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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상병리과

NCS(National Competency Standards)

물리치료과

기반의 교육과정으로 현장 중심의 수업을

방사선과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기업에서

치기공과

필요한 직무능력을 갖춘 핵심 인재,

치위생과

지역산업과 연계한 현장 맞춤형 인재,

안경광학과

국제적 경쟁력을 갖춘 글로벌 인재를

의무행정과

양성하고 있습니다. 능력중심 사회를

식품영양과

선도해 나갈 차세대 리더들의 꿈이 지금

사회복지과

원광보건대학교에서 시작되고 있습니다.

유아교육과
아동보육과
호텔관광과
외식조리과
항공서비스과
미용피부테라피과
주얼리디자인과
간호학과
의무부사관과
정보특전부사관과
전투부사관과

원

원광보건대학교
54538 전북 익산시 익산대로 514 (신용동 원광보건대학교)
Tel_063.840.1114 Fax_063.840.1566
www.wu.ac.kr
이 브로슈어는 원광보건대학교 NCS 교육과정의 성과 확산을 위해
2015년 특성화 전문대학 육성사업비로 제작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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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EARNING
교육체제 개편
•특성화

행정지원 체제 구축

•보건복지·힐빙
•세계적

구조 혁신

수준의 국내·외 전략사업

기반 확충
•취·창업

성장역량 기반

Happy WU 강화

특성화대학

독자적인 LTM 교육시스템
구축을 통해 특성화대학을
실현하고 세계적 수준의
창조적 직업교육을 선도하는
원광보건대학교!
그 핵심에는 산업수요

산업수요 맞춤 특성화 전략

TRAINING

LTM-NCS 실용교육

NCS 교육시스템 구축

•NCS

세계적 수준의 창조적 직업교육 선도 대학

실용교육 강화 전략

•지역산업
•학생

•NCS

산학협력 선도 전략

•교육

직무역량 강화 전략

•취·창업

교육시스템 구축

품질관리 인증체제 구축

•학부별

융합역량 강화 전략

컨버전스 교육과정

지원 체제 구축

•선순환

평생교육 지원 전략

•글로벌

•글로벌

교육마케팅 전략

•학생이력관리

맞춤형 인재를 양성하는
NCS 교육시스템이 있습니다.
MARKETING
교육마케팅
•선순환적
•학부별

산학협력 유통망 구축

맞춤 창업역량 프로그램

개발 및 지원
•해외

취업전략 수립

•헬스케어센터

구축 및

학교기업 마케팅 실현

글로윙 역량 강화
시스템 정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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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eets
Confidence
현장 중심의 직무능력을
갖춘 인재 양성
NCS(국가직무능력표준, National
Competency Standards)는
산업 현장에서 직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요구되는 지식·기술·태도 등의
내용을 국가가 산업부문별·수준별로
체계화한 것으로 기존의 학벌 중심,
불필요한 스펙 중심 채용제도의
문제점을 해결하고 해당 직무에
꼭 필요한 능력을 갖춘 인재들을
양성하기 위한 기준안입니다.
학벌과 스펙이 아닌 능력으로
인정받는 사회, 그 변화의 중심에
NCS가 있습니다.

기존의 채용제도

NCS의 채용제도

학벌 중심,
불필요한 스펙
중심의 채용

NCS에 기반한
해당 직무능력
중심으로 채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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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광보건대학교만의 교육과정으로
혁신적 인재 양성
최고의 인재를 양성하기 위한
원광보건대학교의 노력은 NCS를
그대로 따르는 것에 그치지 않습니다.

인성
사회봉사 활동,
교양교육 특강,
교내·외 동아리 활동

인성을 갖춘 인재, 글로벌 역량을 갖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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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해 원광보건대학교만의 차별화된
교육과정을 개발하고, 입학에서 취업까지
다양한 프로그램들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글로벌
화상영어 교육,
토익사관학교,
해외 어학연수,
해외 현장학습 실시

원광보건대학교는 급변하는 사회에
주도적으로 대응하고, 더 넓은 세상에서
전문가의 꿈을 펼칠 미래인재들의
밝은 내일을 설계합니다.

Meets
Innovation

창의
커리어 개발(취업캠프,
취업특강), 진로 설정,
창업활동 지원

WU Meets NCS

인재, 창의력을 갖춘 인재를 양성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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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

|

07

원광보건대학교만의 교육과정으로
혁신적 인재 양성
최고의 인재를 양성하기 위한
원광보건대학교의 노력은 NCS를
그대로 따르는 것에 그치지 않습니다.

인성
사회봉사 활동,
교양교육 특강,
교내·외 동아리 활동

인성을 갖춘 인재, 글로벌 역량을 갖춘

원광보건대학교 | 국가직무능력표준

위해 원광보건대학교만의 차별화된
교육과정을 개발하고, 입학에서 취업까지
다양한 프로그램들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글로벌
화상영어 교육,
토익사관학교,
해외 어학연수,
해외 현장학습 실시

원광보건대학교는 급변하는 사회에
주도적으로 대응하고, 더 넓은 세상에서
전문가의 꿈을 펼칠 미래인재들의
밝은 내일을 설계합니다.

Meets
Innovation

창의
커리어 개발(취업캠프,
취업특강), 진로 설정,
창업활동 지원

WU Meets NCS

인재, 창의력을 갖춘 인재를 양성하기

WU meets NCS

08

|

09

3색 인증제를 통해 직무능력 성취도 완성
원광보건대학교는 원광교육 3색 인증제를
도입하여 전문 인력으로서 갖추어야 할
기본 역량들을 함양하도록 관리하고

개인

학과

대학

원광교육3색
인증제

NCS 기반 교육과정
개발 및 운영

학사지원 및
성과관리

있습니다. 또한 개인·학과·대학에 걸쳐
NCS 교육과정에 대한 자체 평가를 수행해
지속적으로 교육의 품질을 관리 및 개선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체계적인 과정을 통해

교육품질관리(CQI)

원광보건대학교의 학생들은 산업 현장에

WU Meets NC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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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적화된 핵심 인재로 거듭납니다.

Meets
Perfec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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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erfec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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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CS-특성화교육의 메카 Techno Market
원광보건대학교는 ‘Techno Market
Business’를 통해 학생들이 대학에서
NCS 기반 및 사회수요 맞춤형 교육과정을

WU
Department

‘교육(Learning)’받고 ‘실습(Training)’한 후 직접
‘마케팅(Marketing)’까지 경험하는 궁극적인
직업교육 특성화 체제를 구축하였습니다. 또한

NCS 교육체제에 발맞춘

지속적인 성과 창출을 위해 교내에 WM(WU

원광보건대학교 학과

Techno Market)을 신축하고, 기술이전혁신센터,
창업보육센터, 학교기업, 마케팅 실습실을

원광보건대학교는

운영하여 LTM 기반의 직업교육, 특성화교육

현장 밀착형 핵심 전문인력을

모델을 확산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대학과

양성하기 위해 보다 심화되고 전문화된

지역, 중소·중견기업 간 산학협력을 강화시켜
국가 및 지역 창조경제의 중심이 되는 고등교육을

호텔관광외식학부

교육과정의 6개 학부, 20개 학과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Meets
Experience

보건복지학부

특성화대학 원광보건대학교
6개 학부 | 20개 학과

보건의료학부

학교기업

•사회복지과
•유아교육과
•아동보육과

•임상병리과
•물리치료과
•방사선과
•치기공과
•치위생과
•안경광학과
•의무행정과
•식품영양과

한류예술학부

발굴 및 육성

예비 창업자
및
기업 유치

학교기업
발굴 및 육성

·WM 주얼리컴퍼니

간호학부

·WM 힐빙테라피
·WM 푸드몰

WM

창업보육센터
구축

대학 재정

(WU Techno Market)

건정성 및 대외

신축

경쟁력 강화

실습실 및
판매공간 구축

수익 창출 및
교육모델 확산

LTM
직업교육 특성화

•호텔관광과
•외식조리과
•항공서비스과

ack
Feedb

군사학부
n
Pla
ext
to N
y
l
p
& Ap

•의무부사관과
•정보특전부사관과
•전투부사관과

WU Meets NC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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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현하고 있습니다.

NCS 기반 교육과정과 현장 중심형

•간호학과
(4년제 학제)

•미용피부테라피과
•주얼리디자인과

WU Department

12

임상병리과는 질병의 진단과 치료

인재양성 유형

임상병리사

교육목표

・ 생명과 책임을 중시하는 보건과학인의 긍지를 지닌 임상병리사 양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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및 예방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는
검사의학과입니다. 의학·생명과학

・ 다양하고 우수한 교육 인프라 제공을 통해 통합적 사고를 하는 임상병리사 양성

분야의 이론과 실습을 병행한

임상병리과

Department of CLINICAL
LABORATORY SCIENCE

・ 문화적 인격체로서 봉사와 헌신의 품성을 가진 임상병리사 양성

교육과정을 통해 신속하고 정확한
임상 결과를 제공하며, 현장 업무를

핵심 직무능력 및

임상병리 검사 | 인간 생명현상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질병 발생이나 예방에 필요한

정확하고 원활하게 수행하는

교육운영 방향

생리적 변화를 파악하고, 혈액·요·체액·조직·세포 등의 다양한 검체를 분석 및 측정함
으로써 질병의 원인을 규명하여 치료의 방향을 제시하는 직무입니다.

임상병리사들을 양성하고 있습니다.
현장 중심형 교육과정 | 3년제
http://medlab.wu.ac.kr

핵심
직무능력

WU Meets NCS

원광보건대학교 | 국가직무능력표준

교육운영
방향

진로 분야

대학부속병원 및 종합병원(의원), 의과대학 및 대학병원 연구소, 보건소 및 국립보건
연구원, 제약회사 연구소, 의료 관련 업체, 대한결핵협회, 대한나관리협회, 대한적십자
혈액원, 건강관리협회 및 산업보건협회, 임상검사센터

취득자격 및 면허

임상병리사, 실험동물기술원, 세포병리사, 청각사, ASCPi, 방사성동위원소 취급자
면허 등

WU Department

14

인재양성 유형

물리치료사

교육목표

・ 국가와 지역사회 보건의료 분야 발전에 기여하는 물리치료 전문 인력 양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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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성, 창의성, 글로벌 능력을 갖춘 현장 중심의 물리치료사 양성
・ 능력 중심의 물리치료사 양성

핵심 직무능력 및

물리치료 | 노화, 손상, 질병 및 환경적 요인으로 인한 기능적 문제와 움직임의

교육운영 방향

어려움을 진단·평가하여 가장 효율적인 최상의 움직임과 기능적 능력을 유지·증진 및
회복시켜 주는 일을 하는 직무입니다.

핵심
직무능력

WU Meets NCS

원광보건대학교 | 국가직무능력표준

교육운영
방향

진로 분야

대형병원, 일반 병·의원, 그 외의 의료기관(재활원·의료원·보건소 등), 스포츠 관련
시설(구단 의무실·운동처방실·스포츠 연구소), 사회복지 분야(노인복지시설·장애인
복지시설·특수학교 치료교사 등), 국가공무원, 산업체, 의료기 및 의지보조기 제작
분야 등

물리치료과에서는 운동장애를
치료·예방하는 물리치료사들을
양성하고 있습니다. 기초의학,
임상의학, 물리치료학, 운동치료학,

물리치료과

Department of PHYSICAL
THERAPY

전기치료학 등의 교육과정을 통해
운동장애 환자들을 치료하고,
스포츠 상해의 예방과 치료를
원활히 수행할 수 있도록
교육하고 있습니다.
현장 중심형 교육과정 | 3년제
http://wkpt.wu.ac.kr
학사학위 전공심화 과정 운영

취득자격 및 면허

물리치료사

WU Depart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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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사선과는 질병에 대한 정확한

인재양성 유형

방사선사

교육목표

・ 방사선을 이용한 의료 분야에서 필요로 하는 우수인력 양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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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 진단과 방사선을 이용한 암 등의
질병 치료를 수행하는 방사선사들을

・ 방사선을 이용한 일반 산업계에서 필요로 하는 적응력 높은 창의인재 양성

양성하고 있습니다. 방사선 영상진단

방사선과

Department of
MEDICAL RADIATION

기술, 방사선 치료기술, 핵의학기술,
초음파 영상기술 등의 이론교육과 함께

핵심 직무능력 및

방사선 검사 | 엑스레이 검사, 정밀한 신체내부 검사를 위한 자기공명촬영(MRI,

교육운영 방향

Magnetic Resonance Imaging) 검사, 전산화단층촬영(CT, Computed Tomo-

의료 현장에서의 임상실습을 진행하고

graphy) 검사, 초음파 검사 등을 수행하는 영상의학과, 고에너지 방사선을 이용해 암

있습니다.

치료를 하는 방사선종양학과, 첨단 기술인 방사성동위원소를 이용한 진단과 함께 갑상
선종과 같은 일부 암을 치료하는 핵의학과 등에서 다양한 업무를 수행하는 직무입니다.

현장 중심형 교육과정 | 3년제
http://rad.wu.ac.kr
학사학위 전공심화 과정 운영

핵심
직무능력

WU Meets NCS

원광보건대학교 | 국가직무능력표준

교육운영
방향

진로 분야

대학병원, 종합병원, 병원, 의원, 보건소, 의료기기 회사 등

취득자격 및 면허

방사선사 면허증, 동위원소 취급자 일반면허

WU Depart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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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재양성 유형

치과기공사

교육목표

・ 세계적인 치과기공 기술력을 겸비함으로써 인정받고 대우받는 치과기공사 양성

핵심 직무능력 및

치과기공 | 치과기공소에서 치과 의사의 처방에 따라 구강조직의 저작 기능 및 외관을

교육운영 방향

개선하기 위한 치과기공물, 충전물 및 교정장치물 등을 제작ㆍ가공 및 수리하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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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를 수행하는 직무입니다.

진로 분야

핵심
직무능력

치과기공소 취업 및 운영, 대학병원 치과기공실, 종합병원 치과기공실, 개인 병·의원
치과기공실, 치과재료 제조업체, 치과기기 제조업체, 치과재료 유통업체, 보건 관계
연구기관, 해외 이민·취업, 해외 치과기공 전문학교 유학, 상위 대학 편입 등

취득자격 및 면허

치기공과에서는 국민의 구강보건
향상에 이바지하는 숙련된
치과기공사들을 양성하고
있습니다. 최신 지식 및 정보

치기공과

Department of DENTAL
LABORATORY TECHNOLOGY

교육과 함께 임상실습을 병행해
우수한 치과기공 기술력을 갖춘
전문 인력을 육성하고 있습니다.

현장 중심형 교육과정 | 3년제
http://ddlt.wu.ac.kr
학사학위 전공심화 과정 운영

치과기공사 면허증

WU Meets NCS

원광보건대학교 | 국가직무능력표준

교육운영
방향

WU Depart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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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위생과는 치과 질환의 예방·처치 및

인재양성 유형

치과위생사

교육목표

・ 실무 중심의 지식과 기술을 갖춘 치과위생사 양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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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강보건 지도 활동을 담당하고 교육하는
치과위생사들을 양성하고 있습니다.

・ 대인관계 능력과 의사소통 등 실무 능력을 갖춘 치과위생사 양성

스케일링, X선 촬영, 치과건강보험 실무는

치위생과

Department of
DENTAL HYGIENE

물론 지역사회 구강보건 활동, 구강보건
교육, 의료관리 체제 등에 관한 전문지식
교육과 함께 현장 실무능력 배양을 위한

핵심 직무능력 및

치과위생 | 치석 등 침착물(沈着物) 제거, 불소 도포, 임시 충전, 임시 부착물 장착,

교육운영 방향

부착물 제거, 치아 본뜨기, 교정용 호선(弧線)의 장착·제거, 그 밖에 치아 및 구강
질환의 예방과 위생, 진단용 방사선 촬영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는 직무입니다.

실습 교육 등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현장 중심형 교육과정 | 3년제
http://dental.wu.ac.kr
학사학위 전공심화 과정 운영

핵심
직무능력

WU Meets NCS

원광보건대학교 | 국가직무능력표준

교육운영
방향

진로 분야

치과진료 분야 | 치과병의원, 치과대학병원
구강보건 분야 | 보건소 치과실, 보건소 구강보건실, 초등학교 구강보건실,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 구강보건 담당부서, 군 의료요원
교육연구 분야 | 교수 및 구강보건 교사, 대학원 진학

취득자격 및 면허

치과위생사

WU Depart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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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재양성 유형

안경사

교육목표

・ 현장 실무 중심의 전문적 기술을 갖춘 안경사 양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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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문적인 고객응대 스킬 기반의 대인관계 능력을 갖춘 안경사 양성

교육운영 방향

시각관리 | 정확한 교정 도수의 검출, 시력보정용 안경의 조제 및 판매, 콘택트렌즈
처방 및 안경원 운영에 관한 직무입니다.

원광보건대학교 | 국가직무능력표준

교육운영
방향

안경광학과에서는 국민들의 눈 건강에
기여하는 전문 안경사들을 양성하고
있습니다. 안과학, 안경광학, 굴절검사,
조제학 등 눈과 안경에 대한 이론과 실습을

안경광학과

Department of
OPTOMETRY

체계적으로 교육하여 시력 보정은 물론
고객의 개성을 충분히 살릴 수 있는 보정용
안경(안경렌즈와 콘택트렌즈)을 제안하는
세련된 감각을 기르도록 하고 있습니다.
현장 중심형 교육과정 | 3년제
http://optics.wu.ac.kr

핵심
직무능력

진로 분야

안경원 취업 및 운영, 렌즈 및 안경테 생산업체, 안경 생산업체, 안과병원, 광학기기
회사

취득자격 및 면허

안경사

WU Meets NCS

핵심 직무능력 및

WU Depart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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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무행정과는 전국 각지의

인재양성 유형

의료정보관리사

교육목표

・ 산업체에서 요구하는 현장 중심의 실습 위주 교육으로 전문적 기술을 갖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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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기관에서 활약하고
있는 수많은 보건의료 행정요원을

의료정보관리사 양성

배출하며, 명성과 신뢰를

의무행정과

Department of MEDICAL
ADMINISTRATION

・ 인성교육을 통해 지역사회에 봉사하며, 건학이념에 맞는 의료정보관리사 양성

다져왔습니다. 의학기초, 전산,
병원행정에 대한 이론 학습과 현장
중심의 실무 교육을 통해 실력 있는

핵심 직무능력 및

의료정보 관리 | 기초의학 및 임상의학에 대한 기본지식을 바탕으로 의료기관에서

교육운영 방향

발생한 모든 진료기록 분석, 질병 통계, 암 등록, 진료기록 정보보호 등 각종 의무에

의무기록사, 병원행정사, 의료보험사

관한 기록 및 정보를 유지·관리하고, 국제 분류에 따라 질병 및 수술을 분류·등록할 수

등을 양성하고 있습니다.

있으며 이를 바탕으로 건강보험 및 심사 자료를 청구하는 직무입니다.

NCS 기반 교육과정 | 3년제

병원행정 | 의료기관에서 환자들이 신속하고 편리하게 진료 및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http://mra.wu.ac.kr

진료 접수, 입·퇴원 관리, 진료비 관리, 의료진의 진료지원 업무 등을 수행할 수
있으며, 이를 바탕으로 인사, 기획, 구매, 회계, 일반관리, 경영평가 및 분석 등 병원

교육운영
방향

진로 분야

의료정보관리, 병원행정

취득자격 및 면허

의무기록사, 병원행정사

핵심
직무능력

WU Meets NCS

원광보건대학교 | 국가직무능력표준

전반에 관한 행정업무를 수행하는 직무입니다.

WU Depart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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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재양성 유형

영양사

교육목표

・ 개인, 단체, 지역사회를 대상으로 질병 예방과 건강 증진을 위하여 급식 관리 및 영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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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를 수행하는 영양관리 전문가 양성
・ 영양사의 주요 업무를 영양/조리/위생의 관점에서 입체적으로 이해하고 대응하는
영양관리 전문가 양성

핵심 직무능력 및

영양관리 | 개인, 단체, 지역사회를 대상으로 질병 예방과 건강 증진을 위하여 급식

교육운영 방향

관리 및 영양 서비스를 수행하는 직무입니다. 		

핵심
직무능력

WU Meets NCS

원광보건대학교 | 국가직무능력표준

교육운영
방향

진로 분야

단체급식 영양사, 종합병원 식사요법 요원, 초·중·고교의 급식교사, 조리사
(식품연구소 분석위원, 식품제조업소의 위생관리인, 식품 및 보건직 공무원)

취득자격 및 면허

식품영양과는 식생활 문화의 향상과
건강 증진을 위한 영양 관리, 전통 식문화의
과학화, 새로운 식품자원 개발 분야에서 일익을
담당하는 우수한 영양사들을 양성하고 있습니다.

식품영양과

Department of
FOOD & NUTRITION

식품과 인체, 식품과 환경의 상호작용에 대한
이론과 응용방법 등을 교육하여 효과적인 급식
관리와 영양 서비스를 수행할 수 있는
전문 인력을 육성하고자 합니다.
현장 중심형 교육과정 | 2년제
http://food.wu.ac.kr
식품영양·식품안전위생 전공
학사학위 전공심화 과정 운영

영양사(식품산업기사, 조리산업기사, 위생사)

WU Depart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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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과에서는 사회적 약자의

인재양성 유형

사회복지사 및 보육교사

교육목표

・ 실무 중심의 사회복지 및 보육 전문기술을 갖춘 실무 인재 양성

편에서 이들의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사회복지사들을 양성하고

・ 사회복지 및 보육 분야에서 요구하는 기본 소양을 갖춘 전인적 인재 양성

있습니다. 사회복지에 대한 제반

사회복지과

Department of
SOCIAL WELFARE

이론, 인성 교육, 실습 및 실무 교육
등을 통해 투철한 사명감과 현장
실무능력을 갖춘 전인적 인재를

핵심 직무능력 및
교육운영 방향

육성하고자 합니다.

사회복지사
사회복지개발 | 지역사회에 대한 조사와 분석을 통해 사회 문제와 욕구를 파악하여
주민 조직화, 자원 개발, 지역사회 복지계획 수립, 정책 제안을 추진함으로써 주민
복지를 가능하게 하는 직무입니다.
사회복지행정 | 사회복지 조직(시설·기관·단체)의 목적 달성을 위하여 인적·물적·정보
자원을 효과적, 효율적으로 관리하게 하는 직무입니다.

NCS 기반 교육과정 | 2년제
http://welfare.wu.ac.kr

공공복지 | 국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에서 기획된 사회복지
제도를 공공 사회복지 전달체계를 통해 실행하고, 지역 자원과 대상자를 발굴·지원

사회복지·재활복지·아동보육·다문화복지 전공
학사학위 전공심화 과정 운영

하는 사회복지 사업을 운영하는 직무입니다.

원광보건대학교 | 국가직무능력표준

사회복지 프로그램 운영 | 개인, 가족, 집단, 지역사회의 욕구 충족과 문제 해결을 위해
사회복지의 가치를 기반으로 전문적인 지식·기술과 지역사회 자원을 활용하여
프로그램을 계획, 실행, 평가하는 직무입니다.
일상생활기능 지원 | 보호와 자립 지원을 통해 생활 기능을 향상시키는 신체 활동,
인지 정서, 가사 활동, 사회 활동 등의 전문 서비스를 제공하는 직무입니다.
사회복지 면담 | 클라이언트의 욕구 충족 및 문제 해결을 목적으로 개인, 집단, 가족
차원에서 전문적인 지식과 기술을 활용하여 상호 커뮤니케이션을 하는 직무입니다.
사회복지사례 관리 | 복합적인 문제와 욕구를 스스로 해결하지 못하는 클라이언트의
효율적인 문제 해결과 역량 강화를 위해 내적·외적 운영체계를 구축하고, 지역사회
자원을 활용하여 직접·간접 실천을 수행하는 직무입니다.
보육교사
보육 | 영유아의 보호와 양육, 보육과정 운영과 교수, 영유아의 평가 및 안내, 상담 및
정서적 지원 등을 하는 직무입니다.

교육운영
방향

핵심
직무능력

진로 분야

사회복지직 공무원, 사회복지기관 및 사회복지시설, 각종 의료기관, 상담 관련 기관,
기타 사회복지 관련 기관, 국공립 보육시설, 법인·직장 보육시설

취득자격 및 면허

사회복지사 2급, 보육교사 2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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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

인재양성 유형

영유아 교사(유치원 교사·보육교사)

교육목표

・ 다양한 활동 영역 지도를 전문적으로 이끌 수 있는 교수법을 갖춘 영유아 교사 양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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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사로서의 소명감과 책임감을 가지고 교육 현장에 임할 수 있는 인성을 함양한
영유아 교사 양성
・ 현장에서의 문제해결 능력과 의사소통 능력을 갖춘 영유아 교사 양성

핵심 직무능력 및
교육운영 방향

유치원 교사
유아교육 | 유아의 전인적인 성장과 발달을 도모하고, 유아의 타고난 잠재 능력이
바람직한 방향으로 발현될 수 있도록 체계적으로 교육하며, 전문성을 신장하여 예술
활동, 수·과학 활동, 언어·사회 활동, 놀이 등을 지도하는 직무입니다.
보육교사

WU Meets NCS

원광보건대학교 | 국가직무능력표준

보육 | 영유아의 전인적인 성장과 발달을 돕기 위해 바람직한 보육 환경을 마련하여
보호하고, 양육과 교육을 함께 수행하며, 어린이집 운영방침 수립, 환경 구성,
보육활동 운영, 영유아의 건강·안전·영양 지도 및 평가, 영유아 발달 지원 등을
수행하는 직무입니다.

교육운영
방향

핵심
직무능력

유아교육과에서는 소명감과 책임감을
가지고 유아의 전인적인 성장을
지원하는 전문 교사들을 양성하고
있습니다. 유아교육 과정, 교사론 등

유아교육과

Department of EARLY
CHILDHOOD EDUCATION

진로 분야

유치원 교사·보육교사 | 국공립 유치원, 사립 유치원, 국공립 보육시설, 법인·직장
보육시설, 유아교육 학원 및 센터, 유아교육 관련 연구기관(교보재, 출판 등)

취득자격 및 면허

유치원 2급 정교사, 보육교사 2급

유아교육 이론에 대한 통합적 학습을
비롯해 유아들의 행동 관찰, 교육
실습 등의 교육과정을 통해 실천적
지식과 자질을 갖춘 능력 있는 교사를
육성하고자 합니다.
현장 중심형 교육과정 | 3년제
http://child.wu.ac.kr
학사학위 전공심화 과정 운영

WU Depart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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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보육과에서는 수준 높은

인재양성 유형

보육교사

교육목표

・ 영유아의 꿈과 행복을 키워주는 인문학적 소양을 갖춘 보육교사 양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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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육 서비스를 제공하는 우수한
보육교사들을 양성하고 있습니다.

・ 보육교사에게 필요한 현장실무 능력과 바른 인성을 갖춘 유능한 보육교사 양성

영유아의 전인적 발달을 지원하는

아동보육과

Department of
CHILDCARE

・ 보육 분야의 진취적인 리더십 함양과 글로벌 역량을 갖춘 보육교사 양성

전문적인 지식과 인문학적 소양을

・ 영유아의 전인적 발달을 위한 전문적 지식과 태도를 갖추고 있으며, 봉사하는 보육교사 양성

기반으로 바른 인성과 현장실무

・ 영유아를 따뜻한 사랑으로 대하고, 윤리적 품성이 우수한 전문 보육교사 양성

능력을 갖춘 보육 전문가들을
육성하고자 합니다.

핵심 직무능력 및

보육 | 영유아의 보호와 양육, 보육과정 운영과 교수, 영유아의 평가 및 안내, 상담 및 정서적

교육운영 방향

지원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직무입니다.

현장 중심형 교육과정 | 2년제
http://cc.wu.ac.kr

핵심
직무능력

WU Meets NCS

원광보건대학교 | 국가직무능력표준

교육운영
방향

진로 분야

· 국공립, 직장, 민간, 가정 어린이집 보육교사
· 각종 서비스업의 영유아 교육기관, 영유아교육 관련 업체
· 4년제 대학 편입

취득자격 및 면허

보육교사 2급

WU Depart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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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재양성 유형

호텔서비스사 및 국외여행 인솔자

교육목표

・ 고객의 니즈를 파악하여 맞춤형 호텔 관광 서비스를 제공하는 전문가 양성
・ 실무 중심의 지식과 스킬을 보유한 호텔 관광 서비스 전문가 양성
・ 글로벌 수준의 의사소통 및 대인관계 능력을 바탕으로 동료, 고객, 외국인과 소통 및
교류가 가능한 호텔·관광 서비스 전문가 양성

핵심 직무능력 및
교육운영 방향

호텔서비스사
객실관리 | 고객의 편안하고 안락한 투숙을 위해 예약 접수, 체크 인·아웃 업무,
객실과 공용지역 정비 및 호텔 세탁물 관리 등을 수행함으로써 최상의 객실 상품을
창출하는 직무입니다.
부대시설 관리 | 숙박객 및 방문객의 이용 목적에 따른 편의 제공을 위해 식음료와
판매 시설, 레저·스포츠 시설 등을 설치하고, 운영·관리하는 직무입니다.

국외여행 인솔자

원광보건대학교 | 국가직무능력표준

여행상품 상담 | 여행상품 판매를 위해 고객의 욕구에 부합하는 여행 관련 상품 정보를
제공하고, 계약에 도달할 수 있도록 하는 직무입니다.
해외여행 안내 | 외국을 여행하는 관광객이 안전하고 즐겁게 여행할 수 있도록 편의를
제공하고, 해외여행 안내, 행사 확정서 확인, 해외여행 안내 사전정보 확인, 출국장
미팅, 출국 수속, 기내 업무, 입국 업무, 해외여행 안내 행사관리, 해외여행 안내 시
위기관리, 해외여행 안내 고객만족 관리, 해외여행 안내 정산·보고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직무입니다.

호텔관광과에서는 국제적 감각과 매너를
갖춘 호텔·관광 전문인을 양성하고

교육운영
방향

핵심
직무능력

있습니다. 내·외국인 고객들의 니즈를
빠르게 파악하고, 국제적 수준의 서비스를

호텔관광과

Department of
HOTEL & TOURISM

제공할 수 있도록 호텔ㆍ관광 분야에 대한
전문화ㆍ특성화된 교육과정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NCS 기반 교육과정 | 2년제
http://hotour.wu.ac.kr

진로 분야

호텔 및 식음료, 외식, 여행 및 관광

취득자격 및 면허

호텔서비스사, 호텔관리사, 호텔경영사, 조주기능사, 바리스타, 소믈리에,

호텔리어·여행비즈니스 전공
학사학위 전공심화 과정 운영

국외여행 인솔자, 관광통역 안내사, 국내관광 안내사, 관광해설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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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

외식조리과에서는 국내외

인재양성 유형

조리사 및 바리스타

교육목표

・ 한식과 양식의 기본기와 조리 능력을 갖춘 조리사 양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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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급호텔, 국내외 프랜차이즈,
대기업 외식업체, 기타 관광산업

・ 커피를 제조할 수 있는 바리스타 양성

분야에 필요한 식품조리 및 서비스

외식조리과

Department of
FOOD SERVICE CULINARY

・ 의사소통, 대인관계를 통한 실무 능력을 갖춘 식음료 서비스 전문가 양성

전문가를 양성하고 있습니다.
국가별 정통요리 및 퓨전요리 등에
관한 실무 능력을 함양하여 특화된

핵심 직무능력 및

조리사

교육운영 방향

한식조리 | 한식을 대상으로 조리사가 메뉴를 계획하고, 식재료를 구매, 관리,

메뉴 개발까지 가능한 요리사와

손질하여 정해진 조리법에 의해 조리하며, 식품 위생과 조리 기구, 조리 시설 등을

스타일리스트를 육성하고 있습니다.

관리하는 직무입니다.

NCS 기반 교육과정 | 2년제

양식조리 | 양식을 대상으로 조리사가 메뉴를 계획하고, 식재료를 구매, 관리,

http://culinary.wu.ac.kr

손질하여 정해진 조리법에 의해 조리하며, 식품위생과 조리기구, 조리 시설 등을

퓨전조리·글로벌한식조리·제과제빵·양식조리 전공

관리하는 직무입니다.

학사학위 전공심화 과정 운영

바리스타
바리스타 | 커피에 대한 지식과 이해를 바탕으로 다양한 기법으로 커피를 제조하여

WU Meets NCS

원광보건대학교 | 국가직무능력표준

고객에게 서비스하고, 커피 매장을 관리ㆍ운용하는 직무입니다.

교육운영
방향

진로 분야

핵심
직무능력

국내외 특급호텔(리조트 등) 주방 및 베이커리, 카페, 외식업체, 외식 창업 및 컨설팅,
푸드코디네이터, 메뉴전문 기획사, 음식상담 컨설턴트

취득자격 및 면허

한식조리기능사, 양식조리기능사, 바리스타 민간자격증
(일식조리기능사, 중식조리기능사, 제과제빵기능사)

WU Depart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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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재양성 유형

항공서비스 전문가

교육목표

・ 국제적 문화 감각과 능숙한 외국어 구사 능력을 갖춘 항공기 이용고객 응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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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 양성
・ 체계적인 이론 실습 및 현장 교육과 생활 교육을 이수한 항공서비스 전문가 양성
・ 훌륭한 고객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으며, 지성과 전문성을 갖춘 항공서비스
전문가 양성

핵심 직무능력 및

항공객실 서비스 | 탑승 및 출입국 수속, 기내 일상관리, 안전관리, 착륙전·후에

교육운영 방향

필요한 기내 서비스 제공 등을 수행하는 직무입니다.

핵심
직무능력

WU Meets NCS

원광보건대학교 | 국가직무능력표준

교육운영
방향

진로 분야

국내외 항공사 승무원, 운송·발권·예약 서비스직, 공항 내 항공서비스직,
항공사 여객운송직

항공서비스과에서는 올바른 인성과
국제적 감각, 세련된 매너, 능숙한 외국어
구사력을 갖춘 유능한 항공·관광 서비스
전문인을 양성하고 있습니다. 항공사에서

항공서비스과

Department of
AIRLINE SERVICE

요구하는 전문 인재를 양성하기 위해
이론·실무 교육과 함께 인성교육을
실시하고 있으며, 외국어 실력 향상을
위해 영어는 물론 일본어, 중국어까지
교과목으로 편성하여 집중 교육하고
있습니다.
NCS 기반 교육과정 | 2년제
http://flight.wu.ac.kr
항공서비스·항공비즈니스 전공
학사학위 전공심화 과정 운영

취득자격 및 면허

토파즈 항공발권, 국외여행 인솔자, 토익

WU Depart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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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용피부테라피과에서는 21세기의

인재양성 유형

미용인

교육목표

・ 탄탄한 기본기를 바탕으로 고객의 니즈를 파악하고, 고객에게 서비스를 제공할 수

미용 분야를 발전적으로 이끌어나갈
역량 있는 미용인 배출을 위해 체계적인

있는 헤어미용 전문가 양성

기초학문을 바탕으로 피부미용, 헤어,

미용피부테라피과

Department of
COSMETICS

・ 아름다운 건강을 유지할 수 있도록 스킬을 습득하여, 고객과 소통하며 서비스를

메이크업, 네일 분야 등의 실무 중심

제공할 수 있는 피부미용 전문가 양성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고객이
핵심 직무능력 및

헤어미용 전문가

교육운영 방향

미용인을 양성하고자 합니다.

헤어미용 | 헤어미용 시술을 원하는 고객의 미적 요구와 정서적 만족감 충족을 위해
미용기기와 제품을 활용하여 샴푸, 헤어커트, 헤어퍼머넌트웨이브, 헤어컬러, 두피·모발
관리, 헤어스타일 연출, 메이크업 등의 서비스를 고객에게 제공하는 직무입니다.

NCS 기반 교육과정 | 2년제

피부미용 전문가

http://beauty.wu.ac.kr

피부미용 | 고객 상담과 피부 분석을 통해 안정감 있고 위생적인 환경에서 미용기기와
화장품 등을 이용해 얼굴 및 전신 피부서비스를 제공하고, 기타 피부미용에 대한 업무

아름다움과 건강을 유지할 수 있도록
수준 높은 서비스를 제공하는 전문

헤어·피부미용·메이크업/네일·허브테라피 전공

수행을 기획·관리하는 직무입니다.

학사학위 전공심화 과정 운영

메이크업 전문가

원광보건대학교 | 국가직무능력표준

메이크업 | 특정한 상황과 목적에 맞는 이미지, 캐릭터 창출을 목적으로 이미지 분석,
디자인, 메이크업, 뷰티코디네이션, 후속관리 등을 실행함으로써 얼굴·신체를 연출하고
표현하는 직무입니다.
네일미용 전문가
네일미용 | 네일에 관한 이론과 기술을 바탕으로 다양한 기능과 아트 기법을 수행하여
고객이 건강하고 아름다운 네일을 유지·보호할 수 있도록 서비스하고, 네일숍을
관리·운영하는 직무입니다.

교육운영
방향

핵심
직무능력

진로 분야

헤어 전공 | 미용실, 두피클리닉 전문숍, 뷰티아카데미, 맞춤가모숍, 모발·화장품 회사
피부 전공 | 병원부설 관리실, 피부미용실, 화장품 및 미용기기 회사, 체형관리실, 스파센터
메이크업·네일 전공 | 메이크업숍, 브랜드 메이크업 회사, 웨딩살롱, 특수분장사, 연극·영화
단체 스타일리스트
공통 | 대학 교수, 미용고등학교 교사, 미용전문교육 강사, 창업, 유학

취득자격 및 면허

헤어 전공 | 미용장, 미용사(헤어미용), 두피모발관리사, 가모가발관리사, 컬러리스트
산업기사, 컬러리스트 기사, 피봇포인트, 헤어컬러리스트
피부 전공 | 미용사(피부), 시데스코(CDESCO), 발관리사, 아로마테라피스트, 화장품처방사,
피부과병원 코디네이터, 천연화장품 통합연구사, 미용경략요법사
메이크업·네일 전공 | 메이크업전문가 자격증 3급, 메이크업전문가 자격증 2급,
메이크업전문가 자격증 1급, 에어브러시, 프로웨딩이미지 컨설팅 전문가, 퍼스널
컬러코디네이터, 기술 강사, 메이크업, 네일아티스트, 미용사(네일미용)
공통 | 미용사 면허증, 미용실기교사, 직업능력개발 훈련교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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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재양성 유형

주얼리 디자이너

교육목표

・ 주얼리 디자인 스킬을 바탕으로 귀금속 세공 기술에 특화된 전문가 양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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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디지털 기술을 활용하여 최신 트렌드의 주얼리를 가공 및 제작하는 전문가 양성
・ 세일즈 현장에서 고객의 선호도와 트렌드를 파악하여 디자인을 제공하는 전문가 양성
・ 세련된 서비스 스킬과 디자인 감각으로 고객 서비스를 제공하는 전문가 양성

핵심 직무능력 및

주얼리 디자인 | 디지털 기술을 활용하여 귀금속 및 보석을 가공 및 제작하고, 고객의

교육운영 방향

취향과 유행에 따라 마케팅을 하는 직무입니다.

핵심
직무능력

WU Meets NC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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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운영
방향

진로 분야

귀금속 보석 전문 디자이너 및 프리랜서, 주얼리 전문 판매사, 주얼리 전문 수출회사,
주얼리 전문점 창업, 주얼리 제조회사, 국내외 유명 브랜드 및 백화점, 전문 보석숍,
면세점 등

주얼리디자인과에서는 세련된
디자인 감각과 서비스 스킬을
바탕으로 고객에게 최고의 만족을
제공하는 주얼리 전문가를 양성하고

주얼리디자인과

Department of
JEWELRY DESIGN

있습니다. 주얼리 디자인, 주얼리
마케팅 등의 체계적인 교육과정을
통해 주얼리 관련 전문가가
갖추어야 할 역량을 함양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NCS 기반 교육과정 | 2년제
http://jd.wu.ac.kr
주얼리디자인·패션주얼리 전공

취득자격 및 면허

귀금속가공산업기사, 보석감정사, 주얼리 코디네이터 3급·2급, 주얼리 마스터
2급·1급

WU Depart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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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호학과는 투철한 사명감과

인재양성 유형

임상간호사

교육목표

・ 덕성과 윤리관을 바탕으로 전문 임상간호 지식을 갖춘 실무 인재 양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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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성을 갖춘 전문 간호사들을
양성하고 있습니다. 의학·간호학

・ 간호실무 능력과 국제적 기본 소양을 겸비한 전인적 인재 양성

분야의 전문 지식과 산학 연계 등을

간호학과

Department of
NURSING

통한 다양한 현장실습 등
4년 동안의 교과과정을 이수한 후

핵심 직무능력 및

간호교육 | 모든 개인, 가정, 지역사회를 대상으로 건강 유지 및 증진, 질병 예방, 건강의

교육운영 방향

회복, 고통 경감에 필요한 지식, 기력, 의지와 자원을 갖출 수 있도록 간호 대상자를 직접

국가시험을 거쳐 간호사 면허를

간호할 뿐만 아니라 교육, 설명, 지시, 조언, 감독, 지도 등의 중재적 활동을 수행하는

취득할 수 있습니다.

직무입니다.

현장 중심형 교육과정 | 4년제
http://nursing.wu.ac.kr
학사학위 전공심화 과정 운영

핵심
직무능력

WU Meets NC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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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운영
방향

진로 분야

상급종합병원, 종합병원, 병원(병원·치과병원·한방병원·요양병원), 의원(의원·치과
의원·한의원), 조산원, 보건소, 보건지소, 보건의료원, 보건공무원, 건강보험심사
평가원, 국민건강보험공단, 근로복지공단, 초·중·고등학교 보건교사, 대학교 간호학과
교수, 간호장교, 산업체 간호사, 항공간호사, 군무원

취득자격 및 면허

보건복지부 간호사 면허, 보건교사 자격증

WU Depart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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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재양성 유형

의무부사관

교육목표

・ 국방 선진화에 따른 다기능 고효율 정예 부사관 양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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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한 체력 및 리더십을 갖춘 부사관 양성
・ 창의적 핵심 전공 역량을 갖춘 부사관 양성

핵심 직무능력 및

국방행정 | 군 조직관리를 위한 업무로서 군사 전 분야에 걸쳐 기획, 계획, 평가, 연구,

교육운영 방향

시행, 자원관리 등의 능력을 배양하여 정서적·기술적인 지원을 하는 직무입니다.

진로 분야

핵심
직무능력

의무 및 일반부사관, 군무원(일반직·기능직), 3군 사관학교 편입 후 의무장교 임관,
방위산업체, 병원 등

취득자격 및 면허

응급구조사, 간호조무사, 한자 2~3급, 한국어능력 3급, 태권도 1~2단,
인터넷정보관리사

의무부사관과는 육군본부 협약에 의해
설치된 학과로서 장병의 건강 증진과
질병 예방, 환자의 치료 및 재활 등
군 보건사업의 제반 업무를 수행하는

의무부사관과

Department of MEDICAL
NON-COMMISSIONED OFFICER

의무부사관들을 양성하고 있습니다.
군 간부로서의 자질 향상, 인성 개발,
군사 지식 및 의무 분야 전문 기술
등의 교육과정을 거쳐 응급구조사
또는 간호조무사 자격 취득 후
의무부사관으로 활동하게 됩니다.
현장 중심형 교육과정 | 2년제
http://mil.wu.ac.kr
응급구조·일반의무 전공

WU Meets NC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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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운영
방향

WU Depart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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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특전부사관과에서는 강한

인재양성 유형

부사관

교육목표

・ 국방 선진화에 따른 다기능 고효율 정예 부사관 양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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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력과 리더십, 군 정보화 실무
능력을 갖춘 우수한 부사관들을

정보특전
부사관과

・ 강한 체력 및 리더십을 갖춘 부사관 양성

양성하고 있습니다.
Department of SPECIAL
NON-COMMISSIONED OFFICER

・ 창의적 핵심 전공 역량을 갖춘 부사관 양성

군 간부로서의 자질 향상, 인성
개발, 군사 지식 및 특전부사관
(의무·정보) 분야의 전문 기술을

핵심 직무능력 및

부사관 교육·조직관리·전투지휘 | 육군의 중간 간부인 부사관의 업무 수행을 위해

교육운영 방향

강인한 정신력 및 체력을 바탕으로 정보, 특전직군의 전문 지식을 습득하여 인간정보,

습득하여 지식과 실무를 겸비한

영상정보, 신호정보, UAV, 특전(정보작전, 통신)의 기기 운용 및 기술적인 지원 등의

군 간부를 육성하고자 합니다.

업무를 수행하는 직무입니다.

현장 중심형 교육과정 | 2년제
http://special.wu.ac.kr
의무·정보 전공

핵심
직무능력

진로 분야

육·해·공군 부사관

취득자격 및 면허

인터넷정보검색사, 한자검정자격 및 한국어능력 인증, 의무전공 취득 자격증, 태권도,
정보처리

WU Meets NCS

원광보건대학교 | 국가직무능력표준

교육운영
방향

WU Depart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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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재양성 유형

부사관

교육목표

・ 국방 선진화에 따른 다기능 고효율 정예 부사관 양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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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한 체력 및 리더십을 갖춘 부사관 양성
・ 창의적 핵심 전공 역량을 갖춘 부사관 양성

핵심 직무능력 및

국방행정 | 국방행정은 군 조직관리를 위한 업무로서 군사 전 분야에 걸쳐 기획, 계획,

교육운영 방향

평가, 연구, 시행, 자원관리 등의 능력을 배양하여 정서적·기술적인 지원을 하는
직무입니다.

진로 분야

핵심
직무능력

육·해·공군 부사관 | 국가 공무원으로 전투부사관(보병, 포병, 기갑), 군무원(일반직·
기능직), 장교 지원

취득자격 및 면허

전투부사관과는 육군본부와의
협약에 의해 설치된 학과로서
군 간부로서의 자질 향상, 인성
개발, 군사지식 및 전투병과(보병·

전투부사관과

Department of COMBAT
NON-COMMISSIONED OFFICER

포병·기갑) 분야의 전문 기술을
습득하여 전투력과 전문성을
갖춘 우수한 부사관들을 양성하고
있습니다.
현장 중심형 교육과정 | 2년제
http://combat.wu.ac.kr

인터넷정보검색사, 한자검정자격 및 한국어능력 인증, 태권도, 정보처리 등

WU Meets NCS

원광보건대학교 | 국가직무능력표준

교육운영
방향

WU Meets NCS

WU Meets NCS

WU Meets NCS

원광보건대학교가 NCS를 만나 더 좋은 대학으로 거듭납니다

NCS Meets WU

23.

NCS Meets WU

NCS Meets WU

NCS가 원광보건대학교를 만나 능력중심 사회를 열어갑니다

WU Meets NC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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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 인재양성 프로그램
NCS 기반 맞춤형 취·창업 지원 프로그램
다양하고 체계적인 장학제도
원광보건대학교 학교기업 사업단

N

원광보건대학교
54538 전북 익산시 익산대로 514 (신용동 원광보건대학교)
Tel_063.840.1114 Fax_063.840.1566
www.wu.ac.kr
이 브로슈어는 원광보건대학교 NCS 교육과정의 성과 확산을 위해
2015년 특성화 전문대학 육성사업비로 제작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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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광보건대학교 | 국가직무능력표준

글로벌 교육의 또 다른 이름

학교법인 원광학원은 대한민국 교육이념에 입각한 최상의 고등교육 서비스를

원광학원

원광대학교병원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제공하고자 산하에 원광대학교, 원광보건대학교, 원광디지털대학교,
세계무대를 이끌어나갈 인재들의 빛나는 내일, 원광학원이 함께합니다.

원광대학교
•2015 대학구조개혁평가 최우수등급
•의생명과학 특성화대학
•법학전문대학원 설치 운영
•교수, 학생 해외 교환프로그램 운영
		(19개국 59개 대학)

원광보건대학교
•교육부 주관 특성화사업, LINC 사업 등
			전분야 석권
•전문대학 기관 평가인증 대학
•글로벌현장밀착형 전문인력 양성대학

원광디지털대학교
•온라인 교육용 컨텐츠 99% 자체개발 및
			제작 기술보유
•교육부 원격대학 종합평가 우수대학 선정
•웰빙, 건강, 실용복지분야 특성화와 		
			한국문화의 세계화 추진

원광대학병원
•해외환자 유치를 위한 협력병원
			(의료관광)
•전북권역 ‘심뇌혈관질환센터’선정
•호남, 충청권 최초 첨단로봇수술

Pride of WU | No.1

교육부 전문대학 핵심사업 전 분야 석권

Best Performance

도전과 변화를 거듭하며 이룩한 ‘교육부 전문대학 핵심사업 전 분야 석권’에는 학생의 행복을 최고의 가치로 여기는
원광보건대학교의 교육이념이 담겨 있습니다. 앞으로도 원광보건대학교는 한결같은 마음과 한발 앞선 생각으로 새로운
역사를 일궈내며 여러분의 든든한 디딤돌이 되겠습니다.

Pride of WU | No.2

다양한 국내외 대회 수상

Excellent Results

원광보건대학교의 학생들은 특성화·전문화된 교육을 바탕으로 다양한 국내외 대회에서 우수한 성적을 거두고 있습니다.
학생들의 경쟁력이 바로 원광보건대학교의 경쟁력입니다.
2015년 | 허브테라피향장과, 국제휴먼올림픽
참가자 전원 수상•외식조리과, 대한민국
국제요리경연대회 참가자 전원 수상•치위생과,
한국치위생과학회 종합학술대회 은상 수상

2014년 | 허브테라피향장과, 전국기능경기대회
은메달 수상•미용피부관리과, K-뷰처미용컨테스트
수상 / KASF 미용경기대회 전원 수상•외식조리과,
전북음식문화대전 수상

2013년 | 허브테라피향장과, 오송국제휴먼올림픽대회
참가자 전원 수상•외식조리산업과, 대한민국
국제요리경연대회 수상•미용피부관리과 창직동아리 		
‘헬스&뷰티매니저’, 미래창조과학부 장관상 수상

Pride of WU | No.3

글로벌 역량 강화를 위한 MOU 체결

Global Cooperations

원광보건대학교의 시선은 세계를 향합니다. 학생들이 국제적 감각과 소양을 쌓을 수 있도록 전 세계 유수의 대학 및
기관, 산업체와 교류를 맺고 양질의 글로벌 교육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세계를 무대로 뛰는 글로벌 리더의 꿈,
원광보건대학교가 세계로 나아가는 열린 창문이 되겠습니다.
USA | 블룸필드대학교와 학술교류 협약 체결
China | 북경대학교 세가연구소와 신약 개발 및
마케팅 활동 교류협약 체결

Philippines | 산카를로스대학교와 학술교류 협정 체결
Mongolia | 몽골 아치의과대학교와 공동학과 개설 협약 체결
Malaysia | 마사대학교와 상호업무 협약 체결

Vietnam | 락홍대학교와 상호업무 협약 체결
Canada | 센테니얼주립대학교와 상호이해양해각서 체결
Russia | 러시아 사회과학대학교와 학술교류 협약 체결

Pride of WU | No.4

개교 40여 년의 유구한 역사

Rich History

1976년 개교 이래 원광보건대학교는 학생이 행복한 대학을 만들기 위해, 사회와 기업이 요구하는 인재를 양성하기 위해
흔들림 없는 40여 년의 역사를 걸어왔습니다. 원광보건대학교의 유구한 전통과 빛나는 교육 성과를 바탕으로 이제 새로운
100년을 향해 도약합니다. 학생과 기업이 먼저 찾는 최고의 대학, 원광보건대학교의 도전은 멈추지 않습니다.
2015년 | 몽골 아치의과대학교와 의무행정 공동학과 개설
특성화·LINC사업 연차평가 ‘매우우수’ 등급 획득
2014년 | ‘특성화 전문대학 육성사업’ 및 ‘세계로 		
프로젝트’ 선정

1988년 | ‘원광보건대학’으로 교명 변경
2013년 | 교육부 ‘세계적 수준의 전문대학(WCC)’ 선정
1979년 | ‘원광보건전문대학’으로 개편
2012년 | 교육부산학협력선도전문대학육성사업(LINC)선정
2011년 | 교육역량 강화사업 우수대학 및 대학 대표브랜드 		 1976년 | ‘원광보건전문학교’ 설립
1965년 | ‘학교법인 원광학원’ 설립
사업 선정

Vision of W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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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ision

국가와 사회에 봉사하는 인재 양성

교훈

교육목적

교육목표

글로벌 인재 양성

인격도야(人格陶冶)

대한민국의 교육이념과 원불교

1. 변화하는 산업현장의 중견 		

지역산업 산학협력 HUB 선도

국제교류 활성화

기술연마(技術鍊磨)

정신에 바탕하여 과학과 도덕을

직업인에게 요구되는 교양과

창조적 취·창업 시스템 선도

글로벌 전략사업 확대

성실봉사(誠實奉仕)

겸비한 전인교육으로 실용적인

직업관 확립

교육적 목표

글로벌 목표

대학 혁신 및 발전기반 조성

NCS 실용교육대학 특성화

대학의 안정적 재정 확보
세계 수준의 교육품질 선도

공동체 구성원으로서 덕성을

원광보건대학교 | 국가직무능력표준

함양하여 ‘국가와 사회에 봉사하는

2. 현장에서 요구하는 지식과
기술 및 문제 해결력 육성
3. 세계화와 정보화 사회에

혁신경영의 효율화 전략

실용교육의 특성화 전략

문화융합의 차별화 전략

3S-Innovation

LTM - 실용교육

OCC - 글로벌화

적응하고 주도해 나갈 어학과

대학 혁신 및 발전 기반 조성

NCS 실용교육대학 특성화

One Circle Community 교류

정보화 능력 배양

대학의 안정적 재정 확보

지역산업 산학협력 HUB 선도

Open Create Class 창조

세계 수준의 교육품질 선도

창조적 취·창업 시스템 선도

Oriental Cooperate Culture 융합

인재 양성’을 목적으로 한다.

4. 중견 직업인으로서의 성실한
생활태도와 봉사정신 함양

NCS Meets WU

전략적 목표

지식과 기술을 연마시키고

추진전략

11

건학 이념

세계적 수준의 창조적 직업교육 선도 대학

발전목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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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광보건대학교에서는 학생들이

글로벌 현장학습 & 글로벌 현장학습

세계 곳곳에서 자신의 꿈을 펼칠 수

사업 멘토링제

있도록 외국어 실력은 물론 다양한

글로벌 현장학습(교육부 주관)은

갖출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원광보건대학교만의 차별화된 글로벌

전문대학생들에게 해외 현장학습의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글로벌 역량을
키우고, 해외 취업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실시하고 있는 프로그램입니다.

인재양성 프로그램(Glowing)으로

해외 현장학습 이후에는 글로벌 현장학습

글로벌 리더의 꿈을 키워보세요.

사업 멘토링제(한국전문대학교육협의회

실전 영어능력 향상을 위한

시행)를 통해 해외에서 쌓은 경험을 실제

실시간 화상영어

취업현장에서 발휘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WGE화상영어는 원광글로벌교육센터, 해외

있습니다.

협약대학 등과 연계한 최상의 인력풀을

•4년 연속 선발률 상위권, 2014년 글로벌 현장학습 		

바탕으로 운영되는 대학 자체개발 화상영어

파견(미국, 중국, 캐나다, 말레이시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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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글로벌 현장학습 파견(미국, 중국, 캐나다, 		
말레이시아, 필리핀)

해외 인턴십 & 해외 취업연수
전문대학 직업교육의 질 향상 및
학생들의 취업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해외 인턴십(교육부 주관) 사업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어학연수 및

교육 프로그램입니다. 실시간으로 운영되는
화상영어 교육 콘텐츠는 정규 교과목으로도
편성돼 있어 실전 영어능력 향상에 확실한
도움을 드립니다.
•필리핀 내 협약대학과의 연계를 통한 화상영어
전문강사 100여 명 운영
•원광글로벌교육센터와 500여 명 이상을 수용할
수 있는 대학 내 화상영어 실습실 활용
•화상영어수업 정규학점 적용

실무교육을 통해 학생들에게 해외 취업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해외 취업연수
(산업인력공단 주관) 프로그램을
실시하고 있으며, 연수비 일부를 국비로
지원받고 있습니다.
•2014년 해외 현장실습(인턴십) 파견 : 미국, 중국,
말레이시아, 필리핀

TOEIC & 회화 사관학교
TOEIC & 회화 사관학교 프로그램은 WCC
및 교육역량 강화사업 선정에 따른 글로벌
어학교육의 일환으로 학생들의 영어말하기
실력 향상과 취업의 필수 요소인 토익 점수
향상을 위해 만든 프로그램입니다.
•학생생활관(430명 수용)에서 4주간 합숙을 통한

원광보건대학교 해외 어학연수
원광보건대학교는 4주간의 방학 기간을
이용해 호주, 캐나다, 필리핀, 중국 등의
협약기관에서 어학 능력을 기르고,
각국의 문화를 체험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해외 어학연수 프로그램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수준 높은
어학 실력과 국제적 통용성을 함양한
청년리더를 양성하고자 합니다.
•호주, 캐나다, 필리핀 등 협약기관과 연계,
하계·동계 방학 4주간 어학 및 문화체험 연수 실시
•매년 100여 명의 연수생 선발

강도 높은 영어교육 실시
•TOEIC 강의, 원어민회화 시간, 그룹스터디, 자율학습
일정으로 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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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취업 진로사업 평가 우수(S) 등급
획득(2012 고용노동부)
‘입학에서 취업까지’ 맞춤형 취업지원
프로그램 운영

사업(3년 연속 지원)

취업 성공을 위한 실질적인

청년이 도전적이고 창의적인 활동을 통해

취업지원 프로그램

개인 능력 향상 및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할

모의면접 시스템·취업캠프 프로그램·취업특강

수 있도록 지원하는 프로그램

프로그램·자기개발 프로그램

청년 강소기업 체험프로그램
청년에게 강소기업 체험을 제공하여
진로탐색과 경력형성 기회를 갖도록
NCS 기반 맞춤형 취·창업 지원 프로그램

함으로써 노동시장으로의 원활한 이행을

Happy
Job Camp

지원하는 프로그램(6년 연속 지원)

원광보건대학교에서는 입학과 동시에
국가직무능력표준(NCS) 기반의
맞춤형 취·창업 프로그램이 시작됩니다.
자기주도적 진로 설계를 통해

창업동아리 운영
학생들에게 창업교육을 제공하여 예비

직무분석 및 진로설계 : 				
포트폴리오)·자격증(공통)·진로설정 캠프·CDP
(진로지도 프로그램)

이어지도록 하기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

목표설정 및 역량강화 : 				

진행(창업교육 캠프, 창업동아리

자격증(공통)·인턴십 프로그램·자기관리 캠프

사업화모델 컨설팅, 창업경진대회, 예비

(보건계열, 비보건계열)·직무별 체험

창업가 양성 프로그램)

프로그램·경진대회 출전·직장예절
아카데미·CAP+(직업지도 프로그램)

맞춤형 취업 프로그램
취업지원 시스템

당신의 도전에 힘이 되어 드립니다.

검사·진로상담·산업체 견학·산업체 특강

고학년

능력과 전공기술에 대한 직무능력을

있습니다. 원광보건대학교가 꿈을 향한

진로탐색 검사·적성검사·NCS 기반 직업 기초능력

창업자로 양성하고, 실제 창업으로

입학에서 취업까지 책임지는 3단계

준비된 인재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자기분석과 진로탐색 : 				

취업역량 강화과정(커리어로드맵, 학생이력

직업인으로서 갖추어야 할 직업기초

함양함으로써 기업과 사회가 요구하는

저학년

NCS 기반 실전취업 준비 : 				
직무별 서류작성 및 클리닉·직무별
모의면접·실전대비 특강(선후배, 인사담당자, 직무별
전문가)·취업캠프·취업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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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양한 교내외 장학금

Happy Point 장학제도

(연간 50여 종, 2014학년도 결산 기준

인성함양 및 글로벌역량강화, 학생경력

160억 7,000만원)

개발 프로그램에 참여한 실적에 따라

교내장학금 | 특대입학장학,

포인트를 적립하여 매 학기마다 장학금을

최우수입학장학, 우수입학장학,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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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학장학, 엘리트장학(수능우수),
엘리트장학(내신우수), Happy장학,

원광보건대학교는 우수한 학생들이
학비 걱정 없이 학업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다양한 장학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직계존비속 및 형제자매·부부재학 장학,
만학도장학, 재입학장학, 장애인 및
장애인 자녀장학, 자립장학, 보훈장학,
육영장학(본인·자녀), 교직원 직계자녀

이와 함께 인성함양, 글로벌역량강화,

및 배우자장학, 특대장학, 성적우수장학,

학생경력개발 프로그램에 참여한 실적에

면학장학, 으뜸장학, 학업장려장학,

따라 포인트를 적립하여 매 학기마다

봉사장학, 체육특기자장학, 특별장학,

장학금을 지급하는 제도인 ‘Happy With

외국인장학, 북한이탈주민장학,

Us 포인트 장학제도’를 실시함으로써
실질적인 지원과 함께 학업 의욕도
고취시키고 있습니다.

전공심화장학, 희망장학, Happy With
Us 장학, 글로윙인재육성장학,
원광보건사랑장학, 기타 교내 장학 등
교외장학금 | 국가장학금 1유형,
국가장학금 2유형, 다자녀국가장학,

다양하고 체계적인 장학제도

Happy
Scholarship

지방인재장학, 국가근로장학,
전문대학우수장학, 후생복지장학,
총동창회장학, (재)원광보건대학교
장학재단장학, 아산사회복지재단장학,
KRA농촌희망재단장학,
의용소방대자녀장학, 군장학생장학,
학과장학, 기타 외부장학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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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광보건대학교는
국가직무능력(NCS)에 기반한
현장밀착형 교육과정과
원광보건대학교 학교기업 사업단

다양한 산학협력 활동을 통해

Happy
Company
WM

특성화 전문 인력을 양성하는
한편 학교기업 WM을 설립하여
지역 발전과 학생들의 취·창업

원광여행사 WMTC

활동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학교기업 원광여행사 WMTC는

원광보건대학교 학교기업과 만나

교육부로부터 서비스 분야 학교기업

더 큰 인재로 거듭나세요.

지원사업에 선정, 신뢰를 바탕으로 한
우수한 여행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국내·해외 항공권에서 여행,
업무까지, 고객들이 즐겁고 편안한

WM 푸드몰

여행을 하실 수 있도록 One-Stop

원광보건대학교 외식조리과를 기반으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설립된 WM 푸드몰은 학생들의 전공
능력 및 현장적응 능력 향상 및 수익

WM 주얼리컴퍼니

창출을 목적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원광보건대학교 주얼리디자인과를

학생들이 직접 만든 음식·음료들을

기반으로 설립된 WM 주얼리컴퍼니는

교내·외에 판매함으로써 수익을 창출하는

전라북도 익산시가 조성한 패션주얼리

한편 학생들의 취·창업 능력 개발에도

산업단지와 연계하여 제조, 가공, 판매

많은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등의 현장밀착형 교육을 통해 학생들의
자립도를 향상시키고, 취·창업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WM 힐빙테라피
원광보건대학교 미용피부테라피과를
기반으로 설립된 WM 힐빙테라피는
교육과정과 연계하여 화장품을 직접
제조·판매하고 있습니다. 학교기업
운영을 통해 실무능력을 갖춘 전문
인력을 양성하여 취업률을 향상하고,
학과 특성에 맞는 수익사업으로 안정적인
입학자원 확보에도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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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학, 의료관광 서비스, 비자발급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