 과 오리

엔테이션 및 단합훈련, 레크레이션 및 조별 장기자랑, 선·후배 대면식, 롤링페이터 

등의 순으로 진행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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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04. 19~20

2학년 M.T / 변산반도 / 1학년 재학생(100명)

학과 2학년 단합을 위한 레크리에이션이 진행되었다. 단합체육활동(축구, 피구, 기

마전 등), 레크리에이션 및 친목도모 등의 내용으로 진행되었으며, 물리치료사로서

의 자긍심과 자질을 갖추기 위한 내용으로 진행되었다.

13. 04. 22~24

졸업여행 / 일본 / 3학년 참가학생(75명)

3학년 졸업여행이 일본 후쿠오카 지역에서 진행되었다. 학

창시절의 멋진 추억과 함께 물리치료사로서의 긍지와 신념

을 확인하기 위한 행사였다.

13. 05. 03~04

1학년 M.T / 대천 해수욕장 / 1학년 재학생(100명)

1학년 단합을 위한 레크리에이션이 진행되었다. 단합체육활동(축구, 피구, 기마전 

등), 레크리에이션 및 친목도모 등의 내용으로 진행되었으며, 물리치료사로서의 자

긍심을 갖추고 새로운 출발의 의미를 새기는 내용으로 진행되었다. 

13. 05. 10

물리치료과 학술세미나 / 국제회의실 / 재학생 전체(340명)

학술세미나에서는 3학년의 물리치료 관련 논문 발표, 1·2학년의 논문 내용을 에 대

한 이해와 궁금한 점을 질문하고 토의하는 시간을 가졌다. 또한 학과 교수님들께서

는 학생들의 멘토 역할을 담당하여 프로그램이 원활하게 진행되도록 하였다. 

발표내용은 1조 : 특정지역 물리치료과 전공학생의 진학선호도 조사연구, 2조 : 병

원 유형에 따른 ICF TOOL에 대한 인식에 관한 연구, 3조 : 시각차단의 유무와 지면 

상태에 따른 균형능력변화, 4조 : 승마기구운동과 윗몸일으키기가 체형에 미치는 

영향, 5조 : 저강도 맥동 초음파 치료가 MIA 유발 관절염에 미치는 효과, 6조 : 스

위스 볼을 이용한 요부 안정화 운동이 균형과 근력에 미치는 영향, 7조 : 병원 유형

에 따른 물리치료 임상실습에 대한 인식에 관한 연구, 8조 : 전라북도 임상물리치료

사의 교육수강 현황과 교육환경 여건에 대한 조사, 9조 : 정신 및 건강요인이장기요

양노인의 기능적 독립성에 미치는 영향, 10조 : 20대 여성의 하지근력강화에 따른 

신체균형변화이다./ 멀티미디어센터 3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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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05. 28

학생장 선거 / 보건관 세미나 3 / 재학생 전체(340명)

물리치료과 학생대표 선출을 진행하여  학생장, 대의원, 학술회장 등을 선출하였

다.

13. 06.~08.

임상실습 및 순회지도 / 110명

3학년 임상실습 교육이 진행되었다. 학생들이 배치된 각 업체의 순회와 격려로 진행

되었으며, 협약을 맺은 업체와 상호 유기적인 관계를 조성하는데 중점을 두었다.

13. 07. 11~12

하계교직원연수 / 안면도 / 6명

우리 학과 하계 교직원 연수가 안면도에서 진행되었다. 안면도 자연휴양림 관광, 영

목항 유람선 관광, 학과 회의 및 단합시간 갖기, 안면암 관광, 방조제관광 등의 내

용으로 진행되었다. 

13. 09. 06

단합대회 / 영등동 중앙체육공원 / 360명(물리치료과 재학생 전체)

학과 단합 체육 행사가 진행되었다. 예선경기와 국시 100일 행사, 그리고 본선경

기, 시상 및 뒷정리 등의 행사를 진행하면서 물리치료사로서의 일원이 되어감에 자

긍심과 긍지를 지니게 된 행사였다.

13. 09. 30

기구전시회  / 보건관 실습실(B301, B302, B306, B311, B317) 
 / 360명(물리치료과 재학생 전체)

기구전시회는 전기치료에 사용되는 기기를 이해하고 체험하는 시간을 갖는 내용으

로 진행되었으며, 측정·평가에 사용되는 기기 및 기구를 이해하고 체험, 운동치료

에 사용되는 기기 및 소모품 등을 이해와 체험, 보장구의 종류와 보장구의 사용목적

을 이해하고 체험하는 시간으로 진행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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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09.~11.

모의 국시 / 110명

국가고시를 대비하여 재학생들의 능력 수준을 점검하고 시험 적응력을 향상시켜, 

물리치료사 면허 취득률을 높이고자 하였다.

13. 09.~11.

국시대비특강 / 110명

국가고시를 대비하여 전문적인 지식과 기술향상에 도움을 주기 위해 진행되었으며, 

근골격계물리치료, 운동치료, 질환별물리치료, 신경계물리치료, 전기치료, 광선

치료, 해부생리, 수치료, 보장구, 임상운동학, 물리치료진단학 등의 내용으로 진행

되었다.

13. 10. 02, 04, 07

수중재활교육과정 / 20명

10월 2일에는 이론 중심으로 수중재활의 운동역학과 이론, 수중재활의 지상운동의 

내용이 진행되었으며, 10월 4일과 7일에는 실습 중심으로 수중운동의 기본동작 및 

물적응훈련, 기구를 이용한 수중재활운동, 댄스를 이용한 수중재활운동, 그룹운동 

및 수중 레크리에이션, 장애우를 위한 수중운동, 신경근골격계 환자를 위한 수중운

동 등의 내용으로 진행되었다.

12. 10. 19~20

L.T / 무주 금강 / 18명

물리치료과 학생회 단합 및 친목을 위해 진행된 행사로, 단합 및 친목 게임과 학생회 

회의 등을 통해 물리치료하계의 현황과 과제, 그리고 진로 등에 대해 탐색하고 논의

하는 시간 등으로진행되었다.

13. 11. 16~17

테이핑 교육프로그램 / 30명

테이핑의 역사 및 테이핑요법의 기전과 이해, 테이핑의 특징 및 종류, 근육별 테이

핑(경부, 상지, 체간, 골반, 하지, 족부 등)이 강의되었으며 질의 및 응답 내용으로 

진행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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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사선과

13. 12. 01

해부학 실습 / 원광대학교 의과대학 해부학교실 / 110명(1학년 재학생)

임상에서의 전문적이고 실질적인 교육과의 연계성을 도모하고자 기초 해부학인 임

상 해부학을 실시하였다. 실습 내용은 피부계통,  근육계통, 뼈 계통, 중추신경계, 

말초신경계 긍이다.

13. 12. 15

국가고시시험 / 3학년 재학생 및 학생회(130명)

제 41회 국가고시(물리치료사) 응시

13. 12.

신경계재활심화프로그램 / 80명

PNF의 철학, PNF의 치료적 원리, PNF의 적용기법, PNF의 환자평가, 운동조절

의 이해, 운동학습의 접근 등의 내용으로 진행되었다.

13. 12. 20

사은회 /익산 연리지웨딩홀 / 80명

3학년 재학생들과 교수님들이 다 함께 모여 학생들은 스승의 은혜에 감사를 드리고, 

교수님들은 학생들의 졸업 후 첫 사회생활을 잘 할 수 있도록 독려하는 내용으로 진

행되었다.

13. 03. 15~16

방사선과 O.T / 구례군 지리산 송원리조트 / 전 학년(250명)

학기를 시작하면서 전체학년의 단합을 위해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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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05. 13

방사선과 학과 체육대회 / 전 학년(250명)

2013년도 전 학년 단합 체육대회

13. 06. 24~08. 16

임상실습 / 3학년 (78명)

13. 09. 15~11. 03

국가고시 특강 / 학림관 E110 강의실 / 3학년 (78명)

9월~11월 간 총 22회, 국가고시를 대비한 전임교수 및 외부강사 특강실시.

13. 12. 07

원광대학교 의과대학-카데바 해부실습 및 특강 
 / 원광대학교 의과대학 해부학교실 (96명)

인체 해부학 구조 및 기능에 대하여 학습

13. 12. 15

제41회 방사선사 국가고시 / 3학년 (78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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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03. 02

신입생 환영회 및 신임교수님 소개 / 보건관 B002 / 280명

신학기를 맞이하여 신임생들과 재학생들의 만남의 자리를 마련하고, 교수님 한분 

한분을 만나뵙는 시간을 갖아 앞으로의 학교생활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시간의 자리

를 갖게 됨.

13. 03. 07~08

학과 오리엔테이션 / 전라북도 남원소재 송원리조트 
 / 280명

재학생들의 단합 및 선, 후배간의 교류의 자리를 마련하고, 학과 

소개 및 치기공계 동향을 이해하며, 상호 구성원 간 더욱 더 친밀해 

질 수 있는 자리를 마련함.

13. 04. 13

2013. 4. 13

치기공과 진로체험 / 보건관 B113 / 25명

각 지역의 고등학생을 대상으로 치기공과에 대한 설명회 및 체험학습을 통하여 미리 

학과에 대해 알아볼 수 있는 자리를 마련하고, 학과 홍보활동을 진행함.

13. 04. 30

SIDEX 전시회 참석 / 서울 코엑스 / 60명

서울 코엑스에서 개최한 SIDEX 전시회를 참석하여 치과기자재 및 치과기공에 대한 

견문을 넓히고 재학생들에게 필요한 실습 기자재를 구입할 수 있는 시간과 기공계의 

전반적인 동향을 살필 수 있는 시간을 갖게 됨.

13. 05. 14

스승의 날 과 성년의 날 행사 및 치기공과 단합대회 
 / 보건관 B002 / 280명

스승의 날을 맞이하여 학생회 주관 하에 스승의 은혜에 보답하는 자리를 갖고 이번 

해에 성년이 된 재학생들을 축하하는 자리를 마련하였다. 또한 단합대회를 진행하

여 재학생 간 단합 및 친목을 다질 수 있는 시간을 갖게 됨.

■ 치기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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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06. 12

학과 학생회장 및 대의원 선출 / 보건관 B002 / 280명

치기공과 37대 학생회장 및 대의원 선출에 관련하여 학생을 대표하는 대표자를 공

정하고 정당하게 선출하는 시간을 갖게 됨.

13. 06. 23

치기공과 총동문회 / 익산 유스호스텔 / 30명

학과 총동문회 및 정기총회 개최를 통해 치과기공계의 발전방향 토의 및 총동문회에

서 마련한 장학기금을 재학생들에게 전달하는 시간을 마련함.

13. 06. 27

대한치과기공사협회 제5회 국제치과기공학술대회 및 제 49차 
종합학술대회 참석 / 대전광역시 / 10명

한국에서 개최한 제 5회 국제치과기공학술대회 wax carving 부분에서 3학년 이철

오학생 동상수상, 제 47차 종합학술대회 치과교정학 실습 부분에서 3학년 표승수학

생 은상수상

13. 07. 15~22

임상실습 순회지도 / 전국 각 지역 / 4명

각 지역별로 임상실습을 진행 중인 실습처를 방문하여, 실습생들을 격려하고 대표

자와의 면담을 통해 애로사항 및 건의사항이 있는지 파악하여 불편함이 없도록 문제

점을 해결할 수 있는 시간을 갖게 됨.

13. 12. 15

제 41회 치과기공사 국가시험 / 광주 남선중학교 / 90명

3학년생들이 그동안 배우고 익힌 전공분야의 지식과 능력을 평가하는 제 41회 치과

기공사 국가시험을 통해 그동안의 노력을 검증하는 시간을 갖게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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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치위생과

14. 02. 13

전공교육개발위원회 개최 / 전주시 / 15명

치기공과 학생들의 전공능력개발 및 실력향상을 위해 산업체 대표자들과의 만남을 

통한 회의 및 앞으로의 발전방향 토의

13. 03. 15~16

전체 O.T / 전북 장수 농업연수원 / 450명

전북 장수 농업연수원에서 1,2,3학년 전체 오리엔테이션을 실시하였다. 장기자랑 

및 레크리에이션 등을 함께 하면서 학생들은 치위생과 단합과 협동심을 길렀다. 멘

토, 멘티들의 만남을 갖고 선후배간의 만남을 통해 서로 정보를 교류하였다. 치위생

과의 비전과 진로방향을 제시하고 졸업한 선배님들의 발자취를 보여주면서 신입생

들에게 학과에 대한 자부심과 긍지를 불어넣어 주는 시간이 되었다. 이번 오리엔테

이션을 통해 신입생들에게는 학과에 대한 자부심과 새로운 시작에 대한 자신감을 심

어 주었고, 재학생들에게는 후배들에게 좋은 본보기가 되어야 겠다는 자긍심을 심

어줄수 있는 시간이었다.

13. 04. 19~20, 26~27

1-A,B,D반 M.T / 장수와룡휴양림, 옥천자연휴양림, 대천 / 109명

1학년 학생들이 교수님과 학생들의 친목도모를 위해 장수와룡휴양림, 옥천자연휴

양림, 대천으로 M.T로 다녀왔다. 서로서로 도와가며 여러 게임을 통해 서로 한마

음이 되어 단합의 시간을 갖고 반 학생들이 모여 마음을 나누는 시간을 가졌다. 학

교생활을 하며 할 수 없었던 이야기, 궁금했던 이야기를 하며 더욱더 가까운 사이가 

되었다.

13. 04. 19, 23, 26~27, 05. 01

3학년 졸업여행 / 태안, 순천정원박람회, 대천, 부안 / 147명

3학년 학생들이 태안, 순천정원박람회, 대천, 부안으로 졸업여행을 다녀왔다. 치

위생과에 들어와 1학년 때 MT를 갔었던 일이 엊그제 일처럼 선명한데 벌써 3학년이 

되어 졸업여행을 가는 날이다. 이번 졸업여행을 통해서 3년 동안의 마지막 추억을 

만든 학생들은 교수님과의 대화로 국가고시를 앞둔 학생들의 불안과 걱정을 덜어주

고 앞으로 공부해야 할 방향을 얻음으로서 뜻깊은 시간을 보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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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05. 04

박람회 견학(SIDEX) / 서울 코엑스 3층(Hall C,D) / 161명

5월 4일, 서울 COEX에서 SIDEX 2013 국제치과기자재전시회가 열렸다. 매년 열

리는 행사로 학생들의 관심도가 작년보다 높아져 전시회를 견학하기 위해 총 161명

의 학생들이 3시간에 걸쳐 도착한 후 전시회를 관람하였다. 국제치과기자재전시회

인 만큼 여러국가의 업체들이 참여하였고, 1학년 학생들은 앞으로 배우게 될 방대한 

치과기자재와 진료에 사용되는 기구, 재료 등을 볼 수 있는 시간이 되었으며, 2학

년 학생들은 책을 통해 봤었던 기구들을 보며 복습을 할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되었

다. 3학년 학생들은 예비치과위생사로서 실습 중에 봐왔던 현재 임상에서 많이 사용

중인 기자재, 재료, 상품 등에 많은 관심을 보였다. 기자재와 재료의 새로운 흐름을 

한눈에 볼 수 있어서 뜻깊은 시간이 되었다.

13. 05. 11

2013년도 정기총회 및 학술세미나 / 전주 소모아치과 4층 세미나실 
/ 40명

치위생과 동문회원 상호간의 친목을 도모하고 후배양성은 물론, 동문회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하며 시행한 이번행사는 정기총회 및 학술세미나를 통해 발전하는 치과

위생사가 되기 위해 시행하였다. 치위생과 남용옥 교수님을 연자로 노인구강보건관

리에 대한 주제와 CAD/CAM의 이해와 트렌드에 대한 주제로 한국3M 주식회사 치

과제품사업팀 양성모 차장님께서 강연해주는 시간이 되었다.

13. 05. 31

학생회 선거 (37대 학생회 선거) / 보건관 지하세미나실2 / 450명

보건관 지하세미나실에서 37대 학생회 임원선거를 하였다. 치위생과를 위해 남은 

학교생활동안 최선을 다해 학생들이 학교생활에 불편함이 없도록 노력하겠다는 연

설과 함께 제 37대 치위생과 학생장, 부학생장, 대의원 선거 투표가 진행되었다. 학

생장과 부학생장, 대의원 단일 후보로 학생장 권보영, 부학생장 최수진, 대의원 정

미혜로 총 364표 중 245표로 당선되었다. 1학년 부학생장은 김지원학생과 한서진

학생으로 김지원학생이 과반수 이상의 득표를 얻어 선출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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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05. 27~06. 07

지역사회 구강보건실습 / 150명

지역사회 구강보건 실습시간에 교안작성을 하고 모의교육실습을 통해 지역사회현

장에서 다양한 대상을 선정하여 교육을 실시할 수 있게 되었다. 직접 구상한 매체로 

동화를 만들어 구강건강관리에 대한 흥미유발과 동기부여를 할 수 있도록 잇솔질 방

법, 치아에 이로운 음식, 충치예방방법 등을 교육 하였으며 유치원생부터 임산부, 

성인, 노인, 장애인 등 분류별 대상자를 선정하여 여러 기관에서 실습을 하였다. 이

를 통해 학생들은 구강보건관리자로서의 자부심과 구강보건교육자로서의 기본기를 

배울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되었다.

13. 06. 17~08. 10

하계 대학병원 임상 실습 / 전북대학교병원, 원광대학교 치과병원 
 / 83명

2012년 동계실습에 이어 2013년 하계실습에 전북대학교병원 43명, 원광대학교 치

과병원 40명으로 4주간 임상 실습을 나갔다. 대학병원 실습이 처음인 학생들은 다

소 긴장된 모습도 있었지만 개인병원 실습을 한번 해본 후 여서 차분히 긴장을 풀고 

성실함과 책임감을 가지고 학교의 명예를 걸고 실습에 임하였다. 실습을 통해 많은 

것들을 배우고, 모든 실습에 솔선수범하고 모범을 보이며 성황리에 실습을 종료하

였다.

13. 08. 14~11. 28

국가고시 대비 특강 / 보건관 지하세미나실1 / 150명

국가고시를 앞둔 3학년 학생들의 국가고시 시험을 대비하기 위해 하계방학과 2학기 

공강시간을 활용하여 내부,외부 특강을 실시하였다. 국가고시가 얼마 남지 않아서

인지 학생들은 진지하게 특강을 들었으며, 참여율도 어느 때보다 높았다. 국가고시

를 준비해 온 학생들에게 학습방향을 제시해 주면서 공부했던 것을 다시 한번 정리

할 수 있는 시간이 되었다.

13. 07.26~28

2013년도 치과위생사 국가시험(실기)평가자교육 
 / B215, B216, 스켈링실습실, 마네킹실습실 / 40명

2013년도 치과위생사 국가시험(실기) 평가자들을 대상으로 이번에 변경되는 실기

시험에 대한 정보와 국가시험의 공정성 확보와 질 향상을 위한 평가자 교육을 실시

하기 위해 시행하였다.

치주기구활용법 및 Exploring에 대한 이론과 실습, 모의test를 실시하고 교육이수

자들에게는 한국치과위생사교육협의회의 인증서가 수여되고 인증서를 받은 자에 한

하여 실기시험 평가자로 추천되어 활동하는 기회를 갖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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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08. 26~30

치과코디네이터 / 보건관B213, B214, B215, B216 / 145명

졸업을 앞둔 3학년 학생들에게 취업 시 도움이 되도록 치과코디네이터 과정이 개설

되었다. 5일 동안 수업을 듣고 시험에 응시하여 치과코디네이터 자격증을 취득하는

데 성공했다. 수업이 끝나고 방학시간임에도 불구하고 학생들은 치과코디네이터에 

대한 열정을 가지고 수업에 임하였으며, 수강한 많은 학생들이 자격증 취득을 하는 

쾌거를 이루었다. 

13. 10. 24

산업체 특강 “치과위생사의 가치기준의 변화에 따른 치과영역
에서 패러다임의 변화” / 보건관 지하세미나실2 / 137명

취업준비를 준비하는 3학년 대상으로 익산시 치과회장 고기영 원장님께서 취업률 

향상을 위한 프로그램을 진행하였다. 가치기준의 변화 및 취업과 관련된 각 치과영

역의 패러다임의 변화를 설명 후 질의 응답시간을 가졌고, 오랜 기간 동안 국가고시

를 준비해 온 3학년 학생들에게 곧 다가올 취업준비에 대한 방향을 제시함으로서 학

생들이 가치기준에 따른 치과를 선택하여 졸업 후에 본인이 희망하는 곳에 취업을 

할 수 있을거라는 자신감을 심어주셨다.

13. 10. 29

산업체 특강“치과위생사의 미래와 비젼” / 보건관 지하세미나실 1 
 / 137명

모교 졸업생 92학번으로 현재 덴탈리어 아카데미 홍선아 원장님께서 2학년 학생들 

대상으로 치과위생사의 미래와 비전에 관련된 특강을 받았다. 치과위생사로서의 경

험담과 미래의 비전을 설명 후 미래의 치과위생사가 되기 위해 공부하는 2학년 학생

들에게 치과위생사에 대해 궁금한 점과, 어떤 마음을 갖고, 어떠한 행동가짐을 가져

야 되는지 강의를 해주셨다. 치과위생사로서의 자부심을 심어주는 강의를 갖는 시

간이 되었다.

11. 01

산업체 특강 “치과위생사의 성공 DNA찾기” 
 / 보건관 지하세미나실2 / 82명

메디컬 에듀아카데미 이민황 원장님께서 1학년 대상으로 취업률 향상을 위한 프로

그램이 진행되었다. 치과위생사의 성공 DNA를 찾는 방법이라는 주제로 치과위생

사로서의 경험담과 어떠한 것을 미리 준비하는 것이 좋은지를 강의하는 시간이 되었

다. 미래의 성공하는 치과위생사가 되기 위해 1학년 새내기 학생들에게 치과위생사

의 성공 DNA를 찾아 자부심을 심어주는 강의를 갖는 시간이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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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10. 28~29

모의 실기시험 / 보건관 B215, B216, 마네킹실습실 / 150명

국가고시 실기시험을 한 달 정도 앞둔 시점에서 3학년 학생들이 국가고시 실기 시험

장에서 불안해 하지 않고 침착하게 실력을 발휘하며 시험을 볼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실제로 시험장 상황을 연출 하여 실시하였다. 학생들은 그동안 배우고 연습한 실력

으로 열심히 모의시험에서 실제처럼 시험에 응하였다.

13. 11. 17

제 41회 국가고시 실기시험 / 원광보건대학교 / 150명

전학년 과정의 치면세마 실습을 통해 그동안 배우고 연습한 실력을 어김없이 발휘

하기 위해 아침 일찍부터 3학년학생들이 실기시험 장소인 본교인 원광보건대학교로 

하나둘씩 들어갔다. 시험장이 항상 연습해온 장소이기에 긴장감을 덜고 시험준비를 

하는 시간을 가졌다. 국가고시 실기시험은 치석탐지와 치석제거로 100점 만점에 총 

60점 이상을 맞아야 합격이다. 시험장에 입실하기 전에는 약간 떨리는 표정들을 보

였으나 응원하러 와준 교수님들과 후배들의 응원을 받으며 순조롭게 시험을 보는 시

간이 되었다.

13. 11. 22, 29

산업체 견학 (신흥) / 신흥(안산공장) / 146명

두 번에 걸쳐 1학년 재학생을 대상으로 전공 관련 분야에 대한 전공지식 함양을 위

하여 치과의료 장비 생산 업체인 신흥(안산공장)견학을 다녀왔다. 신흥에 대한 소개

를 간략하게 들은 뒤 공장으로 들어가 각각의 공장과정을 직접 보며 흥미로운 시간

을 보냈다.

13. 11. 25

취업특강 - 이미지 메이킹 / B215, B216, B407, B505 / 150명

취업이라는 인생의 첫 관문을 앞두고, 국가고시와 사투 중인 3학년 학생들에게 격려

와 용기를 주기 위해 이미지를 심어주는 특강이 시작되었다. 병원에 취업하기 전 면

접 이미지와 취업후의 병원에서 요구하는 이미지에 대해 설명해 주셨다. 학생들에

게 취업에 필요한 정보제공 및 자부심을 심어주는 시간이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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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경광학과

13. 11. 30

해부학 실습 견학(카데바) / 원광대학교병원 제생의세관 / 140명

1학년 재학생을 대상으로 전공 관련 분야에 대한 흥미와 전공지식 함양을 위하여 

견학을 다녀왔다. 의과대학교 교수님께서 각각의 부분에 대해 설명하신 후, 3팀으

로 나누어 이론 교재와 모형으로만 접했던 인체에 대해 직접 눈으로 보고, 만져보는 

시간을 가졌다. 그뿐만 아니라 궁금한 것에 대해 질문했을 시 그 자리에서 교수님께

서 직접 해부하시며 설명을 해주셔서 학생들에게는 두 번 다시 없을 값진 시간이 되

었다.

13. 12. 15

제 41회 국가고시 필기시험 / 전주 공업 고등학교 / 150명

3년 동안 갈고 닦은 능력과 실력을 발휘하기 위해 전주 공업고등학교에 도착했다. 

12월 15일 대망의 국가고시 필기시험을 보는 날로 치과위생사 국가고시 필기시험은 

총5과목(구강생물학개론, 구강위생학개론, 치과임상학, 치과방사선학개론, 의료

법규) 200문항으로 160분 동안 5지선다형 문항을 풀게 되며 60%이상을 득점하고 

각 과목당 과락이 없어야 합격이 가능하다. 실기시험과 필기시험의 점수를 합산하

여 합격자 발표를 한다. 다소 긴장된 모습을 보이며 시험장으로 들어가던 학생들은 

교수님과 후배들의 응원과 격려를 받으며 학생들은 마음에 안정을 얻어 시험을 보았

고 합격을 기원하며 돌아왔다.

13. 12. 16~14. 02. 08

동계 임상실습 / 원광대학교 치과대학병원, 전북대학교병원, 대전원광

대학교 치과대학병원 / 68명

그 동안 학교에서 배웠던 이론과 실습을 바탕으로 대학병원과 개인병원 실습을 나갔

다. 실습이 처음인 학생들은 설레임과 두려움을 안고 실습에 나갔지만 시간이 지날

수록 안정된 모습으로 실습에 임하였고 직접 보고 느끼고 해봄으로써 배웠던 것들을 

정리할 수 있는 기회와 좋은 경험이 되었다.

13. 03. 14~15

학과 전제OT / 구례 송원리조트 / 190명

학과 단합을 위한 전체 O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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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03.

각 학년 개강모임 / 70명

각 학년 단합을 위한 개강모임

13. 03.

국가고시 모의고사 / C107 / 69명

국가고시 대비를 위한 모의고사 진행

13. 04. 16

산학협력간담회 / 동보성 / 18명

취업률 활성화를 위한 산학협력간담회

13. 05.02~03

1학년 MT / 대천 / 66명

1학년 학생 단합을 위한 MT

13. 05.08~10

신용축제 / 학교내 / 190명

축제기간 중 학교내 주점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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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06. 26~08. 11

하계해외현장실습 / 3명(2학년 고우희,김민정,김슬기학생)

하계 해외 현장실습

13. 07. 01~08. 06

3학년 2학기 조기개강 / 69명

3학년 학생들의 효율적인 국가고시 대비를 위한 2학기 개강후 수업진행

13. 06.~11.

3학년 국가고시 모의고사 / 69명

졸업예정자들의 모의고사

13. 11.

취업특강 / 75명

취업을 위한 특강

13. 11.

국가고시 대비 특강 / 75명

국가고시 대비를 위한 특강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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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12. 08

안경사 국가고시 / 전주 / 75명

안경사 면허 취득을 위한 국가고시

13. 12.~14. 02.

동계해외 현장실습 / 3명(차승우, 고은규, 송수철학생)

2학년 재학생 동계 현장실습 

14. 02. 05, 13

산학협력간담회 / 방교가든, 동해안 / 20명

취업률 활성화를 위한 산학협력간담회

연중행사(KBS연합봉사활동)
연 4회 연합봉사활동

교당 연계 봉사활동
연 2회 대학교당 주최 연합 봉사 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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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무행정과

13. 03.08~09

의무행정과 1,2학년 오리엔테이션 / 남원 켄싱턴리조트 
 / 의무행정과 1,2학년 170명

신입생들에게 의무행정과에 대한 소개와 관련행사 및 교육과정 안내와 졸업후 진로

에 대해 안내해줬으며, 교수와 졸업동문들의 환영메세지를 전달하였고 의무행정인

으로써 단합심과 협동을 위한 조별 장기자랑과 다양한 레크레이션을 진행하였다.

13. 04.22~23

2학년 졸업여행 / 안면도 / 의무행정과 2학년 93명

2년동안 정들었던 학우들간의 소중한 추억을 만들기 위해 떠난 졸업여행

13. 04.29~30

의무행정과 1학년 MT / 대천 해수욕장 / 의무행정과 1학년 80명

1학년들과의 공감대 형성과 유대감을 강화하기 위한 다양한 레크레이션을 통해 친

밀감을 형성 

13. 05.26

의무행정과 제14호 학술지, 제24호 문예지(나이테발간) 
 / 의무행정과 1,2학년

제14호 학술지 및 제24호 문예지(나이테)발간은 학생들, 동문들, 교수 및 조교 등 

의무행정인 노력과 열정이 담아 있다. 제14호 학술지는 지난 2년간 학습한 것을 토

대로 다양한 주제와 전문적인 내용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제24호 문예지(나이테)는 

우리 의무행정과의 역사와 주요 활동 및 소식을 담고 있다.

13. 05.26

의무행정과 학술발표회 / 원광보건대학교 국제회의실 
 / 의무행정과 1,2학년 170명

의무행정과 학술발표회는 의무기록, 원무, 보험, 의료정보 등 분야별 8개 조별발표 

및 의무행정과 동문님들의 강연을 실시하였다. 입학 후 짧은 수업기간이지만 강의

시간 후 틈틈이 관련 자료를 찾아 읽으면서 논문의 원고를 작성하며 학과에 개설된 

각 분야별 교과내용을 좀 더 심도 깊게 이해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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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회복지과

13. 06. 24~07. 19

현장실습 및 순회지도 / 45개 의료기관 / 의무행정과 2학년 93명

현장실습은 하계방학 중 4주간의 기간을 통해 실무능력강화와 의료기관과의 교류를 

통해 상호 발전을 독려 할 수 있는 기회였다.

13. 10. 14.~11. 16

의무행정과 국가고시 대비특강(의무기록사) 
 / 의무행정과 2학년 70명 

재학생들의 학과 수업의 체계적인 교육과 넓은 경험의 장을 베풀어 주기위한 산업체

견학 실시 

13. 12.08

제29회 의무기록사 국가고시 / 전주 중학교 / 의무행정과 2학년

의무기록사 국가고시는 의료관계법규, 공중보건학개론, 의학용어, 의무기록관리학 

필기시험 4과목과 실기시험으로 이루어져 있다. 추운날이지만 이른 아침부터 교수

와 선배 및 후배들이 따뜻한 커피와 간식을 준비하며 응원의 메시지와 격려하였다.

13. 12. 12

의무행정과 사은회 / 익산 갤러리아 / 의무행정과 2학년

2학년 졸업생들이 교수님들께 감사의 마음을 전하는 뜻 깊은 자리를 마련하였다.

13. 03. 04

주.야간 입학 상견례 / 보건관 지하 세미나실 1 / 150명

사회복지과 주간 1학년 신입생들에 대한 입학 환영의 자리로 사회복지과 소개 ,교수

님 소개 등 학생회 임원 주최로 행사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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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03. 07~08

주간 오리엔테이션 / 전주 모악 유스호스텔 / 155명

사회복지과 주간 1,2학년 재학생 중 1학년 신입생을 주로하여 사회복지과 소개 및 

교수님 소개, 재학생을 소개하는 행사.

레크레이션 및 장기자랑, 선,후배간 대면식으로 행사 진행.

13. 03. 09~10

야간 오리엔테이션 / 서대산드림리조트 / 70명

사회복지과 주간 1,2학년 재학생 중 1학년 신입생을 주로하여 사회복지과 소개 및 

교수님 소개, 재학생을 소개하는 행사.

레크레이션 및 장기자랑, 선,후배간 대면식으로 행사 진행.

13. 04. 05

사랑나눔 후원의 밤, 일일호프 / 부송동 씨애틀 / 약 150명

사회복지과 학우들의 큰 행사로서 후원의 밤은 “공동체”를 실천하는 자리로서 그 의

미가 있다.

학우들이 전원  참가하여 하나되는 마음으로 모금하고, 그 수익금을 올바른 곳에 쓰

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3. 04. 18~19

주간 2학년 졸업여행 / 용인 에버랜드 및 서해안 / 약 50명

사회복지과의 정들었던 학우들간의 추억을 남기기 위한 친목과 단합을 위한 여행.

학교생활의 소감발표 및 레크레이션으로 행사 진행.

13. 06. 13~14

주,야 현장실습 전 사전 특강 / 학림관 5층 509강의실 / 125명

사회복지과 현장에 나가기 위한 준비단계인 사회복지현장실습을 대비하여 기관 선

생님 초청으로 현장의 실제와 상황에 맞는 능력을 익히는 기회.

초청강사의 기관소계 및 숙지해야할 에티켓 설명, 질의 응답으로 행사 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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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04. 13, 05. 25, 06. 15

진로체험 / 학림관 5층 507강의실 / 고등학생 약 90명

사회복지과에 관심이 있는, 또는 희망하거나 알고 싶어 하는 고등학교 학생들을 대

상으로 사회복지과를 알리는 진로체험.

사회복지과 소개 및 수화 또는 진로탐색에 대해 설명 듣고 체험할 수 있도록 진행되

는 행사.

13. 06.~08.

사회복지현장실습 / 각 지역 사회복지실습기관 / 약 150명

대학에서 습득한 지식을 적용하여 사회복지실습현장에서 클라이언트체계의 문제를 

확인하고 정보를 수집하며, 조직화, 분석,개입계획의 수립과 이행, 개입노력에 대

한 평가과정을 경험하게 함으로써 새로운 지식과 기술을 습득한다.

13. 08. 24

야간2학년 견학 / 완주군 장애인 복지관 / 43명

사회복지과 야간 2학년 재학생들이 사회복지기관 견학을 통해 현장을 이해하고 간

접적 경험을 할 수 있는 기회를 갖고자 견학실시.

기관소개 및 투어로 행사 진행.

13. 08. 24~11. 08

교육역량강화사업 - 요양보호사 자격증 과정 
 / 익산 성모요양보호사교육원 / 30명

사회복지 직무와 관련된 자격증을 취득하여 특성화된 취업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하

여 사회복지과 전체 재학생 중에서 요양보호사 자격증에 관심이 있는 재학생 위주로 

선발하여 진행.

2013년 9월 6일(금)~ 9월 7일(토)

교육역량강화사업 - 인성교육캠프 / 보건관 지하 세미나실 2 
 / 주간 1학년 100명

긍정적이고 창조적인 자기만들기- 자신에게 주어진 환경에 대한 이해를 통하여 보

사 더 나은 삶을 사는 계기 마련을 목적으로 전문 강사를 초빙하여 인성캠프를 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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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09. 27~11. 30

교육역량강화사업 - 미술치료프로그램 
 / 익산 폴아동청소년상담센터 / 20명

심신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람들의 사회적응과 정서적 문제를 도와주기 위한 미술

치료의 이론과 기술을 익혀 사회복지 및 교육현장에 적용하는 것을 목적으로 프로그

램 진행

13. 11. 02

사회복지제 / 보건관 지하 세미나실 2 / 약200명

사회복지과 학생들의 친목과 단합을 위해 진행되는 사회복지제.

사회복지과 1,2학년 재학생들이 함께 어울려 레크레이션 및 활동을 함으로써 선후

배간의 화합이 증대될 수 있는 행사.

13. 11. 13

2학년 보육특강 / 보건관 지하 세미나실 1 , 학림관 5층 509강의실  
/ 주·야간 123명

사회복지과 현장에 나가기 위한 준비단계인 보육실습을 대비하여 기관 선생님 초청

으로 현장의 실제와 상황에 맞는 능력을 익히는 기회.

초청강사의 기관소개 및 숙지해야할 에티켓 설명, 질의 응답으로 행사 진행.

13. 11. 08

주간 2학년 취업특강 / 보건관 지하 세미나실 2 / 61명

재학생들의 취업을 활성화시키기 위하여 각 분야의 전문가들을 초빙하여 특강을 진

행하고 특강이 끝난 후 자유롭게 질의 응답 시간을 갖음.

주제1) 보육교사의 자세와 마음가짐

주제2) 사회복지공무원에 대한 이해

주제3) 사회복지 현장의 이해

13. 11. 25

2013년 11월 25일(월

수화 경연대회 / 멀티미디어센터 3층 국제회의실 / 약 200명

사회복지인으로서 농아인들에 대해 손짓과 몸짓으로 서로를 이해하고 올바르게 소

통할 수 있는 것에 목적을 두고 개최되는 수화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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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아교육과

13. 11. 28

사은회 / 익산 제일오리떼 / 약 100명

스승의 은혜에 감사하고 조금이나마 웃음과 행복을 드리고자 마련한 행사. 

지난 2년간 정성을 다해 지도해 주신 교수님의 노고에 감사하고, 진정한 사회복지인

으로 거듭나기를 바라고 격려하는 행사.

13. 12.~14. 02.

보육현장실습 / 각 지역 보육실습기관 / 80명

대학에서 습득한 지식을 적용하여 보육실습 현장에서 보육기관 및 시설의 체험적 이

해와 실습을 통한 이론적 지식 확대와 현장 적응능력을 양성한다.

13. 05. 08~09

2013年 “유아교육제” / 멀티미디어센터 3층 국제회의실 / 보건관 지하 
세미나실 / 155명

동극, 인형극, 노래극, 율동 공연 진행.

전북 유아교육기관, 보육시설을 초청하여 함께하는 행사

13. 05. 14

이화여자대학교·안양성결대학교 부속 유치원견학 / 서울 이화여

자대학교 부속유치원 / 경기도 안양성결대학교 부속 유치원 / 73명

2학년 학생을 대상으로 질적으로 우수한 유아교육 현장 이해를 위해 유치원으로 견

학함.

13. 10. 24

산업체 특강실시(1차) / 보건관 117강의실 / 70명

3학년 졸업예정자 학생을 대상으로 익산성심유치원 원장 특강실시

주제 : 유아-교사의 언어적 상호작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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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문화복지과

13. 11. 28~29

2013年 “교재교구 전시회” / 멀티미디어센터 3층 국제회의실 / 250명

각 흥미 영역별(수, 과학, 조작, 언어, 사회, 음률, 대근육, 물, 모래영역 등) 개인 

및 조별 교재교구 제작 및 전시

전북지역 유아교육관계자 및 동문 초청하여 관람

13. 12. 03

산업체 견학 / 부산 소심 유치원 / 73명

3학년 졸업예정자 학생을 대상으로 질적 우수한 유치원을 선정하여 견학함.

13. 12. 11

산업체 특강 실시(2차) / 보건관 117강의실 / 71명

3학년 졸업예정자 학생을 대상으로 전주호반유치원 원장 특강실시

주제 : 어린이 뇌 발달과 교사역할

13. 03. 14~15

신입생 OT / 미래관 M211, M201 / 30명

2013학년도 다문화복지과 신입생들을 위한 대학 생활안내, 학과 안내 및 소개, 재

학생 및 신입생 간의 친교 도모를 위한 프로그램.

13. 04. 22~23

MT(신입생 및 재학생) / 대천해수욕장 / 21명

신입생 및 재학생들 간의 협동과 단합 그리고 원만한 인간관계 형성을 도모할 수 있

는 기회를 마련하기 위한 신입생 M.T는 충남 보령의 대천해수욕장에서 이뤄졌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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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04. 22~26

졸업여행 / 태국 / 13명

다문화복지과 2학년 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이번 졸업여행은 태국으로 3박5일간의 

일정으로 이뤄졌으며, 졸업을 앞두고 학생들에게 태국 문화를 직접 체험해볼 수 있

는 기회를 제공하고, 견문을 넓힐 수 있는 장을 마련하며, 학생들 간의 추억을 쌓을 

수 있도록 하였음.

13. 04. 13, 05. 25, 06. 15

진로체험 / 미래관 M201 / 4월:12명, 5월:4명, 6월:5명 
 / 학과인원:15명 / 총 36명

진학을 앞둔 고교생을 초청해서 다문화복지과를 소개하고, 우리나라 다문화 주요 

5개국의 문화와 전통의상을 체험해볼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였음.

13. 05. 28

다문화가정 중도입국자녀 지원 프로그램 Rainbow School 멘
토링 / 미래관 M2O1 / 20명

법무부 이주배경청소년지원재단에서 주관하는 중도입국자녀 한국 초기적응 지원사

업인 Rainbow School의 학습자들과 다문화복지과 재학생의 멘토링 결연식 및 멘

토링 사업 운영

13. 06. 12

[교육역량강화사업] 

현장으로 이어지는 보육실습 사전특강 / 미래관 M102 / 19명

2학년 학생들에게 하계방학기간에 실시되는 보육실습에 대한 전반적인 이해와 실제 

보육기관에서 필요로 하는 실습생의 자세와 마음가짐 등의 지식 전달을 목적으로 삼

성어린이집 이병열원장님을 모시고 진행함. 

13. 06. 22`26

하계 학과화합연수 / 캄보디아 / 5명

학과 구성원들의 화합과 업무효율 향상을 위해 하계방학기간에 캄보디아에서 3박

5일간 실시한 학과화합연수



2013
원 광 보 건 대 학 교  연 감

269Ⅲ. 행정부서, 학과별 주요 업무 및 행사

13. 06. 24~08. 30

하계 현장실습(보육실습) / 각 보육기관(어린이집) / 18명

보육교사 2급 자격 취득을 위해 하계 방학기간에 진행한 보육실습(현장실습)

13. 09. 25~12. 18

[교육역량강화사업] 

주문식 직업멘토링 / 모바일 SNS, 미래관 M204 / 12명

산학협력기관과 졸업예정자를 멘토,멘티로 매칭하여 서로간의 교류의 기회를 확대

하고 초기 직장생활에서 멘티가 겪을 수 있는 고충해결 및 멘토, 멘티 상호간의 주기

적 교류와 학습으로 멘토의 Know-How를 멘티에게 전수하고, 조직비전 달성과 조

직성장의 인재가 될 수 있도록 육성하는 프로그램

13. 09. 26~12. 11

[교육역량강화사업]  

다문화복지과 산학 Project Class, 다문화보육 Project Class 
 / 미래관 M201, M102 / 산학 Project Class:19명, 다문화보육 Project Class:18명

졸업을 압둔 2학년 학생들에게 사회복지 및 보육현장에서의 직무능력 강화 및 실무

중심 교육, 산학 공동교육을 통한 특성화역량 강화교육을 제공

13. 12. 13

[교육역량강화사업]  

현장에서 꼭! 필요한 사회복지현장실습 사전특강 / 미래관 M201 / 19명

1학년 학생들에게 동계방학기간에 실시되는 사회복지현장실습에 대한 전반적인 이

해와 실제 사회복지기관에서 필요로 하는 실습생의 자세와 마음가짐 등의 지식 전달

을 목적으로 군산노인종합복지관 박수진사무국장님을 모시고 진행함.

13. 12. 19~14. 02. 19

사회복지현장실습 / 각 사회복지기관 및 시설 / 21명

사회복지사 2급 자격 취득을 위해 동계 방학기간에 실시한 사회복지 현장실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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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03. 07~08

신입생 O.T / 고창 선운사 / 69명

공무원행정과 신입생들의 새로운 환경 적응 및 학과 소개, 선.후배간의 화합도모를 

위한 행사로, 조별 장기자랑, 레크레이션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진행하였다.

13. 05. 09~10

1학기 학과 M.T / 완주 바위산가든 / 67명

재학생들의 친목도모와 단합을 위하여 완주 바위산가든으로 엠티를 다녀왔다.

13. 05. 29

체육대회 / 중앙체육공원 / 67명

중앙체육공원에서 재학생들의 협동심을 기르고 건강증진을 위한 체육대회를 진행하

였다.

13. 06. 04

산업체특강 / 정진관 K102강의실 / 57명

대로법률사무소 최경섭 변호사 <사법고시 도전과 합격 경험담> 주제로 특강 실시하

였다.

13. 09.30

체육대회 / 배산 체육공원 / 65명

배산체육공원에서 재학생들의 협동심을 기르고 건강증진을 위해 체육대회를 진행하

였다.

■ 공무원행정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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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10. 17

산업체특강 / 정진관 K102강의실 / 56명

(주)명장ENG 대표이사 심동수 <지휘자와 참모 - 사람의 특기와 역할> 주제로 특강 

실시하였다. 

13. 10. 31~11. 01

2학기 학과 M.T / 안면도 / 64명

재학생들의 친목도모와 단합을 위하여 안면도로 엠티를 다녀왔다.

13. 11. 19

산업체 견학 / 영상진흥원, 아이콤 / 57명

학생들의 취업활성화를 위하여 산학협력업체인 영상진흥원, 아이콤에 체험 및 견학

을 다녀왔다.

13. 11. 25

산업체 견학 / 현대자동차(전주공장) / 52명

학생들의 취업활성화를 위하여 현대자동차(전주공장)에 체험 및 견학을 다녀왔다.

12. 12. 03

산업체 특강 / 정진관 K102강의실 / 63명

재능교육 교육연수팀 부장 김은미 <행복한 미래를 위한 취업전략> 주제로 특강 실시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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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무회계과 

13. 04. 18~19

연합MT / 보령 대천해수욕장 / 70명

1,2학년 선후배간 단합대회 및 친목도모

13. 05. 08~10

2013 신용축제 / 교내일원 / 70명

1,2학년 재학생들의 주막 운영 및 졸업생들과 재학생들간의 친모도모 

13. 05. 20

현장실습 사전교육 / 익산세무서 별관회의실 / 70명

종합소득세 신고실습 사전교육 실시

13. 05. 21~31

종합소득세 현장실습 / 군산, 북전주, 익산, 전주, 정읍세무서 / 70명

재학생들의 현장 실무 능력을 배양하고자 현장실습을 실시

13. 09. 30

체육 대회 / 배산 체육공원 / 70명

1,2학년 재학생을 대상으로 체력단련 및 학업에 지친 몸과 스트레스를 풀고자 친목

의 장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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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호텔관광과

13. 11. 08

견학 / 국세청 조세박물관 및 한국거래소(서울) / 70명

견학을 통해 세금에 대한 바른 인식을 도모하고 재학생들의 합리적인 경제생활과 시

장경제원리, 증권시장 및 건전한 투자문화를 배울 수 있도록 함

13. 12. 12

산업체 특강 / 보건관 세미나실 B002 / 70명

취업 전략을 준비하기 위한 특강 실시

13. 12. 12

송별회 / 문화관 / 70명

1학년 재학생들이 졸업하는 선배들을 위하여 송별회 자리를 마련함

13. 03.  14

신입생 환영 O.T / 구례 송원리조트 / 120명

신입생과 재학생의 선후배 단합

13. 04. 18

1학년 M.T / 격포 채석강 리조트 / 30명

신입생들의 협동심과 단합을 키우기 위한 맴버쉽 트레이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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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04. 22

2학년 졸업여행 / 경기도 가평 일대(남이섬 등) / 30명

2학년 단합 및 우정여행

13. 04.~06., 10. 12

고등학교 진로체험 / 우리대학 문화관 호텔실습실 / 매회 30여명

고등학생을 대상으로 진로체험 실시

13. 10. 10~11

전북 진로진학박람회 참가 / 전주대학교 희망홀 / 3명

호텔관광 분야 진로탐색 및 상담 실시

13. 10. 25

호텔 현장교육 학습 / 대전 유성 리베라 호텔 / 45명

호텔 현장체험 학습 실시

13. 12. 12

LINC사업 취·창업 견학 / 밀레니엄 서울 힐튼 호텔 / 40명

취업 활성화를 위한 호텔 현장 견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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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외식조리과

13. 03. 13

원불교 총부 퇴임봉고식 / 원불교 총부 / 90명

일평생을 사회교화를 위하여 헌신하신 원불교 교무님들의 정년퇴임식을 맞이하여, 

교단 대표이신 종법사님과 퇴임하시는 원로 교무님들이 참석하신 퇴임봉고식에 전

공 관련 봉사활동 실시.

13. 03. 15~16

2013학년도 학과 O.T / 남원 하이츠콘도 / 120명

전북 남원에 위치한 남원하이츠콘도에서 1학년 신입생 및 2학년 재학생을 대상으로 

전반적인 대학생활 안내, 학과교육과정안내, 실습관련 안내 및 단체활동을 통해 자

신감과 단결력을 배양하여 대학생활에 이해를 돕는 유익한 시간을 보냈습니다.

13. 04. 13, 05. 18, 25, 06. 15

조리사 진로체험 / 보건관 B501실습실 / 7명

고등학생대상으로 진로체험 실시

13. 04. 10~12

2013전북지방기능경기대회
2013지방기능경기대회 조리 및 제과제빵부문 참가

(조리부문:우수상, 제과제빵상:은상 수상)

13. 04. 20~21

1학년 M.T / 전북 순창 회문산 자연휴양림 / 60명

전북 순창 회문산 자연휴양림에서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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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04. 10~12

2학년 졸업여행 / 일본(동경) / 35명

일본(동경) 3박4일 일정으로 일본 동경 Belle Epoque 제과전문학교 제과제빵 연

수. 

동경 주방기기 시장 탐방 및 관광으로 해외 외식산업에 대한 보다 넓은 이해와 체험.

13. 05. 10~12

2013대한민국 국제요리경연대회 / 서울 양재동 AT 센터 / 22명

라이브부문 조리 및 제과제빵 부문 참가.

(금메달 17개, 은메달 5개 수상)

13. 05. 10~12

원광정보예술고등학교 특강 
 / 원광정보예술고등학교 / 25명

제과제빵 관심있는 학생 케익만들기 체험

13. 06. 02~07. 31

소상공인진흥원교육 / 보건관

외식창업부문교육(외부인)

2013. 06. 03

CJ푸드빌 빕스 현장체험
2학년 대상으로 CJ빕스 메뉴, 레시피 체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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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06. 18

전북 사립 중·고등학교장 정기총회 / 학생식당 / 60명

오찬 지원

13. 06. 20

호주 외식업체 산학협력체결
호주 외식업체 스시베이 산학협력체결

13. 07. 12

2013 조리, 제과·제빵 경연대회 / 보건관 외식조리과

2013 조리, 제과·제빵 경연대회 교내에서 실시(고교생 22팀 참여)

13.07.~09.

자격증반 운영 / 보건관 B501 실습실 / 30명

재학생 대상으로 한식, 양식, 바리스타, 제과·제빵 자격증반 운영(하계방학)

13. 09. 16

추석 모듬전 나누미 봉사활동 / 보건관 B501 실습실 / 10명

익산시 거주 독거노인 대상으로 모듬전 봉사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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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09.~11.

창직팀 운영 / 10명

음료스타일리스트 팀, 시니어푸드관리사 팀

13. 09. 14, 10. 05, 26, 11. 02, 16

조리사 진로체험 / 보건관 B501 실습실 / 7명

중·고등학생 대상 진로체험 실시(5회)

13. 10. 01~02

LINC 2013 캡스톤디자인 전국경진대회 / 대구과학대학 / 4명

콜스제로팀 ‘강황삼계탕’으로 경진대회 참가

13. 10. 08

반찬 나누미 봉사활동 / 보건관 B501 실습실 / 10명

익산시 거주 독거노인 대상으로 반찬 나누미 봉사활동

13. 10. 11

직업박람회 / 전주대 / 7명

전주대 직업박람회 참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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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10. 12~13

제8회 전북음식문화대전 창작웰빙음식 경연대회 
 / 군산시 공설운동장 일원 / 10명

이율구, 김성진 대학부 부문 최우수상(식약처장상)

13. 10. 24

BBQ 특강 / 보건관 B510 강의실 / 50명

BBQ 조리 관련 취업 특강

13. 10.~11.

국 나누미 봉사활동 / 보건관 B501 실습실 / 20명

익산시 거주 독거노인을 대상으로 국 나누미 봉사활동

13. 11. 04

이사장 이·취임식 / 원광보건대 숭산기념관 / 50명

원광학원 이사장 이·취임식 Reception 봉사

13. 11. 09.

익산 맛자랑축제 레시피 경연대회 / 익산문화예술의 거리 / 5명

조미진(강황삼계탕) 대상 (32개 팀 출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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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11. 22.

졸업작품전 / 보건관 510 강의실 / 47명

제3회 졸업작품전

13. 11. 29

김장 봉사활동 / 멀티미디어센터 앞 / 50명

익산시 거주 독거노인을 대상 김장 봉사활동

13. 11.~12.

인재양성 특강 / 보건관 501실습실 / 12명

프렌차이즈요리사 팀, 베이커리아티스트 팀

13. 12. 02

LINC 경진대회 / 멀티미디어센터 앞 / 8명

2013 LINC 우수성과 경진대회 참가(콜스제로팀 대상)

13. 12. 16~17

취업캠프

LINC 학과 2013년 취·창업 캠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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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식품영양과

13. 03. 14~15

식품영양과 O.T / 남원(중앙하이츠콘도) / 114명

1학년과 2학년의 단합을 위한 식품영양과의 첫 행사 

1,2학년을 섞어서 조를 배정하고, 각 조별 장기자랑 및 식재료를 조별로 준비해 와

서 주어진 시간동안에 함께 만듦으로써 아직은 서먹서먹하고 긴장된 사이가 약간은 

풀어지고 친해지며 팀워크로 1, 2학년 서로서로가 단합되는 계기가 된다. 학생들이 

요리만드는 동안에 교수님과 조교선생님이 과정을 살펴보고 시식과 설명을 통하여 

엄중한 심사를 거쳐 1,2,3등 상품수여 

13. 04. 24~25

졸업여행 / 용인(에버랜드) / 30명

2학년 재학생들의 졸업여행

졸업여행을 통하여 친목을 도모하고 국시고시 준비에 앞 서 학생들의 활기를 돋구고 

즐겁게 즐기는 식품영양과 학생들의 모습.

13. 04. 26~27

M.T / 춘장대해수욕장 / 30명

1학년 M.T

학년별 엠티를 통하여 친목을 도모하고 자체준비한  O,X퀴즈, 눈으로 말해요, 피구 

등을 햇빛이 강하게 내리쬐는 날인데도 불구하고 활기차고 즐겁게 즐기는 식품영양

과 학생들의 모습.

13. 11. 07

현장견학 / 서울코엑스‘국제식품박람회’ / 30명

1,2학년 재학생 서울‘국제식품박람회’ 현장견학

세계음식과 문화에 대하여 알 수 있는 국제식품박람회전시 관람

각 나라별 참가자들간의 요리경진대회 관람

국제식품전시 관람

얼음조각 대회

요리연구가 요리관련 경연 프로그램 관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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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항공서비스

13. 12. 02

식품영양과 O.T / 본 대학 내(창업동아리경진대회부스) / 8명

제빵동아리 베이킹파우더팀의 창업동아리경진대회 우수상수상식 학과의 제빵동아

리팀이 창업아이템을 가지고 창업동아리 활동을 하며 봉사활동도하며, 특히 1,2학

년 재학생들 선 후배간 친목 도모 및 정보를 공유하여 아이템을 개발하고 맛을 창조

함

13. 03. 04

입학식 / 미래관 M201 / 37명

항공서비스과 신입생 입학식 및 모의 토익 테스트 실시.

13. 03. 05

신입생 OT / 서울레이크사이드, 인천공항 스위스포트코리아 / 37명

산학협력업체인 서울레이크사이드CC, 인천공항의 스위스포트코리아를 방문하여 

특강 진행.

13. 04. 04~05

학과 전체 MT / 이리온유스호스텔 / 75명

멘토, 멘티 활성화를 위한 재학생 전체 MT

13. 04. 16

롯데호텔제주 현장실습 특강 및 면접 진행 / M201 / 37명

산학협력업체인 롯데호텔제주 인사부에서 하계현장실습 면접 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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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04. 19

학과 봉사활동 / 이리보육원, 원광종합사회복지관 / 59명

이리보육원 및 원광종합사회복지관에서 학과 단체 봉사활동 실시.

13. 04. 20

학과 봉사활동 / 원광종합사회복지관 / 21명

아하 Day를 맞이하여 행사 안내 도우미 봉사활동 실시.

13. 04. 21~25

졸업여행 / 방콕 / 21명

2학년 재학생 졸업여행 실시.

13. 05. 04

걷기대회 봉사활동 / 제 1회 아름다운 동행 희망풍차 걷기캠페인 / 11명

대한 적십자사에서 주체하는 걷기캠페인 행사안내 및 구호 급식 배부 도우미 봉사활

동

13. 05. 14

고교 모교방문 / 고등학교 모교 방문 / 37명

1학년 재학생들이 스승의 날을 맞이하여 고등학교 모교 방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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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05. 28

항공사 승무원 특강 / 세미나실2(B003) / 70명

‘국내외 항공사 객실승무원의 이해와 비젼’ 취업특강 실시

- Cathay Pacific Airways 이재희 사무장

- 제주항공 이주연 사무장 

13. 06. 12

학과 봉사활동 / 원광효도마을 / 70명

학과 단체 봉사활동 실시.

13. 06. 21

현장실습 사전 특강 / M211 / 37명

‘현장실습생들이 지녀야 할 이미지 메이킹’이라는 주제로 현장실습 사전 특강 실시.

코리아서비스아카데미 - 김경미 대표

13. 09. 23

 / 시계탑 족구장 / 62명

항공서비스과 제 4대 발대식

13. 10. 01~02

아시아나승무원 체험교실 / 아시아나항공 교육훈련원 / 33명

1학년 재학생들 대상으로 아시아나항공 승무원체험교실에 참가하여 훈련 교육 실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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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10. 10~12

전주대학교 진로박람회 / 전주대학교 / 7명

전주대학교 진로박람회에 참석하여 학과 홍보 및 진로 설명회 실시.

13. 10. 15

그린나래 뱃지수여식 / M101 / 22명

그린나래 3기 뱃지수여식 실시.

13. 10. 24

학과 봉사활동 / 이리보육원 / 33명

1학년 재학생 단체 봉사활동 실시.

13. 10. 24~25

그린나래 MT / 고산자연휴양림 / 31명

항공서비스과 대표 동아리인 그린나래MT 실시.

13. 11. 13

외국 항공사 승무원 특강 / 세미나실2(B003) / 56명

‘항공사 취업동향 및 항공사 현황소개’라는 주제로 특강 실시.

동방항공 – 고운정 승무원

QATAR AIRWAYS – 추소연 사무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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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료관광코디과

13. 11. 13

English Speech Contest / 세미나실2(B003) / 56명

제 3회 영어 스피치 콘테스트 실시.

13. 12. 03

산업체 특강 / M211 / 33명

‘경쟁력 있는 나의 이미지메이킹’ 이라는 주제로 취업특강 실시.

코리아서비스아카데미 – 김경미 대표

13. 12. 12

학과 봉사활동 / 이리보육원 / 33명

1학년 재학생 단체 봉사활동 실시.

진로체험 / 수시 / 40명

항공서비스과 동아리인 그린나래 학생들이 진행하고 중 고등학생을 대상으로 약 매

달 1회 이상 일일 승무원체험교실을 진행하였으며 총 14회, 약 335명의 중 고등학

생들이 참석.

13. 03. 08~09

2013.03.08.~09

신입생 오리엔테이션 / 남원 캔싱턴 리조트 / 50명

신입생과 선후배간의 맨토·맨티 결연식

- 학과 운영에 대한 안내



2013
원 광 보 건 대 학 교  연 감

287Ⅲ. 행정부서, 학과별 주요 업무 및 행사

13. 03. 11

개강모임 및 임원 임명장 수여식 / 50명

교원들과 학생 선후배간 교류

학과 학생회 임원들에게 임명장 수여

13. 04. 29.~05. 04

2학년 해외문화탐방 / 태국 / 9명

의료관광코디네이터로서 외국문화 이해하는 해외문화탐방 실시

13. 05. 14.

스승의 날 행사 / 문화관 C205 / 50명

재학생 전원이 모여 스승의 날 기념식을 가졌으며 함께 간단한 점심

13. 09. 09

개강 모임 및 임원 임명장 수여식 / 50명

교원들과 학생 선후배 간 교류

학과 학생회 임원들에게 임명장 수여

13. 10. 02

2013 산청 세계전통의약 엑스포 견학 / 경상남도 산청 / 40명

의료관광 산업의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로 자리매김하고 있는 한방의료관광 연계성 

견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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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용피부관리과

13.11.08~09

산업체 견학 및 특강 / 한양대학교 국제진료센터, 강남 관광정보센터 
 / 24명

한양대학교 국제병원의 진료서비스 체계와 외국인 환자를 위한 의료서비스 체험

- 강사 : 김대희 팀장(한양대학교 국제병원)

13. 12. 06

대전의료관광 아이디어 공모전 / 대전 / 26명

2013 대전 의료관광 아이디어 공모전 참가

- 주제 : 한국 의료관광과 관련된 정책, 상품, 홍보방안 등 창의적인 아이디어

- 취·창업 역량 강화를 위한 대학생 의료관광상품 공모전 참가

13. 03. 07~08

신입생 O.T / 남원 켄싱턴리조트 / 1, 2학년 재학생

미용피부관리과 신입생 환영의 자리로 학과 생활 소개와 신입생과 재학생간의 단합

을 위한 자리로 친목도모 행사이며 신입생들의 재치와 끼를 마음껏 발휘하며 마음의 

벽을 없애는 시간이다.

13. 04. 13

진로체험 1차 / 전공지도교수 및 조교포함, 진로체험 봉사참여 (30명)

‘전반적인 미용에 관한 직업‘주제의 진로체험 Ⅰ

13. 04. 17~18

1학기 학과 임원 L·T / 부안 변산 / 학생회 임원 및 학과 임원 (20명)

한학기 운영되는 학과 행사에 관하여 회의를 통해 결정하고 간부들의 단합 및 친목

의 행사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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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04. 26~29

졸업여행 / 일본 북큐슈 / 2학년 재학생 30명

일본 북큐슈에서 2학년의 추억만들기 및 취업계획 설계

13. 05. 08~09

신용축제 ‘美의 축제’ / E301~303실습실 및 학림관 앞 부스 
 / 1, 2학년 재학생 85명

신용축제에 학과 ‘美의 축제’로 두피관리·헤어스타일링·피부관리·타투·네일아트 

등 신용축제에 참여자를 대상으로 파트별로 운영하여 미용피부관리과를 홍보

13. 05. 25

진로체험 2차 / E306강의실 및 실습실 
 / 1, 2학년 전공동아리원 및 지도교수, 학과조교

‘전반적인 미용에 관한 직업’주제의 진로체험 Ⅱ

13. 05. 26

박람회 견학(오송 화장품·뷰티 세계박람회) / 충북 오송 
 / 1, 2학년 재학생 78명

재학생들의 견문을 넓히고자 1, 2학년을 대상으로 충북 오송에서 열린 ‘오송 화장

품·뷰티 세계박람회’ 견학을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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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05. 26

‘KASF 2013 미용기능경기대회’ 참여 / 충북 오송 
 / 1, 2학년 재학생 42명

충북 오송에서 열린 ‘KASF 2013 미용기능경기대회’에 참여해 미용피부관리학과 

29명의 학생들은 스웨디쉬 매뉴얼테크닉(얼굴), 한국형 피부관리(얼굴), 발 매뉴

얼테크닉, 창작자유컷트, 궁중&고전머리, 업스타일, 헤어바이나이트, 크리에

이티브, 웨딩메이크업, 원톤 스캅쳐 등 11개 부문에 참가해 사)한국피부미

용능력개발협회장상, KASF2013 대회장상, 식품의약품안전처장상, 금상 
3개, 은상 7개, 동상 5개, 우수상 3개, 장려상 8개를 수상하는 쾌거를 거둠

2012년 연 5회

KBS 이동 봉사, 교당연합 봉사활동 / 무주, 남원, 김제, 전주 ,진안 
/ 1, 2학년 전공동아리, 지도교수 및 학과조교

어르신들을 위한 이·미용 동아리 무료 봉사활동

13. 07. 31~08. 05

‘허브&블랙푸드 축제 / 지리산 허브밸리(남원) 
 / 피부를 사랑하는 모임’ 동아리 18명

7월 31일에서 8월 5일까지 진행된 남원 허브&블랙푸드 페스티벌 '건강체험관' 운영

은 학생들에게는 전공 체험의 교육기회와 함께 협동심과 봉사의 의미를 알고 실천하

는 기회가 되었고, 축제 관람객들에게는 아로마테라피 영역에 대한 이해 및 진행한 

프로그램이 인기가 있어 우리 학교와 학과를 알리는 홍보의 장이 되었다.

* 건강 체험관 운영 프로그램 내용 *

- 아로마 씨팅마사지 : 블렌딩된 오일을 이용하여 여러 테크닉을 활용     하여 목과 

어깨 부위의 피로를 풀어주는 마사지

- 아로마 다리마사지 : 다리 상태별 블렌딩된 아로마 오일을 적용하고     기기를 활

용한 다리 마사지 프로그램

13. 09. 13

산업체 특강Ⅰ / 1, 2학년 재학생 

1, 2학년 재학생들을 대상으로 임상과 현장의 실질적인 기술을 습득하기 위한 ‘패디

큐어&각질제거 스킬’을 주제로 한 특강



2013
원 광 보 건 대 학 교  연 감

291Ⅲ. 행정부서, 학과별 주요 업무 및 행사

13. 09. 13

미용박람회 및 산업체 탐방 / 2학년 재학생 45명(지도교수, 조교포함)

미용박람회 및 산업체 견학을 통하여 재학생들의 전공 분야의 견문을 넓히고자 2학

년을 대상으로 일산 킨텍스 및 원마운트 산업체 탐방 실시 

13. 09. 14~15

학과 임원 L·T / 대천 / 학생회 임원 및 학과 임원 (20명)

새로운 학생회 임원을 선출하는 것과 동시에 학생회 인수인계를 하고 서로간의 친목

도모와 단합을 하는 행사이다.

13. 09. 24

발대식 / 학림관 뒤 농구장 / 학생회 임원 및 1, 2학년 재학생

미용피부관리과 제 15대 학생회 발대식 실시

13. 10. 05

진로체험 3차 / 1, 2학년 전공동아리원 및 지도교수, 학과조교

‘전반적인 미용에 관한 직업‘ 주제의 진로체험Ⅲ

13. 05. 15

산업체 특강Ⅱ / 1학년 재학생 

1학년 재학생들을 대상으로 전문적 지식을 갖춘 미용인 양성을 위한 ‘매력적인 미용

(매력적인 “나” 브랜드 만들기) 주제의 산업체 특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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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10. 26

‘국제뷰티건강기능대회’참여 / 서울 COEX C홀 
 / 1, 2학년 재학생 53명(인솔교수, 조교 포함)

재학생들의 전공분야의 견문을 넓히고자 서울 COEX에서 열린 ‘ 2013 국제뷰티건

강기능대회’에 참여해 미용피부관리학과 31명의 학생들은 손·발관리, 얼굴관리(고

무,석고), 얼굴관리(손으로), 두피관리, 컨슈머, 헤어바이나이트, 고전머리, 업스

타일, 퍼머넌트웨이브, 네일케어(메니큐어링), 실크익스텐션, 원톤스캅춰 
등 12개 부문에 참가해 단체상, 대상 3개, 최우수상 3개, 금상 13개, 은상 
9개, 동상 3개를 수상하는 쾌거를 거둠

13. 11. 02

‘K-뷰쳐메이크업 컨테스트’ 참여 / KBS스포츠월드(서울) / 1, 2학년 
재학생 19명

재학생들의 전공분야의 견문을 넓히고자 서울 화곡동 KBS스포츠월드에서 열린 

‘K-뷰쳐컨테스트 미용박람회’ 견학 및 ‘K-뷰쳐컨테스트’에 참여하여 메이크업부문 

9명이 수상하는 쾌거를 거둠

13. 11. 11

산업체 특강Ⅲ / 1, 2학년 재학생 70명 

1, 2학년 재학생들을 대상으로 전문적 지식을 갖춘 미용인 양성을 위한 ‘Beauty 

Make-up & Art Make-up’ 주제의 산업체 특강

13. 11. 12

2013년 11월 12

산업체 특강Ⅳ / 2학년 졸업예정자 55명

졸업예정자들을 대상으로 전문적 지식을 갖춘 미용인 양성을 위한 ‘2013년 에스테

틱 시장현황 및 에스테티션의 자세’ 주제의 산업체 특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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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11. 14

산업체 특강Ⅴ / 2학년 졸업예정자 55명

졸업예정자들을 대상으로 전문적 지식을 갖춘 미용인 양성을 위한 ‘세계적인 스파 

비즈니스와 한국 스파 비즈니스 비교’

13. 11. 16

진로체험 4차 / E306 강의실 및 실습실 
 / 1, 2학년 전공동아리원 및 지도교수, 학과조교

‘전반적인 미용에 관한 직업‘ 주제의 진로체험Ⅳ 

13. 11. 21

산업체 특강Ⅵ / 2학년 졸업예정자 55명 

졸업예정자들을 대상으로 전문적 지식을 갖춘 미용인 양성을 위한 ‘21세기 에스테틱

의 새로운 트렌드’ 주제의 산업체 특강

13. 11. 26

산업체 특강Ⅶ / 1,2학년 재학생(84명)

1, 2학년 재학생들을 대상으로 전문적 지식을 갖춘 미용인 양성을 위한 ‘당신 안에 

잠든 슈퍼스타를 깨워라!’ 주제의 산업체 특강

13. 11. 30

학과견학 / 1, 2학년 재학생(60명) -인솔자포함

취업률 향상 및 재학생들의 전공분야의 견문을 넓히고자 1, 2학년을 대상으로 진안 

에코에듀센터 및 전주한옥마을 현장견학을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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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허브테라피향장과

13. 12. 17~18

취·창업교육(견학 및 특강) 
 / 1, 2학년 재학생 40명(인솔교수, 조교포함)

재학생들에게 창조적 역량을 발현하여 자기주도의 취·창업을 실현할 수 있는 동기

부여 및 산업체 면접 기회를 주고자 일산 킨텍스, ㈜EID본사, ID HAIR 원마운트점, 

그 외 몇 개의 지점을 탐방하며 견학을 실시

13. 12. 20

산업체 특강VIII / 메이크업 전공자(25명)

메이크업 전공 재학생들을 대상으로 전문적 지식을 갖춘 미용인 양성을 위한 ‘퍼스

널컬러란 무엇인가?’ 주제의 산업체 특강

13. 12. 20, 23

창업특강 / 네일 관련 창업동아리 및 창업에 관심있는 재학생(15명)

네일 관련 창업동아리 및 창업에 관심있는 재학생들을 대상으로 전무적 지식을 갖춘 

미용인 양성을 위한 ‘3D 젤네일아트의 기법 Ⅰ,Ⅱ’ 주제의 창업특강

학과 2013 O.T / 남원중앙하이츠콘도

학생들이 주도하여 이끌어가는 레크레이션, 교수님과의 시간, 친목다짐, 학과에 대

한 자부 심, 알찬 대학생활 설계, 선후배의 연대감 및 역량강화 활동 등

13. 04. 10~15

전북지방기능경기대회 / 3명

전라북도 기능경기대회 금상 등 3명 입상

금상-이유민(피부미용부문), 우수상-박다솜(피부미용부문), 참가상-한지혜(피부

미용부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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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04. 13~10. 26

2013 진로체험 7회 진행 / 전주중앙여자고등학교외 31개교 고교생 참가

33개 중·고등학교 학생 진로체험 참여

허브테라피향장의 직업에 대한 진로 및 허브향장품 비비크림, 자운고 제조과정 체

험교육실시(전주중앙여자고등학교외 31개교 고교생 참가)

13. 04. 27

마이산탑사 자선음악회 학과홍보 및 봉사활동 / 6명

천연수제비누 제조체험, 허브티음악회 방문객 나눔 봉사

13. 05. 03~11. 22

2013 대학학과 진로박람회 4회 진행
허브테라피향장 진로탐색 설명 및 허브향장품 쳅스틱, 향수 제조체험활동(전주근영

여자,김제자영,호남제일,군산남고등학교 )

13. 05. 06

국제오송화장품·뷰티세계박람회(미용&건강) 올림픽대회 / 
23명

보건복지부장관상 수상 및 참가자 전원 수상 

보건복지부장관상 박다솜

국회의원상 김슬기, 

충청북도지사상 김다희, 

오송화장품·뷰티세계박람회공동위원장상 김혜진, 이난 

대상 구수현, 김민이 

금상 김신영, 박소은, 박지은,윤선희, 이누리, 정여원, 최수빈 

은상 김소리,박성아, 서지희, 송아름, 이미림, 이유리, 최다미, 최보담

동상 왕효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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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05. 08

어버이날 행사 / 교내 / 1,2학년 임원학생들

미화팀 및 어르신들 꽃 달아드리고 고마운 마음을 전달함

13. 05. 11

전주대성교당 봉사활동 / 15명

전주대성교당 봉사활동 참여(통증부위 케어)

1~2학년 재학생 15명 참여

13. 05. 12

2013년 대한민국 시데스코뷰티테라피 민간기능경진대회 / 오송

뷰티박람회 / 15명

식품의약품안전처장상 학생부-얼굴부문 이유민

국제CIDESCO한국지부회장상 학생부 -얼굴부문 조연진 

-바디부문 이미림

중앙회장상 학생부 -얼굴부문 양주희, 박성아 

-바디부문 최누리, 구수현

금상 학생부 -얼굴부문 이연수, 양소미  

-바디부문 김혜진 

은상 학생부 -얼굴부문 김소연, 김민선 

-바디부문 장한별

동상 학생부 -얼굴부문 이유나 

-바디부문 한지혜 

13. 05. 13

스승의 날 행사 / 교내 / 학과 전원

학과 교수님들과 재학생 전원이 함께한 스승의날 행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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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05. 14

교당 스승의 날 행사 / 교내 / 5명

원광보건대학교 감사프로젝트 실시(개교기념, 스승의 날 기념)

마법의손(허브테라피향장과) - 통증관리테라피

13. 05. 23

KASF 2013미용기능경기대회 / 오송뷰티박람회 / 18명

오송화장품·뷰티세계박람회위원장상 이유민 

사단법인 한국여성창업교육협회장상 이연수

금상 박다솜, 한지혜, 김혜진,이미림,김슬기,김소리,이난 

은상 한지혜, 양주희, 유소미, 구수현 

동상 박다솜, 김다희, 이유나, 전성은, 강다영

13. 06. 15

교당 하계 ‘지역연계봉사활동’ / 진안

2013년 상반기 대학교당 연합 봉사활동 참가

진안지역주민 통증부위관리서비스 봉사

13. 07. 04

현장실습 사전특강 / 교내 / 2학년 전원

현장실습을 위한 사전교육 실시 조현주강사님

13. 07. 16

피부미용사중앙회위생교육 / 교내

피부미용사중앙회위생교육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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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08. 21

창직동아리중간발표 / 서울 한국생산성본부 / 10명

창직동아리중간발표참여-서울 한국생산성본부

아토힐러-(김다희,전성은,박다솜,양소미,장현정)

아토에듀향장-(김보라,김슬기,최누리,김혜진,정여원)

13. 09. 04

개강모임 / 함박집 / 1,2학년 전원

허브테라피향장원 1,2학년 개강모임

13. 09. 09

MBTI검사 / 교내 / 1학년 전원참여

MBTI검사실시

13. 09. 12

사회복지협회봉사활동

제3회기부식품나눔대축제

-허브테라피향장과 마법의손 동아리 참여

13. 09. 26

발대식 / 교내 / 1,2학년 전원

허브테라피향장과 제2회 발대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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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09. 30~10. 07

제48회 전국기능경기대회 / 춘천 / 1명

제48회전국기능경기대회(피부미용직종)은메달수상

-허브테라피향장과 2년 이유민 학생 

-수상자 특전 및 상금

  ·이유민 선수 : 국가지급 상금 8백만원, 이탈리아 연수

  ·지도교수 특전 : 전북 유공자인정 유럽연수 및 전북도지사 표창

13. 10. 05~06

익산국제차문화축제 / 웅포

익산국제차문화축제행사박람회부스

13. 10. 09

창직동아리견학 / 진안에코에듀센터 / 10명

창직동아리견학-진안에코에듀센터

아토에듀향장팀,아토힐러팀

13. 10. 11

진로박람회 / 전주대학교 희망홀 / 6명

실용직종체험과정 진행

13. 10. 26

2013한국생산성연구창직우수팀 선발대회  / 한국생산성본부 / 10명

2013한국생산성연구창직우수팀 선발대회참가

창직동아리-아토힐러, 아토에듀향장 참석.

아토힐러팀-인기상 수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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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10. 28~12. 19

글로윙토익&화상강좌프로그램 / 교내 / 3명

글로윙토익&화상강좌프로그램참여호주시드니 해외취업 준비

(양혜원,이빈나.박수지)

13. 10. 28

허브테라피향장과 M.T / 남원켄싱턴리조트 / 1,2학년 전원

허브테라피향장과 1,2학년M.T (남원켄싱턴리조트)

13. 10. 31

MBTI설명회 / 교내 보건관 / 1학년 전원참석

MBTI설명회-1학년전원참석 (보건관지하세미나실)

13. 11. 01

취업역량강화를 위한 취업지원 프로그램 / 교내 / 2학년 전원

취업역량강화를 위한 취업지원 프로그램 진행-2학년

13. 11. 22

[LINC학과] 

취업역량 강화 프로그램 진행 / 교내 / 2학년 전원

LINC학과 취업역량 강화 프로그램 진행 -2학년



2013
원 광 보 건 대 학 교  연 감

301Ⅲ. 행정부서, 학과별 주요 업무 및 행사

13. 11. 30

임상해부학실습 / 원광대학교 / 1,2학년 전원

허브테라피향장과 1,2학년 임상해부학실습

13. 12. 02

2013 가족회사워크샵 및 링크학과경진대회 / 교내 / 15명

2013 가족회사워크샵참여 및 링크학과 경진대회

((주)하우연, 쎄샬피부미용, 서동한의원, 스파 세종, 승희 스킨&바디)

13. 12. 13

사은회 / 영등동 / 1,2학년 전원

허브테라피향장과 1·2학년사은회

13. 12. 14

교당동계 ‘지역연계봉사활동’ / 함열 / 15명

2013년 하반기 대학교당 연합 봉사활동(함열지역) 참가

통증부위관리 서비스 봉사

14. 01. 05

‘예신’취업처 견학 / 서울 강남 / 9명

재학생들의 원활한 취업준비를 위한 견학 및 면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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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얼리디자인과

14. 02. 05

허브테라피향장과 제2회 졸업식 / 교내 / 32명

허브테라피향장과 제2회 2012학번 32명 졸업

13. 03. 08

주얼리디자인과 OT / 무창포 비체팰리스 / 주얼리디자인과 1,2학년

2013학년도 신입생 오리엔테이션으로 단합과 친목도모

13. 04. 09

커플링사업 한국보석협회 특강 / 보건관 세미나실 
 / 주얼리디자인과 1,2학년

산학협력 특강 (정수택 회장) - ‘패션주얼리 산업의 미래와 비전’

13. 04.17~28

주얼팰리스 비즈공예체험 / 주얼팰리스 / 주얼리디자인과 2학년

주얼팰리스 보석대축제에서 비즈카드 체험전을 진행

13. 04.20

주얼리페어 견학 / 서울 코엑스 / 주얼리디자인과 1,2학년

2013 한국 주얼리 페어를 견학하여 트랜드 파악 및 시장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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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04. 26

1학년 MT / 대천 나무와펜션 / 주얼리디자인과 1학년

2013학년도 1학년 단합을 위한 MT

13. 04. 30

커플링사업 산학협력 특강 / 보건관 세미나실 / 주얼리디자인과 1,2학년

아루룸디자이너스 대표이사 백승철 - 패션주얼리 코디네이터의 역할

13. 05. 03

주얼리톡 비즈카드 체험봉사 / 청소년문화의집 / 주얼리디자인과 1학년

봉사동아리 단원들이 청소년을 대상으로 비즈카드 꾸미기 체험을 진행

13. 05. 25

진로체험 / 예능관 주조실 / 고등학생 25명

고등학생 대상으로 팔찌 만들기 체험을 하고 학과에 대한 설명

13. 05. 31

PR주얼리 대표 특강 / 보건관 세미나실 
 / 주얼리디자인과 1,2학생 60명

패션 주얼리 디자인 트렌드 2013 / 2014 특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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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06. 14

현장실습 사전 특강 및 견학 / 주얼팰리스 및 보석박물관 
 / 주얼리디자인과 2학년

현장실습 사전 소양교육(직장 내 예절교육)

13. 06. 15

진로체험 / 예능관 주조실 / 중고등학생 21명

중고등학생 및 외국인학생에게 팔찌 만들기 체험을 진행

13. 06. 24~28

라이노 CAD 특강 / 예능관 첨단디자인실 / 주얼리디자인과 2학년

패션 주얼리 Rhino CAD 5.0 프로그램 숙련과정 특강

13. 08. 19~23

중국 현장실무교육 / 중국 청도 패션주얼리 공장 / 주얼리디자인과 2학년

중국 유턴기업 커플링사업 참여업체와 패션주얼리 공장 현장 실무 교육

13. 09. 11~14

홍콩 주얼리 페어 견학 / 홍콩 컨벤션센터 / 주얼리디자인과 2학년

홍콩 국제보석박람회 참관 및 현장 실무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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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10. 04~26

주얼리마스터 특강 / 예능관 디자인실 / 주얼리디자인과 2학년

주얼리마스터 자격증 취득 지원을 위한 교육 프로그램

13. 10. 07

청주국제공예비엔날레 / 청주 / 주얼리디자인과 2학년

2013 청주국제공예비엔날레 견학으로 공예 작품 관람

13. 10. 07

창업동아리 동대문 견학 / 동대문 부자재상가 / 주얼리디자인과 1학년

창업동아리 향토방, 오꼬꾸다락방 현장견학, 시장조사

13. 10. 10, 31

커플링사업 인성교육 / 익산유스호스텔, 교당 
 / 커플링사업단 참여학생(2학년)

인성교육으로 공동체 의식, 직업윤리, 올바른 인격 형성 프로그램 진행

13. 10. 23~11. 03

10.23-11.03

제22회 졸업작품 전시회 / 익산 주얼팰리스 / 주얼리디자인과 2학년

제22회 주얼리디자인과 졸업작품 전시회 (익산주얼팰리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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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10. 25~11. 03

창업동아리 국화축제 체험전 / 익산천만송이국화축제 
 / 주얼리디자인과 1학년

향토방, 오꼬꾸다락방 익산천만송이국화축제 주얼리 체험 진행

13. 11. 29~12. 04

제27회 전북산업디자인대전 수상 
 / 전주 한국소리문화의전당 제1전시장 / 주얼리디자인과 1,2학년

전북산업디자인대전 참가 및 특별상 1명, 특선 7명, 입선 21명 수상

13. 12. 02

LINC 우수성과 경진대회 / 멀티미디어센터 앞 / 주얼리디자인과 2학년

LINC 경진대회-현장실습(장려상), 캡스톤디자인(우수상), 창업동아리(장려상)

13. 12. 05

유턴기업 착공식 / 익산시 삼기면 / 주얼리디자인과 1,2학년

해외 패션주얼리 유턴기업 생산 공장 착공식 참석 및 현장 답사

13. 12. 06~20

귀금속산업기사 특강 / 예능관 세공실 / 주얼리디자인과 2학년

국가기술자격증(귀금속산업기사)취득을 위한 숙련과정 특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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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실용음악과

13. 03. 07~08

신입생 O.T / 태안 자작나무 / 실용음악과 1,2학년

새로 입학한 신입생들과 재학생들간의 화합 및 교수님들로부터 자세한 과목 및 학과 

소개

13. 05. 02

오픈하우스 축하공연 / 학생생활관 
 / 생활관에서 생활하는 실용음악과 학생

학생생활관에서 1년에 한 번 있는 오픈하우스 행사 공연

13. 05. 09

신용축제 / 실용음악과 1학년,2학년

2013 신용축제 축하공연

13. 05. 13

슈퍼스타K5 / 국제회의실 / 실용음악과 1학년,2학년

슈퍼스타 K5 찾아가는오디션 

13. 05. 14

개교37주년 기념법회 / 법당 / 실용음악과재학생

개교37주년 기념법회 축하공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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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05. 28

원광예술정보고등학교방문 교내방문 / 보건관 세미나실 
 / 실용음악과 재학생

원광 예술정보 고등학교 학생들이 본교를 방문 하여, 여러 학과를 탐방 하여 학과 선

택에 도움을 주는 행사. 실용음악과는 학과 홍보 및 학생들이 식사 후 잠시 휴식을 

하면서 공연을 감상.

13. 05. 28

정기연주회 / 원광대학교 60주년 기념관 / 실용음악과 1학년, 2학년

2학년 재학생과 1학년 신입생이 함께 준비하고, 연습하여 행사를 진행함. 공식적인 

공연을 통하여 실력을 키우고 자신감을 찾고, 무대경험을 쌓는 계기가 됨. 

13. 06. 04

종강법회 / 법당 / 실용음악과 재학생

종강기념 법회 축하공연

13. 07. 20

진포 락 그룹 페스티벌 / 진포 / 실용음악과 재학생

군산 전북지역의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하는 락페스티벌의 축하공연

13. 07. 27~09. 07

청소년 스쿨락밴드 페스티벌 / 실용음악과 교수님들

매주 토요일 전주의 중등부 5팀 고등부 15팀 20개팀 135명이 참석해서 총 6주 과정

으로 전주 동문 예술거리 상작지원센타에서 마스터 과정을 진행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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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창업경영과

13. 11. 15

2013 원불교 환경연대 이야기 콘서트 
 / 실용음악과 2학년 [김진후/채성석]

원불교 환경운동 모임의 식전 행사에 참여하여 축하공연 함.

13. 12. 18

졸업 공연 / 원광대학교 60주년 기념관 / 실용음악과 2학년

감사의 마음으로 부모님,지도교수님을 초청하여 2년간의 대학생활의 마지막 무대

를 멋지게 장식하였고,자신의 모든 열정과 재능을 졸업공연 무대에서 유감없이 보

여 줌. 졸업 후 프로 무대로 나아갈 각오를 새롭게 한다.

신입생 O.T / 변산 휴 리조트 / 34명

학과의 교육목표와 비전제시, 초청특강실시

진로체험 / 문화관 C005강의실 / 20명

SNS 전문가 따라잡기

재학생 M.T / 운일암 반일암 / 25명

선·후배 간의 친목도모 및 단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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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학생 졸업여행 / 제주도 / 10명

동기간의 의기투합 및 안목을 넓히고 더 큰 의지와 열망 갖기

진로체험 / 문화관 C005 강의실 / 22명

SNS 전문가 따라잡기

현장실습사전특강 / 문화관 C012강의실 / 15명

국가식품클러스터와 현장실습 글로벌화

현장실습사전특강 / 문화관 C012강의실 / 15명

중소기업의 현황과 현장실습 내실화

산업체 특강 / 문화관 C012강의실 / 21명

대학생을 위한 소자본 창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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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호스포츠과

견학 / 무지개전통식품 / 

성공창업의 노하우 습득과 사회견문 확대의 기회제공

산업체 특강 / 문화관 C012강의실 / 22명

다양한 사회 경험과 창업까지의 과정

13. 03. 15~16

1,2학년 OT / 대천 / 42명

1, 2학년 모두의 화합의 장을 열어 대천에서의 1박2일로 일정을 마무리하여 1학년 

신입생과 2학년 재학생들과의 거리를 좁혀 단합할수있게 만드는 날이였다.

13. 04. 02

산업체 특강 / 본교 학림관 지하 E-001강의실 / 40명

취업을 위한 학생들의 마음가짐을 다지고 취업의 노하우를 전문인의 특강으로 인하

여 도움을 주고자 학생들의 취업특강을 개최함

13. 05. 16~18

신용대동제 / 본교 멀티미디어센터 앞 특설무대 / 40명

신용대동제 축제에 무대행사를 안전하게 관리,감독하여 1,2학년 재학생들이 경호

업무에 체험하는 계기를 만들고 초대가수들의 공연을 사고없이 진행할수 있도록 안

전을 책임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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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호학과

13. 10. 23~24

산업체보안시설 견학 / 인천국제공항 / 39명

1,2학년 재학생을 대상으로 학과 수업의 체계적인 교육과 넓은 경험의 장을 베풀어 

주고자 산업체 보안시설 견학을 실시하고 화합을 다지게 마련함

13. 03. 25

천년이음장학금 전달식(1차) / 학림관 2층 간호학과 회의실 / 25명

천년이음장학회에 기부해주신 기부자 및 장학금을 받은 학생들이 모여 전달식이 시

행되었다.

13. 04. 25

간호과학연구소 MOU 체결 / 학림관 2층 간호학과 회의실 / 6명

간호과학연구소에서 (주)포레스토피아와 (사)한국예술치료학회  전북지부 김인선미

술치료연구소 2곳과 MOU 체결하였다.

13. 04. 26

제32회 나이팅게일선서식 / 원광대학교 학생회관 
 / 2학년 153명 및 교수, 간호학과 동문, 학부형 등 200여명

제32회 나이팅게일선서식이 원광대학교 학생회관에서 진행되었다. 이날 선서에 임

한 153명의 나이팅게일들은 인류 사회의 건강증진에 일익을 담당하고자 하는 사명

감과, 간호사로서의 기개를 드높이는 뜻깊은 행사를 맞아 새로운 다짐을 하는 시간

이었다.

13. 06. 05

취업간담회(군산의료원) / 10명

임상실습을 위해 군산의료원이 실습지를 제공해준다고 하였음.

국제진료소에 방학기간을 이용하여 간호학과 학생들이 돌아가며 봉사를 겸한 실습

을 실시하기로 함. 실습 후 김영진 원장님께서 학생들과 간담회를 하기로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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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06. 20~22

덕성함양캠프 / 원광보건대학교 학림관(E612) / 간호학과 학생(24명), 
특강강사(최영찬 외 1명), 간호학과교수(1명), 보조진행자(1명) (총 28명)

간호학과 학생들의 덕성 함양 캠프가 교내에서 진행되었다. 이 캠프는 간호사로서

의 자질 향상을 위해 자연과 덕에 대한 철학적 회의와 담론(최영찬), 우주자연의 섭

리와 덕 체험, 나의 사색 및 우주자연관과 인생관에 대한 가치관 정립(최연자), 인

간의 덕에 대한 철학적 회의와 담론, COSMOS Humanity 정좌, 덕성함양을 위한 

COSMOS Humanity 정좌, 생활사건 속에서 자기성찰을 통한 마음진단, 사례 발표 

등의 내용으로 진행되었다.

13. 07. 19~20

자아성장캠프 / 익산 유스호스텔 이리온 / 간호학과 학생(34명), 특강강

사(권도갑 외 3명), 간호학과교수(1명), 보조진행자(1명)(총 40명)

간호학과 전 학년을 대상으로 올바른 자아관 형성 위한 자아성장 캠프가 부모와의 

만남 / 명상, 회화, 감상담(문충호), 걷기명상(이관수), 노래 명상“고마워요 감사해

요”(김영선), 나와의 만남/ 온삶 마음 일기(양경희), 요가 및 행복호흡 명상, 걷기 

명상, 조별 마음일기 나눔 / 사진촬영, 명상(나에게 편지쓰기) 등의 내용으로 진행

되었다. 

13. 08. 09~23

산학협력멘토링 프로그램(핵심술기 역량강화) 
 / 학림관 2층, 7층 각 실습실 / 간호학과 3,4학년 졸업예정자(149명),  
지도강사(김민자 외 9명), 간호학과 교수(이애란 외 15명) (총 175명)

핵심술기 평가를 위해 임상현장 간호사를 초빙하여 핵심술기에 대한 세미나 개최하

였다. 4학년을 대상으로 평가대비 임상술기활용 능력 향상위해 20여가지 핵심술기 

실습을 진행하였다.

13. 09. 13

제 15회 전라북도 나이팅게일제전 / 익산 실내 체육관 
 / 간호학과 1,2,3,4 전학년 700명 및 지도교수 

전북 소재한(12개 대학) 간호학과 학생들의 화합을 위한 축제인 제15회 전라북도 나

이팅게일 제전을 진행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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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10. 17

취업설명회 / 학림관 6층 612강의실 / 60명

2013학년도 취업설명회가 용인 다보스 병원, 원광대학교 산본병원, 대전선병원, 

검단 탑병원, 익산병원 등을 대상으로 졸업예정자 약 60명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되

었다.   

13. 10. 17

천년이음장학금 전달식(2차) / 학림관 2층 간호학과 회의실 / 18명

천년이음장학회에 기부해주신 기부자 및 장학금을 받은 학생들이 모여 전달식이 시

행되었다.

13. 11. 22

간호학과 제3회 학술논문발표회 / 멀티미디어센터 국제회의실 
 / 간호학과 4학년 139명, 교수 16명, 조교 5명

간호학과 제3회 학술논문발표회가 지도교수님들이 참석한 가운데 4학년 학생들 중

심으로 진행되었다. 이날 발표된 논문은 1년동안 4학년 학생들이 작성한 36년의 학

술논문 중 8편이 선정되어 발표와 질의응답 및 심사평으로 진행되어 열띤 호응속에 

이루어졌다.

13. 03. 12~14

의무부사관과 O.T / 부안 황토마을 
 / 184명 ( 1학년93명, 2학년84명, 지도자7명)

신입생들과 재학생들의 단합

13. 03. 14

육군부사관학교장 초빙강의  / 보건관 B003세미나실 
 / 의무부사관과,정보부사관과 총240명(1학년 125명, 2학년 115명)

바람직한 부사관이 되기 위해서 노력해야할 부분과 미래 부사관의 비전 제시

■ 의무부사관과



2013
원 광 보 건 대 학 교  연 감

315Ⅲ. 행정부서, 학과별 주요 업무 및 행사

13. 04. 24~26

2013학년도 병영체험 / 제35보병사단(전주) / 96명(인솔자포함)

강건한 체력,정신력,인내심,자신감 함양 및 성취감 고취

13. 05. 29~30

2013년 5월 29일 ~ 30

의무부사관과 졸업여행 / 84명(인솔교수 2명 및 조교 1명)

재학생들의 단합 및 졸업을 위한 단합

13. 09. 05~06

산업체 견학(평택제2함대사,철원 일원) / 평택 제2함대사 경유 철원 
/ 인솔교수포함 총 130명(의무부사관과 99명, 정보부사관과31명

학생들의 안보의식 고취를 위한 평택제2함대사,철원 일원 견학

13. 10. 02

지상군 페스티벌 / 계룡대 비상활주로 / 2학년(83명)

학생들의 견문확대를 위한 견학

13. 10. 24~25

산업체 견학(양구일원) / 양구일원 
 / 135명(의부 인솔자 포함 97명, 정보 인솔자 포함 38명)

학생들의 국가관 함양을 위한 양구일원 견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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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전부사관과

13. 10. 31

군사학부 합동 체육대회 / 배산 체육공원 / 약 180명 (의부,정보 포함)

군사학부 학생들의 단합을 위한 통합 체육대회

13. 11. 22

수시1차 신입생 및 학부모 O.T / 보건관 세미나실 B003 / 약300명

수시1차 신입생·학부모들을 위한 재학생들 및 교수님들의 학과소개

13. 11. 30~12. 01

설한기 환경에서의 환자이송 훈련 및 견학 
 / 강원도 횡성군 둔내면 웰리힐리파크 / 88명(인솔자4명,2학년재학생84명)

학생들의 역량 강화 및 설한기 훈련 및 작전 중 환자이송 및 응급처치 훈련

13. 03. 07~08

학과 전체 OT / 남원 켄싱턴 리조트 / 55명

학과 단합을 위한 전체 OT

13. 03. 14

산업체 특강 / 우리대학 보건관 세미나실 B003 / 56명

미래 부사관상 정립에 관한 특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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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04. 24~26

병영체험 / 제35사단(전주) / 34명(1학년)

재학생들의 현장실무능력을 배양하고자 현장실습(병영체험)을 실시

13. 05. 01~03

2학년 졸업여행 / 강릉 / 18명(2학년)

2학년 학생들의 화합심과 단결심을 함양하기 위하여 졸업여행 실시

13. 09. 05~06

산업체 견학 / 평택 제2함대사 경유 철원 / 31명

직업의식에 대한 제2함대사 경유 철원으로 안보견학 실시

13. 10. 24~25

산업체 견학 / 양구 일원 / 38명

직업의식에 대한 양구 일원(안보통일관, 4땅꿀, 두타연등) 견학 실시

13. 10. 31

군사학부 체육대회 / 배산 체육공원 / 54명

의무부사관과와 정보부사관과 군사학부 단합 체육대회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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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11. 28

산업체 특강  / 우리대학 보건관 세미나실 B003 / 54명

전쟁사와 리더십에 대한 올바른 이해 관한 특강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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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자 _ 2013년 3월 4일

제목 _ 원광보건대학교, 2013 대한민국  
교육산업대상 수상

원광보건대학교(총장 김인종)가 헤럴드경제와 코리아헤럴

드에서 제정한 2013 대한민국 교육산업대상에서 글로벌 전

문인력양성 프로그램 분야 대상을 수상하였다.

대한민국 교육산업대상 선정의 이유는 글로벌 전문인력양

성을 위한 역량강화 운영 시스템을 정착시켜 재학생들에게 

고품질의 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으며, 특히 해외에 

자체 글로벌교육센터 및 출장소를 기반으로 양질의 학습컨

텐츠를 공급하고, 해외 취업처 발굴 및 취업생 관리에 대한 

모범적인 실적 및 성과를 거두고 있기 때문이다.

원광보건대학교는 지난해 교육역량강화사업, 전문대학 글

로벌현장학습사업, 해외취업연수과정(한국산업인력공단 

주관)등 공공기관에서 주관하는 사업에 선정되어 160여명 

이상의 재학생들에게 해외 현장실습, 해외 산업체 인턴십, 

해외취업의 기회를 제공 하였으며, 화상영어 수업 , 해외 

어학연수 및 봉사활동, 토익·회화 사관학교, 원어민 영어

회화, 글로벌 인턴십·현장학습, 해외취업연수과정, 국내

외 영어캠프 등을 꾸준히 진행함으로써 재학생들의 해외 취

업 활성화 및 글로벌 리더 양성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글로벌 현장학습과정 후속프로그램으로 멘토링제를 

운영하여  전문대학교육포럼과 정부해외인턴십사업 통합멘

토링 발대식에서 우수대학으로 선정되었다.  

한편 원광보건대학교는 전국 최초로 정규교과목으로 언어

의 4개영역 학습 중심의 “NEAT화상영어”을 개설하여 운영

하고 있으며, 새로운 시대가 요구하는 인재 육성을 위해 기

존과는 차별화된 양질의 컨텐츠를 자체 시설로 확보하여 어

학교육 혁신을 통한 글로벌 인재양성에 앞장서고 있다.

김인종 총장은 “학생들의 다양성을 고려하여 맞춤형 교육을 

실시하되 국제화 시대를 선도해 나아갈 글로벌역량을 갖춘 

학생을 배출하기위한 기초 및 전문능력을 확보하는 교육컨

텐츠와 교수학습법 개발과 연구를 지속적으로 하여 학생의 

전문역량을 극대화 시켜 나아갈 것이라” 밝혔다.  

일자 _ 2013년 3월 6일

제목 _ 원광보건대학교, 필리핀 유수 호텔과 
호텔·관광·레저스포츠 분야의 산업
체 맞춤형 인재양성을 위한 협약 체
결

원광보건대학교(총장 김인종)가 지난 2월 1일(금)과 25일

(월) 필리핀 크림슨 리조트&스파, 세부시티메리어트호텔과 

5. 2013 각종 협약 및 선정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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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각 글로벌 호텔·관광·레포츠 인재 양성을 위한 산학협력 

MOU를 체결했다.

원광보건대학교는 관광휴양 도시인 필리핀 세부를 국제 호

텔관광서비스 인재 양성의 전략적 핵심 기지로 삼고 해외 

산업체 현장을 경험할 수 있는 샹그릴라 리조트&스파, 세

부시티 메리어트호텔, 크림슨 리조트&스파와 협력 관계를 

체결하였으며 이외에도 플랜테이션 베이, 임페리얼 팰리

스, 레디슨 블루, 마르코폴로 호텔 등과도 협력을 통해 글

로벌 산업체 맞춤형 인재 양성을 위한 인턴십 프로그램을 

진행할 계획이다. 

원광보건대학교는 호텔·관광 서비스 계열의 경쟁력 강화와 

해외 관광객 유치 및 교류 활성화를 위하여 2009년도에 원

광여행사를 인수하였으며 필리핀 유수 호텔과 산학 협력 네

트워크를 구축하는 한편 학생들의 외국어 실력과 현지 문화

에 대한 이해를 높이기 위하여 2011년도 세부에 원광글로

벌교육센터를 구축하여 1:1, 1:다수의 현장감 넘치는 화

상영어 교육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또한 매학기 방학에

는 필리핀 현지에서 해외어학연수 및 문화체험, 봉사활동을 

진행하여 글로벌 리더로 성장하기 위한 인성 함양 교육까지 

실시하고 있다.

원광보건대학교와 협약을 체결한 크림슨 리조트&스파는 필

리핀 세부의 막탄 섬에 위치하여 2009년 10월에 설립되었으

며 전체 객실 290여개, 디럭스룸 및 디럭스가든 250여개, 

풀빌라 40개와 스파시설, 컨벤스룸, 레스토랑 등의 부대시

설을 갖추고 있다. 또한 마닐라와 보홀 지역에도 오픈 예정

으로 최근 필리핀 호텔 산업계에서 급부상하고 있으며 타 호

텔과는 다른 차별화되고 고급화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크림슨 리조트&스파의 Alan James Montenegro 총지배

인은 ‘최근 한국 고객들이 급격히 증가하여 한국어와 영어를 

할 수 있는 인력 수요도 늘어나고 있는데, 이러한 시점에 원

광보건대학교에서 현지 문화를 경험하고 어학 실력을 겸비

한 우수한 자원을 지원하겠다고 하여 인턴십 프로그램을 적

극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원광보건대학교는 2012년 한 해 동안 해외 어학연수, 해외 

인턴십, 해외취업연수 등의 프로그램으로 약 160명의 학생

들을 미국, 호주, 싱가포르, 필리핀, 홍콩, 아랍에미레이

트 등의 국가로 파견하였으며 인턴십 종료 후 현지에 계속 

남아 취업에 성공한 학생들도 27명에 달하고 있다. 2013년

도에도 더욱 다양한 국가와 산업체에서 현장 실무를 경험하

고 취업에 성공할 수 있도록 현지 네트워크 구축과 프로그

램의 내실화에 만전을 다할 계획이다.

일자 _ 2013년 3월 8일

제목 _ 원광보건대학교 2013 전문대학 
글로벌현장학습 선정

원광보건대학교(총장 김인종)가 지난 4일, 교육과학기술부 

주관 ‘2013학년도 전문대학 글로벌 현장학습 사업’에서 총 

22명 학생이 선발되어 2013학년도 해외 산업체 맞춤형 글

로벌 인재 양성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전문대학 글로벌현장학습은 전문대학생들에게 해외 현장학

습의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어학능력, 전공 실무능력 및 현

장적응력을 배양하여 학생들의 글로벌 역량을 강화하고 취

업률을 향상시키고자 교육과학기술부에서 주관하고 전문대

학교육협의회에서 운영하는 사업으로 올해부터는 기존과 

다르게 대학별 파견 인원을 전문대학교육협의회에서 지정

하고 최종 파견 학생 선발 권한은 대학에 위임하여 대학의 

학생 선발 및 관리에 대한 책무가 강화되었다. 

올해 사업에 선정된 전국 52개 전문대학에서 해외에 파견할 

예정이며, 원광보건대학교는 영어권 16명, 일본·홍콩권 

3명, 중국·동남아권 3명, 총 22명이 선정되어 작년에 이어 

올해도 호남·제주·충청·강원을 포함하는 지역권에서 뿐

만 아니라 전국에서도 최상위권을 차지하는 놀라운 성적을 

거두었다.

특히 글로벌 현장학습사업의 선발 성과는 각 대학의 국제화

지수의 중요한 평가 자료로써 해당 대학의 글로벌 교육역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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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표가 상승하여 교육과학기술부 교육역량강화 프로그램을 

추진함에 있어 정량지표의 우수한 성적을 선정하는 중요한 

역할을 한다.

원광보건대학교는 국내최초 고등교육기관으로는 유일하게 

2011년 필리핀에 원광글로벌교육센터를 구축하여 재학생

들에게 온라인 실시간 레벨별 맞춤형 화상영어 수업을 제공

하여 학생들의 글로벌 인재육성 및 교육역량이 강화되는 성

과를 이루고 있다.

원광보건대학교 김인종 총장은 “화상영어 수업과 해외 어학

연수 및 봉사활동, 교내 토익&회화 사관학교 등의 다양한 

어학 프로그램으로 재학생들의 해외 진출에 필요한 기본 영

어 능력을 확보하였으며 또한 해외 산업체와의 적극적인 산

학협력 네트워크 구축으로 올해 전문대학 글로벌현장학습 

사업에서 역대 최고의 성과를 거둘 수 있었다”며 “앞으로도 

전 학과 재학생들의 NEAT 화상영어 수업을 통해 현장 체험

형 실용 영어 교육을 강화하고 전공 분야별 해외 산업체를 

적극 발굴하여 맞춤형 현장학습을 진행할 뿐만 아니라 현장

학습 후 해외 취업까지 연계하겠다”고 밝혔다.

원광보건대학교는 지난 2월 27일 헤럴드경제와 코리아헤

럴드에서 제정한 2013 대한민국 교육산업대상에서 ‘글로

벌 전문인력양성 프로그램’ 분야 대상을 수상하여 명실상부

한 글로벌 산업체 맞춤형 인재 양성 교육기관으로 인정받

았으며 교육역량강화사업 및 대학대표브랜드사업의 성과

로 지난해 65명의 해외취업 및 해외인턴생을 파견하였으며 

2013년도에도 더욱 다양한 국가와 산업체에서 현장 실무를 

경험하고 해외 취업에 성공할 수 있도록 어학교육 강화, 해

외 네트워크 구축, 프로그램의 내실화, 현장학습 후 취업 

연계 멘토링제 활성화에 만전을 다하며 이와 연계하여 해외 

각국에 6개 출장소를 개소하여 글로벌 인재대학으로 거듭 

날 계획이다.

일자 _ 2013년 3월 12일

제목 _ 원광보건대학교 김신무 교수, 
 ‘황조근정훈장’ 수훈

원광보건대학교(총장 김인종) 임상병리과 김신무 교수가 정

부로부터 ‘황조근정훈장’을 수여받았다.

김교수는 36년 간 교육계에 봉직하며 연구·학술활동을 통

해 성실하고 타인을 배려할 수 있는 인재양성에 뜻을 두고 

수많은 후학을 양성하는데 헌신해왔으며, 우리나라 임상병

리학의 발전에 기여하고 후학교육에 이바지한 공로를 인정

받아 본 훈장을 받게 되었다. 

 김교수는 1977년 원광보건대학교에 임용되어 초대 도서관

장, 학생처장, 보건과학연구소장 역임하였고 원광보건대학

교의 발전의 기틀을 다졌으며, 대외적으로는 한국 임상병리

학과 교수협의회장, 미생물교수 협의회장, 한국보건의료인 

국가시험위원, 대한미생물검사학회 학회장, 대한임상검사

학회지 편집위원장 등을 역임하면서 임상병리학의 발전을 

이루는 데 크게 이바지 하였다.

김교수는 학문 탐구 열정도 남달리 강해서, 일본 혐기성세

균 연구소에서 연구원으로도 활동하며, 일본 감염증학회지

에 논문을 싣고, 혐기성(嫌氣性) 세균 분야의 우리나라 수

준을 높이는데도 큰 역할을 하였다. 그 사실은 11권이나 되

는 저서와 75편에 이르는 연구논문이 증명하고 있다.

퇴임을 맞이한 김교수는 “지금껏 원광보건대학교 임상병리

과의 새 역사를 만들어간다는 일념 하나로 학교생활에 매우 

열성적으로 임하였고, 앞으로 우리대학을 떠나더라도 본교 

발전을 위해서, 사회를 위해서 보람된 봉사활동에 좀 더 관

심을 가지겠다.”고 말했다.

김인종 총장은 지난 달 정년퇴임식 송공사에서 “36년의 세

월 동안 학교의 발전과 학생들의 행복한 미래를 위해 누구

보다 열정적으로, 그리고 따뜻한 사랑으로 살아오신 교수님

의 노고에 감사드린다.”며, “퇴직 후에도 대학 발전을 위해 

변함없는 애정과 관심을 보내주시길 바란다.”고 덧 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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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자 _ 2013년 3월 12일

제목 _ 원광보건대학교 실용음악과, 
임아름 동문  KBS 사랑의 리퀘스트 
김남훈 학생  M-net 보이스코리아2 
방송출연

원광보건대학교(총장 김인종) 실용음악과의 임아름, 김남

훈 학생이 연이어 방송출연 소식을 전했다.

실용음악과 임아름 동문은 실용음악과 박완규 교수와 함께 

KBS “사랑의 리퀘스트”에 출연하였다. “사랑의 리퀘스트”

는 어려운 이웃의 아픔을 함께 느끼며, 작은 정성을 나누는 

프로그램으로 남편과 헤어진 뒤, 세 자녀를 홀로 키우다 말

기신부전증에 걸려 의식불명 상태로 중환자실에 누워있는 

45세 ‘이정하’씨를 돕고자 출연하였다. 

프로그램에서 임재범의 ‘사랑보다 깊은 상처’를 듀엣으로 불

렀고, 열심히 학과에서 갈고닦은 자신의 전공을 대중들에게 

선보임으로써 기량을 더욱 향상시키고, 음악을 통해 소통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했으며, 그동안 꾸준한 방송 출연을 하

며 자신의 매력을 발산하였다.

그동안 출연한 프로그램은 [라디오]우희진 FM 스페셜, 박

철 대한민국 유행가, 오지혜 좋은 사람들, 박준형 해피타

임, 신동 심심타파, [TV] 천년의 사랑, T-START 식신로

드 110화, OBS 콘서트 고백, KBS 열린음악회에 이어 3월 

9일(토) 사랑의 리퀘스트에 실용음악과 박완규 교수와 함께 

출연했다. 

그리고 원광보건대학교 실용음악과 2학년 김남훈 군은 보

이스코리아2에서 자신을 “천재 편곡가”라고 소개했고, 티

아라의 '롤리폴리‘를 색다르게 편곡해서 본선에 진출했다.

본선 진출에 성공한 김남훈 학생은 본인 스스로 “노래를 섹

시하게 부른다. 남들은 변태라고도 한다. 이번에 제 편곡 

실력을 평가 받겠다”고 각오를 전했고, 김남훈 학생을 선택

한 길 코치는 “희한한 분들이 많이 온다. 정말 좋아한다. 이

런거 좋아하는데 많이 놀랐다”고 김남훈 노래를 들은 소감

을 밝혔다.

실용음악과 학과장 노형우 교수는 “한 학기 동안 빠듯한 강

의와 버거운 과제에도 불구하고 자신들의 기량을 마음껏 펼

치기 위해 최선을 다하는 학생들의 모습을 보면서 잊고 지

냈던 열정과 의지를 오히려 그들을 통해 배웠다”며, “이들

이 우리나라 미래의 문화를 이끌어갈 전문 예술인으로 성장

할 수 있도록 심혈을 기울여 지도해 나갈 계획이다”고 전했

다.

한편 2010년에 신설된 원광보건대학교 실용음악과는 작편

곡, 보컬, 기악 등 다양한 커리큘럼을 통해 보다 전문화되

고 특화된 교육을 실시하며 학생들에게 최고의 경쟁력을 배

양, 각 분야의 전문 음악인을 배출함으로써 대중예술의 선

도적 역할을 담당하고자 한다.

일자 _ 2013년 3월 14일

제목 _  원광보건대학교 ‘2013년 Rainbow 
School‘ 위탁기관 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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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광보건대학교(총장 김인종) 다문화가족 교육상담센터

는 여성가족부에서 (재)무지개청소년센터에 위탁해 실시

하는 중도입국자녀를 대상으로 하는 프로그램인 Rainbow 

School(전국 8개 지역 선정)에 선정됐다고 밝혔다.

 ‘Rainbow School’은 결혼이민자들의 모국에서 입양이나 

초청을 통해 우리나라에 들어온 다문화가족자녀인 중도입

국 자녀들에게 교육의 기회를 줌으로써 한국사회에 빠른 적

응과 교육의 기회를 제공하는 프로그램이다. 

‘Rainbow School’은 2010년 시작한 사업으로 서울, 부산 

경기도등 전국8곳에서 운영되고 있으며 호남지역에서는 ‘원

광보건대학교 다문화가족교육상담센터’가 유일하게 선정되

었고, 전국의 11개 대학이 각 시·도별 사업 운영기관으로 

최종 선정됐다.

이에 따라 원광보건대 다문화 가족 교육상담센터는 2013년 

3월 18일부터 12월 31일까지 학교에 진학할 중도입국자녀

를 대상으로 학업수행 및 일상생활에 필요한 한국어교육과 

교우관계 및 자아정체성프로그램, 진로지도, 정서·심리지

원 등의 교육을 실시할 예정이다.

원광보건대학교는 우리사회에 다문화가족이 급증하는 현

실에서 다문화복지과를 개설하여 결혼이민자등 다문화 가

족과 더불어 함게 생활하고 한국문화에 빠른 적응을 지도할 

다문화복지 전문가를 양성하고 있으며, 다문화가족교육상

담센터에서는 금번 사업선정에 따른 “Rainbow School”운

영과 더불어 앞으로도 다문화가족을 대상으로 다문화가정 

부모교육 및 다문화 정보실 운영을 통하여 무지개처럼 조화

로운 다문화사회를 만들기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여 나갈 

계획이다.

 

일자 _ 2013년 3월 20일

제목 _  원광보건대학교-싱가폴 다이멘션 대
학 및 해외 취업알선기관인 TCC와 
국제교류 업무지원 MOU 체결

원광보건대학교(총장 김인종)가 지난 7일(목) 싱가폴의 다

이멘션 대학 및 해외취업 전문기관인 TCC 와 국제교류 업

무지원 MOU를 체결했다.

이날의 협약식에는 원광보건대학교 김남일 대외부총장, 이

영환 국제개발원 부원장, 다이멘션 대학의 빈센트 탕 회장, 

여문장 이사, TCC의 켄 우 이사 등 각 기관의 주요인사가 

참석, 상호협력 네트워크 구축을 통한 글로벌 인재양성 촉

진과 업무 교류 활성화 등 상호발전을 위해 협력키로 합의

했다.

세부 협약내용으로는 ▲상호간의 교수 및 학생 교류 ▲상호 

학점 인정 ▲현지취업정보 제공 및 교육훈련 ▲글로벌 현장

학습 등이며, 본 협약을 통해 양 기관은 국제 교류 사업 및 

해외 취업과 관련된 다양한 상호 협조 및 지원체계를 구축

할 전망이다. 

특히, 호텔 관광 조리 분야의 특성화 대학인 다이멘션대학

과는 공동학위제를 통하여 양교에서 일정기간 수학 후 학위

를 공동으로 취득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하였다. 

김남일 대외부총장은 “우리대학 학생들이 화상 영어교육을 

통해 향상된 외국어실력으로 해외취업에 도전하고 있으며,  

이번 협약체결을 계기로 외국어 능력과 전공을 살려 해외에 

취업할 수 있는 기회가 더욱 확대되었을 뿐만 아니라  해외 

대학 학위도 취득할 수 있게 되었다.”라고 전했다.

원광보건대학교는 현재 미국, 호주, 캐나다, 일본, 싱가

폴, 중국, 몽골, 필리핀, 캄보디아, 베트남, 네팔 등 각국 

교육기관과의 글로벌 교육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있으며, 

2012년에 미국, 호주, 싱가폴, 두바이, 필리핀, 홍콩 등에 

교육과학기술부 주관 글로벌 현장학습 및 해외 인턴십 프

로그램으로 62명을 파견하였으며, 2013년 글로벌현장학

습 22명이 선정되었다. 금번 3월에는 베트남 유학생 18명

을 유치하는 등 유학생유치 활성화 및 학생 글로벌 인재 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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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을 위해 전문대학 글로벌 현장학습사업뿐 만 아니라 해

외 어학연수, 해외 봉사활동, 해외 취업연수과정, 토익 & 

회화 사관학교, 원어민 영어교사 지원사업, 국내외 영어캠

프, 외국어 전공강의 등 각종 글로벌 역량 강화 사업을 추진

하는 한편, 실시간 화상영어 수업을 도입해 국제화에 준비

된 인재를 양성하는 글로벌 대학으로 발전해 나가고 있다.

일자 _ 2013년 3월 25일

제목 _  원광보건대학교 ‘2013년 소상공인대
학 창업학교’ 선정

원광보건대학교(총장 김인종) 산학협력단은 중소기업청에

서 실시하는 소상공인의 창업준비의 교육을 주관하는 창업

교육기관인 ‘소상공인대학 창업학교’에 선정됐다고 밝혔다.

‘소상공인대학 창업학교’는 소상공인 창업교육에 적합한 교

육 인프라를 보유한 우수 민간창업 교육기관을 선별·지정

하여, 예비창업자를 성공창업으로 이끌어 갈 소상공인 창업

산실로서 핵심역할을 수행하는 소상공인 전용 창업교육기

관을 말한다.

‘소상공인대학 창업학교’는 실전 창업교육 194개 과정, 업

종전환교육 582개 창업과정을 준비하고 전국 100개 기관에

서 교육을 시작한다. 원광보건대학교는 2012년도 소상공

인 창업학교(전북지역 2개 기관 선정) 선정에 이어 2013년

도 소상공인대학 창업학교로 전북지역 소상공인을 위한 창

업교육 및 경영개선교육 기관으로 선정이 되었다. 

이에 따라 원광보건대 산학협력단은 2013년 3월부터 7월 

30일까지 전북지역의 소상공인 창업 및 경영개선교육기관

으로 선정되어 뷰티 및 외식산업 등 다양한 분야에 지원을 

할 수 있는 교육을 통해 지역소상공인들의 발전에 기여하

여, 산학의 연계를 통한 애로기술지도 프로그램을 실시할 

예정이다.

이 프로그램은 실전창업과정과 업종전환과정으로 실시되

며, 실전창업분야는 미용분야와 외식분야로 130시간 교육

할 예정이며, 업종전환과정은 현재의 사업을 하고 있는 사

업자 중 업종을 전환하고자 하거나 재창업 하고자 하는 자

에게 8시간의 교육을 수료한 후 실제 창업을 하게 되는 경우  

소상공인지원금을 최대 7,000만원까지 저리로 지원하는 

과정이다 .

원광보건대학교는 지역을 대표하는 간호·보건계열 특성화 

대학의 경쟁력과 함께 활발한 산학협력 및 국제교류, 현장 

맞춤형 실용교육을 통해 비보건 계열 학과의 경쟁력을 크게 

향상시켰다. 그 결과 2012년 산학협력선도대학육성사업

(LINC)선정, 2012년 창조캠퍼스사업 선정, 2013년 커플

링사업 선정 등 재정지원사업에 선정되었고 캡스톤디자인, 

산학연공동기술개발·연구에 이어 금번 ‘소상공인대학 창업

학교’선정을 통해, 앞으로도 전북지역의 소상공인 창업 및 

경영개선교육기관으로서 뷰티 및 외식산업 등 다양한 분야

에 지원을 할 수 있는 교육과 산학의 연계를 통한 애로기술

지도 등을 통해 지역소상공인들의 발전에 많은 노력을 기울

여 나갈 계획이다. 

자세한 사항은 원광보건대학교 산학협력단(063-840-

1154) 또는 노정애 교수(010-5381-8295)로 문의하면 된

다.

일자 _ 2013년 3월 26일

제목 _ 원광보건대학교 한벳언어교육  
MOU 체결
베트남 유학생 18명 한국어학과정 입학

원광보건대학교(총장 김인종)가 지난 18일 베트남 유학생 

18명이 한국어학과정에 입학하여 외국인 유학생 오리엔테

이션을 실시했다고 전했다. 이는 2012년 11월 베트남 ‘한

벳언어교육’과 상호협력 MOU를 체결한 후 처음 교류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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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학생들로서 본교 한국어학당에서 한국어를 배운 후 전공 

과정에 입학할 예정이다.

원광보건대학교는 한국어학과정을 개설한 이후 2009년도

에 약 100여명의 외국인 유학생을 유치하였으며, 중국, 베

트남, 네팔, 캄보디아, 라오스, 태국, 몽골, 잠비아 등의 

다양한 국적의 유학생들이 어학과정에서 수학하였다. 또

한 한국 기업 진출이 활발하고 한국으로의 인력 및 방문객

이 증가하고 있는 베트남과의 글로벌 인재 양성을 위하여 

2012년 11월 하노이의약전문대학교, 락홍대학교와 학술 

및 학생 교류에 관한 협약을 체결하였다.

원광보건대학교는 이번 한국어과정에 입학한 베트남 유학

생의 안정적인 한국 유학 생활을 도모하기 위하여 유학생 

전용 기숙사를 제공할 뿐만 아니라 베트남 유학생 전담 인

력을 통하여 한국어 수업 및 한국 생활에 대한 고충 및 애로 

사항에 대한 정기적이고 상시적인 상담 서비스도 제공하게 

된다. 또한 다양한 한국 문화 체험을 통해 현장 맞춤형 실용 

한국어 교육을 실시하고 한국어능력시험(TOPIK) 대비반을 

운영하여 한국어 실력 향상을 위한 지원도 강화할 계획이

다.

특히 원광보건대학교는 외국인 유학생에게 전문적이고 특

화된 한국어 및 한국 문화 교육을 제공하기 위하여 대학 내

에 한국어교사양성과정을 운영하여 한국어 교사가 갖추어

야 할 언어학, 한국어학, 한국어교육 및 한국문화 등의 전

문적인 교육을 실시하고 있으며 이렇게 양성된 한국어 교사

는 국내의 한국어학당 뿐만 아니라 해외에 파견되어 한국어 

및 한국문화 보급을 위한 교육 및 특강 등을 지원하고 있다. 

원광보건대학교는 또한 언어교환프로그램의 일환으로 외국

인 유학생과 재학생 간의 ‘버디버디’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한국문화체험(음식, 자원봉사, 사물놀이 등) 프로그램을 통

해 유학생들에게 정서적으로 한국생활에 적극적으로 참여

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고 있다.   

원광보건대학교 김남일 대외부총장은 “이번 베트남 유학생 

교류를 통해 베트남과의 상호 인적교류를 활성화 시킬 뿐

만 아니라 유학생들의 안정적이고 성공적인 유학 생활을 지

원하기 위하여 한국문화 체험형 한국어 교육에서부터 한국

생활 적응 상담 지원, 현장 맞춤형 전공 심화 교육, 전담 지

도교수를 통한 방과 후 학습 지원, 인턴십 및 취업 연계까지 

원스톱 서비스를 제공하여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외국인 유

학생 인재양성의 성공적 모델을 구축하겠다”고 밝혔다. 

원광보건대학교는 이번 베트남 유학생 교류 이외에도 현재 

미국, 호주, 캐나다, 일본, 싱가포르, 중국, 몽골, 필리핀, 

캄보디아, 베트남, 네팔 등 각국 교육기관과의 글로벌 교육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있으며 그 결과, 2012년에 미국, 호

주, 싱가포르, 두바이, 필리핀, 홍콩 등에 교육과학기술부 

주관 글로벌 현장학습 및 해외 인턴십 프로그램으로 62명을 

파견했고, 2013년 글로벌현장학습 22명이 선정되었다. 학

생 글로벌 인재 육성을 위해 전문대학 글로벌 현장학습사업

뿐만 아니라 해외 어학연수, 해외 봉사활동, 해외 취업연수

과정, 토익 & 회화 사관학교, 원어민 영어교사 지원 사업, 

국내외 영어캠프, 외국어 전공강의 등 각종 글로벌 역량 강

화 사업을 추진하는 한편, 실시간 화상영어 수업을 도입해 

국제화에 준비된 인재를 양성하는 글로벌 대학으로 발전해 

나가고 있다.

또한 다문화가족의 한국 사회 적응을 지원하기 위하여 매년 

다문화가정 지원사업을 진행하고 있으며, 올해 3월에는 여

성가족부에서 주관하는 “Rainbow School”프로그램에 선

정되어 중도입국자녀를 대상으로 한국사회 적응을 위한 한

국어교육 및 자아정체성·진로·정서·심리 지도 등의 교육

을 실시하고 있다. 또한 국내뿐만 아니라 해외에서의 한국

어 교육 활성화를 위하여 올해 1월부터 필리핀 세부에 설립

된 원광글로벌 교육센터에서 필리핀인을 대상으로 무료 한

국어 수업 및 한국인과 함께하는 한국문화 체험을 실시하여 

한국어의 우수성과 한국문화를 널리 전파하고 한국어의 세

계화에 앞장서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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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자 _ 2013년 4월 2일

제목 _  원광보건대학교 학교기업 원광여행
사, (재)전라북도인재육성재단 글로
벌 인재육성 프로그램 선정

원광보건대학교(총장 김인종) 학교기업 원광여행사가 

‘2013년도 글로벌 체험 해외연수’ 프로그램의  진행 주관사

로 선정됐다.

(재) 전라북도 인재육성재단이 주관하는 ‘2013년도 글로벌 

체험 어학연수는 전라북도의 지역발전과 세계의 미래발전

을 이끌어 나아갈 글로벌 우수인재를 발굴 및 육성하기 위

하여 전라북도와 (재)전라북도 인재육성재단에서 총 670명

을 선발하여 해외에 파견하는 프로그램이다.

참석 대상은 부·모·기타보호자 중 1인이 도내에 계속 1년 

이상 주소를 둔 부모의 자녀로서 도내에 재학 중인 초등학

생 5학년 이상부터 대학생까지이며 연수 기간은 초등·중학

생 8주, 고등학생 12주, 대학생 24주~48주 정도이며, 캐

나다, 호주, 뉴질랜드 중국, 일본 등에 파견할 예정이다. 

프로그램에 참여할 학생들은 영어에 대한 자신감 배양은 물

론, 캐나다 친구들과의 교류를 통해 문화와 정서를 공유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지게 된다.

학교기업 원광여행사는 제안 설명회에서 글로벌 어학교육

과 관련된 우수한 인적·물적 자원을 비롯해 어학연수, 의료

관광 등 다 년 간의 여행업무 노하우를 바탕으로 한 탄탄한 

인프라를 통해 최상의 연수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는 장

점을 인정받아 우선협상 적격회사로 선정됐다.

원광여행사의 글로벌 인재육성 프로그램 사업은 캐나다 온

타리오주 나이아가라 캐톨릭 교육청과의 긴밀한 협력을 통

해 여름학기 50명과 겨울학기 50명 총 100명의 연수생에 

대해 체계적 홈스테이 프로그램으로 어학은 물론 타국의 문

화와 정서를 경험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는 특징이 있

으며, 대학 측은 필리핀 현지에서 운영 중인 글로벌교육센

터를 활용한 화상영어교육을 통해 연수 후 학생 관리에도 

만전을 기할 계획이다.

원광보건대학교는 글로벌 인재육성 프로그램 사업 이외에

도 현재 미국, 호주, 캐나다, 일본, 싱가포르, 중국, 몽골, 

필리핀, 캄보디아, 베트남, 네팔 등 각국 교육기관과의 글

로벌 교육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있으며 그 결과, 2012년에 

미국, 호주, 싱가포르, 두바이, 필리핀, 홍콩 등에 글로벌 

현장학습 및 해외 인턴십 프로그램으로 62명을 파견했다. 

또한 2013년도 교육과학기술부 주관 ‘전문대학 글로벌현장

학습’에 총 22명의 학생이 선정되었다. 학생 글로벌 인재 육

성을 위해 전문대학 글로벌 현장학습사업뿐만 아니라 해외 

어학연수, 해외 취업연수과정, 해외 인턴십 과정, 해외 봉

사활동, 토익 & 회화 사관학교, 원어민 영어교사 지원 사

업, 국내외 영어캠프, 외국어 전공강의 등 각종 글로벌 역

량 강화 사업을 추진하는 한편, 실시간 화상영어 수업을 도

입해 국제화에 준비된 인재를 양성하는 글로벌 대학으로 발

전해 나가고 있다.

원광여행사 사장 및 의료관광코디네이션과 학과장으로 재

직 중인 이승용 사장은 우리 원광보건대학교의 글로벌 인재

육성 프로그램의 노하우를 활용하여, “이시대의 기둥인 청

소년들이 훈훈한 가슴을 지닌 창의적이고 도전적인 글로벌 

리더로 자랄 수 있도록, 자녀를 보살피는 마음으로 가장 안

전하고 큰 효과를 거둘 연수진행을 약속한다.”며, “본 사업

을 통한 글로벌 인재육성으로 도내 초·중·고교 학생들의 

영어능력 향상은 물론 사교육비 절감 등 전라북도 지역 글

로벌 인재육성과 지역사회 발전의 일익을 담당하고자 한다”

고 전했다. 



2013
원 광 보 건 대 학 교  연 감

327Ⅲ. 행정부서, 학과별 주요 업무 및 행사

일자 _ 2013년 4월 8일

제목 _  원광보건대학교-(주)더덴탈솔루션 
글로벌 인재 양성을 위한 MOU 체결
로 유학생 산업체 해외취업 지원

원광보건대학교(총장 김인종)가 치기공업 분야 글로벌 기업

인 (주)더덴탈솔루션과 기업의 인력 및 기술 개발을 지원하

고 우수인재를 양성하기 위해 상호 협력하는 MOU를 체결

했다.

원광보건대학교와 협약을 체결한 (주)더덴탈솔루션은 치과

기공물을 생산, 수출하는 글로벌 기업으로 미국은 물론, 호

주와 유럽, 캐나다, 일본 등에서 치과기공물을 수주하여 생

산하고 있으며, 2009년에는 중소기업청에서 수출유망중소

기업으로 지정되었고, 미국 FDA 승인과 미국치과기공소 

인증을 받는 등 해외에서도 그 기술력과 역량을 높게 평가 

받는 기업이다.

주요 협약내용은 ▲현장 맞춤형 교육 프로그램 개발 및 학

술·기술 정보의 공유 ▲현장 실습 및 연수, 기업 인턴십 등 

다양한 연계 프로그램의 개발 및 진행 ▲치기공학 교육의 

선진화 및 글로벌화를 위한 고동 개발 및 연구 ▲학생 취업

에 대한 적극적인 협조 및 지원(외국인 학생 포함) ▲해외 

취업 및 연수를 위한 공동 노력 등이며, 본 협약을 통해 양 

기관은 기업의 인력 및 기술 개발을 지원하고, 기업체 맞춤

형 글로벌 인재를 양성하여 상호 공동 발전을 도모할 예정

이다.

이번 산학협력 약정 체결을 계기로, 원광보건대학교 치기공

과 학생들이 현장맞춤형 교육프로그램을 통하여 최신기술

을 습득하고 현대화된 치기공 산업현장에서 실습할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되었으며, 이를 통해 국내외 치기공 부문에서의 

취업기회 및 취업경쟁력이 크게 향상되었다.

현재 원광보건대학교 치기공과는 국내·외적인 방향으로 졸

업생들의 취업을 위하여 각 지역 및 분야에 따라 연계성을 

가지고 학생들이 더 넓은 공간으로 진출할 수 있도록 진행 

중이며, 금년에는 치과기공 분야에서 최고의 기술력을 갖고 

있는 CAD/CAM System을 도입하여 재학 중인 학생들이 

취업 후에 경험해 볼 수 있는 기술력을 학교에서 교육받고 

지식과 정보를 습득 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하였다.

원광보건대학교는 한국학생 및 해외 유학생이 관련 전공을 

수학한 후 국내 또는 해외에서 취업 및 창업을 할 수 있도록 

특화된 산업체 맞춤형 교육을 실시하고 산업체에 취업하는 

프로그램을 운영하며 글로벌 인재육성사업과 해외취업을 

연계하여 글로벌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있다.

일자 _ 2013년 4월 8일

제목 _  원광보건대학교 유학생 한국전통문
화체험 및 유학생 산업체 맞춤형 교
육과정 운영

원광보건대학교(총장 김인종) 국제개발원에서 지난 3월 

29일 외국인 유학생들을 대상으로 한국 전통문화체험 행사

를 진행하였다.

한국의 전통문화와 멋을 느낄 수 있고 옛 선조들의 자취가 

살아 숨 쉬는 전주한옥마을을 방문한 유학생들은 한국 전통 

주거 공간인 한옥 체험, 한국전통 의상체험, 한국전통 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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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와 함께 해외에서 외국인들에게 가장 널리 알려진 음식

인 비빔밥을 직접 만들어 먹는 시간도 가졌다. 또한 한국전

통 의상체험에서는 한복의 아름다운 색채와 고운 선에 유학

생 모두가 감탄하며 전주한옥마을 투어가 끝날 때까지 한복

을 벗지 않을 정도로 한국의 전통 의상에 매료되었다. 

이번 행사에 참여한 베트남 신입생 ‘레꾸윽융(Le Quoc 

Dung)’씨는 교실에서만 하는 한국어 수업이 아닌 교실 밖 

체험활동으로 한국 문화를 더 잘 이해할 수 있었으며 비빔

밥 체험 시간에는 요리를 가르쳐 주신 선생님이 타국에서 

생활하는 유학생들을 위해 특별히 김치전까지 덤으로 만들

어 주셔서 한국의 후덕한 인심까지 느꼈으며, 나중에 베트

남의 문화도 한국에 널리 알릴 수 있도록 한국어 실력 향상

에 매진하겠다”고 체험에 대한 소감을 밝혔다.  

특히 이번 행사에 원광보건대학교만의 차별화된 ‘버디버디 

프로그램’으로 다문화복지과 등 각 학과의 유학생 선배들이 

참여하여 신입생들과 함께 한국문화체험을 진행하면서 한

국의 예절 문화에서부터 한국어 공부법, 한국인 친구 사귀

는 방법, 실용적인 물건 구매법까지 실생활에서 필요한 다

양한 정보를 제공하여 처음으로 모국을 떠나 새로운 문화를 

경험하는 신입 유학생들이 한국에 대한 자부심을 가지고 한

국 생활을 잘 적응해 나갈 수 있도록 선배 멘토 역할을 톡톡

히 하였다. 

원광보건대학교 국제개발원 김남일 원장(부총장)은 “유학

생들이 다양한 한국 문화 경험을 통해 자연스럽게 한국어를 

습득할 수 있도록 풍부한 문화 체험 프로그램을 지원할 뿐

만 아니라 외국인 선배와 후배, 한국인과 유학생, 지도교수

와 유학생, 대학직원과 유학생간의 멘토링 제도를 활성화하

여 학업 및 생활에 대한 고충을 해소하고 한국 생활에 대한 

자긍심을 키워 졸업 후 친한 인사의 확대와 각국 문화 교류

에도 기여하도록 힘쓰겠다”고 밝혔다. 

원광보건대학교는 유학생이 관련 전공을 수학한 후 국내 또

는 고국에 돌아가 취업 및 창업을 할 수 있도록 특화된 유학

생 산업체 맞춤형 교육을 실시하고 산업체에 취업하는 프로

그램을 운영하며 글로벌 인재육성사업과 해외취업을 연계

하여 글로벌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있다. 

또한 미국, 호주, 캐나다, 일본, 싱가포르, 중국, 몽골, 필

리핀, 캄보디아, 베트남, 네팔 등 세계 각국의 교육기관과 

글로벌 교육 네트워크 구축을 통해 원어민 화상영어 수업, 

해외 어학연수 및 봉사활동, 글로벌 현장학습 및 해외 인턴

십, 해외 취업연수과정, 토익&회화 사관학교, 원어민 영

어교사 지원 사업, 국내외 영어캠프, 외국어 전공강의 등을 

진행하고 있으며, 2013년도 교육부에서 주관하는 전문대

학 글로벌 현장학습사업에 선정된 22명의 학생이 4월 중순

부터 해외 각국으로 파견되어 전공분야 현장학습을 진행할 

예정이다. 또한 원광보건대학교에서 운영하는 학교기업 원

광여행사가 지난 2일 (재)전라북도 인재육성재단이 주관하

는 ‘2013년도 글로벌 체험 해외연수’사업에 선정되어 원광

보건대학교 재학생에 국한되지 않고 지역사회의 발전과 미

래 발전에 기여할 주니어 인재육성에도 중추적인 역할을 하

는 세계적인 대학으로 발전해 나가고 있다.          

일자 _ 2013년 4월 9일

제목 _  M-net 슈퍼스타 K5 원광보건대학
교에서 ‘슈퍼 캐스팅 투어’ 실시예정

국내 오디션 프로그램인 슈퍼스타K(슈스케) 시즌5 예선 오

디션이 원광보건대학교(총장 김인종)에서 열린다.

원광보건대학교는 오는 5월 13일(월) 오후 1시부터 원광보

건대학교에서 ‘슈스케5’ 예선 오디션이 펼쳐진다고 밝혔다. 

이번 오디션은 Mnet ‘슈스케5’가 접수 방식을 확대해 찾아

가는 오디션 ‘슈퍼 캐스팅 투어’를 진행하면서 이뤄지게 됐

다.

‘슈퍼 캐스팅 투어’는 합격 시 3차 예선으로 직행하는 오디

션 코스라는 점이 특징이다. 이번 오디션에는 원광보건대학

교 학생이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으며, 이미 ARS에 지원한 

참가자도 중복 지원이 가능하며, 심사는 슈스케5 제작진이 

진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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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용음악과 노형우 학과장은 “끼 넘치고 재능 있는 우리학

교 학생들이, 기적을 노래하는 학생들의 원조 오디션 프

로그램인 슈퍼스타K에서 최고의 기량을 뽐내기를 기대 한

다.”며 원광보건대학교 재학생들이 불편함 없이 오디션을 

볼 수 있도록 만전의 준비를 다 할 것”이라고 각오를 다졌

다.

한편 M-net에 따르면 ‘슈스케5’는 지난달 7일부터 접수를 

받아 4일 만에 오디션 지원자 수가 10만 명을 돌파하는 기

염을 토했다.

현재 ARS와 모바일앱 외에도 다양한 창구를 마련해 지원자

를 받고 있으며, 원광보건대학교 오디션처럼 찾아가는 ‘슈

퍼 캐스팅 투어’ 역시 큰 인기를 끌고 있다. 또 시즌1부터 

5년 연속 ‘슈스케’와 함께한 심사위원, 가수 이승철 역시 ‘슈

스케5’의 심사위원으로 최종 확정돼 화제가 되고 있다.

한편 이번에 슈퍼스타K5 예선을 진행하게 될 원광보건대

학교는 이미 김남훈 학생 (M-net 보이스코리아 본선 진출

자), 임아름 동문(KBS 열린음학회, KBS사랑의리퀘스트 

출연 외)이 방송에서 자신의 매력을 선보였으며, 이번 ‘슈

스케5’ 예선에서도 많은 학생들의 잠재력을 발휘할 것을 기

대하고 있다. 앞으로도 원광보건대학교 실용음악과는 작편

곡, 보컬, 기악 등 다양한 커리큘럼을 통해 보다 전문화되

고 특화된 교육을 실시하며 학생들에게 최고의 경쟁력을 배

양, 각 분야의 전문 음악인을 배출함으로써 대중예술의 선

도적 역할을 담당하고자 한다. 

일자 _ 2013년 4월 12일

제목 _  원광보건대학교, 글로벌 리더 양성을 
위한 글로벌 현장학습 해외파견단 발
대식

원광보건대학교(총장 김인종)가 10일(수) 미국, 일본, 중

국, 필리핀, 홍콩 등지에 파견되는 ‘해외 현장실습 인턴십 

파견단’의 발대식을 가졌다.

국제적 감각과 전문 역량을 갖춘 글로벌 인재 양성을 위해 

시행되는 이번 해외 현장실습 인턴십 프로그램은 1차(19명)

와 2차(3명)로 나뉘어 출국하게 되며, 1차 참가자들이 오는 

4월 12일 첫 출국을 시작으로 2013년 8월까지 4개월간 해

외 3개 국가에서 어학연수 및 전공실습, 직무교육을 진행하

는 연계되는 프로그램이다.

전문대학 글로벌현장학습은 전문대학생들에게 해외 현장학

습의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어학능력, 전공 실무능력 및 현

장적응력을 배양하여 학생들의 글로벌 역량을 강화하고 취

업률을 향상시키고자 교육과학기술부에서 주관하고 전문대

학교육협의회에서 운영하는 사업으로 올해부터는 기존과 

다르게 대학별 파견 인원을 전문대학교육협의회에서 지정

하고 최종 파견 학생 선발 권한은 대학에 위임하여 대학의 

학생 선발 및 관리에 대한 책무가 강화되었다. 

대학 측은 학과성적 및 어학능력 평가, 1·2차 면접 등 엄정

한 심사를 통해 선발된 파견단 22명 (총 8개 학과)을 미국과 

일본, 중국, 필리핀, 홍콩에 각각 파견시킬 예정이다. 파견 

규모는 작년에 이어 올해도 호남·제주·충청·강원을 포함

하는 지역권에서 뿐만 아니라 전국에서도 글로벌 현장학습 

부분에서 최상위권을 차지하는 놀라운 성적을 거두었다.

이번 발대식에서 파견생 대표 치기공과 공정식 학생은 “작

년부터 수강한 대학 화상영어 강의와 해외어학연수 프로그

램을 통해 영어에 대한 자신감은 물론 외국 문화에 대한 관

심을 갖게 돼 지원했다”며, “졸업을 앞둔 시점에서 해외취

업 경쟁시장에 직접 뛰어들어 그동안 갈고 닦은 역량을 세

계무대에서 확인해보고 싶다”고 프로그램에 임하는 각오를 

전했다. 

원광보건대학교 김인종 총장은 “이번에 파견될 학생들에게 

학교 대표라는 자세로 성실히 현장학습에 임해줄 것을 당부

했으며, 앞으로 각종 해외 파견 프로그램뿐만 아니라 국내 

최초로 해외 현지에 개소된 글로벌교육센터에서 실시간 온

라인으로 실시되는 화상영어 수업을 통해 해외 취업 경쟁력

을 갖춘 글로벌 리더를 양성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이에 앞서, 2012년 글로벌 현장학습 우수사례로 선정된 전

지화(항공서비스과) 학생은 2013년 전문대학 글로벌 현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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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습 1차 파견단 전체 오리엔테이션(주최: 전문대학교육협

의회)에서 “학교에서 배우는 화상영어, 본인 분야 어학용어 

공부, 스마트폰 어플을 활용한 영어공부와 같은 어학의 중

요성을 강조하였고, 일하게 될 업계의 관련 규정 숙지, 업

무에 관련된 나만의 노트를 가지는 것과 같은 본인의 노하

우들에 공유를 했다. 또한 글로벌 현장학습을 통해 영어에 

대한 자신감과 국제적인 서비스 마인드를 갖추게 되는 좋은 

계기가 되었고, 그 덕분에 올해 5월부터 힐튼(Hilton)사가 

소유하고 운영하고 있는 콘라드 두바이 호텔에서 일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지게 된 것 같다”고 우수사례 소감을 발표하

였다.

원광보건대학교는 지난 2월 27일 헤럴드경제와 코리아헤

럴드에서 제정한 2013 대한민국 교육산업대상에서 ‘글로

벌 전문인력양성 프로그램’ 분야 대상을 수상하여 명실상부

한 글로벌 산업체 맞춤형 인재 양성 교육기관으로 인정받

았으며 교육역량강화사업 및 대학대표브랜드사업의 성과

로 지난해 65명의 해외취업 및 해외인턴생을 파견하였으며 

2013년도에도 더욱 다양한 국가와 산업체에서 현장 실무를 

경험하고 해외 취업에 성공할 수 있도록 어학교육 강화, 해

외 네트워크 구축, 프로그램의 내실화, 현장학습 후 취업 

연계 멘토링제 활성화에 만전을 다하며 이와 연계하여 해외 

각국에 6개 출장소를 개소하여 글로벌 인재 양성 대학으로 

거듭 날 계획이다.

일자 _ 2013년 4월 15일

제목 _  원광보건대학교, 전라북도 ‘대학 산
학관 커플링사업’ 협약식 및 발전방안 
토론회 참여

원광보건대학교(총장 김인종)가 전라북도가 주관하는 산·

학·관 커플링사업 협약식 및 발전방안 토론회에 참여하였

다.

협약식은 지난 10일 전북도청 종합상황실에서 이뤄졌고, 

김완주 도지사, 기업대표, 대학 총장 등 6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2013년 대학 산·학·관 커플링사업 협약식 및 발전

방안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도내기업 취업률 향상을 위해 교육생 선

발 시 도내 거주자 및 도내기업 취업 의견 표시 자를 우선 선

발하기로 했으며, 취업 및 미취업자 사후 관리의 필요성도 

논의됐다. 이에 도는 취업자 이직 방지를 위해 지속적인 모

니터링과 미취업자에 대해서는 DB를 구축해 교육종료 후 

2년까지 분기별로 채용 정보를 제공키로 했다. 

그 외 커플링 사업의 지속적 발전을 위해서 사업 과정별 성

과경진 대회를 실시해 우수 사업단에 대해서는 인센티브를 

부여하기로 했다. 

산·학·관 커플링사업은 일자리 미스매칭에 따른 인력수급 

불균형 해소를 위해 전라북도와 기업, 대학이 연계해 지역

기업과 전문성을 갖춘 구직자를 묶어주는 취업지원사업의 

일환으로서 원광보건대학교에서는 산·학·관 커플링사업 

주얼리 전문디자인 분야에 선정돼 연간 1억1천4백만 원의 

사업비를 지원받는다.

이에 원광보건대학교 주얼리 커플링 사업단(단장 김동환)은 

주얼리 CAD디자인을 비롯한 전문교육과 현장실습 등을 통

해 기업맞춤형 기술 인력을 양성하고, 교육생 취업 알선 및 

사후 관리를 통해, 이번 산·학·관 커플링 사업의 성공을 

위해 도내 중소기업과 상생의 협력을 통해 전라북도의 명품 

인재를 양성하는 데 기여할 것이다.

일자 _ 2013년 4월 17일

제목 _  원광보건대학교 허브테라피향장과, 
전라북도 기능경기대회 금상 등 3명 
입상

원광보건대학교(총장 김인종) 허브테라피향장과 재학생 

3명이 ‘2013년 제 43회 전라북도 기능경기대회’에서 금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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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수상 등 참가자 전원 우수한 성적으로 입상해 화제가 되

고 있다.

전라북도  기능경기위원회  주관으로  지난  4월  10일

(수)~15일(월) 전주공업고등학교에서 열린 본 대회는 전라

북도 뷰티아티스트의 우수성을 대외로 널리 알리는 한편 산

학협력을 통해 양질의 취업을 적극유도하고 국내뷰티산업

의 발전을 위해 매년 개최된다. 43회째를 맞는 올해에는 

37개 직종에서 444명이 참가해 폴리메카닉스, 피부미용, 

헤어 등 자신이 출전한 각 부문에서 역량을 맘껏 발휘했다.

원광보건대학교 허브테라피향장과 학생 3명은 피부미용부

문에서 각각 1위, 4위, 5위를 기록하였으며, 각각의 수상

내역으로는 ‘허브테라피향장과 <금상-이유민(피부미용부

문)>, <우수상-박다솜(피부미용부문)>, <참가상-한지혜

(피부미용부문)>, 포함 참가자 전원이 주요 상을 수상하여, 

대학과 학과의 명예를 드높였다. 특히 이 날 1위로서 금상

을 수상한 이유민 학생은 2013년 10월 전국기능경기대회에

서 전북 대표로 참가할 자격이 주어진다. 

허브테라피향장과의 김란 학과장은 “대회준비를 위해 상호 

실전연습을 수 없이 거듭한 결과로서 학생 개개인마다 가지

고 있는 기량을 크게 발휘하게 되었다”며 수상학생들에 대

한 축하와 격려를 아끼지 않았다. 또한 “2013년 10월 전국

대회에서도 착실한 준비를 계속하여 학생의 역량을 더욱 발

휘하고 우수한 성적을 거둘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지원할 

것”이라 전했다. 

한편, 허브테라피향장과는 현대인들의 다양한 요인에 의

한 신체불균형을 해소시키고, 균형 잡힌 건강유지 및 개선

을 위한 허브건강 뷰티테라피스트, 화장품제조전문가를 양

성하는 학과이다. 본 대회 수상을 비롯해 지난해 개최된 ‘국

제 CIDESCO 한국지부 피부미용 실기대회’ ‘대만 AGC컵 국

제대회’ 등에서도 참가자 전원 우수한 성적으로 입상하는 성

과를 거두는 등 매년 피부미용분야 대회에서 다양한 실적을 

거두며 두각을 나타낸 바 있다. 현장중심의 실용교육을 통

해 급성장하고 있는 국내 건강미용향장산업을 이끌어가는 

주역을 양성할 원광보건대학교 허브테라피향장과의 귀추가 

주목된다.

일자 _ 2013년 4월 18일

제목 _  원광보건대학교 2013년 전라북도 대
학생 자원봉사활동 지원사업 선정

원광보건대학교(총장 김인종) 교내 4개동아리가 2013년 전

라북도 대학생 자원봉사활동 지원사업 (주최: 전라북도자

원봉사종합센터, KT전북 본부) 대상으로 선정되었다.

사단법인 전라북도자원봉사종합센터는 대학 동아리의 지

역사회 봉사활동을 육성 지원함으로써 올바른 품성과 역량

을 갖춘 리더십을 함양하고, 대학과 자원봉사센터가 연계

하여 지역 내 자원봉사 문화를 정착시키고자 전라북도 9개 

시ㆍ군 소재(전주시,익산시,군산시,정읍시,김제시,남원

시,임실군,고창군,완주군) 대학 동아리를 대상으로 자원봉

사 프로그램을 공모했다. 이번 공모에서 총 56개의 도내 동

아리가 지원했으며, 그 중 원광보건대학교 동아리 4개가 선

정이 되었다.

원광보건대학교의 비젼옵틱스(돋보기 안경제작 및 보급), 

원푸드(따뜻한 국을 대접), 늘해랑(틀니 세척 및 수리봉사), 

주얼리 톡(비즈 공예 체험을 통한 힐링) 등 4개 동아리는 지

역 소외계층 지원프로그램 및 농촌공동체문화 살리기, 다문

화가정 지원활동 등 다양한 계층과 세대가 공감하고 참여할 

수 있는 공익형 사업 프로그램으로 공모, 최종 선정되었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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며, 활동비 지원을 통해 계획한 자원봉사활동을 펼치게 된

다.

이번에 대학생 자원봉사활동 지원사업에 선정된 동아리는 

오는 28일 전라북도청 대회의실에서 발대식을 할 예정이

며, 올 해 4월~12월까지 전라북도자원봉사종합센터와 KT

의 지원을 받게 될 예정이다. 

학생복지처장 박정순 교수는 “우리대학 동아리의 봉사활동

을 통해 대학구성원에게는 진정한 나눔 봉사의 의미를 심어

주고, 지역사회에는 참 교육기관으로서 어려운 이웃들에게 

봉사하고 기여하는 좋은 모델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고 밝혔다.

원광보건대학교는 매년 이ㆍ미용봉사, 안경봉사, 농촌일손

돕기, 사랑의연탄나눔, 김장나누기 등 다양한 봉사활동 프

로그램을 통해 지역사회의 어려운 이웃들과 함께 하고 있으

며, 2009년도부터는 필리핀 내 협력 기관들과 함께 해외 봉

사활동을 진행함으로써 국제적으로 빈곤한 개발도상국에도 

활발한 지원활동을 펼치고 있다. 이와 같은 봉사동아리, 봉

사프로그램의 운영을 통해 학생들에게 올바른 직업관과 더

불어 사회 공익성에 대한 인성교육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있다. 또한 2011년 교육과학기술부와 한국창의재단으로부

터 교육기부기관으로 선정돼 대학이 보유하고 있는 지식과 

우수한 인적, 물적자원을 사회에 환원하는 등 아름다운 기

부문화 확산에 앞장서고 있다. 

일자 _ 2013년 4월 26일

제목 _ 원광보건대학교 간호과학연구소 
㈜포레스토피아 - (사) 한국예술치료학회 
전북지부 MOU체결

원광보건대학교(총장 김인종) 간호과학연구소가 사단법인 

한국예술치료학회 전북지부 김인선미술치료연구소와 ㈜포

레스토피아와 상호 공동 발전 및 우호 협력 증진 및 우수인

재를 양성하기 위한 MOU를 체결했다.   

원광보건대학교와 협약을 체결한 (사)한국예술치료학회전

북지부 김인선미술치료연구소는 미술치료, 음악치료, 언어

치료, 놀이동작치료, 뇌파치료 등을 통한 통합적 예술치료 

전문기관이며, 또 다른 협약업체인 ㈜포레스토피아는 산림

치유, 교육, 출판업 등을 하고 있으며, 녹색복지국가를 이

루는 데 기여하는 기업이다.  

주요 협약내용은 ▲전인간호 역량을 위한 맞춤형 교육 프로

그램 개발 및 학술·기술 정보의 공유 ▲전인간호 역량을 위

한 실습 및 다양한 연계 프로그램의 개발 및 진행 ▲교수 및 

강사들의 기술지도 및 자문 ▲양 기관의 상호협력 및 발전 

▲자원봉사에 관한 사항 등이며, 본 협약을 통해 협력 기관

들은 전인간호 역량을 갖춘 우수한 글로벌 인재를 양성하고 

상호 공동 발전 및 우호 협력 증진 도모할 예정이다. 

이번 산학협력 약정 체결을 계기로 앞으로 두 기관은 치유

프로그램에 대한 학생지도와 연구 컨텐츠를 지원하며, 원광

보건대학교 간호과학연구소(소장 양경희교수)는 학문적 지

원과 연구역량지원을 통한 돈독한 협력관계를 구축하여 지

역사회의 건강증진과 치유의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하였다. 

한편, 원광보건대학교 간호과학연구소는 1998년도에 설립

되어 한국적간호와 한방간호를 위시한 대체요법들, 호스피

스 전문봉사자 교육, 간호학연구방법론 세미나 개최, 보건

복지부 모자보건사업 및 건강증진 프로그램을 실행하고 있

다. 또한 간호사 양성을 위한 교육의 질 향상은 물론 우수한  

인재를 확보해 지역사회에 이바지 할 보건의료 인력양성에 

선두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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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자 _ 2013년 5월 2일

제목 _ 원광보건대학교 동아리 원푸드 
2013년 동아리 지원사업 선정
(주관: 전라북도청소년활동진흥센터)

원광보건대학교(총장 김인종) 원푸드 동아리가 2013년 전

라북도 자원봉사 동아리 지원사업 (주최: 전라북도청소년

활동진흥센터) 대상으로 선정되었다.

전라북도청소년활동진흥센터는 여성가족부 산하의 청소

년(9~24세)들의 활동을 지원하는 센터로서 매년 청소년 

봉사활동 동아리를 지원하는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2013년 전라북도 자원봉사 동아리 지원사업에서는 도내에 

있는 모든 기관, 학교에서 지원이 가능했으며, 원광보건대

학교 봉사동아리인 원푸드가 이번 사업에 선정이 되었다.  

원광보건대학교 동아리인 원푸드는 소외·취약계층에게 직

접 손수 끓여 만든 따뜻한 국 지원을 통해서 정서적 지원 및 

식생활에 대한 경제적 부담감을 덜어주는 역할을 하는 동아

리로서, 이번 자원봉사 동아리 지원 사업에 선정됨으로서 

올해 4월부터 12월까지 전라북도청소년활동진흥센터에서 

지원을 받게 될 예정이다. 한편, 원푸드는 작년에도 전라북

도 자원봉사 동아리 지원사업에 선정이 되어 매주 독거어르

신 국나누기 서비스를 하였고, 명절에 명절음식(전, 나물 

등) 나누기 등의 지역사회를 위한 자원봉사를 실시하였다. 

외식조리산업과 조성일 교수는 “우리대학 동아리의 봉사활

동을 통해 대학구성원에게는 진정한 나눔 봉사의 의미를 심

어주고, 지역사회에는 참 교육기관으로서 어려운 이웃들에

게 봉사하고 기여하는 좋은 모델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

다”고 밝혔다.

원광보건대학교는 매년 이ㆍ미용봉사, 안경봉사, 농촌일손

돕기, 사랑의연탄나눔, 김장나누기 등 다양한 봉사활동 프

로그램을 통해 지역사회의 어려운 이웃들과 함께 하고 있으

며, 2009년도부터는 필리핀 내 협력 기관들과 함께 해외 봉

사활동을 진행함으로써 국제적으로 빈곤한 개발도상국에도 

활발한 지원활동을 펼치고 있다. 이와 같은 봉사동아리, 봉

사프로그램의 운영을 통해 학생들에게 올바른 직업관과 더

불어 사회 공익성에 대한 인성교육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있다. 또한 2011년 교육과학기술부와 한국창의재단으로부

터 교육기부기관으로 선정돼 대학이 보유하고 있는 지식과 

우수한 인적, 물적자원을 사회에 환원하는 등 아름다운 기

부문화 확산에 앞장서고 있다. 

일자 _ 2013년 5월 10일

제목 _ 원광보건대학교 허브테라피향장과, 
오송국제휴먼올림픽대회 전원수상 

원광보건대학교(총장 김인종) 허브테라피향장과 재학생 

23명 전원이 ‘제 21회 오송국제휴먼(미용&건강) 올림픽대

회’에서 보건복지부장관상, 국회의원상 등 참가자 전원 우

수한 성적으로 입상해 화제가 되고 있다.

오송국제휴먼(미용&건강) 올림픽대회는 (사)국제미용건강 

총연합회가 주최하는 행사로서, 15개국 2천500여 명의 선

수(학생·일반부)가 참여해 7개 분야(헤어, 속눈썹, 메이크

업, 네일, 피부, 테라피, 건강) 61종목에 걸쳐 경기가 펼쳐

졌다. 

원광보건대학교 허브테라피향장과 학생 23명은 피부테라

피건강부문 아로마테라피 종목에 출전하여 피부테라피건강

부문 박다솜 학생이 종합 1위인 보건복지부장관상 수상 및 

상위상을 휩쓸어 전국적으로 허브테라피향장과의 실력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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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정받게 되었다.

수상자 명단은 △보건복지부장관상=박다솜 △국회의원상=

김슬기 △충청북도지사상=김다희 △오송화장품·뷰티세계

박람회 공동위원장상=김혜진, 이난 △대상=구수현, 김민

이 △금상=김신영, 박소은, 박지은, 윤선희, 이누리, 정여

원, 최수빈 △은상=김소리, 박성아, 서지희, 송아름, 이미

림, 이유리, 최다미, 최보담 △동상-왕효은 이다.

한편, 허브테라피향장과는 현대인들의 다양한 요인에 의

한 신체불균형을 해소시키고, 균형 잡힌 건강유지 및 개선

을 위한 허브건강 뷰티테라피스트, 화장품제조전문가를 양

성하는 학과이다. 본 대회 수상을 비롯해 4월에 개최된 전

북기능경기대회 피부미용부문 금상, 지난해 개최된 ‘국제 

CIDESCO 한국지부 피부미용 실기대회’ ‘대만 AGC컵 국제

대회’ 등에서도 참가자 전원 우수한 성적으로 입상하는 성

과를 거두는 등 매년 피부미용분야 대회에서 다양한 실적을 

거두며 두각을 나타낸 바 있다. 현장중심의 실용교육을 통

해 급성장하고 있는 국내 건강미용향장산업을 이끌어가는 

주역을 양성하고 있는 원광보건대학교 허브테라피향장과의 

귀추가 주목된다.

일자 _ 2013년 5월 10일

제목 _ 원광보건대학교 LINC사업단, 
1차년도 평가 ‘매우우수’ 등급 

원광보건대학교(총장 김인종) 산학협력선도전문대학

(LINC)사업단이 교육부에서 실시한 1차 년도 성과평가에서 

매우우수 등급을 받았다.

LINC사업은 대학-기업간 산학협력을 통하여 대학교육 시

스템을 개선하여 우수인재를 양성·공급함으로써 취업 미스

매치 해소 및 대학과 지역산업의 공생발전을 견인하는 사업

이다.

매우우수 등급에 선정됨으로서 원광보건대학교는 2차 년도 

사업비 4억3천여원을 받게 되었으며, 추후 추경예산이 추

가로 배정될 예정이라, 2차 년도 총 6억원 이상의 사업비를 

지원받게 된다.

원광보건대학교 LINC사업단은 1차 년도에 산학협력 친화

형 대학체제개편을 기반으로 가족회사 325개 회원사 모집, 

산학연계 캡스톤디자인 교육과정 운영, 중소기업 기술지도 

140건, 산학협력중점교수 13명 확보 등 산학협력의 성과를 

이루었으며, 그 결실로 재학생 현장실습 이수율이 목표대비 

161%를 달성하는 등 매우 우수한 성과를 거두었다.

LINC사업단장 김 경 교수는 “우리 대학의 LINC사업단이 

제시한 다양한 사업들이 좋은 성과로 이어져서 기쁘다”며, 

“앞으로도 우리대학이 보유하고 있는 다양한 산학협력 인프

라를 활용해 지역밀착형 현장실습 선도모델을 구축함은 물

론, 대학의 특성과 역량을 살려 산학협력형 체질개선, 맞춤

형 우수인재 양성 등 지역산업과 상생 발전할 수 있는 지역

친화형 산학협력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예정이다”라고 

밝혔다. 

일자 _ 2013년 5월 14일

제목 _ 원광보건대학교 허브테라피향장과, 
한국시데스코뷰티테라피 민간기능경
진대회 상 휩쓸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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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광보건대학교(총장 김인종) 허브테라피향장과 재학생 

21명 전원이 ‘2013년 대한민국 시데스코 뷰티테라피 민간

기능경진대회’에서 식품의약품안전처장상, 국제CIDESCO

한국지부회장상 등 참가자 전원 우수한 성적으로 입상해 화

제가 되고 있다.

2013 전국 시데스코(CIDESCO) 뷰티테라피 민간기능경기

대회는 (사)한국피부미용사회중앙회·국제CIDESCO한국

지부가 주최하는 행사로서, 12일 피부미용부분, 13일 네일 

및 메이크업 분야로 나뉘어 피부미용경연대회가 펼쳐졌다. 

원광보건대학교 허브테라피향장과 학생 21명은 얼굴부문

과 바디부문 종목에 출전하여 얼굴부문 이유민 학생이 상위 

성적으로 식품의약품안전처장상을 수상하는 등 출전선수의 

대부분이 상위상을 휩쓸어 전국적으로 허브테라피향장과의 

실력을 인정받게 되었다.

수상자 명단은 △식품의약품안전처장상=학생부-얼굴부문 

이유민 △국제CIDESCO한국지부회장상=학생부-얼굴부

문 조연진 / 학생부-바디부문 △이미림 중앙회장상=학생

부-얼굴부문 양주희, 박성아 / 학생부-바디부문 최누리, 

구수현 △금상=학생부-얼굴부문 이연수, 양소미 / 학생

부-바디부문 김혜진 △은상=학생부-얼굴부문 김소연, 김

민선 / 학생부-바디부문 장한별 △동상=학생부-얼굴부문 

이유나 / 학생부-바디부문 한지혜 △장려상=학생부-얼굴

부문 박슬기 △우수상=학생부-얼굴부문 박현진, 정여원 / 

학생부-바디부문 이난, 이미래, 김신영 이다. 

한편, 허브테라피향장과는 현대인들의 다양한 요인에 의

한 신체불균형을 해소시키고, 균형 잡힌 건강유지 및 개선

을 위한 허브건강 뷰티테라피스트, 화장품제조전문가를 양

성하는 학과이다. 본 대회 수상을 비롯해 지난 6일 개최된 

오송국제휴먼(미용＆건강)올림픽대회에서 보건복지부장관

상 포함 참가자 전원 우수한 성적을 거두었으며, 지난해 개

최된 ‘국제 CIDESCO 한국지부 피부미용 실기대회’ ‘대만 

AGC컵 국제대회’ 등에서도 참가자 전원 우수한 성적으로 

입상하는 성과를 거두는 등 매년 피부미용분야 대회에서 다

양한 실적을 거두며 두각을 나타낸 바 있다.

일자 _ 2013년 5월 14일

제목 _ 원광보건대학교 외식조리산업과, 
2013 대한민국 국제요리경연대회  
상 휩쓸어

원광보건대학교(총장 김인종) 외식조리산업과 재학생 29명

이 ‘2013 대한민국 국제요리경연대회’에서 금상 16명 등 우

수한 성적으로 입상해 화제가 되고 있다.

(사)한국조리사기능인협회 주최로 5월 10일(금)부터 12일

(일)까지 양재동 aT센터에서 진행된 본 대회는 ‘Food of 

Korea, 오색 날개옷을 입다’ 라는 주제로 최고의 요리사

를 꿈꾸는 국내 유명 호텔조리사 및 일반인, 대학생 등 총 

2,500여명의 조리기능인이 참가해 열띤 경연을 벌였다. 

원광보건대학교 외식조리산업과 학생 29명은 제과제빵 전

시 및 라이브, 요리 전시 및 라이브 종목에 출전하여 제과제

빵 전시 및 라이브 금상 17개, 은상 6개와 요리 전시 및 라

이브부분 은상 5개, 동상 1개 등 주요 상을 휩쓸어 전국적

으로 외식조리산업과의 실력을 인정받게 되었다. 

수상자 명단은 △금상=정수진, 박미림, 최솔이, 이희정, 

안다솜, 유정민, 최수한, 박정현, 임해민, 전지수, 강연

경, 신다슬, 서명일, 문두원, 최란희, 채진 △은상=조정

만, 박종원, 박창우, 이율구, 조미진, 고아름, 최솔이, 정

재훈, 김혜빈, 엄선주, 정수진, 백슬기 △동상-박진희 이

다. 

원광보건대학교 외식조리산업과는 2010학년도에 개설돼 

국내에서는 보기 드물게 학생 모두가 각자 조리를 할 수 있

는 시설을 구비하는 등 학업 능률 향상에 최선을 다하고 있

는 학과이다. 본 대회 수상을 비롯해 지난해 개최된 “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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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국제요리경연대회”에서도 참가자 전원이 우수한 

성적으로 입상하는 성과를 거두었으며, 매년 조리경연대회 

및 외식산업분야에서 뛰어난 실적을 거두며 두각을 나타내

고 있다. 

일자 _ 2013년 5월 14일

제목 _ 원광보건대학교 임상병리과 권필승 
교수, 임상병리사협회 종합학술대회 
비오메리으 학술상 수상

원광보건대학교(총장 김인종) 임상병리과 권필승 교수가 

‘대한임상병리사협회 제51회 종합학술대회’에서 ‘비오메리

으 학술상’을 수상하는 영예를 안았다.   

대한임상병리사협회 주최로 지난 5월 10일~11일까지 이틀

간 광주 김대중 컨벤션센터에서 개최된 이번 대회는 ‘새로운 

반세기를 준비하는 힘찬 시작’을 슬로건으로 다양한 세미나

가 진행되는 등 회원들의 학술적 열의와 더불어 보건의료인

으로서의 당당한 면모를 엿볼 수 있는 학술대회였다. 올해

에는 5,000여명의 회원이 참가한 가운데 화합과 친목을 다

지는 자리를 가졌다.

이날 원광보건대학교 임상병리과 권필승 교수는 그간의 우

수한 학술적 연구성과를 통해 협회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

아 ‘비오메리으 학술상’을 수상했다. 본 상은 (사)대한임상

병리사협회와 ㈜비오메리으코리아에서 공동으로 수여하는 

명예로운 학술상이다.

권교수는 “앞으로도 끊임없는 연구 활동을 통해 세계 선진

의료기술을 이끌어나갈 후학을 양성하는 교육자가 되고자

한다.”는 수상소감을 밝혔다.  

원광보건대학교 임상병리과는 2000년 한국전문대학교육

협의회 주관 학과평가 최우수학과 선정, 2010년·2011년 

대한조직세포검사학회 논문발표경진대회 최우수상 수

상, 2011년 대한미생물검사학회 학술대회 우수상 수상, 

2012년 종합학술대회 한독약품학술상 수상 등 각종분야에

서 두각을 나타낸바 있으며, 임상적응을 위한 실습위주의 

교육으로 대학병원, 각종 의료기관, 실험실, 연구소 등 다

양한 분야에서 역량을 발휘할 수 있는 전문 의료기술인을 

양성하고 있다.

일자 _ 2013년 5월 20일

제목 _ 원광보건대학교 -  
전투부사관과 협약대학 최종선발

원광보건대학교(총장 김인종)가 육군본부에서 의욕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전투부사관 협약대학에 최종 선발되어 화제

가 되고 있다.

전투부사관과는 육군본부가 보병, 포병, 기갑병과 분야의 

전투력 향상과 전문성을 갖춘 최고의 부사관을 양성한다는 

목표로 전국 전문대학을 대상으로 공모와 엄격한 심사를 거

쳐 선발하였으며, 전국적으로 4개 대학이 협약대학으로 최

종 선정 되었다. 

전투부사관과는 입학생 부사관 임용 우선권 보장, 장학지

원, 장기 부사관 선발시 인센티브 부여가 예정되어 있는 만

큼 선발과 관련해 많은 전문대학들이 참여하여 치열한 경쟁

을 하였으며, 이번에 최종 선정된 원광보건대학교에서는 지

난 12월 특전부사관과 협약대학 선정에 이어, 금번 전투부

사관과 협약대학에 선정되는 쾌거를 이뤄냈다. 

원광보건대학교는 2014학년부터 전투부사관과를 개설하고 

총 40명의 신입생을 선발할 계획이며, 오는 23일 육군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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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 건양대 평생교육센터에서 협약서 작성과 학생 선발일정, 

협약식 행사 준비 등에 대한 구체적인 회의를 할 예정이다.

한편, 원광보건대학교는 기존 의무부사관과, 정보부사관

과 운영하고 있으며, 지난 12월 특전부사관과에 협약대학 

선정에 이어, 금번 전투부사관과 협약대학으로 선정되어 

2014학년도부터는 부사관 계열을 운영하는, 호남지역 최

고의 부사관 양성 명문대학으로 위상을 떨치게 되었다.

이기영 기획조정처장은 “국가적 사명감과 풍부한 인성을 겸

비한 정예 부사관 양성을 위하여 육군본부에서 요구하는 교

육과 아울러 도덕교육을 철저히 하여 문무를 갖춘 정예 부

사관을 양성하는데 최선을 다 하겠다”고 밝혔다. 

일자 _ 2013년 5월 23일

제목 _ 원광보건대학교  
치위생과 봉사동아리 참모임
사회봉사지원사업 선정(전경련, 스마일재단)

원광보건대학교(총장 김인종) 교내 봉사동아리 ‘참모임’이 

전경련 대학생 사회봉사단 6기 (주최: 전국경제인연합회)와 

스마일재단 봉사단체 지원사업(주최: 재단법인 스마일) 대

상으로 연거푸 선정되었다.

‘전경련 대학생 사회봉사단’은 우리사회 취약계층을 지원하

고 봉사문화를 확산하기 위해 대학생 사회봉사단을 선발해 

교육, 문화, 보건·의료, 다문화, 장애인 지원 등 5개 분야

에서 전국에 있는 대학 동아리를 대상으로 자원봉사 프로그

램을 공모했다. 이번 공모에서 총 100여 개의 동아리가 지

원하였고, 그 중 20개 동아리가 최종 선정되었으며, 원광

보건대학교 ‘참모임’이 아동 및 청소년 대상 봉사활동 사업 

분야에 선정되어, 5월 중순~10월 31일까지 동아리 활동비 

100만원을 지원받게 되었다.

또한 스마일 재단은 장애인을 비롯한 의료소외계층의 구강

건강 증진을 위해 힘쓰는 비영리 재단으로서 이번 ‘2013 스

마일재단 봉사단체 지원사업’을 공모하였고, 전국에 있는 

치과의사회, 치과봉사단, 학교가 지원하여 그 중, 16곳이 

선정되었다. 이번 사업에 선정된 원광보건대학교 치위생과 

동아리 ‘참모임’은 6월 1일~ 10월 31일까지 200만원 상당

의 물품을 지원받게 되었다.

원광보건대학교 동아리인 ‘참모임’은 학술연구 및 봉사활동

을 활발하게 하고 있으며, 2년 연속 한국치위생과학회에서 

주최한 전국치위생과 학생포스터논문경진대회에서 수상하

였고 올해에도 학술연구에 힘써 논문을 발표할 예정이다. 

또한, 매월 셋째 주 일요일에 익산(사회) 작은 자매의 집과 

김제 장애인 종합복지회관, 김제제일복지관과 연계하여 장

애인들 대상으로 정기적으로 봉사활동을 하고 있으며, 자

체적으로 스터디 그룹을 형성하여 학과공부에도 전념하고 

있다.

참모임 지도교수인 치위생과 이현옥 교수는 “학과 전공과 

관련된 동아리 봉사활동을 통해 어려운 이웃들에게 봉사하

고 사회에 기여하며, 일정 기간 동안만이 아닌 평생에 걸쳐 

봉사하는 진정 나눔의 봉사인으로서 성장할 수 있도록 지도

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원광보건대학교 치위생과는 1976년 개설된 이래 

4,800여명의 졸업생을 배출, 대학병원 및 보건소 등지에

서 치과질환 예방처치와 구강보건지도 활동을 담당하는 전

문 치과위생사를 양성하고 있으며, 높은 수준의 취업률과 

함께, 학과 자체적으로 봉사동아리 참모임, 초석 등을 운영

하여 지역사회의 구강보건 봉사활동 및 교육에도 앞장서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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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자 _ 2013년 6월 4일

제목 _ 원광보건대학교 미용피부관리과, 
KASF 미용기능경기 대회 대거 입상

원광보건대학교(총장 김인종) 미용피부관리과 재학생 29명

이 ‘KASF 2013 미용기능경기대회’에서 식품의약품안전처

장상, KASF2013 대회장상 등 우수한 성적으로 입상해 화

제가 되고 있다.

(사)한국피부미용능력개발협회 주관한, ‘KASF 2013 미용

기능경기대회’는 오송화장품뷰티세계박람회장에서 진행되

었으며, 헤어, 피부, 메이크업, 네일 등 4개 분야 36종목에 

전국의 대학생, 일반인 등 2천800여 명의 선수를 비롯한 모

델, 관계자 등 1만여 명 이상이 참여했다.

원광보건대학교 미용피부관리학과 29명의 학생들은 스웨

디쉬 매뉴얼테크닉(얼굴), 한국형 피부관리(얼굴), 발 매뉴

얼테크닉, 창작자유컷트, 궁중&고전머리, 업스타일, 헤어

바이나이트, 크리에이티브, 웨딩메이크업, 원톤 스캅쳐 등 

11개 부문에 참가해 식품의약품안전처장상,  KASF2013 

대회장상, 사)한국피부미용능력개발협회장상, 금상 3개, 

은상 7개, 동상 5개, 우수상 3개, 장려상 8개를 수상했다.

수상자  명단은  △식품의약품안전처장상=장영애  △

KASF2013 대회장상=김아슬 △사단법인 한국피부미용능

력개발협회장상=이모노 △금상=박수정, 신하나, 정혜정 

△은상=최지은, 정우리, 김대환, 김민진, 서혜영, 최명주, 

김서희 △동상=송진현, 임보영, 배정호, 한소희, 박지원 

△우수상= 고우경, 서선정, 조나연 △장려상=김다은, 이

미화, 신정은, 남초롱, 소은수, 이매향, 심지수, 이정민 이

다.

이번 대회를 준비한 학과장 유현주 교수는 “이번 수상이 전

문 미용인으로서의 실력을 쌓는 밑거름이 될 것으로 기대하

면서, 앞으로도 학생들에게 현장의 요구에 맞는 실습교육을 

통해 전국 최고의 실력을 가진 미용인 양성의 요람이 되도

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원광보건대학교 미용피부관리과는 ‘KBF(Korea Beauty 

Festival) 2012 한국미용페스티벌’, ‘KASF미용기능경기대

회’, ‘인터네셔널 네일페스티벌’을 비롯한 각종 전국규모대

회에서 우수한 성적으로 입상하는 등 각종 대회참가를 통한 

실습위주의 전문교육으로 학생들의 실무능력을 강화시키

고, 대내외적으로 다양한 실적을 거두며 전문 미용인을 양

성하는 명문학과로서 입지를 굳건히 하고 있다.

일자 _ 2013년 6월 4일

제목 _  원광보건대학교 허브테라피향장과, 
KASF 미용기능경기 대회 우수한 성적

원광보건대학교(총장 김인종) 허브테라피향장과 재학생 

22명이 ‘KASF 2013 미용기능경기대회’에서 오송화장품·

뷰티세계박람회위원장상, 한국여성창업교육협회장상 등 

우수한 성적으로 입상해 화제가 되고 있다.

(사)한국피부미용능력개발협회 주관한, ‘KASF 2013 미용

기능경기대회’는 오송화장품뷰티세계박람회장에서 진행되

었으며, 헤어, 피부, 메이크업, 네일 등 4개 분야 36종목에 

전국의 대학생, 일반인 등 2천800여 명의 선수를 비롯한 모

델, 관계자 등 1만여 명 이상이 참여했다.

원광보건대학교 허브테라피향장과 22명의 학생들은 뷰티

테라피(5개종목통합), 스웨디쉬 매뉴얼테크닉(얼굴), 스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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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쉬 매뉴얼테크닉(등), 창작테라피 등 4개 부문에 참가해 

뷰티테라피 종목 1위상인 오송화장품·뷰티세계박람회위원

장상을 수상하는 쾌거와 스웨디시 얼굴부문에 한국여성창

업교육협회장상 이연수, 금상 8명, 은상 4명, 동상 5명, 우

수상 2명, 장려상 4명의 우수한 성적을 거두어 학교와 학과

의 명예를 빛내었다.

수상자 명단은 △오송화장품·뷰티세계박람회위원장상=이

유민 △사단법인 한국여성창업교육협회장상=이연수 △금

상=박다솜, 한지혜, 김혜진, 이미림, 김슬기, 김소리, 이

난 △은상=한지혜, 양주희, 유소미, 구수현 △동상=박다

솜, 김다희, 이유나, 전성은, 강다영 △우수상= 김혜진, 

정여원 △장려상=김신영, 송아름, 양소미, 장현정 이다.

이번 대회를 준비한 허브테라피향장과의 김란 학과장은 

“대회준비를 위해 상호 실전연습을 수 없이 거듭한 결과로

서 학생 개개인마다 가지고 있는 기량을 크게 발휘하게 되

었다”며 수상학생들에 대한 축하와 격려를 아끼지 않았으

며, “앞으로도 계속하여 학생의 역량을 더욱 발휘하고 우수

한 성적을 거둘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지원할 것”이라 전했

다. 

한편, 허브테라피향장과는 현대인들의 다양한 요인에 의

한 신체불균형을 해소시키고, 균형 잡힌 건강유지 및 개선

을 위한 허브건강 뷰티테라피스트, 화장품제조전문가를 양

성하는 학과이다. 본 대회 수상을 비롯해 지난 5월 개최된 

한국시데스코뷰티테라피 민간기능경진대회, 오송국제휴먼

(미용＆건강)올림픽대회에서 참가자 전원 우수한 성적을 거

두었으며, 지난해 개최된 ‘국제 CIDESCO 한국지부 피부미

용 실기대회’ ‘대만 AGC컵 국제대회’ 등 매번 대회에서 우수

한 성적으로 입상하는 성과를 거두는 등 매년 피부미용분야 

대회에서 다양한 실적을 거두며 두각을 나타내고 있다.

일자 _ 2013년 6월 14일

제목 _  원광보건대학교-(주)오스템임플란트, 
글로벌 인재 양성을 위한 산학협력  
협약 체결

원광보건대학교(총장 김인종)가 지난 4일(화) 원광보건대학

교 서울홍보관에서 치과계 기업의 글로벌 선두주자인 (주)

오스템임플란트와 기업의 인력 및 기술 개발을 지원하고 우

수인재를 양성하기 위해 상호 협력하는 MOU를 체결했다.

이날 협약식에는 원광보건대학교 김남일 대외부총장, ㈜오

스템임플란트 강두원 상무이사, 장찬석 영업부장 등 양 기

관의 주요인사가 참석, 현장 맞춤형 교육 프로그램 개발 및 

다양한 취업 프로그램 진행 등 상호발전을 위해 협력하기로 

합의했다.

원광보건대학교와 협약을 체결한 (주)오스템임플란트는 

2012년 기준, 전 세계에서 치과에 직접 판매한 글로벌 매출

액 2,014억 원으로 국내 치과계에서 확고한 1위를 차지하

고 있으며, 21개 해외 자회사, 글로벌 임직원 1,440명 등 

회사 규모와 글로벌화 수준에서도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임

플란트 전문 기업이다.

주요 협약내용은 ▲현장 실습 및 연수, 기업 인턴십 등 다양

한 연계 프로그램의 개발 및 진행 ▲치기공학 선진화 및 글

로벌화를 위한 공동 교육 개발 및 연구 ▲외국인 유학생을 

포함한 적극적인 학생 취업 협조 및 지원 ▲교수 및 강사들

의 현장 연수, 기술지도 및 경영자문 등이며, 본 협약을 통

해 양 기관은 기업의 인력 및 기술 개발을 지원하고, 기업체 

맞춤형 글로벌 인재를 양성하여 상호 공동 발전을 도모할 

예정이다.

원광보건대학교 김남일 대외부총장은 “이번 산학협력 약정 

체결을 계기로, 우리대학 치기공과 학생들이 현장맞춤형 교

육프로그램을 통하여 최신기술을 습득하고 세계적인 수준

의 치기공 산업현장에서 실습할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되었으

며, 이를 통해 국내외 치기공 부문에서의 취업기회 및 취업

경쟁력이 크게 향상될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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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원광보건대학교는 이번 협약 이외에도 한국학생 및 

해외 유학생이 관련 전공을 수학한 후 국내 또는 해외에서 

취업 및 창업을 할 수 있도록 특화된 산업체 맞춤형 교육을 

실시하고 산업체에 취업하는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으며, 

글로벌 인재육성사업과 해외취업을 연계한 글로벌 네트워

크를 구축하고 있다.

일자 _ 2013년 6월 18일

제목 _ 원광보건대학교 김인종 총장,  
한국전문대학교육협의회 감사 선출

원광보건대학교 김인종

(54·사진) 총장이 한국전

문대학교육협의회 감사에 

선출됐다.

한국전문대학교육협의회

는 지난 14일 여수 MVL(엠

블)호텔에서 전국 138개 

전문대학 총장 세미나 및 

임시총회를 열고 회장, 이

사회, 감사 등 주요임원을 선출했다고 밝혔다. 

동 협의회 감사는 전문대학교육협의회내의 예산, 지출 및 

재정과 관련된 전반적인 경영상황을 관리하는 임원이다. 

이번에 새롭게 감사직에 선출된 김인종 총장은 한국전문대

학교육협의회 14대 이사를 역임한 바 있으며, 이번 선출로 

2013년 9월 5일부터 2015년 9월 4일까지 만 2년 간 한국전

문대학교육협의회의 감사직을 수행하게 된다. 

새롭게 감사직에 선출된 김인종 총장은 대학의 글로벌

화ㆍ선진화를 모토로 변화와 안정을 유도하여 취업률, 재

학생 충원률, 전임교원 확보율 등의 각종지표 및 교육서

비스의 질을 크게 향상시켜온 결과, 2011년 취업률 전국

12위ㆍ전라북도내 1위(나그룹), 신입생 충원률 대폭향상

(2011년 118%, 2012년 117% 달성), 2년 연속 교육역량

강화사업 우수대학선정(2011, 2012) 및 산학협력선도전문

대학(LINC)사업단 1차년도 성과평가 매우우수 등급 획득, 

학사학위전공심화과정 인가(간호학과, 사회복지학과, 물리

치료과), 학교기업 지원사업(원광여행사) 선정, 대학평가

인증체제 구축 등 수많은 실적을 거두었다. 

또한 김 총장은 미국ㆍ중국ㆍ필리핀ㆍ몽골ㆍ네팔ㆍ베트남 

등지와의 국제교류 확장을 통해 지역거점대학을 넘어 세계

와 함께하는 명문 교육기관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는 기틀을 

마련, 대내외적으로 대학의 역량을 한 단계 업그레이드시킨 

인물로 평가받고 있으며, 무엇보다도 원불교 윤리의식과 투

철한 사명감을 기반으로, 도적적이고, 윤리적인 투명한 대

학을 만들어 냄으로써 한국 전문대학의 발전에 크게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아 감사직을 맡게 되었다. 

일자 _ 2013년 6월 21일

제목 _ 원광보건대학교– 
육군본부 학·군 협약 체결
(전투부사관과, 특전부사관과)

원광보건대학교(총장 김인종)가 지난 20일 계룡대에서 육

군본부와 전투분야, 특전분야의 학군제휴 협약을 체결했

다.  

육군인사사령관 이재수 중장과 본교 김인종 총장을 포함, 

육군으로부터 협약대학으로 선정된 전국 6개 대학(원광보

건대, 전남과학대, 대덕대, 영진전문대, 국제대, 구미대)

총장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된 본 협약은, 상호 유대 관계를 

강화하고 대학과 군이 보유하고 있는 우수한 인적·물적 자

원의 교류를 통한 군의 발전 및 우수 인재 육성, 부사관과 

활성화 등 각 분야의 공동노력과 상호협력을 목적으로 체결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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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부 협약 내용은 ▲신입생 선발 및 교과과정 운영 ▲군장

학생 및 부사관 선발 ▲군부대 위탁훈련 및 실습교육 등 이

며, 우수부사관 육성 및 부사관과 발전을 위해 학·군 양 기

관이 윈윈(Win-Win)할 수 있도록 상호 협력할 전망이다.

특히, 전투부사관과는 육군정책학과로서 지난 달 국내에서 

최초로 4개 대학이 선발되었으며, 부사관과에 입학한 학생

을 대상으로 군 장학생 자격 검증을 거쳐 2년 전액 장학과 

1년 전액 장학의 군장학 혜택과, 군 장학생들에게는 졸업 

후 전원 전투병과 임관의 혜택이 부여된다.  

원광보건대학교는 이번 협약식을 체결함으로써 2014학년

도부터 전투부사관과(입학정원 40명), 특전부사관과(입학

정원 40명)를 신설하게 되었으며, 현재 운영 중인 의무부사

관과와 더불어 총 3개의 부사관 계열을 운영하는 호남지역 

최고의 부사관 양성 명문대학으로 위상을 떨치게 되었다.

김인종 총장은 “국가적 사명감과 풍부한 인성을 겸비한 우

리 군의 핵심인재를 양성하기 위해서, 군과 긴밀한 협력을 

할 것이며, 육군본부에서 요구하는 교육과 아울러 도덕교육

을 철저히 하여 문무를 갖춘 정예 부사관을 양성하는데 최

선을 다 하겠다.”고 밝혔다. 

일자 _ 2013년 6월 26일

제목 _ 원광보건대학교-호주 한인기업 스시
베이, 글로벌 인재 양성을 위한 산학
협력 협약 체결

원광보건대학교(총장 김인종)가 지난 24일(월) 원광보건대

학교 서울홍보관에서 호주 한인기업 스시베이와 기업의 인

력 및 기술 개발을 지원하고 우수인재를 양성하기 위해 상

호 협력하는 MOU를 체결했다.

이날 협약 체결식에는 원광보건대학교 김남일 대외부총장, 

스시베이 신이정 회장 등 양 기관의 주요인사가 참석, 상호 

협력 네트워크 구축을 통한 현장 맞춤형 교육 프로그램 개

발 및 다양한 취업 프로그램 진행 등 상호발전을 위해 협력

하기로 합의했다.

스시베이는 호주 캐슬힐에서 2004년 1호점을 오픈한 이후, 

현재는 호주 전역에 18개의 체인점을 운영하는 호주 최대의 

회전초밥 체인점이며, 초밥과 더불어 현지 맞춤형 한식 도

시락을 개발하는 등 한식의 현지화를 추구하는 외식조리분

야의 글로벌 기업이다.

주요 협약내용은 ▲현장 실습 및 연수, 기업 인턴십 등 다양

한 연계 프로그램의 개발 및 진행 ▲외식조리 분야의 선진

화 및 글로벌화를 위한 공동 교육 개발 및 연구 ▲외국인 유

학생을 포함한 적극적인 학생 취업 협조 및 지원 등이며, 본 

협약을 통해 양 기관은 기업의 인력 및 기술 개발을 지원하

고, 기업체 맞춤형 글로벌 인재를 양성하여 상호 공동 발전

을 도모할 예정이다.

협약체결을 주도한 원광보건대학교 김남일 대외부총장은 

“이번 산학협력 약정 체결을 계기로, 원광보건대학교 외식

조리학과 학생들이 현장맞춤형 교육프로그램을 통하여 최

신 조리기술을 습득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마련되었으며, 

앞으로 우리 학생들이 호주를 비롯한 해외 여러 나라의 외

식조리 분야로 진출하여 능력을 펼칠 수 있도록 하겠다.” 

고 전했다.

한편, 원광보건대학교는 이번 협약 이외에도 한국학생 및 

해외 유학생이 관련 전공을 수학한 후 국내 또는 해외에서 

취업 및 창업을 할 수 있도록 특화된 산업체 맞춤형 교육을 

실시하고 산업체에 취업하는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으며, 

글로벌 인재육성사업과 해외취업을 연계한 글로벌 네트워

크를 구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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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자 _ 2013년 6월 27일

제목 _  원광보건대학교 -‘전문대학 국제화 
사업 운영’ 우수사례대학으로 선정

원광보건대학교(총장 김인종)가 ‘2012년 전문대학 글로벌 

현장학습사업’의 국제화 사업 운영 우수사례대학(멘토링제 

우수사례대학)으로 선정되어 한국전문대학교육협의회 전문

대학소식지 6월호에 우수사례를 발표하였다. 

전문대학 글로벌 현장학습사업 멘토링제는 국립국제교육원

이 주관하고 전문대학교육협의회에서 시행하는 사업으로서 

글로벌 현장학습 참가자들에게 산업현장체험 극대화, 전문

적인 진로상담 및 취업코칭을 통해 학생들의 경쟁력을 높여

줌으로써 실질적인 성과를 도모하는 사업이다.

원광보건대학교는 전국 52개 전문대학이 선정되어 파견하

는 글로벌 현장학습사업에서 영어권 16명, 일본·홍콩권 

3명, 중국·동남아권 3명 총 22명을 배출, 전국에서도 상위

권이라는 성적을 기록하였으며, ‘2012년 전문대학 글로벌 

현장학습사업’의 멘토링제 우수사례대학에 선정되었다.  

원광보건대학교가 우수사례로 선정된 주요 원동력은 “▲해

외 현지에 화상영어교육센터 설립 – 강의실에서 실시간 화

상으로 영어 수업 진행 ▲ 입학부터 졸업 후 해외 취업까지 

책임지는 체계적인 연계형 글로벌 인재 양성 프로그램 실

시 - [글로윙(GloWing)] 글로윙(GloWing): Glowing은 

Global+Wing의 합성어로 원광보건대학교의 글로벌 인재

양성프로그램을 의미하는 것으로, 입학부터 졸업할 때까지 

단계별 어학능력 개발 프로그램(화상영어, 토익&회화 사관

학교, 중국어사관학교, 해외 어학연수&해외봉사활동, 해

외취업연수&인턴십과정, 글로벌현장학습 등)을 통해 원광

보건대학교 학생들을 세계무대의 주역으로 성장시키는 프

로그램을 말한다.

▲ 다양한 글로벌 협력 네트워크 구축 – 미국, 호주, 캐나

다, 일본, 싱가포르, 중국, 몽골, 필리핀, 캄보디아, 베트

남, 네팔 등”에 있으며, 각각의 프로그램들을 연계하여 학

생들에게 [글로윙(GloWing)] 프로그램을 통해 결국에 해외

취업으로까지 연계가 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김인종 총장은 ‘정부의 글로벌 현장학습사업을 비롯한 각종 

해외인턴사업과 대학 측의 각종 어학 및 현장실무 능력 강

화 프로그램을 통하여 재학생들이 국내 취업 경쟁력 향상뿐

만 아니라 세계 무대로 뻗어나갈 수 있도록 해외 기업 발굴 

및 취업에 아낌없는 격려와 지원을 하겠다’고 밝혔다.

원광보건대학교는 실시간 화상영어 정규수업운영, 고등교

육기관 최초 교육부 국가영어능력평가시험(1급) 정규고사 

실시, 토익&회화 사관학교, 중국어사관학교, 해외 어학연

수&해외봉사활동, 해외취업연수&인턴십과정 등 각종 글

로벌 역량강화 사업을 꾸준히 진행하고 있으며, 올해에도 

전문대학교육협의회에서 시행하는 글로벌현장학습 사업에 

호남권 최대 인원의 파견자를 배출하였으며, 한국산업인력

공단 지원을 통한 해외취업연수과정을 운영하여 재학생들

의 해외 진출 및 취업 활성화를 위하여 만전을 다하고 있다. 

일자 _ 2013년 7월 2일

제목 _  원광보건대학교, 교육부 ‘2013 교육
역량강화사업 지원대학’ 선정

원광보건대학교(총장 김인종)가 교육부의 ‘2013년 교육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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량강화사업 및 대표브랜드사업 지원대학’에 선정됐다. 

전문대학 교육역량 강화사업은 전문대학 직업교육의 질 및 

학생들의 취업경쟁력을 향상시키기 위해 전국 139개 전문

대학 중 교육여건과 성과가 우수한 일부 전문대학을 선정, 

정부가 예산을 지원하는 국가 정책 사업이다.

2일 발표된 교육부와 한국전문대학교육협의회의 선정결과

에 따르면, 2,320억 규모로 집행되는 올해사업의 지원대상

은 전체 전문대학 중 80개 대학이며(수도권 25, 비수도권 

55), 선정대학에는 평균 29억의 국고지원이 이루어진다. 

원광보건대학교는 지속적인 정책적 노력을 통해 각종지표

와 교육서비스 질을 크게 향상시킨 결과 3년 연속(2011, 

2012, 2013) 본 사업 우수대학에 선정 됐으며, 특히 올해

에는 42억 3천여만원의 국고를 획득, 전체선정대학 중 지

원액규모 10위를 차지하는 성과를 거둬 화제가 됐다.  

원광보건대학교는 2011년부터 3년 연속으로 사업에 선정

되면서, 대학이 추구하는 글로벌 헬스케어[4H – Health 

Welfare, Human Welfare, Hospitality & Tourism, 

Healing & Art Therapy] 분야의 전문인력을 양성하는 특

성화 대학 구현에 탄력을 받을 전망이며, 교육역량강화사업

의 효율성과 실효성을 높여 지속적으로 교육체계를 개선해 

나갈 예정이다. 

김인종 총장은 “대학의 전 구성원이 기울여 온 교육 선진화 

및 글로벌 시대에 맞는 교육여건 개선의 노력을 통해 전체

전문대학 중 지원액 규모 10위라는 놀라운 성과를 일궈냈

다”며, “글로벌 헬스케어 분야의 특성화 교육시스템을 구축

해 경쟁력을 더욱 강화시키는 한편, 기업 맞춤형 인재양성

과 특성화 대학으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해 나가겠다.”라며 

재도약의 의지를 보여 주었다.  

원광보건대학교는 지난 1976년 개교한 이래 보건, 복지, 

글로벌, 어학 등의 특성화를 통해 다양한 실적을 거두며 지

역을 대표하는 명문대학으로서의 위상을 높여왔다. 3년 연

속 교육역량강화사업  우수대학 선정 외에도 최근 산학협력

선도전문대학(LINC)사업단 매우우수 등급 획득(2013), 대

한민국 교육산업대상 수상(2013), 교육품질우수 인증대학 

선정(2011~2016), 전문대학 국제화 사업 운영 우수사례대

학 선정(2012), 교육기부기관선정(2011) 등 각종 정부기관

으로부터 그 역량을 공인받으며 특성화대학으로서 그 위상

을 다져가고 있다.

일자 _ 2013년 7월 9일

제목 _ 원광보건대학교 학교기업 원광여행
사 사이버외교사절단 “반크”와 한국
알리기 동참

원광보건대학교(총장 김인종) 학교기업 원광여행사가 

‘2013년도 글로벌 체험 해외연수’ 프로그램을 한국방문의해

위원회, 사이버외교사절단 반크와 함께 진행하게 되었다.

재)전라북도인재육성재단이 주관하는 ‘2013년도 글로벌 체

험 어학연수’에 선정된 학교기업 원광여행사는 전라북도 청

소년 장학생들이 캐나다 어학연수 기간에 “전라북도 날 기

념-한바탕 비비고 행사”와 더불어 한국문화 알리기 활동을 

할 수 있도록 다양한 프로그램을 실시한다.   

이는 재)한국방문의해위원회(위원장 신동빈)와 사이버외교

사절단 반크(단장 박기태)가 주관하는 ‘글로벌 한국문화관

광 외교대사’에 채승재 인솔교사가 선정되어 실시할 수 있게 

된 것으로, 채교사는 국립중앙박물관에서 발대식 및 교육에 

참가, 한국의 역사와 문화를 세계에 알리는 방법과 한국 문

화를 외국인에게 소개하는 스토리텔링 비법 등 국가브랜드

와 이미지를 높이는 다양한 사례를 들어보고 글로벌에티켓 

함양 등에 관한 교육프로그램을 이수하였다.

전라북도 청소년 장학생 50명은 글로벌 연수기간 채승재 인

솔교사 지도하에 다양한 홍보물을 이용하여 캐나다 지역민

들과 홈스테이 가족들에게 전라북도와 한국의 문화관광을 

알리고 동해와 독도 표기 오류 등 한국에 대한 잘못된 정보

를 시정하는 등 한국을 올바르게 알리는 역할을 통해 글로

벌 한국문화관광 외교대사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 

채승재 인솔교사는 “글로벌 한국문화관광 외교대사에 선정

해준 반크에 감사드리며, 도민들의 소중한 지원을 받아 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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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되는 이번 연수프로그램에서 전라북도 청소년 장학생들

이 영어실력 향상뿐만 아니라 전라북도와 대한민국 문화 알

리기 활동을 통해 애국심과 자긍심을 갖게 되었으면 좋겠

다.”고 소감을 밝혔다.

이번 프로그램을 주관하게 되는 원광여행사 사장 및 의료관

광코디네이션과 학과장으로 재직 중인 이승용 사장은 “채

승재 인솔교사의 적극적인 활동과 우리 전라북도 청소년 장

학생들이 한국을 알리기 위해 자발적으로 참여한 점이 매우 

자랑스럽다”며 “이들이 글로벌 체험캐나다 연수에서 활약

할 모습을 기대한다.”고 소감을 밝혔다.

일자 _ 2013년 7월 15일

제목 _ 원광보건대학교 방사선과 유병규 교
수, 전국대학방사선(학)과교수협의
회 제16대 회장 선출

원광보건대학교(총장 김인종) 

방사선과 유병규 교수가 전국

대학방사선(학)과교수협의회 

제 16대 회장에 선출됐다.

전국대학방사선(학)과교수협

의회는 지난 4~5일 광주보건

대학교에서 2013년 전국 방사

선과교수협의회 하계연수 및 

정기총회를 열고 회장, 이사회, 감사 등 주요임원을 선출했

다고 밝혔다. 

이번에 새롭게 회장직에 선출된 유병규 교수는 2013년 7월 

5일부터 2015년 7월 4일까지 만 2년 간 전국대학방사선

(학)과교수협의회 회장직을 수행하게 된다. 또한 동 협의회 

회장으로서 전국에 45개 대학(4년제 21개, 3년제 24개)의 

방사선(학)과 교수의 권익보호, 방사선사 국가시험 위원 추

천 및 제반사항 관리, 방사선 기술의 발전에 기여하는 업무

를 수행할 예정이다.  

새롭게 회장직에 선출된 유병규 교수는 교과부 연구재단에

서 진행한 중성자방사선 차폐물질에 관한 연구 프로젝트, 

중성자 전문위원 등으로서 방사선 연구를 하였으며, 주요 

논문으로는 경목정맥 간내 문맥정맥 단락술 추적검사에 있

어서 MDCT 의 유용성 평가, 자기공명혈관촬영술을 이용한 

전교통동맥의 동맥류 오인에 관한 임상적 연구 등 약 80개

의 논문을 발표하며 방사선 분야의 발전에 많은 기여를 하

였다. 

유병규 교수는 14대 교수협의회 총무이사, 방사선사 국가

시험 위원, 방사선사 국가고시 문제출제위원, 대한방사선

사협회 사업이사를 역임하였으며, 현재 대한방사선과학회 

교육이사, 대한디지털의료영상기술학회 수석 부회장으로

서 활동하고 있으며, 이번에 전국대학방사선(학)과교수협

의회 회장직 및 방사선사 국가시험위원장을 수행하게 될 예

정이다.

일자 _ 2013년 7월 19일

제목 _ 원광보건대학교 2013년 연구실  
안전환경 개선지원 사업 선정
연구실 안전장비 “밀폐형 환기 시약장”  
보급 지원

원광보건대학교(총장 김인종)가 미래창조과학부(장관 최문

기)에서 지원하는 2013년 연구실 안전환경 개선지원 사업

에 전라북도 전문대학 중에서 유일하게 선정되었다.

연구실 안전환경 개선지원 사업은 대학·연구기관의 연구실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쾌적한 연구환경을 조성하고자 진행

되는 사업으로 2013년에는 대학·연구기관 등 56개 기관을 

선정하였으며, 선정 기관에는 “밀폐형 환기 시약장” 159대

를 지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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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지원되는 “밀폐형 환기 시약장”은 화학약품을 안전하

게 보관하여, 화학반응에 따른 사고나 독성물질 유출을 사

전에 방지하는 장비로서 대학·연구기관 품목설문조사에서 

가장 높은 응답을 차지하였다. 

원광보건대학교는 “밀폐형 환기 시약장” 총 3대를 지원받아 

일정 품질수준 이상의 안전장비를 구비하게 되었으며, 이를 

통해 연구실 안전수준 향상과 안전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 사업과 관련해 미래부 과학기술인재관 이진규 국장은 

“연구실 안전장비에 대한 정부의 현물지원방식 투자를 통해 

일정 품질수준 이상의 안정 장비를 보급하므로써 연구실 안

전수준을 제고하는 효과가 클것으로 기대한다”며, “향후에

도 안전관리제도의 지속적 개선과 지원의 내실화에 역점을 

두고 정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일자 _ 2013년 7월 22일

제목 _ 원광보건대학교 다문화가족교육상담
센터-(사)익산시자원봉사종합센터 
MOU 체결

원광보건대학교(총장 김인종)가 지난 17일 (사)익산시자원

봉사종합센터와 다문화가족지원사업 및 자원봉사활동 활성

화를 위해 상호 협력하는 MOU를 체결하였다.

원광보건대학교 다문화가족교육상담센터와 협약을 체결한 

(사)익산시자원봉사종합센터는 자원봉사 관리사업, 프로그

램 개발사업, 교육연구사업, 청소년봉사육성 등 범사회적

으로 확산되고 있는 자원봉사활동을 보다 체계적이고 효율

적으로 조정·지원함으로써 자원봉사활동의 내실화와 지역

문제 해결에 적극 참여함은 물론 더불어 살기 좋은 익산시

를 만들기 노력하는 기관이다.

이날 협약식에는 원광보건대학교 이승원 산학협력단장, 장

기성 다문화가족상담교육센터장, (사)익산시자원봉사종합

센터 엄양섭 이사장, 최태정 센터장 등 양 기관의 주요인사

가 참석하여 상호 발전을 위해 필요한 정보 및 자원을 적극

적인 교류와 협력을 통하여 다문화가정지원과 자원봉사활

동을 활성화해 나가기로 합의했다.

그 일환으로 올해 7월 말부터 8월 중순까지 익산시 관내 중

도입국자녀를 대상으로 하는 레인보우 여름학교, 함열 관내 

초등학교 자녀를 둔 이주여성 및 자녀를 대상으로 하는 다

문화 도서코칭/힐링 공예교실, 익산시 관내 다문화가정 어

린이와 비다문화가정 어린이 및 학부모를 대상으로 하는 다

꿈사랑방학교 캠프를 운영하게 된다.

현재 원광보건대학교 다문화가족교육상담센터는 국가평생

교육진흥원의 다문화가정 학부모교육 위탁 운영, 이주배경

청소년지원재단의 레인보우스쿨(무지개학교) 위탁 운영 등 

다문화가족과 자녀들이 지역사회의 구성원으로 역량을 강

화할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들을 운영중이다.

일자 _ 2013년 7월 22일

제목 _  원광보건대학교 다문화가족교육상담
센터 2013년 다문화가정 학부모교육 
강화사업 위탁운영기관 선정

원광보건대학교(총장 김인종)가 지난 17일 국가평생교육진

흥원에서 시행하는 2013년 다문화가정 학부모교육 강화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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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 전라북도 위탁운영기관으로 선정되었다.

다문화가정 학부모교육 강화사업은 다문화 학부모를 위한 

학부모교육 프로그램을 확대하여 다문화 학부모의 자녀교

육 역량을 강화하고 학교이해를 제고하고자 추진하는 사

업으로, 원광보건대학교 다화가족교육상담센터는 2012년 

다문화가정 학부모교육지원사업 연차평가 결과에 따라 

2013년도에도 본 사업 위탁운영기관으로 재선정되어 총 사

업비 2,200만원을 지원받게 된다.

원광보건대학교 다문화가족교육상담센터(센터장 장기성)

의 학부모교육 프로그램 교육내용은 “우리가족 행복프로젝

트, Happy with Us”라는 주제로 다문화가정 및 다문화에 

관심있는 일반 학부모들을 대상으로 가족캠프, 가족교육, 

아버지교육 등을 올해 12월 말까지 원광보건대학교 및 함열

캠퍼스에서 운영할 예정이다.

한편 원광보건대학교는 우리사회에 다문화가족이 급증하는 

현실에서 다문화복지과를 개설하여 결혼이민자 등 다문화

가족과 더불어 함께 생활하고 한국사회 정착을 지원할 다문

화복지전문가를 양성하고 있으며, 원광보건대학교 다문화

가족교육상담센터는 이주배경청소년지원재단의 레인보우

스쿨 위탁 운영, 익산시 자원봉사종합센터의 지원으로 다문

화 어린이체험 캠프, 레인보우 여름학교, 결혼이주여성을 

위한 독서코칭 및 힐링공예 등 다문화가족이 지역사회의 구

성원으로 역량을 강화할 수 있도록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

중이다.

일자 _ 2013년 7월 23일

제목 _ 원광보건대학교 임상병리과 2년 연속 
산학연공동기술개발사업 선정

원광보건대학교(총장 김

인종)가  지난  16일  중

소기업청에서 지원하는 

2013년 산학연공동기술

개발사업에 선정되어 2년 

연속 본 사업에 선정되었

다.

산학연공동기술개발사업은 대학 및 연구기관의 기술개발 

자원을 활용하여 상대적으로 자체 R&D 역량이 미흡한 중

소기업의 신기술·신제품 개발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원광보건대학교 임상병리과(연구책임자 권필승)는 2012년

에 LED전문업체인 (주)포스라이트 등의 중소기업과 연계

하여 LED를 이용한 새로운 광역학치료법을 적용하여 병원

성세균의 치료를 하기 위한 연구과제인 “LED를 이용한 병

원성세균 치료 시스템 개발”로 본 사업에 선정되었으며, 올

해는 LED전문업체 (주)탑트론과 함께 “LED조명을 이용한 

여드름균 치료 장치 개발” 연구과제로 본 사업에 선정되어 

2013년 8월부터 2014년 7월까지 총 사업비 7,000만원을 

지원받게 된다.

현재 원광보건대학교 임상병리과는 2011년 대학조직세포

검사학회 논문발표경진대회 최우수상, 대한미생물검사학

회 학술대회 우수상 수상, 2012년 대한임상병리사협회 제

17회 한독학술상 수상, 2013년 대한임상병리사협회 제

51회 종합학술대회 비오메리으 학술상 수상 등 각종 분야

에서 두각을 나타낸 바 있으며, 임상적응을 위한 실습위주

의 교육으로 대학병원, 각종 의료기관, 실험실, 연구소 등 

다양한 분야에서 역량을 발휘할 수 있는 전문 의료기술인을 

양성하고 있다.

일자 _ 2013년 8월 2일

제목 _  원광보건대학교-교육부 국립국제교
육원 MOU 체결 

원광보건대학교(총장 김인종)가 지난 30일 교육부 국립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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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교육원과 국가영어능력 향상과 글로벌 인재양성을 위한 

업무 협약을 체결하였다.

국립국제교육원은 재외동포교육과 국제교육 교류 및 협력

을 위하여 설립된 교육부 소속의 국가기관으로 글로벌 시대

에 부합하는 대한민국의 인재개발과 인재육성을 목표로 국

가영어능력평가시험(NEAT) 시행, GKS 국제교육교류 체

계화, 재외동포 교육지원, 한국어 보급 강화, 유학생 유

치·관리 기반 조성, 외국어 공교육 확대를 주요사업으로 추

진하는 교육전문기관이다.

원광보건대학교는 학생들이 입학하여 졸업할 때까지 글로

벌 역량을 갖출 수 있도록 글로윙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

다. 글로윙 프로그램은 NEAT 화상영어를 정규교과로 지정

하여 모든 재학생들이 영어에 대한 두려움을 해소하게 하고 

있으며, 직접 운영을 통해 학생 맞춤형으로 체계화된 NEAT

회화사관학교로 기본적인 글로벌 역량을 배양하고 있다. 또

한 기본적인 글로벌 역량을 바탕으로 해외어학연수, 글로벌

현장학습, 해외인턴십을 통하여 더욱 전문화된 전공능력, 

국제적 역량을 배양하고, 이와 연계하여 해외취업연수을 지

원하여 취업스킬 향상과 해외취업까지 지원하는 단계적이

고 체계화된 프로그램이다.

일자 _ 2013년 8월 20일

제목 _  원광보건대학교-중국 에버그룹 외 
산업체기관과 세계로 프로젝트 관련 
산학협력 협약 체결

원광보건대학교(총장 김인종)가 지난 16일 중국 내 최대 의

료미용성형그룹인 에버그룹(EVERCARE)을 비롯하여 대형 

산업체 미용기관 4개(베이징표량마마, 북경노개예과기유

한공사, 북경노개자문유한공사, 북경안용가인미용미발)와 

국내학생과 외국인 유학생을 대상으로 해외 산업체 맞춤형 

교육을 실시하고 해외산업체에 취업하는 세계로 프로젝트 

및 글로벌 현장학습, 해외인턴십, 해외취업 지원에 관한 산

학협력 협약을 체결하였다.

에버그룹은 중국 북경, 상해, 하얼빈, 청도 등 총 7개 도시

에 17개의 병원을 소유한 중국 내 최대 의료미용성형외과 

그룹으로서 한국관광공사에서도 매년 의료관광분야 해외인

턴십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는 우수기업이며, 특히 한국 

SK그룹이 운영하였던 SK애강병원을 인수한 그룹으로 한

중의료사업을 확대하는데 중추적인 구심점 역할을 하고 있

다. 북경노개예과기유한공사 외 3개 미용기관은 모두 북경

에 본사를 두고 전국 각지에서 1,000여개 체인점을 운영하

고 있는 대형 미용회사이다.

이날 협약식에는 각 그룹의 이사장을 비롯하여 실습 및 취

업 관련 주요 인사들이 참석하였고, 주요 협약 내용은 △ 학

술 및 기술 정보, 연수 프로그램의 공동연구 및 개발 △ 교

수 현장 연수, 기술지도 및 경영자문 △ 산업체 연계 교육과

정 및 교재 개발 △ 교육, 연수, 문화, 현장실습, 인턴십 등 

다양한 교류 프로그램의 개발 및 공동 진행 △ 외국인 학생

을 포함한 재학생의 취업 및 창업에 대한 협조 및 지원 등이

며, 본 협약을 통해 글로벌 기업체 맞춤형 인재를 양성하여 

기업의 인력난 해소와 학생들의 취업 지원에 상호 협력하기

로 하였다.

특히 이번에 협약을 체결한 에버그룹에는 2013년 한국전문

대학교육협의회 글로벌 현장학습사업과 교육역량강화사업

의 일환으로 진행되는 해외 산업체 인턴십을 통해 각 1명씩 

총 2명의 재학생을 선발하여 파견할 예정이어서 협약 체결

을 통한 실질적인 취업 지원 프로그램을 운영하는데 그 의

의가 있으며, 원광보건대학교 학교기업 원광여행사가 추진

하는 의료관광사업과도 연계하여 외국인 환자 유치, 특화

된 관광투어 등 시너지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또한 

4개의 미용기관과도 해외산업체 맞춤형 교육과정 운영 체

결을 통한 중국인과 한국인 학생의 취업에 적극적으로 협력

하기로 하여 세계로 프로젝트의 추진 및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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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인종 총장은 “세계 각국의 해외 산업체와 협력을 강화하

여 해외산업체 취업, 해외 현장실습 및 인턴십 프로그램을 

일부 학생들에게만 한정하여 운영하지 않고, 모든 학생들

이 참여할 수 있도록 확대 시행하여 해외 취업을 활성화시

킬 뿐만 아니라 외국인 학생에게도 내실있는 산업체 맞춤형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외국인 학생의 유치와 관리, 취

업 부분에서도 우수한 대학으로 발전하여 세계로 프로젝트

를 확대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한편 원광보건대학교는 미국, 캐나다, 호주, 일본, 싱가

포르, 중국, 필리핀, 베트남, 캄보디아, 네팔 등 세계 각

국의 교육 및 산업기관과 글로벌 교육 네트워크 구축 및 각

종 글로벌 역량 강화 프로그램 운영으로 작년에 이어 올해

도 호남·제주·충청·강원을 포함하는 지역권에서 뿐만 아

니라 전국에서도 한국전문대학교육협의회 글로벌 현장학

습 부분 상위권을 차지했으며 이외에도 교육부 교육기부기

관선정(2011), 한국산업인력공단 해외취업연수과정 운영

기관 선정(2009~2013), 원어민영어보조교사(EPIK) 운영

협력기관 선정(2011~2013), 학교기업 원광여행사 글로벌

체험연수사업 선정(2012~2013), 교육품질우수 인증대학 

선정(2011~2016), 국립국제교육원 전문대학 글로벌현장

학습 멘토링제 우수사례대학 선정(2012), 국제 IT선도대학

상 수상(2012), 대한민국 교육산업대상 글로벌 전문인력양

성 프로그램 분야 대상 수상(2013), 산학협력선도전문대학

(LINC) 사업단 매우우수 등급 획득(2013), 한국전문대학

교육협의회 전문대학 국제화 사업 운영 우수사례대학 선정

(2013), 교육부 교육역량강화사업 및 대표브랜드사업 지원

대학 선정(2011~2013), 교육부 국립국제교육원 국가영어

능력평가시험(NEAT) 1급 시험장 선정(2013) 등 다양한 성

과를 거두며 명실공히 글로벌 특성화 대상으로서 그 위상을 

떨치며 세계적 수준의 전문대학으로 발전해가고 있다.

일자 _ 2013년 9월 3일

제목 _  원광보건대학교 유아교육과·간호학
과, 2013년 교원양성기관평가 A등
급 획득

원광보건대학교(김인종 총장)가 교육부와 한국교육개발원

이 실시한 2013년 교원양성기관평가에서 간호학과와 유아

교육과가 A등급을 획득하였다.

이번 교원양성기관평가는 3주기 평가의 일환으로 시행되는 

것으로서, 교원양성교육의 질적 수준을 제고하기 위하여 전

문대학의 대학 자체평가보고서를 통한 서면평가, 현장방문

평가, 만족도 조사 등 다양한 평가방법을 통해 이루어졌으

며, 경영 및 여건, 프로그램, 성과의 3개 영역을 다면평가

하였다.

이번 교원양성기관평가에서 유아교육과는 총 53개 대학을 

평가하여 우수한 유아교원양성기관 30개교에 A등급을 부여

하였고, 간호학과(보건교사양성학과)는 총 29개 대학을 평

가하여 우수한 보건교사양성기관 4개교에 A등급을 부여하

였다.

유아교육과는 2004년에도 전국 전문대학 학과평가에서 ‘교

육운영 및 교육성과’ 부문에서 우수학과로 선정되었으며, 

이런 토대 위에서 미래의 유능한 유아교육을 이끌어 갈 수

준 높은 교사양성을 목표로 사회변화에 적합한 교육과정을 

편성하고, 유아교육기관과의 긴밀한 산학협력을 통해서 유

아교육이론과 학교현장을 통합적으로 이해하는 유치원 교

사를 양성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간호학과는 2012년부터 4년제 학사학위과정으로 전환하여 

더욱 정교회된 교육체계를 구축하였고, 지·덕·체 연마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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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한 전인교육으로써 정보기술 사회가 필요로 하는 지식과 

기술, 높은 윤리적 가치, 인류의 건강증진에 공헌하는 간호 

전문직 정신, 합리적이며 과학적 사회를 지닌 새 시대의 간

호교사를 육성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한편 유아교육과·간호학과 이외에도 미용피부관리과와 경

호스포츠과도 이번 교원양성기관평가를 통과하였으며, 이

번 평가를 통하여 원광보건대학교는 우수한 교원양성을 통

하여 국가와 지역사회에 이바지해 온 성과를 인정받았다고 

하겠다.

현재 원광보건대학교는 지난 1976년 개교한 이래 보건, 복

지, 글로벌, 어학 등의 특성화를 통해 다양한 실적을 거두

며 지역을 대표하는 명문대학으로서의 위상을 높여왔다. 

3년 연속 교육역량강화사업 우수대학 선정 외에도 최근 산

학협력선도전문대학(LINC)사업단 매우우수 등급 획득

(2013), 대한민국 교육산업대상 수상(2013), 교육품질우

수 인증대학 선정(2011~2016), 전문대학 국제화 사업 운영 

우수사례대학 선정(2012), 교육기부기관선정(2011) 등 각

종 정부기관으로부터 그 역량을 공인받으며 특성화대학으

로서 그 위상을 다져가고 있다.

일자 _ 2013년 10월 8일

제목 _  원광보건대학교 경호스포츠과,  
전주시장기 겸 회장기 유도대회  
대거 입상

원광원광보건대학교(총장 김인종) 경호스포츠과가 제 17회 

전주시장기 겸 회장기 유도대회에서 대학부 단체전 3위를 

비롯해 개인전 은메달 3개, 동메달 4개를 획득했다.

전주시와 전주시통합체육회 주최로 지난 5일 우석고등학

교체육관에서 열린 이번 대회에는 전국각지의 선수 200여

명이 참가해 갈고닦은 기량을 펼쳤다. 본 대회에 출전한 원

광보건대학교 경호스포츠과 학생 10명은 치열한 경기 끝에 

단체전 3위(이미진, 최문호, 백형민, 이태영, 최동한), 남

자개인전 은메달3(-81kg급 조현영, -100kg급 조학근, 

+100kg급 이태영), 동메달2(-90kg급 정시우, -100kg급 

최문호), 여자개인전 동메달2(-48kg급 유수민, -63kg급 

이은선)를 획득하며 대학 및 학과의 명예를 높였다.

경호스포츠과 학과장 정원훈 교수는 “학생들이 첫 출전이라 

적잖은 중압감을 느꼈을텐데도 제 실력을 발휘해주어 대견

스럽다”며, “각종대회출전, 유도동아리(WJC) 운영 등 지

속적인 신체단련과 실전교육을 통해 국민의 안전과 재산, 

사회질서를 지키는 일류 경호인력 양성에 최선을 다하겠다”

고 전했다.

원광보건대학교 경호스포츠과는 우리사회의 안전에 대한 

다양한 문제들을 국가, 사회, 개인적 차원에서 이해하고 분

석할 수 있는 전문적 자질을 함양함과 동시에 체계적인 교

육을 통해 위험요소로부터 대상을 보호할 수 있는 투철한 

사명감과 신체적 능력 갖춘 전문인력을 양성하는 학과로서 

2010년 전국회장배우슈선수권대회 3종목 우승, 2012년 단

풍미인배 회장기 유도대회 단체전 우승 등 다양한 경기에서 

두각을 나타낸 바 있다.

일자 _ 2013년 10월 8일

제목 _ 원광보건대학교 - 몽골 ACH의과대
학, 몽골철도병원, 몽골국립의학연
구소와의 협약 체결

원광보건대학교(총장 김인종)가 외국인 유학생의 국내 선진 

기술 교육 및 현장실습 후 해외 산업체에 취업하는 ‘세계로 

프로젝트’ 추진을 위해 ACH 의과대학, 몽골철도병원, 몽

골국립의학연구소와 산학협력 협약을 체결했다고 지난 8일 

밝혔다.

본 협약은 몽골의 교육기관과 산업기관에 원광보건대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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측의 우수한 의료기술 인력을 공급하기 위한 협력 체제를 

구축하고자 실시되었으며, 국내 대학·해외 교육기관·해외 

산업체와 해외 연구 기관이 ‘세계로 프로젝트’ 추진을 위해 

긴밀히 협력하기로 했다는 점에서 그 의의가 크다.

2014년 교육부가 시행하는 ‘세계로 프로젝트’는 대학-기

관 간 네트워크 구축을 통해 외국인 유학생 및 국내 전문대

학생에게 해외 산업체 맞춤형 주문식교육과 취업 교육을 실

시, 해외 산업체에 취업하는 형태로 진행되는 글로벌 전문 

인력양성 프로그램으로 원광보건대학교가 총력을 기울여 

추진하고 있는 사업이다.

이날 협약식에는 원광보건대학교 김인종 총장을 비롯해 몽

골철도병원 병원장, ACH 의과대학 총장, 몽골국립의학연

구소 대표 등 각 기관 주요 인사가 참석, 몽골의 의료 환경 

및 서비스 개선을 위한 의료기술 인력 양성과 학생들의 취

업 지원에 상호 협력하기로 합의했다. 

협약 내용은 △ 학술 및 기술, 연수 프로그램 공동연구 및 

개발 △ 교수, 보건 의료 관계자의 현장 연수, 기술지도 및 

경영자문 △ 보건 의료 관련 교육, 연수, 실습 등 프로그램 

개발 및 진행 △ 산업체 맞춤형 교육과정과 교재 개발, 취·

창업 지원 △ 외국인 환자 유치 등 의료관광 프로그램 공동 

개발 및 추진에 대한 협조 및 지원 등 이다.

김인종 총장은 “우리대학과 원광재단의 선진화된 의료 시스

템과 의료 기술 교육을 통해 몽골 의과대학생들에게 현장실

습 기회를 제공하고, 대학에서 배출한 우수한 의료·보건 인

재를 현지에 취업시키는 방법을 통해 몽골 의료 환경 개선

에 일조하고자 한다”며, “본 협약이 의료 인력 양성은 물론 

양국간 실질적 교류확대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

고 전했다.  

한편 원광보건대학교는 몽골 이외에도 미국, 캐나다, 호

주, 일본, 싱가포르, 중국, 필리핀, 베트남, 캄보디아, 네

팔 등 세계 각국의 교육 및 산업기관과 글로벌 협력 네트워

크를 형성하여 다양한 국제화 사업 및 글로벌 역량 강화 프

로그램을 성공적으로 운영해 나가고 있다.

일자 _ 2013년 10월 10일

제목 _  원광보건대학교 허브테라피향장과, 
‘제 48회 전국기능경기대회’ 은메달 
수상

원광보건대학교(총장 김인종) 허브테라피향장과 2학년 이

유민 학생이 ‘제48회 전국기능경기대회’에서 피부미용직종 

은메달(2위)을 수상하는 쾌거를 이뤘다.

국제기능올림픽대회한국위원회·강원도기능경기위원회 주

관, 고용노동부·강원도·강원도 교육청 주최로 춘천기계공

업고등학교 등 5개 경기장에서 실시된 본 대회는 전국의 우

수숙련기술자 발굴과 숙련기술수준의 향상을 목적으로 매

년 개최되고 있으며, 올해에는 총 10개 분야에 전국 17개 

시도 1,884명의 선수가 출전해 기량을 펼쳤다.

지난 4월 전북지방기능대회 금상수상자로서 전라북도 지역

을 대표해 참가한 원광보건대학교 허브테라피과 2학년 이

유민 학생은 ‘미예분과 피부미용직종부분’에서 11시간의 경

기 끝에 2위에 해당하는 은메달을 획득, 대학과 학과의 명

예를 빛냈다. 본 대회 수상자에게는 국가지급 상금 8백만원

과 동남아 7일 연수 특전이 주어지며, 향후 전국피부미용직

종 기능경기대회 심사위원 자격, 전국 최상위그룹 기능인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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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회 회원자격, 피부미용직종연합회 회원자격 등이 주어진

다.

허브테라피향장과 학과장 김란 교수는 “우리학과 학생이 전

국 상위수준의 전문 기능인으로서 기술력을 인정받음으로

써 대학과 학과는 물론 전라북도의 위상을 높이게 됐다”며, 

“앞으로도 학생들에게 다양한 현장실습 경험을 제공함으로

써 미래 뷰티산업의 주역이 될 수 있도록 지도 해나가겠다”

고 전했다.

한편, 원광보건대학교 허브테라피향장과는 본 대회 수상을 

비롯해 KASF 2013 미용기능경기대회, 2013 한국시데스

코뷰티테라피 민간기능경진대회, 오송국제휴먼(미용＆건

강)올림픽대회, 2012 국제 CIDESCO 한국지부 피부미용 

실기대회, 2012 대만 AGC컵 국제대회 등 다양한 피부미용

분야 대회에서 우수한 성적으로 두각을 나타내고 있다.

일자 _ 2013년 10월 15일

제목 _ 원광보건대학교 외식조리산업과, 
제8회 전북음식문화대전 대학부  
최우수상 수상

원광보건대학교(총장 김인종) 외식조리산업과 이율구, 김

성진 학생이 제8회 전북음식문화대전 창작웰빙음식 경연대

회에서 대학부 최우수상을 수상했다.

전라북도와 (사)한국음식업중앙회의 공동주관으로 지난 

12일에서 13일까지 군산시 월명종합경기장에서 열린 이

번 대회는 ‘전라북도의 음식의 세계화’를 취지로 도내 14개 

시ㆍ군의 대표적인 음식소개 및 창작웰빙음식경연대회, 향

토 음식 경연대회 등 다채로운 행사가 펼쳐졌다.

행사 첫날 진행된 창작웰빙음식경연대회에 ‘친한친구’라는 

팀명으로 참가한 원광보건대학교 외식조리산업과 2학년 이

율구, 1학년 김성진 학생은 ‘육회의 밀알’이라는 67개 팀과

의 열띤 경쟁 끝에 대학부 최우수상에 해당하는 식품의약품

안전처장상을 수상하는 영예를 안았다.

‘전북음식문화대전’ 추진위원으로 행사 기획단계에서부터 

참여한 외식조리산업과 학과장 송경숙 교수는 수상학생들

에 대한 축하의 말과 함께, “각종 대회참가를 통한 실습위

주의 전문교육으로 학생들에게 음식에 대한 정보교환은 물

론, 새로운 음식을 발굴하는 경연의 기회를 제공한다는 것

이 우리대학 외식조리산업과만의 강점”이라 전했다.

원광보건대학교 외식조리산업과는 차별화된 아이디어와 특

화된 메뉴 개발로 식문화 창출에 기여하는 창의적 전문 조

리인을 양성하는 학과로서 국내에서는 보기 드물게 학생 모

두가 각자 조리를 할 수 있는 시설을 구비하는 등 실습위주

의 교육으로 학업 능률 향상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 본 대회

를 비롯해 2011·2012·2013 국제요리경연대회 등 다수의 

전국규모요리대회에서 우수한 성적으로 입상하는 등 눈부

신 성과를 이어가고 있다.

일자 _ 2013년 10월 28일

제목 _ 원광보건대 LINC사업단, ‘산학연협
력 EXPO’서 사업우수성과 알려

원광보건대학교(총장 김인종) LINC사업단이 ‘2013년 산학

연협력 EXPO’에 참가, 현장실습 우수 수기 공모전 장려상 



2013
원 광 보 건 대 학 교  연 감

352 Ⅲ. 행정부서, 학과별 주요 업무 및 행사

수상 등 다양한 실적을 통해 대학 LINC사업의 우수성을 알

렸다.

교육부, 미래창조과학부 주최로 지난 23일부터 25일까지 

코엑스에서 열린 이번 행사는 산업계와 학계, 연구계가 함

께 모여 비전과 흐름을 공유하고 산학협력 주체 모두에게 

창조적 시너지를 창출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자 실시됐

으며, ‘내일을 열어라’는 주제로 ‘LINC 및 창업 페스티벌’, 

‘산학연협력 우수성과 전시’ 등 다채로운 행사가 진행됐다.

2012년 1차년도 LINC사업 평가결과 최우수 등급(매우우

수)을 획득한 바 있는 원광보건대학교 LINC사업단은 본 

EXPO에 참가해 산학연협력으로 창출된 우수 성과물들을 

전시, 참가자들의 이목을 집중시켰으며, 항공서비스과 박

지원 학생의 현장실습 우수수기를 통해 공모전 장려상(한

국산업기술진흥원장상)을 수상하는 영예를 안았다. 박지원 

학생은 현재 동 산업체에서 인턴십 과정을 수행 중이며, 인

턴십수료 후 정규직으로 채용될 예정이다.

또한 외식조리산업과 ‘콜스제로’ 팀의 Cholesterol Down 

강황 삼계탕, 미용피부관리과 ‘뷰티크리에이터’팀의 한방 

족욕첨가재 개발 등 캡스톤디자인 우수작품을 출품하기도 

했다. 현재 위 작품들은 레시피 특허출원 및 제품화 활용 중

이다.

대학 LINC사업단장 김경 교수는 “우리대학은 ‘지역 연계 산

업기반 의료·관광 학문융합 전문인력 양성’이라는 LINC사

업의 비전 달성을 위해 학과 개편을 통한 융합형 학부제를 

도입한 바 있다.”며, “앞으로도 산학협력 지원체제 구축, 

현장밀착형 산업수요 교육과정 개편, 현장실습체제 구축 등

을 통해 인력수요 및 직무불일치를 해소해 나감으로써 대학

의 전문성 강화와 선진화를 추구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일자 _ 2013년 10월 28일

제목 _ 원광보건대학교-(사)지구촌사랑나
눔 - 글로벌 사회복지 인재 양성을 
위한 업무협약 체결 - 

원광보건대학교(총장 김인종)가 국내 최대규모의 이주민 지

원 NGO인 사단법인 지구촌사랑나눔과 글로벌 사회복지 인

력 양성을 위한 상호 협력 MOU를 체결했다고 28일 밝혔

다.

금번 협약 체결식에는 원광보건대학교 김남일 대외부총장, 

(사)지구촌사랑나눔 김해성 대표 등 양기관의 주요인사가 

참석, 상호 협력 네트워크 구축을 통한 협력적 사회복지사

업 지원 및 현장 맞춤형 사회복지 인재 양성 프로그램 개발 

등에 협력하기로 합의했다.

주요 협약내용은 ▲국제교류와 사회복지사업 관련 협력 ▲

다문화 복지사업에 대한 상호교류 ▲현장복지학습 프로그

램 개발 ▲재학생 및 졸업생의 현장실습, 체험학습 ▲맞춤

형 인재육성 및 연수, 취업과 관련된 협력 등 이다. 본 협약

을 통해 양 기관은 복지사업의 국제교류 프로그램 개발을 

지원함으로써 글로벌 사회복지 인재 양성 및 상호 공동 발

전을 도모할 예정이다.

원광보건대학교와 협약을 체결한 (사)지구촌사랑나눔은 

1992년 외국인노동자를 위한 노동상담과 쉼터, 급식소 운

영으로 시작해, 현재 우리나라 130만 이주민들의 인권신장

과 기본권 보장을 지원하는 대표 NGO로 활동하고 있다.

김인종 총장은 “본 협약을 계기로 학생들에게 다양한 복지

현장을 직접 경험하고 실습할 수 있는 기회를 확대 제공함

으로써 우리대학의 현장맞춤형 교육 프로그램을 강화해나

가고자한다.”며, “지속적인 글로벌 역량 강화와 취업 경쟁

력 확보를 통해 재학생들이 갈고 닦은 역량을 세계무대에서 

확인할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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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자 _ 2013년 10월 30일

제목 _ 원광보건대학교, 교육부 ‘세계적 수
준의 전문대학(WCC)’ 선정

원광보건대학교(총장 김인종)가 30일 교육부의 ‘2013년 세

계적 수준의 전문대학(이하 WCC, World Class College)’

에 선정되며 명실공히 전국 최상위수준의 전문대학임을 증

명했다.

‘WCC사업’은 국내·외 산업체의 요구 및 기술변화를 수용

할 수 있는 교육여건과 환경으로 글로벌 직업교육역량을 갖

춘 우리나라 최고의 전문대학을 가려, 세계 수준의 전문대

학으로 육성하기 위한 정부의 정책지원 사업이며 ‘전문대학 

최고의 영예’로 손꼽힌다. 

교육부는 2011년부터 3년에 걸쳐 전국의 140여개 전문대

학 중 총 21개교를 WCC로 지정한다는 기본 계획에 따라 

2011년 7개교, 2012년 4개교를 선발한 바 있으며, 지정 마

지막해인 올해에는 원광보건대학교를 포함한 10개교가 선

정됐다.

특히, 호남지역의 전문대학이 선정 된 것은 이번이 처음으

로, 원광보건대학교는 세계적 수준의 전문대학이라는 타이

틀을 거머쥠과 동시에 대학의 명예는 물론 전라남·북도 지

역의 교육적 자긍심도 제고시킨 셈이다.

WCC 선정대학에게는 교육역량 강화사업 확대지원을 비롯

해, 학사학위 전공심화과정 설치 자율화, 산업체 위탁교육 

운영 자율성 확대 등 다양한 정책적·재정적 지원이 이루어 

진다. 

원광보건대학교는 홍익인간 구현의 대한민국 교육이념을 

바탕으로 개인의 행복이 인류전체의 행복임을 인식, ‘학생

이 행복한 Happy campUs’를 실현하기 위한 글로벌인재

양성에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고 있다. 입학부터 취업까지 

단계적으로 취업경쟁력을 배양시키는 종합 어학교육 프로

그램인 ‘글로윙’을 통해 글로벌 어학교육의 선도적인 모델

을 확립해왔으며, 지역핵심산업과 연계한 보건·의료 헬스

케어 컨버전스 학부 체제를 구축, 특성화 인력을 안정적으

로 공급하는 등 글로벌인재양성을 위한 정책적 노력을 지속

적으로 펼쳐온 결과 금번 WCC 대학으로 선정되는 쾌거를 

이룩했다. 이에 따라 전국최고수준의 고등직업교육 중심기

관으로서 핵심역할을 수행할 계획이며, 국가직무능력표준

(NCS) 기반 산업체 수요중심 교육과정 운영, 글로벌 역량 

강화 등을 통해 대학 자율성장 기반을 구축함으로써 현 정

부 국정과제인 특성화 100개교 사업 및 세계로 프로젝트를 

주도적으로 추진해나갈 전망이다.

김인종 총장은 “급변하는 교육환경에 따른 수많은 어려움들 

앞에서 우리대학 구성원 전체가 합심하고, 협력해 일궈낸 

성과이기에 더욱 값지다”며, “새로운 시대 새로운 정책 속

에서도 이 영광스러운 순간이 지속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

로 변화하고 도전해나갈 계획”이라 전했다.

원광보건대학교는 최근 대학의 질적 수준 개선에 대한 사

회적 요구와 정부의 강도 높은 대학구조개혁 속에서도 금

번 ‘세계적수준의 전문대학’ 선정을 비롯해, ‘교육역량강화

사업 및 대학 대표브랜드사업 3년 연속선정(2011~2013)’, 

‘전문대학 기관평가인증(교육품질 우수대학) 획득(2011)’, ’

산학협력선도전문대학육성(LINC)사업 선정(2012) 및 성과

평가 매우우수 등급 획득(2013)’ 등 수많은 성과를 이룩해 

대외적으로 그 역량을 인정 받아왔다. 현재 6학부(보건의료

학부, 보건복지학부, 호텔관광외식학부, 한류예술학부, 간

호학부, 군사학부) 총 22개 학과를 운영, 현장밀착형 직업 

전문인력을 양성하고 있으며, 보건의료브랜드 특성화와 현

장실무 교육체제를 구축을 통해 세계수준의 교육품질 완성

이라는 대학 비전을 실현해나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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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자 _ 2013년 11월 6일

제목 _ 원광보건대학교 미용피부관리과, 
2013 국제뷰티건강기능대회 두각

원광보건대학교(총장 김인종) 미용피부관리과 학생들이 

‘2013 국제뷰티건강기능대회’에 참가, 단체상, 대상 등 참

가자 31명 전원이 수상하는 쾌거를 거뒀다.

사)한국생활건강관리협회 주관으로 지난 26일(토) 서울 

COEX에서 개최된 이번 대회는 단합을 통한 정보교류와 아

름다운 경쟁을 통해 우리나라 뷰티 건강분야의 우수성을 해

외에 알리고자 실시됐으며, 헤어, 피부미용, 메이크업, 네

일아트, 건강관리 등 5부문 52개 종목에서 3,000여명의 선

수들이 갈고닦은 기량을 펼쳤다.

원광보건대학교 미용피부관리과 신하나 외 30명의 학생들

은 12개 종목(손·발관리, 얼굴관리<고무,석고>, 얼굴관리

<손으로>, 두피관리, 컨슈머, 헤어바이나이트, 고전머리, 

업스타일, 퍼머넌트웨이브, 네일케어<메니큐어링>, 실크

익스텐션, 원톤스캅춰)에 출전하여 단체상, 대상 3개, 최

우수상 3개, 금상 13개, 은상 9개, 동상 3개를 수상하는 등 

대회 전반에 걸쳐 두각을 나타내며 대학과 학과의 명예를 

드높였다.

미용피부관리과 학과장 유현주 교수는 “학생들에게 이번 대

회경험은 탄탄한 기본기와 창작성, 그리고 예술성을 키울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됐을 것이다, 큰 대회에 나가서도 떨지 

않고 배우고 연습한대로 실력을 발휘해 좋은 성과를 거둔 

학생들이 자랑스럽다”며, “앞으로도 학생들에게 현장의 요

구에 맞는 실습교육을 통해 전국 최고의 실력을 가진 미용

인 양성의 요람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한편, 원광보건대학교 미용피부관리과는 본 대회 이외에도 

‘KBF(Korea Beauty Festival) 한국미용페스티벌, ‘KASF

미용기능경기대회’, ‘인터네셔널 네일페스티벌’을 비롯한 

각종 전국규모대회에서 우수한 성적으로 입상하는 등 다양

한 대내외 실적 거두며, 실습위주의 전문교육으로 학생들의 

실무능력을 강화시키는 전문 미용인을 양성학과로서 입지

를 굳건히 하고 있다.

일자 _ 2013년 11월 14일

제목 _ 원광보건대학교 외식조리산업과, 
‘맛자랑레시피경연대회’ 대상 수상

원광보건대학교(총장 김인종) 외식조리산업과 2학년 조미

진 학생이 익산 맛자랑축제 ‘레시피경연대회’에서 대상을 수

상했다.

익산문화재단 주최로 지난 8일에서 9일까지 익산문화예술

의거리에서 열린 이번 축제는 ‘닭으로 만든 임금님 밥상! 새

로운 맛을 찾다’라는 주제로 닭을 이용한 익산의 대표음식을 

발굴하고 지역경제를 활성화시키 위해 실시됐으며, 지역음

식 품평회, 닭레시피 경연대회 등 다채로운 행사가 펼쳐졌

다.

행사 이튿날 진행된 레시피경연대회에 참가한 원광보건대

학교 외식조리산업과 2학년 조미진 학생은 강황으로 이색

적인 맛을 낸 ‘강황 삼계탕’을 출품, 학생부 10팀 중 최고의 

닭요리로 평가받으며 대상을 수상했다.

외식조리산업과 학과장 송경숙 교수는 “각종 대회참가를 통

한 실습위주의 전문교육으로 학생들에게 음식에 대한 정보

교환은 물론, 새로운 음식을 발굴하는 경연의 기회를 제공

한다는 것이 우리대학 외식조리산업과만의 강점”이라 전했

다.

원광보건대학교 외식조리산업과는 차별화된 아이디어와 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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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된 메뉴 개발로 식문화 창출에 기여하는 창의적 전문 조

리인을 양성하는 학과로서 국내에서는 보기 드물게 학생 모

두가 각자 조리를 할 수 있는 시설을 구비하는 등 실습위주

의 교육으로 학업 능률 향상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 본 대회

를 비롯해 2011·2012·2013 국제요리경연대회 등 다수의 

전국규모요리대회에서 우수한 성적으로 입상하는 등 눈부

신 성과를 이어가고 있다.

일자 _ 2013년 11월 29일

제목 _  원광보건대 미용피부관리과 창직동
아리 ‘헬스&뷰티매니저’, 미래창조
과학부 장관상 수상

원광보건대학교(총장 김인종) 미용피부관리과 창직동아리 

‘헬스&뷰티매니저’팀이 창직아이디어 ‘실버테라피스트’로 

미래창조과학부 장관상을 수상하는 영예를 차지했다.

지난 9월부터 11월 30일까지 약 100일간 tvN ‘대국민 창직

오디션 크리에이티브 코리아’에 출전한 원광보건대 ‘헬스&

뷰티매니저’팀(지도교수 양현옥, 팀장 정우리, 팀원 박수

정, 이미화, 이석훈, 고우경)은 창직명 ‘실버테라피스트’라

는 새로운 아이디어를 고안, 100세 시대 시니어를 위한 서

비스로서 높은 평가를 받아 최종 4위에 오르며 최문기 미래

창조과학부 장관으로부터 상을 수여받았다.

‘실버테라피스트’는 노인들을 대상으로 건강과 미용을 위한 

관리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방문 서비스를 제공하는 전문

가를 일컫는 말로, 헬스&뷰티매니저는 프로그램에 참가한 

대학생팀 중 유일하게 시상대에 오르며 개인의 역량을 살린 

창직 아이디어를 통해 자기 주도적으로 일자리를 개척할 수 

있음을 증명했다.

동아리 지도교수로서 학생들의 창직활동을 지원한 미용피

부관리과 양현옥 교수는 “교육과정과 연계해 매년 실시하고 

있는 피부미용 봉사활동에 착안하여 창직아이디어를 구상

하게 됐다”고 설명하며, “헬스&뷰티매니저팀을 비롯한 원

광보건대학교 미용피부관리과 학생들은 도전적이며 창의적

인 학과 활동을 통해 개인의 직업능력을 향상시킴은 물론, 

사회에 필요로 하는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 할 수 있도록 역

량 개발에 집중해 오고 있다. 앞으로도 다양한 창직활동을 

통해 새로운 시장창출에 기여하고자 한다”고 전했다.

원광보건대학교 미용피부관리과는 ‘2013국제뷰티건강기능

대회’ ‘KBF한국미용페스티벌, ‘KASF미용기능경기대회’, 

‘인터네셔널 네일페스티벌’ 등 각종 전국규모대회에서 우수

한 성적으로 입상하며 다양한 대내외 실적을 거두는 한편, 

실습위주의 산업체 맞춤형 교육으로 학생들의 실무능력을 

강화시키는 전문 미용인 양성학과로서 입지를 굳건히 하고 

있다.

일자 _ 2013년 12월 4일

제목 _  원광보건대학교 - 몽골 최대 민영
방송국 UBSTV, 국제교류 업무지원 
MOU체결

원광보건대학교(총장 김인종)가 몽골 최대의 민영방송국인 

UBSTV 방송국과 국제교류 업무지원 MOU를 체결했다.

지난 11월 25일 몽골 UBSTV 방송국에서 진행된 협약식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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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원광보건대학교 김남일 대외부총장, UBSTV 사장 발자

크(LKHAGVADORJ BALKHJAV) 등 양 기관의 주요인사

가 참석, 국제협력 네트워크 구축을 통한 글로벌 인재교류 

촉진과 문화교류 활성화 등 상호발전을 위해 협력키로 합의

했다.

세부 협약내용으로는 ▲국제 문화교류 및 학술교류 프로그

램 운영 ▲학생교류 프로그램 운영 ▲교육연수 및 현장실습 

▲대학 홍보 지원 등이며, 본 협약을 통해 양 기관은 국제 

인재교류 사업 및 교육·문화교류와 관련된 다양한 상호 협

조 및 지원체계를 구축할 전망이다. 

특히, 이날 진행된 MOU 협약식과 원광보건대학교 김남일 

대외부총장의 인터뷰는 UBSTV 뉴스를 통해 몽골 전역에 

방송된 바 있어 대학 측의 몽골 유학생 유치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김남일 대외부총장은 UBSTV와의 인터뷰에서 “우리대학

은 현재 세계 여러 국가들과 글로벌 네트워크를 구축하였으

며, 이번 교육부 세계적 수준의 전문대학 선정에 힘입어 더

욱 다양한 국제교류 사업을 추진하고자 한다. 몽골 최대 민

영방송국인 UBS 방송국과의 업무협약을 계기로 몽골과 우

리대학과의 학술, 문화 교류에 큰 진전이 있을 것으로 보이

며, 나아가 양국의 교육, 문화 발전에도 기여할 수 있도록 

실질적 협력관계를 유지해 나갈 것”이라고 전했다.

한편, 올해 교육부 세계적 수준의 전문대학(WCC, World 

Class College)으로 선정되는 등 괄목할만한 성과를 거둬 

명실공히 우리나라 최고수준의 대학으로서 위용을 과시하

고 있는 원광보건대학교는 현재 미국, 호주, 캐나다, 일본, 

싱가폴, 중국, 몽골, 필리핀, 캄보디아, 베트남, 네팔 등 

세계 각국 교육기관과의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있으며, 대학 

및 학생의 글로벌 역량 강화 사업을 비롯한 세계로 프로젝

트 추진으로 국제화시대에 준비된 인재를 양성하는 글로벌 

대학으로 발전해 나가고 있다.

일자 _ 2013년 12월 6일

제목 _ 원광보건대학교 주얼리디자인과, 
‘제 27회 전라북도 산업디자인대
전 전국공모전’ 참가자 전원 수상  

원광보건대학교(총장 김인종) 주얼리디자인과가 ‘제27회 

전라북도 산업디자인대전 전국공모전’에서 참가자 29명 전

원이 수상하는 실적을 거뒀다.

(사)전라북도 산업디자이너협회(회장 강정이) 주관으로 지

난 11월 29일(금)부터 12월 4일(수)까지 한국 소리문화의 

전당 메인홀에서 개최된 이번 공모전은 국내 산업디자인의 

보급 및 확산, 신기술 연구 등을 통해 우수인재를 양성, 지

역의 경쟁력을 강화시키고자 매년 실시되는 행사이다. 

올해에는 산업공예디자인, 시각·포장, 멀티미디어, 텍스

타일·패턴, 제품·실내·환경디자인  등 6개 부문에서 엄정

한 심사를 거친 181작품이 수상작으로 선정됐으며, 교육부 

LINC사업의 캡스톤디자인 프로그램 및 전라북도 산학관커

플링사업의 결과물인 창의성과 산업성을 중점으로한 산학

공동협력개발 시제품들이 출품돼 눈길을 끌었다.

본 대회 산업공예디자인 실물부분에 참가한 원광보건대학

교 주얼리디자인과는「특별상-양한결(나빌레라)」와「특선-

이영상(낮에 뜨는 달)」을 포함한 참가학생 29명 전원이 입

상하여 지난해에 이어 두각을 나타냈다.

<수상내역>

• 대상 - 이혜미(2011학번 동문) [작품명 : 창공에 빛나는 별]

• 특별상 - 양한결 [작품명 : 나빌레라]

• 특선 -   이승우, 이영상, 박치훈, 홍승철, 변소정, 김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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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 이다슬, 

• 입선 -   최명규, 문지선, 서예원, 백수민, 이혜인, 오재

현, 박준영, 이진석, 장은솔, 신형원, 김태호, 오

현서, 정재훈, 박은규, 김혜수, 임선주, 황서영, 

김동균, 정희빈, 최예린, 한찬희

주얼리디자인과 학과장 김동환교수는 수상학생들에 대한 

격려의 말과 함께 “본 대회를 통해 학생들이 새로운 주얼리

디자인의 진로모색과 비전을 공유함으로써 더욱 활발한 작

품활동을 펼치고, 개인의 성장은 물론 전북 산업디자인 발

전에 도움이 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일자 _ 2013년 12월 24일

제목 _  원광보건대학교, 2013년 신규 세종
학당 운영기관 선정

원광보건대학교(총장 김인종)가 필리핀에 설립한 원광글로

벌교육센터가 지난 24일 2013년 신규 세종학당 운영 기관

으로 선정됐다.

세종학당은 외국어 또는 제2언어로서 한국어를 배우고자 

하는 사람들을 위해 한국어와 한국 문화를 알리고자 문화체

육관광부와 세종학당재단이 지정·지원하는 한국어 교육기

관이다. 한국어보급 대표브랜드이자 한국문화 전진기지로 

일컬어지는 세종학당은 필리핀 원광글로벌교육센터를 포함

한 신규 세종학당 운영기관 3곳을 추가 지정, 현재 총 52개

국 120개소를 운영하고 있다.

원광보건대학교는 지난 2011년 공교육기관 최초로 필리핀 

세부에 원광글로벌교육센터를 설립해 재학생들의 글로벌 

마인드 고취와 외국어 실력 향상을 위해 화상영어교육을 실

시하는 한편, 올해 1월부터 필리핀 현지인들을 대상으로 한

국어 및 한국 문화 교육을 실시하는 등 한국인들과 현지인

이 소통하고 교류할 수 있는 학습의 장을 마련해온 결과 세

종학당 운영기관으로 선정되는 쾌거를 거뒀다.

금번 세종학당 선정을 통해 원광보건대학교는 우수한 글로

벌·특성화 교육 시스템을 전세계에 뿌리 내려 한국어 및 한

국문화의 보급과 더불어 한국 고등교육의 우수성을 알릴 수 

있도록 만전을 다할 계획이며, 정부 국정과제인 세계로 프

로젝트 또한 주도적으로 추진해나갈 전망이다.

원광보건대학교 김인종 총장은 “세종학당 선정을 계기로 원

광글로벌교육센터를 한국어와 한국 문화에 대한 전반적인 

정보를 제공하고, 교류할 수 있는 한국 문화 소통의 중심 기

관으로 발전시킬 예정이다. 또한 온라인 화상 한국어를 도

입하여 필리핀뿐만 아니라, 한국어 학습 수요가 많은 몽골

과 중국에도 한국어 교육을 실시하여 세계 어디에 있든, 한

국어를 배우고자 하는 학생들은 원광보건대학교의 화상 시

스템을 통해 시간과 장소에 구애받지 않고 한국어를 접하고 

배울 수 있게 할 계획이다”고 전했다.

한편, 원광보건대학교는 지난 11월 세계적 수준의 전문

대학(WCC·World Class College) 선정을 비롯해, 교

육역량강화사업 및 대학 대표브랜드 사업 3년 연속선정

(2011~2013), 전문대학 기관평가 인증 획득(2011), 산학

협력선도전문대학육성(LINC)사업 선정(2012) 및 성과평과 

매우 우수(2013) 등의 다양한 대외실적을 거둬 국내에서는 

이미 교육 품질 우수대학으로 그 역량을 공인받은 바 있다.

일자 _ 2014년 1월 28일

제목 _ 원광보건대학교-제7공수여단 학·군 
업무협약 체결

원광보건대학교(총장 김인종)가 지난 27일 제7공수특전

여단(여단장 준장 남영신)과 우수 특전부사관 육성을 위한 

학·군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원광보건대학교 김인종 총장, 제7공수특전여단 남영신 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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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장을 비롯한 양측 인사 2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된 

본 협약은, 상호 유대관계 강화를 통해 대학과 군이 보유하

고 있는 우수한 인적·물적 자원 교류를 활성화 시키고, 군

의 발전 및 우수 인재 육성, 부사관과 활성화 등 각 분야의 

공동노력과 상호협력을 목적으로 체결됐다.

지난해 육군본부와 전투/특전분야 학군제휴 협약 체결로 

2014학년도부터 전투부사관과(입학정원 40명), 특전부사

관과(입학정원 40명)를 신설하게 된 원광보건대학교는 금

번 협약에 따라 전문지식과 실무를 겸비한 우수 특전부사관

을 육성해나갈 계획이다.

김인종 총장은 “국가적 사명감과 풍부한 인성을 겸비한 우

리 군의 핵심인재를 양성하기 위해서, 군과 긴밀한 협력을 

할 것이며, 육군본부에서 요구하는 교육과 아울러 도덕교육

을 철저히 하여 문무를 갖춘 정예 부사관을 양성하는데 최

선을 다 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원광보건대학교는 육군본부, 제7공수특전여단 등 다

양한 학군 협약을 비롯해 전투부사관과, 특전부사관과 신설

로 군사학부 교육체계를 확립해나가고 있으며, 현재 운영 

중인 의무부사관과와 더불어 다기능 고효율의 국방선진화 

전문인력 양성 명문대학으로서의 입지를 확고히 다지고 있

다.

일자 _ 2014년 2월 3일

제목 _ 원광보건대학교 이병훈 선생,  
교육부장관 표창

원광보건대학교(총장 김인종) 기획조정팀 이병훈 선생이 지

난 27일 대학 총장실에서 교육부장관 표창을 수여받았다.

대학 자체평가 및 평가·인증 업무를 수행함으로써 대학발

전 및 우리나라 교육발전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아 교육부

장관 표창을 받은 이병훈 선생은 2009년 입사 후 예산 및 기

획행정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특히, 헌신적인 업무자세로 직무를 수행해온 결과 대학 예

산 운영의 합리성과 효율성을 증대시키고, 기관평가 인증획

득, 지표관리, 교육역량강화사업 및 WCC 선정에 기여하는 

등 다방면에서 두각을 나타내며 대학 발전과 경쟁력 제고에 

괄목할만한 성과를 올려왔다.

이병훈 선생은 “효율적인 예산관리를 통해 특성화대학의 틀

을 이루고, 학생들에게 보다나은 교육환경을 제공할 수 있

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수상소감을 밝혔다.

일자 _ 2014년 2월 6일

제목 _ 원광보건대학교, ‘2014 외국인환자
유치(의료관광) 코디네이터 전문인력

양성 지원사업 위탁 운영기관’ 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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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광보건대학교(총장 김인종)가 ‘2014년도 외국인환자 유

치(의료관광) 코디네이터 전문인력 양성 지원사업 위탁운영 

교육기관’으로 선정됐다.

전라북도가 주관하는 본 사업은 도내 우수인재에게 수준 높

은 의료관광전문가 교육을 제공함으로써 의료관광을 이해

하고 전라북도 외국인 환자 유치 활성화를 도모함과 동시에 

특수 전문직군 인력 양성 및 고수익 창출 기여 등 지역사회

에 양질의 의료관광전문인력을 제공키 위해 시행된다.

지난 1월 사업 공모에 참여하여 최종 운영기관으로 선정된 

원광보건대학교는 의료관광코디과를 중심으로 호텔관광학

부, 보건의료학부, 보건복지학부 등 우수한 인적 물적 자원

을 활용해 오는 2월 13일부터 3월 14일까지 연수생 25명을 

모집하여 3월 29일부터 5월 31일 까지 10주(68시간)간 의

료관광코디네이터 전문인력 양성교육과정을 개설 운영할 

계획이다.

의료관광코디과 학과장 이승용 교수는 “우리대학의 우수한 

의료보건 및 관광 인프라를 활용해 국가적 신성장 부가가치

를 창출할 수 있는 의료관광산업 육성에 적극 동참하고자 

한다”며, “관·산·학이 협력하는 맞춤형 직업훈련교육과정

을 개발함으로써 청년실업률 해소는 물론 의료관광산업 활

성화에 기여할 계획”이라 덧붙였다.

한편, 원광보건대학교는 2014학년도부터 보건의료학부, 

보건복지학부, 호텔관광외식학부, 한류예술학부, 간호학

부, 군사학부 등 6개 학부의 종합 전문대학으로 편재될 예

정이며, 이에 따른 현장밀착형 직업 전문인력 양성을 통해 

보건의료브랜드 특성화와 현장실무 교육체제를 구축해나갈 

전망이다.

일자 _ 2014년 2월 11일

제목 _ 원광보건대학교, 농림축산식품부 
‘외식산업 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정

원광보건대학교(총장 김인종)가 ‘2014년도 외식산업 전문

인력 양성기관’으로 지정됐다.

농림축산식품부가 주관하는 본 사업은 국내 외식산업 진흥

기반 조성 및 경쟁력 강화를 위해 외식산업 관련 교육 수요

자의 접근성을 향상시키고, 권역별 교육기관 네트워크를 구

축함으로써 조리·경영·서비스 등 다양한 분야의 외식분야 

전문인력을 양성하고자 시행된다.

원광보건대학교는 대학 내 외식조리과의 NCS기반 교육과

정, 국가식품클러스트 및 지역산업 연계 프로그램 운영 등

의 강점을 바탕으로 지난 6일 호남권 전문대학 중에서는 유

일하게 최종 운영기관으로 선정됐으며, 대학의 우수한 인

적·물적 자원을 활용해 오는 3월부터 전문인력 양성교육과

정을 개설, 운영할 계획이다.

외식조리과 학과장 송경숙 교수는 “산업체와 연계한 실무위

주의 직업훈련교육과정을 개발, 양질의 프로그램을 제공함

으로써 국내 외식산업의 경쟁력 강화 및 선진화를 이끌 외

식 전문인력 양성에 힘쓸 계획”이라 전했다.

한편, 원광보건대학교는 2014학년도부터 보건의료학부, 

보건복지학부, 호텔관광외식학부, 한류예술학부, 간호학

부, 군사학부 등 6개 학부의 종합 전문대학으로 편재될 예

정이며, 이에 따른 현장밀착형 직업 전문인력 양성을 통해 

보건의료·관광외식 브랜드 특성화와 현장실무 교육체제를 

구축해나갈 전망이다.

일자 _ 2014년 2월 11일

제목 _ 원광보건대학교,  
2014 대학 산학관 커플링사업 선정

원광보건대학교(총장 김인종)가 2014 대학 산학관 커플링

사업에 선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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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학·관 커플링사업은 전라북도가 주관하는 맞춤형 대학

생 취업교육사업으로, 일자리 미스매칭에 따른 인력수급의 

불균형해소를 위해 전라북도와 대학, 기업이 연계, 해외유

턴기업 및 도내기업의 인력수요에 따라 맞춤형 현장실무능

력을 갖춘 전문 인력을 양성키 위해 실시된다.

원광보건대학교는 본 사업 패션·주얼리디자인 전문인력 양

성사업 부문에 2년 연속(2013, 2014)선정되며 올해 총 1억

8천8백여만원의 추가 지원금을 받게됐다.

이에 따라 오는 3월부터 2015년 2월까지 재학생을 대상으

로 패션주얼리 CAD디자인, 사무행정, 경영, 무역, 생산관

리, 해외마케팅 등 다양한 교육과정을 운영할 예정이며, 국

내 외 현장실습, 전공관련 자격증 2개 이상 취득 등 현장실

무 특화 프로그램을 통해 전북지역의 경제 발전을 견인할 

창의적이고 도전적인 차세대 지도자들을 육성할 계획이다.

대학 패션주얼리커플링사업단 단장 김동환 교수는 “4천여 

전라북도 기업 대부분이 전문 인력 부족을 호소하는 반면에 

졸업생들은 안정적 일자리를 구하기 위해 타지로 빠져나가

는 악순환이 이어지고 있다”며, “현장중심의 실무교육을 통

해 기업의 인력난 해소와 대학생들의 취업 향상을 지원하는 

등 안정적 일자리 마련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일자 _ 2014년 2월 11일

제목 _ 원광보건대학교, 2014 지역맞춤형 
일자리창출사업 선정

원광보건대학교(총장 김인종)가 2014년 지역맞춤형 일자리

창출 지원사업에 선정됐다.

고용노동부가 주관하는 지역맞춤형 일자리창출 지원사업은 

지역 내 중소기업을 위한 맞춤형 우수 인력양성을 통해 지

역 경제의 활성화와 생활수준 개선을 꾀하고, 청·장년 구직

자에게 평생기술습득의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지속적인 일

자리 창출 기여하고자 실시된다.

원광보건대학교는 본 사업 패션·주얼리 기업맞춤형 기능인

력 양성부문에 선정됨에 따라 오는 3월부터 2015년 12월까

지 미취업 익산시민 80여명을 대상으로 ‘패션주얼리 U턴기

업 맞춤형 기능인력 양성교육과정’을 개설, 운영할 예정이

다.

대학 패션주얼리사업단 단장 김경숙 교수는 “익산시 패션주

얼리 U턴기업 수요에 따른 맞춤형 기능인력의 지속적인 양

성교육을 통해 구인·구직자 간의 원활한 인력공급 및 지역

일자리창출의 활성화를 도모하고자한다”며, “실업자 및 미

취업자에게 특화된 기술교육을 실시함으로써 안정된 직업

을 제공하여 지역 특화발전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계

획”이라 전했다.

한편, 원광보건대학교는 지난해 10만개 이상의 일자리 창

출효과를 불러 올 것으로 예상되는 익산시 주얼리 U턴기업 

집단 투자협약을 체결하는 등 각종 지역산업과 연계된 사업

을 추진함으로써 지역, 기업과의 긴밀한 협조체계를 구축, 

일자리 창출과 취업난 해소라는 선순환구조를 정착시켜나

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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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자 _ 2014년 2월 17일

제목 _ 원광보건대학교, ‘2014 전라북도 
시·군 대표축제 현장평가 전문기관’ 
지정

원광보건대학교(총장 김인종)가 ‘2014년도 전라북도 시·군 

대표축제 현장평가 전문기관’으로 선정됐다.

전라북도가 주관하는 본 사업은 도내 시.군 대표축제의 체

계적인 평가를 통해 축제발전 및 경쟁력을 제고시켜 전라북

도 관광발전에 기여하고자 시행된다.

지난 1월 사업 공모에 참여하여 최종 평가기관으로 선정된 

원광보건대학교는 올해 12월까지 도내 14개 시·군 대표축

제에 대해 방문객 만족도 조사를 비롯한 경제적 파급효과 

분석과, 축제 현안과제 및 주요 개선사항 진단 등 현장평가

를 통한 컨설팅을 실시할 계획이다.

의료관광코디과 이덕순 교수는 “우리대학 호텔관광학부의 

우수한 인프라와 노하우를 적극 활용, 지역의 특수성을 살

린 테마 및 새로운 매력물 발굴에 일조하고, 지자체와 연계

한 관광상품 융합 등 지역축제의 종합적인 발전방향을 제시

하고자 한다.”며, “전라북도는 물론 국내 관광산업의 질적 

성장에 기여할 수 있도록 평가를 실시할 계획”이라 덧붙였

다. 

한편, 원광보건대학교는 2014학년도부터 보건의료학부, 

보건복지학부, 호텔관광외식학부, 한류예술학부, 간호학

부, 군사학부 등 6개 학부의 종합 전문대학으로 편재될 예

정이며, 이에 따른 현장밀착형 직업 전문인력 양성을 통해 

보건의료 및 관광 브랜드 특성화와 현장실무 교육체제를 구

축해나갈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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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자 _ 2013년 3월 4일

제목 _ 원광보건대학교,  
2013학년도 입학식 거행

원광보건대학교(총장 김인종)가 3월 4일 오전 10시 학생회

관에서 2013학년도 입학식을 거행했다. 

이번 입학식에는 이성택 원광학원 이사장과 김인종 총장을 

비롯해 총동문회장, 보직교수와 교직원, 신입생과 학부모 

등 2,5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신입생 대표 항공서비스과 서진희 외 1,924명의 신입생들

은 학생선서를 통해 “재학 중 학칙을 성실하게 준수함은 물

론 학업에 전념하며 학생의 본분에 어긋남이 없도록 행실을 

바르게 하고 대학의 제반사항을 준수하겠다”고 다짐했다.

김인종 총장은 입학식 훈사에서 “새로운 생명과 환의와 기

쁨이 충만한 오늘, Happy campUs의 주인공이 되었음을 

환영”했으며, 교육과학기술부 ‘전문대학 기관평가’ 인증 획

득, 교육과학기술부 산학협력선도대학육성사업(LINC)선

정, 2012교육역량강화사업 우수대학 선정, 고용노동부 창

조캠퍼스 지원대학 선정 등 다양한 실적을 바탕으로 최상의 

교육서비스를 제공하는 우리 대학에서 신입생들에게 더욱 

분발하여 선배들이 세운 전통과 명예를 계승함은 물론 국가 

세계와 전 인류가 바라고 기대하는 자랑스러운 원광인”이 

되어 주기를 기원하였다

이성택 이사장은 치사에서 “원광가족이 된 긍지와 자부심

으로 국가와 세계를 위한 참 일꾼으로 성장해가기를 염원한

다”며, “학교발전의 비전을 공유하고, 인문학적 소양 양성

과 함께 취업에 대한 마인드를 형성하라”고 당부하면서 “캠

퍼스에서 젊음의 열정으로 학문에 매진하고, 다양한 봉사활

동과 훌륭한 교수님들과의 상담을 통해 삶의 폭을 넓혀 간

다면 졸업할 때 반드시 꿈을 이루는 결실을 볼 것”이라고 강

조했다.

원광보건대학은 국가와 사회에 봉사하는 인재양성이라는 

도내 명문 교육기관으로서의 책무를 다할 뿐만 아니라, “학

생이 행복한 Happy CampUs” 라는 공간에서 대학생활을 

인생에서 가장 아름다운 추억으로 간직할 수 있도록 다양한 

학생 복지서비스를 통한 재학생 만족도 향상을 최우선 과제

로 삼고 있다.

일자 _ 2013년 3월 4일

제목 _ 원광보건대학교 2013 전문대학 글로
벌현장학습 선정 ‘전국 최상위권 랭크’

원광보건대학교(총장 김인종)가 지난 4일, 교육과학기술부 

주관 ‘2013학년도 전문대학 글로벌 현장학습 사업’에서 총 

22명 학생이 선발되어 2013학년도 해외 산업체 맞춤형 글

로벌 인재 양성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전문대학 글로벌현장학습은 전문대학생들에게 해외 현장학

습의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어학능력, 전공 실무능력 및 현

장적응력을 배양하여 학생들의 글로벌 역량을 강화하고 취

업률을 향상시키고자 교육과학기술부에서 주관하고 전문대

학교육협의회에서 운영하는 사업으로 올해부터는 기존과 

다르게 대학별 파견 인원을 전문대학교육협의회에서 지정

6. 2013년 보도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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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고 최종 파견 학생 선발 권한은 대학에 위임하여 대학의 

학생 선발 및 관리에 대한 책무가 강화되었다. 

올해 사업에 선정된 전국 52개 전문대학에서 해외에 파견할 

예정이며, 원광보건대학교는 영어권 16명, 일본·홍콩권 

3명, 중국·동남아권 3명, 총 22명이 선정되어 작년에 이어 

올해도 호남·제주·충청·강원을 포함하는 지역권에서 뿐

만 아니라 전국에서도 최상위권을 차지하는 놀라운 성적을 

거두었다.

특히 글로벌 현장학습사업의 선발 성과는 각 대학의 국제화

지수의 중요한 평가 자료로써 해당 대학의 글로벌 교육역량 

지표가 상승하여 교육과학기술부 교육역량강화 프로그램을 

추진함에 있어 정량지표의 우수한 성적을 선정하는 중요한 

역할을 한다.

원광보건대학교는 국내최초 고등교육기관으로는 유일하게 

2011년 필리핀에 원광글로벌교육센터를 구축하여 재학생

들에게 온라인 실시간 레벨별 맞춤형 화상영어 수업을 제공

하여 학생들의 글로벌 인재육성 및 교육역량이 강화되는 성

과를 이루고 있다.

원광보건대학교 김인종 총장은 “화상영어 수업과 해외 어학

연수 및 봉사활동, 교내 토익&회화 사관학교 등의 다양한 

어학 프로그램으로 재학생들의 해외 진출에 필요한 기본 영

어 능력을 확보하였으며 또한 해외 산업체와의 적극적인 산

학협력 네트워크 구축으로 올해 전문대학 글로벌현장학습 

사업에서 역대 최고의 성과를 거둘 수 있었다”며 “앞으로도 

전 학과 재학생들의 NEAT 화상영어 수업을 통해 현장 체험

형 실용 영어 교육을 강화하고 전공 분야별 해외 산업체를 

적극 발굴하여 맞춤형 현장학습을 진행할 뿐만 아니라 현장

학습 후 해외 취업까지 연계하겠다”고 밝혔다.

원광보건대학교는 지난 2월 27일 헤럴드경제와 코리아헤

럴드에서 제정한 2013 대한민국 교육산업대상에서 ‘글로

벌 전문인력양성 프로그램’ 분야 대상을 수상하여 명실상부

한 글로벌 산업체 맞춤형 인재 양성 교육기관으로 인정받

았으며 교육역량강화사업 및 대학대표브랜드사업의 성과

로 지난해 65명의 해외취업 및 해외인턴생을 파견하였으며 

2013년도에도 더욱 다양한 국가와 산업체에서 현장 실무를 

경험하고 해외 취업에 성공할 수 있도록 어학교육 강화, 해

외 네트워크 구축, 프로그램의 내실화, 현장학습 후 취업 

연계 멘토링제 활성화에 만전을 다하며 이와 연계하여 해외 

각국에 6개 출장소를 개소하여 글로벌 인재대학으로 거듭 

날 계획이다.

일자 _ 2013년 3월 6일

제목 _ 원광보건대학교-꿈이룸터 
‘진로직업체험’MOU 체결

원광보건대학교(총장 김인종)가 지난 3월 6일(수) 전라북도 

예비사회적기업인 꿈이룸터와 청소년 진로직업체험 및 직

업에 대한 정보제공을 위한 MOU를 체결했다.

원광보건대학교와 협약을 체결한 전라북도 예비사회적기업

인 “꿈이룸터”는 진로상담 전문 사회적 기업으로서 아이들

과 청년, 넓게는 실업자 등에게 꿈과 희망을 심어주기 위해 

문을 열었다”면서 맞춤형 상담으로 좀 더 자신의 재능발견

에 도움을 주는 역할을 하고 있으며, 꿈이룸터의 차별화된 

프로그램은 사회적으로도 인정받아 작년 예비 사회적 기업

으로도 지정되었다.

주요 협약내용은 ▲방문 청소년에게 다양한 진로직업체험

의 기회 제공 ▲원활한 업무진행을 위해 상호 진로직업에 

대한 상시 정보교환 ▲협력사업과 관련된 안내 및 홍보, 전

문 인력 상호활용 협력 ▲기타 진로교육과 관련한 상호 교

류협력 가능분야 발굴 등이며, 본 협약을 통해 양 기관은 청

소년들에게 직업에 대한 정보 제공 및 진로직업체험을 제공

하는 것과 관련된 다양한 상호 협조 및 지원체계를 구축할 

전망이다.  

장정훈 평생교육원장은 “이번 협약을 통해 상호신뢰를 바탕

으로 적극적으로 협업할 것이며, 청소년들에게 진로직업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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험을 제공함으로써 청소년들에게 희망찬 미래설계를 돕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 전했다.

현재 원광보건대학교 평생교육원은 끊임없는 계발이 요구

되는 자기 학습시대에 맞추어 전문대학 고유의 특성화된 다

양한 프로그램을 제공함으로써 지역사회에 물적, 인적자원

을 공유하기 위한 평생학습체계를 구축하고 있으며, 학습 

수요자들의 새로운 만족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

다. 앞으로도 21세기 디지털 시대에 맞는 온라인 교육의 선

도적 역할을 담당하고 있으며, 다양한 컨텐츠 및 직업에 대

한 노하우를 통한 최상의 교육서비스를 제공 해 나갈 계획

이다. 

일자 _ 2013년 3월 7일

제목 _ 원광보건대학교 김신무 교수, 
‘황조근정훈장’수훈

원광보건대학교(총장 김인종) 임상병리과 김신무 교수가 정

부로부터 ‘황조근정훈장’을 수여받았다.

만36년간 교육계에 봉직하며 후학교육에 이바지한 공로를 

인정받아 본 훈장을 받게 된 김교수는 1983년 고려대학교 

교육대학원을 졸업, 1977년 원광보건대학교에 임용되어 

초대 도서관장, 보건과학연구소장, 한국 임상병리학과 교

수협의회장, 한국보건의료인 국가시험위원 등을 역임했다.

이후 끊임없는 연구·학술활동을 통해 성실하고 타인을 배

려할 수 있는 인재양성에 뜻을 두고 수많은 후학을 양성하

는데 헌신해왔으며, 우리나라 임상병리학의 발전에 기여한 

바 있다.

이 날 김교수는 “우리대학을 떠나더라도 본교 발전을 위해

서, 사회를 위해서 보람된 봉사활동에 좀 더 관심을 가지겠

다.”고 말했다.

김인종 원광보건대 총장은 7일 멀티미디어센터 국제회의실

에서 김교수에게 훈장을 전달하였고, 지난 달 정년퇴임식 

송공사에서 “36년의 세월 동안 학교의 발전과 학생들의 행

복한 미래를 위해 누구보다 열정적으로, 그리고 따뜻한 사

랑으로 살아오신 교수님의 노고에 감사드린다”며, ”퇴직 후

에도 대학 발전을 위해 변함없는 애정과 관심을 보내주시길 

바란다.“고 덧 붙였다.

일자 _ 2013년 3월 7일

제목 _  싱가폴 다이멘션 대학 및 해외 취업
알선 기관 TCC와 국제교류 업무지원 
MOU 체결

원광보건대학교(총장 김인종)가 지난 7일(목) 싱가폴의 다

이멘션 대학 및 해외취업 전문기관인 TCC 와 국제교류 업

무지원 MOU를 체결했다.

이날의 협약식에는 원광보건대학교 김남일 대외부총장, 이

영환 국제개발원 부원장, 다이멘션 대학의 빈센트 탕 회장, 

여문장 이사, TCC의 켄 우 이사 등 각 기관의 주요인사가 

참석, 상호협력 네트워크 구축을 통한 글로벌 인재양성 촉

진과 업무 교류 활성화 등 상호발전을 위해 협력키로 합의

했다.

세부 협약내용으로는 ▲상호간의 교수 및 학생 교류 ▲상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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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점 인정 ▲현지취업정보 제공 및 교육훈련 ▲글로벌 현장

학습 등이며, 본 협약을 통해 양 기관은 국제 교류 사업 및 

해외 취업과 관련된 다양한 상호 협조 및 지원체계를 구축

할 전망이다. 

특히, 호텔 관광 조리 분야의 특성화 대학인 다이멘션대학

과는 공동학위제를 통하여 양교에서 일정기간 수학 후 학위

를 공동으로 취득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하였다. 

김남일 대외부총장은 “우리대학 학생들이 화상 영어교육을 

통해 향상된 외국어실력으로 해외취업에 도전하고 있으며,  

이번 협약체결을 계기로 외국어 능력과 전공을 살려 해외에 

취업할 수 있는 기회가 더욱 확대되었을 뿐만 아니라  해외 

대학 학위도 취득할 수 있게 되었다.”라고 전했다.

원광보건대학교는 현재 미국, 호주, 캐나다, 일본, 싱가

폴, 중국, 몽골, 필리핀, 캄보디아, 베트남, 네팔 등 각국 

교육기관과의 글로벌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있으며 2012년

에 미국, 두바이 등에 글로벌 현장학습체험 학생 21명을 보

내고, 금번 3월에는 베트남 유학생 18명을 유치하는 등  유

학생유치 활성화 및 학생 글로벌 현장체험을 위한 노력을 

경주하고 있다.  또한  필리핀 현지 글로벌교육센터를 통한 

화상영어 교육서비스, 해외 어학연수, 토익사관학교 등 각

종 어학 · 해외 관련 교육사업을 통해 글로벌 대학으로 도

약하고 있다.

일자 _ 2013년 3월 11일

제목 _ 실용음악과, 
임아름 동문  KBS 사랑의 리퀘스트 
김남훈 학생  M-net 보이스코리아2 
방송출연

원광보건대학교(총장 김인종) 실용음악과의 임아름, 김남

훈 학생이 연이어 방송출연 소식을 전했다.

실용음악과 임아름 동문은 실용음악과 박완규 교수와 함께 

KBS “사랑의 리퀘스트”에 출연하였다. “사랑의 리퀘스트”

는 어려운 이웃의 아픔을 함께 느끼며, 작은 정성을 나누는 

프로그램으로 남편과 헤어진 뒤, 세 자녀를 홀로 키우다 말

기신부전증에 걸려 의식불명 상태로 중환자실에 누워있는 

45세 ‘이정하‘씨를 돕고자 출연하였다. 

프로그램에서 임재범의 ‘사랑보다 깊은 상처’를 듀엣으로 불

렀고, 열심히 학과에서 갈고닦은 자신의 전공을 대중들에게 

선보임으로써 기량을 더욱 향상시키고, 음악을 통해 소통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했으며, 그동안 꾸준한 방송 출연을 하

며 자신의 매력을 발산하였다

그동안 출연한 프로그램은 [라디오]우희진 FM 스페셜, 박

철 대한민국 유행가, 오지혜 좋은 사람들, 박준형 해피타

임, 신동 심심타파, [TV] 천년의 사랑, T-START 식신로

드 110화, OBS 콘서트 고백, KBS 열린음악회에 이어 3월 

9일(토) 사랑의 리퀘스트에 실용음악과 박완규 교수와 함께 

출연했다.

그리고 원광보건대학교 실용음악과 2학년 김남훈 군은 보

이스코리아2에서 자신을 “천재 편곡가”라고 소개했고, 티

아라의 ‘롤리폴리‘를 색다르게 편곡해서 본선에 진출했다.

본선 진출에 성공한 김남훈 학생은 본인 스스로 “노래를 섹

시하게 부른다. 남들은 변태라고도 한다. 이번에 제 편곡 

실력을 평가 받겠다”고 각오를 전했고, 김남훈 학생을 선택

한 길 코치는 “희한한 분들이 많이 온다. 정말 좋아한다. 이

런거 좋아하는데 많이 놀랐다”고 김남훈 노래를 들은 소감

을 밝혔다.

실용음악과 학과장 노형우 교수는 “한 학기 동안 빠듯한 강

의와 버거운 과제에도 불구하고 자신들의 기량을 마음껏 펼

치기 위해 최선을 다하는 학생들의 모습을 보면서 잊고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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냈던 열정과 의지를 오히려 그들을 통해 배웠다”며, “이들

이 우리나라 미래의 문화를 이끌어갈 전문 예술인으로 성장

할 수 있도록 심혈을 기울여 지도해 나갈 계획이다”고 전했

다.

한편 2010년에 신설된 원광보건대학교 실용음악과는 작편

곡, 보컬, 기악 등 다양한 커리큘럼을 통해 보다 전문화되

고 특화된 교육을 실시하며 학생들에게 최고의 경쟁력을 배

양, 각 분야의 전문 음악인을 배출함으로써 대중예술의 선

도적 역할을 담당하고자 한다.

일자 _ 2013년 3월 18일

제목 _ 원광보건대학교 한벳언어교육 MOU 
체결 베트남 유학생 18명 한국어학과
정 입학

원광보건대학교(총장 김인종)가 지난 18일 베트남 유학생 

18명이 한국어학과정에 입학하여 외국인 유학생 오리엔테

이션을 실시했다고 전했다. 이는 2012년 11월 베트남 ‘한

벳언어교육’과 상호협력 MOU를 체결한 후 처음 교류하는 

유학생들로서 본교 한국어학당에서 한국어를 배운 후 전공 

과정에 입학할 예정이다.

원광보건대학교는 한국어학과정을 개설한 이후 2009년도

에 약 100여명의 외국인 유학생을 유치하였으며, 중국, 베

트남, 네팔, 캄보디아, 라오스, 태국, 몽골, 잠비아 등의 

다양한 국적의 유학생들이 어학과정에서 수학하였다. 또

한 한국 기업 진출이 활발하고 한국으로의 인력 및 방문객

이 증가하고 있는 베트남과의 글로벌 인재 양성을 위하여 

2012년 11월 하노이의약전문대학교, 락홍대학교와 학술 

및 학생 교류에 관한 협약을 체결하였다.

원광보건대학교는 이번 한국어과정에 입학한 베트남 유학

생의 안정적인 한국 유학 생활을 도모하기 위하여 유학생 

전용 기숙사를 제공할 뿐만 아니라 베트남 유학생 전담 인

력을 통하여 한국어 수업 및 한국 생활에 대한 고충 및 애로 

사항에 대한 정기적이고 상시적인 상담 서비스도 제공하게 

된다. 또한 다양한 한국 문화 체험을 통해 현장 맞춤형 실용 

한국어 교육을 실시하고 한국어능력시험(TOPIK) 대비반을 

운영하여 한국어 실력 향상을 위한 지원도 강화할 계획이

다.

특히 원광보건대학교는 외국인 유학생에게 전문적이고 특

화된 한국어 및 한국 문화 교육을 제공하기 위하여 대학 내

에 한국어교사양성과정을 운영하여 한국어 교사가 갖추어

야 할 언어학, 한국어학, 한국어교육 및 한국문화 등의 전

문적인 교육을 실시하고 있으며 이렇게 양성된 한국어 교사

는 국내의 한국어학당 뿐만 아니라 해외에 파견되어 한국어 

및 한국문화 보급을 위한 교육 및 특강 등을 지원하고 있다. 

원광보건대학교는 또한 언어교환프로그램의 일환으로 외국

인 유학생과 재학생 간의 ‘버디버디’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한국문화체험(음식, 자원봉사, 사물놀이 등) 프로그램을 통

해 유학생들에게 정서적으로 한국생활에 적극적으로 참여

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고 있다.   

원광보건대학교 김남일 대외부총장은 “이번 베트남 유학생 

교류를 통해 베트남과의 상호 인적교류를 활성화 시킬 뿐

만 아니라 유학생들의 안정적이고 성공적인 유학 생활을 지

원하기 위하여 한국문화 체험형 한국어 교육에서부터 한국

생활 적응 상담 지원, 현장 맞춤형 전공 심화 교육, 전담 지

도교수를 통한 방과 후 학습 지원, 인턴십 및 취업 연계까지 

원스톱 서비스를 제공하여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외국인 유

학생 인재양성의 성공적 모델을 구축하겠다”고 밝혔다. 

원광보건대학교는 이번 베트남 유학생 교류 이외에도 현재 

미국, 호주, 캐나다, 일본, 싱가포르, 중국, 몽골, 필리핀, 

캄보디아, 베트남, 네팔 등 각국 교육기관과의 글로벌 교육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있으며 그 결과, 2012년에 미국, 호

주, 싱가포르, 두바이, 필리핀, 홍콩 등에 교육과학기술부 

주관 글로벌 현장학습 및 해외 인턴십 프로그램으로 62명을 

파견했고, 2013년 글로벌현장학습 22명이 선정되었다. 학

생 글로벌 인재 육성을 위해 전문대학 글로벌 현장학습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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뿐만 아니라 해외 어학연수, 해외 봉사활동, 해외 취업연수

과정, 토익 & 회화 사관학교, 원어민 영어교사 지원 사업, 

국내외 영어캠프, 외국어 전공강의 등 각종 글로벌 역량 강

화 사업을 추진하는 한편, 실시간 화상영어 수업을 도입해 

국제화에 준비된 인재를 양성하는 글로벌 대학으로 발전해 

나가고 있다.

일자 _ 2013년 3월 19일

제목 _ ‘2013년 소상공인대학 창업학교’선정

원광보건대학교(총장 김인종) 산학협력단은 중소기업청에

서 실시하는 소상공인의 창업준비의 교육을 주관하는 창업

교육기관인 ‘소상공인대학 창업학교’에 선정됐다고 밝혔다.

‘소상공인대학 창업학교’는 소상공인 창업교육에 적합한 교

육 인프라를 보유한 우수 민간창업 교육기관을 선별·지정

하여, 예비창업자를 성공창업으로 이끌어 갈 소상공인 창업

산실로서 핵심역할을 수행하는 소상공인 전용 창업교육기

관을 말한다.

‘소상공인대학 창업학교’는 실전 창업교육 194개 과정, 업

종전환교육 582개 창업과정을 준비하고 전국 100개 기관에

서 교육을 시작한다. 원광보건대학교는 2012년도 소상공

인 창업학교(전북지역 2개 기관 선정) 선정에 이어 2013년

도 소상공인대학 창업학교로 전북지역 소상공인을 위한 창

업교육 및 경영개선교육 기관으로 선정이 되었다. 

이에 따라 원광보건대 산학협력단은 2013년 3월부터 7월 

30일까지 전북지역의 소상공인 창업 및 경영개선교육기관

으로 선정되어 뷰티 및 외식산업 등 다양한 분야에 지원을 

할 수 있는 교육을 통해 지역소상공인들의 발전에 기여하

여, 산학의 연계를 통한 애로기술지도 프로그램을 실시할 

예정이다.

이 프로그램은 실전창업과정과 업종전환과정으로 실시되

며, 실전창업분야는 미용분야와 외식분야로 130시간 교육

할 예정이며, 업종전환과정은 현재의 사업을 하고 있는 사

업자 중 업종을 전환하고자 하거나 재창업 하고자 하는 자

에게 8시간의 교육을 수료한 후 실제 창업을 하게 되는 경우  

소상공인지원금을 최대 7,000만원까지 저리로 지원하는 

과정이다. 

원광보건대학교는 지역을 대표하는 간호·보건계열 특성화 

대학의 경쟁력과 함께 활발한 산학협력 및 국제교류, 현장 

맞춤형 실용교육을 통해 비보건 계열 학과의 경쟁력을 크게 

향상시켰다. 그 결과 2012년 산학협력선도대학육성사업

(LINC)선정, 2012년 창조캠퍼스사업 선정, 2013년 커플

링사업 선정 등 재정지원사업에 선정되었고 캡스톤디자인, 

산학연공동기술개발·연구에 이어 금번 ‘소상공인대학 창업

학교’선정을 통해, 앞으로도 전북지역의 소상공인 창업 및 

경영개선교육기관으로서 뷰티 및 외식산업 등 다양한 분야

에 지원을 할 수 있는 교육과 산학의 연계를 통한 애로기술

지도 등을 통해 지역소상공인들의 발전에 많은 노력을 기울

여 나갈 계획이다. 

일자 _ 2013년 3월 26일

제목 _ 국제개발원 신동희 담당관, 국민교육
발전 유공자 교육부장관 표창 수상

원광보건대학교(총장 김

인종) 국제개발원 신동희 

담당관이 지난 26일 국민

교육발전 유공자로 선정

되어 교육과학기술부장관 

표창을 수상했다.

교육과학기술부, 국민교

육발전 유공자는 교육 전 

분야에 걸쳐 투철한 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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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과 사명감으로 국민 교육을 위하여 성실하고 창의적으로 

열심히 일하는 교육유공자와 사회의 귀감이 되는 자를 폭넓

게 발굴·포상하는 상으로 수여하고 있다. 

헌신적인 업무자세로 대외협력 및 국제교류 업무를 수행함

으로써 대학발전 및 우리나라 교육발전에 기여한 공로를 인

정받아 국민교육발전 유공자 표창을 받은 신동희 담당관은 

1991년 원광보건대학교에 입사한 후 교무행정, 대외협력 

및 국제개발원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특히, 국내외 협력기관 발굴 및 협약 체결·관리, 글로벌 역

량 강화 프로그램의 활성화(2012년 해외파견 프로그램 참

여 학생 수 110명), 각종 국고 사업 추진(전문대학교육협의

회 글로벌 현장학습, 해외취업 연수과정, 원어민 영어보조

교사 지원사업) 등의 관련사업 유치와 주요 업무를 수행해 

대학 발전에 괄목할 만한 성과를 올렸다. 신 담당관은 “재

직하는 동안 해당분야에서 성실한 자세로 직무를 수행함으

로써 학생들에게 보다 나은 교육환경을 제공하여 대학의 발

전에 기여하고자 최선을 다하겠다”고 수상소감을 밝혔다. 

일자 _ 2013년 3월 29일

제목 _ 유학생 한국전통문화체험 및 유학생 산

업체 맞춤형 교육과정 운영

원광보건대학교(총장 김인종) 국제개발원에서 지난 3월 

29일 외국인 유학생들을 대상으로 한국 전통문화체험 행사

를 진행하였다.

한국의 전통문화와 멋을 느낄 수 있고 옛 선조들의 자취가 

살아 숨 쉬는 전주한옥마을을 방문한 유학생들은 한국 전통 

주거 공간인 한옥 체험, 한국전통 의상체험, 한국전통 음식

소개와 함께 해외에서 외국인들에게 가장 널리 알려진 음식

인 비빔밥을 직접 만들어 먹는 시간도 가졌다. 또한 한국전

통 의상체험에서는 한복의 아름다운 색채와 고운 선에 유학

생 모두가 감탄하며 전주한옥마을 투어가 끝날 때까지 한복

을 벗지 않을 정도로 한국의 전통 의상에 매료되었다. 

이번 행사에 참여한 베트남 신입생 ‘레꾸윽융(Le Quoc 

Dung)’씨는 교실에서만 하는 한국어 수업이 아닌 교실 밖 

체험활동으로 한국 문화를 더 잘 이해할 수 있었으며 비빔

밥 체험 시간에는 요리를 가르쳐 주신 선생님이 타국에서 

생활하는 유학생들을 위해 특별히 김치전까지 덤으로 만들

어 주셔서 한국의 후덕한 인심까지 느꼈으며, 나중에 베트

남의 문화도 한국에 널리 알릴 수 있도록 한국어 실력 향상

에 매진하겠다“고 체험에 대한 소감을 밝혔다.  

특히 이번 행사에 원광보건대학교만의 차별화된 ‘버디버디 

프로그램’으로 다문화복지과 등 각 학과의 유학생 선배들이 

참여하여 신입생들과 함께 한국문화체험을 진행하면서 한

국의 예절 문화에서부터 한국어 공부법, 한국인 친구 사귀

는 방법, 실용적인 물건 구매법까지 실생활에서 필요한 다

양한 정보를 제공하여 처음으로 모국을 떠나 새로운 문화를 

경험하는 신입 유학생들이 한국에 대한 자부심을 가지고 한

국 생활을 잘 적응해 나갈 수 있도록 선배 멘토 역할을 톡톡

히 하였다. 

원광보건대학교 국제개발원 김남일 원장(부총장)은 “유학

생들이 다양한 한국 문화 경험을 통해 자연스럽게 한국어를 

습득할 수 있도록 풍부한 문화 체험 프로그램을 지원할 뿐

만 아니라 외국인 선배와 후배, 한국인과 유학생, 지도교수

와 유학생, 대학직원과 유학생간의 멘토링 제도를 활성화하

여 학업 및 생활에 대한 고충을 해소하고 한국 생활에 대한 

자긍심을 키워 졸업 후 친한 인사의 확대와 각국 문화 교류

에도 기여하도록 힘쓰겠다”고 밝혔다. 

원광보건대학교는 유학생이 관련 전공을 수학한 후 국내 또

는 고국에 돌아가 취업 및 창업을 할 수 있도록 특화된 유학

생 산업체 맞춤형 교육을 실시하고 산업체에 취업하는 프로

그램을 운영하며 글로벌 인재육성사업과 해외취업을 연계

하여 글로벌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있다. 

또한 미국, 호주, 캐나다, 일본, 싱가포르, 중국, 몽골, 필

리핀, 캄보디아, 베트남, 네팔 등 세계 각국의 교육기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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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 교육 네트워크 구축을 통해 원어민 화상영어 수업, 

해외 어학연수 및 봉사활동, 글로벌 현장학습 및 해외 인턴

십, 해외 취업연수과정, 토익&회화 사관학교, 원어민 영

어교사 지원 사업, 국내외 영어캠프, 외국어 전공강의 등을 

진행하고 있으며, 2013년도 교육부에서 주관하는 전문대

학 글로벌 현장학습사업에 선정된 22명의 학생이 4월 중순

부터 해외 각국으로 파견되어 전공분야 현장학습을 진행할 

예정이다. 또한 원광보건대학교에서 운영하는 학교기업 원

광여행사가 지난 2일 (재)전라북도 인재육성재단이 주관하

는 ‘2013년도 글로벌 체험 해외연수’사업에 선정되어 원광

보건대학교 재학생에 국한되지 않고 지역사회의 발전과 미

래 발전에 기여할 주니어 인재육성에도 중추적인 역할을 하

는 세계적인 대학으로 발전해 나가고 있다.

일자 _ 2013년 4월 1일

제목 _ 학교기업 원광여행사, (재)전라북도
인재육성재단 글로벌 인재육성 프로
그램 선정

원광보건대학교(총장 김인종) 학교기업 원광여행사가 

‘2013년도 글로벌 체험 해외연수’ 프로그램의  진행 주관사

로 선정돼 총 8억 7천만원의 사업비를 지원받는다. 

(재) 전라북도 인재육성재단이 주관하는 ‘2013년도 글로벌 

체험 어학연수는 전라북도의 지역발전과 세계의 미래발전

을 이끌어 나아갈 글로벌 우수인재를 발굴 및 육성하기 위

하여 전라북도와 (재)전라북도 인재육성재단에서 총 670명

을 선발하여 해외에 파견하는 프로그램이다.

참석 대상은 부·모·기타보호자 중 1인이 도내에 계속 1년 

이상 주소를 둔 부모의 자녀로서 도내에 재학 중인 초등학

생 5학년 이상부터 대학생까지이며 연수 기간은 초등·중학

생 8주, 고등학생 12주, 대학생 24주~48주 정도이며, 캐

나다, 호주, 뉴질랜드 중국, 일본 등에 파견할 예정이다. 

프로그램에 참여할 학생들은 영어에 대한 자신감 배양은 물

론, 캐나다 친구들과의 교류를 통해 문화와 정서를 공유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지게 된다.

학교기업 원광여행사는 제안 설명회에서 글로벌 어학교육

과 관련된 우수한 인적·물적 자원을 비롯해 어학연수, 의료

관광 등 다 년 간의 여행업무 노하우를 바탕으로 한 탄탄한 

인프라를 통해 최상의 연수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는 장

점을 인정받아 우선협상 적격회사로 선정됐다.

원광여행사의 글로벌 인재육성 프로그램 사업은 캐나다 온

타리오주 나이아가라 캐톨릭 교육청과의 긴밀한 협력을 통

해 여름학기 50명과 겨울학기 50명 총 100명의 연수생에 

대해 체계적 홈스테이 프로그램으로 어학은 물론 타국의 문

화와 정서를 경험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는 특징이 있

으며, 대학 측은 필리핀 현지에서 운영 중인 글로벌교육센

터를 활용한 화상영어교육을 통해 연수 후 학생 관리에도 

만전을 기할 계획이다.

원광보건대학교는 글로벌 인재육성 프로그램 사업 이외에

도 현재 미국, 호주, 캐나다, 일본, 싱가포르, 중국, 몽골, 

필리핀, 캄보디아, 베트남, 네팔 등 각국 교육기관과의 글

로벌 교육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있으며 그 결과, 2012년에 

미국, 호주, 싱가포르, 두바이, 필리핀, 홍콩 등에 글로벌 

현장학습 및 해외 인턴십 프로그램으로 62명을 파견했다. 

또한 2013년도 교육과학기술부 주관 ‘전문대학 글로벌현장

학습’에 총 22명의 학생이 선정되었다. 학생 글로벌 인재 육

성을 위해 전문대학 글로벌 현장학습사업뿐만 아니라 해외 

어학연수, 해외 취업연수과정, 해외 인턴십 과정, 해외 봉

사활동, 토익 & 회화 사관학교, 원어민 영어교사 지원 사

업, 국내외 영어캠프, 외국어 전공강의 등 각종 글로벌 역

량 강화 사업을 추진하는 한편, 실시간 화상영어 수업을 도

입해 국제화에 준비된 인재를 양성하는 글로벌 대학으로 발

전해 나가고 있다.

원광여행사 사장 및 의료관광코디네이션과 학과장으로 재

직 중인 이승용 사장은 우리 원광보건대학교의 글로벌 인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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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성 프로그램의 노하우를 활용하여, “이시대의 기둥인 청

소년들이 훈훈한 가슴을 지닌 창의적이고 도전적인 글로벌 

리더로 자랄 수 있도록, 자녀를 보살피는 마음으로 가장 안

전하고 큰 효과를 거둘 연수진행을 약속한다.”며, “본 사업

을 통한 글로벌 인재육성으로 도내 초·중·고교 학생들의 

영어능력 향상은 물론 사교육비 절감 등 전라북도 지역 글

로벌 인재육성과 지역사회 발전의 일익을 담당하고자 한다”

고 전했다. 

일자 _ 2013년 4월 1일

제목 _ (주)더덴탈솔루션과 글로벌 인재 양
성 MOU 체결

원광보건대학교(총장 김인종)가 치기공업 분야 글로벌 기업

인 (주)더덴탈솔루션과 기업의 인력 및 기술 개발을 지원하

고 우수인재를 양성하기 위해 상호 협력하는 MOU를 체결

했다.

원광보건대학교와 협약을 체결한 (주)더덴탈솔루션은 치과

기공물을 생산, 수출하는 글로벌 기업으로 미국은 물론, 호

주와 유럽, 캐나다, 일본 등에서 치과기공물을 수주하여 생

산하고 있으며, 2009년에는 중소기업청에서 수출유망중소

기업으로 지정되었고, 미국 FDA 승인과 미국치과기공소 

인증을 받는 등 해외에서도 그 기술력과 역량을 높게 평가 

받는 기업이다.

주요 협약내용은 ▲현장 맞춤형 교육 프로그램 개발 및 학

술·기술 정보의 공유 ▲현장 실습 및 연수, 기업 인턴십 등 

다양한 연계 프로그램의 개발 및 진행 ▲치기공학 교육의 

선진화 및 글로벌화를 위한 고동 개발 및 연구 ▲학생 취업

에 대한 적극적인 협조 및 지원(외국인 학생 포함) ▲해외 

취업 및 연수를 위한 공동 노력 등이며, 본 협약을 통해 양 

기관은 기업의 인력 및 기술 개발을 지원하고, 기업체 맞춤

형 글로벌 인재를 양성하여 상호 공동 발전을 도모할 예정

이다.

이번 산학협력 약정 체결을 계기로, 원광보건대학교 치기공

과 학생들이 현장맞춤형 교육프로그램을 통하여 최신기술

을 습득하고 현대화된 치기공 산업현장에서 실습할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되었으며, 이를 통해 국내외 치기공 부문에서의 

취업기회 및 취업경쟁력이 크게 향상되었다. 

현재 원광보건대학교 치기공과는 국내·외적인 방향으로 졸

업생들의 취업을 위하여 각 지역 및 분야에 따라 연계성을 

가지고 학생들이 더 넓은 공간으로 진출할 수 있도록 진행 

중이며, 금년에는 치과기공 분야에서 최고의 기술력을 갖고 

있는 CAD/CAM System을 도입하여 재학 중인 학생들이 

취업 후에 경험해 볼 수 있는 기술력을 학교에서 교육받고 

지식과 정보를 습득 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하였다.

원광보건대학교는 한국학생 및 해외 유학생이 관련 전공을 

수학한 후 국내 또는 해외에서 취업 및 창업을 할 수 있도록 

특화된 산업체 맞춤형 교육을 실시하고 산업체에 취업하는 

프로그램을 운영하며 글로벌 인재육성사업과 해외취업을 

연계하여 글로벌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있다. 

일자 _ 2013년 4월 4일

제목 _ 전투부사관과 협약대학 최종선발



2013
원 광 보 건 대 학 교  연 감

371Ⅲ. 행정부서, 학과별 주요 업무 및 행사

원광보건대학교(총장 김인종)가 전국에서 유일하게 전투부

사관학과 협약대학으로 최종선발되어 화제가 되고 있다.

전투부사관학과는 육군본부에서는 오는 2013년 7월부터 

군사적인 능력과 전문성을 갖춘 예비역을 현역으로 재임용

하는 제도로 시행하는 제도로서 올해 전투부사관학과를 신

설하여 유능한 간부인력 확보를 도모할 계획이다.

입학 자격은 전역 후 3년 이내인 중위 이상 장교, 중사 이상 

부사관으로서 결격 사유가 없고 계급•연령정년을 초과하지 

않는다면 임용에 제한이 없다. 

육군은 2012년 전문대학 부사관과 협약대학 서류심사를 지

난 9월20일(목)에 실시하였으며 선발기준은 모집공고문에 

공지된 내용처럼 2010 ~ 2012년 교육과학기술부 교육역량 

평가결과와 정원 내 재학생 충원률을 우선적으로 고려하였

다. 

또한 교육과학기술부 자료는 연도별 가중치를 부여하되 

2012년도 평가결과를 가장 많이 반영하였고, 교육과학기

술부 선정 2010 ~ 2012년 교육역량 우수대학 및 부실대학 

현황도 심의간 참고하였다.

한편, 2011년 9월 원광보건대학교 의무부사관과가 육군 의

무부사관 군장학생 전국 선발인원 중 93%의 점유율을 기록

해 화제가 된바 있다. 

2011년9월 1일 육군본부가 발표한 의무부사관 군장학생 

최종합격결과에 따르면 전국대학에서 지원한 전체 합격자 

30명중 28명의(93.3%) 학생이 원광보건대학교 의무부사

관과에서 배출된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원광보건대학교는 의무부사관과, 정보부사관과, 

금번 특전부사관학과 협약대학으로 최종선발 되어 호남지

역에서는 최고의 부사관을 양성하는 명문대학으로 위상을 

떨치고 있다.

일자 _ 2013년 4월 10일

제목 _ 글로벌 현장학습 해외파견단 발대식

원광보건대학교(총장 김인종)가 10일(수) 미국, 일본, 중

국, 필리핀, 홍콩 등지에 파견되는 ‘해외 현장실습 인턴십 

파견단’의 발대식을 가졌다.

국제적 감각과 전문 역량을 갖춘 글로벌 인재 양성을 위해 

시행되는 이번 해외 현장실습 인턴십 프로그램은 1차(19명)

와 2차(3명)로 나뉘어 출국하게 되며, 1차 참가자들이 오는 

4월 12일 첫 출국을 시작으로 2013년 8월까지 4개월간 해

외 3개 국가에서 어학연수 및 전공실습, 직무교육을 진행하

는 연계되는 프로그램이다.

전문대학 글로벌현장학습은 전문대학생들에게 해외 현장학

습의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어학능력, 전공 실무능력 및 현

장적응력을 배양하여 학생들의 글로벌 역량을 강화하고 취

업률을 향상시키고자 교육과학기술부에서 주관하고 전문대

학교육협의회에서 운영하는 사업으로 올해부터는 기존과 

다르게 대학별 파견 인원을 전문대학교육협의회에서 지정

하고 최종 파견 학생 선발 권한은 대학에 위임하여 대학의 

학생 선발 및 관리에 대한 책무가 강화되었다. 

대학 측은 학과성적 및 어학능력 평가, 1·2차 면접 등 엄정

한 심사를 통해 선발된 파견단 22명 (총 8개 학과)을 미국과 

일본, 중국, 필리핀, 홍콩에 각각 파견시킬 예정이다. 파견 

규모는 작년에 이어 올해도 호남·제주·충청·강원을 포함

하는 지역권에서 뿐만 아니라 전국에서도 글로벌 현장학습 

부분에서 최상위권을 차지하는 놀라운 성적을 거두었다.

이번 발대식에서 파견생 대표 치기공과 공정식 학생은 “작

년부터 수강한 대학 화상영어 강의와 해외어학연수 프로그

램을 통해 영어에 대한 자신감은 물론 외국 문화에 대한 관

심을 갖게 돼 지원했다”며, “졸업을 앞둔 시점에서 해외취

업 경쟁시장에 직접 뛰어들어 그동안 갈고 닦은 역량을 세

계무대에서 확인해보고 싶다”고 프로그램에 임하는 각오를 

전했다. 

원광보건대학교 김인종 총장은 “이번에 파견될 학생들에게 

학교 대표라는 자세로 성실히 현장학습에 임해줄 것을 당부

했으며, 앞으로 각종 해외 파견 프로그램뿐만 아니라 국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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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로 해외 현지에 개소된 글로벌교육센터에서 실시간 온

라인으로 실시되는 화상영어 수업을 통해 해외 취업 경쟁력

을 갖춘 글로벌 리더를 양성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이에 앞서, 2012년 글로벌 현장학습 우수사례로 선정된 전

지화(항공서비스과) 학생은 2013년 전문대학 글로벌 현장

학습 1차 파견단 전체 오리엔테이션(주최: 전문대학교육협

의회)에서 “학교에서 배우는 화상영어, 본인 분야 어학용어 

공부, 스마트폰 어플을 활용한 영어공부와 같은 어학의 중

요성을 강조하였고, 일하게 될 업계의 관련 규정 숙지, 업

무에 관련된 나만의 노트를 가지는 것과 같은 본인의 노하

우들에 공유를 했다. 또한 글로벌 현장학습을 통해 영어에 

대한 자신감과 국제적인 서비스 마인드를 갖추게 되는 좋은 

계기가 되었고, 그 덕분에 올해 5월부터 힐튼(Hilton)사가 

소유하고 운영하고 있는 콘라드 두바이 호텔에서 일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지게 된 것 같다“고 우수사례 소감을 발표하

였다.

원광보건대학교는 지난 2월 27일 헤럴드경제와 코리아헤

럴드에서 제정한 2013 대한민국 교육산업대상에서 ‘글로

벌 전문인력양성 프로그램’ 분야 대상을 수상하여 명실상부

한 글로벌 산업체 맞춤형 인재 양성 교육기관으로 인정받

았으며 교육역량강화사업 및 대학대표브랜드사업의 성과

로 지난해 65명의 해외취업 및 해외인턴생을 파견하였으며 

2013년도에도 더욱 다양한 국가와 산업체에서 현장 실무를 

경험하고 해외 취업에 성공할 수 있도록 어학교육 강화, 해

외 네트워크 구축, 프로그램의 내실화, 현장학습 후 취업 

연계 멘토링제 활성화에 만전을 다하며 이와 연계하여 해외 

각국에 6개 출장소를 개소하여 글로벌 인재 양성 대학으로 

거듭 날 계획이다.

일자 _ 2013년 4월 10일

제목 _ 전라북도 ‘대학 산학관 커플링사업’ 
협약식 및 발전방안 토론회 참여

원광보건대학교(총장 김인종)가 전라북도가 주관하는 산·

학·관 커플링사업 협약식 및 발전방안 토론회에 참여하였

다.

협약식은 지난 10일 전북도청 종합상황실에서 이뤄졌고, 

김완주 도지사, 기업대표, 대학 총장 등 6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2013년 대학 산·학·관 커플링사업 협약식 및 발전

방안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도내기업 취업률 향상을 위해 교육생 선

발 시 도내 거주자 및 도내기업 취업 의견 표시 자를 우선 선

발하기로 했으며, 취업 및 미취업자 사후 관리의 필요성도 

논의됐다. 이에 도는 취업자 이직 방지를 위해 지속적인 모

니터링과 미취업자에 대해서는 DB를 구축해 교육종료 후 

2년까지 분기별로 채용 정보를 제공키로 했다. 

그 외 커플링 사업의 지속적 발전을 위해서 사업 과정별 성

과경진 대회를 실시해 우수 사업단에 대해서는 인센티브를 

부여하기로 했다. 

산·학·관 커플링사업은 일자리 미스매칭에 따른 인력수급 

불균형 해소를 위해 전라북도와 기업, 대학이 연계해 지역

기업과 전문성을 갖춘 구직자를 묶어주는 취업지원사업의 

일환으로서 원광보건대학교에서는 산·학·관 커플링사업 

주얼리 전문디자인 분야에 선정돼 연간 1억1천4백만 원의 

사업비를 지원받는다.

이에 원광보건대학교 주얼리 커플링 사업단(단장 김동환)은 

주얼리 CAD디자인을 비롯한 전문교육과 현장실습 등을 통

해 기업맞춤형 기술 인력을 양성하고, 교육생 취업 알선 및 

사후 관리를 통해, 이번 산·학·관 커플링 사업의 성공을 

위해 도내 중소기업과 상생의 협력을 통해 전라북도의 명품 

인재를 양성하는 데 기여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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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자 _ 2013년 4월 16일

제목 _ 허브테라피향장과, 전라북도기능경
기대회 금상 등 3명 입상

원광보건대학교(총장 김인종) 허브테라피향장과 재학생 

3명이 ‘2013년 제 43회 전라북도 기능경기대회’에서 금상, 

우수상 등 참가자 전원 우수한 성적으로 입상해 화제가 되

고 있다.

전라북도  기능경기위원회  주관으로  지난  4월  10일

(수)~15일(월) 전주공업고등학교에서 열린 본 대회는 전라

북도 뷰티아티스트의 우수성을 대외로 널리 알리는 한편 산

학협력을 통해 양질의 취업을 적극유도하고 국내뷰티산업

의 발전을 위해 매년 개최된다. 43회째를 맞는 올해에는 

37개 직종에서 444명이 참가해 폴리메카닉스, 피부미용, 

헤어 등 자신이 출전한 각 부문에서 역량을 맘껏 발휘했다.

원광보건대학교 허브테라피향장과 학생 3명은 피부미용부

문에서 각각 1위, 4위, 5위를 기록하였으며, 각각의 수상

내역으로는 ‘허브테라피향장과 <금상-이유민(피부미용부

문)>, <우수상-박다솜(피부미용부문)>, <참가상-한지혜

(피부미용부문)>, 포함 참가자 전원이 주요 상을 수상하여, 

대학과 학과의 명예를 드높였다. 특히 이 날 1위로서 금상

을 수상한 이유민 학생은 2013년 10월 전국기능경기대회에

서 전북 대표로 참가할 자격이 주어진다. 

허브테라피향장과의 김란 학과장은 “대회준비를 위해 상호 

실전연습을 수 없이 거듭한 결과로서 학생 개개인마다 가지

고 있는 기량을 크게 발휘하게 되었다”며 수상학생들에 대

한 축하와 격려를 아끼지 않았다. 또한 “2013년 10월 전국

대회에서도 착실한 준비를 계속하여 학생의 역량을 더욱 발

휘하고 우수한 성적을 거둘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지원할 

것“이라 전했다. 

한편, 허브테라피향장과는 현대인들의 다양한 요인에 의

한 신체불균형을 해소시키고, 균형 잡힌 건강유지 및 개선

을 위한 허브건강 뷰티테라피스트, 화장품제조전문가를 양

성하는 학과이다. 본 대회 수상을 비롯해 지난해 개최된 ‘국

제 CIDESCO 한국지부 피부미용 실기대회‘ ’대만 AGC컵 국

제대회‘ 등에서도 참가자 전원 우수한 성적으로 입상하는 성

과를 거두는 등 매년 피부미용분야 대회에서 다양한 실적을 

거두며 두각을 나타낸 바 있다. 현장중심의 실용교육을 통

해 급성장하고 있는 국내 건강미용향장산업을 이끌어가는 

주역을 양성할 원광보건대학교 허브테라피향장과의 귀추가 

주목된다.

일자 _ 2013년 4월 18일

제목 _ 일자 _ 2013년 전라북도 대학생 자원
봉사활동 지원사업 선정

원광보건대학교(총장 김인종) 교내 4개동아리가 2013년 전

라북도 대학생 자원봉사활동 지원사업 (주최: 전라북도자

원봉사종합센터, KT전북 본부) 대상으로 선정되었다.

사단법인 전라북도자원봉사종합센터는 대학 동아리의 지

역사회 봉사활동을 육성 지원함으로써 올바른 품성과 역량

을 갖춘 리더십을 함양하고, 대학과 자원봉사센터가 연계

하여 지역 내 자원봉사 문화를 정착시키고자 전라북도 9개 

시ㆍ군 소재(전주시,익산시,군산시,정읍시,김제시,남원

시,임실군,고창군,완주군) 대학 동아리를 대상으로 자원봉

사 프로그램을 공모했다. 이번 공모에서 총 56개의 도내 동

아리가 지원했으며, 그 중 원광보건대학교 동아리 4개가 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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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이 되었다.

원광보건대학교의 비젼옵틱스(돋보기 안경제작 및 보급), 

원푸드(따뜻한 국을 대접), 늘해랑(틀니 세척 및 수리봉사), 

주얼리 톡(비즈 공예 체험을 통한 힐링) 등 4개 동아리는 지

역 소외계층 지원프로그램 및 농촌공동체문화 살리기, 다문

화가정 지원활동 등 다양한 계층과 세대가 공감하고 참여할 

수 있는 공익형 사업 프로그램으로 공모, 최종 선정되었으

며, 활동비 지원을 통해 계획한 자원봉사활동을 펼치게 된

다.

이번에 대학생 자원봉사활동 지원사업에 선정된 동아리는 

오는 28일 전라북도청 대회의실에서 발대식을 할 예정이

며, 올 해 4월~12월까지 전라북도자원봉사종합센터와 KT

의 지원을 받게 될 예정이다. 

학생복지처장 박정순 교수는 “우리대학 동아리의 봉사활동

을 통해 대학구성원에게는 진정한 나눔 봉사의 의미를 심어

주고, 지역사회에는 참 교육기관으로서 어려운 이웃들에게 

봉사하고 기여하는 좋은 모델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고 밝혔다.

원광보건대학교는 매년 이ㆍ미용봉사, 안경봉사, 농촌일손

돕기, 사랑의연탄나눔, 김장나누기 등 다양한 봉사활동 프

로그램을 통해 지역사회의 어려운 이웃들과 함께 하고 있으

며, 2009년도부터는 필리핀 내 협력 기관들과 함께 해외 봉

사활동을 진행함으로써 국제적으로 빈곤한 개발도상국에도 

활발한 지원활동을 펼치고 있다. 이와 같은 봉사동아리, 봉

사프로그램의 운영을 통해 학생들에게 올바른 직업관과 더

불어 사회 공익성에 대한 인성교육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있다. 또한 2011년 교육과학기술부와 한국창의재단으로부

터 교육기부기관으로 선정돼 대학이 보유하고 있는 지식과 

우수한 인적, 물적자원을 사회에 환원하는 등 아름다운 기

부문화 확산에 앞장서고 있다.

일자 _ 2013년 4월 22일

제목 _ 간호학과, 제1회 자원봉사 발대식

원광보건대학교(총장 김인종)가 22일(월) 전라북도 지역에 

봉사를 하게 되는 “제1회 간호학과 자원봉사 발대식”을 가

졌다.

처음 개최되는 자원봉사 발대식에 전북자원봉사종합센터 

이사장, 원광효도마을 이사장, 간호학과 교수 및 학생 등 

총 2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발대식이 진행됐다.

원광보건대학교 간호학과는 봉사활동을 통해서 학생들의 

봉사의식을 고취 시키고 학과의 교육목표인 도덕인을 양성

하고자 전주, 익산, 군산 지역의 가족회사 중에서 18곳을 

선정하여 봉사활동을 하게 되며, 이 학생들이 졸업할 때 까

지 지속적으로 은혜 나눔의 실천을 할 예정이다.   

이번 발대식에서 봉사자 대표 이그린, 오동훈 학생은 봉사

자 대표 선서를 통해 “자원봉사단으로서 지역사회의 다양한 

자원봉사 욕구에 부응하고 더불어 사는 공동체 사회에 기여

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다짐했다.

이애란 학과장은 발대식에서 “지역사회의 어려운 이웃들에

게 섬기려는 마음으로 다가가고, 그분들에게 사랑을 베품

으로써 우리 학생들이 삶의 가치를 깨닫고 스스로를 존중하

며, 더욱 사랑스럽게 되어지고, 앞으로도 사회에 기여하는 

참된 인재”가 되어 주기를 당부하였다.

원광보건대학교 간호학과(학과장 이애란)는 1982년 학과개

설 이래 30년 간 3,000여명의 졸업생을 배출했으며, 보건

의료 현장에서의 질병예방, 건강보호 및 증진을 위해 헌신

하는 등 우수간호교육기관으로서의 체제와 기반을 확고히 

하고 있다. 지난해 4년제 학제로 전환됨에 따라 전문성 있

는 간호사 양성을 위한 교육의 질 향상은 물론 양질의 인재

를 확보해 지역사회에 이바지 할 보건의료 인력양성에 선두

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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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자 _ 2013년 4월 24~25일

제목 _ 대각개교절 헌혈행사, 국수잔치 실시

원광보건대학(총장 김인종) 대학교당이 풍성한 원기 98년 

대각개교절을 맞이하여, 은혜잔치를 진행하여 원광보건대

학교의 모든 교직원 및 학생들과 함께 원불교 열린 날을 경

축하였다. 

은혜잔치로 4월 24일과 25일에는 원광보건대학교 멀티미

디어센터 앞 광장에서 ‘헌혈행사’와 ‘대각국수 잔치’가 열

렸다. 원불교 은혜심기 운동본부와 연계한 헌혈행사는 총 

800여명의 학생이 참석, 헌혈을 통해 은혜 나눔을 실천했

다. 헌혈자 150명은 직접 헌혈증을 기증하여 저소득층 수

혈환자 및 백혈병 어린이들이 도움을 받을 수 있게 했다.

또한 25일에는 점심시간에는 원광보건대학교 교직원들과 

학생들을 대상으로 국수를 공양하여 대각개교기념일의 의

미를 알렸다. 1300여명의 교직원과 학생들에게 공양을 한 

‘대각 국수 잔치’는 올해로 21년째를 맞이하여 그 의미를 더

하게 되었다. 

또한 오는 5월 11일에는 대각개교절을 맞이하여, 대대적인 

봉사활동을 원광진양효도의 집(전주 대성동)에서 실시 할 

예정이다. 80여명의 다양한 학과의 학생들이 참여하여, 어

르신들께 이·미용 봉사, 돋보기 안경 제작, 의치 세정 및 

수리, 소변검사 및 혈당혈압 체크, 구강교육, 칵테일음료 

제공, 등관리/ 통증관리 등의 봉사를 할 예정이다. 

소태산 대종사가 일원의 진리를 크게 깨치고 원불교를 창립

한 날인 대각개교절을 맞이하여 진행된 이번 행사는 원광학

원의 글로벌 정책 및 지역사회 보은 사업의 일환으로, 사랑

의 헌혈, 대각 국수잔치, 지역 봉사활동 등의 각종 보은사

업을 통해 소태산 대종사의 깨달음의 은혜를 실현하고자 전

개가 됐으며, 많은 학생들이 참여함으로서 그 의미를 더하

는 은혜나눔 경축의 장이 되었다. 

일자 _ 2013년 4월 24일

제목 _ 2013년도 하계 청년직장체험프로그
램 연수생 모집

원광보건대학교(총장 김인종) 산학협력단에서 2013학년도 

하계 청년직장체험프로그램 연수생을 모집한다. 

이번 청년직장체험프로그램은 청년들에게 다양한 직장체험

을 통하여 진로탐색과 경력형성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노동

시장으로의 원활한 이행을 지원하고자 고용노동부와 우리

대학이 손잡고 진행하는 프로그램으로 모집기간은 2013년 

4월 15일 ~ 6월 14일까지며, 연수 기간은 6월 24일 ~ 8월 

23일 (하계방학 중 2개월 예정)까지이다.

연수생 지원 자격은 만 15~29세 재학생 누구나(군필자인 

경우 31세까지 참여 가능)이며, 중도에 포기하지 않고 2개

월 동안 참여 가능한 자여야 한다. 또한 선발 우선순위는, 

연수신청기관과의 자격요건(전공학과 및 자격, 거리)이 부

합되는 자로서 신청접수일이 빠른 자이다. 

다만, 과거 직장체험 연수경력이 2개월 이상인 자, 법령상 

이수토록 되어있는 현장실습에 참가 중인 자, 학점 이수, 

각종 자격증 취득과정에서 의무적으로 이수토록 되어있는 

현장실습에 참가중인 자, 취업상태에 있는 자는 참여가 제

한된다.

연수 수당은 월 40만원(1인당), 연수 시간은 1일 4시간(주

5일 근무) 이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산학협력단 산학취업



2013
원 광 보 건 대 학 교  연 감

376 Ⅲ. 행정부서, 학과별 주요 업무 및 행사

팀(☎063-840-1475)으로 문의하면 된다.

일자 _ 2013년 4월 26일

제목 _ 간호학과, 제31회 나이팅게일 선서식

원광보건대학교(총장 김인종) 간호학과가 지난 26일 ‘제 

31회 나이팅게일 선서식’을 가졌다. 

나이팅게일선서식은 예비 간호사로서 첫 걸음을 내딛는 간

호학과 2학년 학생들이 임상실습을 나가기 전, 자신의 몸

을 태우는 촛불과 같이 나이팅게일의 인간생명 보호에 대한 

헌신적인 노력과 간호학문의 과학적 근거를 마련한 그의 정

신과 업적을 기리고 닮아가려는 새로운 다짐을 하는 자리이

다.

이번 선서식에서는 원광보건대학교 간호학과 2학년 이지상 

외 152명이 선서를 실시했으며, 원광대학교 의과대학병원 

신화자 간호부장, 원광보건대학교 김인종 총장 이하 교내 

보직처장, 학과교수 등 주요 인사를 비롯해 간호과 동문, 

학부형 등 200여명이 선서생들을 격려하기 위해 참석했다. 

원광보건대학교 간호학과 학과장 이애란 교수는 선서식에 

참석한 내외빈에게 인사의 말을 전함과 동시에 선서생들에

게 “행복한 삶에 대한 사람들의 욕구를 해결해주는 훌륭한 

간호사의 자질을 갖출 수 있도록 부단히 정진할 것”을 당부

했다. 

또한, 김인종 총장은 “처음 제복을 입으면서 가졌던 그 생

각과, 촛불을 밝히면서 가졌던 감정, 선서를 하면서 느낀 

그 감동의 순간들을 오래오래 기억하라”며, “나이팅게일의 

숭고한 희생정신과 생명존중정신을 되새기며, 끊임없는 연

구와 변함없는 배움의 자세를 통해 어디서나 존경받을 수 

있는 최고의 간호사가 되어 주기를 당부한다.” 고 격려사를 

전했다. 

원광보건대학교는 자기 스스로를 먼저 제도하고, 병든 세

상을 구제하기 위한 제생의세(濟生醫世)의  원불교 정신을 

바탕으로 보건인력 양성에 힘쓰고 있으며, 보건인력 양성

의 중심에 있는 원광보건대학교 간호학과(학과장 이애란)는 

1982년 학과개설 이래 30여 년간 3,000여명의 졸업생을 

배출했으며, 보건의료 현장에서의 질병예방, 건강보호 및 

증진을 위해 헌신하는 등 우수간호교육기관으로서의 체제

와 기반을 확고히 하고 있다. 지난해 4년제 학제로 전환됨

에 따라 전문성 있는 간호사 양성을 위한 교육의 질 향상은 

물론 양질의 인재를 확보해 지역사회에 이바지 할 보건의료 

인력양성에 선도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

일자 _ 2013년 4월 25일

제목 _ 북경신교외국어고등학교 인재교류 
협력을 위한 MOU체결

원광보건대학교(총장 김인종)가 지난 4월 25일(목) 북경신

교외국어고등학교와 인재교류 촉진 및 유학프로그램 공조

를 위한 MOU를 체결하였다.  

원광보건대학교와 협약을 체결한 북경신교외국어고등학교

는 1996년 미국의 New Bridge University에 의해 설립되

었으며, 중미합작의 종합고등학교이다. 또한 북경시 교육 

위원회에서 인정한 모범 사립학교로서, 현재 한국유학과정

이 개설되어 약 160명의 중국학생이 한국어 공부와 정규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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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 수업을 병행하고 있으며, 올해에 추가로 100 여명의 한

국유학과정 학생들을 증원할 예정이다.

이날의 협약식은 중국 북경시 우안문에 위치한 북경신교외

국어고등학교에서 진행이 되었으며, 원광보건대학교 김남

일 대외부총장, 북경신교외국어고등학교의 진연빙 교장 등 

양 기관 주요인사가 참석하였다. 본 협약을 통해 양교는 상

호 협력 네트워크 구축을 통한 맞춤형 유학 프로그램 개발 

및 진행 등 상호발전을 위해 협력하기로 합의했다.

주요 협약내용은 ▲학생 교환 및 교육프로그램 공동 진행 

▲맞춤형 유학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교육·연수·문화 

프로그램 및 공동 연구 진행 ▲학술정보 및 자료, 도서, 출

판물 등의 교환 ▲학생의 취업 및 진학에 대한 지원 등이며, 

본 협약을 통해 양 교는 맞춤형 유학 프로그램 및 인적 네트

워크 구축과 관련된 다양한 상호 협조 및 지원체계를 구축

할 전망이다.

금번 MOU를 체결한 김남일 부총장은 “이번 업무협약 체결

을 계기로 중국의 우수한 인재들이 원광보건대학교에 안정

적이고 성공적인 유학 생활을 지원하기 위하여 한국어 교

육, 한국문화 체험 지원, 전담 지도교수를 통한 방과 후 학

습 지원 등을 제공하여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외국인 유학

생 인재양성의 성공적 모델을 구축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원광보건대학교는 이번 협약 체결 이외에도 현재 미

국, 호주, 캐나다, 일본, 싱가폴, 중국, 몽골, 필리핀, 캄

보디아, 베트남, 네팔 등 각국 교육기관과의 글로벌 교육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있으며, 해외 유학생에 특화된 산업체 

맞춤형 교육, 글로벌 현장학습, 해외 인턴십 프로그램 운영 

및 다양한 해외취업 지원 등을 통해 “글로벌 대학”으로서 해

외 협력 및 한국문화 전파에 기여하고 있다. 

일자 _ 2013년 4월 26일

제목 _  간호과학연구소-㈜포레스토피아 
-(사)한국예술치료학회 전북지부 
MOU체결

원광보건대학교(총장 김인종) 간호과학연구소가 사단법인 

한국예술치료학회 전북지부 김인선미술치료연구소와 ㈜포

레스토피아와 상호 공동 발전 및 우호 협력 증진 및 우수인

재를 양성하기 위한 MOU를 체결했다.   

원광보건대학교와 협약을 체결한 (사)한국예술치료학회전

북지부 김인선미술치료연구소는 미술치료, 음악치료, 언어

치료, 놀이동작치료, 뇌파치료 등을 통한 통합적 예술치료 

전문기관이며, 또 다른 협약업체인 ㈜포레스토피아는 산림

치유, 교육, 출판업 등을 하고 있으며, 녹색복지국가를 이

루는 데 기여하는 기업이다.  

주요 협약내용은 ▲전인간호 역량을 위한 맞춤형 교육 프로

그램 개발 및 학술 · 기술 정보의 공유

▲전인간호 역량을 위한 실습 및 다양한 연계 프로그램의 

개발 및 진행 ▲교수 및 강사들의 기술지도 및 자문 ▲양 기

관의 상호협력 및 발전 ▲자원봉사에 관한 사항 등이며, 본 

협약을 통해 협력 기관들은 전인간호 역량을 갖춘 우수한 

글로벌 인재를 양성하고 상호 공동 발전 및 우호 협력 증진 

도모할 예정이다. 

이번 산학협력 약정 체결을 계기로 앞으로 두 기관은 치유

프로그램에 대한 학생지도와 연구 컨텐츠를 지원하며, 원광

보건대학교 간호과학연구소(소장 양경희교수)는 학문적 지

원과 연구역량지원을 통한 돈독한 협력관계를 구축하여 지

역사회의 건강증진과 치유의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하였다. 

한편, 원광보건대학교 간호과학연구소는 1998년도에 설립

되어 한국적간호와 한방간호를 위시한 대체요법들, 호스피

스 전문봉사자 교육, 간호학연구방법론 세미나 개최, 보건

복지부 모자보건사업 및 건강증진 프로그램을 실행하고 있

다. 또한 간호사 양성을 위한 교육의 질 향상은 물론 우수한  

인재를 확보해 지역사회에 이바지 할 보건의료 인력양성에 

선도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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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자 _ 2013년 5월 2일

제목 _ 원푸드, 2013년 동아리 지원사업 선정

원광보건대학교(총장 김인종) 원푸드 동아리가 2013년 전

라북도 자원봉사 동아리 지원사업 (주최: 전라북도청소년

활동진흥센터) 대상으로 선정되었다.

전라북도청소년활동진흥센터는 여성가족부 산하의 청소

년(9~24세)들의 활동을 지원하는 센터로서 매년 청소년 

봉사활동 동아리를 지원하는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2013년 전라북도 자원봉사 동아리 지원사업에서는 도내에 

있는 모든 기관, 학교에서 지원이 가능했으며, 원광보건대

학교 봉사동아리인 원푸드가 이번 사업에 선정이 되었다.  

원광보건대학교 동아리인 원푸드는 소외 · 취약계층에게 

직접 손수 끓여 만든 따뜻한 국 지원을 통해서 정서적 지원 

및 식생활에 대한 경제적 부담감을 덜어주는 역할을 하는 

동아리로서, 이번 자원봉사 동아리 지원 사업에 선정됨으로

서 올해 4월부터 12월까지 전라북도청소년활동진흥센터에

서 지원을 받게 될 예정이다. 한편, 원푸드는 작년에도 전

라북도 자원봉사 동아리 지원사업에 선정이 되어 매주 독거

어르신 국나누기 서비스를 하였고, 명절에 명절음식(전, 나

물 등) 나누기 등의 지역사회를 위한 자원봉사를 실시하였

다. 

외식조리산업과 조성일 교수는 “우리대학 동아리의 봉사활

동을 통해 대학구성원에게는 진정한 나눔 봉사의 의미를 심

어주고, 지역사회에는 참 교육기관으로서 어려운 이웃들에

게 봉사하고 기여하는 좋은 모델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

다”고 밝혔다.

원광보건대학교는 매년 이ㆍ미용봉사, 안경봉사, 농촌일손

돕기, 사랑의연탄나눔, 김장나누기 등 다양한 봉사활동 프

로그램을 통해 지역사회의 어려운 이웃들과 함께 하고 있으

며, 2009년도부터는 필리핀 내 협력 기관들과 함께 해외 봉

사활동을 진행함으로써 국제적으로 빈곤한 개발도상국에도 

활발한 지원활동을 펼치고 있다. 이와 같은 봉사동아리, 봉

사프로그램의 운영을 통해 학생들에게 올바른 직업관과 더

불어 사회 공익성에 대한 인성교육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있다. 또한 2011년 교육과학기술부와 한국창의재단으로부

터 교육기부기관으로 선정돼 대학이 보유하고 있는 지식과 

우수한 인적, 물적자원을 사회에 환원하는 등 아름다운 기

부문화 확산에 앞장서고 있다. 

일자 _ 2013년 5월 2일

제목 _ 학생생활관 오픈하우스 행사 실시

원광보건대학교(총장 김인종)가 기숙사 오픈하우스 문화행

사를 개최해 눈길을 끌고 있다.

원광보건대학교 학생생활관은, 지난 2일 기숙사생들의 생

활상을 그린 ‘희(즐거움), 노(노력), 애(사랑), 락(즐거움)’

을 테마로 오픈하우스를 개최하고, 무대공연, 레크리에이

션, 시상식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진행해 성황리에 마쳤다. 

이날 행사에는 김인종 총장 이하 보직처장, 교수, 직원을 

비롯해 기숙사 학생이 초대한 지인 등 100여명의 내ㆍ외빈

이 방문해 자리를 빛냈다.

이 날 행사는 실용음악과 학생들과, 기숙사 학생들의 공연

이 10여회 이뤄졌으며, 클린하우스, 더티하우스, 최다방문

자 상 등 다양한 형식의 시상식이 치러짐으로써 즐겁고 뜻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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깊은 행사가 되었다.

재학생들에 대한 학생복지 차원에서 실시되고 있는 원광보

건대학교만의 특별한 문화행사인 기숙사 오픈하우스는 교

육 외적인 부분에서도 함께 어우러져 대학생활을 즐길 수 

있는 문화를 조성함으로써, 학교만족도 향상 및 애교심 고

취를 비롯해 타 학과 학생과의 교우 등 대학 내 구성원 간의 

친밀감형성에 일조하고 있다는 것이 특징이다.

김인종 총장은 “학생들이 공연을 멋지게 한다. 앞으로도 열

정을 가지고 학과공부, 영어공부에도 매진하고 동시에 젊음

을 펼칠 수 있는 낭만의 열정을 갖추어 원광보건대학교만의 

문화를 꽃피우자”고 축사를 전했다. 

원광보건대학교 학생생활관은 2010년 오픈한 이후 지속적

으로 우수한 학생들을 배출하고 있으며, 오픈하우스, 성년

의 날 행사, 체육대회, 원어민영어회화, 요가강좌 등의 학

생들을 위한 행사를 실시하면서 부모님과 멀리 떨어져 재학 

중인 학생들에게 또 하나의 가족이 되어주고자 양질의 프로

그램을 자체적으로 제공하고 있다.

일자 _ 2013년 5월 8일

제목 _ 허브테라피향장과, 오송국제휴먼올
림픽대회 전원수상

원광보건대학교(총장 김인종) 허브테라피향장과 재학생 

23명 전원이 ‘제 21회 오송국제휴먼(미용&건강) 올림픽대

회’에서 보건복지부장관상, 국회의원상 등 참가자 전원 우

수한 성적으로 입상해 화제가 되고 있다.

오송국제휴먼(미용&건강) 올림픽대회는 (사)국제미용건강 

총연합회가 주최하는 행사로서, 15개국 2천500여 명의 선

수(학생·일반부)가 참여해 7개 분야(헤어, 속눈썹, 메이크

업, 네일, 피부, 테라피, 건강) 61종목에 걸쳐 경기가 펼쳐

졌다. 

원광보건대학교 허브테라피향장과 학생 23명은 피부테라

피건강부문 아로마테라피 종목에 출전하여 피부테라피건강

부문 박다솜 학생이 종합 1위인 보건복지부장관상 수상 및 

상위상을 휩쓸어 전국적으로 허브테라피향장과의 실력을 

인정받게 되었다.

수상자 명단은 △보건복지부장관상=박다솜 △국회의원상=

김슬기 △충청북도지사상=김다희 △오송화장품·뷰티세계

박람회 공동위원장상=김혜진, 이난 △대상=구수현, 김민

이 △금상=김신영, 박소은, 박지은, 윤선희, 이누리, 정여

원, 최수빈 △은상=김소리, 박성아, 서지희, 송아름, 이미

림, 이유리, 최다미, 최보담 △동상-왕효은 이다. 

한편, 허브테라피향장과는 현대인들의 다양한 요인에 의

한 신체불균형을 해소시키고, 균형 잡힌 건강유지 및 개선

을 위한 허브건강 뷰티테라피스트, 화장품제조전문가를 양

성하는 학과이다. 본 대회 수상을 비롯해 4월에 개최된 전

북기능경기대회 피부미용부문 금상, 지난해 개최된 ‘국제 

CIDESCO 한국지부 피부미용 실기대회‘ ’대만 AGC컵 국제

대회‘ 등에서도 참가자 전원 우수한 성적으로 입상하는 성

과를 거두는 등 매년 피부미용분야 대회에서 다양한 실적을 

거두며 두각을 나타낸 바 있다. 현장중심의 실용교육을 통

해 급성장하고 있는 국내 건강미용향장산업을 이끌어가는 

주역을 양성하고 있는 원광보건대학교 허브테라피향장과의 

귀추가 주목된다.

일자 _ 2013년 5월 8일

제목 _ 슈퍼스타K 5 ‘슈퍼 캐스팅 투어’실시

국내 오디션 프로그램인 슈퍼스타K(슈스케) 시즌5 예선 오

디션이 원광보건대학교(총장 김인종)에서 열린다.

원광보건대학교는 오는 13일(월) 오후 1시부터 원광보건대

학교에서 ‘슈스케5’ 예선 오디션이 펼쳐진다고 밝혔다. 이

번 오디션은 Mnet ‘슈스케5’가 접수 방식을 확대해 찾아가

는 오디션 ‘슈퍼 캐스팅 투어’를 진행하면서 이뤄지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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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슈퍼 캐스팅 투어’는 합격 시 3차 예선으로 직행하는 오디

션 코스라는 점이 특징이다. 이번 오디션에는 원광보건대학

교 학생이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으며, 이미 ARS에 지원한 

참가자도 중복 지원이 가능하며, 심사는 슈스케5 제작진이 

진행한다.

원광보건대학교는 ‘슈퍼 캐스팅 투어’에 참가할 학생을 선발

하기 위해서 지난 6일 교내 예선을 실시하였고, 약 100명의 

학생들이 지원하여 경쟁하였다. 그 중 교내 예선을 통과한 

47명의 학생이 오는 13일(월)에 있을 ‘슈퍼 캐스팅 투어’에

서 실력을 뽐낼 예정이다. 

실용음악과 노형우 학과장은 “끼 넘치고 재능 있는 우리학

교 학생들이, 기적을 노래하는 학생들의 원조 오디션 프

로그램인 슈퍼스타K에서 최고의 기량을 뽐내기를 기대 한

다.”며 원광보건대학교 재학생들이 불편함 없이 오디션을 

볼 수 있도록 만전의 준비를 다 할 것”이라고 각오를 다졌

다.

한편 이번에 슈퍼스타K5 예선을 진행하게 될 원광보건대

학교는 이미 김남훈 학생 (M-net 보이스코리아 본선 진출

자), 임아름 동문(KBS 열린음학회, KBS사랑의리퀘스트 

출연 외)이 방송에서 자신의 매력을 선보였으며, 이번 ‘슈

스케5’ 예선에서도 많은 학생들의 잠재력을 발휘할 것을 기

대하고 있다. 앞으로도 원광보건대학교 실용음악과는 작편

곡, 보컬, 기악 등 다양한 커리큘럼을 통해 보다 전문화되

고 특화된 교육을 실시하며 학생들에게 최고의 경쟁력을 배

양, 각 분야의 전문 음악인을 배출함으로써 대중예술의 선

도적 역할을 담당하고자 한다. 

일자 _ 2013년 5월 10일

제목 _ LINC사업단,  
1차년도 평가 ‘매우우수’ 등급 획득

원광보건대학교(총장 김인종) 산학협력선도전문대학

(LINC)사업단이 교육부에서 실시한 1차 년도 성과평가에서 

매우우수 등급을 받았다.

LINC사업은 대학-기업간 산학협력을 통하여 대학교육 시

스템을 개선하여 우수인재를 양성·공급함으로써 취업 미스

매치 해소 및 대학과 지역산업의 공생발전을 견인하는 사업

이다.

매우우수 등급에 선정됨으로서 원광보건대학교는 2차 년도 

사업비 4억3천여원을 받게 되었으며, 추후 추경예산이 추

가로 배정될 예정이라, 2차 년도 총 6억원 이상의 사업비를 

지원받게 된다.

원광보건대학교 LINC사업단은 1차 년도에 산학협력 친화

형 대학체제개편을 기반으로 가족회사 325개 회원사 모집, 

산학연계 캡스톤디자인 교육과정 운영, 중소기업 기술지도 

140건, 산학협력중점교수 13명 확보 등 산학협력의 성과를 

이루었으며, 그 결실로 재학생 현장실습 이수율이 목표대비 

161%를 달성하는 등 매우 우수한 성과를 거두었다.

LINC사업단장 김 경 교수는 “우리 대학의 LINC사업단이 

제시한 다양한 사업들이 좋은 성과로 이어져서 기쁘다”며, 

“앞으로도 우리대학이 보유하고 있는 다양한 산학협력 인프

라를 활용해 지역밀착형 현장실습 선도모델을 구축함은 물

론, 대학의 특성과 역량을 살려 산학협력형 체질개선, 맞춤

형 우수인재 양성 등 지역산업과 상생 발전할 수 있는 지역

친화형 산학협력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예정이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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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자 _ 2013년 5월 11일

제목 _ 임상병리과 권필승 교수,비오메리으 
학술상 수상

원광보건대학교(총장 김인종) 임상병리과 권필승 교수가 

‘대한임상병리사협회 제51회 종합학술대회’에서 ‘비오메리

으 학술상’을 수상하는 영예를 안았다.   

대한임상병리사협회 주최로 지난 5월 10일~11일까지 이틀

간 광주 김대중 컨벤션센터에서 개최된 이번 대회는 ‘새로운 

반세기를 준비하는 힘찬 시작’을 슬로건으로 다양한 세미나

가 진행되는 등 회원들의 학술적 열의와 더불어 보건의료인

으로서의 당당한 면모를 엿볼 수 있는 학술대회였다. 올해

에는 5,000여명의 회원이 참가한 가운데 화합과 친목을 다

지는 자리를 가졌다.

이날 원광보건대학교 임상병리과 권필승 교수는 그간의 우

수한 학술적 연구성과를 통해 협회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

아 ‘비오메리으 학술상’을 수상했다. 본 상은 (사)대한임상

병리사협회와 ㈜비오메리으코리아에서 공동으로 수여하는 

명예로운 학술상이다.

권교수는 “앞으로도 끊임없는 연구 활동을 통해 세계 선진

의료기술을 이끌어나갈 후학을 양성하는 교육자가 되고자

한다.”는 수상소감을 밝혔다.  

원광보건대학교 임상병리과는 2000년 한국전문대학교육

협의회 주관 학과평가 최우수학과 선정, 2010년·2011년 

대한조직세포검사학회 논문발표경진대회 최우수상 수

상, 2011년 대한미생물검사학회 학술대회 우수상 수상, 

2012년 종합학술대회 한독약품학술상 수상 등 각종분야에

서 두각을 나타낸바 있으며, 임상적응을 위한 실습위주의 

교육으로 대학병원, 각종 의료기관, 실험실, 연구소 등 다

양한 분야에서 역량을 발휘할 수 있는 전문 의료기술인을 

양성하고 있다.

일자 _ 2013년 5월 14일

제목 _ 개교 37주년 기념법회 성료

원광보건대학교(총장 김인종)가 개교 37주년 기념일을 맞

아 지난 14일 대학 국제회의실에서 기념법회를 가졌다.  

대학 내 실용음악과 재학생 및 교당 중창단 등의 경쾌한 식

전공연에 이어, 오랜 기간 대학의 발전을 위해 힘써온 교직

원들에 대한 30년·15년 연공상 시상 등 화기애애한 분위기 

속에 진행된 이날의 행사에는 원광학원 이성택 이사장, 원

광보건대학교 김인종 총장 등 주요 인사를 비롯해 300여명

의 교직원이 참석해 자리를 빛냈다.  

이성택 이사장은 “과학과 도학을 겸비한 우수인재 양성이라

는 건학이념을 실천하며 교육품질우수대학으로 자리매김하

고 있는 원광보건대학교의 개교 37주년을 진심으로 축하한

다”며, “대학입시환경변화로 갈수록 어려워지는 시기임에

도 불구하고 괄목할만한 성과를 올린 김인종 총장 이하 전 

대학구성원의 노고를 치하한다”고 전했다.

원광보건대학교는 지난 1976년 개교한 이래 보건, 복지, 

글로벌 어학 등의 특성화를 통해 다양한 실적을 거두며 지

역을 대표하는 명문대학으로서의 위상을 높여왔다. 최근 

산학협력선도전문대학(LINC)사업단 매우우수 등급 획득

(2013), 2013 대한민국 교육산업대상 수상, 교육과학기

술부 교육역량강화사업 우수대학 선정(2011, 2012), 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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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품질우수 인증대학 선정(2011~2016), 교육기부기관선

정(2011) 등 각종 정부기관으로부터 그 역량을 공인받으며 

WCC(World Class College)를 향한 힘찬 걸음을 내딛고 

있다.

일자 _ 2013년 5월 14일

제목 _ 외식조리산업과, 2013 대한민국  
국제요리경연대회 수상

원광보건대학교(총장 김인종) 외식조리산업과 재학생 29명

이 ‘2013 대한민국 국제요리경연대회’에서 금상 16명 등 우

수한 성적으로 입상해 화제가 되고 있다.

(사)한국조리사기능인협회 주최로 5월 10일(금)부터 12일

(일)까지 양재동 aT센터에서 진행된 본 대회는 ‘Food of 

Korea, 오색 날개옷을 입다’ 라는 주제로 최고의 요리사

를 꿈꾸는 국내 유명 호텔조리사 및 일반인, 대학생 등 총 

2,500여명의 조리기능인이 참가해 열띤 경연을 벌였다. 

원광보건대학교 외식조리산업과 학생 29명은 제과제빵 전

시 및 라이브, 요리 전시 및 라이브 종목에 출전하여 제과제

빵 전시 및 라이브 금상 17개, 은상 6개와 요리 전시 및 라

이브부분 은상 5개, 동상 1개 등 주요 상을 휩쓸어 전국적

으로 외식조리산업과의 실력을 인정받게 되었다. 

수상자 명단은 △금상=정수진, 박미림, 최솔이, 이희정, 

안다솜, 유정민, 최수한, 박정현, 임해민, 전지수, 강연

경, 신다슬, 서명일, 문두원, 최란희, 채진 △은상=조정

만, 박종원, 박창우, 이율구, 조미진, 고아름, 최솔이, 정

재훈, 김혜빈, 엄선주, 정수진, 백슬기 △동상-박진희 이

다. 

원광보건대학교 외식조리산업과는 2010학년도에 개설돼 

국내에서는 보기 드물게 학생 모두가 각자 조리를 할 수 있

는 시설을 구비하는 등 학업 능률 향상에 최선을 다하고 있

는 학과이다. 본 대회 수상을 비롯해 지난해 개최된 “2012 

대한민국 국제요리경연대회”에서도 참가자 전원이 우수한 

성적으로 입상하는 성과를 거두었으며, 매년 조리경연대회 

및 외식산업분야에서 뛰어난 실적을 거두며 두각을 나타내

고 있다. 

일자 _ 2013년 5월 14일

제목 _  허브테라피향장과, 한국시데스코뷰
티테라피 민간기능경진대회 수상

원광보건대학교(총장 김인종) 허브테라피향장과 재학생 

21명 전원이 ‘2013년 대한민국 시데스코 뷰티테라피 민간

기능경진대회’에서 식품의약품안전처장상, 국제CIDESCO

한국지부회장상 등 참가자 전원 우수한 성적으로 입상해 화

제가 되고 있다.

2013 전국 시데스코(CIDESCO) 뷰티테라피 민간기능경기

대회는 (사)한국피부미용사회중앙회 · 국제CIDESCO한국

지부가 주최하는 행사로서, 12일 피부미용부분, 13일 네일 

및 메이크업 분야로 나뉘어 피부미용경연대회가 펼쳐졌다. 

원광보건대학교 허브테라피향장과 학생 21명은 얼굴부문

과 바디부문 종목에 출전하여 얼굴부문 이유민 학생이 상위 

성적으로 식품의약품안전처장상을 수상하는 등 출전선수의 

대부분이 상위상을 휩쓸어 전국적으로 허브테라피향장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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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력을 인정받게 되었다.

수상자 명단은 △식품의약품안전처장상=학생부-얼굴부문 

이유민 △국제CIDESCO한국지부회장상=학생부-얼굴부

문 조연진 / 학생부-바디부문 △이미림 중앙회장상=학생

부-얼굴부문 양주희, 박성아 / 학생부-바디부문 최누리, 

구수현 △금상=학생부-얼굴부문 이연수, 양소미 / 학생

부-바디부문 김혜진 △은상=학생부-얼굴부문 김소연, 김

민선 / 학생부-바디부문 장한별 △동상=학생부-얼굴부문 

이유나 / 학생부-바디부문 한지혜 △장려상=학생부-얼굴

부문 박슬기 △우수상=학생부-얼굴부문 박현진, 정여원 / 

학생부-바디부문 이난, 이미래, 김신영 이다. 

한편, 허브테라피향장과는 현대인들의 다양한 요인에 의

한 신체불균형을 해소시키고, 균형 잡힌 건강유지 및 개선

을 위한 허브건강 뷰티테라피스트, 화장품제조전문가를 양

성하는 학과이다. 본 대회 수상을 비롯해 지난 6일 개최된 

오송국제휴먼(미용＆건강)올림픽대회에서 보건복지부장관

상 포함 참가자 전원 우수한 성적을 거두었으며, 지난해 개

최된 ‘국제 CIDESCO 한국지부 피부미용 실기대회‘ ’대만 

AGC컵 국제대회‘ 등에서도 참가자 전원 우수한 성적으로 

입상하는 성과를 거두는 등 매년 피부미용분야 대회에서 다

양한 실적을 거두며 두각을 나타낸 바 있다.

일자 _ 2013년 5월 15일

제목 _ 개교기념일, 스승의 날 기념 감사프
로젝트 실시

원광보건대학(총장 김인종) 대학교당이 5월 15일 학교 개교

기념일인 동시에 스승의 날을 맞이하여, 교직원들에게 학생

들의 사랑의 마음을 전하는 힐링 행사를 실시하였다. 이번 

행사는 원광보건대학교의 5개의 동아리 학생들이 참여하였

으며, 동그라미(미용피부관리과) -두피 힐링 헤드 마사지, 

피사모(미용피부관리과) - 발관리 및 피부 유형 측정, 마법

의손(허브테라피향장과) - 통증관리, 원서비스(호텔관광

과) - 칵테일 음료 제공, 원전회(연합동아리) - 안내 등의 

감사프로젝트(Thank you! Project!)를 실시하였다. 

원광보건대학교 대학교당과 학생들이 주최가 된 이번 행사

는 평소 전달하기 힘든 스승에 대한 감사하는 마음을 전하

기 위해 진행되었으며, 많은 교직원들이 참여함으로서 봉

사하는 학생들의 마음이 전달되어 그 의미를 더하는 경축의 

장이 되었다.

일자 _ 2013년 5월 15일

제목 _ 전투부사관과 협약대학 최종선발

원광보건대학교(총장 김인종)가 육군본부에서 의욕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전투부사관 협약대학에 최종 선발되어 화제

가 되고 있다.

전투부사관과는 육군본부가 보병, 포병, 기갑병과 분야의 

전투력 향상과 전문성을 갖춘 최고의 부사관을 양성한다는 

목표로 전국 전문대학을 대상으로 공모와 엄격한 심사를 거

쳐 선발하였으며, 전국적으로 4개 대학이 협약대학으로 최

종 선정 되었다. 

전투부사관과는 입학생 부사관 임용 우선권 보장, 장학지

원, 장기 부사관 선발시 인센티브 부여가 예정되어 있는 만

큼 선발과 관련해 많은 전문대학들이 참여하여 치열한 경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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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하였으며, 이번에 최종 선정된 원광보건대학교에서는 지

난 12월 특전부사관과 협약대학 선정에 이어, 금번 전투부

사관과 협약대학에 선정되는 쾌거를 이뤄냈다. 

원광보건대학교는 2014학년부터 전투부사관과를 개설하고 

총 40명의 신입생을 선발할 계획이며, 오는 23일 육군본부

와 건양대 평생교육센터에서 협약서 작성과 학생 선발일정, 

협약식 행사 준비 등에 대한 구체적인 회의를 할 예정이다.

한편, 원광보건대학교는 기존 의무부사관과, 정보부사관

과 운영하고 있으며, 지난 12월 특전부사관과에 협약대학 

선정에 이어, 금번 전투부사관과 협약대학으로 선정되어 

2014학년도부터는 부사관 계열을 운영하는, 호남지역 최

고의 부사관 양성 명문대학으로 위상을 떨치게 되었다.

이기영 기획조정처장은 “국가적 사명감과 풍부한 인성을 겸

비한 정예 부사관 양성을 위하여 육군본부에서 요구하는 교

육과 아울러 도덕교육을 철저히 하여 문무를 갖춘 정예 부

사관을 양성하는데 최선을 다 하겠다”고 밝혔다.

일자 _ 2013년 5월 15일

제목 _ 원광보건대학교  
치위생과 봉사동아리 참모임
사회봉사지원사업 선정(전경련, 스마일재단)

원광보건대학교(총장 김인종) 교내 봉사동아리 ‘참모임’이 

전경련 대학생 사회봉사단 6기 (주최: 전국경제인연합회)와 

스마일재단 봉사단체 지원사업(주최: 재단법인 스마일) 대

상으로 연거푸 선정되었다.

‘전경련 대학생 사회봉사단’은 우리사회 취약계층을 지원하

고 봉사문화를 확산하기 위해 대학생 사회봉사단을 선발해 

교육, 문화, 보건·의료, 다문화, 장애인 지원 등 5개 분야

에서 전국에 있는 대학 동아리를 대상으로 자원봉사 프로그

램을 공모했다. 이번 공모에서 총 100여 개의 동아리가 지

원하였고, 그 중 20개 동아리가 최종 선정되었으며, 원광

보건대학교 ‘참모임’이 아동 및 청소년 대상 봉사활동 사업 

분야에 선정되어, 5월 중순~10월 31일까지 동아리 활동비 

100만원을 지원받게 되었다.

또한 스마일 재단은 장애인을 비롯한 의료소외계층의 구강

건강 증진을 위해 힘쓰는 비영리 재단으로서 이번 ‘2013 스

마일재단 봉사단체 지원사업’을 공모하였고, 전국에 있는 

치과의사회, 치과봉사단, 학교가 지원하여 그 중, 16곳이 

선정되었다. 이번 사업에 선정된 원광보건대학교 치위생과 

동아리 ‘참모임’은 6월 1일~ 10월 31일까지 200만원 상당

의 물품을 지원받게 되었다.

원광보건대학교 동아리인 ‘참모임’은 학술연구 및 봉사활동

을 활발하게 하고 있으며, 2년 연속 한국치위생과학회에서 

주최한 전국치위생과 학생포스터논문경진대회에서 수상하

였고 올해에도 학술연구에 힘써 논문을 발표할 예정이다. 또

한, 매월 셋째 주 일요일에 익산(사회) 작은 자매의 집과 김

제 장애인 종합복지회관, 김제제일복지관과 연계하여 장애

인들 대상으로 정기적으로 봉사활동을 하고 있으며, 자체적

으로 스터디 그룹을 형성하여 학과공부에도 전념하고 있다.

참모임 지도교수인 치위생과 이현옥 교수는 “학과 전공과 

관련된 동아리 봉사활동을 통해 어려운 이웃들에게 봉사하

고 사회에 기여하며, 일정 기간 동안만이 아닌 평생에 걸쳐 

봉사하는 진정 나눔의 봉사인으로서 성장할 수 있도록 지도

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원광보건대학교 치위생과는 1976년 개설된 이래 

4,800여명의 졸업생을 배출, 대학병원 및 보건소 등지에

서 치과질환 예방처치와 구강보건지도 활동을 담당하는 전

문 치과위생사를 양성하고 있으며, 높은 수준의 취업률과 

함께, 학과 자체적으로 봉사동아리 참모임, 초석 등을 운영

하여 지역사회의 구강보건 봉사활동 및 교육에도 앞장서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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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자 _ 2013년 5월 15일

제목 _ 미용피부관리과, KASF 미용기능경
기 대회 대거 입상

원광보건대학교(총장 김인종) 미용피부관리과 재학생 29명

이 ‘KASF 2013 미용기능경기대회’에서 식품의약품안전처

장상, KASF2013 대회장상 등 우수한 성적으로 입상해 화

제가 되고 있다.

(사)한국피부미용능력개발협회 주관한, ‘KASF 2013 미용

기능경기대회’는 오송화장품뷰티세계박람회장에서 진행되

었으며, 헤어, 피부, 메이크업, 네일 등 4개 분야 36종목에 

전국의 대학생, 일반인 등 2천800여 명의 선수를 비롯한 모

델, 관계자 등 1만여 명 이상이 참여했다.

원광보건대학교 미용피부관리학과 29명의 학생들은 스웨

디쉬 매뉴얼테크닉(얼굴), 한국형 피부관리(얼굴), 발 매뉴

얼테크닉, 창작자유컷트, 궁중&고전머리, 업스타일, 헤어

바이나이트, 크리에이티브, 웨딩메이크업, 원톤 스캅쳐 등 

11개 부문에 참가해 식품의약품안전처장상,  KASF2013 

대회장상, 사)한국피부미용능력개발협회장상, 금상 3개, 

은상 7개, 동상 5개, 우수상 3개, 장려상 8개를 수상했다.

수상자  명단은  △식품의약품안전처장상=장영애  △

KASF2013 대회장상=김아슬 △사단법인 한국피부미용능

력개발협회장상=이모노 △금상=박수정, 신하나, 정혜정 

△은상=최지은, 정우리, 김대환, 김민진, 서혜영, 최명주, 

김서희 △동상=송진현, 임보영, 배정호, 한소희, 박지원 

△우수상= 고우경, 서선정, 조나연 △장려상=김다은, 이

미화, 신정은, 남초롱, 소은수, 이매향, 심지수, 이정민 이

다.

이번 대회를 준비한 학과장 유현주 교수는 “이번 수상이 전

문 미용인으로서의 실력을 쌓는 밑거름이 될 것으로 기대하

면서, 앞으로도 학생들에게 현장의 요구에 맞는 실습교육을 

통해 전국 최고의 실력을 가진 미용인 양성의 요람이 되도

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원광보건대학교 미용피부관리과는 ‘KBF(Korea Beauty 

Festival) 2012 한국미용페스티벌, ‘KASF미용기능경기대

회’, ‘인터네셔널 네일페스티벌을 비롯한 각종 전국규모대

회에서 우수한 성적으로 입상하는 등 각종 대회참가를 통한 

실습위주의 전문교육으로 학생들의 실무능력을 강화시키

고, 대내외적으로 다양한 실적을 거두며 전문 미용인을 양

성하는 명문학과로서 입지를 굳건히 하고 있다.

일자 _ 2013년 6월 2일

제목 _ 간호학과 댄스동아리,육군훈련소 위
문 봉사 실시

원광보건대학교(총장 김인종) 간호학과 댄스동아리 “美몸”

이 지난 2일 육군 훈련소를 방문하여 훈련병 1500여명 앞에

서 위문공연을 실시했다. 

이 날 행사는, 육군훈련소장, 원광대학교 의과대학병원장, 

육군훈련소 장병 등 15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원불교 육

군 훈련소 교당에서 진행되었으며,  원광보건대학교 학생 

17명이 총 3개의 팀을 구성하여 훈련소 장병들의 화합을 위

해 댄스공연을 펼쳤다.

원광보건대학교 간호학과 댄스동아리인 “美몸”은 간호학과 

특성상 방대한 간호학 공부와 임상실습 등으로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 학생들에게 자신의 재능을 개발하고 재능기부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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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기 위해 만들어진 동아리이다. 이번 육군훈련소 위문 공

연이 첫 번째 재능기부 봉사였으며, 이를 시작으로 학교와 

지역사회에 기여할 수 있는 동아리로 성장하고자 한다.

“美몸” 지도교수인 간호학과 강현임 교수는 “육군훈련소 봉

사활동을 통해 나라를 지키는 장병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

이 됐으면 하는 마음에 열심히 준비했으며, 앞으로도 지역

사회 활성화와 원불교 기관행사 지원의 봉사를 지속적으로 

하면서 사회에 기여할 수 있는 봉사인으로서 성장할 수 있

도록 지도하겠다.” 고 밝혔다.

일자 _ 2013년 6월 2일

제목 _  허브테라피향장과, KASF 미용기능
경기 대회 우수한 성적

원광보건대학교(총장 김인종) 허브테라피향장과 재학생 

22명이 ‘KASF 2013 미용기능경기대회’에서 오송화장품·

뷰티세계박람회위원장상, 한국여성창업교육협회장상 등 

우수한 성적으로 입상해 화제가 되고 있다.

(사)한국피부미용능력개발협회 주관한, ‘KASF 2013 미용

기능경기대회’는 오송화장품뷰티세계박람회장에서 진행되

었으며, 헤어, 피부, 메이크업, 네일 등 4개 분야 36종목에 

전국의 대학생, 일반인 등 2천800여 명의 선수를 비롯한 모

델, 관계자 등 1만여 명 이상이 참여했다.

원광보건대학교 허브테라피향장과 22명의 학생들은 뷰티

테라피(5개종목통합), 스웨디쉬 매뉴얼테크닉(얼굴), 스웨

디쉬 매뉴얼테크닉(등), 창작테라피 등 4개 부문에 참가해 

뷰티테라피 종목 1위상인 오송화장품·뷰티세계박람회위원

장상을 수상하는 쾌거와 스웨디시 얼굴부문에 한국여성창

업교육협회장상 이연수, 금상 8명, 은상 4명, 동상 5명, 우

수상 2명, 장려상 4명의 우수한 성적을 거두어 학교와 학과

의 명예를 빛내었다.

수상자 명단은 △오송화장품·뷰티세계박람회위원장상=이

유민 △사단법인 한국여성창업교육협회장상=이연수 △금

상=박다솜, 한지혜, 김혜진, 이미림, 김슬기, 김소리, 이

난 △은상=한지혜, 양주희, 유소미, 구수현 △동상=박다

솜, 김다희, 이유나, 전성은, 강다영 △우수상= 김혜진, 

정여원 △장려상=김신영, 송아름, 양소미, 장현정 이다.

이번 대회를 준비한 허브테라피향장과의 김란 학과장은 

“대회준비를 위해 상호 실전연습을 수 없이 거듭한 결과로

서 학생 개개인마다 가지고 있는 기량을 크게 발휘하게 되

었다”며 수상학생들에 대한 축하와 격려를 아끼지 않았으

며, “앞으로도 계속하여 학생의 역량을 더욱 발휘하고 우수

한 성적을 거둘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지원할 것“이라 전했

다. 

한편, 허브테라피향장과는 현대인들의 다양한 요인에 의

한 신체불균형을 해소시키고, 균형 잡힌 건강유지 및 개선

을 위한 허브건강 뷰티테라피스트, 화장품제조전문가를 양

성하는 학과이다. 본 대회 수상을 비롯해 지난 5월 개최된 

한국시데스코뷰티테라피 민간기능경진대회, 오송국제휴먼

(미용＆건강)올림픽대회에서 참가자 전원 우수한 성적을 거

두었으며, 지난해 개최된 ‘국제 CIDESCO 한국지부 피부미

용 실기대회‘ ’대만 AGC컵 국제대회‘ 등 매번 대회에서 우수

한 성적으로 입상하는 성과를 거두는 등 매년 피부미용분야 

대회에서 다양한 실적을 거두며 두각을 나타내고 있다.

일자 _ 2013년 6월 4일

제목 _  ㈜오스템임플란트와 산학협력 협약 
체결

원광보건대학교(총장 김인종)가 지난 4일(화) 원광보건대학

교 서울홍보관에서 치과계 기업의 글로벌 선두주자인 (주)

오스템임플란트와 기업의 인력 및 기술 개발을 지원하고 우

수인재를 양성하기 위해 상호 협력하는 MOU를 체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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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협약식에는 원광보건대학교 김남일 대외부총장, ㈜오

스템임플란트 강두원 상무이사, 장찬석 영업부장 등 양 기

관의 주요인사가 참석, 현장 맞춤형 교육 프로그램 개발 및 

다양한 취업 프로그램 진행 등 상호발전을 위해 협력하기로 

합의했다.

 

원광보건대학교와 협약을 체결한 (주)오스템임플란트는 

2012년 기준, 전 세계에서 치과에 직접 판매한 글로벌 매출

액 2,014억 원으로 국내 치과계에서 확고한 1위를 차지하

고 있으며, 21개 해외 자회사, 글로벌 임직원 1,440명 등 

회사 규모와 글로벌화 수준에서도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임

플란트 전문 기업이다.

 

주요 협약내용은 ▲현장 실습 및 연수, 기업 인턴십 등 다양

한 연계 프로그램의 개발 및 진행 ▲치기공학 선진화 및 글

로벌화를 위한 공동 교육 개발 및 연구 ▲외국인 유학생을 

포함한 적극적인 학생 취업 협조 및 지원 ▲교수 및 강사들

의 현장 연수, 기술지도 및 경영자문 등이며, 본 협약을 통

해 양 기관은 기업의 인력 및 기술 개발을 지원하고, 기업체 

맞춤형 글로벌 인재를 양성하여 상호 공동 발전을 도모할 

예정이다.

원광보건대학교 김남일 대외부총장은 “이번 산학협력 약정 

체결을 계기로, 우리대학 치기공과 학생들이 현장맞춤형 교

육프로그램을 통하여 최신기술을 습득하고 세계적인 수준

의 치기공 산업현장에서 실습할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되었으

며, 이를 통해 국내외 치기공 부문에서의 취업기회 및 취업

경쟁력이 크게 향상될 것”이라고 전했다.

한편, 원광보건대학교는 이번 협약 이외에도 한국학생 및 

해외 유학생이 관련 전공을 수학한 후 국내 또는 해외에서 

취업 및 창업을 할 수 있도록 특화된 산업체 맞춤형 교육을 

실시하고 산업체에 취업하는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으며, 

글로벌 인재육성사업과 해외취업을 연계한 글로벌 네트워

크를 구축하고 있다.

일자 _ 2013년 6월 7일

제목 _ 김인종 총장,  
한국전문대학교육협의회 감사 선출

원광보건대학교 김인종

(54·사진) 총장이 한국전

문대학교육협의회 감사에 

선출됐다.

한국전문대학교육협의

회는  지난  1 4 일  여수 

MVL(엠블)호텔에서 전국 

138개 전문대학 총장 세

미나 및 임시총회를 열고 

회장, 이사회, 감사 등 주요임원을 선출했다고 밝혔다. 

동 협의회 감사는 전문대학교육협의회내의 예산, 지출 및 

재정과 관련된 전반적인 경영상황을 관리하는 임원이다. 

이번에 새롭게 감사직에 선출된 김인종 총장은 한국전문대

학교육협의회 14대 이사를 역임한 바 있으며, 이번 선출로 

2013년 9월 5일부터 2015년 9월 4일까지 만 2년 간 한국전

문대학교육협의회의 감사직을 수행하게 된다. 

새롭게 감사직에 선출된 김인종 총장은 대학의 글로벌

화ㆍ선진화를 모토로 변화와 안정을 유도하여 취업률, 재

학생 충원률, 전임교원 확보율 등의 각종지표 및 교육서

비스의 질을 크게 향상시켜온 결과, 2011년 취업률 전국

12위ㆍ전라북도내 1위(나그룹), 신입생 충원률 대폭향상

(2011년 118%, 2012년 117% 달성), 2년 연속 교육역량

강화사업 우수대학선정(2011, 2012) 및 산학협력선도전문

대학(LINC)사업단 1차년도 성과평가 매우우수 등급 획득, 

학사학위전공심화과정 인가(간호학과, 사회복지학과, 물리

치료과), 학교기업 지원사업(원광여행사) 선정, 대학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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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증체제 구축 등 수많은 실적을 거두었다. 

또한 김 총장은 미국ㆍ중국ㆍ필리핀ㆍ몽골ㆍ네팔ㆍ베트남 

등지와의 국제교류 확장을 통해 지역거점대학을 넘어 세계

와 함께하는 명문 교육기관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는 기틀을 

마련, 대내외적으로 대학의 역량을 한 단계 업그레이드시킨 

인물로 평가받고 있다. 또한 무엇보다도 투철한 사명감을 

가지고 대학의 교육 목적인 도덕을 겸비한 전인교육을 몸소 

실천하고, 그를 통해 도적적이고, 윤리적인 투명한 대학을 

만들어 냄으로써 한국 전문대학의 발전에 크게 기여한 공로

를 인정받아 감사직을 맡게 되었다. 

김인종 총장은 원광보건대학교 사회복지과 교수, 한국전문

대학교육협의회 이사를 역임하였으며, 한국전문대학교육

협의회 감사직을 수행하게 될 예정이다.

일자 _ 2013년 6월 12일

제목 _ 교육부 국가영어능력평가시험(1급) 
재학생 대상 실시

원광보건대학교(총장 김인종)가 12일, 13일 양일에 걸쳐 

재학생 대상으로 정부가 개발한 ‘국가영어능력평가시험 1급

(NEAT)’을 고등교육기관 최초로 학교 정규시험으로 실시했

다.

NEAT는 토익, 토플과 같은 해외 영어시험에 대한 의존도

를 낮추고 국민의 영어 의사소통 능력을 기르기 위해 정부

가 2009년부터 개발해온 시험이다. 듣기·읽기 중심의 기

존 시험과 달리 말하기·쓰기 등 영어의 네 가지 기능을 균

형 있게 평가하는 것이 특징으로 1급은 성인용이며 고등학

교 3학년생 이상 대학진학 희망자용은 2·3급이다. 

이번에 원광보건대학교에서는 7개의 시험장에서 재학생 약 

2,000명을 대상으로 NEAT 시험이 실시되었으며, 원활한 

시험 진행을 위해 시험 감독관으로 임명 된 학교 교직원 대

상으로 시험 전날 사전 교육을 실시했다. 

원광보건대학교는 2012학년도 1학기부터 ‘NEAT화상영어’

를 교양필수과목으로 개설해 정규학점을 취득하게 하고 있

으며, 2011년 개원한 필리핀 현지 원광글로벌교육센터와 

500여석의 대학 내 화상영어 실습실 등을 활용, 재학생들

이 글로벌 인재로 거듭나기 위하여 어학능력 배양에 다각적

인 노력을 하여 왔다.

김인종 총장은 “원광보건대학교의 38년간의 교육경험을 바

탕으로 한 인적 · 물적 네트워크 및 우수 교육인프라를 통

해 실용영어교육을 중점으로 강화하고 사교육비 지출에서 

가장 큰 부분을 차지하는 영어를 재학기간 중 비용부담 없

이 배울 수 있도록 지원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한편, 원광보건대학교는 국가영어능력평가시험, NEAT화

상영어 이외에도 이번 방학 기간 동안에 기숙형 토익&회화

사관학교, 중국어사관학교 및 필리핀 협약대학 어학원에서

의 해외어학연수를 진행할 예정이며, 이를 통해 학생들에게 

국내에서의 외국어 공부(영어, 중국어)와 더불어, 해외문화

를 체험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등 특화된 영어교육사

업을 펼치고 있다.   

새로운 시대가 요구하는 새로운 인재 양성을 위해 원광보건

대학교에서는 앞으로도 기존과는 차별화된 양질의 콘텐츠

로 외국어(영어, 중국어)교육 혁신을 통한 글로벌 인재양성

에 앞장설 전망이다. 

일자 _ 2013년 6월 18일

제목 _ 무주군, 사랑나눔 이동봉사활동 실시

원광보건대학교(총장 김인종)가 지난 18일(화) 전북 부안군 

예술회관에서 600여명의 노인을 대상으로 봉사활동을 펼쳤

다.  

KBS전주방송총국과 연계하여 실시된 이번 봉사활동은 도

내우수교육기관으로서 적극적인 봉사활동을 통해 지역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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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소중한 사랑을 나눔은 물론, 학생들에게도 현장봉사활동

의 경험을 쌓게 함으로써 봉사정신과 직업관을 확립하여 예

비 사회인으로서의 소양을 길러낼 수 있는 교육 활동의 공

간을 제공하는데 목적을 두고 있다. 

교수 및 학생으로 구성된 40여명의 원광보건대학교 사회봉

사단은 이날 오전 10시부터 오후 4시까지 안경제작(안경광

학과), 이·미용봉사(미용피부관리과), 장수사진 촬영(공무

원행정과) 등 각 학과의 교육과정 특성에 맞는 봉사활동을 

통해 무주군 일대 지역 노인 및 어려운 이웃에게 따뜻한 나

눔의 손길을 전했다.   

박정순 학생복지처장은 “우리대학은 2001년부터 지금까지 

총 59회에 걸쳐 3,000여명의 학생들이 KBS이동봉사활동

에 참여, 따뜻한 이웃사랑을 실천해왔다”며, “올해에도 우

리 지역사회에 나눔의 활동들을 통해 학생들의 마음도 따뜻

해지고, 지역사회에 기여할 수 있는 원광보건대학교가 되도

록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원광보건대학교는 매년 이ㆍ미용봉사, 안경봉사, 농촌일손

돕기, 사랑의연탄나눔, 김장나누기 등 다양한 봉사활동 프

로그램을 통해 지역사회의 어려운 이웃들과 함께 하고 있으

며, 교내·외 봉사 동아리, 봉사프로그램의 운영을 통해 학

생들에게 올바른 직업관과 더불어 사회 공익성에 대한 인성

교육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있다. 또한 2011년 교육과학

기술부와 한국창의재단으로부터 교육기부기관으로 선정돼 

대학이 보유하고 있는 지식과 우수한 인적, 물적자원을 사

회에 환원하는 등 아름다운 기부문화 확산에 앞장서고 있

다.

일자 _ 2013년 6월 12일

제목 _ 항공서비스과,원광효도마을 단체 봉
사 활동 실시

원광보건대학교(총장 김인종) 항공서비스과 재학생 60여 

명이 지난 12일 원광효도마을을 방문하여 어르신들에게 사

랑나눔 봉사활동을 실시했다. 

행사가 진행된 원광효도마을은 1,500여 명의 어르신들을 

모시고 있으며, 항공서비스과 학생들은 이 날 양로시설 수

양의집, 장기요양기관 사은의집, 원광실버의집, 원광상록

원, 원광효도요양병원 총 5곳으로 나뉘어져, 어르신들을 

위해 안마서비스, 말벗서비스, 식사배식보조, 발마사지, 

법당청소, 원내청소, 프로그램보조 등의 봉사활동을 실시

했다.

원광보건대학교 항공서비스과는 2010년 학과가 개설된 이

후 1년에 4회 이상 매번 시험이 끝난 후, 단체로 봉사활동

을 실시해왔으며, 이와 같은 봉사활동을 통해 지역사회에 

기여함과 동시에 항공서비스과 특성에 맞는 올바른 인성과 

서비스 마인드를 기르는 기회를 가졌다. 

항공서비스과 박인주 학과장은 “원광효도마을 봉사활동을 

통해 우리 지역의 어르신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됐으면 

하는 마음에 열심히 준비했으며, 앞으로도 어려운 이웃들에

게 봉사하고, 사회에 기여하는 진정 나눔의 봉사인으로서의 

따뜻한 인성을 갖출 수 있도록 지도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항공서비스과는 항공사와 여행사 및 관광관련 서비스

분야에서 필요로 하는 외국어, 서비스 예절, 이미지메이킹 

등 집중적이고 체계적인 교육을 바탕으로 올바른 인성과 국

제적 감각, 세련된 매너, 능숙한 외국어 구사력을 갖춘 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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능한 항공관광서비스 전문인력을 양성하는 학과로서, 높은 

수준의 취업률과 함께, 학과 자체적으로 봉사활동을 실시하

는 등, 전문성과 인성을 겸비한 인재를 기르는 데 앞장서고 

있다.

일자 _ 2013년 6월 15일

제목 _ 대학교당 원불교동아리연합회 은혜
나눔 봉사활동

원광보건대학교 대학교당의 원불교동아리연합회가 여름방

학을 앞두고 지난 15일 전라북도 진안읍에서 다채로운 봉사

활동을 펼쳐 지역주민들에게 큰 호응을 얻었다. 

진안읍에서 진행된 자원봉사는 이·미용봉사, 안경보급, 얼

굴관리와 통증관리 등 총 11가지 서비스를 주민들에게 제공

해 관심을 모았으며, 봉사 학생들은 학교에서 배우고 익힌 

기술을 맘껏 발휘해 보람과 기쁨을 배가시켰다. 

특히 이번 봉사활동은 전라북도 자원봉사종합센터와 연계

해 점심식사 제공과 트로트, 각설이, 판소리 공연으로 분위

기를 띄워 행사를 더욱 풍성하게 하였으며, 교육역량강화사

업의 일환으로 14개 동아리 지도교수를 포함 130여 명의 학

생들이 동참하여 진행하여 그 의미를 더하게 되었다.

이 날 학생들에게 서비스를 받은 이하숙 어르신은 “평생 동

안 시골에서 농사 일만 하다가 얼굴 마사지를 비롯해 등, 발 

마사지를 처음 받아 보았다”며 “학생들의 봉사활동은 나에

게 많은 감동을 주었고, 행사를 준비해 준 관계자들에게 감

사한 마음을 전하고 싶다”고 소감을 전했다. 

또한, 동아리 봉사활동에 처음 참가한 간호학과 김하나 학

생은 “어르신들의 냄새나는 발, 무좀 걸린 발을 생각하고 

여기에 왔는데 막상 봉사활동을 시작하니 봉사에만 집중하

게 됐다”며 “열심히 하면서 마음에 여유도 생겼고, 물티슈

로 발을 닦고 로션으로 마사지를 하면서 어르신들의 건강도 

묻는 등 친밀해 졌으며, 어르신들이 어깨도 두드려주시고, 

손을 잡아줘 봉사의 뿌듯함을 느꼈다”고 말했다. 

행사를 지켜본 송영선 진안군수는 “원광보건대학교의 학과 

특성을 살린 봉사활동은 일반 자원봉사와 다르게 전문적이

고 의미가 있으며, 학생들의 봉사활동이 지역주민들에게 큰 

기쁨을 준 것 같다.”며 봉사활동을 진행해 준 원광보건대학

교와 전북 자원봉사종합센터에 감사의 말을 전하고 싶다”고 

말하며 학생들과 일일이 악수를 나눴다. 

한편 대학교당 원불교 동아리 연합회는 매주 동아리별로 학

교주변 복지시설과 소외계층 주민들을 위한 봉사활동을 진

행하고 있으며, 이번 방학을 맞이해 연합으로 봉사활동을 

펼쳤다. 대학교당 원불교 동아리 연합회의 봉사활동은 해가 

갈수록 지역 주민들의 만족도를 높이고 있으며, 우수한 인

적, 물적자원을 사회에 환원하는 등 아름다운 기부문화 확

산에 앞장서고 있다.

일자 _ 2013년 6월 20일

제목 _ 육군본부와 학·군 협약 체결 
(전투부사관과, 특전부사관과)

원광보건대학교(총장 김인종)가 지난 20일 계룡대에서 육

군본부와 전투분야, 특전분야의 학군제휴 협약을 체결했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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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군인사사령관 이재수 중장과 본교 김인종 총장을 포함, 

육군으로부터 협약대학으로 선정된 전국 6개 대학(원광보

건대, 전남과학대, 대덕대, 영진전문대, 국제대, 구미대)

총장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된 본 협약은, 상호 유대 관계를 

강화하고 대학과 군이 보유하고 있는 우수한 인적·물적 자

원의 교류를 통한 군의 발전 및 우수 인재 육성, 부사관과 

활성화 등 각 분야의 공동노력과 상호협력을 목적으로 체결

됐다.

세부 협약 내용은 ▲신입생 선발 및 교과과정 운영 ▲군장

학생 및 부사관 선발 ▲군부대 위탁훈련 및 실습교육 등 이

며, 우수부사관 육성 및 부사관과 발전을 위해 학·군 양 기

관이 윈윈(Win-Win)할 수 있도록 상호 협력할 전망이다.

특히, 전투부사관과는 육군정책학과로서 지난 달 국내에서 

최초로 4개 대학이 선발되었으며, 부사관과에 입학한 학생

을 대상으로 군 장학생 자격 검증을 거쳐 2년 전액 장학과 

1년 전액 장학의 군장학 혜택과, 군 장학생들에게는 졸업 

후 전원 전투병과 임관의 혜택이 부여된다.  

원광보건대학교는 이번 협약식을 체결함으로써 2014학년

도부터 전투부사관과(입학정원 40명), 특전부사관과(입학

정원 40명)를 신설하게 되었으며, 현재 운영 중인 의무부사

관과와 더불어 총 3개의 부사관 계열을 운영하는 호남지역 

최고의 부사관 양성 명문대학으로 위상을 떨치게 되었다.

김인종 총장은 “국가적 사명감과 풍부한 인성을 겸비한 우

리 군의 핵심인재를 양성하기 위해서, 군과 긴밀한 협력을 

할 것이며, 육군본부에서 요구하는 교육과 아울러 도덕교육

을 철저히 하여 문무를 갖춘 정예 부사관을 양성하는데 최

선을 다 하겠다.”고 밝혔다. 

일자 _ 2013년 6월 24일

제목 _ 호주 한인기업 스시베이와 산학협력 
협약 체결

원광보건대학교(총장 김인종)가 지난 24일(월) 원광보건대

학교 서울홍보관에서 호주 한인기업 스시베이와 기업의 인

력 및 기술 개발을 지원하고 우수인재를 양성하기 위해 상

호 협력하는 MOU를 체결했다.

이날 협약 체결식에는 원광보건대학교 김남일 대외부총장, 

스시베이 신이정 회장 등 양 기관의 주요인사가 참석, 상호 

협력 네트워크 구축을 통한 현장 맞춤형 교육 프로그램 개

발 및 다양한 취업 프로그램 진행 등 상호발전을 위해 협력

하기로 합의했다.

 

스시베이는 호주 캐슬힐에서 2004년 1호점을 오픈한 이후, 

현재는 호주 전역에 18개의 체인점을 운영하는 호주 최대의 

회전초밥 체인점이며, 초밥과 더불어 현지 맞춤형 한식 도

시락을 개발하는 등 한식의 현지화를 추구하는 외식조리분

야의 글로벌 기업이다.

 

주요 협약내용은 ▲현장 실습 및 연수, 기업 인턴십 등 다양

한 연계 프로그램의 개발 및 진행 ▲외식조리 분야의 선진

화 및 글로벌화를 위한 공동 교육 개발 및 연구 ▲외국인 유

학생을 포함한 적극적인 학생 취업 협조 및 지원 등이며, 본 

협약을 통해 양 기관은 기업의 인력 및 기술 개발을 지원하

고, 기업체 맞춤형 글로벌 인재를 양성하여 상호 공동 발전

을 도모할 예정이다.

협약체결을 주도한 원광보건대학교 김남일 대외부총장은 

“이번 산학협력 약정 체결을 계기로, 원광보건대학교 외식

조리학과 학생들이 현장맞춤형 교육프로그램을 통하여 최

신 조리기술을 습득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마련되었으며, 

앞으로 우리 학생들이 호주를 비롯한 해외 여러 나라의 외

식조리 분야로 진출하여 능력을 펼칠 수 있도록 하겠다.” 

고 전했다.

한편, 원광보건대학교는 이번 협약 이외에도 한국학생 및 

해외 유학생이 관련 전공을 수학한 후 국내 또는 해외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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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 및 창업을 할 수 있도록 특화된 산업체 맞춤형 교육을 

실시하고 산업체에 취업하는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으며, 

글로벌 인재육성사업과 해외취업을 연계한 글로벌 네트워

크를 구축하고 있다.

일자 _ 2013년 6월 24일

제목 _ ‘전문대학 국제화 사업 운영’  
우수사례대학 선정

원광보건대학교(총장 김인종)가 ‘2012년 전문대학 글로벌 

현장학습사업’의 국제화 사업 운영 우수사례대학(멘토링제 

우수사례대학)으로 선정되어 한국전문대학교육협의회 전문

대학소식지 6월호에 우수사례를 발표하였다. 

전문대학 글로벌 현장학습사업 멘토링제는 국립국제교육원

이 주관하고 전문대학교육협의회에서 시행하는 사업으로서 

글로벌 현장학습 참가자들에게 산업현장체험 극대화, 전문

적인 진로상담 및 취업코칭을 통해 학생들의 경쟁력을 높여

줌으로써 실질적인 성과를 도모하는 사업이다.

원광보건대학교는 전국 52개 전문대학이 선정되어 파견하

는 글로벌 현장학습사업에서 영어권 16명, 일본·홍콩권 

3명, 중국·동남아권 3명 총 22명을 배출, 전국에서도 상위

권이라는 성적을 기록하였으며, ‘2012년 전문대학 글로벌 

현장학습사업’의 멘토링제 우수사례대학에 선정되었다.  

원광보건대학교가 우수사례로 선정된 주요 원동력은 “▲해

외 현지에 화상영어교육센터 설립 – 강의실에서 실시간 화

상으로 영어 수업 진행 ▲ 입학부터 졸업 후 해외 취업까지 

책임지는 체계적인 연계형 글로벌 인재 양성 프로그램 실시 

- [글로윙(GloWing)] ▲ 다양한 글로벌 협력 네트워크 구

축 – 미국, 호주, 캐나다, 일본, 싱가포르, 중국, 몽골, 필

리핀, 캄보디아, 베트남, 네팔 등“에 있으며, 각각의 프로

그램들을 연계하여 학생들에게 [글로윙(GloWing)] 프로그

램을 통해 결국에 해외취업으로까지 연계가 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김인종 총장은 ‘정부의 글로벌 현장학습사업을 비롯한 각종 

해외인턴사업과 대학 측의 각종 어학 및 현장실무 능력 강

화 프로그램을 통하여 재학생들이 국내 취업 경쟁력 향상뿐

만 아니라 세계 무대로 뻗어나갈 수 있도록 해외 기업 발굴 

및 취업에 아낌없는 격려와 지원을 하겠다‘고 밝혔다.

원광보건대학교는 실시간 화상영어 정규수업운영, 고등교

육기관 최초 교육부 국가영어능력평가시험(1급) 정규고사 

실시, 토익&회화 사관학교, 중국어사관학교, 해외 어학연

수&해외봉사활동, 해외취업연수&인턴십과정 등 각종 글

로벌 역량강화 사업을 꾸준히 진행하고 있으며, 올해에도 

전문대학교육협의회에서 시행하는 글로벌현장학습 사업에 

호남권 최대 인원의 파견자를 배출하였으며, 한국산업인력

공단 지원을 통한 해외취업연수과정을 운영하여 재학생들

의 해외 진출 및 취업 활성화를 위하여 만전을 다하고 있다.  

일자 _ 2013년 6월 27일

제목 _ 교육부 ‘2013 교육역량강화사업  
우수대학’ 선정

원광보건대학교(총장 김인종)가 교육부의 ‘2013년 교육역

량강화사업 및 대표브랜드사업 우수대학’에 선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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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대학 교육역량 강화사업은 전문대학 직업교육의 질 및 

학생들의 취업경쟁력을 향상시키기 위해 전국 139개 전문

대학 중 교육여건과 성과가 우수한 일부 전문대학을 선정, 

정부가 예산을 지원하는 국가 정책 사업이다.   

교육부와 한국전문대학교육협의회의 선정결과에 따르면, 

2,320억 규모로 집행되는 올해사업의 지원대상은 전체 전

문대학 중 80개 대학이며(수도권 25, 비수도권 55), 선정

대학에는 평균 29억의 국고지원이 이루어진다. 

원광보건대학교는 지속적인 정책적 노력을 통해 각종지표

와 교육서비스 질을 크게 향상시킨 결과 3년 연속(2011, 

2012, 2013) 본 사업 우수대학에 선정 됐으며, 특히 올해

에는 42억 3천여만원의 국고를 획득, 전체선정대학 중 지

원액규모 10위를 차지하는 성과를 거둬 화제가 됐다.  

원광보건대학교는 2011년부터 3년 연속으로 사업에 선정

되면서, 대학이 추구하는 글로벌 헬스케어[4H – Health 

Welfare, Human Welfare, Hospitality & Tourism, 

Healing & Art Therapy] 분야의 전문인력을 양성하는 특

성화 대학 구현에 탄력을 받을 전망이며, 교육역량강화사업

의 효율성과 실효성을 높여 지속적으로 교육체계를 개선해 

나갈 예정이다. 

김인종 총장은 “대학의 전 구성원이 기울여 온 교육 선진화 

및 글로벌 시대에 맞는 교육여건 개선의 노력을 통해 전체

전문대학 중 지원액 규모 10위라는 놀라운 성과를 일궈냈

다”며, “글로벌 헬스케어 분야의 특성화 교육시스템을 구축

해 경쟁력을 더욱 강화시키는 한편, 기업 맞춤형 인재양성

과 특성화 대학으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해 나가겠다.”라며 

재도약의 의지를 보여 주었다.  

원광보건대학교는 지난 1976년 개교한 이래 보건, 복지, 

글로벌, 어학 등의 특성화를 통해 다양한 실적을 거두며 지

역을 대표하는 명문대학으로서의 위상을 높여왔다. 3년 연

속 교육역량강화사업  우수대학 선정 외에도 최근 산학협

력선도전문대학(LINC)사업단 매우우수 등급 획득(2013), 

대한민국 교육산업대상 수상(2013), 교육품질우수 인증대

학 선정(2011~2016), 전문대학 국제화 사업 운영 우수사

례대학 선정(2012), 교육기부기관선정(2011) 등 각종 정

부기관으로부터 그 역량을 공인받으며 WCC(World Class 

College)를 향한 힘찬 걸음을 내딛고 있다.

일자 _ 2013년 7월 4일

제목 _ 방사선과 유병규 교수,  
전국대학방사선(학)과교수협의회  
제16대 회장 선출

원광보건대학교(총장 김인종) 

방사선과 유병규 교수가 전국

대학방사선(학)과교수협의회 

제 16대 회장에 선출됐다.

전국대학방사선(학)과교수협

의회는 지난 4~5일 광주보건대

학교에서 2013년 전국 방사선

과교수협의회 하계연수 및 정

기총회를 열고 회장, 이사회, 감사 등 주요임원을 선출했다

고 밝혔다. 

이번에 새롭게 회장직에 선출된 유병규 교수는 2013년 7월 

5일부터 2015년 7월 4일까지 만 2년 간 전국대학방사선

(학)과교수협의회 회장직을 수행하게 된다. 또한 동 협의회 

회장으로서 전국에 45개 대학(4년제 21개, 3년제 24개)의 

방사선(학)과 교수의 권익보호, 방사선사 국가시험 위원 추

천 및 제반사항 관리, 방사선 기술의 발전에 기여하는 업무

를 수행할 예정이다.  

새롭게 회장직에 선출된 유병규 교수는 교과부 연구재단에

서 진행한 중성자방사선 차폐물질에 관한 연구 프로젝트, 

중성자 전문위원 등으로서 방사선 연구를 하였으며, 주요 

논문으로는 경목정맥 간내 문맥정맥 단락술 추적검사에 있

어서 MDCT 의 유용성 평가, 자기공명혈관촬영술을 이용한 

전교통동맥의 동맥류 오인에 관한 임상적 연구 등 약 80개

의 논문을 발표하며 방사선 분야의 발전에 많은 기여를 하

였다. 

유병규 교수는 14대 교수협의회 총무이사, 방사선사 국가

시험 위원, 방사선사 국가고시 문제출제위원, 대한방사선

사협회 사업이사를 역임하였으며, 현재 대한방사선과학회 

교육이사, 대한디지털의료영상기술학회 수석 부회장으로

서 활동하고 있으며, 이번에 전국대학방사선(학)과교수협

의회 회장직 및 방사선사 국가시험위원장을 수행하게 될 예

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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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자 _ 2013년 7월 12일

제목 _ 외식조리과, 고교생 대상 조리·제과
제빵 경연대회 실시

원광보건대학교(총장 김인종) 주최 “전국 고교생 조리 · 제

과제빵 경연대회‘가 지난 12일 원광보건대학교 보건관 5층

에서 열렸다.

이번 대회는 원광보건대학교 외식조리과가 주관하고 익산

시, ㈜하림, 한국외식업협회에서 후원했으며, ‘요리로 물

들이다’라는 주제로 익산시 특산물(닭, 고구마, 쌀, 마 등)

을 가지고 내, 외국인들에게 알리고 싶은 요리 및 제과제빵

분야로 나눠서 치러졌다.

이번 대회에는 조리부분과 제빵부분으로 나뉘어져 실시했

으며, 54명의 지원자 각자의 요리 실력을 뽐내면서 경쟁을 

하였고, 총 22개 팀이 수상하는 영광을 가졌다. 수상한 학

생들에게는 상장 및 상금 그리고 부상이 수여됐으며, 입상

자가 원광보건대학교에 입학 시에는 장학금 및 해외연수, 

해외 인턴십 기회 등 특별한 혜택이 주어진다.

이번 대회를 주관한 외식조리과 서영호 교수는 “입상한 학

생을 비롯해 다른 학생들에게도 자신감 부여할 수 있는 좋

은 기회였다”며, “앞으로도 많은 학생들이 적극적인 요리대

회 참가를 통해 학생들의 개인능력 향상은 물론 지역 특산

물을 홍보하는 데 큰 역할을 해 나가길 바란다.”고 전했다.

원광보건대학교 외식조리과는 2010년 개설된 학과로서 국

내에서는 보기 드물게 학생 모두가 각자 조리를 할 수 있는 

시설을 구비하며, 학생들의 학업 능률 향상과 전문 조리 기

능인을 양성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 또한 ‘대한민국

요리경연대회’, ‘음식문화대전’ 등 각종 전국규모 요리대회

에서 우수한 성적으로 입상, 학생들에게 다양한 현장실습 

기회를 제공하는 한편 자격증 취득률 및 취업률 향상을 통

해 명실공히 외식조리산업을 선도하는 명문학과로 자리 잡

고 있다. 

일자 _ 2013년 7월 12일

제목 _ 학교기업 원광여행사 사이버외교사
절단 ‘반크’와 한국알리기 동참

원광보건대학교(총장 김인종) 학교기업 원광여행사가 

‘2013년도 글로벌 체험 해외연수’ 프로그램을 한국방문의해

위원회, 사이버외교사절단 반크와 함께 진행하게 되었다.

재)전라북도인재육성재단이 주관하는 ‘2013년도 글로벌 체

험 어학연수’에 선정된 학교기업 원광여행사는 전라북도 청

소년 장학생들이 캐나다 어학연수 기간에 “전라북도 날 기

념-한바탕 비비고 행사”와 더불어 한국문화 알리기 활동을 

할 수 있도록 다양한 프로그램을 실시한다.   

이는 재)한국방문의해위원회(위원장 신동빈)와 사이버외교

사절단 반크(단장 박기태)가 주관하는 ‘글로벌 한국문화관

광 외교대사’에 채승재 인솔교사가 선정되어 실시할 수 있게 

된 것으로, 채교사는 국립중앙박물관에서 발대식 및 교육에 

참가, 한국의 역사와 문화를 세계에 알리는 방법과 한국 문

화를 외국인에게 소개하는 스토리텔링 비법 등 국가브랜드

와 이미지를 높이는 다양한 사례를 들어보고 글로벌에티켓 

함양 등에 관한 교육프로그램을 이수하였다.

전라북도 청소년 장학생 50명은 글로벌 연수기간 채승재 인

솔교사 지도하에 다양한 홍보물을 이용하여 캐나다 지역민

들과 홈스테이 가족들에게 전라북도와 한국의 문화관광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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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리고 동해와 독도 표기 오류 등 한국에 대한 잘못된 정보

를 시정하는 등 한국을 올바르게 알리는 역할을 통해 글로

벌 한국문화관광 외교대사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 

채승재 인솔교사는 “글로벌 한국문화관광 외교대사에 선정

해준 반크에 감사드리며, 도민들의 소중한 지원을 받아 실

시되는 이번 연수프로그램에서 전라북도 청소년 장학생들

이 영어실력 향상뿐만 아니라 전라북도와 대한민국 문화 알

리기 활동을 통해 애국심과 자긍심을 갖게 되었으면 좋겠

다.”고 소감을 밝혔다.

이번 프로그램을 주관하게 되는 원광여행사 사장 및 의료관

광코디네이션과 학과장으로 재직 중인 이승용 사장은 “채

승재 인솔교사의 적극적인 활동과 우리 전라북도 청소년 장

학생들이 한국을 알리기 위해 자발적으로 참여한 점이 매우 

자랑스럽다”며 “이들이 글로벌 체험캐나다 연수에서 활약

할 모습을 기대한다.”고 소감을 밝혔다.

일자 _ 2013년 7월 12일

제목 _ ‘2013 전문대학 글로벌 현장학습’ 
오리엔테이션 및 취업성공사례,  
초청특강 발표

원광보건대학교(총장 김인종) 출신인 유리 졸업생(간호학

과, 현재 국립암센터 근무)이 지난 12일(금) 열린 ‘2013년 

2차 전문대학 글로벌 현장학습사업 오리엔테이션’에서 취업

성공 사례로 선정되어 성공사례를 발표하였다. 

전문대학 글로벌 현장학습사업은 국립국제교육원이 주관하

고 전문대학교육협의회에서 시행하는 사업으로서 글로벌 

현장학습 참가자들에게 산업현장체험 극대화, 전문적인 진

로상담 및 취업코칭을 통해 학생들의 경쟁력을 높여줌으로

써 실질적인 성과를 도모하는 사업이다.

원광보건대학교 간호학과 유리 졸업생은 2012년도 글로벌 

현장학습을 참여하였고, 2013년도 졸업 후 현재 국립암센

터에서 재직하고 있으며, 이 날 글로벌 현장학습을 떠나는 

후배들에게 본인의 경험담과 취업성공사례를 발표하는 자

리를 가졌다. 

2012년 글로벌 현장학습 취업성공사례로 선정된 유리(간호

학과) 졸업생은 2013년 전문대학 글로벌 현장학습 2차 파

견단 전체 오리엔테이션(주최: 전문대학교육협의회)에서 

“현지 병원에서의 인턴십을 통해 다양한 문화와 접했으며, 

우리나라와는 다른 의료시스템에 대해 자세히 배울 수 있는 

좋은 시간이 되었다.”고 말했으며, “해외 인턴십 경험을 통

해 영어에 대한 자신감과 함께 해외취업에도 관심이 생기게 

된 자신의 경험처럼, 앞으로 파견하게 되는 학생들도 많이 

보고, 배우고, 느끼는 값진 시간이 되기를 바란다.”고 취업

성공사례 소감을 발표하였다.

또한, 이 날 원광보건대학교(총장 김인종) 항공서비스과, 

이혜경 교수는 초청특강 강사로서 글로벌 현장학습을 떠나

게 될 학생들에게 ‘국제매너 및 문화교육’에 대한 교육을 실

시하였다. 

초청특강 발표를 맡은 원광보건대학교 이혜경 교수는 “글로

벌 매너와 에티켓을 미리 알아둠으로써 해외에서의 글로벌 

현장학습을 하면서 사람들과의 관계에 있어서 도움이 되었

으면 한다.”며 글로벌 현장학습을 떠나는 학생들에게 응원

의 메시지를 전했다. 

한편, 원광보건대학교는 지난해 65명의 해외취업 및 해외

인턴생을 파견하였고, ‘2012년 전문대학 글로벌 현장학습

사업‘의 국제화사업운영 우수사례대학선정, 고등교육기관 

최초 교육부 국가영어능력평가시험(1급) 정규고사 실시, 

실시간 화상영어 정규수업운영, 토익&회화 사관학교, 중

국어사관학교, 해외 어학연수&해외봉사활동, 해외취업연

수&인턴십과정 등 각종 글로벌 역량강화 사업을 꾸준히 진

행하고 있으며, 재학생들의 해외 진출 및 취업 활성화를 위

하여 만전을 다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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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자 _ 2013년 7월 13일

제목 _ 교육부 국가영어능력평가시험(1급) 
실시

원광보건대학교(총장 김인종)에서 지난 13일(토) 정부가 개

발한 ‘국가영어능력평가시험 1급(NEAT)’ 제3차 시험을 실

시했다.

NEAT는 토익, 토플과 같은 해외 영어시험에 대한 의존도

를 낮추고 국민의 영어 의사소통 능력을 기르기 위해 정부

가 2009년부터 개발해온 시험이다. 듣기·읽기 중심의 기

존 시험과 달리 말하기·쓰기 등 영어의 네 가지 기능을 균

형 있게 평가하는 것이 특징으로 1급은 성인용이며 고등학

교 3학년생 이상 대학진학 희망자용은 2·3급이다. 

올해 3번째 국가영어능력평가시험(NEAT) 1급(성인용)시

험이 13일 전국 26개 시험장에서 동시에 시행이 됐으며, 원

광보건대학교에서는 총 118명이 응시하여 전국 시험장에서

도 가장 큰 규모로 진행이 되었다.

특히 이번 정규시험에는 원광보건대학교에서 방학 동안에 

진행하고 있는 “기숙형 토익&회화 사관학교” 참여 재학생 

114명이 응시하였다. 또한 9월에 시행하는 제4차 NEAT시

험에는 해외어학연수를 다녀온 재학생 50명이 응시할 예정

으로 지속적으로 영어능력 향상 및 글로벌 인재육성에 박차

를 가하고 있다.

원광보건대학교에서 매 방학 때마다 실시하고 있는 “기숙형 

토익&회화 사관학교”는 재학생들의 영어말하기 실력 향상

과 취업의 필수 요소인 토익점수 향상을 위한 영어능력향상

프로그램으로, 생도로 선발된 재학생 110여명은 7월 1일부

터 7월 29일까지 4주(240시간) 동안 본교 학생생활관에서 

강사 및 운영진들과 숙식을 같이하며 강도 높은 영어몰입교

육을 하고 있다.

원광보건대학교는 재학생들에게 국가영어능력평가시험, 

기숙형 토익&회화 사관학교 이외에도 이번 방학 기간 동안

에 중국어사관학교 및 필리핀 협약대학 어학원에서의 해외

어학연수를 진행할 예정이며, 이를 통해 학생들에게 국내에

서의 외국어 공부(영어, 중국어)와 더불어, 해외문화를 체

험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여 글로벌현장학습, 해외인턴

십, 해외취업으로 연계하는 등 특화된 영어교육사업을 펼쳐

나가고 있다.

일자 _ 2013년 7월 15일

제목 _ 몽골 철도청·철도병원 관계자, 우리
대학 방문

몽골 철도청 부차관 CHOIJIL MIJIDDORJ를 비롯해 철도

병원 병원장, 부원장 등 5명으로 구성된 몽골 철도청·철도

병원 방문단이 지난 15일 원광보건대학교(총장 김인종)를 

방문하였다.

이번 몽골 철도청·철도병원 관계자 방문은 보건복지부와 

한국보건산업진흥원이 함께 추진하고 있는 「병원서비스글

로벌진출지원사업」의 일환인 우수의료기술 해외(몽골)수출

을 목적으로 이루어졌으며, 몽골 철도청 철도중앙병원 건강

검진센터 설립 기술지원 사업과 해외환자 유치 활성화를 위

해 원광재단과 상호 협의하고자 이루어졌다.

이 날 몽골 방문단은 원광보건대학교의 간호학과를 방문하

여 첨단 의료시설, 기자재, 실험장비들을 체험하였으며, 

원광보건대학교-몽골 철도청·철도병원 간 의료기술인력

양성과 관련하여 상호 협력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 논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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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시간을 가졌다.

몽골 방문단은 4일 간(14일~17일)의 방문기간 동안 원광보

건대학교, 원광대학교병원, 익산한방병원, 전주한방병원

과 원광대학교, 원불교총부 등을 탐방하면서 원광재단의 최

첨단 의료시설 및 의료환경 등을 둘러봤으며, 이를 통해 앞

으로 설립될 건강검진센터 운영을 위한 노하우를 벤치마킹 

하는 시간을 가졌다.

한편, 원광보건대학교는 자기 스스로를 먼저 제도하고, 병

든 세상을 구제하기 위한 제생의세(濟生醫世)의 원불교 정

신을 바탕으로 보건인력 양성에 힘쓰고 있으며, 보건인력 

양성의 중심에 있는 원광보건대학교 보건계열(간호학과, 

치위생과, 치기공과, 방사선과)은 보건의료 현장에서의 질

병예방, 건강보호 및 증진을 위해 헌신하는 등 우수인력 양

성교육기관으로서의 체제와 기반을 확고히 하고 있다. 

일자 _ 2013년 7월 17일

제목 _ 다문화가족교육상담센터, 일자 _ 
2013년 다문화가정 학부모교육 강화

사업 위탁운영기관 선정

원광보건대학교(총장 김인종)가 지난 17일 국가평생교육진

흥원에서 시행하는 2013년 다문화가정 학부모교육 강화사

업 전라북도 위탁운영기관으로 선정되었다.

다문화가정 학부모교육 강화사업은 다문화 학부모를 위한 

학부모교육 프로그램을 확대하여 다문화 학부모의 자녀교

육 역량을 강화하고 학교이해를 제고하고자 추진하는 사

업으로, 원광보건대학교 다화가족교육상담센터는 2012년 

다문화가정 학부모교육지원사업 연차평가 결과에 따라 

2013년도에도 본 사업 위탁운영기관으로 재선정되어 총 사

업비 2,200만원을 지원받게 된다.

원광보건대학교 다문화가족교육상담센터(센터장 장기성)

의 학부모교육 프로그램 교육내용은 “우리가족 행복프로젝

트, Happy with Us”라는 주제로 다문화가정 및 다문화에 

관심있는 일반 학부모들을 대상으로 가족캠프, 가족교육, 

아버지교육 등을 올해 12월 말까지 원광보건대학교 및 함열

캠퍼스에서 운영할 예정이다.

한편 원광보건대학교는 우리사회에 다문화가족이 급증하는 

현실에서 다문화복지과를 개설하여 결혼이민자 등 다문화

가족과 더불어 함께 생활하고 한국사회 정착을 지원할 다문

화복지전문가를 양성하고 있으며, 원광보건대학교 다문화

가족교육상담센터는 이주배경청소년지원재단의 레인보우

스쿨 위탁 운영, 익산시 자원봉사종합센터의 지원으로 다문

화 어린이체험 캠프, 레인보우 여름학교, 결혼이주여성을 

위한 독서코칭 및 힐링공예 등 다문화가족이 지역사회의 구

성원으로 역량을 강화할 수 있도록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

중이다.

일자 _ 2013년 7월 17일

제목 _ 다문화가족교육상담센터-(사)익산
시자원봉사종합센터 MOU 체결

원광보건대학교(총장 김인종)가 지난 17일 (사)익산시자원

봉사종합센터와 다문화가족지원사업 및 자원봉사활동 활성

화를 위해 상호 협력하는 MOU를 체결하였다.

원광보건대학교 다문화가족교육상담센터와 협약을 체결한 

(사)익산시자원봉사종합센터는 자원봉사 관리사업, 프로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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램 개발사업, 교육연구사업, 청소년봉사육성 등 범사회적

으로 확산되고 있는 자원봉사활동을 보다 체계적이고 효율

적으로 조정·지원함으로써 자원봉사활동의 내실화와 지역

문제 해결에 적극 참여함은 물론 더불어 살기 좋은 익산시

를 만들기 노력하는 기관이다.

이날 협약식에는 원광보건대학교 이승원 산학협력단장, 장

기성 다문화가족상담교육센터장, (사)익산시자원봉사종합

센터 엄양섭 이사장, 최태정 센터장 등 양 기관의 주요인사

가 참석하여 상호 발전을 위해 필요한 정보 및 자원을 적극

적인 교류와 협력을 통하여 다문화가정지원과 자원봉사활

동을 활성화해 나가기로 합의했다.

그 일환으로 올해 7월 말부터 8월 중순까지 익산시 관내 중

도입국자녀를 대상으로 하는 레인보우 여름학교, 함열 관내 

초등학교 자녀를 둔 이주여성 및 자녀를 대상으로 하는 다

문화 도서코칭/힐링 공예교실, 익산시 관내 다문화가정 어

린이와 비다문화가정 어린이 및 학부모를 대상으로 하는 다

꿈사랑방학교 캠프를 운영하게 된다.

현재 원광보건대학교 다문화가족교육상담센터는 국가평생

교육진흥원의 다문화가정 학부모교육 위탁 운영, 이주배경

청소년지원재단의 레인보우스쿨(무지개학교) 위탁 운영 등 

다문화가족과 자녀들이 지역사회의 구성원으로 역량을 강

화할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들을 운영중이다.

일자 _ 2013년 7월 19일

제목 _ 2013년 연구실 안전환경 개선지원  
사업 선정

원광보건대학교(총장 김인종)가 미래창조과학부(장관 최문

기)에서 지원하는 2013년 연구실 안전환경 개선지원 사업

에 전라북도 전문대학 중에서 유일하게 선정되었다.

연구실 안전환경 개선지원 사업은 대학·연구기관의 연구실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쾌적한 연구환경을 조성하고자 진행

되는 사업으로 2013년에는 대학·연구기관 등 56개 기관을 

선정하였으며, 선정 기관에는 “밀폐형 환기 시약장” 159대

를 지원한다.

올해 지원되는 “밀폐형 환기 시약장”은 화학약품을 안전하

게 보관하여, 화학반응에 따른 사고나 독성물질 유출을 사

전에 방지하는 장비로서 대학·연구기관 품목설문조사에서 

가장 높은 응답을 차지하였다.

원광보건대학교는 “밀폐형 환기 시약장” 총 3대를 지원받아 

일정 품질수준 이상의 안전장비를 구비하게 되었으며, 이를 

통해 연구실 안전수준 향상과 안전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 사업과 관련해 미래부 과학기술인재관 이진규 국장은 

“연구실 안전장비에 대한 정부의 현물지원방식 투자를 통해 

일정 품질수준 이상의 안정 장비를 보급하므로써 연구실 안

전수준을 제고하는 효과가 클것으로 기대한다”며, “향후에

도 안전관리제도의 지속적 개선과 지원의 내실화에 역점을 

두고 정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일자 _ 2013년 7월 29일

제목 _ 하계 토익&회화사관학교 성료

원광보건대학교(김인종 총장)가 글로윙 프로그램의 일환으

로 하계 방학기간 4주에 걸쳐 진행한 토익&회화사관학교가 

29일 수료식을 가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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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5기를 맞는 본 프로그램은 재학생들의 영어 말하기 실

력과 토익점수 향상을 위한 교과과정으로 이루어졌으며, 생

도로 선발된 재학생 114명은 7월 1일부터 29일까지 4주간 

함열캠퍼스에서 강사 및 운영진들과 숙식을 같이하며 강도 

높은 영어몰입교육에 임했다.

매해 사관학교에 입소하고자 하는 학생들의 지원이 높아지

는 가운데 올해는 2.1:1의 경쟁률을 보였고, 사관학교의 

교육과정과 사관생도들의 생활관리 등을 대학에서 직접 운

영하여 더욱 체계적인 학생 맞춤형 교육 및 관리가 이루어

졌다.

사관학교에 합격한 생도들은 입소 전 레벨테스트를 거쳐 분

반(Basic 1, Basic 2, Intermediate, Advance)되었으며, 

전문강사진의 등급별 맞춤교육 형태로 진행되었다. 교육과

정은 한국인과 원어민 강사가 병행하는 회화수업, 어휘 숙

지를 위한 Voca 수업, 말하기 시험 대비를 Speaking 수업, 

웃음치료와 마술특강 등의 특별활동과 자율학습 등으로 운

영되었다. 또한 총 5,100여개의 단어 Test와 4회의 모의토

익, 1회의 교육부 국가영어능력평가시험(NEAT) 시험, 1회

의 정규토익 등 학생들의 말하기 능력과 토익점수 향상에 

특화된 프로그램으로 구성되었다.

그 결과 사관생도들의 평균 토익점수가 272점 이상(최고 

440점 이상)향상되었으며, 700점 이상 고득점자 18명을 

배출하는 등 성과를 이루었다. 또한, 영어능력향상 프로그

램 외에 주말에 체육대회를 개최하고 리더십 교육, 인성 교

육을 실시하였으며, 매일 아침, 저녁 체조와 점호를 통해 

단체생활의 규율을 몸에 익히는 등 종합인성교육 프로그램

으로서의 기능 역시 원활히 수행한 것으로 평가됐다.

29일 진행된 수료식에서는 전 사관생도들에게 수료증 전달

과 성적우수자들에 대한 포상이 이루어졌고, 토익&회화사

관학교의 성과 보고 및 동영상을 통한 4주간의 프로그램을 

회상해 보는 의미있는 시간을 가졌다. 이번 사관학교에 참

여한 재학생들은 향상된 어학실력과 토익실력, 다양한 프로

그램을 통한 인성교육, 합숙생활 등에 대해서 높은 만족도

를 보였으며, “향후 글로윙 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있는 기

본적인 요건을 갖추게 되어, 더 많은 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있다는 기대를 하게 되었다”고 전했다.

국제개발원 이영환 부원장은 “사관생도들이 무사히 수료과

정을 마쳐서 감사하고, 추후 현장학습, 인턴십, 해외취업

까지 다양한 프로그램에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한다‘고 글

로윙 프로그램에 대한 안내와 더불어, ”토익&사관학교의 

경험이 학생들의 자산과 토대가 될 것이며, 또 다른 도전을 

통해 꿈을 성취할 수 있기를 기원한다“고 전했다.

원광보건대학교는 2011년부터 3년 연속 교육부의 교육역

량강화지원사업에 선정됨에 따라 재학생들의 영어실력 향

상 및 글로벌 인재육성을 위한 사업 진행에 국고지원금을 

집중투자하고 있으며, 필리핀 현지 원광글로벌교육센터와 

연계한 화상영어 수업을 교양과목으로 개설해 정규학점을 

취득하고 이와 연계하여 글로벌현장학습, 해외인턴십, 해

외취업연수를 파견하는 등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인재양성

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일자 _ 2013년 7월 30일

제목 _ 교육부 국립국제교육원 MOU 체결

원광보건대학교(총장 김인종)가 지난 30일 교육부 국립국

제교육원과 국가영어능력 향상과 글로벌 인재양성을 위한 

업무 협약을 체결하였다.

국립국제교육원은 재외동포교육과 국제교육 교류 및 협력

을 위하여 설립된 교육부 소속의 국가기관으로 글로벌 시대

에 부합하는 대한민국의 인재개발과 인재육성을 목표로 국

가영어능력평가시험(NEAT) 시행, GKS 국제교육교류 체

계화, 재외동포 교육지원, 한국어 보급 강화, 유학생 유

치·관리 기반 조성, 외국어 공교육 확대를 주요사업으로 추

진하는 교육전문기관이다.

국립국제교육원이 국가영어능력평가시험 1급(이하 ‘NEA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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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급’) 시행과 관련하여 대학과는 최초로 체결하는 이날 협약

에는 원광보건대학교 김인종 총장, 이기영 기획조정처장과 

국립국제교육원 하태윤 원장, 김동희 NEAT 팀장, 정미례 

교육연구사 등 양 기관의 주요인사가 참석, 이번 협약을 통

해서 두 기관은 해외 영어시험에 대한 의존도를 낮추고 국

민의 영어 의사소통능력 신장에 대한 인식을 공유함으로써 

NEAT 1급의 활용도를 높이고 국제적 경쟁력을 갖춘 인재 

양성과 고등교육의 세계화에 기여하기 위해 상호 협력체제

를 구축하기로 하였다.

협약의 주요내용은 △ NEAT 1급을 교직원 채용·직무능력

개발 및 대학생 졸업인증시험 등으로 활용 △ 단체 방문시

험 실시, 영어성적 분석 및 관리 응시료 할인 등의 혜택 제

공 △ 외국어교육 콘텐츠 연구 개발, 전문가 모니터링 및 컨

설팅, 교재 및 콘텐츠 교류 등 협력 △ 원어민영어보조교사 

선발지원사업(EPIK) 및 중국어원어민보조교사 초청활용

사업(CPIK)의 교류 협력 △ 정부해외인턴사업의 교류 협력 

△ 외국인 유학생 초청연수, 유학박람회, 우수한 한국어교

육 콘텐츠 협력 △ 온라인 학습 프로그램의 활성화 등을 서

로 협력하기로 하였다.

이번 협약에 참석한 국립국제교육원 하태윤 원장은 청와대 

비서관 및 외교통상부에서의 다양한 경험을 토대로 NEAT 

시행·관리 및 글로벌 인재 육성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진행하여 왔으며, 원광보건대학교의 글로벌 역량강화 사업

인 “글로윙 프로그램”에 큰 시너지를 줄 것으로 기대된다.

원광보건대학교 김인종 총장은 “이번 협약을 통해 양 기관

은 국가영어능력 향상과 글로벌 인재육성의 인적교류 활성

화로 상호협력을 강화시키고, 국제교육 교류 및 협력이 더

욱 큰 성과를 거두어 양 기관이 상호 발전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전했다.

한편 원광보건대학교는 글로벌 인재육성 사업의 특성화

를 통해 원어민영어보조교사(EPIK) 운영협력기관 선정

(2011~2013), 교육부 전문대학 글로벌현장학습 선정

(2011~2013), 국립국제교육원 전문대학 글로벌현장학습 

멘토링제 우수사례대학 선정(2012), 전문대학교육협의회 

전문대학 국제화사업 운영 우수사례대학 선정(2012), 대한

민국 교육산업대상 글로벌 전문인력양성 프로그램 분야 대

상 수상(2013) 등 다양한 성과를 거두며 명실공히 글로벌 

특성화대학으로서 그 위상을 다져가고 있다.

일자 _ 2013년 8월 1일

제목 _ 미용피부관리과,  
3년연속 건강체험관 운영 
(허브&블랙푸드 축제 – 지리산 허브밸리)

원광보건대학교(총장 김인종) 미용피부관리과 피부미용전

공동아리 “피부사랑모임”이 8월 1일부터 5일까지 (5일 간) 

남원허브 테마관광상품화를 위한 “2013 허브&블랙푸드(포

도와 흑돼지) 축제”에서 건강체험관을 운영을 통해, 축제를 

찾은 관광객을 대상으로 사랑의 손길 봉사를 실시할 예정이

다.

“2013 허브&블랙푸드(포도와 흑돼지) 축제”는 남원허브향

토사업단과 남원시에서 “지리산 맑은물, 상쾌한 허브향!”

이라는 주제로 남원허브 테마관광상품화를 위해 실시하는 

행사로서, 남원의 허브산업을 알리고 허브밸리를 홍보하여 

“지리산권 힐링산업 거점도시 건강한 남원”을 알리고자 9개 

분야 26개 종목 55개 행사를 진행한다.

특히, 이번 축제는 허브밸리를 일년내내 즐길 수 있는 사계

절 축제로 알리는 기회를 만들고자 여름철 물놀이 및 힐링

캠프장 운영과 연계해, 그 동안 허브밸리 원형광장을 중심

으로 추진했던 행사를 지리산 자생식물환경 공원으로 장소

를 옮겨 밤 10시까지 운영할 계획이다.

주요 행사로는 지리산 허브음식 전국요리 경연대회, 허브스

토리텔링 경연대회, 포도품평회, 힐링 콘서트, 캠핑체험, 

힐링강좌, 농촌체험 등과 같은 다채로운 공연행사와 경연행

사가 진행되며 홍보관, 건강체험관, 판매관 등의 다양한 테

마행사가 운영된다.

원광보건대학교 미용피부관리과에서 운영하게 될 ‘건강체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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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은 홍보관과 더불어 축제의 가장 중요한 행사의 하나로 축

제의 주제인 “허브”와 연계한 건강관리 프로그램을 제공하

는 테마행사로서 “허브”와 “아로마테라피”, “원예치료” 등 

허브를 이용한 다양한 “힐링”과 “테라피” 방법을 접목하여 

관람객들에게 건강체험관을 체험할 수 있게 할 예정이다.

남원허브향토사업단 운영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면서, 

2011년부터 올해에 이르기까지 건강체험관 운영책임자

로 선정된 원광보건대학교 양현옥 교수(미용피부관리과)는 

“이번 축제를 통해 남원이 ‘허브 힐링센터’로서 자리매김하

는데 기여하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며, 봉사에 참여하는 학

생들에게도 전공영역에 대한 확대 및 현장적응력 향상, 그

리고 봉사하는 기쁨을 가질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되도록 지

도하겠다”고 전했다.

일자 _ 2013년 8월 1일

제목 _ 중국 에버그룹 외 산업체기관과 세계로 
프로젝트 관련 산학협력협약 체결

원광보건대학교(총장 김인종)가 지난 16일 중국 내 최대 의

료미용성형그룹인 에버그룹(EVERCARE)을 비롯하여 대형 

산업체 미용기관 4개(베이징표량마마, 북경노개예과기유

한공사, 북경노개자문유한공사, 북경안용가인미용미발)와 

국내학생과 외국인 유학생을 대상으로 해외 산업체 맞춤형 

교육을 실시하고 해외산업체에 취업하는 세계로 프로젝트 

및 글로벌 현장학습, 해외인턴십, 해외취업 지원에 관한 산

학협력 협약을 체결하였다.  

에버그룹은 중국 북경, 상해, 하얼빈, 청도 등 총 7개 도시

에 17개의 병원을 소유한 중국 내 최대 의료미용성형외과 

그룹으로서 한국관광공사에서도 매년 의료관광분야 해외

인턴십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는 우수기업이며 특히 한국 

SK그룹이 운영하였던 SK애강병원을 인수한 그룹으로 한

중의료사업을 확대하는데 중추적인 구심점 역할을 하고 있

다. 북경노개예과기유한공사 외 3개 미용기관은 모두 북경

에 본사를 두고 전국 각지에서 1,000여개 체인점을 운영하

고 있는 대형 미용회사이다.

이날 협약식에는 각 그룹의 이사장을 비롯하여 실습 및 취

업 관련 주요 인사들이 참석하였으며 주요 협약 내용은 △ 

학술 및 기술 정보, 연수 프로그램의 공동연구 및 개발 △ 

교수 현장 연수, 기술지도 및 경영자문 △ 산업체 연계 교육

과정 및 교재 개발 △ 교육, 연수, 문화, 현장실습, 인턴십 

등 다양한 교류 프로그램의 개발 및 공동 진행 △ 외국인 학

생을 포함한 재학생의 취업 및 창업에 대한 협조 및 지원 등

이며 본 협약을 통해 글로벌 기업체 맞춤형 인재를 양성하

여 기업의 인력난 해소와 학생들의 취업 지원에 상호 협력

하기로 하였다.

특히 이번에 협약을 체결한 에버그룹에는 2013년 한국전문

대학교육협의회 글로벌 현장학습사업과 교육역량강화사업

의 일환으로 진행되는 해외 산업체 인턴십을 통해 각 1명씩 

총 2명의 재학생을 선발하여 파견할 예정이어서 협약 체결

을 통한 실질적인 취업 지원 프로그램을 운영하는데 그 의

의가 있으며 원광보건대학교 학교기업 원광여행사가 추진

하는 의료관광사업과도 연계하여 외국인 환자 유치, 특화

된 관광투어 등 시너지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또한 

4개의 미용기관과도 해외산업체 맞춤형 교육과정 운영 체

결을 통한 중국인과 한국인 학생의 취업에 적극적으로 협력

하기로 하여 세계로 프로젝트의 추진 및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김인종 총장은 “세계 각국의 해외 산업체와 협력을 강화하

여 해외산업체 취업, 해외 현장실습 및 인턴십 프로그램을 

일부 학생들에게만 한정하여 운영하지 않고 모든 학생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확대 시행하여 해외 취업을 활성화시킬 

뿐만 아니라 외국인 학생에게도 내실있는 산업체 맞춤형 교

육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외국인 학생의 유치와 관리, 취업 

부분에서도 우수한 대학으로 발전하여 세계로 프로젝트를 

확대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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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원광보건대학교는 미국, 캐나다, 호주, 일본, 싱가포

르, 중국, 필리핀, 베트남, 캄보디아, 네팔 등 세계 각국의 

교육 및 산업기관과 글로벌 교육 네트워크 구축 및 각종 글

로벌 역량 강화 프로그램 운영으로 작년에 이어 올해도 호

남 · 제주 · 충청 · 강원을 포함하는 지역권에서 뿐만 아

니라 전국에서도 한국전문대학교육협의회 글로벌 현장학

습 부분 상위권을 차지했으며 이외에도 교육부 교육기부기

관선정(2011), 한국산업인력공단 해외취업연수과정 운영

기관 선정(2009~2013), 원어민영어보조교사(EPIK) 운영

협력기관 선정(2011~2013), 학교기업 원광여행사 글로벌

체험연수사업 선정(2012~2013), 교육품질우수 인증대학 

선정(2011~2016), 국립국제교육원 전문대학 글로벌현장

학습 멘토링제 우수사례대학 선정(2012), 국제 IT선도대학

상 수상(2012), 대한민국 교육산업대상 글로벌 전문인력양

성 프로그램 분야 대상 수상(2013), 산학협력선도전문대학

(LINC) 사업단 매우우수 등급 획득(2013), 한국전문대학

교육협의회 전문대학 국제화 사업 운영 우수사례대학 선정

(2013), 교육부 교육역량강화사업 및 대표브랜드사업 지원

대학 선정(2011~2013), 교육부 국립국제교육원 국가영어

능력평가시험(NEAT) 1급 시험장 선정(2013) 등 다양한 성

과를 거두며 명실공히 글로벌 특성화 대상으로서 그 위상을 

떨치며 세계적 수준의 전문대학으로 발전해가고 있다.

일자 _ 2013년 8월 23일

제목 _ 다문화가정 지원 프로그램 수료식

원광보건대학교(김인종 총장)가 다문화가정 어린이, 중도

입국 청소년, 이주여성 및 자녀들을 대상으로 진행한 다문

화가정 지원 프로젝트가 23일 수료식을 가졌다.

원광보건대학교 다문화가족교육상담센터(센터장 장기성)

와 (사)익산시자원봉사종합센터가 협력하여 진행한 이번 프

로젝트는 “다문화 체험 어린이 캠프”, “Rainbow Summer 

School”, “다문화 독서코칭 및 힐링공예교실”의 총 3개 프

로그램으로 운영이 되었으며, 이 프로그램을 통하여 다문화

가정과 비다문화가정 상호간을 이해하고, 소통하는 시간을 

가졌다.

다문화 체험 어린이 캠프는 다문화가정 어린이들과 비다문

화가정 어린이들이 다문화체험 활동을 통해 의사소통 능력

을 키우고 다문화인식 개선으로 학교생활에 안정적으로 적

응할 수 있도록 하는 프로그램이다. 이번 프로그램은 7월 

31일부터 8월 1일까지 1박2일 동안 함열의 다문화가족교육

상담센터에서 중국, 일본, 베트남, 필리핀 등의 8개국 의상

체험과 전통놀이 체험을 하고, 학부모와 함께 사진촬영과 

부모-자녀 관계 향상을 위한 힐링 레크리에이션을 진행하

였으며, 원광보건대학교에서 항공서비스과의 진로체험 활

동을 통해 승무원에 대해 미리 알아보는 시간을 가졌다.

Rainbow Summer School은 중도입국 청소년들이 겪는 

많은 어려움을 이해하고, 이들을 사회에 방치함으로서 생

길 수 있는 문제를 예방하며, 이들이 사회구성원으로서 충

분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한 프로그램이다. 이

번 프로그램은 7월 29일부터 8월 23일까지 4주간 원광보건

대학교와 다문화가족교육상담센터에서 익산시 관내 중도입

국 자녀(9세~24세) 15명을 대상으로 한국어교육과 한국문

화 체험을 진행하였다.

다문화 독서코칭 및 힐링공예교실은 책읽기의 중요성과 필

요성 이해, 바른 독서 습관 형성, 책읽기 이후의 다양한 활

동을 통해 토론과 논술 능력에 대한 교육프로그램과 다양한 

공예 만들기 수업을 통해 자아존중감과 효능감을 향상시키

고 부모, 자녀 간의 소중함을 일깨우는 힐링공예 프로그램

으로 운영되었다. 이번 프로그램은 함열 관내 초등학교 자

녀를 둔 이주여성 10명을 대상으로 7월 29일부터 8월 23일

까지 4주간, 월, 수, 금의 주 3회, 6시간씩 교육이 이루어

졌으며, 독서코칭은 책 선정부터 메모와 노트습관, 전략적 

학습법까지, 힐링공예는 간단한 장신구부터 가족사진 액자 

만들기까지를 진행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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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다문화가정 지원 프로젝트는 (사)익산시자원봉사종

합센터의 지원으로 원광보건대학교 다문화가족교육상담센

터 강사진과 다문화복지과 학생들의 자원봉사를 통하여 진

행이 되었으며, 양 기관의 적극적인 교류와 협력을 통하여 

3개 프로그램을 성공리에 운영하였다.

한편 원광보건대학교 다문화가족교육상담센터는 국가평생

교육진흥원의 다문화가정 학부모교육 위탁 운영, 이주배경

청소년지원재단의 레인보우스쿨(무지개학교) 위탁 운영, 

한국연구재단 시민인문강좌 운영 등 다문화가족과 자녀들

이 지역사회의 구성원으로 역량을 강화할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들을 운영 중이다.

일자 _ 2013년 8월 23일

제목 _ 하계 중국어사관학교 수료식

원광보건대학교(총장 김인종)가 글로윙(GloWing) 프로그

램으로 하계 방학기간 4주에 걸쳐 진행한 중국어사관학교

가 23일 수료식을 가졌다.

원광보건대학교 중국어사관학교는 글로벌 인재육성 프로그

램의 일환으로 체계적인 학습관리 시스템과 강도 높은 몰입

식 단기집중어학교육, 단체 생활을 통한 인성 교육 접목으

로 매회 높은 성적 향상과 만족도를 보이고 있는 니트&회화 

사관학교를 모태로 재학생들의 글로벌 마인드 고취, 취업경

쟁력 강화와 영어권 국가 이외에 세계 2위 규모의 중국 진출 

확대를 위해 기획 · 시행되었다.

이러한 기획 의도로 올해 처음으로 시행한 중국어사관학교

는 중국어에 대한 흥미 유발과 HSK 점수 향상 및 자격증 

취득을 목표로 재학생 36명을 대상으로 7월 29일부터 8월 

23일까지 4주간 중국어 HSK 특강, 단어시험, 모의고사, 

1:1 개별학습 코칭 및 상담의 체계적인 교육과정으로 운영

되었다.

특히 중국어사관학교의 총괄적인 교육을 담당한 장석민 강

사는 약 20년에 걸쳐 HSK 시험대비반 및 신HSK 강사양성

과정, 통번역사 양성과정 등의 강의를 진행하였으며 한국 

HSK 사무국에서 출판한 모의문제집 이외에도 중국어 관광

통역가이드, 동시통역대학원 중국어 기출문제집 등 중국어

에 관한 다양한 학습서를 집필하는 등 중국어 교육 분야에

서는 손꼽히는 대표강사로서 원광보건대학교 재학생들의 

중국어에 대한 자신감 고취와 기초능력 배양, HSK 성적 향

상과 자격증 취득을 위해 열성을 다하였다.

중국어사관학교 1기 수료생인 간호학과 강화연 학생은 “중

국어 발음조차도 제대로 하지 못하는 기초 수준에서 4주간

만 진행되는 단기 교육으로 자격증을 취득할 수 있을지에 

대한 의문과 초등학교 때부터 배운 영어와 달리 일상에서 

접할 기회가 없는 중국어에 대한 막연한 두려움으로 중국어

사관학교에 참여하였으나 4시간의 몰입 교육과 매주간 실

시되는 모의고사, 자투리 시간마다 진행되는 생활 속 재미

있는 한자어와 중국어 교육, 매주 실시되는 자신감 UP 소

감 발표, 선생님과의 개별 코칭 및 상담을 통해 워-아이-

니 정도 밖에 구사하지 못하는 중국어가 4주 후에는 신HSK 

3급 수준에 해당하는 듣기와 문장 독해가 가능한 수준까지 

향상되어 자신도 발견하지 못한 가능성을 경쟁력으로 끌어

준 학교에 감사하고 다른 학생들도 학교의 다양한 글로윙 

프로그램에 도전하길 바란다“며 참여 소감을 밝혔다.  

한편 원광보건대학교는 중국을 비롯한 미국, 캐나다, 호

주, 일본, 싱가포르, 필리핀, 베트남, 캄보디아, 네팔, 몽

골 등 세계 각국의 교육 · 산업기관과의 글로벌 네트워크 

및 국내 고등교육기관 최초 필리핀에 직접 설립 · 운영하

고 있는 글로벌 화상영어교육센터를 통해 입학부터 해외 취

업까지 연계하는 글로윙(GloWing) 프로그램[외국인 생활

영어, 화상영어 정규수업, 니트&회화 사관학교, 해외어학

연수 및 해외봉사활동, 글로벌 현장학습, 해외 산업체 인턴

십, 해외취업연수과정]을 운영하고 있으며 최근 중국 내 최

대 의료미용성형그룹인 에버그룹을 비롯한 다양한 해외 산

업체와의 맞춤형 인턴십 · 취업 지원에 대한 협약 체결 및 

프로그램 운영으로 전문대학생의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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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해외취업 활성화 및 고등교육기관의 세계화를 위한 세계

로 프로젝트 추진 및 활성화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일자 _ 2013년 8월 26일

제목 _ 실용음악과 노형우 교수, 앨범 출시

원광보건대학교(총장 김인종) 실용음악과 노형우 교수가 앨

범 “그댈 사랑하는데”를 출시하였다.

노형우 교수는 수요예술무대의 무대감독, 퓨전재즈그룹 ‘천

체망원경’의 보컬리스트로 다양한 활동을 하였고, 현재 원

광보건대학교 실용음악과 교수로 재직하면서 임아름, 김남

훈 등의 우수한 후배 양성에 열과 성을 다하고 있으며, 나아

가 지역 중고등학생들에게 악기 및 음악이론 교육을 통하여 

음악적 멘토 역할을 하고 있다.

이번 앨범 ‘그댈 사랑하는데’는 화려한 편곡이나 악기를 제

거하고 섬세한 피아노 트리오 반주 위에 노형우 교수의 보

컬만이 여유 있게 얹어진, 음악 자체의 섬세한 호흡을 끝까

지 놓치지 않는 어덜트컨템포러리(Adult Contemporary)

의 세련미가 가득한 음반이다.

앨범의 타이틀 트랙은 작곡가 박지원이 참여한 ‘그댈 사랑하

는데’로 기억하기 쉬운 멜로디와 섬세한 연주의 조화를 들을 

수 있어 가요, 팝, 재즈 등 다양한 음악팬이 함께 공감 수 있

는 음악이다. 또한, ‘버섯크림 리조또’는 포근한 6박자 재즈 

느낌의 누군가와 함께 듣기 좋은 따뜻한 어쿠스틱 라운지 

계열 음악으로 피아노 트리오의 매력이 한껏 돋보이는 트랙

이고, 작곡가 이재준이 참여한 ‘우연일뿐인걸’은 마치 Eric 

Benet의 재즈발라드를 듣는 듯한 세련된 음악과 노형우 교

수만의 감성적인 가사를 들을 수 있으며, 작곡가 최성락이 

함께한 ‘짧은여행처럼’은 Jamie Cullum을 연상케 하는 브

리티쉬 팝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번 앨범의 세련되고 일관

된 음악적 완성도의 이면에는 이번 음반의 프로듀서이자 ‘넌

센스’ 등 잇따른 히트작으로 뮤지컬과 대중음악계에서 익히 

알려진 최재광 음악감독의 프로듀싱이 뒷받침되고 있다.

한편 원광보건대학교 실용음악과는 작·편곡, 보컬, 기악 

등 다양한 커리큘럼을 통해 보다 전문화되고 특화된 교육을 

실시하며 학생들에게 최고의 경쟁력을 배양, 각 분야의 전

문 음악인을 배출함으로써 대중예술의 선도적 역할을 다하

고 있다.

일자 _ 2013년 8월 30일

제목 _  유아교육과·간호학과, 2013년 교원
양성기관평가 A등급 획득

원광보건대학교(김인종 총장)가 교육부와 한국교육개발원

이 실시한 2013년 교원양성기관평가에서 간호학과와 유아

교육과가 A등급을 획득하였다.

이번 교원양성기관평가는 3주기 평가의 일환으로 시행되는 

것으로서, 교원양성교육의 질적 수준을 제고하기 위하여 전

문대학의 대학 자체평가보고서를 통한 서면평가, 현장방문

평가, 만족도 조사 등 다양한 평가방법을 통해 이루어졌으

며, 경영 및 여건, 프로그램, 성과의 3개 영역을 다면평가

하였다.

이번 교원양성기관평가에서 유아교육과는 총 53개 대학을 

평가하여 우수한 유아교원양성기관 30개교에 A등급을 부여

하였고, 간호학과(보건교사양성학과)는 총 29개 대학을 평

가하여 우수한 보건교사양성기관 4개교에 A등급을 부여하

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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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아교육과는 2004년에도 전국 전문대학 학과평가에서 ‘교

육운영 및 교육성과’ 부문에서 우수학과로 선정되었으며, 

이런 토대 위에서 미래의 유능한 유아교육을 이끌어 갈 수

준 높은 교사양성을 목표로 사회변화에 적합한 교육과정을 

편성하고, 유아교육기관과의 긴밀한 산학협력을 통해서 유

아교육이론과 학교현장을 통합적으로 이해하는 유치원 교

사를 양성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간호학과는 2012년부터 4년제 학사학위과정으로 전환하여 

더욱 정교회된 교육체계를 구축하였고, 지·덕·체 연마를 

통한 전인교육으로써 정보기술 사회가 필요로 하는 지식과 

기술, 높은 윤리적 가치, 인류의 건강증진에 공헌하는 간호 

전문직 정신, 합리적이며 과학적 사회를 지닌 새 시대의 간

호교사를 육성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한편 유아교육과·간호학과 이외에도 미용피부관리과와 경

호스포츠과도 이번 교원양성기관평가를 통과하였으며, 이

번 평가를 통하여 원광보건대학교는 우수한 교원양성을 통

하여 국가와 지역사회에 이바지해 온 성과를 인정받았다고 

하겠다.

현재 원광보건대학교는 지난 1976년 개교한 이래 보건, 복

지, 글로벌, 어학 등의 특성화를 통해 다양한 실적을 거두

며 지역을 대표하는 명문대학으로서의 위상을 높여왔다. 

3년 연속 교육역량강화사업 우수대학 선정 외에도 최근 산

학협력선도전문대학(LINC)사업단 매우우수 등급 획득

(2013), 대한민국 교육산업대상 수상(2013), 교육품질우

수 인증대학 선정(2011~2016), 전문대학 국제화 사업 운영 

우수사례대학 선정(2012), 교육기부기관선정(2011) 등 각

종 정부기관으로부터 그 역량을 공인받으며 특성화대학으

로서 그 위상을 다져가고 있다.

일자 _ 2013년 9월 10일

제목 _ 원광보건대학교, 2013학년도  
사랑나눔 이동봉사활동 실시

원광보건대학교(총장 김인종)가 지난 10일 전북 김제시 진

봉면에서 사랑나눔 봉사활동을 실시했다.

KBS전주방송총국과 연계해 진행된 이번 봉사활동은 현장

체험 봉사를 통해 전공에 바탕한 재능을 기부함으로써, 더

불어 살아가는 아름다운 사회를 구현하고자 매년 실시되고 

있으며 올해로 13년째를 맞는다.   

안경광학과, 미용피부관리과, 공무원행정과 교수 및 학생 

40여 명으로 구성된 원광보건대학교 사회봉사단은 이날 오

전 10시부터 오후 4시까지 김제시 진봉면민 등 인근지역 주

민 500여명을 대상으로 안경 제작, 이·미용 봉사, 장수사

진 촬영 등 봉사를 통해 따뜻한 나눔의 손길을 전했다.

박정순 학생복지처장은 “2001년부터 총 3,000여명의 우리

대학 학생들이 이동봉사활동에 참여해 따뜻한 이웃사랑을 

실천해왔다.“며, ”봉사활동을 통해 학생들에게 예비 사회

인으로서의 소양을 갖출 수 있는 교육적 실습 기회를 제공

함은 물론, 지역 내 우수 교육기관으로서 대학이 보유하고 

있는 지식과 우수한 인적, 물적 자원을 사회에 환원, 아름

다운 기부문화 확산에 앞장서고자 한다.“고 전했다.

한편, 2011년 교육과학기술부와 한국창의재단으로부터 

교육기부기관으로 선정된 바 있는 원광보건대학교는 매년 

이·미용봉사, 농촌일손돕기, 사랑의 연탄 나눔, 김장 나누

기 등 다양한 봉사활동 프로그램을 통해 지역사회의 어려운 

이웃들과 함께 하고 있으며, 특히 2009년도부터는 필리핀 

내 협력기관들과 함께 해외봉사활동을 진행함으로써 국제

적으로 빈곤한 개발도상국에도 활발한 지원활동을 펼치는 

등 국내외 협력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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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자 _ 2013년 9월 10일

제목 _ 학교법인 원광학원 신임 이사장에 신
순철 교수 선임

학 교 법 인  원 광 학 원 은 

2013년 9월 10일 법인이

사회를 개최하여 2013년 

11월 3일자로 임기만료되

는 제10대 이화택(법명:

성택) 이사장의 후임으로 

원광대학교 교학부총장 

신순철(법명:명국)교수를 

제11대 이사장으로 선임

했다.

신임 이사장으로 선임된 신순철 교수는 원광대학교 원불교

학과를 졸업한 원불교 성직자이다. 1982년부터 원광대학

교 사학과 교수로 30여 년 간 재직하고 있으며, 현재 동 대

학 교학부총장직을 수행하고 있다. 또한 원불교역사박물관 

관장, 전라북도 문화재 전문위원, 국무총리실 동학농민혁

명참여자명예회복 심의위원, 대통령소속 사회통합위원회 

위원 등을 역임, 활발한 대외활동을 펼치고 있다. 신순철 

교수는 오는 11월 4일부터 4년간 학교법인 원광학원 이사

장의 임기를 수행하게 된다.

원광학원은 원불교 정신에 바탕한 건실한 사학법인으로 산

하에 원광대학교, 원광보건대학교, 원광디지털대학교 등의 

3개 대학과 12개의 원광대 부속병원을 운영하고 있다. 총 

재학생 수는 3만 여명, 교직원수 5천 600여명, 연간 예산

규모 약 6,000 억원으로 영·호남 지방은 물론 전국적으로

도 흔치 않은 규모의 대형 사학법인이다.

일자 _ 2013년 9월 13일
제목 _ 원광보건대학교,  

미국 블룸필드대학교 Brandon 
H. Park 박사 초청 특강 실시

원광보건대학교(총장 김인종)가 지난 13일 협약 교류기관

인 미국 블룸필드대학교의 물리치료학 박사 Brandon H. 

Park 교수를 초청, 특강을 실시했다. 

원광보건대학교 글로벌현장학습 물리치료 전공 학생의 교

육을 담당하고 있는 Brandon H. Park 박사는 이날 ‘미국

의 물리치료 현황과 미래’, ‘블룸필드대학교 현장실습 교육 

및 물리치료 전공자로서의 진로’ 등을 주제로 열띤 강연을 

펼쳤다. 강의에 참석한 물리치료과 재학생 300여명은 한-

미 임상물리치료의 차이점, 미국 대학의 물리치료학 전공의 

커리큘럼과 해외 진출의 방법 등에 대한 궁금증을 해소할 

수 있는 시간을 가졌다.

블룸필드대학교는 미국 뉴저지에 위치한 4년제 대학으로 

1868년 설립된 이래 어학 및 교원 연수, 간호·보건·기타 

분야 인턴십 등 우수한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으며, 

지난 2011년 원광보건대학교와의 MOU 체결 후 ‘한국전문

대학교육협의회 전문대학 글로벌현장학습 프로그램’, ‘교육

역량 해외현장실습’ 등의 사업을 협력해 추진하고 있다. 현

재 동 사업과 관련해 40여명의 원광보건대학교 학생이 블룸

필드대학교에 파견돼있으며, 오는 10월에도 10여명의 학

생이 추가 파견 될 예정이다.

원광보건대학교는 미국 이외에도 중국, 홍콩, 필리핀, 일

본 등 세계 각국에 위치한 협약기관과의 연계를 통해 매년 

해외산업체 현장실습을 실시하여 재학생들의 국내·외 취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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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량 강화에 만전을 기울이고 있다. 또한 글로벌 시대에 준

비된 인재 양성을 위해 NEAT화상영어, 해외어학연수, 토

익사관학교, 중국어사관학교, 해외현장실습, 해외취업연

수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재학생들에게 제공하고 있다. 

일자 _ 2013년 9월 15일

제목 _ 원광보건대 학교기업 원광여행사,  
전라북도 글로벌체험 어학연수 성료

원광보건대학교(총장 김인종) 학교기업 원광여행사가  

‘2013년도 글로벌 체험 어학연수’를  성황리에 마쳤다. 

(재)전라북도인재육성재단 주관으로 지난 7월 22일부터 

9월 15일까지 8주간 진행된 금번 어학연수는 전라북도 청

소년 장학생이 세계를 무대로 다양한 문화를 접함으로써 영

어실력 향상은 물론 애국심과 자긍심을 고취시킬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자 진행됐다.

프로그램에 선발된 전라북도 청소년 장학생 49명은 파견 전 

사전학습으로 지난 6월 원광학원 산하 교육기관 에듀와이

드에서 진행하는 자기 주도 학습을 통한 수준별 레벨 테스

트(화상영어교육)를 실시한 바 있다. 이후 미국 및 캐나다에

서 8주 동안 어학연수, 아이비리그(하버드대, MIT공대) 현

장체험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실시했으며, 연수활동 외에

도 반크 “글로벌 한국문화관광 외교대사”로 임명된 채승재 

인솔교사의 지도하에 동해와 독도 표기 오류 등 우리나라를 

올바르게 알리기와 전라북도 및 비빔밥 홍보, K-POP 페스

티벌, 한복 패션쇼 등을 실시, 민간 대사로서 한국의 문화

를 해외에 전파하는 역할도 겸했다.

원광여행사 사장으로 재직 중인 원광보건대학교 의료관광

코디네이션과 학과장 이승용 교수는 “ 전라북도 글로벌 체

험 어학연수에 참여하는 장학생들이 다양한 문화를 경험해 

사고의 폭을 넓힐 수 있도록 본 프로그램을 준비했다”며 “우

리 아이들이 세계로 미래로 꿈 나래를 활짝 펼쳐 나갈 수 있

도록 대학의 인적 물적 네트워크를 최대한 활용하여 양질의 

문화체험 프로젝트를 추진해 나갈 것”이라 전했다.

원광보건대학교는 2012년에 이어 2년 연속 ‘글로벌 체험 어

학연수’ 적격회사로 선정되는 쾌거를 이루며 NEAT화상영

어, 해외 어학연수, 해외 취업연수 과정, 글로벌현장체험 

사업, 원어민영어보조교사 운영사업 등 각종 글로벌 사업을 

추진, 기존과는 차별화된 양질의 콘텐츠로 영어교육 혁신과  

글로벌 인재양성에 앞장서고 있다.

일자 _ 2013년 9월 14일

제목 _ 원광보건대학교-교육부 제4회 국가
영어능력평가시험(NEAT) 1급 실시

‘국가영어능력평가시험 1급(이하 NEAT 1급)’ 제4차 시험

이 지난 14일(토) 원광보건대학교(총장 김인종)에서 치러졌

다.

NEAT는 정부가 2009년 개발한 영어능력 평가 시험으로, 

TOEIC, TOEFL 등의 해외 영어시험에 대한 의존도를 낮추

고 국민의 영어 의사소통능력 신장을 비롯해 취업, 승진 등

에 활용할 수 있는 공신력 있는 국내시험이다. 듣기·읽기 

중심의 기존 시험과 달리 말하기·쓰기 등 영어의 네 가지 

기능을 균형 있게 평가하는 것이 특징이며 1급은 성인을 대

상으로, 2·3급은 고등학교 3학년생 이상 대학 진학 희망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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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대상으로 한다. 

올해 4번째로 시행되는 국가영어능력평가시험(NEAT) 1급

(성인용)시험은 14일 전국 21개 시험장에서 동시에 실시되

었으며, 원광보건대학교에서는 총 53명이 접수, 직업분야 

업무 수행에 필요한 비즈니스 실무영어 능력과 일반영어 능

력을 측정했다.

이번 시험에서는 원광보건대학교 2013학년도 하계 해외 어

학연수에 참여한 재학생들이 응시해 해외 어학연수 종료 후 

영어능력 향상에 대한 성과를 평가하는 기회를 가졌다.

대학 관계자는 “추후 NEAT를 화상영어 정규수업, NEAT&

회화 사관학교, 해외어학연수, 글로벌 현장학습, 해외취업 

연수과정 등 우리대학 글로윙 프로그램의 어학 실력 향상 

측정 시험으로 활용하여 학생들의 어학 실력을 진단, 영어

능력 향상과 글로벌 인재육성을 강화할 계획”이라 전했다.  

한편, 원광보건대학교는 재학생들의 외국어 실력 향상을 통

한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위해 필리핀 현지에 직접 ‘글로벌

화상영어교육센터’를 설립, 학기 중 화상영어 정규수업 서

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하계 및 동계방학 중에는 NEAT&

회화 사관학교, 중국어 사관학교, 해외 어학연수, 해외 봉

사활동 등의 글로윙 프로그램을 통해 강도 높은 외국어 몰

입교육과 문화체험형 현장 교육으로 학생들의 외국어 능력 

향상을 도모하고 있다. 또한 지난 7월 교육부 국립국제교육

원과 국가영어능력 향상 및 글로벌 인재양성을 위한 협약을 

체결하는 등 지속적으로 국가정책에 맞춰 NEAT 1급 시험 

확대에 적극적인 협력 지원을 펼치고 있다.

일자 _ 2013년 9월 24일

제목 _  원광보건대학교, ‘다문화가정 행복 
열기’ 시민인문강좌 운영

원광보건대학교(총장 김인종)가 한국연구재단의 ‘2013 시

민 인문강좌 지원사업’에 선정 돼 오는 25일부터 2014년 

6월 4일까지 함열읍 인근 여섯 개 면지역 다문화가정을 대

상으로 시민인문강좌를 운영한다.

  한국연구재단이 추진하는 2013년 시민인문강좌 지원사

업은 시민들에게 일상속에서 접할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학

문적 성과와 사회적 역할을 증진시키는데 목적을 두는 사업

이다. 대학 다문화가족교육상담센터(센터장 장기성)는 “통

(通)하는 다문화, 나의 인문학 - 다문화가정 행복 열기”라

는 사업명으로 공모 신청하여 9월 최종 선정됐다. 

이에 따라 대학 다문화가족교육상담센터 측은 9월 26일부

터 2014년 8월 31일까지(매주 목요일) 함열읍 인근 여섯 개 

면지역 다문화가정을 대상으로 인문강좌를 실시, 다문화 가

정을 위한 소통의 장을 마련함으로써 다문화 가족구성원들

이 인문학적 소양 증진 및 대인관계 능력 향상 등 진정한 소

통의 주체로서 능동적으로 지역사회에 적응하는 계기를 마

련할 계획이다.

한편, 원광보건대학교 다문화가족교육상담센터는 2011년

~2013년 국가평생교육진흥원 다문화가정 학부모교육 전라

북도 위탁 운영기관, 2013년 여성가족부 이주배경 청소년

지원재단의 레인보우스쿨 위탁 운영기관 등으로 선정된 바 

있으며, (사)익산시자원봉사종합센터와 협약 체결 등 지역 

내 기관과의 협력관계를 구축, 다문화가정 지원 프로젝트를 

펼침으로써 다문화가족과 자녀들이 한국사회에 안정적으로 

적응하고 지역사회의 구성원으로서 보다 주체적으로 사회

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돕는 다양한 교육프로그램을 제공

하고 있다.

일자 _ 2013년 9월 28일

제목 _ 원광보건대학교, ‘2013 대한민국 전
문대학 EXPO 참가’ 실시간 화상영어 
프로그램으로 인기몰이

원광보건대학교(총장 김인종)가 9월 26일부터 28일까지 개

최된 ‘2013 대한민국 전문대학 EXPO’에 참가해 대학의 우

수성을 알리고, 화상영어 등 특성화된 글로벌 어학교육 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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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램 ‘글로윙(Glowing)’을 소개하는 자리를 가졌다.

 한국전문대학교육협의회(이하 전문대협) 주최로 ‘전대미문

(전문대학! 미래의 문을 열다!)’이라는 슬로건 아래 3일간 일

산 KINTEX에서 진행된 이번 박람회는 전국 100여개의 전

문대학이 참여했으며, 청소년, 학부모, 교사, 일반인 등 다

양한 계층의 방문객들에게 생생한 전문대학의 모습을 소개

함으로써 전문대학의 사회적 기여와 직업교육의 중요성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를 형성키 위해 개최됐다.

 원광보건대학교는 박람회 기간 중 대학의 특성화된 어학교

육 프로그램인 ‘원어민 실시간 화상영어’를 선보여 현장에 

방문한 교육관계자 및 참가자들의 이목을 집중시켰다. 화상

영어 회화 프로그램은 국가영어능력시험(NEAT) 대비와 말

하기 중심의 영어교육 활성화를 위해 학교법인 원광학원과 

대학 측이 직접 운영하고 있는 어학 교육 프로그램이다.

 특히, 대학 측은 2011년 국내 고등교육기관 최초로 필리

핀 세부에 국외시설 화상영어교육센터를 구축하고 화상영

어 수업을 정규 교육과정으로 개설하여 매학기 2,000여명

에게 제공하고 있다. 이는 원어민 교수에 의한 오프라인 영

어수업의 한계를 보완하고 현장감 넘치는 말하기 위주의 화

상영어 수업을 도입함으로써 학생들 스스로에게 영어로 말

하는 것에 대한 두려움을 없애주는 것과 동시에 영어에 대

한 자신감을 자연스럽게 갖게 해줌으로써 해외 진출에도 눈

길을 돌리게 하려는 대학의 혁신적인 정책이라 할 수 있다.

 또한 해외 영어시험에 대한 의존도를 낮추고 의사소통 중

심의 실용 영어교육 정착을 위해 개발한 교육부의 국가영어

능력평가시험(NEAT)에 따라 IBT 방식의 화상전용실습실을 

구축, 정규기말고사를 NEAT시험으로 시행 하는 등 발빠른 

대응을 통해 교육부의 ‘NEAT 운영 우수모범사례’로 선정된 

바 있다. 이와 더불어 대학 측은 전문대학생들의 해외 진출

을 적극 장려하며 학생들이 해외 취업의 기회를 잡을 수 있

도록 입학부터 해외 취업까지 연계하는 ‘글로윙(GloWing) 

프로그램[외국인 생활영어, 화상영어 정규수업, NEAT&회

화 사관학교, 해외어학연수, 해외봉사활동, 글로벌 현장학

습, 해외 산업체 인턴십, 해외취업연수과정 등]’을 운영, 명

실공히 글로벌 특성화 대학으로서 그 위상을 떨치고 있다.

일자 _ 2013년 10월 5일

제목 _ 원광보건대학교 경호스포츠과,  
전주시장기 겸 회장기 유도대회  
대거 입상

원광원광보건대학교(총장 김인종) 경호스포츠과가 제 17회 

전주시장기 겸 회장기 유도대회에서 대학부 단체전 3위를 

비롯해 개인전 은메달 3개, 동메달 4개를 획득했다.

전주시와 전주시통합체육회 주최로 지난 5일 우석고등학

교체육관에서 열린 이번 대회에는 전국각지의 선수 200여

명이 참가해 갈고닦은 기량을 펼쳤다. 본 대회에 출전한 원

광보건대학교 경호스포츠과 학생 10명은 치열한 경기 끝에 

단체전 3위(이미진, 최문호, 백형민, 이태영, 최동한), 남

자개인전 은메달3(-81kg급 조현영, -100kg급 조학근, 

+100kg급 이태영), 동메달2(-90kg급 정시우, -100kg급 

최문호), 여자개인전 동메달2(-48kg급 유수민, -63kg급 

이은선)를 획득하며 대학 및 학과의 명예를 높였다.

경호스포츠과 학과장 정원훈 교수는 “학생들이 첫 출전이라 

적잖은 중압감을 느꼈을텐데도 제 실력을 발휘해주어 대견

스럽다”며, “각종대회출전, 유도동아리(WJC) 운영 등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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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적인 신체단련과 실전교육을 통해 국민의 안전과 재산, 

사회질서를 지키는 일류 경호인력 양성에 최선을 다하겠다”

고 전했다.

원광보건대학교 경호스포츠과는 우리사회의 안전에 대한 

다양한 문제들을 국가, 사회, 개인적 차원에서 이해하고 분

석할 수 있는 전문적 자질을 함양함과 동시에 체계적인 교

육을 통해 위험요소로부터 대상을 보호할 수 있는 투철한 

사명감과 신체적 능력 갖춘 전문인력을 양성하는 학과로서 

2010년 전국회장배우슈선수권대회 3종목 우승, 2012년 단

풍미인배 회장기 유도대회 단체전 우승 등 다양한 경기에서 

두각을 나타낸 바 있다.

일자 _ 2013년 10월 8일

제목 _ 원광보건대학교 - 몽골 ACH의과대
학, 몽골철도병원, 몽골국립의학연
구소와의 협약 체결

원광보건대학교(총장 김인종)가 외국인 유학생의 국내 선진 

기술 교육 및 현장실습 후 해외 산업체에 취업하는 ‘세계로 

프로젝트’ 추진을 위해 ACH 의과대학, 몽골철도병원, 몽

골국립의학연구소와 산학협력 협약을 체결했다고 지난 8일 

밝혔다.

본 협약은 몽골의 교육기관과 산업기관에 원광보건대학교 

측의 우수한 의료기술 인력을 공급하기 위한 협력 체제를 

구축하고자 실시되었으며, 국내 대학 · 해외 교육기관 · 

해외 산업체와 해외 연구 기관이 ‘세계로 프로젝트’ 추진을 

위해 긴밀히 협력하기로 했다는 점에서 그 의의가 크다.

2014년 교육부가 시행하는 ‘세계로 프로젝트’는 대학-기

관 간 네트워크 구축을 통해 외국인 유학생 및 국내 전문대

학생에게 해외 산업체 맞춤형 주문식교육과 취업 교육을 실

시, 해외 산업체에 취업하는 형태로 진행되는 글로벌 전문 

인력양성 프로그램으로 원광보건대학교가 총력을 기울여 

추진하고 있는 사업이다.

이날 협약식에는 원광보건대학교 김인종 총장을 비롯해 몽

골철도병원 병원장, ACH 의과대학 총장, 몽골국립의학연

구소 대표 등 각 기관 주요 인사가 참석, 몽골의 의료 환경 

및 서비스 개선을 위한 의료기술 인력 양성과 학생들의 취

업 지원에 상호 협력하기로 합의했다. 

협약 내용은 △ 학술 및 기술, 연수 프로그램 공동연구 및 

개발 △ 교수, 보건 의료 관계자의 현장 연수, 기술지도 및 

경영자문 △ 보건 의료 관련 교육, 연수, 실습 등 프로그램 

개발 및 진행 △ 산업체 맞춤형 교육과정과 교재 개발, 취 · 

창업 지원 △ 외국인 환자 유치 등 의료관광 프로그램 공동 

개발 및 추진에 대한 협조 및 지원 등 이다.

김인종 총장은 “우리대학과 원광재단의 선진화된 의료 시스

템과 의료 기술 교육을 통해 몽골 의과대학생들에게 현장실

습 기회를 제공하고, 대학에서 배출한 우수한 의료·보건 인

재를 현지에 취업시키는 방법을 통해 몽골 의료 환경 개선

에 일조하고자 한다”며, “본 협약이 의료 인력 양성은 물론 

양국간 실질적 교류확대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

고 전했다.  

한편 원광보건대학교는 몽골 이외에도 미국, 캐나다, 호

주, 일본, 싱가포르, 중국, 필리핀, 베트남, 캄보디아, 네

팔 등 세계 각국의 교육 및 산업기관과 글로벌 협력 네트워

크를 형성하여 다양한 국제화 사업 및 글로벌 역량 강화 프

로그램을 성공적으로 운영해 나가고 있다.

일자 _ 2013년 10월 10일

제목 _ 원광보건대학교 글로벌 해외현장실
습 파견단 발대식 가져

최근 각종 국제화 사업으로 두각을 보이고 있는 원광보건대

학교(총장 김인종)가 ‘2013학년도 2학기 해외 현장실습’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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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하는 학생들을 대상으로 해외 파견단 발대식을 실시했

다고 10일 밝혔다.

이번 해외현장실습은 한국전문대학교육협의회가 시행하는 

‘글로벌 현장학습’, ‘교육역량강화사업 및 대학대표브랜드

사업’의 일환으로 실시되며, 어학능력과 전공 실무능력, 현

장적응력 등 전문 역량을 갖춘 글로벌 인재 양성을 목적으

로 하고 있다.

지난 2일 대학 국제회의실에서 실시된 본 발대식에는 학과

성적 및 어학능력 평가, 1·2차 면접 등 엄정한 심사를 통해 

선발된 파견단 15명(간호학과 10명, 항공서비스과 2명, 의

료관광코디과 3명)과 전년도 기파견자들이 참여해 현지 정

보 및 프로그램 내용 전달, 기파견자와의 멘토링 등의 사전

교육을 실시, 출국을 위한 준비를 마쳤다. 

파견단은 이날 발대식을 시작으로 10월 5일부터 미국, 일

본 , 중국, 필리핀 등지로 출국, 해외 교육기관 및 산업체에

서 4주간의 현지 적응 어학교육과 12주간의 전공 관련 현장

실습을 실시하게 된다. 특히 파견단을 격려키 위해 행사에 

참석한 전년도 해외 현장실습 참여자들은 서울 세브란스병

원, 서울대학교병원, 강북 삼성병원, 아주대학교병원 등에 

합격하여 글로윙 프로그램의 우수성을 입증한 바 있다. 세

계 각국의 교육 · 산업기관과 글로벌 협력 네트워크 구축을 

통해 지난 한해동안 총 162명의 학생들을 해외로 진출 시킨 

바 있는 대학 측의 올해 해외현장실습 파견 규모는 전년도

에 이어 전국 전문대학 중 상위권에 랭크되고 있다. 

김인종 총장은 “영어 · 중국어 · 일본어 등 세계 주요 언어

권으로 학생들이 우선 파견될 수 있었다는 점이 고무적이

다”며, “지속적인 글로벌 역량 강화와 취업 경쟁력을 확보

를 통해 재학생들이  갈고 닦은 역량을 세계무대에서 확인

할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 전했다.

원광보건대학교는 화상영어, 토익&회화 사관학교, 중국어 

사관학교, 해외 어학연수, 해외 현장실습 등 세계를 무대

로 입학에서부터 취업까지 책임지는 ‘글로윙(GloWing) 프

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으며, 이를 바탕으로 ‘2012·2013년

도 전문대학 글로벌 현장학습사업 선발률 상위권 기록’,  

‘2012년 전문대학 글로벌 현장학습사업 국제화 사업 운영 

우수사례대학 선정’, ‘2013 대한민국 교육산업대상 글로벌 

전문인력양성 프로그램 분야 대상 수상’ 등의 실적을 거두며 

명실공히 글로벌 특성화대학으로서의 위상을 높여가고 있

다.

일자 _ 2013년 10월 10일

제목 _ 원광보건대학교 허브테라피향장과, 
‘제 48회 전국기능경기대회’ 은메달 
수상

원광보건대학교(총장 김인종) 허브테라피향장과 2학년 이

유민 학생이 ‘제48회 전국기능경기대회’에서 피부미용직종 

은메달(2위)을 수상하는 쾌거를 이뤘다.

국제기능올림픽대회한국위원회 · 강원도기능경기위원회 

주관, 고용노동부 · 강원도 · 강원도 교육청 주최로 춘천

기계공업고등학교 등 5개 경기장에서 실시된 본 대회는 전

국의 우수숙련기술자 발굴과 숙련기술수준의 향상을 목적

으로 매년 개최되고 있으며, 올해에는 총 10개 분야에 전국 

17개 시도 1,884명의 선수가 출전해 기량을 펼쳤다.

지난 4월 전북지방기능대회 금상수상자로서 전라북도 지역

을 대표해 참가한 원광보건대학교 허브테라피과 2학년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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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 학생은 ‘미예분과 피부미용직종부분’에서 11시간의 경기 

끝에 2위에 해당하는 은메달을 획득, 대학과 학과의 명예를 

빛냈다. 본 대회 수상자에게는 국가지급 상금 8백만원과 동

남아 7일 연수 특전이 주어지며, 향후 전국피부미용직종 기

능경기대회 심사위원 자격, 전국 최상위그룹 기능인연합회 

회원자격, 피부미용직종연합회 회원자격 등이 주어진다.

허브테라피향장과 학과장 김란 교수는 “우리학과 학생이 전

국 상위수준의 전문 기능인으로서 기술력을 인정받음으로

써 대학과 학과는 물론 전라북도의 위상을 높이게 됐다”며, 

“앞으로도 학생들에게 다양한 현장실습 경험을 제공함으로

써 미래 뷰티산업의 주역이 될 수 있도록 지도 해나가겠다”

고 전했다.

한편, 원광보건대학교 허브테라피향장과는 본 대회 수상을 

비롯해 KASF 2013 미용기능경기대회, 2013 한국시데스

코뷰티테라피 민간기능경진대회, 오송국제휴먼(미용＆건

강)올림픽대회, 2012 국제 CIDESCO 한국지부 피부미용 

실기대회, 2012 대만 AGC컵 국제대회 등 다양한 피부미용

분야 대회에서 우수한 성적으로 두각을 나타내고 있다.

일자 _ 2013년 10월 13일

제목 _ 원광보건대학교 외식조리산업과, 제
8회 전북음식문화대전 대학부 최우
수상 수상

원광보건대학교(총장 김인종) 외식조리산업과 이율구, 김

성진 학생이 제8회 전북음식문화대전 창작웰빙음식 경연대

회에서 대학부 최우수상을 수상했다.

전라북도와 (사)한국음식업중앙회의 공동주관으로 지난 

12일에서 13일까지 군산시 월명종합경기장에서 열린 이

번 대회는 ‘전라북도의 음식의 세계화’를 취지로 도내 14개 

시ㆍ군의 대표적인 음식소개 및 창작웰빙음식경연대회, 향

토 음식 경연대회 등 다채로운 행사가 펼쳐졌다.

행사 첫날 진행된 창작웰빙음식경연대회에 ‘친한친구’라는 

팀명으로 참가한 원광보건대학교 외식조리산업과 2학년 이

율구, 1학년 김성진 학생은 ‘육회의 밀알’이라는 67개 팀과

의 열띤 경쟁 끝에 대학부 최우수상에 해당하는 식품의약품

안전처장상을 수상하는 영예를 안았다.

‘전북음식문화대전’ 추진위원으로 행사 기획단계에서부터 

참여한 외식조리산업과 학과장 송경숙 교수는 수상학생들

에 대한 축하의 말과 함께, “각종 대회참가를 통한 실습위

주의 전문교육으로 학생들에게 음식에 대한 정보교환은 물

론, 새로운 음식을 발굴하는 경연의 기회를 제공한다는 것

이 우리대학 외식조리산업과만의 강점”이라 전했다.

원광보건대학교 외식조리산업과는 차별화된 아이디어와 특

화된 메뉴 개발로 식문화 창출에 기여하는 창의적 전문 조

리인을 양성하는 학과로서 국내에서는 보기 드물게 학생 모

두가 각자 조리를 할 수 있는 시설을 구비하는 등 실습위주

의 교육으로 학업 능률 향상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 본 대회

를 비롯해 2011 · 2012 · 2013 국제요리경연대회 등 다수

의 전국규모요리대회에서 우수한 성적으로 입상하는 등 눈

부신 성과를 이어가고 있다.

일자 _ 2013년 10월 14일

제목 _ 원광보건대학교, TOEIC에 이어  
신HSK까지 외국어 집중교육 우수성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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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광보건대학교(총장 김인종) 제1기 중국어사관학교 수료

생 중 72%가 지난 9월 치러진 국제중국어능력평가시험(신

HSK)에서 3급을 획득했다.

HSK는 중국어능력을 평가하기 위해 만들어진 중국정부 유

일의 국제 중국어능력 표준화고시로, 현재 세계 58개 국가, 

159개 지역에서 시행되고 있으며, 개정판인 신 HSK 시험

은 1~6급의 필기 시험과 초급, 중급, 고급으로 나뉘는 회화

시험이 있다. 

원광보건대학교 제1기 중국어사관학교를 수료한 25명의 재

학생은 신HSK 시험에 응시하여, 이 중 72%에 해당하는 

18명이 3급 자격을 획득했다. 특히 이번 신HSK 시험 합격

자 대다수가 중국어사관학교를 통해 처음으로 한자와 중국

어를 접한 것으로 알려져, 토익&니트 사관학교에 이어 대

학 측 외국어 집중교육의 우수성을 다시 한 번 입증했다. 

특성화 어학교육 ‘글로윙(GloWing)’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실시된 ‘제1기 중국어사관학교’는 하계방학 기간을 이용, 

4주간 총 80시간의 집중교육으로 진행됐으며, 강도 높은 

몰입식 단기집중교육과 실용적인 현장 맞춤형 교육 콘텐츠, 

1:1 개별학습 코칭 및 그룹 스터디 등 체계적인 교육 시스

템으로 ‘토익&니트 사관학교’와 더불어 원광보건대학교의 

대표적인 명품 외국어교육 프로그램으로 손꼽힌다.

김인종  총장은  “원광보건대학교만의  특화된  글로윙

(GloWing) 프로그램으로 모든 학생들이 전문 직업 기술 이

외에 글로벌 마인드와 외국어 역량을 확보하여 세계 어디서

든지 본인의 기량을 뽐내어 세계적인 명장이 될 수 있도록 

모든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전했다. 

한편 원광보건대학교는 화상영어, 토익&니트 사관학교, 

중국어 사관학교, 해외 어학연수, 해외 현장실습, 해외 취

업으로 연계되는 체계화된 글로윙(GloWing)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으며 이를 바탕으로 2013학년도 전문대학 글로

벌현장학습사업과 교육역량강화사업으로 진행되는 해외 현

장실습 및 해외연수 프로그램에 총 143명의 학생을 미국, 

필리핀, 중국, 홍콩, 일본, 태국 등 세계 각국에 파견하고 

있어 명실공히 글로벌 특성화대학으로서의 위상을 높여가

고 있다.

일자 _ 2013년 10월 25일

제목 _ 원광보건대 LINC사업단, ‘산학연협
력 EXPO’서 사업우수성과 알려

원광보건대학교(총장 김인종) LINC사업단이 ‘2013년 산학

연협력 EXPO’에 참가, 현장실습 우수 수기 공모전 장려상 

수상 등 다양한 실적을 통해 대학 LINC사업의 우수성을 알

렸다.

교육부, 미래창조과학부 주최로 지난 23일부터 25일까지 

코엑스에서 열린 이번 행사는 산업계와 학계, 연구계가 함

께 모여 비전과 흐름을 공유하고 산학협력 주체 모두에게 

창조적 시너지를 창출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자 실시됐

으며, ‘내일을 열어라’는 주제로 ‘LINC 및 창업 페스티벌’, 

‘산학연협력 우수성과 전시’ 등 다채로운 행사가 진행됐다.

2012년 1차년도 LINC사업 평가결과 최우수 등급(매우우

수)을 획득한 바 있는 원광보건대학교 LINC사업단은 본 

EXPO에 참가해 산학연협력으로 창출된 우수 성과물들을 

전시, 참가자들의 이목을 집중시켰으며, 항공서비스과 박

지원 학생의 현장실습 우수수기를 통해 공모전 장려상(한

국산업기술진흥원장상)을 수상하는 영예를 안았다. 박지원 

학생은 현재 동 산업체에서 인턴십 과정을 수행 중이며, 인

턴십수료 후 정규직으로 채용될 예정이다.

또한 외식조리산업과 ‘콜스제로’ 팀의 Cholesterol Down 

강황 삼계탕, 미용피부관리과 ‘뷰티크리에이터’팀의 한방 

족욕첨가재 개발 등 캡스톤디자인 우수작품을 출품하기도 

했다. 현재 위 작품들은 레시피 특허출원 및 제품화 활용 중

이다.

대학 LINC사업단장 김경 교수는 “우리대학은 ‘지역 연계 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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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기반 의료 · 관광 학문융합 전문인력 양성’이라는 LINC

사업의 비전 달성을 위해 학과 개편을 통한 융합형 학부제를 

도입한 바 있다.”며, “앞으로도 산학협력 지원체제 구축, 

현장밀착형 산업수요 교육과정 개편, 현장실습체제 구축 등

을 통해 인력수요 및 직무불일치를 해소해 나감으로써 대학

의 전문성 강화와 선진화를 추구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일자 _ 2013년 10월 26일

제목 _ 원광보건대학교 미용피부관리과, 
2013 국제뷰티건강기능대회 두각

원광보건대학교(총장 김인종) 미용피부관리과 학생들이 

‘2013 국제뷰티건강기능대회’에 참가, 단체상, 대상 등 참

가자 31명 전원이 수상하는 쾌거를 거뒀다.

사)한국생활건강관리협회 주관으로 지난 26일(토) 서울 

COEX에서 개최된 이번 대회는 단합을 통한 정보교류와 아

름다운 경쟁을 통해 우리나라 뷰티 건강분야의 우수성을 해

외에 알리고자 실시됐으며, 헤어, 피부미용, 메이크업, 네

일아트, 건강관리 등 5부문 52개 종목에서 3,000여명의 선

수들이 갈고닦은 기량을 펼쳤다.

원광보건대학교 미용피부관리과 신하나 외 30명의 학생들

은 12개 종목(손·발관리, 얼굴관리<고무,석고>, 얼굴관리

<손으로>, 두피관리, 컨슈머, 헤어바이나이트, 고전머리, 

업스타일, 퍼머넌트웨이브, 네일케어<메니큐어링>, 실크

익스텐션, 원톤스캅춰)에 출전하여 단체상, 대상 3개, 최

우수상 3개, 금상 13개, 은상 9개, 동상 3개를 수상하는 등 

대회 전반에 걸쳐 두각을 나타내며 대학과 학과의 명예를 

드높였다.

미용피부관리과 학과장 유현주 교수는 “학생들에게 이번 대

회경험은 탄탄한 기본기와 창작성, 그리고 예술성을 키울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됐을 것이다, 큰 대회에 나가서도 떨지 

않고 배우고 연습한대로 실력을 발휘해 좋은 성과를 거둔 

학생들이 자랑스럽다”며, “앞으로도 학생들에게 현장의 요

구에 맞는 실습교육을 통해 전국 최고의 실력을 가진 미용

인 양성의 요람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한편, 원광보건대학교 미용피부관리과는 본 대회 이외에도 

‘KBF(Korea Beauty Festival) 한국미용페스티벌, ‘KASF

미용기능경기대회’, ‘인터네셔널 네일페스티벌’을 비롯한 

각종 전국규모대회에서 우수한 성적으로 입상하는 등 다양

한 대내외 실적 거두며, 실습위주의 전문교육으로 학생들의 

실무능력을 강화시키는 전문 미용인을 양성학과로서 입지

를 굳건히 하고 있다.

일자 _ 2013년 10월 28일

제목 _ 원광보건대학교-(사)지구촌사랑나
눔 - 글로벌 사회복지 인재 양성을 
위한 업무협약 체결 -

원광보건대학교(총장 김인종)가 국내 최대규모의 이주민 지

원 NGO인 사단법인 지구촌사랑나눔과 글로벌 사회복지 인

력 양성을 위한 상호 협력 MOU를 체결했다고 28일 밝혔다.

금번 협약 체결식에는 원광보건대학교 김남일 대외부총장, 

(사)지구촌사랑나눔 김해성 대표 등 양기관의 주요인사가 

참석, 상호 협력 네트워크 구축을 통한 협력적 사회복지사

업 지원 및 현장 맞춤형 사회복지 인재 양성 프로그램 개발 

등에 협력하기로 합의했다.

주요 협약내용은 ▲국제교류와 사회복지사업 관련 협력 ▲

다문화 복지사업에 대한 상호교류 ▲현장복지학습 프로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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램 개발 ▲재학생 및 졸업생의 현장실습, 체험학습 ▲맞춤

형 인재육성 및 연수, 취업과 관련된 협력 등 이다. 본 협약

을 통해 양 기관은 복지사업의 국제교류 프로그램 개발을 

지원함으로써 글로벌 사회복지 인재 양성 및 상호 공동 발

전을 도모할 예정이다.

원광보건대학교와 협약을 체결한 (사)지구촌사랑나눔은 

1992년 외국인노동자를 위한 노동상담과 쉼터, 급식소 운

영으로 시작해, 현재 우리나라 130만 이주민들의 인권신장

과 기본권 보장을 지원하는 대표 NGO로 활동하고 있다.

김인종 총장은 “본 협약을 계기로 학생들에게 다양한 복지

현장을 직접 경험하고 실습할 수 있는 기회를 확대 제공함

으로써 우리대학의 현장맞춤형 교육 프로그램을 강화해나

가고자한다.”며, “지속적인 글로벌 역량 강화와 취업 경쟁

력 확보를 통해 재학생들이 갈고 닦은 역량을 세계무대에서 

확인할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 전했다.

일자 _ 2013년 10월 30일

제목 _ 원광보건대학교, 교육부 ‘세계적 수
준의 전문대학(WCC)’ 선정

원광보건대학교(총장 김인종)가 30일 교육부의 ‘2013년 세

계적 수준의 전문대학(이하 WCC, World Class College)’

에 선정되며 명실공히 전국 최상위수준의 전문대학임을 증

명했다.

‘WCC사업’은 국내 · 외 산업체의 요구 및 기술변화를 수용

할 수 있는 교육여건과 환경으로 글로벌 직업교육역량을 갖

춘 우리나라 최고의 전문대학을 가려, 세계 수준의 전문대

학으로 육성하기 위한 정부의 정책지원 사업이며 ‘전문대학 

최고의 영예’로 손꼽힌다. 

교육부는 2011년부터 3년에 걸쳐 전국의 140여개 전문대

학 중 총 21개교를 WCC로 지정한다는 기본 계획에 따라 

2011년 7개교, 2012년 4개교를 선발한 바 있으며, 지정 마

지막해인 올해에는 원광보건대학교를 포함한 10개교가 선

정됐다.

특히, 호남지역의 전문대학이 선정 된 것은 이번이 처음으

로, 원광보건대학교는 세계적 수준의 전문대학이라는 타이

틀을 거머쥠과 동시에 대학의 명예는 물론 전라남·북도 지

역의 교육적 자긍심도 제고시킨 셈이다.

WCC 선정대학에게는 교육역량 강화사업 확대지원을 비롯

해, 학사학위 전공심화과정 설치 자율화, 산업체 위탁교육 

운영 자율성 확대 등 다양한 정책적 · 재정적 지원이 이루

어 진다. 

원광보건대학교는 홍익인간 구현의 대한민국 교육이념을 

바탕으로 개인의 행복이 인류전체의 행복임을 인식, ‘학생

이 행복한 Happy campUs’를 실현하기 위한 글로벌인재양

성에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고 있다. 입학부터 취업까지 단

계적으로 취업경쟁력을 배양시키는 종합 어학교육 프로그

램인 ‘글로윙’을 통해 글로벌 어학교육의 선도적인 모델을 

확립해왔으며, 지역핵심산업과 연계한 보건 · 의료 헬스케

어 컨버전스 학부 체제를 구축, 특성화 인력을 안정적으로 

공급하는 등 글로벌인재양성을 위한 정책적 노력을 지속적

으로 펼쳐온 결과 금번 WCC 대학으로 선정되는 쾌거를 이

룩했다. 이에 따라 전국최고수준의 고등직업교육 중심기

관으로서 핵심역할을 수행할 계획이며, 국가직무능력표준

(NCS) 기반 산업체 수요중심 교육과정 운영, 글로벌 역량 

강화 등을 통해 대학 자율성장 기반을 구축함으로써 현 정

부 국정과제인 특성화 100개교 사업 및 세계로 프로젝트를 

주도적으로 추진해나갈 전망이다.

김인종 총장은 “급변하는 교육환경에 따른 수많은 어려움들 

앞에서 우리대학 구성원 전체가 합심하고, 협력해 일궈낸 

성과이기에 더욱 값지다”며, “새로운 시대 새로운 정책 속

에서도 이 영광스러운 순간이 지속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

로 변화하고 도전해나갈 계획”이라 전했다.

원광보건대학교는 최근 대학의 질적 수준 개선에 대한 사

회적 요구와 정부의 강도 높은 대학구조개혁 속에서도 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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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 ‘세계적수준의 전문대학’ 선정을 비롯해, ‘교육역량강화

사업 및 대학 대표브랜드사업 3년 연속선정(2011~2013)’, 

‘전문대학 기관평가인증(교육품질 우수대학) 획득(2011)’, ’

산학협력선도전문대학육성(LINC)사업 선정(2012) 및 성과

평가 매우우수 등급 획득(2013)’ 등 수많은 성과를 이룩해 

대외적으로 그 역량을 인정 받아왔다. 현재 6학부(보건의료

학부, 보건복지학부, 호텔관광외식학부, 한류예술학부, 간

호학부, 군사학부) 총 22개 학과를 운영, 현장밀착형 직업 

전문인력을 양성하고 있으며, 보건의료브랜드 특성화와 현

장실무 교육체제를 구축을 통해 세계수준의 교육품질 완성

이라는 대학 비전을 실현해나가고 있다.

일자 _ 2013년 11월 9일

제목 _ 원광보건대학교 외식조리산업과,  
‘맛자랑레시피경연대회’ 대상 수상 

원광보건대학교(총장 김인종) 외식조리산업과 2학년 조미

진 학생이 익산 맛자랑축제 ‘레시피경연대회’에서 대상을 수

상했다.

익산문화재단 주최로 지난 8일에서 9일까지 익산문화예술

의거리에서 열린 이번 축제는 ‘닭으로 만든 임금님 밥상! 새

로운 맛을 찾다’라는 주제로 닭을 이용한 익산의 대표음식을 

발굴하고 지역경제를 활성화시키 위해 실시됐으며, 지역음

식 품평회, 닭레시피 경연대회 등 다채로운 행사가 펼쳐졌

다.

행사 이튿날 진행된 레시피경연대회에 참가한 원광보건대

학교 외식조리산업과 2학년 조미진 학생은 강황으로 이색

적인 맛을 낸 ‘강황 삼계탕’을 출품, 학생부 10팀 중 최고의 

닭요리로 평가받으며 대상을 수상했다.

외식조리산업과 학과장 송경숙 교수는 “각종 대회참가를 

통한 실습위주의 전문교육으로 학생들에게 음식에 대한 정

보교환은 물론, 새로운 음식을 발굴하는 경연의 기회를 제

공한다는 것이 우리대학 외식조리산업과만의 강점”이라 전

했다.

원광보건대학교 외식조리산업과는 차별화된 아이디어와 특

화된 메뉴 개발로 식문화 창출에 기여하는 창의적 전문 조

리인을 양성하는 학과로서 국내에서는 보기 드물게 학생 모

두가 각자 조리를 할 수 있는 시설을 구비하는 등 실습위주

의 교육으로 학업 능률 향상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 본 대회

를 비롯해 2011 · 2012 · 2013 국제요리경연대회 등 다수

의 전국규모요리대회에서 우수한 성적으로 입상하는 등 눈

부신 성과를 이어가고 있다.

일자 _ 2013년 11월 13일

제목 _  원광보건대학교, 사랑나눔 이동봉
사활동 실시 - 남원시민과 함께하는 
KBS이동봉사

원광보건대학교(총장 김인종)가 지난 13일 전북 남원시 금

지면에서 사랑나눔 봉사활동을 실시했다.

KBS전주방송총국과 연계해 진행된 이번 봉사활동은 현장

체험 봉사를 통해 전공에 바탕한 재능을 기부함으로써, 더

불어 살아가는 아름다운 사회를 구현하고자 매년 실시되고 

있으며 올해로 13년째를 맞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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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경광학과, 미용피부관리과, 공무원행정과 교수 및 학생 

40여 명으로 구성된 원광보건대학교 사회봉사단은 이날 오

전 10시부터 오후 4시까지 남원시 금지면민 등 인근지역 주

민 500여명을 대상으로 안경 제작, 이·미용 봉사, 장수사

진 촬영 등 봉사를 통해 따뜻한 나눔의 손길을 전했다.

박정순 학생복지처장은 “체험적인 현장봉사를 통해 학생들

에게는 뚜렷한 봉공정신과 직업관 확립 등 예비 사회인으로

서의 소양을 길러낼 수 있는 교육활동의 공간을 제공하고자 

하며, 적극적인 학문연구와 기술습득을 바탕으로한 인적, 

물적 자원을 사회에 환원함으로써 재능 나눔문화에 동참, 

우리 사회에 진정 큰 사랑을 베풀 수 있는 봉사활동으로 확

산시켜나갈 계획.”이라 전했다.

한편, 2011년 교육과학기술부와 한국창의재단으로부터 

교육기부기관으로 선정된 바 있는 원광보건대학교는 매년 

이·미용봉사, 농촌일손돕기, 사랑의 연탄 나눔, 김장 나누

기 등 다양한 봉사활동 프로그램을 통해 지역사회의 어려운 

이웃들과 함께 하고 있으며, 특히 2009년도부터는 필리핀 

내 협력기관들과 함께 해외봉사활동을 진행함으로써 국제

적으로 빈곤한 개발도상국에도 활발한 지원활동을 펼치는 

등 국내외 협력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가고 있다. 

일자 _ 2013년 11월 25일

제목 _  원광보건대학교 - 몽골 최대 민영
방송국 UBSTV, 국제교류 업무지원 
MOU체결

원광보건대학교(총장 김인종)가 몽골 최대의 민영방송국인 

UBSTV 방송국과 국제교류 업무지원 MOU를 체결했다.

지난 11월 25일 몽골 UBSTV 방송국에서 진행된 협약식에

는 원광보건대학교 김남일 대외부총장, UBSTV 사장 발자

크(LKHAGVADORJ BALKHJAV) 등 양 기관의 주요인사

가 참석, 국제협력 네트워크 구축을 통한 글로벌 인재교류 

촉진과 문화교류 활성화 등 상호발전을 위해 협력키로 합의

했다.

세부 협약내용으로는 ▲국제 문화교류 및 학술교류 프로그

램 운영 ▲학생교류 프로그램 운영 ▲교육연수 및 현장실습 

▲대학 홍보 지원 등이며, 본 협약을 통해 양 기관은 국제 

인재교류 사업 및 교육 · 문화교류와 관련된 다양한 상호 

협조 및 지원체계를 구축할 전망이다. 

특히, 이날 진행된 MOU 협약식과 원광보건대학교 김남일 

대외부총장의 인터뷰는 UBSTV 뉴스를 통해 몽골 전역에 

방송된 바 있어 대학 측의 몽골 유학생 유치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김남일 대외부총장은 UBSTV와의 인터뷰에서 “우리대학

은 현재 세계 여러 국가들과 글로벌 네트워크를 구축하였으

며, 이번 교육부 세계적 수준의 전문대학 선정에 힘입어 더

욱 다양한 국제교류 사업을 추진하고자 한다. 몽골 최대 민

영방송국인 UBS 방송국과의 업무협약을 계기로 몽골과 우

리대학과의 학술, 문화 교류에 큰 진전이 있을 것으로 보이

며, 나아가 양국의 교육, 문화 발전에도 기여할 수 있도록 

실질적 협력관계를 유지해 나갈 것”이라고 전했다.

한편, 올해 교육부 세계적 수준의 전문대학(WCC, World 

Class College)으로 선정되는 등 괄목할만한 성과를 거둬 

명실공히 우리나라 최고수준의 대학으로서 위용을 과시하

고 있는 원광보건대학교는 현재 미국, 호주, 캐나다, 일본, 

싱가폴, 중국, 몽골, 필리핀, 캄보디아, 베트남, 네팔 등 

세계 각국 교육기관과의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있으며, 대학 

및 학생의 글로벌 역량 강화 사업을 비롯한 세계로 프로젝

트 추진으로 국제화시대에 준비된 인재를 양성하는 글로벌 

대학으로 발전해 나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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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자 _ 2013년 11월 29일

제목 _ 원광보건대학교·원광종합사회복지관, 
사랑의 김장김치 나눔행사로  
행복한 세상만들기

원광보건대학교(총장 김인종)와 사회복지법인삼동회 원광

종합사회복지관(관장 김도진)이 11월 29일(금) 대학 멀티미

디어센터 앞 광장에서 김장나눔 봉사활동을 실시했다. 

‘겨울나기 행복나눔 사랑의 김장담그기’라는 이름으로 올해 

3회째를 맞는 김장나눔 봉사활동은 지역 내 대학과 복지기

관이 유기적 협력 네트워크를 구축해 월동준비가 어려운 소

외계층에 김장김치를 제공함으로써 경제적·정서적으로 지

원하고, 따듯한 겨울을 날 수 있도록 돕기 위해 실시됐다.

이날의 봉사활동은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진행됐으

며, 원광보건대학교 외식조리산업과 학생을 비롯해 교수, 

직원 등 80여명이 참여, 직접 담근 김치 650포기를 지역 내 

100세대의 홀몸 어르신 및 장애인, 저소득 가구에 전달했

다.

원광보건대학교 김인종 총장은 “우리대학에서 매년 실시하

고 있는 다양한 봉사활동들이 ‘국가와 사회에 봉사하는 인

재양성’이라는 대학 건학이념을 실천하는 작은 시작이 될 수 

있도록 나눔문화 확산에 앞장서겠다”고 밝혔다.

올해 교육부 세계적 수준의 전문대학으로 선정되는 등 괄목

할만한 성과를 거둬 명실공히 우리나라 최고수준의 대학으

로서 위용을 과시하고 있는 원광보건대학교는 매년 해외봉

사, 농촌일손돕기, 사랑의연탄나눔 등 다양한 봉사활동 프

로그램을 통해 어려운 이웃들과 함께 하고 있으며, 2011년 

교육부와 한국창의재단으로부터 ‘교육기부기관’으로 선정 

되어 ‘재능기부’라는 새로운 형태의 기부 문화 조성에도 앞

장서는 등 우수한 인적·물적 자원을 공공에 환원키 위해 지

속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한편, 금일행사를 총괄한 원광종합사회복지관은 지역의 후

원을 통해 매년 김장철마다 어려운 이웃들에게 김장김치를 

제공해왔다. 

2011년 부터는 원광보건대학교와 협력해 사업을 진행함으

로써 보다 많은 가구에 양질의 김장김치를 제공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으며, 지역주민, 학생, 교직원들을 직접 나

눔 현장에 참여케 함으로써 소통과 협력을 통한 기부문화 

확산 및 사회적 연대감 조성에 크게 기여한 바 있다.

일자 _ 2013년 11월 30일

제목 _ 원광보건대 미용피부관리과 창직동
아리 ‘헬스&뷰티매니저’, 미래창조
과학부 장관상 수상

원광보건대학교(총장 김인종) 미용피부관리과 창직동아리 

‘헬스&뷰티매니저’팀이 창직아이디어 ‘실버테라피스트’로 

미래창조과학부 장관상을 수상하는 영예를 차지했다.

지난 9월부터 11월 30일까지 약 100일간 tvN ‘대국민 창직

오디션 크리에이티브 코리아’에 출전한 원광보건대 ‘헬스&

뷰티매니저’팀(지도교수 양현옥, 팀장 정우리, 팀원 박수

정, 이미화, 이석훈, 고우경)은 창직명 ‘실버테라피스트’라

는 새로운 아이디어를 고안, 100세 시대 시니어를 위한 서

비스로서 높은 평가를 받아 최종 4위에 오르며 최문기 미래

창조과학부 장관으로부터 상을 수여받았다.

‘실버테라피스트’는 노인들을 대상으로 건강과 미용을 위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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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방문 서비스를 제공하는 전문

가를 일컫는 말로, 헬스&뷰티매니저는 프로그램에 참가한 

대학생팀 중 유일하게 시상대에 오르며 개인의 역량을 살린 

창직 아이디어를 통해 자기 주도적으로 일자리를 개척할 수 

있음을 증명했다.

동아리 지도교수로서 학생들의 창직활동을 지원한 미용피

부관리과 양현옥 교수는 “교육과정과 연계해 매년 실시하고 

있는 피부미용 봉사활동에 착안하여 창직아이디어를 구상

하게 됐다”고 설명하며, “헬스&뷰티매니저팀을 비롯한 원

광보건대학교 미용피부관리과 학생들은 도전적이며 창의적

인 학과 활동을 통해 개인의 직업능력을 향상시킴은 물론, 

사회에 필요로 하는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 할 수 있도록 역

량 개발에 집중해 오고 있다. 앞으로도 다양한 창직활동을 

통해 새로운 시장창출에 기여하고자 한다”고 전했다.

원광보건대학교 미용피부관리과는 ‘2013국제뷰티건강기능

대회’ ‘KBF한국미용페스티벌, ‘KASF미용기능경기대회’, 

‘인터네셔널 네일페스티벌’ 등 각종 전국규모대회에서 우수

한 성적으로 입상하며 다양한 대내외 실적을 거두는 한편, 

실습위주의 산업체 맞춤형 교육으로 학생들의 실무능력을 

강화시키는 전문 미용인 양성학과로서 입지를 굳건히 하고 

있다.

일자 _ 2013년 12월 2일

제목 _ 원광보건대학교 LINC사업단, 2013 
가족회사 워크샵 및 LINC 우수성과
경진대회 개최

원광보건대학교(총장 김인종) LINC사업단이 지난 2일 대학 

멀티미디어센터에서 ‘2013 가족회사 워크숍 및 LINC우수

성과 경진대회’를 실시했다. 

원광보건대학교 산학협력처, LINC사업단이 공동주관하고 

교육부, 한국산업기술진흥원(KIAT)이 후원한 이번 행사는 

대학 LINC사업(2차년도) 우수성과 발굴을 통해 산학협력 

문화확산 및 활성화에 기여하고 사업 참여학생 및 산업체의 

사기 진작과 차기년도 사업참여 확대 유도를 목적으로 실시

됐다.

오전 9시부터 오후 7시까지 익산시청 관계자를 비롯한 원광

보건대학교 우수 가족회사 100여개 기업 대표가 참석한 가

운데 진행된 이날 행사는 △참석기업 전체 가족회사 현판 

전달 △우수가족회사 10개 기업 감사패 수여(원광효도요양

병원, 주식회사 이아이디, 원광종합사회복지관, 엘에프에

스(주), (주)이성당, 영등파랑유치원, 원광대학교 치과대학

병원, (주)호텔롯데, 효사랑가족요양병원, 전주열린병원) 

△산학협력 우수성과 시상식(외식조리산업과 콜스제로, 미

용피부관리과 헬스&뷰티매니저) △산학협력 초청강연(한

국영상대 김차근교수, 상공회의소 정진수 박사) 등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진행됐다.

원광보건대학교 산학협력처장 김태성 교수는 대학 산학협

력 활동 성과분석을 통한 환류체계 구축과 우수 가족회사의 

협력 활동에 대한 격려 및 상호 네트워킹을 위해 금일 행사

를 마련했다고 설명하며, Core-partnership 등의 기관협

약 추진을 통해 대학 차원의 산학협력 네트워크 구축 활동

을 지속적으로 펼칠 계획을 밝혔다.

김인종 총장은 “아름답고 행복한 공생을 통해 미래 성장에

너지를 창출하고자 원광보건대학교 가족회사 제도에 함께 

해주시는 400여 회원사 임직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인사

를 드린다”며, “올해 교육부 세계적 수준의 전문대학 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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및 산학협력선도전문대학 육성사업 매우우수 등급 획득 등 

가족회사 여러분의 협력과 신뢰를 바탕으로 일궈낸 우리대

학의 성과들은 미래사회의 가치를 향상시킬 후진들의 역량

개발에 중요한 밑거름이 될 것”이라 전했다.

한편, 원광보건대학교 LINC사업단은 ‘지역 연계 산업기반 

의료·관광 학문융합 전문인력 양성’비전을 달성하고자 학

과개편을 통한 융합형 학부제를 도입했으며, 산학협력 지원

체제 구축, 현장밀착형 산업수요 교육과정 개편, 현장실습

체제 구축 등의 노력을 통해 인력수요 및 직무불일치를 해

소해 나감으로써 대학의 전문성 강화와 선진화를 추구한 결

과 지난 8월 1차년도(2012년) LINC사업 평가에서 최우수 

등급인 ‘매우우수’를 획득하는 성과를 이룬 바 있다.

일자 _ 2013년 12월 4일

제목 _ 원광보건대학교 주얼리디자인과, ‘제 
27회 전라북도 산업디자인대전 전국
공모전’ 참가자 전원 수상

원광보건대학교(총장 김인종) 주얼리디자인과가 ‘제27회 

전라북도 산업디자인대전 전국공모전’에서 참가자 29명 전

원이 수상하는 실적을 거뒀다.

(사)전라북도 산업디자이너협회(회장 강정이) 주관으로 지

난 11월 29일(금)부터 12월 4일(수)까지 한국 소리문화의 

전당 메인홀에서 개최된 이번 공모전은 국내 산업디자인의 

보급 및 확산, 신기술 연구 등을 통해 우수인재를 양성, 지

역의 경쟁력을 강화시키고자 매년 실시되는 행사이다. 

올해에는 산업공예디자인, 시각·포장, 멀티미디어, 텍스

타일·패턴, 제품·실내·환경디자인  등 6개 부문에서 엄정

한 심사를 거친 181작품이 수상작으로 선정됐으며, 교육부 

LINC사업의 캡스톤디자인 프로그램 및 전라북도 산학관커

플링사업의 결과물인 창의성과 산업성을 중점으로한 산학

공동협력개발 시제품들이 출품돼 눈길을 끌었다.

본 대회 산업공예디자인 실물부분에 참가한 원광보건대학

교 주얼리디자인과는「특별상-양한결(나빌레라)」와「특선-

이영상(낮에 뜨는 달)」을 포함한 참가학생 29명 전원이 입

상하여 지난해에 이어 두각을 나타냈다.

<수상내역>

• 대상 -   이혜미(2011학번 동문) 

[작품명 : 창공에 빛나는 별]

• 특별상 - 양한결 [작품명 : 나빌레라]

• 특선 -   이승우, 이영상, 박치훈, 홍승철, 변소정, 김건

태, 이다슬, 

• 입선 -   최명규, 문지선, 서예원, 백수민, 이혜인, 오재

현, 박준영, 이진석, 장은솔, 신형원, 김태호, 오

현서, 정재훈, 박은규, 김혜수, 임선주, 황서영, 

김동균, 정희빈, 최예린, 한찬희

주얼리디자인과 학과장 김동환교수는 수상학생들에 대한 

격려의 말과 함께 “본 대회를 통해 학생들이 새로운 주얼리

디자인의 진로모색과 비전을 공유함으로써 더욱 활발한 작

품활동을 펼치고, 개인의 성장은 물론 전북 산업디자인 발

전에 도움이 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일자 _ 2013년 12월 24일

제목 _ 원광보건대학교 평생교육원, 2급  
응급구조사 시험 높은 합격률 자랑

원광보건대학교(총장 김인종) 평생교육원이 ‘2급 응급구조

사 양성교육’을 통해 전국평균 대비 19%p 이상 높은 합격

률을 보이며 교육과정의 우수성을 입증했다.

지난 2011년과 올해 2월 보건복지부로부터 2급 응급구조사 

양성기관 인가를 받은 대학 측은 구급업무 인력부족 등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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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점을 해결하고, 지역 소방공무원의 응급구조사 양성 활

성화를 통한 대국민 구급서비스의 품질을 향상시키기 위해 

재학생 및 도내 소방공무원을 대상으로 응급구조사 양성과

정을 개설, 교육을 실시한 바 있다.

그 결과 보건복지부가 주관한 ‘제 19회 2급 응급구조사 시

험’에서 재학생 36명 중 34명이 합격해 94%의 합격률을 보

였으며, 일반인(소방공무원)은 59명 전원합격하는 쾌거를 

이뤘다. 이는 전국평균 합격률 74.6% 대비 19.4% 이상 

월등한 성적이다. 

원광보건대학교 평생교육원장 장기성 교수는 “전북 소방공

무원의 구급인력을 확보함으로써 구급대원의 근무여건 개

선을 비롯해 각종 사고현장에서의 도민안전에 기여할수 있

게 되었다는 점이 고무적”이라며, “우리대학의 우수한 인

적·물적 자원과 인프라를 바탕으로 한 양질의 평생교육프

로그램을 통해 건전하고 발전적인 평생학습의 새로운 모델

을 제시하는데 앞장서고자 한다.”고 밝혔다.

원광보건대학교 평생교육원은 끊임없는 계발이 요구되는 

자기 학습시대에 맞춰 전문대학 고유의 특성화된 프로그램

을 제공함으로써 지역사회에 인적·물적 자원을 공유하기 

위한 평생학습체계를 구축하고 있으며, 학습 수요자들의 새

로운 만족을 위해 다양한 강의 컨텐츠 및 첨단 솔루션을 통

한 최상의 교육서비스를 제공 해 나갈 계획이다

일자 _ 2013년 12월 24일

제목 _ 원광보건대학교, 2013년 신규  
세종학당 운영기관 선정

원광보건대학교(총장 김인종)가 필리핀에 설립한 원광글로

벌교육센터가 지난 24일 2013년 신규 세종학당 운영 기관

으로 선정됐다.

 

세종학당은 외국어 또는 제2언어로서 한국어를 배우고자 

하는 사람들을 위해 한국어와 한국 문화를 알리고자 문화체

육관광부와 세종학당재단이 지정·지원하는 한국어 교육기

관이다. 한국어보급 대표브랜드이자 한국문화 전진기지로 

일컬어지는 세종학당은 필리핀 원광글로벌교육센터를 포함

한 신규 세종학당 운영기관 3곳을 추가 지정, 현재 총 52개

국 120개소를 운영하고 있다.

원광보건대학교는 지난 2011년 공교육기관 최초로 필리핀 

세부에 원광글로벌교육센터를 설립해 재학생들의 글로벌 

마인드 고취와 외국어 실력 향상을 위해 화상영어교육을 실

시하는 한편, 올해 1월부터 필리핀 현지인들을 대상으로 한

국어 및 한국 문화 교육을 실시하는 등 한국인들과 현지인

이 소통하고 교류할 수 있는 학습의 장을 마련해온 결과 세

종학당 운영기관으로 선정되는 쾌거를 거뒀다.

금번 세종학당 선정을 통해 원광보건대학교는 우수한 글로

벌 · 특성화 교육 시스템을 전세계에 뿌리 내려 한국어 및 

한국문화의 보급과 더불어 한국 고등교육의 우수성을 알릴 

수 있도록 만전을 다할 계획이며, 정부 국정과제인 세계로 

프로젝트 또한 주도적으로 추진해나갈 전망이다.

원광보건대학교 김인종 총장은 “세종학당 선정을 계기로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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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글로벌교육센터를 한국어와 한국 문화에 대한 전반적인 

정보를 제공하고, 교류할 수 있는 한국 문화 소통의 중심 기

관으로 발전시킬 예정이다. 또한 온라인 화상 한국어를 도

입하여 필리핀뿐만 아니라, 한국어 학습 수요가 많은 몽골

과 중국에도 한국어 교육을 실시하여 세계 어디에 있든, 한

국어를 배우고자 하는 학생들은 원광보건대학교의 화상 시

스템을 통해 시간과 장소에 구애받지 않고 한국어를 접하고 

배울 수 있게 할 계획이다”고 전했다.

한편, 원광보건대학교는 지난 11월 세계적 수준의 전문

대학(WCC·World Class College) 선정을 비롯해, 교

육역량강화사업 및 대학 대표브랜드 사업 3년 연속선정

(2011~2013), 전문대학 기관평가 인증 획득(2011), 산학

협력선도전문대학육성(LINC)사업 선정(2012) 및 성과평과 

매우 우수(2013) 등의 다양한 대외실적을 거둬 국내에서는 

이미 교육 품질 우수대학으로 그 역량을 공인받은 바 있다.

일자 _ 2014년 1월 7일

제목 _ 원광보건대학교,  
‘WCC21교육성과박람회’ 참가

원광보건대학교(총장 김인종)가 지난 6일부터 7일까지 

COEX에서 개최된 ‘WCC(세계적수준의 전문대학) 교육성

과 박람회’에 참가해 실시간화상영어, 캡스톤디자인 등 다

양한 교육성과물을 전시했다.

WCC운영협의회가 주최하고 교육부와 한국전문대학교육협

의회의 후원으로 개최된 본 박람회는 ‘대한민국 WCC 21 세

계수준을 넘어서다’라는 주제로 전국21개 WCC대학의 교육

성과를 홍보하고 향후 발전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개막식이 열린 6일에는 교육부 나승일 차관이 참석, 지난해 

WCC대학으로 선정된 원광보건대학교 등 10개 대학에 지

정서와 현판을 수여했다.

지난해 10월 교육부로부터 세계적수준의 전문대학으로 선

정되는 쾌거를 거두며 호남지역의 교육적 자긍심을 제고시

킨 바있는 원광보건대학교는 본 박람회에서 대학 글로벌역

량강화의 핵심인 ‘실시간온라인화상영어’프로그램을 비롯

해 ‘실버테라피스트’라는 창직아이디어로 미래창조과학부

장관상을 수상한 미용피부관리과의 ‘헬스뷰티매니져’ 프로

그램, 산학연협력을 통해 제품으로 개발 중인 외식조리산업

과의 ‘강황삼계탕, 마빵 시식’ 프로그램 등 다앙한 캡스톤디

자인 성과를 전시, 참가자들의 이목을 집중시켰다.

김인종 총장은 “우리대학은 입학부터 취업까지 단계적으로 

취업경쟁력을 배양시키는 종합 어학교육 프로그램인 ‘글로

윙’을 통해 글로벌 어학교육의 선도적인 모델을 확립해왔으

며, 지역핵심산업과 연계한 보건 · 의료 헬스케어 컨버전스 

학부 체제를 구축, 특성화 인력을 안정적으로 공급하는 등 

글로벌인재양성을 위한 정책적 노력을 지속적으로 펼쳐온 

결과 지난해 WCC 대학으로 선정되는 쾌거를 이룩한 바 있

다”며, “앞으로도 전국최고수준의 고등직업교육 중심기관

으로서 핵심역할을 수행하고, 국가직무능력표준(NCS) 기

반 산업체 수요중심 교육과정 운영, 글로벌 역량 강화 등을 

통해 대학 자율성장 기반을 구축함으로써 현 정부 국정과제

인 특성화 100개교 사업 및 세계로 프로젝트를 주도적으로 

추진해나갈 계획”이라 전했다.

원광보건대학교는 최근 대학의 질적 수준 개선에 대한 사



2013
원 광 보 건 대 학 교  연 감

423Ⅲ. 행정부서, 학과별 주요 업무 및 행사

회적 요구와 정부의 강도 높은 대학구조개혁 속에서도 

2013년 ‘세계적수준의 전문대학’선정을 비롯해, ‘세종학당 

운영기관지정(2013)’, ‘교육역량강화사업 및 대학 대표브

랜드사업 3년 연속선정(2011~2013)’, ‘전문대학 기관평가

인증(교육품질 우수대학) 획득(2011)’, ’산학협력선도전문

대학육성(LINC)사업 선정(2012) 및 성과평가 매우우수 등

급 획득(2013)’ 등 수많은 성과를 이룩해 대외적으로 그 역

량을 인정 받아왔다. 현재 6학부(보건의료학부, 보건복지

학부, 호텔관광외식학부, 한류예술학부, 간호학부, 군사학

부) 총 22개 학과를 운영, 현장밀착형 직업 전문인력을 양

성하고 있으며, 보건의료브랜드 특성화와 현장실무 교육체

제를 구축을 통해 세계수준의 교육품질 완성이라는 대학 비

전을 실현해나가고 있다.

일자 _ 2014년 1월 14일

제목 _ 원광보건대학교 LINC사업단,  
지역핵심산업 융합협의체 공동포럼  
및 공동세미나 개최

원광보건대학교(총장 김인종) LINC사업단이 지난 14일 군

산시 베스트웨스턴호텔에서 ‘지역핵심산업 융합협의체 공

동포럼 및 공동세미나’를 개최했다.

대학 산학협력처(단), LINC사업단이 공동 주관한 이번 행

사는 ‘2013년 가족회사 워크숍’을 통해 구축된 가족회사 네

트워크의 지속적인 활성화와, 대학체제개편에 따른 융합형 

산학협력협의체 구축및 산합협력 매칭전략 수립, 협의체별 

2차년도(2013) LINC사업 우수성과 분석을 통한 환류체계 

정착 등을 목적으로 실시됐다.

원광보건학교 LINC사업단, 산학협력처(단) 관계자를 비롯

한 지역핵심산업 융합협의체 내.외부 위원 약 50여 명이 참

석한 가운데 진행된 이날 행사는 △지역핵심산업과 연계한 

산학협력 여건분석 △협의체별 공동세미나 등의 프로그램

으로 오전 10시부터 오후 3시까지 진행됐다.

특히 대학 측은 이번 공동세미나에서 ‘현장실습 및 인턴십’, 

‘캡스톤디자인 · 창업동아리’, ‘산업체 애로기술지도’ 등 총 

3개 분야의 융합협의체와 다양한 현장실습 수요매칭, 동 · 

하계 현장실습 연계 비율 확대, 아이디어 제품의 지적재산

권 등록 및 시판 활동 강화 등을 의결함으로써 산학협력 현

장에서의 시너지 창출 기반을 마련했다.

원광보건대학교 LINC사업단장 김경 교수는 “가족회사와의 

직접적인 유대관계 강화는 물론, 행사에 참가한 다양한 분

야의 융합협의체 위원들에게 지역핵심산업과 연계된 산학

협력 성공사례를 직접 체험케 함으로써 발전적 경쟁을 유도

하고자 본행사를 개최했다”며, “지역핵심산업과 연계된 대

학 융합학부체제 기반의 다양한 협의체를 통해 시너지를 창

출하고 차기년도 캡스톤디자인 융합과제 수행 및 창의적 융

합형 인재 양성활동을 강화할 것”이라고 향후 계획을 밝혔

다.

한편, 원광보건대학교 LINC사업단은 ‘지역 핵심산업 연계 

의료·관광 학문융합 전문인력 양성’ 비전을 달성하고자 학

과개편을 통한 융합형 학부제를 도입했으며, 산학협력 지원

체제 구축, 현장밀착형 산업수요 교육과정 개편, 현장실습

체제 구축 등의 노력을 통해 인력수요 및 직무불일치를 해

소해 나감으로써 대학의 전문성 강화와 선진화를 추구한 결

과 지난 8월 1차년도(2012년) LINC사업 평가에서 최우수 

등급인 ‘매우우수’를 획득하는 성과를 이룬 바 있다.

일자 _ 2014년 1월 22일

제목 _ 원광보건대학교, 전주 MBC ·  
KBS에 불우이웃돕기 성금 기탁

원광보건대학교(총장 김인종)가 지난 22일 전주MBC, 전주

KBS에 불우이웃돕기 성금을 전달, 훈훈한 정을 나누며 한

파의 위세를 녹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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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을 앞두고 대학 전 교직

원이 어려운 이웃들에게 

작은 희망이 되기를 기원

하는 마음으로 모은 이번 

성금액은 전북도내 소외

된 이웃의 월동용품 마련

에 쓰일 계획이다.

대학  측은  아름다운  사

회 구현을 목적으로 매년 

불우이웃돕기 성금 모금에 동참하고 있으며, 특히 지난해 

11월에는 태풍 하이옌의 여파로 국가적 재난에 가까운 피해

를 입은 필리핀 수재민을 위해 재해복구 성금을 기탁하기도 

했다.

김인종 총장은 “지역을 대표하는 명문 대학으로서 우수인재 

양성 뿐만 아니라 더불어 사는 사회 조성에 앞장서고자 한

다.”며 “추운 겨울, 나눔을 통해 마음 따뜻해지는 일들이 더 

많이 생기길 희망한다.”고 전했다.

한편, 2011년 교육과학기술부와 한국창의재단으로부터 

교육기부기관으로 선정된 바 있는 원광보건대학교는 매년 

이·미용봉사, 농촌일손돕기, 사랑의 연탄 나눔, 김장 나누

기 등 다양한 봉사활동 프로그램을 통해 지역사회의 어려운 

이웃들과 함께 하고 있으며, 특히 2009년도부터는 필리핀 

내 협력기관들과 함께 해외봉사활동을 진행함으로써 국제

적으로 빈곤한 개발도상국에도 활발한 지원활동을 펼치는 

등 국내외 협력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가고 있다. 

일자 _ 2014년 1월 27일

제목 _ 원광보건대학교 2013학년도 동계 
TOEIC&NEAT사관학교 성료

원광보건대학교(총장 김인종) 글로벌 어학교육 ‘글로윙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동계방학 4주 간에 걸쳐 진행된 

TOEIC&NEAT사관학교가 지난 27일 수료식을 가졌다.

6회째를 맞는 본 TOEIC&NEAT사관학교 프로그램은 재

학생들의 영어말하기 실력 향상과 취업의 필수 요소인 

TOEIC, NEAT점수 향상을 위한 교과과정으로 이루어졌

으며, 생도로 선발된 재학생 145명은 12월 30일 부터 1월 

27일 까지 4주 동안 대학 학생생활관(기숙사)에서 강사 및 

운영진들과 숙식을 같이하며 강도 높은 영어몰입교육에 임

했다.

교육과정은 한국인과 원어민 강사가 병행하는 회화수

업, 어휘 숙지를 위한 Voca 수업, 말하기 시험을 대비힌 

Speaking 수업 등으로 구성되었으며, 총 4,800여개의 단

어 Test와 4회의 모의토익, 1회의 토익스피킹, 정규토익 

등 학생들의 토익점수 향상에 특화된 프로그램을 운영했다. 

그 결과 입교생들의 평균 토익점수가 260점 이상(최고 

435점 이상) 향상되었으며, 800점 이상 고득점자를 다수 

배출하는 등 프로그램 개설 이래 가장 높은 성과를 보였다.

또한, 주말을 이용해 리더십 교육, 마음수련 특강 등을 실

시하고 매일 아침, 저녁 체조와 점호를 통해 단체생활의 규

율을 몸에 익히는 등 종합인성교육 프로그램으로서의 기능 

역시 원활히 수행한 것으로 평가됐다.

토익사관학교에서 4주간의 교육을 마친 황기봉 학생(방사

선과)은 “사관학교 기간 중 외부출입 및 개인휴대전화가 제

한되는 등 엄격한 생활수칙 때문에 처음에는 적응이 어려웠

지만, 매주 향상되는 토익점수를 통해 영어에 대한 자신감

을 얻을 수 있었다”고 소감을 전했다.

기획조정처장 이기영 교수는 TOEIC&NEAT사관학교의 경

험이 학생들의 자산과 토대가 될 것이라고 수료생들을 격려

하며 “우리대학은 TOEIC&NEAT사관학교, 해외어학연수, 

현장학습, 인턴십, 해외취업까지 연계되는 다양한 글로윙 

프로그램을 통해 재학기간동안 학교교육만으로도 영어를 

마스터 할 수 있도록 지도함은 물론 학생들이 세계무대에서 

자신의 꿈을 펼쳐나갈 수 있도록 다양한 지원을 실시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원광보건대학교는 교육부 ‘세계적 수준의 전문대학’ 선

정(2013), 3년 연속 교육부 교육역량강화지원사업 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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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2013) 등 다양한 대외적 성과에 따른 국고 획득을 

통해 ‘글로벌 인재양성’이라는 비전을 실현해나가고 있으

며, 지난해 말 문화체육관광부, 세종학당재단의 세종학당 

운영기관 선정에 따라 한국어 및 한국문화의 보급에도 앞장

서는 등 글로벌 특성화대학으로서의 위상을 높여가고 있다

일자 _ 2014년 1월 27일

제목 _ 원광보건대학교-제7공수여단 학 · 
군 업무협약 체결

원광보건대학교(총장 김인종)가 지난 27일 제7공수특전여

단(여단장 준장 남영신)과 우수 특전부사관 육성을 위한 학 

· 군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원광보건대학교 김인종 총장, 제7공수특전여단 남영신 여

단장을 비롯한 양측 인사 2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된 

본 협약은, 상호 유대관계 강화를 통해 대학과 군이 보유하

고 있는 우수한 인적 · 물적 자원 교류를 활성화 시키고, 군

의 발전 및 우수 인재 육성, 부사관과 활성화 등 각 분야의 

공동노력과 상호협력을 목적으로 체결됐다.

지난해 육군본부와 전투/특전분야 학군제휴 협약 체결로 

2014학년도부터 전투부사관과(입학정원 40명), 특전부사

관과(입학정원 40명)를 신설하게 된 원광보건대학교는 금

번 협약에 따라 전문지식과 실무를 겸비한 우수 특전부사관

을 육성해나갈 계획이다.

김인종 총장은 “국가적 사명감과 풍부한 인성을 겸비한 우

리 군의 핵심인재를 양성하기 위해서, 군과 긴밀한 협력을 

할 것이며, 육군본부에서 요구하는 교육과 아울러 도덕교육

을 철저히 하여 문무를 갖춘 정예 부사관을 양성하는데 최

선을 다 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원광보건대학교는 육군본부, 제7공수특전여단 등 다

양한 학군 협약을 비롯해 전투부사관과, 특전부사관과 신설

로 군사학부 교육체계를 확립해나가고 있으며, 현재 운영 

중인 의무부사관과와 더불어 다기능 고효율의 국방선진화 

전문인력 양성 명문대학으로서의 입지를 확고히 다지고 있

다.

일자 _ 2014년 1월 27일

제목 _ 원광보건대학교 이병훈 선생, 교육부
장관 표창

원광보건대학교(총장 김인종) 기획조정팀 이병훈 선생이 지

난 27일 대학 총장실에서 교육부장관 표창을 수여받았다.

대학 자체평가 및 평가 · 인증 업무를 수행함으로써 대학발

전 및 우리나라 교육발전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아 교육부

장관 표창을 받은 이병훈 선생은 2009년 입사 후 예산 및 기

획행정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특히, 헌신적인 업무자세로 직무를 수행해온 결과 대학 예

산 운영의 합리성과 효율성을 증대시키고, 기관평가 인증획

득, 지표관리, 교육역량강화사업 및 WCC 선정에 기여하는 

등 다방면에서 두각을 나타내며 대학 발전과 경쟁력 제고에 

괄목할만한 성과를 올려왔다.

이병훈 선생은 “효율적인 예산관리를 통해 특성화대학의 틀

을 이루고, 학생들에게 보다나은 교육환경을 제공할 수 있

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수상소감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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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자 _ 2014년 2월 5일

제목 _ 원광보건대학교  
2013학년도 학위수여식 거행

원광보건대학교(총장 김인종)가 지난 5일 대학 멀티미디어

센터 국제회의실에서 제37회 학위수여식을 거행했다. 

학교법인 원광학원 신명국 이사장, 전라북도 정무부지사 김

영 부지사, 육군부사관학교 소장 신만택 부사관학교장, 해

군교육사령부 항해 대령 안경호 교리발전부장 등 내 · 외빈

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된 이번 학위수여식에서 원광보건대

학교는 26개 학과 졸업생 1,706명을 대상으로 전문학사학

위(1,484명) 및 학사학위(222명)를 수여, 지금까지 총 4만

6천5백여명의 졸업생을 배출했다.

이날 행사는 학사보고, 학위수여, 총장 및 내빈 축사 등의 

순으로 이어졌으며, 특히  해군참모총장 및 교육사령관상, 

육군부사관학교장상, 전라북도 대학산학관 커플링사업인

증 우수상 등 50여건의 시상이 진행돼 여느 해보다 풍성하

게 치러졌다.

 

또한, 대학 측은 자체적으로 준비한 디지털 웹 앨범을 CD로 

제작, 졸업생 전원에게 배포하여  소중한 학창시절을 간직

할 수 있는 뜻 깊은 선물을 마련하는 등 사회로 진출하는 학

생들의 마지막 발걸음까지도 배웅하는 세심한 학생복지 서

비스를 아끼지 않았다. 

김인종 총장은 회고사를 통해 “학생여러분께서 젊음의 열

정을 불태우고 자신과 사회와 국가의 미래를 위해 열심히 

땀 흘려주신 결과 우리대학은 2013년 모든전문대학의 염원

이자 최고의 영예인 ‘세계적수준의 전문대학(WCC)’에 선

정 됨은 물론 필리핀 글로벌교육센터 세종학당 운영기관 선

정, 교육역량강화사업 및 대학 대표브랜드사업 3년연속 선

정, 산학협력선도 전문대학 육성사업 평가 매우우수 등급획

득 등 최고의 성과를 거둘 수 있었다”고 졸업생 일동을 치하

하며, “여러분이 가진 창의적 능력과 도덕적 품성을 바탕으

로 새상이 원하는 인재, 시대를 선도하는 주역으로 성장하

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한편, 원광보건대학교는 2014학년도부터 보건의료학부, 

보건복지학부, 호텔관광외식학부, 한류예술학부, 간호학

부, 군사학부 등 6개 학부의 종합 전문대학으로 편재될 예

정이며, 이에 따른 현장밀착형 직업 전문인력 양성을 통해 

보건의료브랜드 특성화와 현장실무 교육체제를 구축해나갈 

전망이다.

일자 _ 2014년 2월 6일

제목 _ 원광보건대학교, ‘2014 외국인환자
유치(의료관광) 코디네이터 전문인력
양성 지원사업 위탁 운영기관’ 선정

원광보건대학교(총장 김인종)가 ‘2014년도 외국인환자 유

치(의료관광) 코디네이터 전문인력 양성 지원사업 위탁운영 

교육기관’으로 선정됐다.

전라북도가 주관하는 본 사업은 도내 우수인재에게 수준 높

은 의료관광전문가 교육을 제공함으로써 의료관광을 이해

하고 전라북도 외국인 환자 유치 활성화를 도모함과 동시에 

특수 전문직군 인력 양성 및 고수익 창출 기여 등 지역사회

에 양질의 의료관광전문인력을 제공키 위해 시행된다.

지난 1월 사업 공모에 참여하여 최종 운영기관으로 선정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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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광보건대학교는 의료관광코디과를 중심으로 호텔관광학

부, 보건의료학부, 보건복지학부 등 우수한 인적 물적 자원

을 활용해 오는 2월 13일부터 3월 14일까지 연수생 25명을 

모집하여 3월 29일부터 5월 31일 까지 10주(68시간)간 의

료관광코디네이터 전문인력 양성교육과정을 개설 운영할 

계획이다.

의료관광코디과 학과장 이승용 교수는 “우리대학의 우수한 

의료보건 및 관광 인프라를 활용해 국가적 신성장 부가가치

를 창출할 수 있는 의료관광산업 육성에 적극 동참하고자 

한다”며, “관·산·학이 협력하는 맞춤형 직업훈련교육과정

을 개발함으로써 청년실업률 해소는 물론 의료관광산업 활

성화에 기여할 계획”이라 덧붙였다.

한편, 원광보건대학교는 2014학년도부터 보건의료학부, 

보건복지학부, 호텔관광외식학부, 한류예술학부, 간호학

부, 군사학부 등 6개 학부의 종합 전문대학으로 편재될 예

정이며, 이에 따른 현장밀착형 직업 전문인력 양성을 통해 

보건의료브랜드 특성화와 현장실무 교육체제를 구축해나갈 

전망이다.

일자 _ 2014년 2월 6일

제목 _ 원광보건대학교, 농림축산식품부  
‘외식산업 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정

원광보건대학교(총장 김인종)가 ‘2014년도 외식산업 전문

인력 양성기관’으로 지정됐다.

농림축산식품부가 주관하는 본 사업은 국내 외식산업 진흥

기반 조성 및 경쟁력 강화를 위해 외식산업 관련 교육 수요

자의 접근성을 향상시키고, 권역별 교육기관 네트워크를 구

축함으로써 조리 · 경영 · 서비스 등 다양한 분야의 외식분

야 전문인력을 양성하고자 시행된다.

원광보건대학교는 대학 내 외식조리과의 NCS기반 교육과

정, 국가식품클러스트 및 지역산업 연계 프로그램 운영 등

의 강점을 바탕으로 지난 6일 호남권 전문대학 중에서는 유

일하게 최종 운영기관으로 선정됐으며, 대학의 우수한 인적 

· 물적 자원을 활용해 오는 3월부터 전문인력 양성교육과

정을 개설, 운영할 계획이다.

외식조리과 학과장 송경숙 교수는 “산업체와 연계한 실무위

주의 직업훈련교육과정을 개발, 양질의 프로그램을 제공함

으로써 국내 외식산업의 경쟁력 강화 및 선진화를 이끌 외

식 전문인력 양성에 힘쓸 계획”이라 전했다.

한편, 원광보건대학교는 2014학년도부터 보건의료학부, 

보건복지학부, 호텔관광외식학부, 한류예술학부, 간호학

부, 군사학부 등 6개 학부의 종합 전문대학으로 편재될 예

정이며, 이에 따른 현장밀착형 직업 전문인력 양성을 통해 

보건의료·관광외식 브랜드 특성화와 현장실무 교육체제를 

구축해나갈 전망이다.

일자 _ 2014년 2월 10일

제목 _ 몽골 보건부장관 원광보건대학교 방문

몽골 보건부 장관 Natsag UDVAL(나차그 우드발)이 지난 

9일에서 10일까지 전북 익산 원불교 중앙총부와 학교법인 

원광학원(이사장 신명국, 원광대학교·원광보건대학교·원

광디지털대학교·원광대학병원)을 방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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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몽골 보건부 장관의 방문은 원광학원의 의료선진기술 

병원시설과 의료보건 인력양성 학교기관을 직접 견학하고 

한국 - 몽골 간 의료분야 상호 협력 방안을 논의하고자 이

루어졌다.

학교법인 원광학원은 다양한 의료·교육·연구 분야에서 몽

골의 병원, 기관들과 상호 교류·협약을 통하여 협력하여 왔

으며, 몽골의 급속한 경제 성장으로 생활식습관 변화에 따

른 다양한 질환들을 사전에 예방 점검할 수 있도록 체계적

인 의료시설과 전문 의료교육을 제공하여 몽골 국민들이 다

양한 의료서비스를 제공받도록 추진하고 있다. 특히, 원광

대학병원은 최근 5년여간 몽골 보건부와 협력하여 몽골 의

사, 간호사 등 의료인력 전문연수와 몽골 환자들에게 다양

한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원광보건대학교는 몽골 

ACH의과대학, 몽골철도병원, 몽골국립의학연구소, 몽골

민영방송국 UBSTV 등지와 MOU를 체결, 몽골의 의료 환

경 및 서비스 개선을 위한 의료기술 인력 양성과 학생들의 

취업 지원에 대한 상호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있다.

이번 방문에 따라 학교법인 원광학원은 몽골 보건부와 연계

하여 의료·병원, 지식서비스 등 신성장 동력산업 추진과 핵

심국가 · 분야의 전략적 투자유치를 강화함으로써 경쟁력 

있는 글로벌 생태계를 조성, 상생 협력 기반에 기여할 것으

로 기대하고 있다.

학교법인 원광학원은 산하에 대학(원광대학교, 원광보건

대학교, 원광디지털대학교)과 병원(원광대학교의과대학병

원, 치과대학병원, 한의과대학병원), 문화 · 복지시설 등 

대규모 인프라를 구축, 전문화된 교육 · 의료 서비스를 제

공하고 있으며 78년여 간의 교육경험을 바탕으로 한 인적 · 

물적 네트워크를 적극 활용한 다양한 사업 추진으로 전라북

도 지역에서 세계로 진출하는 다양한 채널과 도구를 제공, 

상생을 바탕으로 하는 문화교류와 협력적 교육모델 제시의 

선도적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일자 _ 2014년 2월 11일

제목 _ 원광보건대학교,  
2014 대학 산학관 커플링사업 선정

원광보건대학교(총장 김인종)가 2014 대학 산학관 커플링

사업에 선정됐다.

산·학·관 커플링사업은 전라북도가 주관하는 맞춤형 대학

생 취업교육사업으로, 일자리 미스매칭에 따른 인력수급의 

불균형해소를 위해 전라북도와 대학, 기업이 연계, 해외유

턴기업 및 도내기업의 인력수요에 따라 맞춤형 현장실무능

력을 갖춘 전문 인력을 양성키 위해 실시된다.

원광보건대학교는 본 사업 패션·주얼리디자인 전문인력 양

성사업 부문에 2년 연속(2013, 2014)선정되며 올해 총 1억

8천8백여만원의 추가 지원금을 받게됐다.

이에 따라 오는 3월부터 2015년 2월까지 재학생을 대상으

로 패션주얼리 CAD디자인, 사무행정, 경영, 무역, 생산관

리, 해외마케팅 등 다양한 교육과정을 운영할 예정이며, 국

내 외 현장실습, 전공관련 자격증 2개 이상 취득 등 현장실

무 특화 프로그램을 통해 전북지역의 경제 발전을 견인할 

창의적이고 도전적인 차세대 지도자들을 육성할 계획이다.

대학 패션주얼리커플링사업단 단장 김동환 교수는 “4천여 

전라북도 기업 대부분이 전문 인력 부족을 호소하는 반면에 

졸업생들은 안정적 일자리를 구하기 위해 타지로 빠져나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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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악순환이 이어지고 있다”며, “현장중심의 실무교육을 통

해 기업의 인력난 해소와 대학생들의 취업 향상을 지원하는 

등 안정적 일자리 마련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일자 _ 2014년 2월 11일

제목 _ 원광보건대학교, 2014 지역맞춤형 
일자리창출사업 선정

원광보건대학교(총장 김인종)가 2014년 지역맞춤형 일자리

창출 지원사업에 선정됐다.

고용노동부가 주관하는 지역맞춤형 일자리창출 지원사업은 

지역 내 중소기업을 위한 맞춤형 우수 인력양성을 통해 지

역 경제의 활성화와 생활수준 개선을 꾀하고, 청 · 장년 구

직자에게 평생기술습득의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지속적인 

일자리 창출 기여하고자 실시된다.

원광보건대학교는 본 사업 패션·주얼리 기업맞춤형 기능인

력 양성부문에 선정됨에 따라 오는 3월부터 2015년 12월까

지 미취업 익산시민 80여명을 대상으로 ‘패션주얼리 U턴기

업 맞춤형 기능인력 양성교육과정’을 개설, 운영할 예정이

다.

대학 패션주얼리사업단 단장 김경숙 교수는 “익산시 패션주

얼리 U턴기업 수요에 따른 맞춤형 기능인력의 지속적인 양

성교육을 통해 구인·구직자 간의 원활한 인력공급 및 지역

일자리창출의 활성화를 도모하고자한다”며, “실업자 및 미

취업자에게 특화된 기술교육을 실시함으로써 안정된 직업

을 제공하여 지역 특화발전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계

획”이라 전했다.

한편, 원광보건대학교는 지난해 10만개 이상의 일자리 창

출효과를 불러 올 것으로 예상되는 익산시 주얼리 U턴기업 

집단 투자협약을 체결하는 등 각종 지역산업과 연계된 사업

을 추진함으로써 지역, 기업과의 긴밀한 협조체계를 구축, 

일자리 창출과 취업난 해소라는 선순환구조를 정착시켜나

가고 있다.

일자 _ 2014년 2월 17일

제목 _  원광보건대학교, ‘2014 전라북도 
시·군 대표축제 현장평가 전문기관’ 
지정

원광보건대학교(총장 김인종)가 ‘2014년도 전라북도 시·군 

대표축제 현장평가 전문기관’으로 선정됐다.

전라북도가 주관하는 본 사업은 도내 시.군 대표축제의 체

계적인 평가를 통해 축제발전 및 경쟁력을 제고시켜 전라북

도 관광발전에 기여하고자 시행된다.

지난 1월 사업 공모에 참여하여 최종 평가기관으로 선정된 

원광보건대학교는 올해 12월까지 도내 14개 시·군 대표축

제에 대해 방문객 만족도 조사를 비롯한 경제적 파급효과 

분석과, 축제 현안과제 및 주요 개선사항 진단 등 현장평가

를 통한 컨설팅을 실시할 계획이다.

의료관광코디과 이덕순 교수는 “우리대학 호텔관광학부의 

우수한 인프라와 노하우를 적극 활용, 지역의 특수성을 살

린 테마 및 새로운 매력물 발굴에 일조하고, 지자체와 연계

한 관광상품 융합 등 지역축제의 종합적인 발전방향을 제시

하고자 한다.”며, “전라북도는 물론 국내 관광산업의 질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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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장에 기여할 수 있도록 평가를 실시할 계획”이라 덧붙였

다. 

한편, 원광보건대학교는 2014학년도부터 보건의료학부, 

보건복지학부, 호텔관광외식학부, 한류예술학부, 간호학

부, 군사학부 등 6개 학부의 종합 전문대학으로 편재될 예

정이며, 이에 따른 현장밀착형 직업 전문인력 양성을 통해 

보건의료 및 관광 브랜드 특성화와 현장실무 교육체제를 구

축해나갈 전망이다.

일자 _ 2014년 2월 21일

제목 _ 원광보건대학교, 2013학년도 정년식 
거행

원광보건대학교(총장 김인종)가 지난 21일 대학 내 국제회

의실에서 정년식을 거행했다.

38년 간의 세월동안 후학양성에 힘써온 방사선과 이만구 교

수의 정년퇴임 및 물리치료과 장정훈 교수, 주얼리디자인과 

김상경 교수의 명예퇴임 등을 축하하기 위한 이날 정년식에

는 원광학원 박성인 상임이사, 원광보건대학교 김인종 총장

을 비롯해 내 · 외빈 100여 명이 참석해 감사와 축하의 박

수를 보냈다. 

1976년 본교에 임용, 방사선과 교수로 재직해온 이만구 교

수는 학보사 주간, 학생 과장, 기획실장 등을 역임하는 등 

중책을 맡아 대학발전에 크게 기여해 왔다. 또한, 대한방사

선사회 전라북도 회장, 미국 BNL 핵의학과 Post Doc. 과

정이수, 대한방사선과학회 학술이사, 일본 화학요법연구소 

촉탁연구원, 미국 캘리포니아 대학 의학영상과 교환교수, 

대한방사선과학회 부회장 등 다양한 대외적 역할을 수행해

왔다.

물리치료과 장정훈 교수는 1984년 임용 이래 30년간 취업

보도소장, 어학정보교육원장, 평생교육원장, 교무처장, 기

획조정처장 등을 역임, 세계적인 명문으로 성장하는 기초를 

닦아왔으며, 주얼리디자인과 김상경 교수는 22년의 재직기

간 중 대·내외적으로 주얼리디자인과의 발전을 위해 크게 

이바지해 왔다.

이만구 교수는 정년사를 통해 “제가 너무도 사랑한 이 캠퍼

스에서, 그간 무한한 존경과 애정을 갖고 지켜본 여러분의 

앞에서 교수 생활을 마감하는 행운을 안게되었다.”며, “전

문대학이 인간의 영혼을 고양시키는 본래의 목적에 충실할 

수 있도록 대중의 관심을 환기하고, 대중 속에서 성장해갈

수록 여러분의 능력을 발휘해주실 것을 당부한다.”고 전했

다.

김인종 총장은 “언제나 우리 대학의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

주시고 학생들의 훌륭한 멘토로서 지도해주시던 교수님들

께서 떠나시게 되어 아쉬운 마음을 금할 길이 없다“며, ”교

수님들께서 평생을 바쳐 발전시킨 이 대학이 세계적인 명문

으로 성장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으며, 앞으로도 변

함없이 원광보건대학교를 사랑해주시고 기억해주시길 부탁

드린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만구 교수는 교육계에 봉직하며 방사선학의 발전에 

기여하고, 후학양성에 이바지한 공로를 인정받아 2월말 교

육부로부터 황조근정훈장을 수여받을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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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각종 행사 총장 인사말

● 3.2 / 입학식 치사

온 천하에 새로운 생명과 환희와 기쁨이 충만한 오늘, Happy campUs 원광보건대학교에 입학한 신입생 여러분들을 진심으

로 환영합니다. 또한 이들의 새 출발을 축하해 주시기 위해 함께 해주신 학부모님과 내빈 여러분, 그리고 원광학원 교산 이

성택 이사장님과 교직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인사를 올립니다.

원광보건대학교 2013학년도 신입생 여러분!

자랑스런 원광 가족이 되심을 축하합니다. 큰 희망과 기대를 안고 청춘과 낭만과 열정과 꿈이 가득한 대학 생활을 시작하는 

여러분은 앞으로 도덕에 바탕한 인격을 기르고 미래에 필요한 기술을 연마하여 사회와 인류의 발전을 위해 사랑과 봉사를 실

천하는 지성인이 되어주실 것을 온 마음으로 기대합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꿈을 우리 대학을 통해 반드시 이루시기를 기원

합니다.

학부모님! 고맙습니다. 

원광보건대학교의 전 교직원들은 여러분의 소중한 자녀들이 장차 우리 사회와 세계를 선도할 큰 일꾼으로, 훌륭한 공도자로 

성장할 수 있도록 교수 활동과 생활 지도에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학부모님들께서는 우리 원광보건대학교

의 오랜 전통과 훌륭한 건학 정신을 믿으시고, 원광 가족의 일원으로서 자부심을 가지셔도 되리라고 자신합니다. 저희 교직

원들은 학생이 행복한 대학, 부모와 사회가 모두 행복한 미래를 만들어나가도록 모든 노력을 다 할 것입니다. 

신입생 여러분, 학부모님, 그리고 교직원 여러분!

지난 해 우리 대학은 구성원 모두의 땀 흘린 노력으로 교육과학기술부 ‘전문대학 기관평가’ 인증 획득, 교육과학기술부 산학

협력선도대학육성사업(LINC) 선정, 2012 교육역량강화사업 우수대학 선정, 고용노동부 창조캠퍼스 지원대학 등에 선정되

는 쾌거를 이룩하였으며, 국내외 유수의 기관들과 MOU를 체결하는 등 글로벌 대학으로 성장할 수 있는 모든 동력을 갖추었

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우리대학은 올해도 신입생 모집율 100%이상을 달성하였고, 또한 2011년 전문대학(나그룹) 종합취

업률 전북1위·전국8위의 빛나는 성과를 이룩하였습니다. 이 모두가 동문, 재학생, 구성원 모두의 땀흘린 노력의 결과이며, 

오늘 입학하는 신입생 여러분들께는 희망과 행복의 빛이 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대학의 이러한 눈부신 성장과 성과에도 불구하고 대학의 교육환경과 주변 여건은 결코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부모님들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드리기 위한 등록금 인하, 4년제 학과 개설로 인한 정원조정, 전 세계적인 경기 침체, 학령

인구감소, 국내 교육여건 등의 전체적인 위기 상황에서 대학은 남다른 경쟁력과 자구노력 등이 절실히 필요한 때입니다. 다

행히도 우리대학은 ‘해피캠퍼스(Happy campUs)’를 캐치프레이즈로 설정하고, ‘학생이 행복한 대학’을 만들기 위해 불철주

야 각고의 노력을 경주했습니다. 또한, 입학에서부터 취업까지 재미있는 대학(Happy Talent program) - 감동있는 대학

(Happy Withus system) - 비전있는 대학(Job project) 으로 성장하기 위해 부단한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그 결과 지난 해 

우리 대학은 약 130억원이 넘는 국가재정지원을 받았고 등록금 대비 장학금 44%로 이미 반값등록금을 현실화 시켜오고 있

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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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입생 여러분!

여러분은 이제 대학의 한 구성원이자 우리 사회의 인재로 성장하기 위해 대학이 준비한 교육-취업 시스템 안에서 행복한 미

래를 준비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학업과 기술의 연구에 전념하며, 진취적인 기상과 창의적인 태도를 지향하고, 

건전한 가치관과 긍정적인 마음가짐으로 사랑과 봉사를 실천하는 지성인으로 거듭나야 합니다. 우리 대학은 여러분의 행복

한 미래를 만들어가는 디딤돌입니다. 그 돌을 딛고 일어서는 것은 여러분 자신의 몫입니다.  여러분의 노력이 합해질 때 학

교가 준비한 프로그램도 빛을 발하게 됩니다. 

이제 학생 여러분과 학부모님, 그리고 교직원 모두가 한마음 되어 38년 빛나는 전통을 계승 발전시키고, 수차례 최우수 대

학 선정을 발판으로 국내와 세계 속에 우뚝 설 보건 복지 문화의 전문 인력을 배출하여 세계 평화와 인류 발전에 기여하는 대

학을 만들어갈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끝으로, 오늘 영광된 입학을 맞이한 신입생들이 더욱 분발하여 선배들이 세운 전통과 명예를 계승함은 물론 국가 세계와 전 

인류가 바라고 기대하는 자랑스러운 원광인이 되어 주기를 기원하며 바쁘신 중에도 참석해주신 학부모님과 내외 귀빈 여러

분께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13년 3월 2일 

원광보건대학교 총장  김 인 종 합장

● 4.26 / 나이팅게일선서식 축사

선선한 바람이 따스하게 느껴지는 오늘, “제 31회 나이팅게일 선서식”을 맞는 간호학과 학생 여러분들 진심으로 축하합니

다. 그리고 학생들 지도에 정성을 다해주신 교수님들, 학부모님, 그리고 이 자리에 참석해 주신 내외 귀빈 여러분들께 감사

의 말씀을 드립니다.

원광보건대학교 간호학과는 1982년 개설된 이래 지난 31년동안 우수한 간호인재를 배출한 우리 대학 최고의 학과입니다. 

오랜 역사만큼이나 간호학 발전에 이바지 하였으며, 더불어 깊이 있는 학술적 성과 및 의료보건의 연구발전에 지대한 공헌

을 해왔습니다. 앞으로도 우수한 전문 간호인재 배출의 요람이 될 것이라 확신합니다. 

2012학년도에 간호학과는 ‘학사학위 전공심화과정 설치 인가’라는 큰 성과를 이루었고, 4년제 간호학과로 승격되는 쾌거를 

이룩하였습니다. 영광스러운 오늘! 우리대학 간호학과가 4년제로 승격된 이후, 처음으로 맞이하는 나이팅게일 선서식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더욱 의미있는 시간이 될 것이라 생각합니다.

친애하는 간호학도 여러분!

오늘 선서식을 통해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들은 전문 간호사로 한 걸음 더 다가가는 계기가 될 것입니다. 나이팅게일의 숭고

한 희생정신과 생명존중정신을 되새기며, 환자에 대한 사랑과 봉사정신을 가슴 깊이 새기는 뜻 깊은 시간이 되길 바랍니다. 

또한, 스스로에게 전문 간호직에 대한 긍지와 책임감을 가지며 훌륭한 간호사로 나아가시기를 염원합니다.

여러분이 밝힌 촛불 하나하나에는 세상을 향한 뜨거운 사랑과 헌신의 마음이 담겨 있습니다. 이러한 마음들이 모여 여러분

들의 앞날을 환히 비춰줄 것입니다. 오늘의 다짐과 선서의 의미를 항상 가슴깊이 간직하시고 끊임없는 연구와 변함없는 배

움의 자세를 통해 어디서나 존경받을 수 있는 최고의 간호사가 되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항상 응원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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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러분! 다시 한 번 두 손 모아 축하의 마음을 전합니다. 축하드립니다.

2013년 04월 26일

김인종 합장

● 5.2 / 학생 생활관 Open House 인사말 

원광보건대학교 학생생활관 4번째 오픈하우스를 찾아주신 여러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더불어, 이 자리를 축하해 주시기 

위해 참석해주신 학생여러분들과 교직원여러분께 감사의 말씀 전합니다.

학생생활관은 여러분들에게 쉼터이자 터전이며, 더 나아가 여러분들의 즐거운 학교생활을 만들 수 있는 매개체가 되어줄 것

입니다. 이곳에서의 공동생활을 통해 인간관계에서 가장 기본적이면서 중요한 겸손함과 예의를 갖추어 나가시길 바라며, 친

구들 간의 두터운 우정과 사랑을 쌓아나가시길 바랍니다.

오늘 오픈하우스는 생활관 식구들이 가족과 친구들, 교직원여러분께 자신들의 진솔한 삶의 모습을 공개하는 자리입니다. 이

곳에 계신 여러분들은 생활관 학생들의 앞날에 크나큰 은혜가 함께하도록 축하와 칭찬의 말씀 부탁드립니다. 

학생 여러분!

여러분들은 오늘 이 소중한 시간을 통해 친구들과는 우정을 쌓고, 교수님들과는 사랑을 쌓으며, 여러분 스스로에게는 미래

의 희망을 쌓는 밑거름이 될 거라 생각합니다. 

우리 학교만의 특별한 추억인 ‘학생 생활관 Open House’를 통해 재밌는 대학생활을 만들고, 더불어 우리 학교에 대한 애교

심을 고취해 나가는 계기가 되길 바랍니다.

‘학생생활관 4번째 Open House’를 다시 한 번 진심으로 축하드리며, 귀한 시간 내주신 여러분들께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2013년 05월 02일 

김인종 합장

● 5.14 / 개교 37주년 기념사 
 

원광보건대학교 개교 37주년을 축하합니다. 이 자리를 빛내기 위해 참석해 주신 존경하는 이사장님과 법인사무처 여러분들

께 감사의 인사드립니다. 아울러 37년의 역사를 함께하면서 원광보건대학교 발전에 이바지해온 역대 학장님과 선배 교직원

님, 그리고 어깨를 마주함 학교발전을 이끌어준 교직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심심한 감사와 경의를 표합니다.

오늘은 개교37주년을 맞이하는 날입니다.

원광학원을 설립하신 정산종사께서는 ‘원광의 원(圓)은 일원의 진리를 이름이요, 광(光)은 만유와 만법이 나타나는 것이니, 

일원의 광명이 온 세상에 두루 비치도록 생각과 말과 행동을 원광으로써 하라.’고 당부하셨고, ‘물질이 개벽되니 정신을 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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벽하자’라는 원불교 개교정신을 바탕으로 원광학원의 문을 열으셨습니다. 

원광보건대학교는 ‘국가와 사회에 봉사하는 인재양성’이라는 건학이념을 실현하기 위해 끊임없는 노력을 기울였으며, ‘인격

도야’, ‘기술연마’, ‘성실봉사’라는 교훈을 바탕으로 과학과 도학을 겸비한 전인교육 실현을 위해 노력해 왔습니다. 또한, ‘원

광보건전문대학’ 시절을 거쳐 ‘원광보건대학’, 그리고 2012년 ‘원광보건대학교’로 교명을 변경하여 특성화, 국제화가 실현

되는 명문대학으로서 발돋움하고 있습니다. 이에 우리대학의 인재양성의 방향도 ‘중견직업인양성’에서 ‘전문직업인 양성’으

로 한걸음 더 나아가게 되었습니다.

2013년에도, 우리 학교는 대·내외적으로 자랑스러운 성과들을 많이 이루어 냈습니다. 2년 연속 등록금 인하, 익산고용센

터와 ‘2013년 지역맞춤형 일자리창출 지원사업’ 지원약정을 체결, 문화체육관광부의 관광 투어콘닥터 양성과정 및 의료관

광코디네이터 양성교육 위탁기관에 연속 선정되는 쾌거를 이룩하였습니다. 또, 보건복지부가 선정한 2급 응급구조사 양성

기관에 선정되었으며, 헤럴드가 주최한 대한민국 교육산업대상에서 대학부문 대상을 수상하는 영광도 안았습니다. 더불어, 

다문화가족을 위한 ‘Rainbow School’ 위탁기관에 선정되었으며, 중소기업청이 주관한 ‘2013년 소상공인대학 창업학교’에 

선정되었습니다. 특히 현 정부에서 중점을 두고 있는 LINC사업에서도 30여개 선정대학 가운데 최우수대학으로 평가되었습

니다. 이 모두가 법신불 사은님의 은혜와 교직원 여러분들의 노고가 더해져 이룬 소중한 성과들이라 생각합니다. 

사랑하는 원광보건대학교 가족여러분!

미래는 개척하고 도전하는 사람의 것이며, 그 도전은 아름답습니다. 우리 대학의 미래는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들이 열정을 

가지고 실행해 나갈 때 비로소 빛을 보게 될 것이라 생각합니다. 우리는 본교 설립취지의 목표인 ‘보건의료 및 복지문화’ 분

야를 대학이 특성화로 더욱 강도 있게 추진해 나갈 것입니다. 또한 현 정부의 교육정책을 적극 수용하면서 산업현장에서 요

구하는 실용교육의 다학년체제를 통해 학생을 위한 교육성과를 더욱 극대화 해나갈 것입니다. 개교 37주년을 맞은 오늘을 

계기로 자축과 함께 단합과 화합을 이루어 WCC(World Class College)로의 도약을 이룩하는 발판이 되었으면 합니다. 그

리하여, 원광보건대학교가 추진하는 글로벌대학으로 나아가 실용적 인재 양성을 완성하여 학생이 행복한 Happy campUs

를 이루어 갈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개교 37주년을 맞아 그동안 대학발전을 위해 헌신하여 주신 원광보건대학교 가족여러분께 다시 한 번 감사드리고 건승과 행

운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2013년 5월 14일

원광보건대학교 총장 김인종 합장

● 6.18 / 사립 중·고 교장회 정기총회 환영사

원광보건대학교 방문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2013년 전라북도 사립 중. 고등학교 교장회 정기총회를 우리 대학에서 개최하게 되어 무한한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또한, 

외빈으로 참석해주신 황호진 부교육감님, 문채룡 교육장님, 안이실 회장님, 배용숙 회장님께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원광보건대학교는 개교 37년의 역사를 가진 대학으로 ‘국가와 사회에 봉사하는 인재양성’이라는 교육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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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우리 인류의 미래가 교육에 달려있음을 너무나 절실하게 느끼고 있기에 저를 비롯한 우리

대학 교직원들은 ‘학생이 행복한 대학’을 만들기 위해 늘 변화하고 발전하며, ‘교육역량강화사업을 통한 WCC(World Class 

College)로 도약’이라는 비전을 세우고, 글로벌 인재 양성을 위해 끊임없이 노력하고 있습니다. 

2012년도에 한국전문대학교육협의회로부터 전문대학 기관평가 인증을 획득하였고, 고용노동부가 주관한 창조캠퍼스 지원

대학에 선정되었습니다. 또한, 교육부가 주관한 산학협력선도전문대학육성(LINC)사업 선정, 교육역량강화사업 2년 연속 

선정되는 쾌거를 이룩하였고, 호남지역에서 유일하게 특전부사관 협약대학에 선정되는 영광을 안았습니다. 2013년에 들어

서는 헤럴드가 주최한 대한민국 교육산업대상에서 대학부문 대상을 수상하였고, 최근 교육부가 주관한 LINC사업단 1차년

도 성과평가에서 매우우수 등급을 받았습니다.

이 모두가 지역 사회 여러분들께서 주신 사랑의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존경하는 교장선생님! 그리고 내. 외빈 여러분!

교육계를 이끌어주시는 교장 선생님들을 모신 이 자리가 조촐하지만 뜻깊은 자리이기에  더욱 빛을 발하는 것 같습니다. 오

늘을 계기로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들과 새로운 인연을 만들어 가고자 합니다. 또한, 함께 성장해가는 동료로서 대한민국 교

육의 발전을 위해 협력하는 상생관계가 이루어지길 희망합니다.

우리 대학의 방문을 다시 한 번 진심으로 환영하며, 이렇게 뜻깊은 자리를 위해 참석해 주신 여러분들의 건승과 행운을 기원

합니다. 

감사합니다.

2013년 06월 18일

원광보건대학교 총장 김인종 합장

● 7.30 / 국립국제교육원 MOU 인사말

교육부 국립국제교육원은 글로벌 시대에 부합하는 대한민국의 인재개발과 인재육성을 목표로 국제교육 교류협력을 추진해 

왔습니다. 이와 같은 교육부 소속의 국가기관인 국립국제교육원에서 오늘 처음으로 우리대학에 방문해 주셔서 매우 기쁘고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우리대학은 그동안 미래를 선도하는 글로벌 보건전문의료인 양성이라는 기치 아래에 산업체 현장 맞춤형 이론교육과 풍부한 

실습 교육과정으로 교육품질우수대학 인증, 교육역량강화사업 우수대학 선정, 산학협력선도대학 육성사업 선정이라는 큰 

성과를 이루어내었으며 지금은 한 단계 더 나아가 세계적수준의 전문대학으로 발전하는 중요한 시점에 놓여 있습니다. 

이러한 시기에 국립국제교육과의 교류는 매우 뜻 깊다고 할 수 있습니다. 양 기관은 국가영어능력 향상과 글로벌 인재육성

의 인적교류 활성화로 상호협력을 강화시키고 글로벌 맞춤 교육으로 교육의 질과 글로벌 인재를 육성하여 세계에서 인정받

는 수준을 이끌어 내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방문을 통해서 국제교류협력 글로벌교육이 더욱 큰 성과를 거두고, 양 기관이 상호 발전하는 계기가 되길 바랍니다.

다시 한 번 이렇게 뜻 깊은 자리를 위해서 귀중한 시간을 마련해 주신 국립국제교육원 하태윤 원장님 외 관계자분들과 바쁘

신 일정에도 참석해 주신 내빈 여러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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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합니다.

2013년 7월 30일

원광보건대학교 총장 김인종 합장

● 8.30 / 행정업무편람 발간사

21세기 지식기반사회에서는 대학경쟁력이 국가발전의 원동력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우리는 엄청난 지식의 양과 정

보의 흐름 속에서 살고 있고, 이 많은 지식과 정보를 어떻게 활용하고 기록하느냐에 따라 대학행정업무의 질 역시 크게 변화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대학은 그동안 특성화, 국제화에 걸맞는 WCC로 도약하기 위해 발전을 거듭해 왔으며, 학생이 행복한 대학을 목표로 교

직원 모두가 끊임없는 노력을 기울여 왔습니다. 교육역량강화사업 3년 연속 선정, 산학협력 선도전문대학 육성사업 2년 연

속 선정, 대학기관평가 인증 획득, 교육기부기관선정 등의 성과를 통해 세계적 수준의 전문대학으로 한걸음 더 다가가고 있

습니다. 하지만, 정보공시를 비롯한 각종 지표관리, 산학협력 활성화에 대한 요구, 교육정책의 변화 등 첨예한 외부환경으

로 인해 대학 경쟁력을 키우지 않고서는 살아남기 어려운 시기가 되었습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교직원 여러분들의 행정

업무가 원활하고, 투명하게 진행 될 수 있도록 행정업무편람을 준비했습니다.

본 편람이 교직원 모두의 행정업무 표준화 및 전문화를 이루는 시금석이 되어, 담당업무뿐만 아니라 대학 전체의 행정업무

를 원활히 처리하는데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또한, 상세업무의 범위와 처리절차, 방법 등을 정리하여 대학행정업무의 체

계화를 이룸으로써 우리대학 구성원 모두가 행정체계를 이해하고, 중요성을 인식하여 업무수행의 효율성을 높여가길 기대

합니다.

끝으로 대학행정업무편람 발간을 위해 수고해주신 교직원 여러분들의 노고를 치하하며, 앞으로도 우리 대학의 발전을 위하

여 마음 모아 주시기를 바랍니다.

2013년 8월 

원광보건대학교 총장 김인종 합장

● 10.23 / 주얼리디자인 졸업작품전시회 축사

가을의 맑은 하늘 속에 ‘제 22회 주얼리디자인 졸업작품전시회’를 갖게 된 것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2년 동안 배우고 닦은 기량을 최대한 발휘하여 선보이는 이번 전시회가 끝이 아닌 시작으로서 여러분의 발전에 밑거름이 되

리라 생각합니다.

주얼리 디자인과 학생 여러분!

이번 졸업작품전시회는 주얼리 디자인과 학생 모두와 훌륭한 교수님들, 그리고 주얼리를 사랑하는 여러분들의 열정이 모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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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께 연구하고 노력한 끝에 만들어진 소중한 작품들입니다. 

또한, 이 작품들은 산학협력을 통해 진행한 캡스톤 디자인 프로그램의 결정체로서 원광보건대학교 주얼리 디자인과 학생들

의 갈고 닦은 실력과 앞으로의 포부를 알리는 자리이기도 합니다. 오늘 졸업 작품 전시회를 통하여 여러분들은 높은 가치로 

평가받고 더욱 사랑받게 될 것입니다.

익산은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보석의 도시이며, 여러분은 익산을 대표하는 주얼리 디자인과 학생입니다. 여러분들의 땀과 노

력은 빛나는 보석과 같이 익산을 넘어 세계를 아름답게 빛낼 것입니다. 우리나라의 디자인 경쟁력을 세계적인 경쟁력 있는 

디자인으로 키우기 위해서 여러분 모두가 넓은 세계를 주도해 나갈 훌륭한 인재로 탄생하기를 기원하며, 앞으로 더더욱 미

래를 향한 연구에 정진하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모두에게 발전이 있기를 기원하며, 마지막으로 졸업 작품 전시회를 위해 열심히 노력한 학생들과 지도에 힘써주신 

교수님들의 노고를 치하하며, 격려의 말과 더불어 다시 한 번 축하의 인사를 전합니다.

2013년 10월 23일

원광보건대학교 총장 김인종 합장

● 12.18 / 실용음악과 졸업연주회 축사 

2013년 마지막 겨울의 추입에서, 오늘 “제 2회 실용음악과 졸업연주회”를 맞이하게 됨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음악이란 우리 삶에 있어 여유로움과 풍요로움을 주는 아름다운 문화예술입니다. 계절이 때에 맞게 변하는 것처럼 우리가 

즐기는 문화도 시시때때로 변화하고 다양해집니다. 사람들은 다양한 음악과 예술, 문화를 찾아 세계로 나서고 있습니다. 오

늘 연주회를 통해, 여러분의 갈고 닦은 실력을 발휘하여 최고의 공연을 보여주시길 바랍니다.

원광보건대학교 실용음악과는 2010년 창설되어 현대 대중예술의 요구를 충족시킬 수 있는 능력있는 예술인 양성을 목표로 

지금까지 훌륭한 음악인을 배출해 내고 있는 명실공히 최고의 학과입니다. 앞으로도 국내에서 뿐만 아니라 전 세계에서 으

뜸가는 음악인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끊임없이 예술적 재능을 연마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오늘의 주인공인 실용음악과 학생 여러분!

여러분들은 이번 연주회를 준비하면서 한걸음 더 성장하였으리라 생각됩니다. 앞으로도 여러 가지 많은 경험을 토대로 더 

성장하고 발전할 것이며, 2년 동안 실용음악과에서 연마해온 여러분들의 실력과 열정이 음악계에 큰 기여를 할 것이라 믿습

니다.

훌륭한 연주회를 위해 밤낮으로 땀 흘리며 열심히 준비해 온 학생 여러분, 뜨거운 열정과 사랑으로 제자들을 교육하고 지도

하신 교수님들의 노고에 치하와 격려의 말을 전합니다.

이 자리에 함께 해주신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아낌없는 칭찬의 박수와 격려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13년 12월 18일

원광보건대학교 총장 김인종 합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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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4.1.1. / 신년사

“2014년은 우리 대학의 새로운 시작점이 될 것입니다.”

원광보건대학교 교직원 여러분!

꿈과 희망이 가득한 2014년, 갑오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새 해에도 우리 원광보건대학교 구성원 여러분 모두의 소망이 이루

어지시길 기원합니다. 그리고 늘 우리대학의 발전을 염원해 주시는 종법사님과 총부 스승님들의 건강과 행복을 기원합니다. 

아울러 새해에 새로 우리 원광가족이 되시는 모든 분들의 발전도 기원합니다.

지난 2013년 한 해는 우리대학 역사상 가장 영광된 해로 기억될 것입니다. 모든 전문대학의 염원이자 최고의 영예인 ‘세계

적 수준의 전문대학(WCC)’ 선정을 비롯해, 필리핀의 원광글로벌교육센터가 세종학당 운영기관으로 최종 선정되는 등의 빛

나는 성과를 거두었기 때문입니다. 이 모두가 우리 구성원 여러분의 정성어린 노력의 결과이기에 거듭 감사의 말씀을 올립

니다. 그리고 교육역량강화사업 및 대학 대표브랜드사업 3년 연속선정(2011~2013), 산학협력선도 전문대학육성(LINC)사

업 평가 매우우수 등급 획득, 대한민국 교육산업대상 수상(대학부문), 고등교육기관 최초로 국가영어능력평가시험[1급] 정

규시험 실시, 전투부사관과 최종선발, 2급 응급구조사 양성기관 선정(보건복지부), 다문화자녀 Rainbow School 위탁기관 

선정, 소상공인대학 창업학교 선정(중소기업청), 원광여행사 글로벌 체험 어학연수 주관사 선정 등의 성과를 이루었으며, 

필리핀 정부기관을 비롯해 수많은 국내외 유관기관과의 MOU 체결, 각종 국내외 경연대회에서 최고의 성적을 거두는 등 우

리대학의 2013년은 그야말로 영광과 번영으로 빛나는 한 해였습니다. 이 모두가 함께 땀 흘려주신 구성원 여러분의 값진 결

실이며, 여러분과 대학 발전의 든든한 초석이 될 것이기에 새 해 떠오르는 아침 해처럼 부푼 희망과 벅찬 감동을 가져봅니

다.

원광 가족 여러분! 

금년에도 대학의 생존을 위한 경쟁은 무한히 계속될 것입니다. ‘세계적 수준의 전문대학’ 선정은 단지 시작일 뿐입니다. 우

리대학은 다행히도 유리한 고지를 점했을 뿐, 방심하는 순간 또다시 어려운 상황에 처하게 될 수 있습니다. 학령인구가 안정

화되고 정부 정책에 훈풍이 불 때까지는 한 순간도 안심할 수 없습니다. 

이러한 생존경쟁의 시대에 우리 대학이 가야할 길은 오로지 한 길입니다. 교육역량을 강화하여 특성화대학의 큰 틀을 이루

어야 하며, 이를 바탕으로 글로벌대학으로 거듭나야만 합니다. 다행히도 오래전부터 추진해 온 글로벌 사업인 ‘글로윙’ 프로

젝트가 안정권에 들어서고 있으며, 이를 기반으로 타 대학보다 앞선 교육체계를 확립해가고 있습니다. 학생이 행복한 대학

을 만들겠다는 우리의 염원은 기필코 ‘Happy campUs’를 이뤄내고 말 것입니다. 그러한 의지는 모두가 우리 대학 구성원 여

러분이 한마음으로 함께할 때 현실화 될 것이라 믿습니다.  

사랑하는 교직원 여러분!

2014년은 갑오년(甲午年) 푸른 말띠 해입니다. 갑(甲)은 처음이라는 의미가 있고, 오(午)는 말띠에 해당합니다. 서양에서 

청색은 근래 들어 진보와 자유의 상징이 되었으며, 동양에서는 생명의 시작을 상징한다고 합니다. 이 갑오년이 우리대학의 

오늘과 잘 맞아떨어지는 것 같습니다. 우리대학의 2014년은 새로운 시작점이 될 것입니다. 새로운 희망, 새로운 도약을 가

져오는 출발점이 될 것입니다.

경산 종법사님께서는 새 해 신년법문을 통해 ‘사람이 갖추어야 할 길’로 여유·심사·음덕(餘裕·深思·陰德)을 내리셨습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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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이 법문을 깊이 새겨 우리는 넉넉한 마음으로 미래를 준비하고, 깊은 지혜로 행복을 찾아가며, 넓은 덕행으로 세상에 널

리 이로움을 펼치는 대학, 원광인이 되도록 최선을 다해야 할 것입니다.

원광보건대학교 교직원 여러분!

힘차게 솟아오르는 갑오년의 밝은 태양처럼 당당한 발걸음을 시작합시다. 우리 모두 힘을 합쳐 원광보건대학교가 세계적 대

학으로 새롭게 도약하는 원년이 되도록 마음과 힘을 모읍시다.  

다시 한 번 갑오년 새해를 맞이하여 우리 원광 가족 여러분 모두 하시는 일마다 뜻대로 성취하시며, 사랑과 은혜로 하나되고 

거듭나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2014년 새 해 아침

원광보건대학교 총장 김인종 합장

● 2014.2.5. / 학위수여식 회고사

원광보건대학교 제37회 졸업생 여러분! 여러분의 졸업을 진심으로 축하합니다. 아울러 여러분의 앞날에 무한한 영광이 있기

를 법신불 사은전에 기원합니다. 또한 학생들의 미래를 위해 불철주야 노고를 아끼지 않으신 모든 교직원님들, 그리고 오늘

의 영예로운 졸업을 맞이할 수 있도록 물심양면으로 뒷바라지해주신 학부모님들께 감사와 축하의 인사를 올립니다. 바쁘신 

가운데에서도 오늘 여러분의 졸업을 축하해주시고자 함께 자리해주신 곤산 신명국 이사장님을 비롯한 내빈 여러분께도 감사

의 말씀을 드립니다.

졸업생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선 여러분의 감회는 남다를 것입니다. 지난 2년 혹은 4년의 시간 동안 여러분 자신에게 수많은 발전과 변화

가 있었으리라 생각합니다. 여러분께서 인내해 온 시간은 여러분의 남은 인생을 더욱 풍요롭고 따뜻하게 해줄 자산이었음을 

오늘 충분히 느끼시리라 믿습니다. 그렇기에 그 많은 시간동안 최선을 다해 달려왔고 오늘 그 하나의 결실을 보게 된 기쁜날

임을 기억하기 바랍니다. 

여러분께서 최선을 다해 각자의 인생을 개척해오는 동안 우리 대학도 수많은 발전을 함께 했습니다.  

지난 2013년에는 모든 전문대학의 염원이자 최고의 영예인 ‘세계적 수준의 전문대학(WCC)’에 선정되어 명실공히 전국 최상

위수준의 전문대학임을 증명하였습니다. 그밖에도 우리대학 필리핀 원광글로벌교육센터의 세종학당 운영기관 최종 선정, 

교육역량강화사업 및 대학 대표브랜드사업 3년 연속 선정, 산학협력선도 전문대학육성사업(LINC) 평가 매우우수 등급 획

득, 대한민국 교육산업대상 수상(대학부문) 등 이루 말할 수 없을 만큼의 최고의 성과를 거둔 한 해였습니다. 이 모든 영광은 

여러분과 함께 땀흘린 노력의 결실이기에 이 자리를 빌어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졸업생 여러분은 충분히 자랑스

러워해도 될 최고의 모교를 갖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졸업생 여러분!



2013
원 광 보 건 대 학 교  연 감

440 Ⅲ. 행정부서, 학과별 주요 업무 및 행사

여러분들은 이제 원광보건대학교라는 온실에서 벗어나 사회라는 현실세계로 뛰어들게 됩니다. 새로운 세상에서 여러분이 

살아나갈 힘과 기술을 지난 재학기간 동안 충분히 준비하셨으리라 생각합니다. 세상 또한 설레는 마음으로 여러분을 기다리

고 있습니다. 자신을 변화시키고 발전시킬 인재들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제는 여러분이 세상을 이끌어가고 변화시키고 발

전시켜야 합니다. 그럴 능력과 자격이 충분히 있다고 생각합니다.    

원불교 경산종법사님께서는 새 해 신년법문으로 ‘사람이 갖추어야 할 길’인 여유·심사·음덕(餘裕·深思·陰德)을 내리셨습

니다. 이 법문을 깊이 새겨 우리는 넉넉한 마음으로 미래를 준비하고, 깊은 지혜로 행복을 찾아가며, 넓은 덕행으로 세상에 

유익 주는 인재가 되고 공도자가 되도록 최선을 다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걸어가야 할 새로운 길에는 기쁘고 즐거운 일들도 많겠지만 때로는 힘들고 어려운 일도 많을 것입니다. 힘든 경

계를 만나더라도 여러분이 스스로 설정한 인생의 목표와 꿈을 향해 성실하고 꾸준히 노력해 나간다면 그 어떤 어려움도 극복

하고 반드시 뜻을 이룰 수 있을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원광보건대학교 교직원 모두는 두 손 모아 여러분의 앞날을 위해 기도

하겠습니다.

여러분! 졸업은 끝이 아닌 새로운 출발입니다. 여러분이 가진 창의적 능력과 도덕적 품성을 바탕으로 세상이 원하는 인재가 

되십시오. 그리고 이 세상을 여러분이 원하는 낙원으로 만들어 가십시오!

저와 모든 교직원들은 여러분과 함께 했던 뜻깊은 시간들을 영원히 기억하고 여러분의 건승을 기원하며, 모교와 후배들의 

발전을 위해 더더욱 정성을 다 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2014년 2월 5일

원광보건대학교 총장 김인종 합장





2013
원 광 보 건 대 학 교  연 감

442 Ⅳ. 부록

LINC사업단

WCC사업단

대학교당

주임교무 박옥순

단장 김경

단장 이영환

팀원 장용민

교무 김동주

팀장 박장규

교무 조성일

팀원 주현웅

조교 윤혜지

팀원 김인정

총장
김 인 종

대외부총장
김 남 일

행정부서 _ 대학본부



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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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3Ⅳ. 부록

비서실 의전팀

기획조정처 기획조정팀

평가관리실

실장 이승원

팀원 황정식

처장 이기영

실장 이학준

팀원 조선희팀원 최광원

팀장 황화경

팀원 공종현

팀장 모윤종

팀원 옥용현

팀원 박은실

담당관 이승권

조교 조아라

팀원 이병훈

행정부서 _ 대학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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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4 Ⅳ. 부록

입학관리처

학생복지처 학생복지팀

기획조정처 홍보전략팀

교무처

처장 이혜경

처장 박정순

팀장 모윤종

처장 김 경

조교 이보라

조교 양형우

조교 김태완

조교 김수지

팀원 김경은

팀장 이선진

팀장 류성종

팀원 공종현

팀장 윤석헌

담당관 박기형

팀원 박미라

담당관 윤석주

팀원 김민권

팀원 홍자웅

팀원 박대정

행정부서 _ 대학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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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광 보 건 대 학 교  연 감

445Ⅳ. 부록

학생복지처 예비군대대

총무처 관리팀

총무처 총무팀

대대장 송창우

팀장 김충범

처장 임인신

조교 소유진

조교 조봉우

조교 오일균

팀원 김현미

담당관 신동희

팀장 신홍순

담당관 강명주

담당관 박영미

팀원 양수현

담당관 이상미

행정부서 _ 대학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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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6 Ⅳ. 부록

산학협력처 산학취업팀

산학협력처 사업운영팀

조교 이지우

팀장 박장규

처장 김태성 팀원 오대석

팀원 주현웅

팀원 전도안

팀원 문명호

팀장 김평수

팀원 장용민

담당관 김근순

팀원 정현정

팀원 김인정

행정부서 _ 대학본부



2013
원 광 보 건 대 학 교  연 감

447Ⅳ. 부록

정보전산원

신문방송사

평생교육원

원장 이상순

주간 김승원

원장 장기성

팀장 정영환

팀원 박대형

팀장 태기자

조교 허자영

팀원 백영훈

조교 신정호

조교 이미소

조교 고두선

행정부서 _ 부속기관

도서관 사서팀

관장 이학준 조교 김일환팀장 이규영 팀원 김유경 팀원 전헌종



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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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8 Ⅳ. 부록

원격평생교육원

원장 장기성 팀장 이철우

국제개발원

원광문화연구원

원장 김남일

원장 김인종

조교 강지연

조교 이미소

팀원 정다영

팀원 백영훈

팀장 김부영

상임연구원 김승원

팀원 정헌종

팀원 최성민

팀원 안병률

팀원 박대형

행정부서 _ 부속기관

학생생활관

관장 박옥순 조교 이윤정조교 장유환부관장 김동주 조교 정재훈 조교 정명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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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9Ⅳ. 부록

교수학습지원센터

다문화가족교육상담센터

센터장 김경

센터장 장기성

팀장 이철우

팀장 태기자 연구원 박정아 조교 박미연

행정부서 _ 부속기관

행정부서 _ 부설기관

조교 소선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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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0 Ⅳ. 부록

산학협력단 사업운영팀

조교 이지우

단장 이승원 팀원 오대석팀원 전도안팀장 김평수 담당관 김근순 팀원 김인정

행정부서 _ 부설기관

학생생활상담연구소

소장 박정순 팀원 박미라상임연구원 차진경 연구원 이정란 연구원 정현정

행정부서 _ 산학협력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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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1Ⅳ. 부록

산학협력단 산학취업팀

귀금속보석연구센터

교육역량강화사업단

주얼리커플링사업단

팀장 박장규

센터장 김경숙

단장 장기성

단장 김동환

팀원 주현웅팀원 문명호

연구원 전주현

팀장 이선진

조교 이지우

팀원 장용민 팀원 정현정

행정부서 _ 산학협력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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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2 Ⅳ. 부록

원어민사업단

단장 이영환 팀장 김수영

원광여행사

부총장 김남일 과장 오정숙팀장 신명녀사장 이승용 부장 유병로 부장 소재민

행정부서 _ 학교기업

행정부서 _ 산학협력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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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3Ⅳ. 부록

임상병리과 단체

학과 _ 보건과학계열 _ 임상병리과

임상병리과 교수·조교

류정화 조교

이지숙 교수권필승 교수제갈승주 교수

김수지 조교

진복희 교수

오아현 조교

김유현 교수



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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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4 Ⅳ. 부록

임상병리과 졸업생

학과 _ 보건과학계열 _ 임상병리과

김해정 김화영김현국

김미선 김여진김성희

김루미 김미경김명준

김유나 김지은김종민

강소진 김대왕김다미



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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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5Ⅳ. 부록

임상병리과 졸업생

학과 _ 보건과학계열 _ 임상병리과

서초롱 손지혜성두리

박선진 박진아박웅배

문새롬 박다연박나래

박찬혜 변태종변영민

나경원 나해나윤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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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6 Ⅳ. 부록

임상병리과 졸업생

학과 _ 보건과학계열 _ 임상병리과

이지현 임대영이해성

유현진 윤빛나유화연

유민석 유소영유민주

윤지원 이영심이슬

야신따 오세원연상근



2013
원 광 보 건 대 학 교  연 감

457Ⅳ. 부록

임상병리과 졸업생

학과 _ 보건과학계열 _ 임상병리과

홍지선 홍진솔

정성익 채아영조한욱

전동준 전준민전용석

하리라 허혜리한지선

임지은 전가은장미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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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8 Ⅳ. 부록

임상병리과 졸업생

학과 _ 보건과학계열 _ 임상병리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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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9Ⅳ. 부록

물리치료과 교수·조교

교수 신홍철

교수 조혁신

조교 손수미

교수 김태윤교수 장익선교수 이재형

교수 아제니스라스티모스

조교 소윤지

교수 장정훈

교수 리처드 김

조교 이빛나

교수 송명수

물리치료과 단체

학과 _ 보건과학계열 _ 물리치료과



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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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60 Ⅳ. 부록

물리치료과 졸업생

학과 _ 보건과학계열 _ 물리치료과

김세광 김영희김영민

김광명 김미래김다솜

국송이 권지용권다원

김민영 김범준김민정

강경희 강준하강원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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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광 보 건 대 학 교  연 감

461Ⅳ. 부록

물리치료과 졸업생

학과 _ 보건과학계열 _ 물리치료과

배승현 배태성배준용

문익진 박지응박은경

김은지 김효린김종명

박진주 박휘열박호환

김예진 김유현김용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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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광 보 건 대 학 교  연 감

462 Ⅳ. 부록

물리치료과 졸업생

학과 _ 보건과학계열 _ 물리치료과

윤희수 이상호이대홍

양태희 유덕주오창용

안태웅 양창순양용선

유슬민 유해솔유지예

서범권 심수현신항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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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63Ⅳ. 부록

물리치료과 졸업생

학과 _ 보건과학계열 _ 물리치료과

임희승 정새봄장선희

이주황 이준호이주훈

이승욱 이정은이승준

임자현 임화연임재훈

이성현 이슬비이수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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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64 Ⅳ. 부록

물리치료과 졸업생

학과 _ 보건과학계열 _ 물리치료과

최민지 최지혜최성실

조현지 진동철지명금

정주현 조현아정혜인

채수현 최대현최낙현

정선영 정정숙정수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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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65Ⅳ. 부록

물리치료과 졸업생

학과 _ 보건과학계열 _ 물리치료과

황경순

최홍근 한지애한권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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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66 Ⅳ. 부록

물리치료과 졸업생

학과 _ 보건과학계열 _ 물리치료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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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67Ⅳ. 부록

방사선과 교수·조교

교수 이만구 교수 유병규교수 최영자교수 윤한식 교수 이종석 교수 이정옥

방사선과 단체

학과 _ 보건과학계열 _ 방사선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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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68 Ⅳ. 부록

방사선과 교수·조교

방사선과 졸업생

학과 _ 보건과학계열 _ 방사선과

김환희 박석현박기훈

김세윤 김현정김필원

곽장근 김경민구자천

교수 이혜남 조교 한송이 조교 이성호



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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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69Ⅳ. 부록

방사선과 졸업생

학과 _ 보건과학계열 _ 방사선과

배현지 소정서석종

안정선 양하림양진식

박영남 박현수박진형

손승아 신소라송재원

원효섭 유호영유샛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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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70 Ⅳ. 부록

방사선과 졸업생

학과 _ 보건과학계열 _ 방사선과

최명호 최형태최민석

장근호 조은별정가영

이정근 이현중이지훈

이성훈 이재승이아희

윤민렬 이동준이경성



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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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71Ⅳ. 부록

방사선과 졸업생

학과 _ 보건과학계열 _ 방사선과

한성희 황민상허철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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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72 Ⅳ. 부록

학과 _ 보건과학계열 _ 치기공과

치기공과 단체

교수 김연수 조교 강정호교수 전종남 교수 김영훈 교수 조미향

치기공과 교수·조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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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73Ⅳ. 부록

치기공과 졸업생

학과 _ 보건과학계열 _ 치기공과

송옥 심성식신승하

문성신 박수전문승현

김진세 남현석김태주

박진갑 서재진배선중

고은별 김운기김소희



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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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74 Ⅳ. 부록

치기공과 졸업생

학과 _ 보건과학계열 _ 치기공과

최소정 최창민최지명

이주연 이해경이지원

이승현 이정희이영은

정가윤 주경돈조귀석

안영범 윤홍선염승민



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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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75Ⅳ. 부록

치기공과 졸업생

학과 _ 보건과학계열 _ 치기공과

최휘 하성민표승수



2013
원 광 보 건 대 학 교  연 감

476 Ⅳ. 부록

교수 남용옥 교수 강은주교수 이현옥교수 박정순 교수 전주연 교수 이광희

치위생과 교수·조교

치위생과 단체

학과 _ 보건과학계열 _ 치위생과



2013
원 광 보 건 대 학 교  연 감

477Ⅳ. 부록

학과 _ 보건과학계열 _ 치위생과

교수 주온주

조교 김인자

교수 제키루사벨라노교수 원영순

조교 손주리

교수 오한나

조교 김경남

교수 네시포라메디실로

조교 임문희

치위생과 교수·조교

치위생과 졸업생

강은선 강정아강은지

강다영 강소연강다운



2013
원 광 보 건 대 학 교  연 감

478 Ⅳ. 부록

치위생과 졸업생

학과 _ 보건과학계열 _ 치위생과

김소리 김수연김소정

김다애 김사라김두리

권민수 김가연권원선

김생글 김설민김선주

강진옥 고은비고연희



2013
원 광 보 건 대 학 교  연 감

479Ⅳ. 부록

치위생과 졸업생

학과 _ 보건과학계열 _ 치위생과

김현희 박경희남궁지희

김진선 김한솔김진영

김유빈 김지슬김지선

김현경 김현아김현송

김수현 김원김예림



2013
원 광 보 건 대 학 교  연 감

480 Ⅳ. 부록

치위생과 졸업생

학과 _ 보건과학계열 _ 치위생과

소다정 송지은소선아

박지은 백민경박혜지

박수옥 박조화박순화

변세희 성정운서희선

박미소 박소영박미정



2013
원 광 보 건 대 학 교  연 감

481Ⅳ. 부록

치위생과 졸업생

학과 _ 보건과학계열 _ 치위생과

이상미 이수현이선화

오채희 유경지원세연

양유희 오승아양화연

유수미 이나현유화영

송희 안소연신혜은



2013
원 광 보 건 대 학 교  연 감

482 Ⅳ. 부록

치위생과 졸업생

학과 _ 보건과학계열 _ 치위생과

전보람 전진영전종미

이혜림 임세연임설아

이지영 이하은이하나라

임태희 장재희장은정

이유빈 이은주이윤금



2013
원 광 보 건 대 학 교  연 감

483Ⅳ. 부록

치위생과 졸업생

학과 _ 보건과학계열 _ 치위생과

채유진 최아란최근희

정이슬 정혜수정지현

정소람 정아름정수라

조나경 차민정진보람

전현민 정세희정다희



2013
원 광 보 건 대 학 교  연 감

484 Ⅳ. 부록

치위생과 졸업생

학과 _ 보건과학계열 _ 치위생과

하유빈 황지은한아름

최유진 최한울최정희



2013
원 광 보 건 대 학 교  연 감

485Ⅳ. 부록

치위생과 졸업생

학과 _ 보건과학계열 _ 치위생과



2013
원 광 보 건 대 학 교  연 감

486 Ⅳ. 부록

교수 윤석현

교수 김동주

조교 조혜민

교수 이선미교수 전영윤교수 이일훈

조교 황혜진

교수 김창식 교수 이학준

안경광학과 교수·조교

안경광학과 단체

학과 _ 보건과학계열 _ 안경광학과



2013
원 광 보 건 대 학 교  연 감

487Ⅳ. 부록

안경광학과 졸업생

학과 _ 보건과학계열 _ 안경광학과

노윤한 서지영문희승

김영빈 김종은김재중

김동주 김수연김봉수

김종하 김태환김진겸

강병화 김동우길용균



2013
원 광 보 건 대 학 교  연 감

488 Ⅳ. 부록

안경광학과 졸업생

학과 _ 보건과학계열 _ 안경광학과

장지현 황은비홍용기

이노아 이우주이동근

오대훈 오승미오병윤

이재혁 임재영이정미

성효이 안병주신해용



2013
원 광 보 건 대 학 교  연 감

489Ⅳ. 부록

안경광학과 졸업생

학과 _ 보건과학계열 _ 안경광학과

황혜경



2013
원 광 보 건 대 학 교  연 감

490 Ⅳ. 부록

교수 전병영

조교 최우선

교수 한성희

식품영양과 교수·조교

식품영양과 단체

학과 _ 보건과학계열 _ 식품영양과



2013
원 광 보 건 대 학 교  연 감

491Ⅳ. 부록

식품영양과 졸업생

학과 _ 보건과학계열 _ 식품영양과

김하나 박은지박우희

김아름 김장미김은희

김민경 김숙경김상호

김정하 김지수김주희

강민경 고은진고석진



2013
원 광 보 건 대 학 교  연 감

492 Ⅳ. 부록

식품영양과 졸업생

학과 _ 보건과학계열 _ 식품영양과

이미리 이여름이승호

양예지 오선혜양지은

심나리 안수연심푸름

오유미 이다영윤유정

서윤지 송해지손수정



2013
원 광 보 건 대 학 교  연 감

493Ⅳ. 부록

식품영양과 졸업생

학과 _ 보건과학계열 _ 식품영양과

최이선 최혜영최일운

장미림 정소리정민지

임세나 장미나라임현자

정유정 주민지조세미

이여진 이한솔이윤주



2013
원 광 보 건 대 학 교  연 감

494 Ⅳ. 부록

식품영양과 졸업생

학과 _ 보건과학계열 _ 식품영양과

홍선영 홍유정



2013
원 광 보 건 대 학 교  연 감

495Ⅳ. 부록

교수 조은희

조교 최명식

교수 김태성

조교 박아름

교수 이병기 교수 강공언

의무행정과 교수·조교

의무행정과 단체

학과 _ 보건과학계열 _ 의무행정과



2013
원 광 보 건 대 학 교  연 감

496 Ⅳ. 부록

의무행정과 졸업생

학과 _ 보건과학계열 _ 의무행정과

남궁화랑 박건우문대현

김송이 김수현김수빈

김미나 김세완김선정

김이슬 김현민김채현

강현규 김광무권동균



2013
원 광 보 건 대 학 교  연 감

497Ⅳ. 부록

의무행정과 졸업생

학과 _ 보건과학계열 _ 의무행정과

윤소영 윤현정윤향묵

봉선희 송진영손인순

박지은 박현철박찬준

신영천 윤보라유진석

박석찬 박장미박소영



2013
원 광 보 건 대 학 교  연 감

498 Ⅳ. 부록

의무행정과 졸업생

학과 _ 보건과학계열 _ 의무행정과

지근명 진재현진수현

장명재 정규연장석호

이영훈 이현복이재혁

정아름 주지혜조혜란

이수지 이아름이승열



2013
원 광 보 건 대 학 교  연 감

499Ⅳ. 부록

의무행정과 졸업생

학과 _ 보건과학계열 _ 의무행정과

허현아 홍은영

최은아 한동성최정훈



2013
원 광 보 건 대 학 교  연 감

500 Ⅳ. 부록

의무행정과 졸업생

학과 _ 보건과학계열 _ 의무행정과



2013
원 광 보 건 대 학 교  연 감

501Ⅳ. 부록

교수 채원석

조교 정보라

교수 이효주교수 정은경교수 최석준 교수 김영섭 교수 최종운

의무부사관과 교수·조교

의무부사관과 단체

학과 _ 보건과학계열 _ 의무부사관과



2013
원 광 보 건 대 학 교  연 감

502 Ⅳ. 부록

의무부사관과 졸업생

학과 _ 보건과학계열 _ 의무부사관과

김태훈 남은성김현수

김미래 김석운김민정

김도희 김명훈김명규

김연수 김태유김원

강기훈 김광명고명철



2013
원 광 보 건 대 학 교  연 감

503Ⅳ. 부록

의무부사관과 졸업생

학과 _ 보건과학계열 _ 의무부사관과

범진영 서해찬서순성

박세환 박정란박유정

박경진 박상준박상길

박지영 백승은박휘경

류하늘 박건영문현우



2013
원 광 보 건 대 학 교  연 감

504 Ⅳ. 부록

의무부사관과 졸업생

학과 _ 보건과학계열 _ 의무부사관과

이동은 이수진이상필

오지환 윤슬기윤소연

안덕화 양수경안필영

이남기 이동규이덕연

손창재 송혁재송정영



2013
원 광 보 건 대 학 교  연 감

505Ⅳ. 부록

의무부사관과 졸업생

학과 _ 보건과학계열 _ 의무부사관과

정유진 정지이정지민

임우현 장슬기임정민

이태림 이현종이태승

전설화 정석환전소진

이슬 이재성이은미



2013
원 광 보 건 대 학 교  연 감

506 Ⅳ. 부록

의무부사관과 졸업생

학과 _ 보건과학계열 _ 의무부사관과

현광선 홍민기홍련

최미림 최승일최민지

채덕환 최규하채진수

최용륜 태유영최종원

조국현 조혜경조아람



2013
원 광 보 건 대 학 교  연 감

507Ⅳ. 부록

의무부사관과 졸업생

학과 _ 보건과학계열 _ 의무부사관과

홍빛나 황성훈



2013
원 광 보 건 대 학 교  연 감

508 Ⅳ. 부록

의무부사관과 졸업생

학과 _ 보건과학계열 _ 의무부사관과



2013
원 광 보 건 대 학 교  연 감

509Ⅳ. 부록

교수 유현주

조교 이경화

교수 노정애교수 양현옥

조교 박보라

교수 최경옥 교수 조진애

미용피부관리과 교수·조교

미용피부관리과 단체

학과 _ 보건과학계열 _ 미용피부관리과



2013
원 광 보 건 대 학 교  연 감

510 Ⅳ. 부록

미용피부관리과 졸업생

학과 _ 보건과학계열 _ 미용피부관리과

김희정 문희선남수인

김아라 김지선김애영

김소희 김수진김수옥

김진아 김휘현김혜선

국민 김서희김강



2013
원 광 보 건 대 학 교  연 감

511Ⅳ. 부록

미용피부관리과 졸업생

학과 _ 보건과학계열 _ 미용피부관리과

우혜인 유은지유슬기

소은수 신정은송유진

박현정 소은미박혜민

신하나 오경희신희정

박다솜 박슬비박수정



2013
원 광 보 건 대 학 교  연 감

512 Ⅳ. 부록

미용피부관리과 졸업생

학과 _ 보건과학계열 _ 미용피부관리과

조나연 주영미조재경

이슬기 장우선이현지

이솔 이수지이수인

정다움 정우리정보란

윤예지 이소영이서영



2013
원 광 보 건 대 학 교  연 감

513Ⅳ. 부록

미용피부관리과 졸업생

학과 _ 보건과학계열 _ 미용피부관리과

하새리 한소희



2013
원 광 보 건 대 학 교  연 감

514 Ⅳ. 부록

교수 김란

조교 박지혜

허브테라피향장과 교수·조교

허브테라피향장과 단체

학과 _ 보건과학계열 _ 허브테라피향장과



2013
원 광 보 건 대 학 교  연 감

515Ⅳ. 부록

허브테라피향장과 졸업생

학과 _ 보건과학계열 _ 허브테라피향장과

이보람 이서현이빈나

박다솜 박윤미박수지

김보라 노슬비김슬기

양주희 윤선희양혜원

김고은 김민이김다희



2013
원 광 보 건 대 학 교  연 감

516 Ⅳ. 부록

허브테라피향장과 졸업생

학과 _ 보건과학계열 _ 허브테라피향장과

조수빈 최다미최누리

전성은 정미화정경화

최보담 한지혜

이연수 이한나이유민



2013
원 광 보 건 대 학 교  연 감

517Ⅳ. 부록

허브테라피향장과 졸업생

학과 _ 보건과학계열 _ 허브테라피향장과



2013
원 광 보 건 대 학 교  연 감

518 Ⅳ. 부록

교수 이승용

조교 하홍주

교수 조기호 교수 이덕순

의료관광코디네이션과 교수·조교

의료관광코디네이션과 단체

학과 _ 보건과학계열 _ 의료관광코디네이션과



2013
원 광 보 건 대 학 교  연 감

519Ⅳ. 부록

의료관광코디네이션과 졸업생

학과 _ 보건과학계열 _ 의료관광코디네이션과

이민지 이수지이소라

박건우 박지아박선주

김소희 김영진김아람

서라연 이교림양성모

강경원 김단비강성민



2013
원 광 보 건 대 학 교  연 감

520 Ⅳ. 부록

의료관광코디네이션과 졸업생

학과 _ 보건과학계열 _ 의료관광코디네이션과

정예슬 한예지최은주

이은환 전지숙이재은



2013
원 광 보 건 대 학 교  연 감

521Ⅳ. 부록

교수 최연자

교수 정지영

교수 강현임

교수 이정란

교수 김학선

교수 이경완

교수 차진경

교수 한선희

교수 박금숙

교수 김자옥

교수 양경희

교수 문인오

교수 김지현

교수 이애란

교수 김영희

교수 고정옥

간호과 교수·조교

학과 _ 간호계열 _ 간호과

조교 백승진 조교 김이랑조교 김윤미 조교 조한결 조교 함혜경



2013
원 광 보 건 대 학 교  연 감

522 Ⅳ. 부록

간호학과 단체

학과 _ 간호계열 _ 간호학과



2013
원 광 보 건 대 학 교  연 감

523Ⅳ. 부록

교수 최연자

교수 정지영

교수 강현임

교수 이정란

교수 김학선

교수 이경완

교수 차진경

교수 한선희

교수 박금숙

교수 김자옥

교수 양경희

교수 문인오

교수 김지현

교수 이애란

교수 김영희

교수 고정옥

간호학과 교수·조교

간호학과 단체

학과 _ 간호계열 _ 간호학과



2013
원 광 보 건 대 학 교  연 감

524 Ⅳ. 부록

조교 백승진 조교 김이랑조교 김윤미 조교 조한결 조교 함혜경

간호학과 교수·조교

간호학과 졸업생

학과 _ 간호계열 _ 간호학과

김다운 김미선김다혜

강인화 고아라강정현

고해선 김다영고현정



2013
원 광 보 건 대 학 교  연 감

525Ⅳ. 부록

간호학과 졸업생

학과 _ 간호계열 _ 간호학과

김유은 김은주김윤경

김선미 김소이김선호

김보람(1) 김서진김보람(2)

김수빈 김슬이김수진

김미형 김보경김민아



2013
원 광 보 건 대 학 교  연 감

526 Ⅳ. 부록

간호학과 졸업생

학과 _ 간호계열 _ 간호학과

박민영 박수연박수경

노아란 문소원두자애

김진하 나유림나원미

문지현 박민선박경윤

김정은 김지수김정호



2013
원 광 보 건 대 학 교  연 감

527Ⅳ. 부록

간호학과 졸업생

학과 _ 간호계열 _ 간호학과

송희 신소라신선호

백선미 백한나백의진

박지영 배연이박현아

서자영 성지연서혜연

박예진 박제민박정훈



2013
원 광 보 건 대 학 교  연 감

528 Ⅳ. 부록

간호학과 졸업생

학과 _ 간호계열 _ 간호학과

이동연 이미영이미리

옥소미 유혜림유현영

오은지 오지희오지혜

육미선 이경민윤신영

신수연 양신실심규민



2013
원 광 보 건 대 학 교  연 감

529Ⅳ. 부록

간호학과 졸업생

학과 _ 간호계열 _ 간호학과

이지혜 이하연이하령

이연서 이은영이유나

이소희 이슬기이슬

이은정 이정은이의봉

이상아 이세정이선영



2013
원 광 보 건 대 학 교  연 감

530 Ⅳ. 부록

간호학과 졸업생

학과 _ 간호계열 _ 간호학과

정민주 정수진정수영

전소윤 전초이전인선

임지현 장상권장사라

전혜림 정다혜전희재

이현옥 임은주임선주



2013
원 광 보 건 대 학 교  연 감

531Ⅳ. 부록

간호학과 졸업생

학과 _ 간호계열 _ 간호학과

채보름 최미정천고운

조주연 조현주조한울

정재희(1) 정현진정재희(2)

주수진 진란진나리

정애진 정장한정은지



2013
원 광 보 건 대 학 교  연 감

532 Ⅳ. 부록

간호학과 졸업생

학과 _ 간호계열 _ 간호학과

홍사라 황지현홍연지

한다정 홍단희한송이

황혜수

최선일 최지연최우정



2013
원 광 보 건 대 학 교  연 감

533Ⅳ. 부록

간호학과 졸업생

학과 _ 간호계열 _ 간호학과



2013
원 광 보 건 대 학 교  연 감

534 Ⅳ. 부록

간호학과 졸업생

학과 _ 간호계열 _ 간호학과



2013
원 광 보 건 대 학 교  연 감

535Ⅳ. 부록

간호학과 졸업생

학과 _ 간호계열 _ 간호학과



2013
원 광 보 건 대 학 교  연 감

536 Ⅳ. 부록

교수 조순옥 교수 이정순교수 마지순교수 윤희순 교수 이선채 교수 김기철

유아교육과 교수·조교

유아교육과 단체

학과 _ 보건복지계열 _ 유아교육과



2013
원 광 보 건 대 학 교  연 감

537Ⅳ. 부록

조교 신상란 조교 유민지

유아교육과 단체

학과 _ 보건복지계열 _ 유아교육과

유아교육과 졸업생

김수진 김은아김슬기

강도희 고영선강슬기

권유정 김세라김다혜



2013
원 광 보 건 대 학 교  연 감

538 Ⅳ. 부록

유아교육과 졸업생

학과 _ 보건복지계열 _ 유아교육과

유은지 윤다희유재영

박효경 손모아소원희

김희연 박명옥나형은

양정은 유별나우주리

김정아 김효정김푸름



2013
원 광 보 건 대 학 교  연 감

539Ⅳ. 부록

유아교육과 졸업생

학과 _ 보건복지계열 _ 유아교육과

정소연 황세송정은경

장소영 전희선장진주

이기은 이재연이자영



2013
원 광 보 건 대 학 교  연 감

540 Ⅳ. 부록

교수 김인종 교수 김찬기 교수 김경교수 한석우 교수 이정숙 교수 김석준

사회복지과 교수·조교

사회복지과 단체

학과 _ 보건복지계열 _ 사회복지과



2013
원 광 보 건 대 학 교  연 감

541Ⅳ. 부록

교수 이건중 조교 이주영조교 이정현교수 박학배 조교 이선미

사회복지과 교수·조교

학과 _ 보건복지계열 _ 사회복지과

사회복지과 졸업생

권하민 김막래김국희

강승우 강희연강준영

고수경 국민수고혜나



2013
원 광 보 건 대 학 교  연 감

542 Ⅳ. 부록

사회복지과 졸업생

학과 _ 보건복지계열 _ 사회복지과

김하현 김형섭김현이

김은영 김지연김이슬

김영범 김윤정김영이

김지은1 김태경김지은2

김미선 김연지김선미



2013
원 광 보 건 대 학 교  연 감

543Ⅳ. 부록

사회복지과 졸업생

학과 _ 보건복지계열 _ 사회복지과

박지은 박해순박진주

박기도 박순자박민주

문성빈 민은영민명자

박여원 박용인박요나단

김혜원 남승룡나상훈



2013
원 광 보 건 대 학 교  연 감

544 Ⅳ. 부록

사회복지과 졸업생

학과 _ 보건복지계열 _ 사회복지과

양민규 염창중양석례

송아름 신수연송지아

석연경 송다희송경남

신정숙 안성진심다혜

박혜수 서옥례배소희



2013
원 광 보 건 대 학 교  연 감

545Ⅳ. 부록

사회복지과 졸업생

학과 _ 보건복지계열 _ 사회복지과

이성아 이승민이수진

유화정 윤정미육수미

오점례 유경식유가현

윤정임 이미진이도희

양수진 오은화양현경



2013
원 광 보 건 대 학 교  연 감

546 Ⅳ. 부록

사회복지과 졸업생

학과 _ 보건복지계열 _ 사회복지과

장민희 정세영정민지

이지영 이진경이지은

이유라 이주희이은희

임미화 임현지임지선

이승아 이옥수이영희



2013
원 광 보 건 대 학 교  연 감

547Ⅳ. 부록

사회복지과 졸업생

학과 _ 보건복지계열 _ 사회복지과

최은숙 한숙경최혜리

조은혜 주성빈주기쁨

정하온 조영란조연지

채명석 최국환채평화

정연화 정윤지정유리



2013
원 광 보 건 대 학 교  연 감

548 Ⅳ. 부록

사회복지과 졸업생

학과 _ 보건복지계열 _ 사회복지과

황호숙

홍영준 황은비황보연

허윤희 홍승희홍성주



2013
원 광 보 건 대 학 교  연 감

549Ⅳ. 부록

사회복지과 졸업생

학과 _ 보건복지계열 _ 사회복지과



2013
원 광 보 건 대 학 교  연 감

550 Ⅳ. 부록

사회복지과 졸업생

학과 _ 보건복지계열 _ 사회복지과



2013
원 광 보 건 대 학 교  연 감

551Ⅳ. 부록

교수 정원훈

조교 김봉교

경호스포츠과 교수·조교

경호스포츠과 단체

학과 _ 보건복지계열 _ 경호스포츠과



2013
원 광 보 건 대 학 교  연 감

552 Ⅳ. 부록

경호스포츠과 졸업생

학과 _ 보건복지계열 _ 경호스포츠과

조승일 최명아조학근

오동완 윤창섭유수민

김지영 안현민백형민

이은선 정시우장기봉

강서구 김주형김연중



2013
원 광 보 건 대 학 교  연 감

553Ⅳ. 부록

경호스포츠과 졸업생

학과 _ 보건복지계열 _ 경호스포츠과

최문호 한주영최진현



2013
원 광 보 건 대 학 교  연 감

554 Ⅳ. 부록

교수 장기성

조교 이성완

교수 송복희 교수 김영태

다문화복지과 교수·조교

다문화복지과 단체

학과 _ 보건복지계열 _ 다문화복지과



2013
원 광 보 건 대 학 교  연 감

555Ⅳ. 부록

다문화복지과 졸업생

학과 _ 보건복지계열 _ 다문화복지과

진주희 천태인

부티멘(남지혜) 이지연이윤희

김지혜 박예인김희연

임신영 조혜진조일주

강소라 김소현김미정



2013
원 광 보 건 대 학 교  연 감

556 Ⅳ. 부록

다문화복지과 졸업생

학과 _ 보건복지계열 _ 다문화복지과



2013
원 광 보 건 대 학 교  연 감

557Ⅳ. 부록

교수 신형섭

조교 문기훈

교수 손경환교수 김재곤 교수 김연선 교수 오선숙

호텔관광과 교수·조교

호텔관광과 단체

학과 _ 호텔관광계열 _ 호텔관광과



2013
원 광 보 건 대 학 교  연 감

558 Ⅳ. 부록

호텔관광과 졸업생

학과 _ 호텔관광계열 _ 호텔관광과

전주연 최문성

박길재 이주리양승일

김동은 김송화김민수

이지수 이한철이한천

고건국 김다윤곽효민



2013
원 광 보 건 대 학 교  연 감

559Ⅳ. 부록

호텔관광과 졸업생

학과 _ 호텔관광계열 _ 호텔관광과



2013
원 광 보 건 대 학 교  연 감

560 Ⅳ. 부록

교수 송경숙

조교 김시인

교수 김종현 교수 서영호

외식조리산업과 교수·조교

외식조리산업과 단체

학과 _ 호텔관광계열 _ 외식조리산업과



2013
원 광 보 건 대 학 교  연 감

561Ⅳ. 부록

외식조리산업과 졸업생

학과 _ 호텔관광계열 _ 외식조리산업과

이준경 임재왕임미나

민지홍 박창우박종원

김상준 김혜성김현정

서덕현 유정민서문선

강연경 김나현고아름



2013
원 광 보 건 대 학 교  연 감

562 Ⅳ. 부록

외식조리산업과 졸업생

학과 _ 호텔관광계열 _ 외식조리산업과

최수한 최희수최지은

조정만 최솔이최소정

정수진 조미진조다혜



2013
원 광 보 건 대 학 교  연 감

563Ⅳ. 부록

외식조리산업과 졸업생

학과 _ 호텔관광계열 _ 외식조리산업과



2013
원 광 보 건 대 학 교  연 감

564 Ⅳ. 부록

교수 박인주

조교 김춘강

교수 이혜경 교수 이소영

항공서비스과 교수·조교

항공서비스과 단체

학과 _ 호텔관광계열 _ 항공서비스과



2013
원 광 보 건 대 학 교  연 감

565Ⅳ. 부록

항공서비스과 졸업생

학과 _ 호텔관광계열 _ 항공서비스과

박예지 박찬미박지원

김연주 김한별김진솔

김보름 김소망김소라

김한빛 문지은문수연

강지원 김민주김다예



2013
원 광 보 건 대 학 교  연 감

566 Ⅳ. 부록

항공서비스과 졸업생

학과 _ 호텔관광계열 _ 항공서비스과

정다혜 조미희정소리

이승미 이유미이유리

심경은 이슬기이수빈

이은성 임도연이한나

서주희 신샛별송하늘



2013
원 광 보 건 대 학 교  연 감

567Ⅳ. 부록

항공서비스과 졸업생

학과 _ 호텔관광계열 _ 항공서비스과

최혜림 황인우한은영

조민영 최송이조혜연



2013
원 광 보 건 대 학 교  연 감

568 Ⅳ. 부록

항공서비스과 졸업생

학과 _ 호텔관광계열 _ 항공서비스과



2013
원 광 보 건 대 학 교  연 감

569Ⅳ. 부록

교수 김완호 교수 이안근 조교 류란지

공무원행정과 교수·조교

공무원행정과 단체

학과 _ 사회실무계열 _ 공무원행정과

강소영 김문정김다정

공무원행정과 졸업생



2013
원 광 보 건 대 학 교  연 감

570 Ⅳ. 부록

공무원행정과 졸업생

학과 _ 사회실무계열 _ 공무원행정과

이주화1 임동현이주화2

방수현 오주희오동찬

박은수 박지훈박준우

오현승 이선규윤예지

김영옥 맹윤주김진욱



2013
원 광 보 건 대 학 교  연 감

571Ⅳ. 부록

공무원행정과 졸업생

학과 _ 사회실무계열 _ 공무원행정과

정미옥 한예은한서희

임재현 장지원임혜정



2013
원 광 보 건 대 학 교  연 감

572 Ⅳ. 부록

교수 이학렬

조교 최효정

세무회계과 교수·조교

세무회계과 단체

학과 _ 사회실무계열 _ 세무회계과



2013
원 광 보 건 대 학 교  연 감

573Ⅳ. 부록

세무회계과 졸업생

학과 _ 사회실무계열 _ 세무회계과

유지원 이명은이다영

김해림 나다혜김형민

김성은 김슬기김수정

박수빈 서진희박진모

강진원 김고은강희연



2013
원 광 보 건 대 학 교  연 감

574 Ⅳ. 부록

세무회계과 졸업생

학과 _ 사회실무계열 _ 세무회계과

황호익

정병철 조인환정재승

임국동 정다운장우선

최진희 한아름최창영

이정노 이현진이정희



2013
원 광 보 건 대 학 교  연 감

575Ⅳ. 부록

세무회계과 졸업생

학과 _ 사회실무계열 _ 세무회계과



2013
원 광 보 건 대 학 교  연 감

576 Ⅳ. 부록

교수 이공섭

조교 김호연

교수 김동균

창업경영과 교수·조교

창업경영과 단체

학과 _ 사회실무계열 _ 창업경영과



2013
원 광 보 건 대 학 교  연 감

577Ⅳ. 부록

창업경영과 졸업생

학과 _ 사회실무계열 _ 창업경영과

정재연 최호연최준희

이덕현 정미라이한별

김강은 배규원김준혁



2013
원 광 보 건 대 학 교  연 감

578 Ⅳ. 부록

교수 이기영

조교 백연주

교수 이옥재 교수 홍현술

정보부사관과 교수·조교

정보부사관과 단체

학과 _ 사회실무계열 _ 정보부사관과



2013
원 광 보 건 대 학 교  연 감

579Ⅳ. 부록

정보부사관과 졸업생

학과 _ 사회실무계열 _ 정보부사관과

이진우 임가현이희훈

유철진 이대운유현상

서정원 안성국손석인

이은기 이지현이재원

고서빈 박대현김유용



2013
원 광 보 건 대 학 교  연 감

580 Ⅳ. 부록

정보부사관과 졸업생

학과 _ 사회실무계열 _ 정보부사관과

추한용

임동균 최유민정지석



2013
원 광 보 건 대 학 교  연 감

581Ⅳ. 부록

교수 양훈

조교 김경현

교수 김경숙 교수 김동환 교수 김상경

주얼리디자인과 교수·조교

주얼리디자인과 단체

학과 _ 실용예술계열 _ 주얼리디자인과



2013
원 광 보 건 대 학 교  연 감

582 Ⅳ. 부록

주얼리디자인과 졸업생

학과 _ 실용예술계열 _ 주얼리디자인과

이영상 최명규정재훈

박준영 신형원박치훈

박보미 박은규박상민

양한결 이승우오현서

김가영 김해란김태호



2013
원 광 보 건 대 학 교  연 감

583Ⅳ. 부록

주얼리디자인과 졸업생

학과 _ 실용예술계열 _ 주얼리디자인과

최정아 홍승철



2013
원 광 보 건 대 학 교  연 감

584 Ⅳ. 부록

교수 최귀섭 교수 노형우 교수 조상익 교수 박완규

실용음악과 교수·조교

실용음악과 단체

학과 _ 실용예술계열 _ 실용음악과



2013
원 광 보 건 대 학 교  연 감

585Ⅳ. 부록

실용음악과 졸업생

학과 _ 실용예술계열 _ 실용음악과

채성석 최현민최민재

민주현 윤인선염진경

김세진 김효성김진후

이다운 정예성이부열

강길호 김가은강석우



2013
원 광 보 건 대 학 교  연 감

586 Ⅳ. 부록

실용음악과 졸업생

학과 _ 실용예술계열 _ 실용음악과

허아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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