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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원별 학위 구분 학위 과정 학과 학위종별

대학원 학술학위

박사과정

경영학과 경영학박사

항공운항서비스학과 항공운항서비스학박사

외식경영학과 외식경영학박사

정보통신학과 공학박사

보건과학과 이학박사

석사과정

경영학과 경영학석사

정보통신학과 공학석사

에너지IT공학과 공학석사

스마트모바일학과 공학석사

디자인학과 미술학석사

공연영상학과 공연영상학석사

교육목표 

Mission and 
Objectives

교육목표 

Mission and 
Objectives

발전계획 

Strategy

발전계획 

Strategy

대학원 

Graduate School 

학과 및 전공 

Department 
and Majors

학위수여 

Degree 
Reguirements

건학이념인 홍익인간을 구현하고 사회발전에 기여하는 인성과 창의성을 갖춘 전문 실용 인재 양성 본 대학교의 설립정신에 입각하여 국가와 인류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합리적이고 창의적인 석학을 육성하는데 

있다. 따라서 이러한 교육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대학교육의 목적을 가일층 심오하게 추구함과 동시에 학술

연구에 있어서의 창의적 능력과 지도자적 인격을 함양함으로써 국가 발전을 위한 인재를 양성하고자 한다.

급변하는 산업·지역사회에 필요한 인재 양성을 위해 사회수요 맞춤 및 융합 학문을 전공한 전문가 양성이 필요하

다. 또한 변화하는 시대가 요구하는 진정한 글로벌 리더와 그 리더를 키워낼 수 있는 전문가의 양성이 절실하다. 

미래사회에 필요한 인재 양성·변화하는 시대가 요구하는 진정한 글로벌 리더 양성 대학원 

홍익인간을 구현할 
미래 창의융합형 

인재 양성 

문제 제시형  창의인

미래사회 기여 융합·전문인

소통·협력의 글로벌리더

Mission Objectives

과정구분 전공 연구 이수학점

석사학위과정 24학점 3학점 27학점 이상

박사학위과정 36학점 3학점 39학점 이상

CSR-Global Leader 대학원

54

일반대학원 교육대학원 글로벌대학원 보건과학대학원
산업기술보안

대학원

사회수요 
맞춤형 
특성화 
대학원

리더십 전문 대학원

 국제사회가 요구하는

 글로벌 리더 육성

융합대학원(Convergence)

미래사회가 요구하는 

융합학문전문가 양성

글로벌 경영 대학원

미래형 Entrepreneur 육성

특성화 대학원(Speciality)

 항공 및 보건의료전문가 양성

글로벌 교육 대학원

세계적인 리더를 키우기 위한 

전문가 양성

R&D 전문 대학원

신재생에너지 및 산업기술

 안보전문가 양성

미
래 

창
의·

융
합
형 

인
재 

육
성

국제화 & 
글로벌 
리더 

대학원

미래 창의·융합형 인재 육성

창업전문가 

교육시스템

혁신적 ICT 

교육시스템

미래형 전문가 

교육시스템

World-leading 

교육시스템

창의 융·복합 

교육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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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용혁 교수

성균관대학교 전기전자및컴퓨터공학 박사

블록체인, IoT 등의 분산 컴퓨팅과 보안 컴퓨팅 연구

전) 한국전자통신연구원 위촉연구원

전) 전자부품연구원 위촉연구원

현) 한국정보보호학회 심사위원

현) 한국지식정보기술학회 정회원

● 유한수 교수

고려대학교 대학원 경영학박사

현) 한국연구재단 학술지평가위원

현) 한국기업경영학회 부회장

현) 대한경영학회 상임 이사

현) 한국건물관리학회 이사

● 김범석 교수

Old Dominion University 경영학박사

현) 한국항공경영학회 이사

현) 경기도시공사 평가위원

주요 논문:  -The U.S. QE and Spillover Effects among U.S and 
Asia-Pacific Real Estate Markets: Evidence from REIT ETFs.

-Information Transmission Effects between Airline Stock Prices 
and Macroeconomic Factors: Evidence from Airline ETF.

주임교수

INTERVIEW

학과 및 전공 소개

인적자원관리, 회계학, 재무관리, 마케팅 등과 같은 경영학 분야에 대해 심도 깊은 연구를 수행한다. 경영

분야는 시대의 변화에 따라 끊임없이 변화하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추세에 알맞은 교육과정을 개발하고 

제공하고자 한다. 정보통신기술의 발전과 운송수단의 발전으로 세계가 글로벌화 되고 있는데 글로벌 경

영환경에서 필요한 교육과정을 제공한다.

교육목표

사회의 각 경영분야에서 필요로 하는 인재양성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제4차 산업시대에 알맞은 지식과 

사고능력을 함양하는데 중점을 두고 있다. 학문의 융합이라는 추세에 맞추어 다양한 경영분야를 학습하

고 연구할 수 있는 토양을 배양하고자 한다. 수출, 합자투자, 해외투자 등이 우리나라 기업에서 중요한 부

분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변화하는 글로벌 경영환경에서 경쟁력을 갖춘 인재를 양성하고자 한다. 

경영환경과 관련된 자료를 수집·분석하여 경영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 능력을 함양하고 변화하는 경

영환경에 대하여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춘 인재를 양성하고자 한다. 본 대학원의 교육

과정은 전문지식 및 현장감각을 갖춘 경영인력을 배출하도록 편성되어 있다. 

교육과정

전공선택 연구방법론

•경영학특론 •마케팅특론

•재무회계론 •경영전략특론

•투자론특론 •글로벌마케팅특론

•금융시장특론 •e-비즈니스특론

•조사방법론

•연구방법세미나 I

학과 특징

경영학과는 일반대학원 박사 및 석사과정, 그리고 글로벌경영대학원 석사과정의 운영을 통해 종합적인 

경영학 교육을 제공하고 있다. 경영학과는 지역의 다양한 단체들과 교류를 통하여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

하고 있으며 산학협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다.

우수한 학생들의 원활한 학업수행을 위하여 각종 장학금 혜택을 제공하고 있어 대부분의 재학생들이 장

학금 혜택을 받고 있다. 또한 대학원생들은 캠퍼스의 각종 편의시설 및 교육지원시설을 이용할 수 있다.

Q. 경영학과에 대한 소개를 부탁드립니다.

A. 경영학과는 저희 대학원에서 오랜 전통을 가진 학과로서 지금까지 그 명맥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저희 학

과 졸업생들은 경영학과의 특성상 다양한 분야에서 종사하고 있습니다. 일반 기업 뿐만 아니라 중앙정부, 지

방자치단체, 학교에서 활동하고 있습니다.

Q. 경영학과의 특징은 무엇인가요?

A. 변화하는 경영환경에 대응할 수 있는 인재를 육성하기 위해 교과과정에 경영학 뿐만 아니라 주변 관련 학문

도 배울 기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경영학은 사회에 여러 분야에서 필요로 하는 학문이기 때문에 장래 전망이 

매우 밝다고 할 수 있습니다. 

경영학 전공
Major in Business

경영학과

F
A

C
U

L
T

Y

미국 노던 아리조나 대학(Northern Arizona Univeristy) 교수와 사진 촬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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졸업생

INTERVIEW

F
A

C
U

L
T

Y

● 이효선 교수

중앙대학교 인적자원개발학 박사

다양성, 폐기학습, 진로준비행동, 항공산업 인적자원개발

대한항공 서비스맨상 수상(1990)

뉴스메이커 주관 2012 대한민국을 이끄는 혁신 리더,  
혁신항공서비스교육인 부문에 선정

스포츠 동아 주관 2013 고객감동경영 & TOP BRAND 대상,  
아름다운 교육인 부문 대상 수상

현) 기업교육학회 이사

현) 한국기술교육대학교직업능력심사평가위원

현) 근로복지공단 인재개발원 자문위원 

현) 한국교육학회 정회원

현) 한국융합학회 정회원  

● 장우정 교수

성균관대학교 경영학박사

항공경영, 서비스마케팅

대한항공 사장 표창(1999년), 우수 승무원 표창(2000년)

한국유통학회 우수논문발표상 수상(2013년)

현) Journal of Marketing Thought 편집위원

현) 한국관광·레저학회 정회원

현) 융합학회 정회원

현) 한국마케팅학회 정회원

● 양정미 교수

인하대학교 교육학박사

항공사 서비스교육 프로그램 개발, 항공산업
요구분석

항공사 인재 심리적·환경적 환경 연구

동아시아 식생활학회 우수연구상 수상

현) 한국관광·레저학회 상임이사

현) 한국관광학회 정회원

현) 한국사진지리학회 정회원

현) 한국융합학회 정회원

현) 동아시아 식생활학회 정회원

Q. 극동대대학원 항공운항서비스학과(박사과정)에 지원한 이유는?

A. 석사공부를 하며 일하면서 공부를 한다는 것이 힘들긴 했지만 내가 하는 일과 관련된 학문을 배운다는 

것에 큰 매력을 느꼈습니다. 그래서 좀 더 공부하고 싶다는 욕심이 났습니다. 극동대대학원 항공운항서비

스학과는 항공서비스의 특화된 박사학위과정이기 때문에 나중에 저의 경력개발을 위해서도 일관성을 확

보하기 위해 꼭 들어오고 싶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또한 교수님들의 현장경험에서 나오는 이론과 실제의 

접목에 대한 학습이 더 효과적일 것이라 생각했기 때문에 지원하였습니다.

Q. 대학원에서 수업하면서 가장 많이 도움이 된 것은 무엇인가요? 

A. 서비스에 대한 다양한 연구방법에 대해 배운 것이 굉장히 도움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예전에는 물리적 

행위로만 생각되었던 서비스라는 것이 다양한 이론을 가지고 있으며 여러 요인에 의해 영향을 받기도 하

고 또 영향을 주기도 한다는 점이 무척 재미있었습니다. 

Q. 후배들에게 하고 싶은 이야기들이 있다면?

A. 학문이라는 것은 사람을 참 풍요롭게 해준다는 것을 저는 박사과정을 통해 깨달았습니다. 논문을 쓰는 동안 

포기하고 싶은 순간이 있을 정도로 힘든 적도 있었지만 그 시간들이 지나고 보니 모두 너무나 감사한 순간들이

었습니다. 박사과정이라는 것이 배움의 기쁨과 고통이 함께 찾아오지만 논문을 완성한 이후의 기쁨은 그 무엇

과도 바꿀 수 없는 소중한 경험이고 성취입니다. 후배여러분들도 그 짜릿한 순간을 꼭 경험하시기 바랍니다.

학과 및 전공 소개

글로벌 시대의 서비스산업은 뛰어난 고용창출 효과와 함께 그 중요성이 더욱 부각되고 있다. 본 학과는 

친숙하고 일상적인 서비스 개념을 항공 산업에 적용하여 새로운 정의를 확립하고 이를 현장의 사례에 적

용할 수 있도록 한다. 또한 석사과정에서 수학한 이론들을 바탕으로 다양한 연구방법을 적용하여, 항공 

산업 분야의 서비스 관련 분야 중 특별히  항공산업에 해당되는 현상들에 대한 이론을 구축한다.

교육목표

•항공서비스분야의 전문 연구 인력을 양성한다.

•항공서비스 인재를 양성할 수 있는 교수 인력을 양성한다.

•한국형 서비스문화 창출 및 확산에 기여할 수 있는 서비스 전문 인력을 양성한다.      

교육과정

항공운항서비스전공필수과목 맞춤형 전공선택과목 연구방법론

•항공서비스마케팅의 이해

•항공승무교육교수설계

•전략적 HRD

•조직행동과 이론

•항공커뮤니케이션의 이해

•항공서비스품질경영전략

•항공서비스경영연구

•항공조직개발전략으로써의 AI연구

• 항공교육훈련 상담 및 코칭서비스

경영 리더십

•수리통계학

•항공서비스연구방법론

•논문연구Ⅰ

•논문연구Ⅱ

•논문연구Ⅲ

항공운항서비스 전공
Major in Airline Cabin Service 
Management

항공운항서비스학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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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대학원 때의 공부가 실무에서 어떻게 도움이 되었나요?

A. 저는 식음료 서비스 분야 직업교육 전문가로써 산업현장의 해당 직무 교육프로그램 기획 및 관리와 실

행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NCS(국가직무능력표준) 분야 교육 프로그램 개발 단계에서 이론에 

바탕을 둔 기획이 가장 중요함에도 불구하고 경험에 의존할 수밖에 없어 업무의 한계를 느끼고 있었습니

다. 대학원에서 외식산업 분야에 적용할 수 있는 다양한 이론을 학습하면서 응용방법을 탐구할 수 있게 

되었고, 넓은 관점에서 상황을 바라볼 수 있는 능력은 물론 향상된 업무 처리 능력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Q. 미래의 후배들에게 조언 한마디 부탁합니다.

A. 외식경영학을 전공하시는 후배님! 저는 세상은 프레임을 디자인하고, 읽어 나가는 사람이 전문경영인

이 될 수 있다는 지도교수님의 가르침을 이해하고서야 대학원에서 내가 이루어야 하는 구체적인 목표가 

생겼습니다. 시작은 곧 끝을 향해 달려가는 것이고, 끝은 다시 새로운 출발점에 도달하는 것입니다. 극동

대학교 대학원 외식경영학과에서 새로운 인생의 시작을 디자인 하셨기에 최선을 다해서 전진하고 지치

지 말고 달려가십시오. 곧 새로운 인생이 후배님들 앞에 기다리고 있을 것입니다. 

● 전유정 교수

경희대학교 대학원 조리외식경영학 박사

2017년 Factors influencing the behavioral intention to use food 
delivery apps. Social Behavior and Personality [SSCI] 외 다수

서울 문화관광해설사 영문표준매뉴얼 작성

전) International Journal of Tourism and Hospitality Research 
Associate Editor

현) 한국호텔외식관광경영학회 학술이사

현) 한국호텔관광학회 학술이사

● 신경은 교수

경희대학교 대학원 조리외식경영학 박사

농촌진흥청 한식세계화 프로젝트 수행

㈜한국외식관광연구원 연구 수행

소스관련 다수의 특허 출원 및 저서

현) 한국음식평론가협회 이사

현) (사)한국조리학회 이사

졸업생

INTERVIEW

Q. 자기소개를 부탁드립니다.

A. 저는 2018년 2월에 박사학위를 받은 극동대학교 대학원 외식경영학과 1기 졸업생 김득만입니다. 현

재 사단법인 한국커피협회 부회장 및 국가인적자원개발위원회(ISC) 위원으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또한 

국제식음료교육개발원학원 설립자로 커피 바리스타 국가직무능력표준(NCS) 과정을 기획·운영하고 있

습니다.

Q. 극동대 대학원 외식경영학과의 장점에 대해 말해주세요.

A. 극동대 대학원 외식경영학과는 국내 외식산업 중 식음료서비스분야 관리 및 경영에 최적의 학과 운영 

프로그램을 가지고 있습니다. 특히, 외식산업 직업교육 프로그램 기획 및 운영자들의 요구에 적합한 교과

운영과 해당 분야의 인적 네트워크가 잘 구성되어 있는 것이 가장 차별화된 장점이라 할 수 있습니다. 또

한 교수님들의 꼼꼼하고 열정적인 논문지도는 타 대학원 학생들에게 부러움의 대상이었습니다.

학과 및 전공 소개

외식산업은 비약적인 성장과 발전을 거듭하면서 글로벌 시대의 미래 산업으로 자리매김함에 따라 다양

한 경험뿐만 아니라 이론적 능력을 갖춘 전문 인력에 대한 수요가 지속적으로 창출되고 있다. 이에 외식

경영학과는 외식산업의 전문 학술에 관한 이론과 응용방법을 교수하고 연구함으로써 외식경영분야의 전

문경영기술을 지닌 인력을 양성하고자 지식 창출과 문제해결의 능력을 교육의 핵심으로 하여 조사방법

론, 통계학 등의 연구방법과 관련된 과목은 물론 외식경영전략특론, 외식마케팅전략 등의 전공심화 과목 

학습을 통해 외식경영 분야의 핵심 주제를 보다 심화하는 전문화된 과정을 운영한다.

교육목표

외식분야의 전문경영 지식을 지닌 인재 양성을 위해 다음과 같은 교육 목표를 가진다.

•창의적이고 독립적인 연구능력을 갖춘 연구자 양성

•외식 트렌드 분석 및 전략 수립의 기획능력을 갖춘 외식산업 전문가 양성 

•경쟁력 있는 외식서비스 조직화 및 운영 능력을 갖춘 인력 양성 

•국제적 감각과 서비스마인드를 겸비한 전문 인력 양성

교육과정

맞춤형 전공선택과목 연구방법론

•외식서비스경영

•프랜차이즈시스템연구

•외식마케팅전략

•외식인적자원관리

•외식경영전략특론

•외식소비자행동론

•연회서비스경영론

•고객만족특론

•레스토랑 시설 및 설비디자인

•식음료관리특론

•비교음식문화연구

•메뉴관리론

•식품문화사연구

•식품상품학

•식품위생학

•식품품질평가연구

•연구조사방법론

•통계학

•논문연구 Ⅰ

•논문연구 Ⅱ

•논문연구 Ⅲ

•논문연구 Ⅳ

외식경영학 전공
Major in Food Service 
Management 

외식경영학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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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몰입과 실험자료 정리를 통해 하나의 결론을 돌출하는 데에 큰 힘이 되었던 경험이었습니다.

그 후 박사과정을 하던 중 특별히 기억에 남는 일은 교수님들과 박사과정 재학생 모두가 국제학술대회에

(ICCT) 참가하였을 때였습니다. 한 사람도 빠짐없이 논문을 발표하고 마치 학부시절로 돌아간 듯 함께 즐

거운 시간을 보냈습니다. 우리 대학원은 각 분야에 탁월한 능력을 소유한 여러 병원의 선생님들과 최고의 

교수님들이 하모니를 이루어 오늘 이순간에도 교수님들 열정과 애정, 대학원생들 노력으로 하나 하나 열

매를 맺고 있는 중 입니다.

 미래나 현재 상황에 대한 우려로 시작도 하기전에 고민하고 계십니까? 뜻과 열정이 있다면 일단 도전하

여 새로운 미래를 위한 발걸음을 내 디뎌야 합니다. 가지 못하면 알 수 없고, 보지 못하면 느낄 수 없습니

다. 극동대학교 일반대학원 보건과학과는 지치지 않은 열정으로 지도하는 교수님들과 그 열정에 함께 할 

수 있는 마음가짐만 있다면, 한걸음 더 도약을 위한 여러분의 도전은 언제나 가능할 것입니다.

자 ~~~한번 도전해 보지 않겠습니까? 

재학생

INTERVIEW

안녕하세요. 저는 극동대학교 일반대학원 보건과학과 박사과정에 재학중인 김승기 입니다. 오랜 임상생

활과 학회활동으로 나름대로의 전문성을 위해 노력하였지만 항상 어딘가 조금은 부족한 부분이 있다고 

느꼈습니다. 그 부족한 부분을 채우기 위해 고심하던 중 조금 더 깊은 연구를 해보고 싶어 극동대학교 대

학원 석사과정을 마치고 현재는 박사과정에 재학하고 있습니다.

저의 석사 논문은 『뇌동맥류환자의 코일색전술시 뇌동맥류 크기에 따른 코일 사용량에 대한 연구』로 고

가 치료 재료인 코일 사용량이 보험적용기준에 맞게 사용되었는지를 평가하고 향후 뇌동맥류 크기에 따

른 평균적인 코일 사용량에 대한 통계자료를 제공함으로써 치료계획을 세우는 데에 도움을 주고자 하는 

목적으로 연구하였습니다. 

그 연구를 통해 다시한번 논문 작성에 대한 기준과 원칙을 배우게 되었고, 그동안 갈망하였던 연구에 대

학과 및 전공 소개

보건과학 관련 분야에서의 지도적 역할을 담당할 보건과학전문가를 양성하고 관련 산업분야의 학문연

구를 담당할 보건과학자를 육성한다. 또한 보건과학 분야의 선도적 연구와 실천으로 국민보건향상에 기

여하는데 목적이 있다. 이를 실현하기 위해 보건계열 융복합 특성화로 보건전문가의 역량을 극대화 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교육목표

보건과학 관련 분야에서의 지도적 역할을 담당할 보건과학 전문가를 양성하고 관련 산업분야의 학문연

구를 담당할 보건과학자를 육성한다. 또한 보건과학 분야의 선도적 연구와 실천으로 국민보건향상에 기

여하는데 목적이 있다.

교육과정

전체 교과목

•보건정책학특론

•보건과학연구방법론

•고급 통계 방법론 I

•고급 통계 방법론 Ⅱ

•고급 디지털의료영상분석

•고급 의료영상정보학

•방사선안전 및 관리

•방사선과학 교육특론

•방사선물리 및 선량학

•방사선계측학

•방사선영상의학 세미나

•방사선종양학 세미나

•나노의료기술 개론

•의학레이저 응용

•고급 임상광학

•고급 광학재료

•빅데이터 처리론

•보건과 광학

•보건과 양안시

•시각인지기능론

•고급분자생물학 

•병원미생물학

•감염관리학 

•논문연구

학과의 장점/비전

전국적으로 보건계열학과를 졸업하고 상위 학위과정으로 진학하려는 수요가 늘어가고 있다. 극동대학교 

보건과학과는 다양한 보건계열학과를 융합하여 서로 연계되는 분야를 전문적으로 배움으로써 보건과학

분야의 발전에 기여하고, 충북지역 및 수도권에서 보건전문가들에게 근거리 대학원에 진학할 수 있는 기

회를 제공하고 있다. 또한 보건계열 융복합 특성화로 병원내 보건전문가의 역량을 극대화 할 수 있는 기

회를 제공하고 있다. 

보건과학 전공
Major in Health Science

보건과학과

● 최준구 교수

단국대학교 대학원 이학박사

2017년 Marquis Who’s Who in the world

2017년 스포츠서울 2017 혁신한국인 & POWER KOREA 대상

2018년 Marquis Who’s Who in the world 

2018년 Albert Nelson Marquis Lifetime Achievement Award

현) 대한방사선사협회 정회원

현) 대한방사선과학회 이사

현) 한국융합학회 이사 

현) 대한디지털의료영상학회 이사

● 김가중 교수

전북대학교 대학원 이학박사

2017년 Marquis Who’s Who in the world

2018년 Marquis Who’s Who in the world 

현) 대한방사선사협회 학술위원

현) 대한방사선과학회 논문심사위원

현) 대한방사선치료기술학회 정회원

현) 방사선방어학회 정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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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에호 교수

충북대학교 대학원 이학박사

데이터베이스 및 빅데이터 분석 분야 연구

조달청 심사위원

농림수산식품교육문화정보원 자문 및 평가위원

한국전산감리원 빅데이터 자문위원

충북참여자치시민연대 의정감시센터 부센터장

● 이덕진 교수

광운대학교 대학원 공학박사

센서회로 및 시스템 설계 분야 연구

2012년 대한전기학회하계학술대회 논문상  

2015년 ICCT 2015 Best Paper Award 

현) 대한전기학회, 한국전기전자재료학회 회원

● 현득창 교수

광운대학교 대학원 컴퓨터공학 박사

멀티미디어/웹 문서정보처리 분야 연구

전) 극동대학교 대학원장

● 김성종 교수

단국대학교 컴퓨터응용전공 공학박사 

제16회 중소기업기술혁신대전 산자부장관상 수상

● 남의석 교수

연세대학교 전기공학과 대학원 자동화공학 공학박사

1998년-2002년 LS산전 중앙연구소 선임연구원 

2002년-2003년 연세대학교 전기전자공학부 연구교수

현) 산업기술평가관리원(감사실) RnD 청렴문화단 위원

현) 국가연구시장비심의평가단 심의위원 

● 예철수 교수

서강대학교 대학원 전자공학 박사

2015년 대한원격탐사학회 우수논문상 수상

2016년 한국과총 과학기술 우수논문상 수상

2017년 아시아과학한림원연합회 초청 강연

2018년 한국항공우주연구원 국제우주교육 초청 강연

현) 대한원격탐사학회 이사/편집위원

학과 및 전공 소개

정보통신학과는 정보 기술 융합 시대의 핵심 인재 양성을 위하여 정보의 생성, 처리, 활용을 위한 정보시

스템의 하드웨어 및 소프트웨어 관련 주요 이론을 학습합니다.

교육목표

정보통신학과의 교육 목표는 정보 기술 융합 시대의 핵심 인재가 갖추어야 할 중요한 자질인 창의적 문

제 해결 능력과 실무 능력을 함양한 창의적 기술 인재 양성에 있습니다.

교육과정

정보시스템 분야 정보 처리 및 분석 분야 소프트웨어 분야

•정보공학특론

•정보시스템설계

•컴퓨터시스템설계

•반도체공정특론 등

•멀티미디어공학특론

•디지털영상처리특론

•패턴인식특론

•디지털영상컨텐츠론 등

•프로그램언어특론

•웹프로그래밍설계

•소프트웨어공학특론 등

학과의 장점/비전

본 학과는 무인항공기를 포함한 항공 및 위성 정보 처리 및 활용 분야에서 국내 정상급의 연구 성과를 보

유하고 있습니다. 대한원격탐사학회 우수논문상, 한국과총 과학기술 우수논문상 수상 등 대외적으로 연

구 성과를 인정받았으며, 특히 다목적실용위성을 활용한 위성 영상 처리 분야에서 한국항공우주연구원 

주관의 국제우주교육, 정부 위성영상활용협의체 기술 강연 등에 초청되어 관련 성과를 발표해오고 있습

니다.

저는 정보통신학과 석사 과정을 2013년에 마친 최재형이라고 합니다. 현재 LED, OLED 등 최첨단의 장비

를 공급하는 종합 장비 회사인 ㈜탑엔지니어링 신기술개발팀에 근무하고 있습니다. 학과 내부의 프로그

램관련 동아리 활동, 세 번의 해외 봉사 활동, 학부 및 대학원 과정에서 연구 및 세미나 발표 참여 등을 통

해 저의 역량을 키울 수 있었고 현재는 회사 내에서 저의 역량을 인정받아 입사 3년 만에 로봇 및 비전 분

야의 핵심 연구를 주도적으로 담당하고 총괄하는 업무를 맡게 되었습니다. 

극동대학교에 입학하기 전의 저는 뛰어난 사람도, 대단한 사람도 아니라고 생각했지만 학과에서 시행하

는 다양한 프로그램에 참여하면서 그런 프로그램 하나 하나가 지금의 저를 만들어 주었다고 생각합니다. 

동아리의 선배들, 학과 교수님들의 도움으로 저는 이만큼 성장했고 이제는 자랑스럽게 극동대의 학생이

었다고 말하고 다닙니다. 회사에서도 저로 인해 실제로 우리 대학에 대한 이미지가 매우 좋고 학과 후배

들이 우리 회사에 많이 지원할 수 있도록 노력해달라는 요청까지도 회사 내에서 받고 있습니다. 많은 후

배들이 자신의 꿈을 학과의 다양한 프로그램을 통해 멋지게 만들어가기를 기대하고 응원합니다.

정보통신학 전공
Major in Information 
Communication

정보통신학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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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과 및 전공 소개

에너지 IT 기술은 미래의 에너지인 태양광, 풍력, 연료전지 및 자동차 시스템의 핵심 기술입니다. 본 학과

에서는 에너지 반도체, 에너지 모듈(모듈설계 및 패키징 기술) 그리고 에너지 발전 시스템 기술(회로 설계 

기술)의 확보는 물론 관련 S/W의 개발, 장비의 유지, 운영을 위한 합리적이며 독창적인 능력을 배양하여 

21세기 에너지 IT 산업을 이끌어 나갈 우수한 인재양성을 목표로 하는 학과입니다.

교육목표

전기, 전자, 반도체 및 관련 S/W 를 기반으로 하는 에너지 IT 분야의 역량을 갖춘 현장형 창의적 전문가의 

양성을 목표로 합니다.

교육과정

전체과목

•반도체 디바이스 특론

• 에너지 소자 시뮬레이션 특론

•컴퓨터 회로 설계 특론 

• 에너지 반도체 공학 특론

• 제어시스템 프로그래밍 특론

•Power ICs 특론

•전력전자공학 특론

•태양광 공학 특론

•SoC 설계방법론 

•RFID 시스템 특론

•디스플레이 공학 특론

•반도체 공정 특론

•VLSI 특론

•전자회로 특론

•광학적 분석 프로그래밍

•현대 광공학

•고급 광학계 설계

•논문연구

•태양광에너지
•태양광발전시스템
•에너지절약

•반도체개발
•반도체장비
•디지털회로
•성능검증/신뢰성평가

•응용소프트웨어
•시스템소프트웨어

•데이터베이스

•전기설비설계
•정보통신설비설계

•전기안전관리

재학생

INTERVIEW

반도체 소자에 대한 더욱 깊숙한 이해와 소자 설계에 대해 또한 우리가 실상에서 사용하고 있는 제품들의 

동작 원리 등을 파악하며 지금보다 더 효율적인 반도체 소자를 만들고자 할 때 어떤 부분을 신경 써야 하

며 어떤 방식으로 접근해야 하는지를 배우고 또한 단순한 이론뿐만이 아닌 실제 기업에서 사용하고 있는 

툴을 사용하여 직접 시뮬레이션을 통하여 연구 진행과 결과를 보며 단순한 이론 지식이 아닌 실제로 반도

체 소자를 설계해보며 실무의 능력도 경험하고 높일 수 있다는 이점이 있습니다. 대학교 재학 중 배운 내용

은 현장에 진출하게 되면 새로운 것을 다시 배워야 하는 것이 많고 이해되는 부분이 적을 수도 있지만, 대

학원에서는 기업에서도 사용되는 종류의 툴 중 하나를 경험해볼 수 있다는 것과 직접 설계하고 연구하고 

결과를 볼 수 있어서 기업으로 나갔을 때도 다른 종류의 툴을 사용한다고 해도 그 툴의 기본적인 방식을 

이해, 응용하여 연구를 진행하는 방향에 있어서 많이 도움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가장 큰 장점은 기업에서 

사용하는 툴을 직접 사용해볼 수 있고 그걸 통해 반도체 소자를 이해하고 응용할 수 있도록 생각하고 방향

을 잡을 수 있게 해주는 것입니다. 

재학생

INTERVIEW

2018년도 2학기에 극동대학교 대학원 에너지 IT 공학과에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처음에 들어오기 전 만 해도 내가 학부생 때 공부가 미흡하여 대학원 수업에 차질이 생기지 않을까 싶었지

만, 그 생각이 바뀌기까진 오래 걸리지 않았습니다. 처음 들어와서 대학원 학생들과 교수님과 면담해보고 

생각도 많이 변화했고 용기와 자신감도 많이 생겼습니다.

 처음 제가 대학원에 들어오고자 했던 마음은 공부를 더 배우고 깊이 배우다 보면 더 성공할 수 있지 않을

까 라는 생각이 지배적이었지만, 몇 번의 면담과 몇 주간 생활하면서 그러한 생각뿐만 아니라 전문가가 될 

수 있다는 야망과 더 깊고 넓은 생각을 하게 될 수 있으리라 하는 욕심이 더 많이 생기게 되었습니다.

다 알진 못하지만 짧게나마 제 시선에 들어오는 대학원에는 생각보다 더 많은 기회가 있었고, 더 좋은 환경

이 준비되어 있고, 또 더 좋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요즘은 제 주변 동기나 이제 졸업한 후배들 혹은 먼저 졸업한 선배들과 연락할 때 저는 대학원에 들어오는 

것을 편견이나 틀에 잡힌 생각들과 다른 제 시선으로 사람들에게 추천하고 있습니다.

제가 학부생일 때는 하지 못했던 생각들 그 때는 왜 배웠나 했던 전공 지식들을 심화하여, 왜 배워야 하는

지 무엇을 더 공부해야 하는지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에너지IT공학 전공
Major in Energy IT Engineering

에너지IT공학과

● 정헌석 교수

홍익대학교 대학원 전자계산학 이학박사

2013년 산학연 중소기업청장상 수상

2018년 Marquis Who’s Who in the world

현) 극동대학교 에너지IT공학과 교수

현) 산업기술진흥원, 산업기술평가원, 국가기술표준원 
심사위원

현) 한국창의정보문화학회 이사/사이버소통위원장

현) 한국전기전자학회 논문지 편집위원

● 강이구 교수

고려대학교 대학원 전기공학박사

2014년 산학연 중소기업청장상 수상

2014년 한국전기전자재료학회 이용주 논문상 수상

2017년 Albert Nelson Marquis Lifetime Achivement 
Award

2018년 Marquis Who’s Who in the world

현) 극동대학교 에너지 IT공학과 교수

현) 산업기술진흥원, 산업기술평가원, 에너지기술평가
원 심사위원

현) SCI급 국제저널 50여편 및 국내논문 150여편 게재 
및 학회활동

현) 한국전기전자재료학회, 전기학회 및 전력전자학회 
정회원

응용

소프트웨어

전기 전자

에너지설비

반도체설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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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임교수

INTERVIEW

저희 스마트모바일학과가 신설될 2012년만 해도 스마트폰 사용자가 1,500만명 수준이었는데, 현재는 

5,000만명을 돌파하였습니다. 이처럼 놀라운 속도로 사용자가 급증하고 있는 가운데, 관련 앱과 콘텐츠 

제작의 중요성은 날로 증가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러한 앱과 SW에 대한 중요성이 증가함에 따라 정부에서는 초중고에서부터 교육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우리 학과에서는 이러한 분야에 우수한 전문 인력들을 양성하고 관련 서비스 기술을 개발하는 전문인을 

양성하는 교육과정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과정을 거친 대학원생들은 다양한 분야로 진출하여 능동적인 전문인으로 국가 기술발전에 이바

지 하게 될 것입니다.

졸업생

INTERVIEW

2013년 사업이 힘든 시절 우연히 학과장님과 함께 저녁식사를  하다가 대학원에 대한 진학 기회를 갖게 

되었습니다.

무역업에 종사하다가 IT 관련 사업을 시작한지 얼마 안돼서 힘든 시기였습니다. 제 인생에 있어서 반전이

었습니다.

사업과 학업 두 마리 토끼를 잡는다는 것이 이렇게 힘들 줄 몰랐습니다.

중간에 힘들어서 휴학도 했었지만, 다시 시작할 수 있는 힘을 주신 교수님께 감사드립니다.

무엇보다 교수님의 인적 네트워크를 통해 사업이 더 발전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던 것 같습니다.

학업을 시작하고 늦게 졸업했지만 많은 것들을 배운 시간이라고 생각합니다.

논문 작성하는 동안 많은 도움을 주신 교수님들께 감사드립니다.

극동대학교 대학원 스마트모바일학과 ~~  파이팅 ~~~

학과 및 전공 소개

국내 스마트폰 가입자가 5,000만 명을 넘어선 가운데 2012년 신설된 극동대학교대학원 스마트모바일

학과는 미래 모바일 산업의 기반이 되는 이동통신, 스마트폰, 모바일보안의 세부 전공 및 융합 분야를 교

육함으로써, 모바일 산업 사회에 반드시 필요한 현장의 모바일 관련 기술 인력들을 양성한다.

구글의 안드로이드와 애플의 iOS 운영체제를 기반으로 한 모바일 콘텐츠뿐만 아니라, 미디어 콘텐츠의 

개발 및 활용에 필요한 전문 지식을 집중적으로 학습하고, 스마트 앱 서비스 분야의 우수한 중견 기술 인

력을 배출하기 위한 체계화된 교육과정 운영한다. 

교육목표

극동대학교대학원 스마트모바일학과는 안드로이드와 애플 스마트기기 운용 OS 환경 하에서의 프로그램 

기획, 개발능력을 핵심으로 배양한다. 

향후 급속하게 발전해 가는 모바일 분야의 IT 혁신 기술을 선도하며, 스마트모바일 분야에 있어서 실질적

인 경쟁력을 갖춘 실천적, 능동적인 고급 전문 인력 양성을 목표로 한다.

4차 산업을 이끌어 갈 우수한 인재들을 양성하기 위한 현장 적응형 교육체계를 구성하여, 빠른 속도로 변

화하는 기술 환경에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전문화된 교육과정 개발 및 전문 인력 양성을 교육 목

표로 한다.

교육과정

1학기차 2학기차 3학기차 4학기차

•모바일앱기획특론

•비즈니스모델특론

•모바일보안특론 

•모바일네트워크특

•모바일데이터베이스특론

•논문연구 

•모바일마케팅특론

•모바일게임특론

•논문연구 

•모바일프로그래밍특론

•논문연구 

스마트모바일학 전공
Major in Smart Mobile

스마트모바일학과

● 조한진 교수

한남대학교 대학원 컴퓨터공학 박사

2018년 Appreciation Award from KCS

2016년 교육부장관 표창 수상

2014년 Best Paper Award from 

2012년 지식경제부장관 표창 수상

현) 한국콘텐츠학회 부회장

현) 한국융합학회 논문지편집부위원장

최근 5년간  50여 편의 논문 게재

10권의 전공 프로그래밍 교재 출간

● 이준환 교수

단국대학교 대학원 전자공학 컴퓨터응용전공 박사

2013년 충북지방중소기업청장 표창

2012년 충청북도도지사 표창

2011년-2016년 한국디지털정보미디어학회 부회장

2002년–2007년 한국컴퓨터산업교육학회 총무이사 

최근 5년간 20여 편의 논문 게재

6권의 전공 프로그래밍 교재 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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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임교수

INTERVIEW

Q. 본교 디자인전공과 타교 디자인전공 과정의 차이는 무엇인가요?

A. 우리 대학원 디자인전공도 과거에는 타교와 동일한 산업, 시각. 환경디자인 등으로 전공을 세분화하

여 과정을 이수토록 하였습니다. 그러나 현대 산업에서 요구하는 디자이너의 능력은 부분에 몰입해 기

계적인 디자인해결 능력 보다는 인간의 기본정서에 근간을 둔 감성적 접근으로 새로운 개념의 창의능

력을 발휘하는 디자인발상 방법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디자인전공은 세부전공 교과목의 교차 및 

융합과정을 통해 서로 상호보완작용을 하며 시너지효과를 최대화시키기 위한 과목으로 기본과정을 재

구성을하여 디자인의 본질을 분석하는 과정에서 디자인 응용의 극대화까지 꾀할수 있는 과정을 진행하

고 있습니다.

학과 및 전공 소개

디자인학과는 산업전반에서 요구되는 디자인분야의 전문적 지원이 가능하고, 세부전공간의 융합과정을 

통해서 디자인을 창의적발상의 첨단도구로 활용할 수 있도록 산업디자인, 시각디자인, 공연환경디자인, 

애니메이션으로 세부전공을 구성하고 있다.  

교육목표

현대사회는 다양성과 복합성이 강조되면서 디자인분야도 점차 세분화 되어 분야별 전문성과 특성화를 

요구하고 있으며, 문화적 다양성도 동반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전문디자이너들 뿐만 아니라 미래 디자인

을 이끌어 갈 예비 디자이너들에게도 이러한 변화를 능동적으로 수용하고 나아가 새로운 변화를 시도하

는 창의적이고 진취적인 능력을 바탕으로 한 전문성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런 현상황을 구체적으로 반

영하고 이끌어갈 전문 인재를 육성하는 것을 최대의 교육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교육과정

전체과목

•제품디자인연구

•시각디자인연구

•조형론, 컴퓨터응용디자인

•디자인문화특론

•디자인계획론

•디자인매니지먼트

•산학워크샵

•인간공학연구

•애니메이션워크샵

•3D컴퓨터그래픽

•디자인사연구

•색채계획연구

•디자인의미론

•시각전달세미나

•시각인지

•환경디자인연구

•환경디자인게획특론

•환경색채계획연구

•서양미술사

•디자인방법론

•디자인프로세스연구

•논문연구

학과의 장점/비전

디자인의 영역은 점차 그 영역을 확장하여 한계가 모호해 지고 있다. 즉 다양한 경험과 유연한 사고를 가

진 디자이너의 육성이 무엇보다 필요한 때이다. 디자인고유의 영역뿐 아니라 타 학문과의 활발한 연계를 

통해 새로운 영역을 경험하고 가능성을 제시하는 적극적인 융·복합교육이 요구되며 디자인학과에서는 

이를 실현할 수 있도록 디자인 전반을 아우르면서 전문성과 실용성을 겸비할 수 있는 디자이너를 양성하

기 위하여 과거 세밀하게 분류하던 디자인 영역을 융합수학할 수 있다. 즉 시각, 산업, 환경, 애니메이션디

자인의 경계를 허물고 여러 교과를 복수 선택하여 수강할 수 있으며 개인의 적성에 따라 분리 수강도 할 

수 있는 교과를 구성한다. 최근 디자인분야의 요구를 분석해보면, 디자이너에게 요구되는 능력은 크게 다

섯가지로 요약된다. 

첫째, 프리젠테이션 기법을 활용하는 능력, 

둘째, 시시각각 변화되는 트렌드를 이해하고 새롭게 적용하는 능력, 

셋째, 비쥬얼 커뮤니케이션을 위한 디지털 툴을 테크니컬하게 다루는 능력, 

넷째, 디자인 컨셉트에 접근하는 방법을 알고 새롭게 해석하는 능력, 

다섯째,  발상법을 알고 아이디어를 내며 이를 통해 융합가치를 도출해내는 능력이며 따라서  

디자인학과는 이 역량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는 역량강화교육에 최선을 경주한다.

디자인학 전공
Major in Design

디자인학과

F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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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

● 형재윤 교수

한양대학교 대학원 이학박사

LG전자 디자인연구소 선임연구원

지방직 공공디자인 공무원시험 출제위원

디자인대전 심사위원

학술지평가 패널심사위원

현) 극동대학교 디자인학과 교수

현) 디자인포럼 편집이사

● 김미정 교수

위스콘신대학원 그래픽디자인전공

SADI전임강사

국가조형물 심의위원

현) 극동대학교 디자인학과장

현) CDAK부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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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TERVIEW

Q. 공연영상학과 교과 프로그램의 큰 장점은 무엇인가요?

A. 학기수업에 학생들의 요구가 적극 반영된다는 점입니다. 원생들이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분야를 수용

하여 학기 내에 충분히 연구하게 되었고, 수준에 맞추어 유동적으로 수업에 즉각 반영됩니다. 

Q. 현재 전공하는 분야와 석사 학위 취득 후 계획과 목표를 말씀해주세요.

A. 저는 현재 연기전공을 하고 있고 논문 작성을 남겨두고 있습니다. 학위 취득 후에는 바로 현장으로 나

가 배우로 활동할 계획입니다. 최우선적으로 좋은, 훌륭한 배우가 되는 게 목표입니다. 관객들에게 인정

받고 사랑받는 배우가 되려 합니다. 학위는 제가 훗날 누군가를 가르쳐야하는 시간이 왔을 때를 대비하여 

취득 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했고, 학위 취득 후 바로 공연을 통해 연구 분야를 적극적으로 대입해 볼 계획

입니다. 훌륭한 배우가 되는 것이 우선적인 목표입니다.

학과 및 전공 소개

공연영상학과는 급속하게 변화하는 정보화시대에 공연영상분야의 중추적인 역할을 담당할 전문예술인 

양성을 목적으로 한다. 공연영상예술의 역사, 철학, 교육, 경영, 창작에 관한 학문적 이론과 실기교육을 중

심으로 실용성과 창의성을 연구하는데 중점을 둔다. 이를 통해 전문가로써 공연예술분야와 21세기 문화

콘텐츠 산업의 핵심인 한국 공연영상예술 발전에 기여할 것이다.

교육목표

• 실기교육 중심의 교과과정을 통해 실용화된 예술가를 육성합니다.

•  공연을 통한 예술역량을 강화하는 바, 공연제작 참여를 통해 다방면에서 활약할 수 있는 능력있는 예

술인을 육성합니다.

•  교육의 시너지 효과를 위해 분야별로 우수한 전문가를 초빙하여 졸업 후 현장과의 격차를 해소함으로

써 창작 능력이 강한 예술가를 육성합니다.

교육과정

1학기차 2학기차 3학기차 4학기차

•공연예술창작실습1

•세계공연예술사

•논문 연구방법론

•공연영상세미나1

•논문연구

•제작독립연구1

•공연예술창작실습2

•공연예술론

•공연예술교육론

•무대연출론

•논문연구

•제작독립연구2

•공연예술창작실습3

•공연영상특강

•무대연기론

•무대기술실습

•공연영상세미나2

•논문연구

•무대현장실습

•논문연구

•공연영상특강

공연영상학 전공
Major in performance media

공연영상학과

● 김창기 교수(무대기술/조명)

공연영상대학원 주임 교수

Ohio University 연극대학원 졸업. 조명 디자인 MFA

STAGEWORKS 소속 조명디자이너

2015년 제51회 동아연극상 시청각디자인상(줄리어스 시저)

2015년 제2회 서울연극인대상 스태프상-조명(즐거운 복희)

2013년 대한민국문화예술상 대통령상

2006년 제43회 동아연극상 무대미술상(맥베드 더 쇼)

● 박덕상 교수(움직임/한국무용)

국가 무형문화재 제27호 승무 이수자

국가 무형문화재 재61호 은율탈춤 이수자

퍼포머그룹 타무천 예술단 예술 감독 

창무회 지도위원장

● 김동완 교수(연기)

한국예술종합학교 연극원 연기과 M.F.A. 

영국 The Royal Central School of Speech and 
Drama 석사(Ma, Voice Studies)

서울예대, 동국대 외 출강, 한국예술종합학교 
연극원 객원교수 역임

대학로 연극 현장에서 활동중인 배우이며, 발
성과 화술 분야에 전문성을 가지고 연기의 실
기와 이론을 가르치는, 풍부한 경험을 가진  연
기코치

[주요 공연작품] 

연극_ <비명자들2>, <에어콘 없는 방>, <벚꽃
동산>, <우리는 영원한 챔피언>, <불량청년>, 
살>, 外 다수

● 김옥란 교수(이론/드라마투루기)

한양대학교 대학원 문학박사 

1994년 문예진흥원 공연예술아카데미 6기(연출 전공)

2014년 제1회 서울연극인대상 스태프상(드라마투루기)

2017년 노정 김재철 학술상 

2018년 여석기 연극평론가상

현) 한국연극평론가협회 편집위원 

현) 한국예술연구소 편집위원 

현) 국립극단 근현대극 자문위원 

현) 서울문화재단 서울메세나지원사업 전문가평가위원 

● 성기웅 교수(연출/극작)

한국예술종합학교 연극원 연출과 M.F.A.

극작, 연극연출, 희곡번역, 드라마투루기 분야
에서 활동

2011년 대한민국연극대상 작품상

2013년 문화체육관광부 오늘의젊은예술가상

2013년 두산연강예술상  

현) 한국연극학회 이사 

현) BeSeTo연극제 한국위원회 국제위원

현) 한일연극교류협의회 전문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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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 
대학원

교육목표 

Mission and 
Objectives

발전계획 

Strategy

학과 및 전공 

Department 
and Majors

학위수여 

Degree 
Reguirements

우리 대학원은 교육이론과 실무교육을 통한 현직교사의 재교육기능을 수행한다. 또한, 전공 및 교육이론을 연

구하고 교육현장의 다양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과 열의를 키움으로써 현직교사가 자기 개발 및 교과전

문가로서의 능력을 갖고 21세기 지식기반 사회에서 국가와 지역사회교육을 선도하는 중추적인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으며, 시대적 요청에 따라 지역과 미래를 이끌어갈 최고의 교육 전문가를 양성하는데 최

선을 다하고 있다.

지역사회와 국가 그리고 인류공영에 봉사하는 전인적 교사와 교육전문가를 양성한다.

학위과정 학과 전공 학위종별

석사과정 교육학과

교육행정 교육학석사(교육행정)

상담교육 교육학석사(상담교육)

평생교육 교육학석사(평생교육)

컴퓨터교육 교육학석사(컴퓨터교육)

현직교원의 자기개발  현직교원의 자기개발상생적 시너지

교수진  

Faculty

구분 교직 전공 연구 이수학점

논문작성제 4학점 20학점 3학점 27학점

졸업시험제 4학점 26학점 30학점

교육전문가로서의 능력 함양

• 교과별 최근 연구동향과 연구성과를 학습하여 교과교

육의 새로운 방향을 모색하는능력을 기른다.

• 이를 기반으로 학교현장의 교과별 교수–학습방법 개혁에 

중추적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한다.

• 교과별 교육연구를 독자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능력을 

함양하여 연구·실험·시범학교 운영의 주역이 될 수 있

도록 한다.

 현직교원의 자기개발

• 지식기반사회에서 창의적이고 자기 주도적으로 학습하는 

능력을 길러줄 수 있는 교육이론과 실천방법을 습득한다.

• 교육현장의 다양하고 구체적인 문제해결능력을 기른다.

• 정보화 시대에 부합한 수업환경 개선 및 수업전략을 학

습함으로써 현장 중심의 교육개혁을 추진해 나갈 수 있

는 능력을 함양한다.

원상화 교수, 상담교육 전공

Charles University in Prague / 동작치료 

독일 쾰른DSHS 대학교(석사, 박사) / 치료교육

한국예술심리치료학회 학회장 
(www.k-apa.com)

한국예술심리치료학회 수련감독자(슈퍼바이저)

한국심리운동학회 학술위원장

한국발달장애학회 이사

한국학습상담학회 편집위원

여주교육지원청 PBS자문위원

장애인 청소년 멘토링 학습지원사업 교육위원

독일레버쿠젠 청소년 교육원 강사

독일쾰른DSHS대학교 연구원

독일가족교육연수원(쾰른) 강사

정헌석 교수, 컴퓨터교육 전공

홍익대학교 대학원 전자계산학 이학박사

2013년 산학연 중소기업청장상 수상

2018년 Marquis Who’s Who in the world

현) 극동대학교 에너지IT공학과 교수

현) 산업기술진흥원, 산업기술평가원, 국가기술표준
원 심사위원

현) 한국창의정보문화학회 이사/사이버소통위원장

현) 한국전기전자학회 논문지 편집위원

조규영 교수, 교육행정 전공

대구대학교 대학원 특수교육학 박사

일본 후쿠오카 교육대학교 교육학 석사

교과교육학회 이사

국립특수교육원 정책 위원

교원임용고시 출제위원

특수학교 교과서 집필위원

보경복지재단 이사

안홍선 교수, 평생교육 전공

Baguio central university 대학원 교육학 박사

극동대학교 교육대학원 평생교육 주임교수

한국청년회의소(JC) 연수원 주임교수

평생교육사 프리랜서 1호 (상표권 등록)

평생교육신문 발행인

한국최초자격증 ‘회의진행지도사’ 1급, 2급과정 프로그램 개발교수

국제성품태교학회 수석 부회장

한국평생교육사협회(전 이사) 평생회원

평생교육경영인재아카데미 회장

전) 국제문화대학원대학교 교수(도서관장)

전) 중앙대학교 행정대학원 객원교수

전) 총신대학교 평생교육원 치매예방지도자 과정 운영 책임교수

수상(국내)

행정자치부장관상(스피치대상)

제1회 대한민국 독서교육대상(사회교육분야)

수상(국외)

필리핀 바기오시장상 (평생교육분야)

콜롬비아 대사상 (평생교육분야)

CSR-Global Leader 대학원

Education System for Self-
Reliant Professionals

Integrated Education System 
through Interdisciplinary

Education System for 
Information Age

Education System for 
Globalization

Unique Education System to 
Provide Venture Capability

Concept

A

B

C

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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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임교수

INTERVIEW

Q. 본 과정 이수 후 진로

A. 본 과정은 1999년 교육대학원 설립인가를 받으며 출발하여 지역사회 대표 전문상담교사 양성 기관으

로 많은 졸업생을 배출한 전공입니다. 급변하는 학교현장에서 학생들이 경험하는 사회와 교사들이 경험

한 사회 간에는 차이가 존재하고 이를 좁히기 위한 노력이 요구됩니다. 본 과정은 일차적으로 자신에 대

한 성찰을 기반으로 사회적 현상과 다양한 학습자를 이해할 수 있는 이해의 폭을 넓힐 수 있는 과정입니

다. 학교일상에서 벗어나 인간의 다양한 심리적 과정에 대한 이해와 함께 급변하는 사회에서 발생할 수 

있는 학령기 다양한 부적응 문제 유형과 상담사례를 경험 할 수 있는 과정입니다. 

학과 및 전공 소개

본 전공은 교육현장에서 적용할 수 있는 다양한 상담이론과 기법을 학습합니다. 이를 바탕으로 학생들의 

다양한 어려움을 이해하고 실질적으로 이들의 성장을 돕는데 초점을 두고 교과과정이 운영되고 있습니

다. 이와 같은 과정에서 전문상담교사로서의 자신에 대한 이해를 기반으로 학생들의 문제와 이를 지원할 

수 있는 구체적인 지원방안에 대해 탐구하도록 상담실습과정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궁극적으로 본 과정

을 통해 학교를 변화시키고 지역사회를 변화시킬 수 있는 상담전문인력 양성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교육목표

상담교육의 원리와 이론 및 실천에 이르는 상담교육 연구능력을 길러 교육현장에서 전문적 상담은 물론 

인격적 성숙과 새로운 교육문화를 선도할 수 있는 인성적 자질을 함양한다. 미래사회의 변화를 수용하고, 

다양한 사회구성원들과 교류하고 협력하며 봉사하는 참여적 민주의식과 국제적 감각을 지닌 상담교육 

지도자를 양성한다. 

교육과정

전체과목

•진로상담 

•아동발달

•가족상담 

•생활지도연구  

•상담실습 및 사례연구  

•인간관계론 

•성격심리

•학교부적응상담

•발달심리  

•성격심리

•청년발달  

•이상심리

•심리치료 

•학습부진아   

•심리검사

•논문연구

•상담이론과 실제 

•집단상담  

•행동수정 

•상담학연구 

•적응심리 

•특수아상담

상담교육 전공
Major in  Counseling Education

졸업생

INTERVIEW

주임교수

INTERVIEW

Q. 본 과정을 졸업한 교육현장의 교사로서 교사의 전문적 발달(professional development)에 어떤 도

움이 되었나요?

A. 교육과정 운영적 측면과, 교사 개인, 학교 조직에서 안정, 숙달, 성장을 도모하고 교육목표를 효과적으

로 달성하는데 많은 도움이 되었습니다.

Q. 교육행정 전공에서는 진로 개척을 위해 무엇을 배우게 되나요?

A. 교육행정 조직의 공동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합리적인 협동 행위에 관한 실천 능력을 길러 조직체의 발

전과 그 조직의 목적을 합리적으로 달성하기 위한 교육행정 관리자로 활동하게 됩니다.

학과 및 전공 소개

교육은 오랫동안 주로 개인적 측면에서 파악되고, 이해되어 왔다. 그러나 교육은 교육의 본질적 개념의 

우선적 이해가 필요하며, 현대사회에 있어서 사회적, 공공적, 조직적 활동에 관한 인간형성작용의 총괄적 

개념과 인간 발견 행위에 필요한 이론 즉 교육행정 영역에 역점을 두고 배우는 현상에 대한 이해뿐만 아

니라 교육행정 현상에 대한 내용과 수준을 포괄하는데 역점을 두고 있다. 

교육목표

• 교육행정 전문가로서 교육현장의 전문화된 지식과 기능적 능력을 가진 교육전문가를 양성한다.

• 교육행정 전문가로서 교육개혁에 앞장서는 교육전문가를 양성한다.

• 교육의 목적을 효과적으로 달성하기 위하여, 교육정핵을 입안하고 실천하는 전문가를 양성한다.

교육과정

전체과목

•교육학 개론

•교육정책과 학교경영 

•교육행정학이론 

•사회교육행정론

•교원자치제도론

•교원인사행정론

•교육재정론

•교육행정 및 경영

•교육제도와 법규

•장학론

•한국교육행정연구

•교육인간학

•장학론

•학급통제와 관리

•교육정책론

•인간관계론

•조직갈등관리

•학급경영

•교사론

•정보사회와 교육

•교수방법론 

•교육조직 행위론

•교육평가 이론

•평생교육론

•학교조직행동론

•초등교육론

•학교폭력 의 예방 및 대책

•논문연구

(전 교과목 전공선택, 2학점)

교육학과교육학과

교육행정 전공
Major in Educational 
Administr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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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임교수

INTERVIEW

시대의 급속한 변화에 따라 불과 몇 개월 전과도 달라지고 있는 컴퓨팅 환경은 컴퓨터의 교육 방법마저 

변화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또한, 모바일 기기 등을 사용하는 일상 사회에서의 컴퓨터의 활용도도 급격하

게 늘어가고 있으며, 작게는 이에 대한 개개인의 활용 방법부터 크게는 이를 사용하는, 또는 개발하는 자

의 교육 방법의 패러다임도 급격하게 변화하고 있습니다. 특히, 교육 현장에서의 교육 전문가는 이러한 

흐름에 빠르게 대처하는 능력을 필요로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시대의 흐름에 부응하기 위해 극동대학교 교육대학원 전공의 교과과정은 창의역량, 정보처리역

량, 종합 사고역량, 문제 해결 역량, 컴퓨팅 사고역량을 비롯한 전공역량의 배양을 비롯하여, 정보시스템

의 관리자가 갖춰야 하는 윤리의식과 국제적, 선행적 감각을 키우기 위한 교과목을 선정하여 교육 현장에

서 전문적 기술의 활용과 교육의 효과를 극대화 할 수 있는 컴퓨터 교육인을 양성하고 있습니다.

학과 및 전공 소개

최신 정보기술과 인터넷 활용기술의 도입에 따라 변화하는 교육환경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웹과 네트워크 및 멀티미디어를 혼합 활용하여 교수 학습을 진행할 수 있는 체계적이고 실용적인 정보화 

능력이 필수적으로 필요합니다. 이와 같은 교육 현장의 흐름을 주도하기 위해, 컴퓨터를 활용한 교수 학

습을 운용하는데 있어서 관념적 이론을 최소화하고, 실무 환경에서 바로 적용할 수 있는 다양한 IT 장비 

및 멀티미디어 활용 능력을 배양할 수 있도록 실습 위주의 학습을 통해 지식 정보화 사회에서 필요한 선

도적 교사를 양성하는 학과입니다.

교육목표

컴퓨터와 관련된 지식과 기술을 익히고 이를 실제로 활용할 수 있는 실습 위주의 수업을 통하여, 다양하

고 깊이 있는 컴퓨터 학문의 지식과 활용력을 갖춘 고급 컴퓨터교육 전문인을 양성합니다. 특히 초등 및 

중등교육 과정에서의 컴퓨터 교육과 관련된 교과교육 내용과 기법을 익히고, 컴퓨터 기반의 교육 실현에 

필요한 교육과 훈련을 통해, 성실하고 유능한 컴퓨터 교사를 양성하며, 중등교육과정을 통하여 부전공 취

득을 목표로 합니다.

교육과정

전공필수 전공선택 교과교육 교직

•컴퓨터교육특론

•컴퓨터프로그래밍

•데이터구조론

•데이터베이스

•파일처리특론

•운영체제특론

•컴퓨터구조특론

•컴퓨터시스템특론

•컴퓨터네트워크특론

•알고리즘특론

•프로그래밍언어특론

•인터넷입문

•멀티미디어시스템특론

•인공지능특론

•음성처리특론

•패턴인식특론

•소프트웨어공학특론

•컴퓨터그래픽스특론

•웹프로그래밍

•전산학특강

•멀티미디어통합과 표현

•컴퓨터교재연구 및 지도법

•컴퓨터교육지원시스템

•컴퓨터교육실무사례연구

•전산학개론

•컴퓨터특강

•컴퓨터신기술특론

•교육연구 

•지능이론

•교수방법론 

•학교상담 및 생활지도

•교육과 컴퓨터

•인간과 교육

•평생교육론

•교육철학연구

•초등교육론

•한국교육사연구

•교육과정연구

•교육통계실습

•학교교육과 창의성

•진로지도 및 직업교육

•부적응아 지도

•사이버 교육

•문화와 교육

•인간관계론 실습

•사이버상담 및 교육

•중등교육론

•비교교육학연구

•교육평가이론

•교육학개론

•교육정책과 학교경영

•인적자원발론

•학교폭력의 예방 및 대책

컴퓨터교육 전공
Major in Computer Education

주임교수

INTERVIEW

Q. 평생교육전공 과정은 무엇을 배우는 학문인가요 ?

A. 본 과정은 평생학습 사회를 선도하는 평생교육사를 현장중심교육으로 전공양성합니다. 현장중심 교육

의 핵심 역량인 프로그램개발을 할 수 있는 미래의 평생교육사를 육성합니다.

졸업과 동시에 평생교육사 2급과 회의진행 지도사 1,2급 자격증을 취득할 수 있습니다. 

Q. 학위 취득후 진로는 어떤가요?

A. 국가 평생교육사 자격증 취득후 국가평생교육기관, 시·군·구 평생학습관, 대학평생교육원, 기업연수기

관, 언론기관 문화센터, 평생교육원 설립 등에 국가자격을 겸비한 평생교육사로 취업할 수 있으며 평생교

육사 자격증을 취득하고 기관에 활동중인 평생교육사는 자질함양과 평생교육 업무향상을 높일 수 있는 

프로그램을을 개발하여 21세기 리더인 하이 컨셉형 인재로 거듭 날수 있습니다.

학과 및 전공 소개

평생교육전공은 평생교육을 통하여 개인의 삶의 질을 높이고 인간의 존재가치를 함양하기 위하여 자기

주도적 학습을 목표로 실천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학문입니다. 21세기는 학교중심교육, 공급자중심에서 

평생교육중심, 수요자 중심으로 변하고 있으며 평생교육사는 지식기반사회 변화에 생애 걸친 프로그램 

개발을 어떻게 설계하여 생애주기별로 적용하는 역할을 해야합니다. 평생학습사회를 선도하는 현장중심

교육과 프로그램개발을 할 수 있는 역량강화중심 지도자양성을 목표로 교육과정이 개설되어있습니다. 

교육목표

• 태교에서 무덤까지 전 생애에 걸쳐 전문평생교육사가 갖추어야 할 전문적인 지식과 리더십 및 교육관

을 함양하기 위한 교육과정을 운영

• 급속한 사회와 다양한 요구에 탄력적으로 대응하는 능력을 키우기 위해 교육현장과 연계한 현장 중심

의 실습을 강조하는 교육과정을 운영 

• 리더가 갖추어야 할 효율적 회의진행을 할 수 있도록 회의진행지도사 양성을 위한 교육과정 

교육과정

필수과목 선택과목 교직

•평생교육론

•평생교육방법론

•평생교육경영론

•평생교육프로그램개발과 평가

•평생교육실습

•인적자원개발론

•성인학습 및 상담

•원격교육론

•회의진행방법론

•회의진행개론

•회의진행지도실무

•회의진행실습

•청소년심리 및 상담

•청소년 지도방법론

•청소년 문화론

•논문연구

•교육학 개론

•학교폭력의 예방과 대책

평생교육 전공 
Major in Lifelong Education

교육학과교육학과



313030

글로벌대학원GUIDE 

글로벌 
대학원

FAR EAST UNIVERSITY GRADUATE SCHOOL대학원 안내

교육목표 

Mission and 
Objectives

발전계획 

Strategy

학과 및 전공 

Department 
and Majors

학위수여 

Degree 
Reguirements

국제화시대에 홍익인간을 구현하고 사회발전에 기여하는 인성과 창의성을 갖춘 전문 실용 인재 양성

산업 및 지역사회에 기여할 수 있는 인재양성, 융합 학문을 전공한 전문가 양성, 진정한 글로벌 리더 양성을 위해 다

양한 교육과정 운영  

학위과정 학과 전공 학위종별

석사과정

경영학과 경영학 경영학석사(경영학)

건물자산관리학과 건물자산관리학 건물자산관리학석사(건물자산관리학)

사회복지학과 사회복지학 사회복지학석사(사회복지학)

항공서비스경영학과 항공서비스경영학 항공서비스경영학석사(항공서비스경영학)

호텔관광학과 호텔관광경영학 호텔경영학석사(호텔관광경영)

상담심리치료학과 가족치료 및 통합예술치료 상담학석사(가족치료 및 통합예술치료)

경찰행정학과 경찰행정학 경찰행정학석사(경찰행정학)

아동영어교육학과 아동영어교육학 아동영어교육학석사(아동영어교육학)

국제개발학과 국제개발학 국제개발학석사(국제개발학)

항공운항관리학과 항공운항관리학 항공운항관리학석사(항공운항관리학)

글로벌 창의·융합형 
인재 육성

산업·지역사회 기여 융합대학원

미래 항공전문가  특성화대학원

글로벌 인재 양성 국제대학원

Mission Objectives 교수진  

Faculty

경영학과

국제개발학과

합리적 의사결정 
능력과 통찰, 창의 
및 리더십을 갖춘 

전문 경영인을 육성

국제사회의 
빈곤완화와 발전에 

기여하는 국제전문가 
양성

건물자산관리학과

상담심리치료학과

이론과 실무를 
겸비한 건물자산관리 

전문가 양성

심신이론을 바탕으로, 
효과적으로 현대인의 

정신건강 회복에 
기여하는 전문가를 

양성

항공서비스경영학과

아동영어교육학과

사회기여와 
합리성에 기반을 

둔 서비스경영전문가
양성

글로벌시대에 
적합한 

아동영어교육전문가 
양성

항공운항관리학과

사회복지학과

항공운송산업분야를 
담당하는 정부나 

공공기관 등이 필요로 
하는 전문인력양성 

사회복지행정 및 
정책의 개선에 
기여할 수 있는 
고급 인력 양성

호텔관광학과

경찰행정학과

호텔 및 관광기업에 
종사할 수 있는 

유능한 전문가의 
양성

경찰·형사사법분야 
인력에 대한 재교육으로 

도전적이고 
창의적인 최고의 
전문가를 양성

구분 전공 연구 이수학점

논문작성제 24학점 3학점 27학점 이상

졸업시험제 30학점 30학점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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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진국 교수, 항공운항관리학과

한국항공대학교 항공운항관리학과 이학박사

현) 한국항공운항학회 수석 총무이사

현) 한국항공인적요인학회 부회장

현) 한국항공철도사고조사협회 이사

현) 항공안전자율보고 조종분과 전문분석위원

현) 국토부 안전자문, 산림항공본부 자문, 항공사안전자문

[항공안전관리론], [항공운항정보 및 절차]외 다수 저술활동

이효선 교수, 항공서비스경영학과

중앙대학교 인적자원개발학 박사

현) 기업교육학회 이사

현) 한국기술교육대학교직업능력심사평가위원

현) 근로복지공단 인재개발원 자문위원 

현) 한국교육학회 정회원

현) 한국융합학회 정회원

양정미 교수, 항공서비스경영학과

인하대학교 교육학박사

현) 한국관광·레저학회 상임이사

현) 한국관광학회 정회원

현) 한국사진지리학회 정회원

현) 한국융합학회 정회원

현) 동아시아 식생활학회 정회원

장우정 교수, 항공서비스경영학과

성균관대학교 경영학박사

현) Journal of Marketing Thought 편집위원

현) 한국관광·레저학회 정회원

현) 융합학회 정회원

현) 한국마케팅학회 정회원

임범종 교수, 호텔관광학과

한양대학교 대학원 관광학박사

2015년 문화체육관광부장관상 수상

현) 한국관광연구학회 부회장

현) 한국관광학회 부회장

최인섭 교수, 호텔관광학과

(프) 국립 Toulouse 대학교 박사(DOCTORAT 
NOUVEAU REGIME)

(프) 파리 L'Ecole Le Cordon Bleu 수확

(프) 파리 Ritz-Escoffier Ecole de Gastronomie 
Fran·aise 수학

AHLA(미국호텔협회) 인증 Wine Sommelier 

문화재청 자문위원

한국상품학회 이사

한국문화산업학회 외식분과 위원장

강용혁 교수, 경영학과

성균관대학교 전기전자및컴퓨터공학 박사

블록체인, IoT 등의 분산 컴퓨팅과 보안 컴퓨팅 연구

전) 한국전자통신연구원 위촉연구원

전) 전자부품연구원 위촉연구원

현) 한국정보보호학회 심사위원

현) 한국지식정보기술학회 정회원

유한수 교수, 경영학과, 건물자산관리학과

고려대학교 대학원 경영학박사

현) 한국연구재단 학술지평가위원

현) 한국기업경영학회 부회장

현) 대한경영학회 상임이사

현) 한국건물관리학회 이사

김범석 교수, 경영학과

Old Dominion University 경영학박사

현) 한국항공경영학회 이사

현) 경기도시공사 평가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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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원

정혜란 교수, 호텔관광학과

경기대학교 대학원 관광학박사(호텔경영전공)

(주)대한관광개발 

Hilton Hotels & Resorts (Australia)  

Hyatt Hotels & Resorts (Japan)

현) 관광경영학회 학술이사

현) 한국공공사회학회 입법감사(국회사무처소속)

현) 극동대학교 국제협력처장

이종운 교수, 국제개발학과

University of Sussex, Institute of Development Studies 개발학 박사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 전문연구원(전)

Brooks World Poverty Institute, Visiting Research Fellow(전)

영국외무성 British Chevening Scholarship(2005년) 

한국국제협력단(KOICA) 기술평가위원

한국동북아경제학회 국제이사

신규철 교수, 아동영어교육학과

미국 하와이대학교(University of Hawaii at Manoa)  
언어학과 연구교수

고려대학교 영어영문학과 대학원  영어학 박사 
(English Education/ Ph.D)

한국외국어대학교 영어과 대학원  영어학 석사 
(English Syntax/ M.A)

고려대학교 영어교육학과 영어교육 학사 
(English Education/ B.A.)

현) 한국영어독서교육학회 회장

현) 한국영어학학회 이사

현) 범태평양응용언어학회 이사

현) 고려대학교 언어정보연구소 편집위원 

현) 서울특별시 교육청 TEE 심사위원

강남길 교수, 아동영어교육학과 

University of Oxford  
대학원 졸업: 언어학 석사

University of Oxford  
대학원 졸업: 언어학 박사

한국중원언어학회 회장

한국중앙영어영문학회 부회장

한국언어과학회 부회장

행정고시, 외무고시 (영어 출제위원)

원상화 교수, 상담심리치료학과

Charles University in Prague / 동작치료 

독일 쾰른DSHS 대학교(석사, 박사) / 치료교육

한국예술심리치료학회 학회장 
(www.k-apa.com)

한국예술심리치료학회 수련감독자(슈퍼바이저)

한국심리운동학회 학술위원장

한국발달장애학회 이사

한국학습상담학회 편집위원

장애인 청소년 멘토링 학습지원사업 교육위원

독일레버쿠젠 청소년 교육원 강사

독일쾰른DSHS대학교 연구원

독일가족교육연수원(쾰른) 강사

이종남 교수, 사회복지학과

가톨릭대학교 문학박사(사회복지학)

현) 한국장애인복지학회 이사

현) 음성군 지역사회보장협의체 대표협의체 위원

현) 사회복지법인 캠프힐마을 이사

현) 음성군장애인복지관 운영위원장

현) 생극양로원 운영위원

조혜원 교수, 아동영어교육학과  

이화여대 영어교육학 박사 

응용언어, 인지언어, 특수목적영어 연구 

현) 한국중원언어학회 학술이사

성용은 교수, 경찰행정학과

동국대학교 경찰행정학과 경찰학/범죄학 박사

Rutgers University-Newark, Criminal Justice 박사수료

John Jay College of Criminal Justice, The City 
University of New York 연구원

현) 서울지방경찰청 특별심사승진 심사위원/신임순경
채용 면접심사위원

현) 한국경찰학회 기획이사 및 편집위원

현) 한국경찰연구학회 총무이사

현) 한국범죄심리학회/한국치안행정학회 편집이사 

박한호 교수, 경찰행정학과

원광대학교 대학원 경찰학 박사

현) 서울지방경찰청 신임순경채용 면접위원

현) 도로교통공단 학과시험 출제위원

현) 한국민간경비학회 편집위원

현) 한국경찰학회 이사

김영수 교수, 호텔관광학과

세종대학교 대학원 관광마케팅전공 경영학 박사

세종대학교 대학원 호텔경영전공 경영학 석사

현) 충북 음성군청 정책자문위원

현) 충북 음성군청 축제연구위원

현) 경남대학교 산업경영연구소 심사위원

현) 한국호텔관광학회 심사위원

전) 한국호텔리조트학회 학계이사

오석윤 교수, 호텔관광학과

세종대학교 대학원 호텔관광경영학과 졸업(경영학박사)

전) 관광종사원 국가시험 면접위원

현) 호텔업 등급결정 평가위원

현) 한국호텔관광학회 부회장/편집위원장

현) 한국호텔외식관광경영학회 이사/편집위원

현) 한국호텔리조트학회 부회장/편집위원

김성대 교수, 호텔관광학과

경기대학교 관광경영학 박사 세부전공 호텔경영학

쉐라톤 워커힐 호텔 및 서울로얄호텔 16년 근무

현) 평생교육원 호텔관광경영학 심사위원

현) 과천 문화원 이사

박보영 교수, 사회복지학과

고려대학교 문학박사(사회정책)

현) 한국융합인문학회 편집위원장

현) 한국사회적질학회 총무이사

현) 한국청소년복지학회 이사

현) 충북사회복지공동모금회 배분위원

현) (사)한국지역문화콘텐츠연구원 연구위원

현) 극동대학교 사회복지연구소 소장

임은의 교수, 사회복지학과

이화여자대학교 사회복지학 박사

현) 보훈처 평가위원

현) 서울광역푸드센터 운영위원

현) 보건복지부 푸드뱅크 평가위원

현) 사회보장정보원 사회서비스평가위원

현) 한국인간복지실천학회 이사

현) 극동대학교 학생상담센터장

이연수 교수, 사회복지학과

경기대학교 대학원 청소년학 박사

현) 한국청소년진흥재단 총장

현) 국제청소년교육원 원장

현) 국가청소년활동인증 심사원

현) 한국청소년학회 감사

현) 한국전문상담학회 중앙지부장

현) 한국청소년지도자연합회 이사

교수진  

Faculty
교수진  

Facul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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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임교수

INTERVIEW

Q. 글로벌대학원 경영학과에 대한 소개를 부탁드립니다.

A. 글로벌대학원의 경영학과는 석사과정의 운영을 통해 글로벌화에 따른 경영기법 등과 같은 교육을 제

공하여 경영전문가를 배출하고자 한다. 한편, 경영학과는 지역의 다양한 단체들과 산학협력을 통하여 지

역사회 발전에 기여하고 있으며 학생들의 지역 관련 활동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있다. 

우수한 인재의 양성을 위해 각종 장학금 혜택을 제공하고 있어 대부분의 재학생들이 장학금 혜택을 받고 

있다. 또한 글로벌대학원의 경영학과 대학원생들은 캠퍼스의 각종 편의시설 및 교육지원시설을 이용할 

수 있다.

학과 및 전공 소개

인적자원관리, 회계학, 재무관리, 마케팅 등과 같은 경영학 분야 이외에 국제경영에 필요한 국제경영, 국

제경제, 국제금융 등과 같은 분야에 대해 심도깊은 연구를 수행한다. 본 대학원은 세계경제의 글로벌화 

추세에 맞추어 이러한 추세에 알맞은 국제경영활동에 필요한 교육과정을 개발하고 제공하고자 한다. 또

한 국제통상과 무역 분야에 대한 교육과정도 제공한다. 

교육목표

글로벌 국제경영환경에서 필요로 하는 인재양성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제4차 산업시대에 필요로 하는 

인재양성을 위해 이러한 추세에 필요한 지식과 사고능력을 함양하는데 중점을 두고 있다. 또한 글로벌 무

역규모가 확대되는 국제금융시장이 발전하고 있는데 이러한 글로벌 경영환경에서 경쟁력을 갖춘 인재를 

양성하고자 한다. 

글로벌대학원의 경영학과는 글로벌 경영환경

과 관련된 자료를 수집·분석하여 경영 의사결

정을 할 수 있는 능력을 함양하고 변화하는 글

로벌 경영환경에 대하여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춘 인재를 양성하고자 한다. 본 

대학원의 교육과정은 경영전략, 마케팅, 재무관

리, 회계, 인적자원관리 분야애서 전문지식을 

습득하고 현장 감각을 갖춘 인재를 배출하도록 

편성되어 있다.

교육과정

전공선택 연구방법론

•국제경영전략론  •글로벌마케팅론

•국제무역론 •국제금융론

•경영학특론 •재무회계특론

•경영정보론 •글로벌마케팅특론

•국제마케팅조사론

•계량경제분석

경영학 전공
Major in Business

경영학과

졸업생

INTERVIEW

Q. 건물자산관리학의 학문적 필요성에 대해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A. 기존 임대 및 시설관리로 대표되었던 건물자산관리는 전문성 위주의 여러 분야로 다각화되어 투자, 개

발, 매입/매각, 임대차, 시설물점검, 자산 및 시설관리, 그에 따른 부수적 업무 영역으로 빠르게 세분화되

었습니다. 2000년대 이후 부동산간접투자시장(Fund 및 REITs)의 활성화가 진행되고 이에, 투자대상 건

물자산으로 업무시설, 근린생활시설, 숙박시설, 창고시설 등이 부각되며, 핵심자산(Core Property) 및 부

가가치(Value Added) 자산에 많은 투자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공유개념의 건물자산이 주거(Share House) 및 업무시설(Share Office)에 도입되어 주요 지역으

로 확산되고 있습니다. 건물자산의 투자 및 관리는 시대의 트렌드에 부합하여 전문성 위주로 급속하게 발

전하고 있으며, 이러한 추세에 따라 확장되는 관련 산업의 관리능력을 보유한 전문인력이 절실히 필요합

니다. 건물자산관리학은 경영학, 경제학, 법학, 행정학, 건축 관련 공학 등 여러 인접 학문으로부터 이론 및 

원리와 법칙을 지원받아 이론 체계화를 달성한 종합응용과학의 성격을 가지고 있는 실용학문입니다.

학과 및 전공 소개

건물자산관리학과에서는 건물자산 경영관리의 전문화, 과학화 및 기술화의 이론 체계화와 건물자산관리

의 효율성 극대화 기술개발을 연구하며, 국내외 건물자산관리산업 환경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할 수 있

는 건물자산관리분야 전문 지식을 교육, 연구한다. 

건물자산관리학은 건물자산과 건물자산관리에 대한 인간의 행동을 연구하고, 건물자산관리활동의 최유

효화 기술을 개발하여 인간의 생활과 건물자산관리산업에의 응용을 목적으로 하는 건물자산관리 분야 

종합 응용과학이다. 인간의 생활과 업무 수행을 효율적으로 영위하기 위한 방법을 住(주) 환경 측면에서 

학문적으로 연구하며, 건물자산의 투자자, 소유자, 이용자 등 건물자산 이해관계자들에게 최유효 만족을 

제공하는 관리 방법을 연구한다. 

교육목표

건물자산관리학과의 교육 목표는 첫째, 건물자산경영관리 분야(AM Field)와 운영관리분야(PM Field) 및 

건축시설물유지관리 분야(FM Field)의 업무를 전문적으로 수행하는 데 요구되는 경영기능을 확보하고, 

양질의 건물자산관리 서비스를 생산하고 제공함에 있어 필수적 핵심 자원인 건물자산관리 인적 자원의 

육성에 있다. 

둘째, 건물자산관리 현상과 건물자산관리 문제를 전문적 지식과 정보를 바탕으로 정확하게 해석하고, 분

석 진단하여 효율적으로 해결하는 데 요구되는 건물자산관리 전문가 육성에 있다.

셋째, 건물자산관리학의 교육목표는 우리나라 건물자산관리 산업을 주도하고 선도할 건물자산관리기업 

경영자의 육성과 인재 교육을 전담할 교육요원 육성에 있다.

교육과정

 전체 교과목  

•건물자산관리학원론

•건축물유지관리실무

•건물자산위험관리론

•건물자산임대관리론

•건물자산운영관리론

•건물자산법률관리론

•건물자산환경관리론

•건물자산행정관리론

•수주영업실무

•건물자산금융론

•조사방법론

•경영학특론

•정보기술경영특론

건물자산관리학 전공
Major in Building Asset 
Management

건물자산관리학과

지역사회와 상생활동, 일자리 창출을 위한 

지역고용전략방안 워크샵 2018



글로벌대학원GUIDE FAR EAST UNIVERSITY GRADUATE SCHOOL대학원 안내

36 37

졸업생

INTERVIEW

Q. 극동대대학원 항공서비스경영학과에 지원한 이유는?

A. 현장에서 근무하면서 직급이 올라감에 따라 효율적인 팀관리를 위해 현장에 적용할 수 있는 조직관

리, 리더십 등의 학습이 필요하다고 느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항공사 객실업무라는 특수 상황을 제

대로 이해하고 가르쳐줄 수 있는 전공이 필요했고 찾아보니 극동대대학원의 항공서비스경영학과가 매

우 적합하다고 느꼈기 때문에 지원하게 되었습니다.

Q. 대학원에서 수업하면서 가장 많이 도움이 된 것은 무엇인가요? 

A. 먼저 모든 교수님들이 항공사 출신이시라 현장에 대한 이해도가 매우 높으시다는 것이 너무나 좋았습

니다. 따라서 학습하는 여러 이론들을 어떻게 현장에 적용하는 것이 좋은지, 어떤 부분이 적용가능하고 

어떤 부분이 적용에 어려움이 있는지 등에 대해서도 자세하게 학습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현재 실제상

황에 배운 내용을 적용해보며 좋은 관리자가 되고자 노력하고 있지요.

Q. 후배들에게 하고 싶은 이야기들이 있다면?

A. 일하면서 공부한다는 것이 쉽지 않았지만 논문을 마치고 나니 참 오랜만에 커다란 성취감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학습의 기쁨을 알게 되었다는 것은 제 인생에 있어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경험이 되었습니

다. 또한 배운 것을 현장에 적용할 수 있다는 것 역시 너무나 값진 경험입니다. 후배여러분들도 공부하는 

동안은 힘들다는 생각이 들겠지만 곧 찾아올 커다란 기쁨을 위해 파이팅하시기 바랍니다.

학과 및 전공 소개

무형의 상품을 생산하는 인적서비스는 인간의 욕구와 감정에 직결되어 있으며 제공자와 고객 간의 상호

작용에 의해 그 품질이 결정되므로 인간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하는 전문성을 갖추어야 한다. 본 학과

는 항공서비스 산업에 대한 다양한 이론과 함께 대 고객 서비스 품질 향상을 위한 여러 요인과 서비스 조

직 경영에 대한 연구방법론을 중점적으로 학습한다. 이를 위해 경영학, 심리학, HRD, 그리고 교육학의 기

초와 함께 서비스 산업 관련 학문영역을 포괄하여 다루고 있다.     

교육목표

•항공서비스분야의 이론과 실무 능력을 갖춘 관리자 인력을 양성한다.

•항공서비스 기획 및 운영 전문가를 양성한다.

•한국형 서비스문화 창출 및 확산에 기여할 수 있는 서비스 전문인력을 양성한다.

교육과정

항공서비스경영전공필수과목 맞춤형 전공선택과목 연구방법론

•항공서비스마케팅

•항공승무교육교수법

•항공HRD

•항공산업과 공항경영

•항공정책

•항공산업의 국제동향과 이슈

•항공화물경영

•객실승무원 성과평가 기획

•항공서비스 프로그램개발 전략

•항공심리학

•항공조직관리

•항공서비스품질평가정책

•항공서비스사례연구

•리더십

•항공서비스경영연구방법론

•논문연구Ⅰ

•논문연구Ⅱ

•논문연구Ⅲ

항공서비스경영학 전공
Major in Airline Cabin Service 
Management

항공서비스경영학과

주임교수

INTERVIEW

Q. 항공운항관리학과는 어떤 학과인지 전공소개 부탁드립니다. 

A. 향후 20년간 조종사, 객실승무원 및 항공 기술자에 대한 수요가 150만 명에 이를 것으로 전망하였으

며, 아시아 태평양 지역은 저비용 항공사가 이끄는 시장의 강세에 힘입어 전 세계 수요의 40%를 차지할 

전망이어서 항공산업 현장에서는 고급 전문가 인력을 더욱 필요로 하고 있습니다. 항공운항관리학과는 

항공운항과 관련한 전문인력을 양성하는 학과입니다.

Q. 항공운항관리학과는 무엇을 배우고 진로는 어떻게 됩니까?

A. 우리 나라가 세계적인 항공대국으로 성장하기 위해서 항공운항관리의 중추적인 역할을 담당할 전문

가 양성과 미래의 항공우주산업을 선도해 나갈 수 있는 지도자적인 유능한 고급기술인력 양성을 위해 항

공기 운항과 관련된 안전, 보안, 인적요인, 승무자원관리, 운항품질, 훈련, 평가, 감사, 공항운영, 항공교통, 

무인기 등과 관련된 분야를 연구, 교육하고 있습니다. 진로는 정부, 항공사, 군 및 연구소의 항공전문인력 

및 연구원, 항공안전, 보안과 품질관리 등의 다양한 분야로 진출합니다.

항공운항관리학 전공
Major in Aviation Management

항공운항관리학과

학과 및 전공 소개

항공운항관리학과는 우리나라 항공운항관리의 핵심적인 역할을 담당할 전문가 양성을 목적으로 설립되

었으며, 항공우주와 항공기 운항과 관련된 시설, 장비, 환경, 인원관리와  관련된 분야를 연구, 교육하여 

항공운송산업분야를 담당하는 정부나 공공기관 등이 필요로 하는 전문인력양성을 목표로 합니다.

교육목표

증가하는 항공시장과 인력수요 등을 적극적으로 대처하기 위하여 각 기관 및 학교에서 요구되는 전문지

식을 강화하고 있는 추세이며 특히 항공관련 안전과 보안, 인적요인 등의 관리 전문인력과 연구에 대한 

수요는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항공운송산업분야에서 필요로 하는 전문인력양성을 목표로 합니

다. 특히 항공안전과 효율적인 발전을 위하여 폭 넓고 전문적인 이론과 지식을 배울 수 있는 기회를 부여

하고자 합니다.

교육과정

전공필수 맞춤형 전공선택과목 연구방법론

• 비행안전론/ 

안전관리시스템  

중 택일

• 승무자원관리적용/ 

항공인적요인론  

중 택일

•위협 및 에러관리

•항공법

•항공안전 및 보안

•항공안전론

•항공시스템안전

•항공보안론

•항공기 사고조사론 

•항공영어

•항공산업론

•항공교통관제론

•항공교육론

•비행이론 특론 

•공항계획론

•무인기 산업론

•인간공학

•항공산업심리학

•인지과학 

•커뮤니케이션 스킬

•의사소통기술론

•의사결정방법론 

•대인간기술

•승무자원관리론

•승무원 합동자원관리론 

•항공생리학

•시스템 인적요인

•감각과 지각

•기억과 인지

 •항공조직행동

•팀 퍼포먼스

•연구조사방법론

•논문연구I

•논문연구II

•논문연구II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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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임교수

INTERVIEW

Q. 호텔관광학과는 어떤 분이 들어오나요?

A. 호텔관광학과 신입생은 크게 세 가지 유형으로 구분이 됩니다.  

첫째, 학부에서 호텔 및 관광 관련 학과를 졸업하고 전공분야를 더욱 심도있게 공부하고자 하는 학생들과 

둘째, 학부에서 경영학이나 어문학 등 호텔 및 관광 관련 분야를 전공하지 않았지만, 호텔 및 관광 분야를 

공부하거나 관련 분야에 취업하고자 하는 학생들이 있습니다. 셋째, 호텔 및 관광 분야 기관 및 산업체에 

근무하거나 근무경험이 있으면서 호텔 및 관광 분야의 실무를 바탕으로 학문적으로 정립하고자 하는 학

생들로 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학과 및 전공 소개

호텔 및 관광산업은 경제발전과 여가시간의 증대, 국제화와 세계화 시대의 도래와 함께 수요가 급증하고 

있는 21세기 유망산업이고, 고부가가치 산업일 뿐만 아니라 국민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데 필요한 산업이

다. 이러한 현상으로 호텔 및 관광산업은 지속적으로 발전하고 있고, 전문인력에 대한 수요도 증가하고 

있다. 이에 따라 호텔관광학과는  호텔, 여행사, 리조트, 외식업, 카지노, 테마파크, 항공사, 컨벤션 등 호텔 

및 관광분야의 체계적인 이론과 경영진단, 경영관리 및 문제해결능력 등 이론과 경영관리 기법을 겸비한 

초일류 전문가 양성을 목표로 한다. 

교육목표

•  호텔 및 관광분야의 체계적인 이론과 경영관리 및 문제해결능력 등 이론과 경영관리 기법을 겸비한 

초일류 전문가 양성을 목표로 한다. 

• 서비스 마인드와 전문지식 및 창조적 경영기법을 겸비한 호텔 및 관광분야의 전문 경영인을 육성한다. 

• 실천적 봉사정신의 함양을 통한 인성 및 서비스 마인드를 지닌 호텔 및 외식 전문가를 양성한다. 

• 호텔관광분야의 전문인 양성을 통한 지역 및 국가 발전에 기여한다.

교육과정

호텔관광전공 맞춤형 선택 과목 보석관광마케팅전공 맞춤형 선택 과목 연구방법론 선택 과목

• 관광지리자원론  

• 호텔경영전략특론  

• 관광소비자행동론  

• 국제관광특론    

• 관광마케팅특론    

• 관광개발기획론  

• 문화관광특론    

• 관광상품기획특론  

• 호텔기업환경론 

• 관광정책세미나  

• 호텔경영세미나    

• 호텔외식경영론    

• 식음료세미나    

• 와인산업론        

• 서비스론 

• 다이아몬드감정론  

• 광상학세미나    

• 보석가공기법    

• 보석광상학        

• 보석창업론      

• 보석소비자행동론  

• 보석관광마케팅론  

• 보석관광상품론  

• 보석학세미나 

• 보석학 

• 사회조사방법론  

• 관광조사방법론  

• 보석조사방법론  

• 논문연구Ⅰ      

• 논문연구Ⅱ      

• 논문연구Ⅲ

호텔관광학 전공
Major in Hotel and Tourism

호텔관광학과

주임교수

INTERVIEW

Q. 국제개발학과에 대한 전공소개 부탁드립니다.  

A. 국제사회에서 한국의 경제적 위상이 높아지고 정부의 공적개발원조(ODA)가 크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국제개발학과에서는 국내 및 외국인 학생들이 개발이론과 정책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원조사업에 대

한 실무능력을 갖춘 국제전문가로 성장할 수 있는 교육과정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Q. 국제개발학과에서는 무엇을 배우고 진로는 어떻게 되나요? 

A. 개발도상국의 경제·사회적 발전과 국제협력에 대한 전문가 양성에 대한 필요성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본교에서는 정부기관, 기업, 교육기관, 시민사회단체에서 국제개발과 관련된 사업을 수행할 때 필

요한 전문지식과 실무능력을 향상하기 위한 국제개발 전문가 과정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학위과정을 통

해 국제개발과 관련된 분야별 이슈와 현황을 학습하고, 국제기구, 정부, NGO의 개발협력사업의 기획·관

리에 필요한 역량을 갖추게 될 것입니다. 

학과 및 전공 소개

경제사회 발전과 빈곤, 환경, 분쟁 등의 글로벌 이슈에 대한 국민들의 관심증대와 참여확대는 신흥공여국

으로 부상한 우리나라가 국제사회에서 역할을 수행하는데 기여하고 있다. 국제개발학과는 개도국들이 

직면하고 있는 정치·경제·사회 문제들을 학습하고 국제사회의 개발협력 노력에 기여하는 전문 인력을 양

성한다. 

정부기관, 국제기구, 기업, 시민사회단체에서 필요한 개발협력사업 실무능력을 배양하여 국제개발 및 

지역전문가로 성장하는 기회를 제공한다.

교육목표

국제개발협력 분야의 전문가를 양성하여 발전과정에서 축적된 한국의 경험을 바탕으로 개도국의 경제·

사회발전을 지원하고 우리나라의 대외협력에 기여한다. 국제개발과 관련된 전문지식, 국제관계 대응능

력 및 리더십을 겸비한 전문 인력을 양성한다.

교육과정

전체과목

•국제개발 이론과 정책

• 국제기구론, 경제발전론

• 국제비즈니스와 개발

• 분쟁과 안보

• 국제법과 개발

• 개발과 사회정책

• NGO와 개발

• 지역개발정책론

• 사회문제론

• 국제개발 조사방법론

국제개발학 전공 
Major in International 
Development Studies 

국제개발학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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졸업생

INTERVIEW

Q. 본 학과에 입학하게 된 이유

A. 현재 여주이천에서 활동하고 있는데 주변에 본 학과 졸업생이 많이 활동하고 있습니다. 프로그램 기획 

및 운영능력이 뛰어나서 어디서 공부하였냐고 하면 극동대학교대학원 상담심리치료학과 졸업생들이었

습니다. 그리고 여기 졸업을 하면 동문 및 연구회 활동이 잘되고 있어 여기 동문 팀에 합류하고 싶고 부러

움에 입학하게 되었습니다.

Q. 교육과정 만족도

A. 극동대학교대학원 교육과정의 가장 큰 강점은 이론과 실제가 적절한 비율로 운영된다는 것입니다. 대

학원이 대부분 이론중심으로 운영될 경우 저희와 같이 현장에 있는 경우 큰 도움을 받지 못합니다. 또한 

실제적인 것에만 비중이 높을 경우는 이론이 약해서 좋은 평가를 받을 수 없습니다. 극동대학교대학원 상

담심리치료학과는 이 두 마리 토끼를 다 잡을 수 있습니다. 원상화교수님께서 우리학과는 AS가 되는 학

과라고 하셨고, 이를 실천하시려 노력한다는 말씀 그대로 졸업 후에도 다양한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어 매

학과 및 전공 소개

인간의 행동과 심리적 과정을 연구하는 심신이론을 바탕으로, 효과적으로 현대인의 정신건강 회복에 기

여하는 전문가를 양성하는 과정입니다. 21세기 심리치료패러다임의 변화 추이에 따른 심리적 접근 및 다

양한 언어적, 비언어적 상담 기법의 통합적 관점에 기반을 둔 교육과정이 운영됩니다. 

교육목표

국내에서는 처음으로 두 개의 전공이 통합과정으로 운영되고 있어, 실제 한국 상담현장에서 요구되는 내

담자 중심의 통합적 소양을 갖춘 심리치료사 양성의 틀을 확립하고 있습니다. 기존의 가족에 대한 일반적 

접근에서 벗어나 건강한 가족을 연계한 전문적 개입을 위한 전문인력을 양성하고자 합니다.

또한 상담현장에서 주요한 접근 수단으로 자리매김한 미술, 음악, 동작, 드라마 등 개별적 예술치료를 통

합하여 내담자의 다양한 욕구와 효과적, 효율적 상담이 가능한 실전형 상담치료 전문가 양성을 목표로 하

고 있습니다.

교육과정

전체과목

•가족치료개론 

•정신장애의진단과분류

• 아동·청소년 가족 및 

통합예술 치료 

• 프로그램개발연구 

(진단, 평가, 치료계획) 

•이상심리 

•신체지각과심리관찰  

•통합예술치료개론  

•심리검사 및 평가 

•부부상담  

•임상실습과슈퍼비전  

•집단상담 및 실습 

•동작심리분석 

•상담및심리치료이론과실제

•그림의심리적진단 

• 노인정신건강과가족 및  

통합예술 치료

•색체상담심리 및 매체연구

•통합치료사례연구 

• 심신장애인가족 및  

통합예술치료 

•리듬과자아통찰 

•가족진단 및 평가 

•집단통합치료실습 

•상담연구방법론 

•가족드라마치료 

•논문연구 

가족치료 및 통합예술

치료 전공 
Major in Family Therapy & 
Integrative Arts Therapy

상담심리치료학과

주임교수

INTERVIEW

Q. 사회복지학과는 어떤 학과인지 전공소개 부탁드립니다.

A. 사회복지학과에서는 복지사회 구현에 기여할 휴먼서비스 전문가를 양성하고자 하며, 더불어 인성과 

창의성과 실무역량을 갖춘 사회복지전문인을 양성하고자 합니다. 이를 위해 종합적이고 전문적인 교육

체계를 수립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Q. 사회복지학과는 무엇을 배우고 진로는 어떻게 되나요?

A. 사회복지학과에서는 사회적 약자와 사회적 취약계층은 물론 모든 사회구성원들의 사회적 기본권을 신

장시킬 수 있는 다양한 방법을 배우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첫째, 사회복지의 기초지식을 배양할 수 있는 교

과목(사회복지개론, 사회복지조사론 등)을 배우고, 둘째, 사회복지실천의 이론과 실천을 익힐 수 있는 교과

목(실천론, 실천기술론, 지역사회복지론)을 배우고, 셋째, 사회복지의 법과 제도를 익힐 수 있는 교과목(정

책론, 법제론, 행정론)을 배웁니다. 졸업 후에는 사회복지사 1급, 2급 자격증을 취득할 수 있습니다. 

학과 및 전공 소개

글로벌대학원 사회복지학과에서는 인간 존중과 사회 정의를 기반으로 사회복지 현장에서 선도적 역할을 

수행할 유능한 전문가를 양성하고, 지역사회의 리더를 배출하는 사회복지 전문 교육기관입니다. 전문적

이고 실용적인 교육과정을 통해 사회복지사로서 겸비해야 할 실천역량과 연구능력을 향상시키며, 다양

한 전문 자격증 취득의 기회를 부여합니다. 

교육목표

•사회복지 실천현장의 변화와 수요를 반영하는 교육과정을 구성하여 운영한다.

•예비 사회복지사와 사회복지 현장 종사자들의 전문성과 실천 역량을 함양한다.

•대학원 재학생 및 졸업생의 네트워크를 지원하여 사회복지 정보 교류 및 협력을 도모한다.

교육과정

전공필수 전공선택 보충과목

•인간행동과 사회환경

•사회복지정책론

•사회복지행정론

•사회복지실천론

•사회복지실천기술론

•사회복지조사론

•사회복지현장실습

•아동복지론

•청소년복지론

•노인복지론

•장애인복지론

•여성복지론

•가족복지론

•산업복지론

•사회복지법제론

•사회문제론 등

•사회복지개론

•지역사회복지론

(학부 미전공자에 한함)

학과의 장점/비전

복지서비스 수요 증가에 따라 다양한 사회서비스 정책이 시행되고 있습니다. 이에 신규 일자리가 개발되

는 상황이며 사회복지인력에 대한 수요도 대폭 증가하고 있습니다. 특히 고령사회 진입으로 노인복지 전

문가의 취업 기회가 확대되며, 사회복지사 자격증 취득은 전직 또는 은퇴 준비의 든든한 자산이 될 것입

니다. 

사회복지학 전공 
Major in Social Welfare

사회복지학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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졸업생

INTERVIEW

제 인생에 있어 글로벌대학원 경찰행정학과 진학은 최고의 선택이었습니다. 사회는 정해진 자원을 선의

에 경쟁을 통해 차지하는 약육강식의 환경입니다. 이러한 사회 속에서 자신이 가진 차별성과 경쟁력은 생

존과도 귀결이 되는 중요한 것입니다. 저의 경우 이러한 차별성과 경쟁력을 갖추는데 있어서 결정적이었

던 것은 석사과정을 통해 얻은 소중한 경험들 이었습니다. 

사회 초년생은 취업을 하게 되면 많은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그중에서 업무를 분배하거나 담당하게 될 

때, 해당 분야에 대한 경험을 하지 못했다는 것은 큰 어려움 중의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석사과정 

중에 각종 회의 준비와 진행, 보고서의 작성, 문서 편집·작성, 주어진 업무를 해결하기 위해 접근하는 과학

적 방법 등을 경험하였기에 첫 직장에서 다른 동기들에 비해 빠르게 성장하고 인정받을 수 있었습니다. 

대학을 졸업하고 바로 대학원에 진학을 한 저의 경우 외에도 이미 사회에서 직장생활을 하면서 대학원에 

진학해서 학업을 원하시는 분도 글로벌대학원 경찰행정학과 입학을 추천드립니다. 

학과 및 전공 소개

경찰·형사사법 분야 전문 인력의 교육을 통해 도전적이고 창의적인 최고의 치안정책 전문가를 양성하고, 궁

극적으로 재학생이 국가 및 지역사회에서 경찰 및 치안정책 전문가로서 역할을 하는데 도움이 되도록 한다. 

경찰행정학 전공은 경찰학(Police Science) 또는 형사사법학(Criminal Justice) 분야의 주요한 내용으로 구

성이 되며, 1) 경찰학(형사사법학) 분야, 2) 범죄학 분야, 3) 형사사법연구방법론 및 범죄통계학 분야로 교

과과정이 구성되어 있다. 즉, 1) 경찰학과 경찰행정 분야로서 경찰기획, 조직, 인사, 예산을 비롯하여 경찰

의 역사, 주요 각국의 경찰제도, 경찰작용, 지역사회경찰활동 등에 관한 내용을 학습한다. 또한 2) 범죄 및 

형사정책과 관련해서 다양한 범죄유형/원인 및 이에 대한 경찰과 형사사법기관의 정책에 대해서 학습한

다. 끝으로 3) 경찰을 포함한 형사사법기관의 효과적인 운영 및 범죄통제 정책에 대한 연구방법과 통계분

석기법에 대해서 학습한다. 

교육목표

고도로 조직화·국제화되고 있는 범죄현상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고 사회공공의 안녕과 질서의 유지 및 위

해 예방 또는 제거하기 위해서 민주국가의 경찰작용 및 형사사법기관의 역할은 필수적이다. 따라서 경

찰·경호·경비 및 공공의 안전관리에 관한 전문적인 이론과 실제를 습득하여 치안질서 유지와 국민 생활

의 안전관리를 담당할 치안정책 개발 및 평가를 위한 인재를 양성하는데 그 목표를 둔다. 졸업생은 향후 

경찰 및 형사사법, 사회안전/보안 직종에서 범죄 및 형사정책을 수립 및 평가를 하고, 범죄통제전문가 및 

일반시민에게 범죄 및 형사정책과 관련한 유용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도록 교육한다. 

교육과정

1학기차 2학기차 3학기차 4학기차

•경찰학/경찰행정학 개론

•범죄학개론

•형사사법연구방법론

•경찰인사관리

•경찰조직관리

•범죄통계학

•지역사회경찰활동

•범죄예방론

•사이버범죄학

•경찰행정프로젝트

•경찰행정실증분석

•대테러정책론

경찰행정학 전공
Major in Police Administration

경찰행정학과

주임교수

INTERVIEW

안녕하십니까? 아동영어교육학과 주임교수 신규철입니다.  글로벌시대의 가장 필수적인 경쟁력 요건이 

영어 마스터라는 것을 누구도 부인하지 못할 것입니다. 그만큼 우리사회도 영어라는 유일한 세계어를 정

복하기 위해 많은 시간과 노력을 투자하고 있습니다. 특히, 언어의 속성상 아동시기의 영어교육이 결정적

으로 중요하다는 것은 언어습득이론이나 실제생활에서 증명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분위기 속에서, 우리 

학과는 각 분야 최고의 교수님을 모시고, 아동영어교육 전문가 과정을 준비해 왔으며, 대학원 졸업 후에 

여러분이 영어교육 분야에서 최고의 글로벌 인재가 되도록 최선을 다 할 것입니다. 

또한 우리 학과는 아동영어교육기관과 제휴로 “리터러시(Literacy) 영어코칭” 민간 자격증도 제공하고, 최

고의 영어 학원, 외국출판사, 영어유치원, 영어도서관 등 아동영어교육기관에 취업은 물론 영어교육 벤처

사업 창업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할 것입니다.

학과 및 전공 소개

아동영어교육학과는 영어교육이론과 실용영어지도 능력을 고루 갖추도록, 아동영어교육 방법론과 아동

영어지도 실습과정을 교과과정에 균형있게 반영하고 있으며, 졸업 후에 영어교육 석사학위와 함께, 아동

영어교육전문가 자격증을 받을 수 있는 대학원 석사과정으로 구성되어 있다. 교수진도 국내 최고의 아동

영어교육 전문가와 최고의 언어학 석학들로 구성되어 있다. 졸업 후에는 영어교육연구소, 영어교육기관, 

학교 등에서 연구원, 강사, 출판 및 콘텐츠 개발, 영어교육 벤처 창업, 해외 유명대학 박사과정 진학 등 다

양한 분야에서 아동영어교육 전문가로 활약하게 된다.

교육목표

아동영어교육학과는 글로벌시대의 대표적 세계어인 영어를 지도하는 교육전문가를 양성하고, 현대 영어

교육이론과 언어습득이론을 중심으로, 현장 영어교육실습을 강조한 융합형 21세기 아동영어교육 전문가

를 배출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또한, 졸업 후에 석사학위 취득은 물론, 해외 유명대학과 영어교육학회가 

공동으로 수여하는 아동영어교육 전문가 자격증(Certificate)을 받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교육과정

1학기차 2학기차 3학기차 4학기차

•아동영어교육론

•교실영어연습(I)

•영어발음 및 파닉스 지도

•영어읽기 및 쓰기 지도

•영어학의 이해

•놀이 기반 영어교육

•영어동화 및 스토리텔링 기법

•영어 문법, 쓰기, 어휘 지도

•노래와 챈트 활용 영어교육

• 영어교육 콘텐츠 및 프로

그램 개발

•교실영어연습(II)

•아동영어교육실습

아동영어교육학 전공
Major in Teaching English to Young 
Learners (TEYL)

아동영어교육학과

FAR EAST UNIVERSITY GRADUATE SCHOO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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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과학대학원

보건과학 
대학원

교육목표 

Mission and 
Objectives

발전계획 

Strategy

학과 및 전공 

Department 
and Majors

학위수여 

Degree 
Reguirements

국민복지 향상 확대 정책은 세계적인 추세로 의료 서비스가 국제적 경쟁력을 갖추고 양질의 서비스를 적절히 

제공하기 위해서는 능력을 갖춘 전문인이 요구된다. 극동대학교 보건과학대학원은 이러한 시대적 요구를 반영

하여 국민 건강과 복지향상에 기여하는 연구인력과 국제 경쟁력을 갖춘 보건전문인 양성을 교육목표로 한다. 

최고 수준의 보건의료 전문가 양성

극동대학교 보건과학대학원은 공공기관, 병원, 산업체를 포함한 여러 보건의료 관련 기관에서 관련 업무에 종

사하거나 앞으로 종사할 사람들로 하여금 지역 및 의료 현장에서 활용할 수 있는 실무 능력을 교육함으로써 리

더로서 주도해 나갈 유능한 인재 양성을 위해 우수한 교육환경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최고 수준의 보건의료 전문기관 연계

국내외 선진전문기관과 연계하여 우수한 강의진을 구성하고, 지역 보건의료 기관과 연계하여 네트워크 중심역

할을 수행하는 교육기관으로 도약하고 있습니다.

과정 학과 전공 학위종별

석사과정 보건과학과

보건학 보건학석사(보건학)

방사선학 보건학석사(방사선학)

작업치료학 보건학석사(작업치료학)

비전사이언스학 보건학석사(비전사이언스학)

전문지식과 국제적 경쟁력을 
갖춘 전문인 양성기관

리더십을 겸비한 보건전문가 양성

국제 경쟁력을 갖춘 글로벌 보건전문가 양성

전문화된 독창적 연구 능력을 갖춘 연구 인력 양성

Mission Objectives

교수진  

Faculty

최준구 교수, 방사선학 전공 

단국대학교 대학원 이학박사

2017년 Marquis Who’s Who in the world

2017년 스포츠서울 2017 혁신한국인 &  
POWER KOREA 대상

2018년 Marquis Who’s Who in the world 

2018년 Albert Nelson Marquis Lifetime 
Achievement Award

현) 대한방사선사협회 정회원

현) 대한방사선과학회 이사

현) 한국융합학회 이사 

현) 대한디지털의료영상학회 이사

김가중 교수, 방사선학 전공

전북대학교 대학원 이학박사

2017년 Marquis Who’s Who in the world

2018년 Marquis Who’s Who in the world 

현) 대한방사선사협회 학술위원

현) 대한방사선과학회 논문심사위원

현) 대한방사선치료기술학회 정회원

현) 방사선방어학회 정회원

김지현 교수, 작업치료학 전공

University of Wisconsin, 
 Occupational Therapy, MS

임상경력 4년, 교육경력 11년

연구 분야: 작업과학 / 작업치료철학 /  
지역사회작업치료 / 정신보건 / 보조공학 /  
노인낙상 / 국제학습

현) 한국작업과학회 회장

현) 대한보조공학기술학회 국제이사

현) 한국정신보건작업치료학회 전략이사

현) 대한감각통합치료학회 편집위원

정은화 교수, 작업치료학 전공

건국대학교 의학과 신경과학 의학석사

연세대학교 작업치료학 박사수료

임상경력 8년, 교육경력 2년

연구 분야: 뇌졸중 및 신경계 질환

현) 대한신경계작업치료학회 정회원

현) 대한작업치료학회 정회원

현) 대한뇌신경재활학회 회원

주유미 교수, 작업치료학 전공

University of Sydney,

Health & Occupational Science, MS

서울대학교 인지과학협동과정 박사수료

임상경력 2년, 교육경력 8년

연구 분야: 신경과학 / 인지치료 / 치매 /  
지역사회작업치료

현) 대한작업치료학회 국제이사

현) 대한신경계작업치료학회 국제이사

[신경과학] 외 다수 저술활동

조선영 교수, 작업치료학 전공

연세대학교 작업치료학 이학석사

연세대학교 작업치료학 박사수료

임상경력 7년, 교육경력 9년

연구 분야: 아동작업치료 / 학교작업치료 / 
소아정신건강 / 부모교육

현) 지역사회작업치료학회정회원

현) 한국콘텐츠학회정회원

[정신사회작업치료임상실습지침서] 외 다수  
저술활동

김정헌 교수, 작업치료학 전공

University of Sydney, 

Occupational Therapy, MS

연세대학교 작업치료학 박사과정

임상경력7년, 교육경력 6년

연구 분야: 근거기반치료 / 사회적재활 /  
치매 / 보조공학 / 보건정책 / 국제이슈

현) 대한보조공학기술학회 일반이사

현) 한국운전재활학회 일반이사

'지역사회장애인건강증진연구(2018)' 외 다수  
연구과제 참여

이현숙 교수, 작업치료학 전공

연세대학교 재활보건학 석사

차의과학대학교 의학과 예방의학 의학박사

임상경력 18년, 교육경력 9년

연구 분야: 뇌졸중 및 신경계질환 / 
노인작업치료

현) 한국작업과학회정회원

[작업치료평가학], [노인작업치료학] 외 다수  
저술활동

강봉훈 교수, 비전사이언스 전공 

서강대학교 물리학과 이학박사 
(비선형광학, 광학재료)

현) 대한시과학회지 편집위원장

현) 한국물리학회 정회원

현) 한국광학회 정회원

현) 한국세라믹학회, 한국재료학회 정회원

현) (사) 한국기술사업회진흥협회 기술경영사
(TC1324-001)

이은희 교수, 보건학 전공 

서울대학교 대학원 보건학 박사 

2016년 Marquis Who's Who in the World

2017년 Albert Nelson Marquis Lifetime 
Achievement Award

2018년 Marquis Who's Who in the World

현) 대한시과학회 편집위원

현) 한국안광학회 일반이사

현) 다수 해외논문 발표 및 Reviewer 활동

성지연 교수, 보건학 전공 

충남대학교 의학과 진단검사의학전공 의학박사

임상병리분야 임상경력 14년

2017년 한독학술상 수상

현) 대한임상검사과학회 편집위원

현) 임상미생물검사학회 학술위원

현) 대한임상병리사협회 정회원

오지은 교수, 보건학 전공 

Ph.D. in Physiology and Biophysics,  
University of Illinois at Chicago

Mount Sinai School of Medicine, USA

서울대학교 치학연구소

현) 대한임상병리사협회 정회원

현) 임상생리학 교수협의회 정회원

국내최고수준의

보건의료 전문가 양성

최고 수준의 보건의료 

전문기관과 연계
상생적 시너지

•리더 양성 프로그램

•실무 능력 향상 프로그램 

•국내외 선진 전문기관과 연계

•지역 전문기관의 네트워크 중심역활

구분 전공 연구 이수학점

논문작성제 24학점 3학점 27학점 

졸업시험제 30학점 30학점 

보건과학대학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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졸업생

INTERVIEW

안녕하십니까, 저는 극동대학교 보건과학대학원에서 방사선학전공을 한 2기 졸업생 유신영입니다. 학부 

4학년이 되던 해에 국가고시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방사선에 관한 연구를 통해 더욱 깊이 있는 지식을 얻

고 싶다는 생각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당시 석사라는 것이 제겐 높은 벽같이 느껴져서 주저하고 있

었지만 저의 모교인 극동대학교에 석사과정이 개설되어 망설임 없이 지원하게 되었습니다. 주임교수인 

최준구 교수님과 김가중 교수님에 대한 믿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다른 학교 교수님들에 비해 젊은 두 

분 교수님은 학부시절부터 최신 트렌드와 깊이 있는 지식으로 학생들에게 열정적으로 강의를 해주셨기 

때문입니다.

대학원에서 연구를 하면서 잊지 못할 순간은 처음 제 이름으로 된 논문 책자가 출판되었을 때였습니다. 

제 석사논문은 『환자 움직임에 따른 재촬영 및 낙상 방지 시스템 개발』 이라는 주제로 일반 엑스선 촬영

시에 환자의 움직임을 감지하여 엑스선 발생을 차단하여 재촬영과 환자 피폭을 줄이는 시스템을 만든 연

구였습니다. 제가 직접 주제를 정하고 연구를 하면서 결과물을 만들어 낸다는 것이 쉬운 일은 아니었지만 

논문 심사를 마치고 출판 되었을 때 제가 해 온 연구가 인정을 받은 것 같아 보람이 컸습니다.

그리고 저희 극동대학교 보건과학대학원의 자랑거리는 구성원들 이라고 생각합니다. 최고 수준의 교수

님들과 이미 임상에서도 최고수준의 대학원생들이 함께 모여 노력하는 곳입니다. 어느 누구도 뒤쳐지지 

않도록 서로 도와주고 의지하며 즐겁게 연구를 할 수 있는 곳이라고 자부 합니다. 대학원 진학을 고려하

는 분들에게 극동대학교 보건과학대학원을 적극 추천해 드리고 싶습니다.

학과 및 전공 소개

방사선학은 질병의 진단 및 치료 분야를 연구개발하는 실천과학으로 기초학문과 응용학문을 접목한 첨

단 학문이다. 본 전공에서는 방사선영상 분야에서 최고 수준의 경쟁력을 갖춘 고급 전문가를 양성하기 위

하여 새로운 기술들을 적용하여 전공분야의 이론적 학문의 기틀을 재정립하고, 변화하는 의료환경 및 의

료 방사선의 첨단 기술들에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능력과 국제화 시대에 극동대학교가 지향하는 글

로벌 리더로서의 자질 및 정보화 능력을 겸비할 수 있도록 교육과정을 운영하여 의료 방사선학을 선도할 

수 있는 인재를 양성하는데 목적이 있다. 

교육목표

의료방사선 관련 분야에서의 지도적 역할을 담당할 방사선전문가를 양성하고, 방사선학 및 관련 산업분

야의 학문연구를 담당할 방사선과학자를 육성한다. 또한 방사선학 연구와 실천으로 국민보건향상에 기

여하는데 목적이 있다. 

교육과정

전체 교과목

•디지털의료영상처리

•디지털의료영상분석

•의료영상정보학 특론

•의료방사선 관리

•의료방사선계측 특론

•방사선과학 세미나 Ⅰ

•방사선과학 세미나 Ⅱ

•방사선과학 교육론

• 디지털의료영상평가

•진단방사선학 특론

•방사선종양학 특론

•핵의학 특론

•의료방사선물리 특론

•생명물리

•보건통계학개론

•논문연구

방사선학 전공
Major in Radiological Science

보건과학과

졸업생

INTERVIEW

Q. 졸업생으로 보건학전공에 대해 설명해주실수 있나요?

A. 안녕하십니까, 극동대학교 보건과학대학원 보건학을 전공한 유현 졸업생입니다.

저는 현재 대학원 졸업 후 안보건 관련분야에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극동대학교 보건과학대학원 보건학전공은 앞서가는 다양하고 세분화된 교육과 시스템으로 교육하고 있

습니다. 단순 졸업장을 받기 위해서가 아닌 연구자로서의 자질을 향상시킬 수 있고, 더 나아가 국민 보건

분야의 전문가로 거듭날 수 있습니다. 

또한 다양한 커리큘럼과 그에 맞는 전문화 교육으로 본인의 연구과제도 수월하게 해낼 수 있고 좀 더 폭

넓은 시야를 얻을 수 있습니다.

인간의 건강과 직결되는 보건 분야는 고령화 사회가 된 이래로 전보다 더더욱 중요한 분야가 되었습니다. 

극동대학교 보건과학대학원 보건학과정에서 전문적이고 특성화된 교육을 뒷받침하여 국가와 지역사회 

발전에 이바지 할 수 있습니다.

학과 및 전공 소개

국민 평균수명의 연장으로 우리나라는 고령사회로 진입하게 되며, 높은 수준의 의료욕구로 인하여 국민

들의 건강에 대한 지대한 관심은 다양한 분야로까지 확대되고 있습니다. 

사람의 건강은 우리 주변의 환경과 생태계의 건전성과 밀접한 관련을 맺고 있습니다. 보건학 전공은 주로 

건강상태와 그 결정요인의 조사와 분석에 따른 연구방법론에 중점을 두고 다양한 접근을 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인문사회, 기초과학, 공학, 의학에 이르는 다양한 학문분야와의 다학제적 연구를 수행하고 있

습니다.

교육목표

•보건관련분야의 전문화된 연구를 수행할 독창적 능력을 보유한 연구인력을 양성한다. 

•국민 건강과 복지향상에 기여하는 지도자적 인격을 지닌 보건전문가를 양성한다.

•보건학의 특성화와 실무를 통해서 국가와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한다.

교육과정

보건학전공 필수 맞춤형 전공선택과목 연구방법론

•보건학특론

•보건통계학개론

•보건과학세미나

•역학원론

•환경보건

•산업위생

•노안보건

•여성건강

•양안시특론

•고급콘택트렌즈학

•고급면역학

•감염관리학

•조사방법론

•논문연구I

•논문연구II

•논문연구III

보건학 전공
Major in Health Science

보건과학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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졸업생

INTERVIEW

Q. 비전사이언스 전공을 선택하게 된 이유가 무엇인가요?

A. 안경원에서 굴절이상 환자에 대한 굴절 검사와 시기능 검사를 진행하면서 좀 더 다양한 검사에 대하여 

궁금하였고, 좀 더 구체적인 시기능 검사 방법이나 전문적인 이론적 배경 등을 연구해 보고 싶었습니다.

Q. 비전사이언스에서는 어떤 과목들을 배웠나요?

A. 대학원 1~2차 학기에는 주로 개론이나 임상적 자료에 대한 내용이었습니다. 3차 학기부터 저의 논문주

제와 관련된 과목 위주로 지도교수님과 상의하여 교과를 구성하였습니다. 저는 망막상의 질과 대비감도

에 대한 주제였고 고급 시광학과 고급 임상광학을 수강하였습니다.

Q. 비전사이언스 전공을 어떻게 활용할 계획인가요?

A. 현재 근무하고 있는 직장에서 사용하고 있는 검안방식에 추가로 자체 분석한 방법으로 대비감도 검사

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굴절이상 검사 외에 인지적 환경에 대한 처방을 해나가고 있습니다. 많은 임상 경

험과 데이터를 축적해서 논문 발표를 준비할 것입니다.

학과 및 전공 소개

최근 산업의 발전과 더불어 경제적인 성장을 바탕으로 국민의 건강에 관한 관심도가 증가하고 있으며, 특

히 안광학, 시광학 및 시과학 분야에서 창의적인 연구능력과 실무능력을 겸비한 전문가를 요구하고 있다. 

비전사이언스는 시각적 인식, 시각연구 시스템 등과 관련된 연구로서 시각 체계에서 신경정보처리, 신경

부호화, 신경원들의 반응과 구체적인 시각 질의 관계를 다각적 방법으로 다룬다. 

교육목표

다양한 물리적 속성들과 지각(물체 지각)과의 문제들을 이해하는 방법으로서는 안과학, 검안학, 신경과

학, 심리학(특히 감각과 지각 심리학, 인지 심리학, 정신 물리학 등)등의 분야와 물리학(특히 광학), 행동

학, 컴퓨터 과학(특히, 컴퓨터 비전, 컴퓨터 그래픽 등) 뿐만 아니라 데이터 시각화 및 인간 공학 등이 있으

며, 이들 분야에서 포괄적인 관점에서 유기적으로 접근하고 있는 분야가 비전사이언스이다.

비전사이언스 전공에서는 시각적인 문제의 탐지를 개선하고 시각적 결함을 가진 사람들의 삶의 질을 향

상시키기 위해 시각 기능에 대한 새로운 조사 기술과 시스템을 연구하는데 목표를 둔다.

교육과정

1학기차 2학기차 3학기차 4학기차

•비전사이언스 개론

•임상광학

•빅데이터입문

•의광학

•논문연구

•고급 임상광학

•고급 시광학

•논문연구

•광공학특론

•레이저 광학

•논문연구

비전사이언스 전공
Major in Vision Science

보건과학과

졸업생

INTERVIEW

저는 작업치료학 전공으로 극동대학교 학부과정 졸업 후 동대학 석사 과정을 수료하였습니다. 학부에서 

작업치료에 대한 전반적 지식과 기술을 배웠다면 대학원에서는 좀 더 심화된 지식과 최신 지식을 학습할 

수 있었습니다. 철학적 사고를 통해 임상가와 연구자로서 갖추어야 할 소양을 다시 한 번 성찰하게 됨은 

물론, 연구방법, 통계, 측정 및 평가 등의 과목을 통해 새로운 지식을 과학적으로 창출해내는 역량 또한 개

발 할 수 있었습니다. 개인적으로 극동대 대학원 교육과정에서 좋았던 것은, 첫째 국내에서 접하기 어려

운 작업과학을 공부한 것과 둘째 해외연수 등의 국제학습 기회를 가질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러한 대학

원 교육 경험은 언제나 저에게 큰 자신감이자 자부심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대학원 교육과정을 마친 후에는 연구기관 전문연구원, 의료기관 전문인력, 공공기관 공무원, 대학교수, 해

외취업 등 다양한 분야에서 전문성을 발휘할 수 있는 기회가 펼쳐집니다. 저는 현재 공공기관에서 근무하

고 있고, 제 대학원 동기들은 국립 의료기관과 사설 임상연구소 등에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우

리 대학원을 통해 우리나라의 보건의료복지에 기여하는 훌륭한 임상/연구/교육자들이 많이 배출되기를 

바랍니다. 

학과 및 전공 소개

본 대학원은 혁신적 재활(innovative rehabilitation), 근거기반 임상(evidence-based practice), 작업과

학(occupational science), 작업-중심 평가/중재/성과(occupation-centered evaluation/intervention/

outcome), 사회통합(social inclusion), 글로벌교육연구(global research and education)를 강조한 교육과

정을 통해 최신의 근거에 기반 한 작업치료 및 보건 전문가를 양성하고자 한다.

교육목표

•개인과 사회의 건강 및 웰빙 실현에 기여할 혁신적 능력을 보유한 전문인력을 양성한다.

•국제 보건 동향을 이해하고 국내외 보건 정책 수립에 기여할 수 있는 사회의료 전문 인력을 양성한다. 

•작업적 건강에 특화된 임상과 연구를 수행할 수 있는 고급 작업치료 임상가, 연구자, 교육자를 양성한다.

교육과정

1학기차 2학기차 3학기차 4학기차

•보건의료윤리와철학

•고급작업과학및활동분석

•보건과학연구방법론

•고급근거기반작업치료

•고급측정및평가

•국제사회와작업치료1

•신경과학과임상

•논문연구

•작업치료프로젝트1

•고급작업치료세미나1

 •최신이슈및혁신적연구

•전문리더쉽및현장실습1

•재활학

•논문연구

•작업치료프로젝트2

•고급작업치료세미나2

•국제사회와작업치료2

•전문리더쉽및현장실습2

•재활행정과정책

•감각처리장애와중재

•논문연구

•작업치료프로젝트3

작업치료학 전공
Major in Occupational Therapy

보건과학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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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기술보안대학원

산업기술보안
대학원

교수진  

Faculty

김양훈 교수, 빅데이터분석학과

대진대학교 컴퓨터공학과 공학박사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상(기술보호 유공)

중소기업청 청장상(기술보호 유공)

세계인명사전(Marquis Who's Who in the World) 등재

현) 한국산업보안연구학회 상임이사 및 편집위원

현) 한국전자거래학회 이사

현) 한국스마트미디어학회 편집위원

현) 한국저작권위원회 감정위원

현) 한국인터넷진흥원 최고보안책임자과정 특임강사

현) 방위사업청 방산기술보호 특임강사

구) 상명대학교 연구교수

구) 고려대학교 고품질융합소프트웨어연구센터 박사 후 연
구원

구) 소프트캠프 연구원

신예호 교수, 빅데이터분석학과

조달청 평가위원

농림수산식품교육문화정보원 자문 및 평가위원

한국전산감리원 빅데이터 자문위원

전) 극동대학교 전산소장

현) 극동대학교 항공IT융합학과 교수

박원형 교수, 기술보안학과

호주 타즈매니아대학교 컴퓨터사이언스 공학박사 수료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상 수상(기술보호 유공)

세계인명사전(미국 Marquis Who's Who, 영국 IBC) 등재 

국방부 정보화기획관실 자문위원

한국저작권위원회 SW감정인

국가정보원 민간침해사고대응 자문위원

경찰청 디지털포렌식 자문위원 및 민간검증위원

경찰청 사이버수사 경력직 필기시험 출제위원

대검찰청 디지털포렌식 위탁연구과제 수행

한국디지털포렌식학회 이사 및 논문편집위원

전) SK인포섹 침해사고대응팀 근무

전) 사이버안전센터 보안관제팀 보안담당관 

전) 서울과학기술대학교 산업정보시스템공학과 겸임교수 

현) 극동대학교 산업보안학과 부교수/학과장

Neo Park 교수, 기술보안학과

미국 유타주립대학교 컴퓨터사이언스 공학석사

차세대보안교육훈련 시스템 개발 및 보안훈련체계 설계 및 연구

한국인터넷진흥원 전문가 자문 및 컨설팅 

KISA 및 정부 보안교육프로젝트 다수 수행

전) 극동대학교 정보관리처장

전) Multimedia Tools and Applications,  
International Journal (SCOPUS) 논문편집위원

현) 극동대학교 산업보안학과 조교수

현) 한국융합보안학회 이사 및 논문편집위원

현) 한국포렌식학회 디지털포렌식연구회 회원

교육목표 

Mission and 
Objectives

발전계획 

Strategy

학과 및 전공 

Department 
and Majors

학위수여 

Degree 
Reguirements

신기술 융합환경에서 산업의 핵심기술 및 자산을 보호하고, 지속적인 발전을 위하여 다양한 산업기술보호 전

문도구와 방법론을 학습 및 연구함으로써 미래 융합사회를 선도할 수 있는 산업기술보안 전문가를 양성한다.

과정 학과 전공 학위종별

석사과정
기술보안학과 침해사고대응전공 공학석사

빅데이터분석학과 빅데이터보안분석전공 공학석사

4TH 산업혁명 시대
   산업기술보안

전문인재 양성기관

디지털 증거분석 전문가 배출

산업기술유출방지 분석가 양성

Mission Objectives

구분 전공 연구 이수학점

논문작성제 24학점 3학점 27학점 

졸업시험제 30학점 30학점 

국내 최고수준의 산업기술보안 전문가 양성

실무역량을 갖춘 창의·선도적인 융복합 보안 인재양성

국내 최고의 디지털 증거분석 및 예방 전문가 양성

• 더존 포렌식센터, 코어시큐리티 등 관련 산학협력을 통한 연구 개발

• 재학 중 산학MOU 기관과 협조, 인턴제도 운영

• 최첨단 디지털포렌식 기법 교육 및 자격증 과정 운영

• 경찰청 사이버수사대 경력특채 시험 대비반 운영 

• 국가정보원, 대검찰청, 육군수사단 등 관련 유관기관 방문

기업·산업연계 

실무중심

민첩한
보안사고
대응역량

데이터 중심 
보안성 

분석역량

산업기술 유출범죄의 디지털 증거분석 산업기술 유출방지 징후분석

기술보안학과(대학)

침해사고대응전공

4TH 산업혁명 

신기술 융합환경(기업)
Business Domain

핵심기술 및 자산

빅데이터분석학과

빅데이터보안분석전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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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임교수

INTERVIEW

Q. 빅데이터분석학과 소개 부탁드립니다.

A. 빅데이터분석학과의 빅데이터보안전공은 다양한 정형, 비정형 데이터가 폭발적으로 증가함에 따라 빅

데이터 분석 능력이 중요해지는 현 시대에 맞춰 전문가를 양성하기 위한 학과입니다. 특히, 탐색적 빅데

이터분석능력, 분석 결과를 활용한 의사결정에의 연동 능력, 수집된 정보의 보호능력을 겸비한 실무에 강

한 빅데이터분석 전문가 양성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학과 및 전공 소개

본 학과는 기업의 내외부로부터 들어오는 산업보안침해, 내부정보유출 행위에 대한 사고예방과 조사를 

위해 다양한 구조의 데이터를 분석하는 기법과 능동적인 데이터 활용을 증진시키기 위한 익명화 및 비식

별화 방안에 대하여 학습 및 연구하는 학과이다.

교육목표

산업과 신기술이 융합하는 4차 산업혁명 시대에 기업들이 능동적인 보안체계를 갖추기 위하여 산재해 

있는 다양한 빅데이터를 활용관점에서 보안을 적용하는 교육과정을 이수함으로써, 기존의 개인정보, 민

감정보 등 다양한 정보체계에서 활용할 수 없었던 분석 제약점을 보안적으로 해결하여 유의미한 데이터

를 산출하고, 개인-기업-사회-국가가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기반을 마련할 수 있습니다.

교육과정

1학기차 2학기차 3학기차 4학기차

• 인공지능과 보안 

(공통과목)

•데이터베이스특론

•소셜미디어분석

• 블록체인과 보안 

(공통과목)

•빅데이터

• 빅데이터수집 및  

통합기술

•통계분석I

•빅데이터응용

•R프로그래밍

• 빅데이터 저장 및 

관리기술

• 프로젝트I

•빅데이터보안

•데이터시각화

•빅데이터 처리 기술

•프로젝트II

학과의 장점/비전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적극적 보안체계를 갖추기 위한 빅데이터 보안교육과정을 이수함으로써, 기존의 

개인정보, 민감정보 등 다양한 정보체계에서 활용할 수 없었던 분석제약점을 보안적으로 해결하여 유의

미한 데이터를 산출하고, 개인-기업-사회-국가가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기반을 마련할 수 있습니다.

빅데이터보안 전공
Major in BigData Security

주임교수

INTERVIEW

Q. 기술보안학과 소개 부탁드립니다.

A. 기술보안학과의 침해사고대응전공은 사이버시대의 범죄의 증거물인 디지털 증거에 대한 조사/분석과 

내부정보감사 등 다양한 침해사고대응기술 습득을 통해 산업보안분야 및 정보보호분야 내부감사 전문

가, 국정원, 대검찰청, 경찰청 사이버수사 분야의 침해사고대응 전문가를 육성 합니다.

학과 및 전공 소개

본 학과는 4차 산업혁명에 따른 ICT 중심의 산업융합 환경 출현으로 인해 다양한 보안위협이 발생하고 

있고, 산업기술보호 시장규모는 급증하고 있으나, 산업기술 유출 및 피해는 급증하고 있는 실정이다. 반

면 이를 대응하고 연구하는 인력은 부족한 상황으로 4차 산업혁명의 가장 중요한 내부정보유출 탐지 및 

대응 기술보호 전문 인력을 양성한다.

교육목표

기술적, 조사적 지식에 관한 융복학적 이해를 바탕으로 각종 범죄의 디지털 증거(컴퓨터, IoT, 데이터베이

스 등)에 대한 조사 분석 및 증거 확보의 실무 역량을 갖춘 내부정보유출 감사 전문가 및 침해사고대응 전

문가를 양성한다.

교육과정

1학기차 2학기차 3학기차 4학기차

• 인공지능과 보안 

(공통과목)

•연구윤리

•IoT 실습

• 블록체인과 보안 

(공통과목)

•침해사고대응I

•보안세미나

•디지털포렌식

•악성코드분석

•프로젝트I

•안티포렌식

•침해사고대응II

• 프로젝트II

학과의 장점/비전

4차 산업혁명 시대의 과학기술, 조사기법을 융합한 실용학문위주의 교과목 편성을 통한 학부졸업생이 

기업과 공무원, 사회에 진출하는데 도움이 되도록 지도하고 국가공인 디지털 포렌식 전문가 자격증, 국제

공인 FTK 포렌식 전문가 자격증 취득이 가능합니다.

침해사고대응 전공
Major in Incident Response

산업기술보안대학원

빅데이터분석학과기술보안학과

FAR EAST UNIVERSITY GRADUATE SCHOO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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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안내

● 자가운전 안내 

이용안내

중부내륙고속도로 이용시 영동고속도로 진입 → 여주 휴게소를 지나 1Km지점에서 중부내륙고속도로 충주방향 진입 →  

감곡T.G → 감곡시내 → 매괴고 우회전 → 극동대학교 

중부고속도로로 진입 → 일죽 T.G → 좌회전하여 38번 국도 → 장호원 시내 → 감곡 방향 → 청미천 다리에서 좌회전 → 극동대학교

영동고속도로 이천IC → 장호원 방향 → 장호원시내 → 감곡 방향 → 청미천 다리에서 좌회전 → 극동대학교

장학제도

● 대학원 교내 장학금 

장학종별 수혜 자격기준 수혜기준 비고

신입생

성적우수 장학
일반대학원 석사학위과정 입학자로서 대학원 각 학과별 입학성적 우수자

1등 40%, 2등 30%, 3등 20% 감면

(등록기준 3명 이하일 경우 

대학원위원회 심의 의결)

감면고지

또는 

후지급

성적우수 장학
일반대학원 석사과정 재학생 중 직전학기 평점 4.0 이상으로 해당 학과 

주임교수의 추천을 받은 자
수업료의 30% 장학금 지급 감면고지

연구보조장학금
일반대학원 각 과정 신입생 및 재학생 중 해당학과에서 연구보조 업무를 

수행하는 학생으로 학과 주임교수가 추천한 자
수업료의 50% 장학금 지급 감면고지

조교장학 본 대학 학과조교(특수대학원 입학자)로 재직 중인자 또는 근무경력이 있는자 수업료의 70% 장학금 지급 감면고지

자매결연 및 

산학협력기관

장학

본교와 자매결연/산학협력을 체결한 협정기관 재직자(회원) 및  

자매결연 학교 출신자

입학금 면제, 수업료의 40% 장학금 지급

(단, 협약서에 별도 기준이 있을 경우는 

그에 따른다.)

감면고지

연구·학업

장려 장학

1. 특수대학원 입학자 

2. 특수대학원 재학생으로 연구 및 학업에 적극적인 자
수업료의 30% 장학금 지급 감면고지

원우회 장학 교육대학원 원우회장과 임원으로서 대학원 발전에 공헌한 자
최종학기 등록금을 대학원장이 추천하여 

대학원위원회 심의 의결
감면고지

공로 장학 전국규모이상의 학·예술경연대회 참가자, 입상자  또는 본교 대내외 행사 참가자
대학원위원회 결정 또는 행정부서 및  

부속기관 자체 운영 지급 지침에 따름
학기 중

교직원 배우자 

및 자녀 장학금
본교에 재직하고 있는 교직원의 배우자 및 직계  자녀가 본원에 입학하는 자

수업료의 50% 장학금 지급

(평점평균 3.5이상 유지)
감면고지

한가족 장학 가족 중 2인 이상 동시에 재학하는 자(학부 포함)

수업료의 50% 장학금 지급

학부+대학원 = 대학원50%

대학원+대학원 = 1인 50%, 1인 타 장학

감면고지

지역인재 장학

본교출신자(대학, 대학원포함) 또는 주민등록상 본교 인근 소재 거주 지역주민

경기도 – 이천, 여주, 안성

충    북 – 전지역

입학금 면제 감면고지

특별 장학

1.  5급 이상의 공무원·사법·행정·외무·기술고시·공인회계사·군법무관·입법  

사무관 시험 최종 합격자

2.  본 대학 발전에 기여한 자 또는 기여할 수 있다고 인정하는 자 

(배우자, 자녀포함)로 주임교수의 추천을 받은 자

3. 경제사정 곤란자(소득7분위)로 주임교수의  추천을 받은 자

4. 기타 총장이 장학금 지급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자

5. 본교출신자(대학, 대학원포함)로 주임교수의 추천을 받은 자

수업료의 50%~100% 장학금 지급

(대학원위원회 심의 의결)
감면고지

외국인유학생

장학

1.    본 대학원 입학 시 TOPIC 3급 이상 또는 TOELF IBT 71, IELTS 5.5, TEPS 600  

이상인 자

2.  성적우수 장학: 본 대학원 석사과정 재학생 중 직전학기 평점 4.0 이상으로  

해당 학과 주임교수의 추천을 받은 자

3.  업무보조장학: 본대학원 각 과정 신입생 및 재학생 중 행정부서 및 학과에서 

업무보조를 수행하는 학생으로 학과 주임교수가 추천한자

4.  본교와 자매결연/산학협력을 체결한 협정기관 재직자(회원) 및 자매결연 학교 

출신자 

5. 근로 장학: 각 행정부서 및 부속기관의 필요에 의해 선발되어 근로하는 학생

1. 수업료의 40% 장학금 지급

2. 수업료의 40% 장학금 지급

3. 수업료의 50% 장학금 지급

4.  입학금면제, 수업료의 40% 장학금  

지급 (단, 협약서에 별도 기준이 있을 

경우는 그에 따른다.)

5.  행정부서 및 부속기관 자체 운영 지급  

지침에 따름

감면고지

근로 장학 각 행정부서 및 부속기관의 필요에 의해 선발되어 근로하는 학생
행정부서 및 부속기관 자체 운영 지급  

지침에 따름
학기 중

생활 장학

(재학생 및 

외국인)

1. 경제사정 곤란자로 총장이 지급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한 자(생활비 지급)

2. 총장이 지급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한 자

1. 생활비 일정액

2. 생활관비 일정액

※   기간 및 금액, 지급기준은 생활관 운영

지급 지침에 따름 

학기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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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시간

인천
국제공항

2시간20분

부산
3시간

 청주국제공항 1시간 

서울

평창 1시간10분

대전
1시간20분

광주
3시간10분

성남
50분

대구
1시간50분

광명
1시간10분

•인천국제공항		→	제2경인고속도로	→	영동고속도로	→	중부내륙고속도로		

→	극동대학교	(2시간	20분)

•청주국제공항		→	중부고속도로	→	평택제천고속도로	→	진성로	→	중원대로		

→	극동대학교	(1시간)

•서울  →	강변북로	→	제2중부고속도로	→	영동고속도로	

→	중부내륙고속도로	→	극동대학교	(1시간)

•성남		→	성남이천로	→	광주원주고속도로	→	중부내륙고속도로		

→	극동대학교	(50분)

•광명		→	제2경인고속도로	→	성남이천로	→	광주원주고속도로		

→	중부내륙고속도로	→	극동대학교	(1시간	10분)

•평창	→	영동고속도로	→	장여로	→	성주로	→	극동대학교	(1시간	10분)

•대전  →	경부고속도로	→	중부고속도로	→	중원대로	→	극동대학교	(1시간	20분)

•대구  →	신천대로	→	경부고속도로	→	중부내륙고속도로			

→	극동대학교	(1시간	50분)

•광주		→	호남고속도로	→	호남고속도로지선	→	중부고속도로		

→	극동대학교	(3시간	10분)

•부산		→	중앙고속도로	→	경부고속도로	→	중부내륙고속도로		

→	극동대학교	(3시간)

● 국내 주요 도시 및 공항

김포국제공항

과천
서울대공원

용인
 한국민속촌

롯데월드

1시간

1시간

1시간

1시간

잠실역

●김포국제공항/롯데월드,잠실역/서울대공원/한국민속촌 → 극동대학교



56 57

CAMPUS 
MA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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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대학본관(M동)

2  예술관(C동)

3  보건관(D동)

4  관광관(E동)

5  공산기념관(G동)

6  공학관(A동)

일반대학원, 교육대학원, 

글로벌대학원, 보건과학대학원, 

산업기술보안대학원

7  국제학사

학생식당, 카페, 편의시설

8  실내체육관

9  SMART-K TECH CENTER

SMART-K 대강당

10  연학관(버스터미널)

한솥도시락, book cafe, coffee shop,  

CU편의점, 통학버스사무실

11  편의시설

학생식당, CU편의점, 서점 

12  편의시설

Coffee shop, 뉴욕핫도그

13  성지학사

14  학생회관

총학생회, 대의원회, 동아리연합회

15  정문

16  제1주차장

17  통학버스주차장

18  항공기전시장

19  후문

20  족구장

21  트랙

22  잔디구장

23  농구장

24  운동장야외스텐드

25  야외쉼터

26  야외정자

27  골프연습장

28  계단

29  제2주차장

30  천연잔디광장

31  연못

32  산책로

33  경비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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