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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ISTORY OF JANG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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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안실업전문대학 설립계획 승인
학교법인 장안학원 설립허가
교사 신축 기공
전문대학 설립인가

1979
03 초대 학장 박용주 박사 취임
03 개교 및 준공

1981
02 제 1회 졸업(326명)
10 학과증설 및 증원인가
•경영과 240명•무역과 160명•세무회계과 160명 		
• 행정과 160명•관광과 160명•가정과 120명
•식품영양과 120명•영어과 120명 •유아교육과 120명
•일어과 80명•응용미술과 80명 (총계 1,520명)

1982
02 제 2회 졸업(629명)
07 도서관 및 학생회관 기공
09 본관 준공

1983
01 •가정과 120명(폐과) •의상과 120명(신설)
02 제 3회 졸업(800명)
03 제 2대 학장 박용주 박사 취임

1984
02 제 4회 졸업(1,082명)
07 학생회관 준공

연혁
증원인가 •무역과 240명(야간 80명 증원)•세무회		
계과 240명(야간 80명 증원)•행정과 240명(야간 20
명 증원)•일어과 120명(야간 40명 증원)•전자계산		
과 120명(야간 40명 증원)

1985
02 제 5회 졸업(1,246명)
09 도서관 준공

1986

1990

02 제 6회 졸업(1,272명)

02
02
07
08
11

1987
02 제 7회 졸업(1,314명)
03 제 3대 학장 박상인 박사 취임
10 학과 증설 및 증원인가
• 응용미술과 120명(40명 증원)•전자계산과 80명
(신설)• 환경관리과 80명(신설) (총계 1,720명)
12 비정규 특별과정 승인

1988
02
05
05
09
09
11
11

무역실무과정 외 6개 과정 400명
제 8회 졸업(1,320명)
박상인 이사장 취임
제 4대 학장 김양형 박사 취임
김희건 이사장 취임
제 3교육관 준공
제 5대 학장 김태원 박사 취임
학과증설 및 증원인가•행정과 220명(야간 60명 증		
원)•여성교양과 80명(신설) (총계 1,860명)
12 비정규 특별과정 승인

1989
02 전자계산 과정 외 3개과정 180명
03 제 9회 졸업(1,365명)
12 교명변경 장안전문대학

•환경관리과 120명(야간 40명 증원) (총계 2,160명)
제 10회 졸업(1,472명) 비정규 특별과정 승인
전자계산 과정 외 6개 과정 420명
류종욱 이사장 취임
제 6대 학장 박상인 박사 취임
증원인가•관광과 200명(야간 40명 증원)
•전자계산과 160명(야간 40명 증원)

1991
01•여성교양과 160명(야간 80명 증원) (총계 2,320명)
02 제11회 졸업(1,571명) 비정규 특별과정 승인
03 전자계산 과정 외 6개과정 440명
11 학교법인 서림학원 변경인가
학과증설 및 증원인가•유통경영과 80명(야간신설)
•산업금속공예과 80명(야간신설)•관광과 240명
(야간증원)•전자계산과 200명(야간증원)(총계 16개		
학과 2,560명) 제12회 졸업(1,857명) 비정규 특별
과정 승인

1992
01 전자계산 과정 외 6개 과정 360명
02 문응식 이사장 취임
제7대 학장 한인석 박사 취임
04 학과증설 및 증원인가
04 응용미술과(폐과)
10 • 산업디자인과 120명(신설)• 식품영양과 200명(		

야간 80명 증원)•산업금속공예과 160명(80명 증원)
(총계 16개과 2,720명) 제13회 졸업(2,031명)
제4교육관 교사 신축 개관

1993
01 학과증설 및 증원인가
04•산업디자인과 200명(야간 80명 증원)
09•사회체육과 80명 증원(신설) (총계 17개과, 2,880명)
제14회 졸업(2,201명)
제8대 학장 류종림 박사 취임

1994
02 학과증설 및 증원인가
04 환경관리과 120명(폐과)
10 •환경공업과 160명(주간 80명, 야간 80명 신설)
•문예창작과 80명(야간 신설)(총계 18개과 3,000명)
제15회 졸업(2,324명) 학과증설

1995
01 산업금속공예과 160명(주간 40명 신설, 야간 120명)
10 (총계 18개과 3,000명) 제5교육관 교사 준공
제16회 졸업(2,541명)
12 학과증설

1996
01 산업금속공예과 160명(주간 40명 증원, 야간 80명) 		
10 (총계 18개과 3,000명)

1997
02 1996학년도 전문학사 학위 수여식(2,719명)
09 류종욱 이사장 취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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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의 경쟁력이 학생의 가능성을 키워주고,
학생의 가능성은 미래사회의 동력이 됩니다

1998

2004

02 사회교육원 승인 •생활법률과정 외 11개과정 520명
비정규 특별과정 승인•정보처리과정 외 11개과정 		
560명
1997학년도 전문학사학위 수여식(2,901명)
1997학년도 특별과정 수료식(127명)
05 장안대학으로 교명변경

02 (제24회졸업) 2003학년도 전문학사학위 수여식		
(2,976명) 졸업생현황 (45,383명)

1999
02 (제19회졸업) 1998학년도 전문학사학위 수여식		
(2,697명) 1998학년도 특별과정 수료식(63명)
06 개교 20주년 기념식 거행

2005
02 (제25회졸업) 2004학년도 전문학사학위 수여식		
(2,779명) 졸업생현황 (48,297명)
10 중앙공원/외국어생활관 및 중앙주차장 준공식

2006
02 (제26회졸업) 2005학년도전문학사학위 수여식		
(2,720명) 졸업생현황 (51,128명)

2000

2007

02 (제20회 졸업) 1999학년도 전문학사학위 수여식		
(2,548명)
06 개교 21주년 기념식 거행

02 (제27회졸업) 2006학년도전문학사학위 수여식		
(2,783명) 졸업생현황 (54,053명)
12 ISO 9001 품질경영시스템 인증
12 전문대학 학사학위 전공심화과정 인가(총5개학과 		
115명)

2001
02 (제21회졸업) 2000학년도 전문학사학위 수여식		
(2,497명) 졸업생현황 (36,713명)
03 도서관에서 학술정보관으로 명칭변경
06 개교22주년 기념식 거행
06 생활과학관 준공

2002
02 (제22회졸업) 2001학년도 전문학사학위 수여식		
(2,673명) 졸업생현황 (39,495명)

2003
02 (제23회졸업) 2002학년도 전문학사학위 수여식		
(2,874명) 졸업생현황 (42,504명)

2008
02 (제28회졸업) 2007학년도전문학사학위수여식		
(2,576명) 졸업생현황 (56,762명)
03 대학본부겸 학술정보관 준공
10 2009년도 학사학위 전공심화과정 인가(3개학과 60명)

2009
02 (제29회졸업) 2008학년도 전문학사학위수여식		
(2,466명) 졸업생현황 (59,376명)
03 명품자아실현관 기공식
04 2009년 교육역량강화사업 우수대학 선정
06 개교30주년 기념식 행사

10 법인사무국 출범
10 2010년도 학사학위 전공 심화과정 인가(3개학과 60명)
(총 11개학과 235명)

2010
02 (제30회졸업) 2009학년도 전문학사·학사 학위수여		
식(2,585명) 졸업생현황 (62,106명)
10 2011년도 학사학위 전공 심화과정 인가(2개학과 40명)
(총 13개학과 275명)

2011
01 제14대 이경서 박사 총장 취임
01 2011년 화성시 학점은행제 위탁 운영기관 선정
02 (제3회졸업, 제31회졸업) 2010학년도 학사·전문학		
사 학위수여식 (학사 40명, 전문학사 2,418명) 졸업		
생현황 (64,564명)
11 장안대학에서 장안대학교로 교명 변경
12 전문대학 학사학위 전공심화과정 인가(15개학과 305명)

2012
01 전문대학 기관평가 인증대학 선정
02 명품 자아실현관 준공
02 (제4회졸업, 제32회졸업) 2011학년도 학사·전문학		
사 학위수여식 (학사 64명, 전문학사 2,583명) 졸업		
생현황 (67,543명)
10 2012년도 학사학위 전공 심화과정 인가
(총 15개학과 300명)
12 제15대 도중대 박사 총장 취임

2013
02 (제5회졸업, 제33회졸업) 2012학년도 학사·전문학		
사 학위수여식 (학사 92명, 전문학사 2,694명) 졸업		

생현황 (70,438명)
12 류경호 이사장 취임

2014
01 제16대 정호신 박사 총장 취임
02 (제6회졸업, 제34회졸업) 2013학년도 학사·전문학		
사 학위수여식 (학사 162명, 전문학사 2,693명) 졸		
업생현황 (73,425명)

2015
02 (제7회졸업, 제35회졸업) 2014학년도 학사·전문학		
사 학위수여식 (학사 208명, 전문학사 2,529명) 졸		
업생현황 (76,288명)

2016
01 제17대 우완기 박사 총장 취임
02 (제8회졸업, 제36회졸업) 2015학년도 학사, 전문학		
사 학위수여식 (학사 224명, 전문학사 2,274명) 졸		
업생현황(78,911명)
12 2017년도 학사학위 전공 심화과정 인가
(총 14개학과 295명)

2017
02 (제9회졸업, 제37회졸업) 2016학년도 학사, 전문학사
학위수여식 (학사 188명, 전문학사 2,089명)
졸업생현황(81,280명)

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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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ESIDENT’S MESSAGE

총장 인사말

학생이 대학의 비전이며

우리 대학은 1979년 설립되어 그 동안 ‘자아실현’이라는 교훈 아래 인재를 양성하는데 노력해왔습니다.
그리고 ‘학생이 우선’이라는 모토를 가지고 교육과 학사행정, 대학문화의 가치를 구현해 왔습니다.
우리 대학은 지속가능한 교육을 바탕으로 통합된 역량을 모아 학생들에게 역량진단 및 진로설계,
튜터링, 멘토링 등 다양한 취업과 학습친화형 프로그램을 진행해 왔습니다.
또한, 신입생들과 재학생들에게 확실한 동기부여를 하고 진로의 정체성을 확립하고 있습니다. 이에
학생들 개개인에 맞는 진로·취업서비스와 취업친화형 교육과정을 실시하여 좋은 성과를 내고 있습니다.
우리 대학은 자체평가를 통한 대학경쟁력 제고를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대학 자체적으로도 다양한 분야
에서 혁신과 변화를 통해 지속적인 품질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4차 산업혁명에 대비한 창의적인 교육을 실시하기 위하여, 우리 대학의 학과들도 자체적인 경쟁력을
갖고, 사회수요 맞춤형 교육으로 이와 같은 변화에 대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교육기관으로서는
고등직업교육평가인증원의 교육품질우수인증대학으로 선정되어 지역거점 대학으로서의 위상을 구축
하고 있습니다.
향후 급변하는 교육환경 속에서 우리 대학은 구성원들의 역동적인 힘을 모아 소통과 화합을 바탕으로 모든
어려움을 하나씩 해결해 나가면서 수도권 대표 대학으로 거듭나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총장 공학박사

우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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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의 가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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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IDE OF JANGAN

빛나는 자부심

학생이 행복하고, 사회가 신뢰하는
미래인재 양성대학

실용경영+

Practical
Management
선진교육+

Leading

Education

JANGAN

사회협력+

STRATEGY

Useful
Cooperation

PLUS

Student
Oriented
학생지향+

교육환경 개선
무형환경개선으로 우수한 대학 이미지를 제고하였으며, 유형환경개선으로 가고 싶은 대학,
머물고 싶은 캠퍼스를 구축하였습니다.

구성원과 시스템의 전문화
교직원의 역량 강화와 행정서비스의 선진화를 통하여 전문적인 맞춤형 교육체계를 구축했습니다.

평생학습 중심대학 실현
원격교육체제 구축과 학점은행제 확충, 지역사회와 연계망 구축을 통해 평생학습 중심대학을 실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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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EST OF JANGAN

최고의 인프라

장안, 인프라를 뽐내다
최고의 인프라는 최고의 인재 양성에 필수!
장안대학교의 학생들은 최고의 인재로 자랍니다

SPEED

원스톱 통학

장안대학교는 사당, 부평, 안산, 인천, 수원 등
어느 곳에서나 스쿨버스 한 번으로 통학이 가능합니다

HIGH-TECH

최첨단 e-CAMPUS

가상강의 및 실시간 강의저장 등 CBT
(Computer Based Training) 교육시스템을 자랑합니다

1st

학생이 최고의 가치

개인별 특성화 맞춤교육과 학생복지 서비스를 통하여
학생이 우선인 대학을 실천합니다

PASSION

자아실현관

기숙사, 공연장, 실내체육관 등 모든 편의시설을 갖춘 곳에서
자신의 꿈과 능력을 마음껏 발휘합니다

DREAM

학술정보관

130,000여 권의 장서와 정기간행물 1,000석의
열람석을 보유한 면학의 전당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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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hine Your

외국어학부

사회과학부

관광비즈니스영어과

사회복지과(3년제)

관광비즈니스일어과

행정법률과

관광비즈니스중국어과

부사관과
유아교육과(3년제)

유통물류학부

호텔관광학부

유통경영과

호텔경영과

프랜차이즈경영과

관광경영과

물류경영과

항공관광과

세무회계과

호텔조리과

서비스경영과

외식산업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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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안에서 너의 미래를
빛나게 하라!

Tomorrow
장안대학교는 세상에서 가장 밝은 광채가
학생 안에 머물기를 바라며 학생의 내일 또한 눈부시게 빛나길 바랍니다
학생을 가장 찬란하게 빛내줄 이름, 장안대학교

건강과학부

IT학부

식품영양과(3년제)

게임컨텐츠과(3년제)

환경보건과(3년제)

멀티미디어컨텐츠과(3년제)

뷰티케어과

인터넷정보통신과(3년제)

생활체육과
바이오동물보호과

디자인학부

예술학부

패션디자인과

미디어스토리텔링과

스타일리스트과

실용음악과

쥬얼리디자인과
시각디자인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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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통물류학부
DISTRIBUTION & LOGISTICS

글로벌 첨단사회를
움직이다
유통경영과
프랜차이즈경영과
물류경영과
세무회계과
서비스경영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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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통경영과 유통산업전문CEO양성의요람
글로벌 경제시대에 걸맞은 유통산업 전 분야의 실무전문가를 양성하기 위해서는 열정적인
강의와 학생들이 마음껏 수학할 수 있는 첨단의 환경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 유통물류관을
배치하여 24시간 머물며 공부할 수 있는 공간을 제공하고 있으며, 또한 본 전공에 전공심
화과정(3~4학년)을 설치하여 학사학위를 취득함으로써 자기 성취의 기회로 활용할 수 있
도록 한다.
교육목표 유통산업 전 분야의 실무전문가, 올라운드 머천다이저의 양성을 목표로 유통의
이론과 실무를 체계적으로 학습한다. 특히, 본 학과는 전공심화과정(3~4학년)을 설치하여
경영학 학사학위를 취득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
취업분야 백화점, 대형마트, 편의점, 쇼핑몰 등의 도/소매 유통업체, 홈쇼핑, 인터넷
쇼핑몰 머천다이저(MD), 전자상거래관련기업, 전문바이어(Buyer) 및 샵매니저(Shop
Manager), 마케팅조사기관, 세일즈관련기업, 광고회사, 이벤트기획사, 컨설팅회사, 종
합상사, 항공, 해운, 항만, 택배 등 운송회사, 소자본창업 등
취득자격 유통관리사, 유통지도사, 유통실무사, 물류관리사, 소비자전문상담사, 브랜드
관리사, 전자상거래관리사, 텔레마케팅관리사, 가맹사업거래상담사, ERP정보관리사,
RFD관리사, 인터넷정보검색사, PCT(컴퓨터활용능력), 경영지도사, 전산회계사 등

프랜차이즈경영과 프랜차이즈전문관리자를양성하다
프랜차이즈경영과는 글로벌 환경에서 업종, 업태를 막론하고 연간 약 100조 원 매출, 연
평균 20%대의 성장 추세를 보이고 있는 유통산업의 꽃인 프랜차이즈 산업에 대한 실무 연
구 학과이다. 또한, 대한민국 최초, 최고의 프랜차이즈 전문인력을 양성하기 위해 프랜차
이즈 관련 산업체, 연구소와의 긴밀한 산학연 협력관계를 유지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대
한민국 유통 선두 산업인 프랜차이즈 산업의 중견관리자 및 슈퍼바이저, 프랜차이즈CEO
를 육성하고 있다.
교육목표 글로벌 경제 속에 융복합 산업의 꽃으로 떠오른 프랜차이즈 산업에서 글로벌리더
의 핵심역량을 갖춘 인재를 양성한다. 특히, 본 학과는 전공심화과정(3~4학년)을 설치하
여 경영학 학사학위를 취득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
취업분야 소자본 창업경영, 유통 및 프랜차이즈 전 분야, 광고업계, 전자상거래업계, TV
홈쇼핑 등 전문적인 바이어(buyer) 및 샵매니저(shop manager), 슈퍼바이저 등 일반 기
업에서의 마케팅, 기획, 물류 담당 및 각종 경영전문분야, 해외 프랜차이즈 또는 유통기업
에 진출, 관련학과 편입학 및 해외유학 등
취득자격 유통관리사, 물류관리사, 전산회계사, 전자상거래관리사, 브랜드관리사, 정보
처리기사, 경영지도사, 수퍼바이저자격증, 인터넷정보검색사, ERP정보관리사, PCT(컴
퓨터활용능력)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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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 첨단사회를움직이다

+

DISTRIBUTION & LOGISTICS

물류경영과 21C물류전문인재를키우다
최근 생산 및 소비의 세계화가 이루어지고 국가 간 무역장벽이 낮아지면서 물류효율화가 중
요한 경쟁력으로 부각되고 있다. 이렇듯 물류는 기업과 국가경제발전에 크게 기여할 수 있
는 산업으로 물류전문인력 양성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다. 물류경영과는 산업계 요구에 대
응할 수 있는 실무능력을 배양하여 물류분야에서 요구되는 실용주의적 물류인력을 양성하
고 있으며, 대기업과의 취업연계 프로그램 운영, 관련 협회와의 공동 인력양성사업 추진 등
산·관·학 교류를 통한 인적 협력네트워크 체제를 구축하고 있다.
교육목표 물류경영과에서는 산업발전에 요구되는 유능한 물류전문인력을 양성하고자 물류
의 기초이론과 물류현장 실무를 중점적으로 교육한다. 또한 산학 협력 교육프로그램 개발,
물류특성화를 통한 경쟁력 확보, 밀착형 멘토링 교육, 실무형 인재육성, 산학일체형 네트
워크 구축 등을 목표로 한다.
취업분야 국내 및 글로벌 물류기업, 제조업의 물류부서, 유통업, 항공사, 해운선사 등 다
양한 분야의 기업체에 취업이 가능하며, 홈쇼핑 및 온라인 쇼핑몰업체, 국제물류주선업체
(포워딩 업체), 택배업체, 무역업체, 물류창고업체, 특송업체 뿐만 아니라 관련 정부기관
및 국영기업체 등에서 관리 운영직 업무 담당자로 취업
취득자격 물류관리사, 유통관리사, 무역관리사, 국제무역사, 보세사, ERP정보관리사,
전자상거래운용사, 농산물 품질관리사, 관세사, 원산지관리사, 검수사, RFID 관리사,
지게차 면허, 컴퓨터 관련 자격 등

세무회계과 세무회계전문가양성허브
기업의 이해관계자에게 유용한 회계정보를 제공해야 하는 경제적, 사회적 환경을 인식하여
그 정보를 경제활동에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세무와 관련된 각종 법규와 회계 관련 이론 및
실무를 다양하게 학습하고 사무자동화에 따른 전산회계시스템과 기업의 종합자원관리시스
템인 ERP프로그램을 실습하여 세무회계 전문인력을 양성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교육목표 산업체에서 요구하는 세무회계 전문인력 양성을 목표로 하여 전체 재학생이 세무
회계 관련 자격증을 취득하고 우수한 직무능력을 갖추어 산업체에 취업할 수 있도록 한다.
취업분야 산업체 세무회계 실무요원, 금융기관, 세무직 7·9급 공무원, 경리실무요원, 세
무사, 공인회계사, 경영지도사, 공인감정사, 공인노무사 등
취득자격 세무사, 공인회계사, 경영지도사, 전산회계, 전산세무, 전산회계운용사, 워드프
로세서, 컴퓨터활용능력, FAT, TAT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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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경영과 서비스산업분야의혁신리더
산업체의 다양한 분야에서 요구하는 서비스 직무능력을 고루 갖춘 전문 서비스인 양성을 위
하여 협력기업 주도의 맞춤형 실무교육, 창의적인 서비스 마인드 배양을 위한 다양한 프로
그램 운영 등을 통해 취업 지향적인 교육환경을 구축하고 있다. 특히 SK텔레콤(주)의 고객
서비스 전문 자회사인 서비스에이스(주)와 산학협력을 맺고 있어 졸업 후 서비스에이스(주)
에 정규직 사원으로 취업할 수 있다.

교육목표 오늘날 경제에서 차지하는 서비스산업의 비중이 날로 증가하는 상황에서,학생들
의 서비스 경영에 대한 이해와 서비스 직무역량을 향상시키기 위해,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교육을 통하여 서비스산업 분야에서 리더십을 발휘할 수 있는 유능한 전문 인재를 육성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인성교육을 통하여 건전한 가치관을 가진 인재를 양성하고, 전문적인 지
식과 실습교육으로 서비스분야 전문인력 양성, 개인별 적성과 맞춤형 진로개발로 연관 산
업체에 취업할 수 있도록 한다.
취업분야 산학협력회사인 SK텔레콤 고객서비스 자회사 서비스에이스(주), 고객상담 & 마
케팅(백화점, 금융기관, 의료기관, 매장관리, 일반사무)
취득자격 SMAT(서비스 경영능력), MOS, 전산회계, FAT(회계 정보처리), ERP 정보관
리사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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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텔관광학부
HOTEL & TOURISM

대한민국
관광인재로 세상을
서비스하다
호텔경영과
관광경영과
항공관광과
호텔조리과
외식산업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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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텔경영과 글로벌호텔·서비스인재양성
·해외연수 프로그램 실시 및 국비 해외 인턴 배출
(싱가폴, 미국, 캐나다, 일본, 중국, 호주, 필리핀)
·미국라스베가스 해외연수 프로그램 실시 및 현지 메가톤급 호텔 실습
·해외 특급호텔, 여행사, 면세점, 리조트, 골프클럽 예약 및 프론트, 비서직 등 취업
·약 20여개 산학협약업체와 취업보장 협력체결(100% 취업보장)
교육목표 호텔관광관련업체에 필요한 고도의 전문지식을 갖춘 차별화된 실무지식과 능력
을 배양시켜 급속한 성장을 보이는 국내외의 특급호텔, 리조트, 프랜차이즈 외식업체, 면
세점서비스, 카지노, 항공사, 컨벤션, 웨딩플래너, 병원코디네이터 등의 다양한 분야를 이
끌어 나갈 국제경쟁력을 갖춘 전문 호텔·서비스 인재를 양성한다.
취업분야 관광호텔, 리조트, 국내외 여행사 및 랜드사, 항공사, 호텔 내 외식사업 분야 및
각종 외식업체, 테마파크, 관광골프장, 관광면세점, 카지노, 컨벤션, 웨딩플래너, 비서 사
무직 등
취득자격 호텔서비스사, 호텔관리사, 호텔경영사, 조주사, 커피바리스타, 와인 소믈리에,
파티·웨딩플래너, 컨벤션기획사, 서비스코디네이터, 카지노딜러, 면세점매니저 등

관광경영과 관광산업의눈부신별이되다
정보화 사회로 접어들면서 서비스 산업부문이 국가경제에 차지하는 비중은 더욱 높아지고
있으며, 특히 국민소득의 증대와 더불어 여가시간 및 공간이 날로 확대됨에 따라 관광산업
이 미치는 파급효과는 국민 경제뿐만 아니라, 사회문화적으로 확대되어 가고 있다. 이와 같
은 사회적 요구에 부응함은 물론 관광산업과 건전한 국민관광의 육성발전에 기여하기 위하
여 산학을 연계한 실무교육 중심으로 교육하고 있으며, 국제화에 맞추어 외국어 중심 교육체
계를 구축하여 운영하고 있다. 또한 관광경영전공은 관광레저산업의 특성에 맞는 전문적이
고 체계적인 실무형 교육을 통하여 해당분야의 전문가를 양성하는 실무교육프로그램을 갖추
고 있다. 뿐만 아니라 1개 이상의 외국어를 자유로이 구사할 수 있도록 외국어 중심의 특성
화 프로그램과 실무에서 필요한 자격증 취득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운영함으로써 21세기 국
제경쟁력을 갖춘 전문 인력 배출을 위하여 노력하고 있다.
교육목표 21세기 관광산업 소비시장의 변화가 증대되고 있는 가운데 장안대학교 관광경영
과는 관광산업의 변화와 혁신을 꾀하기 위하여 관련 산업체와 상호협력을 유지하면서 수요
자 중심의 교육 실시로 관광레저산업의 전문가를 육성하고 있다.
취업분야 여행상담사, 국외여행 인솔자 및 가이드 등 여행사 관련 직종, 항공사 지상근무
직 및 승무원, 보안요원, 각종 외식업체, 관광면세점, 카지노리조트, 호텔 등 숙박업체, 공
연·이벤트 기획 등
취득자격 국외여행인솔자 자격증, 항공예약/발권 자격증, 국내관광안내원, 국내통역안내
원, 호텔종사원, 조주사, 와인소믈리에, 티/워터 자격증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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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관광인재로세상을서비스하다

+

HOTEL & TOURISM

항공관광과 글로벌경쟁력을갖추다
21세기 정보화, 세계화 시대에 발맞추어 항공관광 서비스의 중추적 역할을 수행하게 될 항
공관광전문인 양성을 목표로 입학 결정 시 부터 졸업 시 까지 과정에서 자율적 맞춤형 교육
을 실시하고 있다.

교육목표 항공산업에서 요구하는 객실, 공항서비스 업무를 수행할 전문항공서비스인을 양
성하고 산업체가 요구하는 맞춤형 관광전문인력 양성을 목표로 한다.
취업분야 국내외 항공사 승무원, 항공예약발권, 탑승수속 등 지상직원, 호텔, 국내외 여행
사, 관광통역가이드, 면세점, 관광관련 기업체, 비서직 등
취득자격 항공예약/발권 자격증, CPR, 관광통역안내사, 조주사, 와인소믈리에, 비서 자
격증, TOEIC, TOEIC SPEAKING, HSK 자격증 등

호텔조리과 세계인의입맛을사로잡다
올바른 인성과 직무능력을 갖추고 창의력을 겸비한 전문조리인을 양성하고 최고의 교육환
경 시설(한식조리실, 서양조리실, 외국조리실, 제과제빵실, 시식실 등)에서 특급 호텔 및 산
업체 경력을 갖춘 교수진들의 강의로 현장 중심형 교육을 실현함으로써 전문지식과 기술을
다양하게 습득한다.

교육목표 호텔조리과는 한식, 양식, 일식, 중식, 제과, 제빵, 소믈리에, 푸드스타일링 등
에 관한 전문지식과 실무능력을 갖춘 고급인력을 육성하고, 산업체에서 요구하는 직무능력
을 갖춘 맞춤형 인재와 지역사회의 발전과 세계화 시대를 선도하는 조리인 양성을 목표로
한다.
취업분야 특급호텔, 외식업체, 단체급식소, 제과제빵전문점, 와인·커피 전문점, 식품회
사, 요리학원, 해외 관저요리사, 해외 호텔 및 레스토랑 등
취득자격 한식조리기능사, 양식조리기능사, 일식조리기능사, 중식조리기능사, 복어조리
기능사, 제과기능사, 제빵기능사, 조주기능사, 조리산업기사, 식품위생관리사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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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식산업과 외식산업전문가를키우다
외식산업은 21세기를 이끌어 갈 문화콘텐츠의 핵심 분야이고, 한국적인 외식문화를 바탕으
로 대한민국을 넘어 세계로 도약할 수 있는 문화산업이며 유망산업이다. 장안대학교 외식산
업과는 글로벌화를 뒷받침할 경쟁력을 갖춘 인재, 일류 외식산업인을 육성하고 있으며 1,2
학년의 전문학사 과정과 3,4학년의 ‘관광학사’를 배출하고 있는 학과이다.

교육목표 외식산업 현장에서 필요한 전문지식과 실기기술을 습득할 수 있는 가장 적합한
교육과정을 바탕으로 외식산업 현장 실무를 겸비한 분야별 전문가에 의한 이론 실습교육을
통하여 외식산업계 현장에서 요구되는 인재를 양성하여 국가발전에 기여한다.
취업분야 패밀리레스토랑, 호텔식음료부, 호텔외식사업부, 식품회사 외식사업부, 패스트
푸드회사, 제과제빵회사, 전문음식점, 프랜차이즈 체인점, 외식산업체의 창업, 해외 조리
학교 유학, 본교 3,4학년 외식산업학과 진학 등
취득자격 조리기능사(한식, 양식, 일식, 중식, 복어) 자격증, 제과기능사자격증, 제빵기능
사자격증, 조주기능사자격증, 소믈리에자격증, 바리스타자격증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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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어학부
FOREIGN LANGUAGE

글로벌 역량으로
미래를 선점하다
관광비즈니스영어과
관광비즈니스일어과
관광비즈니스중국어과

관광비즈니스영어과 관광산업의글로벌영어전문인재를키우다
글로벌 시대에 관광 산업을 이끌어 갈 관광 전문인으로서 여행 및 호텔 분야의 국제 비즈니스
업무와 외국인 고객서비스 응대 업무를 자유자재로 처리할 수 있는 국제 경쟁력을 갖춘 글로
벌 영어 전문 인재 양성을 목표로 하고 있다.

교육목표 실무중심의 전문화된 교육으로 글로벌 서비스 마인드를 겸비한 관광산업 분야의
글로벌 영어 전문인재 양성을 목표로 한다. 국가직무능력표준(NCS) 기반 및 현장중심적인
교육과정의 실용영어교육을 통하여 능숙한 영어구사능력을 바탕으로 현장에서 즉각적으로
활용 가능한 직무영어 활용능력을 향상시키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 맞춤형 교육과정으로
국제적 감각의 영어구사능력의 경쟁력을 갖도록 한다.
취업분야 여행사(일반사무직, 관광통역가이드), 호텔, 공항 및 항공사, 면세점, 외국계회
사(일반사무직, 무역·해외영업직, 비서직), 일반회사(일반사무직, 무역·해외영업직, 비
서직), 공공기관 등
취득자격 관광통역안내사, 통번역자격증(ITT), 번역능력인정시험(TCT), 무역영어, 국제
무역사, 비서, TOEIC, OPIc, TOEIC Speaking, 컴퓨터활용능력, 워드프로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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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광비즈니스일어과 일본을무대로활약할관광서비스전문가양성
관광비즈니스일어과에서는 일본어를 기반으로 비즈니스 및 서비스분야에서 재능을 발휘할
창의적인 인재를 양성한다. 유능한 원어민 교수들의 특화된 수업을 바탕으로 일본과 일본어
에 대한 이해를 통해 커뮤니케이션 능력을 향상시킨다. 또한 NCS기반 및 현장중심 교육과
정을 도입하여 글로컬 맞춤형 인재 양성을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교수와 학생이 더불어 발
전할 수 있는 학과환경 조성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

교육목표 일본어 커뮤니케이션 능력을 갖춘 글로컬 맞춤형 창의인재, 현장중심 교육 과정
을 통한 현장 맞춤형 인재, 해외취업에 적합한 언어구사 능력과 국제적 마인드 및 인성을
갖춘 글로벌 인재를 양성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취업분야 무역회사, 면세점, 해외산업체, 각종 회사의 비서직 및 사무직, 여행사, 호텔,
항공사, 통역 및 번역분야, 일반 사무직, 전공심화과정(3, 4학년) 입학 등
취득자격 일본어능력시험(JPT, JLPT, SJPT), 국제관광가이드, 통역사, 번역사, 국내관
광안내원, 호텔종사원 등

관광비즈니스중국어과 중국을통해아시아의미래를보다
무역과 관광 등 국제비지니스 분야에서 한국, 중국 간의 교류확대에 일익을 담당할 학생들
의 실무중국어 능력을 제고하여, 국내기업의 중국관련 부문과 현재 국내에서 활동하고 있는
중국기업으로 진출시키며, 특히 중국현지에 진출하여 취업과 창업을 할 수 있는 실무형 중
국전문 인재를 육성하고 있다.
교육목표 관광 및 국제비즈니스 기업이 요구하는 실무능력을 배양하기 위해 현장 업무에
즉각 활용할 수 있는 맞춤형 교육을 실시하여 실무 중심의 중국전문 인재를 육성한다.
취업분야 무역회사, 외국인회사, 해외산업체, 각종 회사의 비서직 및 사무직, 일반 공무
원, 관광통역가이드, 외식, 레저, 관광, 여행사, 호텔, 항공사, 통역 및 번역분야, 면세점,
일반 사무직, 학원 중국어강사, 학습지 교사, 어린이 중국어 교사, 의료관광 코디네이터,
유학원 등
취득자격 HSK(漢語水平考試), FLEX(Foreign Language Examination), CPT
(Chinese Proficiency Test), BCT(Business Chinese Test), TOP, 국내여행안내사,
관광통역안내사, 국외여행인솔자(T/C), TOPASㆍABACUS (초급,중급), 호텔서비스사,
호텔관리사, 호텔경영사, 소믈리에, 바리스타, 카지노딜러, 의료관광코디네이터 자격증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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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학부
INFORMATION TECHNOLOGY

최첨단정보화시대의
맨앞에서다
게임컨텐츠과(3년제)
멀티미디어컨텐츠과(3년제)
인터넷정보통신과(3년제)

게임컨텐츠과 21세기문화산업의꽃
정보기술(IT)과 문화기술(CT)의 융합분야 중 특히 고부가가치를 창출하고 있는 컴퓨터게임
산업계에서 필요로 하는 전문기술인력을 체계적으로 양성하는 것이 게임컨텐츠과가 지향하
는 궁극적인 목표이다.

교육목표 게임 프로그래밍, 게임 기획, 게임 그래픽 디자인 분야를 적성과 소질에 따라 선
택 수강하는 운영방식에 의해 게임 산업트렌드를 반영하는 멀티 플랫폼 게임제작 중심의 융
합형 게임 컨텐츠 제작 기술 인력 및 게임서비스 인력 양성을 목표로 한다.
취업분야 Unity3D 게임제작 프로그래머, 앱 게임제작프로그래머, 웹앱 게임제작프로그
래머, 게임기획가, QA, QC, GM, 마케터, 2D/3D 게임캐릭터/배경디자이너, 2D/3D
게임애니메이터, 게임 또는 콘텐츠기획사, 콘텐츠 미디어 및 퍼블리싱 기업, 게임교육기
관, 게임시나리오작가, 벤처창업을 통한 게임개발사의 설립, 모바일 프로그래머, 캐릭터애
니메이션제작사, 멀티미디어콘텐츠 제작사 등
취득자격 게임프로그래밍전문가, 게임그래픽전문가, 게임기획전문가, ISTQB 및 컴퓨터
관련 자격증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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멀티미디어컨텐츠과 창의적인도전이끝없이펼쳐지다
21세기 IT 분야의 국가 주요 정책은 창의적 문화콘텐츠 산업 강국의 실현이다. 문화콘텐
츠 제작에 있어서 창의성, 열정, 끼는 필수 요소이며 학과에서는 각자 이들을 마음껏 발휘
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능력을 키워 국가 목표인 문화산업 강국의 일익을 담당할 전문
인을 배출한다. 현재 졸업생들은 관련분야에서 미래콘텐츠 산업을 이끌어갈 창의적 인재,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전문가로서 역할을 하고 있다. 또한 서울, 수도권 지역의 산학연계
를 통한 OJT(On the Job Training)수업을 진행하여 전공 관련 산업분야에 높은 취업률
을 자랑하고 있다.
교육목표 융·복합콘텐츠 산업 수요를 충족하는 융합형 인재, 창의적 마인드를 갖춘 유능
한 인재를 양성하는 것에 있다. 영상, 애니메이션, 웹디자인, 웹마스터 등 문화콘텐츠 분야
와 관련된 전문지식과 기술을 습득하여 콘텐츠와 관련된 실무를 수행할 수 있는 현장 전문
인을 양성한다.
취업분야 영상 기획·제작·편집, DMB 방송영상 제작, 디지털광고사진, 디지털비디오
VJ, 인터넷방송국 PD, 2D/3D애니메이션 제작업체, 캐릭터 디자이너, 인터페이스 디자
이너 관련업체, 웹기반 업체, 3차원 가상현실 개발, 웹마스터, 웹디자이너, 웹서버관리자,
웹프로그래머, 게임 제작업체 등
취득자격 컴퓨터그래픽스 운용기사, 웹디자이너, 웹마스터, 컴퓨터 활용능력, ACE관련
자격증, 컴퓨터디자인설계 자격증, 멀티미디어저작도구 기사, 정보검색사 등

인터넷정보통신과 네트워크및보안과IoT기반의융합소프트웨어!
정보통신 네트워크 분야의 전문지식과 보안기술을 바탕으로 IoT(Internet of Things) 기반
의 웹/앱 융합 소프트웨어 개발 능력을 양성하여 미래 유비쿼터스 시대를 선도한다.

교육목표 정보통신 분야의 기반지식을 바탕으로 컴퓨터네트워크와 정보보호 기술에 대한
이론과 실무 능력을 갖춘 컴퓨터 네트워크/보안 전문가를 양성한다. 자바 애플리케이션 개
발 능력과 소통능력을 길러 정보통신분야의 프로젝트를 성공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응용소
프트웨어 개발자를 양성한다.
취업분야 네트워크운영 및 관리자, 서버 및 보안 관리자, 자바·모바일 전문프로그래머,
데이터베이스관리자, 웹사이트 구축기획 관리자, 웹 콘텐츠개발자, 전자상거래 / 무선인터
넷 운영 및 개발자, 정보통신 운영 및 관리자, 인터넷관련 소프트웨어프로그래머 등
취득자격 CCNA, CCNP(국제인증네트워크 자격), 네트워크관리사, 정보통신산업기사,
정보처리산업기사, ITSM, 네트워크검색사, MCSD, MCSE, OCJP(국제인증프로그래
밍 자격), 리눅스 관련자격, 전자상거래관리사, 인터넷시스템관리사, 웹마스터, 무선설비
기사, 전파통신산업기사, 무선통신기사, 공업전자기기, 정보기기운용, 정보통신설비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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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과학부
HEALTH SCIENCE

삶의 풍요와
나눔의 행복을
실천하다
식품영양과(3년제)
환경보건과(3년제)
뷰티케어과
생활체육과
바이오동물보호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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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영양과 건강하고균형있는식생활을위하여
식품영양과는 인간의 생명유지에 기본이 되는 식생활을 다각적인 측면에서 학습·연구하여
국민과 개인의 건강 유지 및 증진에 기여하고 식생활관리의 과학화, 질병예방 및 치료보조수
단으로서 영양학의 실용화, 균형을 갖춘 식사제공을 통한 급식관리 체계의 효율화를 지향하
는 학과이다. 35년 전통의 장안대학교 식품영양과는 다양한 영역의 전문적인 교육과 현장실
습을 통하여 단체급식 영양사, 위생사, 조리기능사, 품질관리원, 영양상담사, 외식 업체 매
니저, 식품산업기사 등을 배출하는데 중추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
교육목표 사회적으로 건강에 대한 관심이 집중되면서 건강한 식생활을 관리하는 전문영양
사의 수요도 증가하고 있다. 이에 식품 및 영양 관련 학문에 대한 심도 있는 학습을 통해
식품, 영양, 단체급식, 임상영양의 이론과 실무가 겸비된 전문적인 영양사를 양성하고자
한다.
취업분야 영양사(산업체, 병원, 학교, 보건소, 위탁전문업체, 사회복지시설 등), 홍보영양
사(식품업체, 제약회사, 건강식품업체 등), 조리사, 영양 관리인, 보건직 및 식품위생직 공
무원, 식품영양관련연구소 연구원, 식품위생 관리인, 요리학원강사, 외식업체 관리인, 푸
드코디네이터, 제과제빵사, 위생사 등
취득자격 영양사면허증, 조리사자격증(한·중·일, 양식, 복어, 조주), 위생사면허증, 조
리산업기사, 식품산업기사, 제과기능사, 제빵기능사 등

환경보건과 깨끗한환경으로국민건강을지키다
건강한 자연과 국민 건강을 지키기 위한 실무기술교육을 실시하는 학과로서 환경오염예방
및 관리에 관한 전문지식과 국민보건 증진을 위한 위생학적 교육을 실시하여 전문중견기술
인을 양성한다.

교육목표 학과의 발전과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수요자중심 교육, 국가직무표준(NCS)에
따른 현장실무 중심의 교육과정개발, 산학협동강화 및 취업활성화 등의 장래 비전과 발전
계획을 설정하여 환경보건 분야에서 근무할 유능하고 참신한 중견기술인을 육성하고자 한다.
취업분야 환경 및 보건 분야의 국가 공무원, 환경 및 보건관련업체, 환경관리기술요원 및
산업체 산업위생분야, 자가측정대행업체, 환경오염방지시설업체, 환경 분야 연구기관, 작
업환경측정기관, 보건환경관련연구기관 등
취득자격 수질환경산업기사, 대기환경산업기사, 폐기물처리산업기사, 자연생태복원산업
기사, 산업위생관리산업기사, 위생사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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삶의 풍요와 나눔의행복을실천하다

+

HEALTH SCIENCE

뷰티케어과 아름다움을케어하는아티스트
뷰티케어 산업분야에 진출할 전문 미용인을 양성하기 위한 특성화 교육을 위하여 NCS를 기
반으로 산업체 현장에서 요구되는 직무능력을 활용한 전공 트랙별 교육과정이 운영되고 있
으며, 각 분야에서 실무 경력을 보유한 전문가들을 교수진들로 구성하여 학문과 실무 현장과
의 괴리감을 없애고 실증적인 학문을 교육하고 있다.

교육목표 피부미용, 헤어미용, 메이크업 분야에 대한 산업수요에 부합하는 글로벌한 뷰티
아티스트 인력양성을 위하여 뷰티케어 관련 지식, 직무능력뿐만 아니라 기본적인 인성, 뷰
티인의 자긍심, 올바른 글로벌 서비스 매너와 마인드를 습득하는데 그 목적을 둔다.
취업분야 피부관리실, 병원, 노화예방클리닉센타, 건강증진센터, 호텔스파, 헤어샵, 웨딩
샵, 두피관리실, 색채연구소, 네일샵, 방송국, 패션쇼현장, 백화점, 화장품회사, 교육강
사, 뷰티샵 매니저 등
취득자격 미용사(일반)자격증, 미용사(피부)자격증, 미용사(메이크업)자격증, 미용사(네일)
자격증,뷰티매니지먼트, 뷰티코디네이터,체형관리사(비만전문관리사), 두피관리사,이혈
(귀반사건강),아로마테라피스트, 웨딩플래너, 컬러리스트 등

생활체육과 현대인의웰빙시대를이끌어가다
생활체육지도자 양성을 학과의 교육목표로 하며, 지역 스포츠 산업계와 산학협력을 통해 서
로의 생산성이 뒷받침 될 수 있는 다양한 생활체육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생활체육 관련 지도
자를 양성한다. 전공동아리별 각종 대회 참가를 통해 실기능력을 향상시키고, 이론과 실기
종목 중심의 교육활동을 통해 스포츠 산업현장 실무에 필요한 이론과 실기능력을 습득한다..

교육목표 최근들어 건강증진을 위한 운동수요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어 운동지도전문가에
의한 양질의 운동서비스가 절실히 요구되고 있다. 이에 생활체육과에서는 일반인과 전문
스포츠 참여자의 건강교육과 스포츠지도 그리고 운동재활 능력 배양을 목표로 한다.
취업분야 건강운동관리 분야: 국민체육진흥공단(지역별 국민체육센터),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역별 보건소), 산업안전보건공단, 의료기관 운동재활센터, 종합복지관, 청소년수련원 등
생활스포츠지도 분야: 피트니스센터, 태권도도장, 유아스포츠센터, 영유아교육기관(유치
원 및 어린이집), 수영장 등
취득자격 국가자격증: 건강운동관리사, 생활·전문·장애인·유소년·노인스포츠지도
사, 스포츠경영관리사 등 민간자격증: 태권도 사범 및 심판 자격증, 레크레이션지도자 자
격증, 인명구조원 자격증, LIFE GUARD 자격증, 스포츠마사지지도자 자격증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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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이오동물보호과 대한민국생명산업을키우다
반려동물산업과 바이오산업의 미래 기술을 이끌어 나가는 국내 최고 수준의 교육으로 동물
전문가에게 필수적으로 요구되는 인성과 다원화되고 세분화 되는 동물산업 현장 실무능력을
겸비한 동물전문가를 양성하여 국내 반려동물산업과 바이오산업 관련 동물분야에서 필요로
하는 중추적 인재를 육성한다.

교육목표 전문적이고 현장 중심적인 동물 사육 및 경영과 관련된 지식과 기술을 바탕으로
바이오산업 현장실무 중심교육을 강화하여 국내 생명산업의 미래를 주도해 나가는 탁월한
동물전문가를 양성한다. 나아가 시대적 추이에 발맞춰 반려동물 관리에 대한 지식과 기술
을 습득하여 국민의 정서 함양에 기여하는 전문인 양성을 목표로 한다.
취업분야 동물병원, 애완동물 전문점, 애견훈련소, 애견미용실, 애견번식장, 배합사료업
체, 동물약품 생산 및 판매 업체, 대학 및 제약회사 실험동물센터, 농장자영, 축산시설환경
회사 등
취득자격 애견미용사, 애견훈련사, 애견관리사, 애견핸들러, 반려견 지도사, 애완동물 심
사위원, 동물매개치료사, 실험동물기술원, 축산산업기사, 실험동물기사, 인공수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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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과학부
SOCIAL SCIENCE

인성과 실력을 키워
사회에 기여하다
사회복지과(3년제)
행정법률과
부사관과
유아교육과(3년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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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과 사회복지선진국을향해나아가다
사회복지학은 인간존중의 철학을 바탕으로 다양한 사회문제를 해결하고 예방하는 실천지향
적 응용사회과학이다. 사회복지학은 인간 삶의 질을 증진시키는 정책 및 제도 분야와 대상자
에게 필요한 전문적인 상담 및 사회 서비스 분야를 포함하며, 각 분야는 시대의 요구를 반영
하여 개인과 사회전체의 복지증진을 위해 변화 발전하고 있다.

교육목표 건전한 가치관과 올바른 인격을 갖추고 사회복지 전문지식과 실천기술을 활용하
여 우리 사회의 안녕과 행복을 위해 노력하는 사회복지 인재를 양성한다.
취업분야 사회복지관련 지역사회복지관, 전문기관 및 각종시설, 노인복지관, 장애인복지
관, 아동·노인·장애인·모자 복지시설, 정신요양시설, 주간보호센터, 재가복지센터, 자
원봉사센터, 지역아동센터, 정신보건센터, 그룹홈, 사회복지 관련협회, 국공립·민간·직
장 보육시설, 청소년단체 지도교사, 학생교육원, 교육복지 우선지원사업, 청소년활동진흥
센터, 청소년 단체/수련시설/복지시설/지원시설, 민간차원의 청소년활동 관련기관, 사회
복지공무원시험, 본교학사학위 전공심화과정(1년 과정) 진학 등
취득자격 사회복지사 2급, 보육교사 2급, 청소년지도사 3급

행정법률과 법률실무전문가·사무행정전문인력양성의중심
행정법률과는 학생의 적성에 따른 진로맞춤형교육을 실시하기 위하여 법무서비스전공과 사
무행정전공으로 분리하여 전공별 집적화 고도화된 전문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법무서비스
전공은 법률실무전문가를 양성하여 법무법인 및 경찰공무원 등 전문직군의 법률실무전문
가(para-legal)로서 사회에 진출할 수 있도록 특화된 산업수요맞춤형 전문직업교육과정
을 운영하고 있으며, 사무행정전공은 직무소양을 갖춘 공공행정역무에 관한 맞춤형전문교
육을 실시하여 일반행정직렬의 공직과, 공기업 및 일반기업체 전문직업인으로 진출하도록
교육과정을 운영하고 있다. 또한 4년제 학사학위교육과정인 전공심화과정으로 행정법률학
과를 야간에 설치하여 각 전공이 화학적 시너지효과를 발휘할 수 있는 심화된 전공교육을
실시함으로써 학생의 직무능력성취도의 제고 및 경쟁력 강화를 도모하여 중견전문직업인
을 양성하고 있다.
교육목표 직무능력과 인성을 갖춘 창조적 법률실무전문가 및 사무행정전문가를 양성하여,
능력을 최고도로 발휘하도록 함으로써 자아실현을 성취하도록 한다.
취업분야 법무서비스전공은 법무법인·변호사 사무실·법무사ㆍ관세사ㆍ세무사ㆍ변리사
등의 법률실무직군, 기업체 법무팀·경찰공무원·법원직·검찰사무직·국회·헌법재판소
공무원 등의 직군에, 사무행정전공은 일반행정직렬의 국가직 및 지방직 일반행정공무원,
소방직, 관세직, 군무원 등 공직과 공기업, 일반기업체 등의 직군으로 취업하고, 또한 우리
행정법률학과 전공심화과정(3,4학년 학사학위 과정)으로 편입학 한 후, 대학원 등에 진학
취득자격 법무서비스전공 : 공인중개사, 법무사, 관세사, 감정평가사, 손해사정인 등
사무행정전공 : 정책분석평가사, 사회조사분석사, 공인행정관리사, 문서실무사, 한국사능
력검정시험, 한국사능력검정시험, 행정사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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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사관과 국가안보행정분야를선도하다
부사관은 경쟁력이 높은 국가공무원으로서 국방의 의무 이행과 취업을 동시에 해결할 수 있
는 전문 인기직종으로 떠오르고 있다. 최근 대학 졸업자들의 취업문이 좁아지면서 예비역을
포함한 4년제 대학 졸업자가 부사관을 지원하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으며, 특히 여학생을 중
심으로 점차 관심이 증가하는 추세다. 그 이유는 평균 20세에 임관하여 빠른 나이에 안정된
직장을 가질 수 있고, 기본급여가 9급 공무원과 대등하며 각종 수당과 퇴직 후 연금수혜 등
많은 혜택의 영향으로 판단된다. 이에 장안대학교 부사관과는 군의 우수한 부사관 인력획득
정책과 연계하여 육군, 해군본부와 학군교류 협력을 체결하여 군의 전문 부사관 양성을 지원
하는 수도권 지역을 대표하는 특수학과다.
교육목표 각 군의 부사관 전문 인력 획득정책과 연계하여 현대화된 선진국군의 초급간부로
서 갖추어야할 군사전문지식과 인성 및 적성, 강인한 체력 등을 체계적으로 교육하여 전문
화되고 국제화되는 미래의 자주국방 환경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우수한 부사관
양성을 지원하는 것을 학과 목표로 한다.
취업분야 육군 및 해군, 일반/행정부사관 임관(장기복무가능), 3사관학교 편입 후 장교근
무, 군무원, 전역 후 복무병과의 전공에 맞는 법인 및 기업체 취업 등
취득자격 컴퓨터관련자격증, 한자4급 이상, 한국어능력평가 4급 이상, 토익 등 영어자격
취득, 킥복싱 등 무도 1단 이상, 기타 군 및 학생들 요구에 의한 각종 기술자격증 취득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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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아교육과 꿈나무를키우는바른인재의숲
유아교육과(3년제)는 국가와 사회발전에 기여하는 인성적 자질과 전문적 자질을 두루 갖춘
유능한 영유아 교육 및 보육 전문인력을 양성하기 위하여 교양과목, 직업기초교양과목, 교
직과목, 전공과목 등으로 정규교육과정을 편성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인형극, 신체활동 및
율동, 영유아 문학연구, 학술동아리를 운영하고 있다. 그리고 예비 영유아교사로서 소양과
전문성을 배양하기 위해서 다양한 인성 및 전문성 함양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유아교
육과는 최신 멀티미디어 강의실과 다양한 실습이 가능한 실습실을 갖춘 독립 건물을 보유하
고 있으며, 유아교육 및 보육 현장과의 긴밀한 연계를 통하여 매년 90%이상의 취업률을 기
록하고 있다. 그리고 학사학위를 취득할 수 있는 전공심화과정을 설치하여 운영하고 있다.

교육목표 장안대학교 유아교육과는 창의적 전문 영유아교사 양성을 목적으로 하며, 교육
목표는 다음과 같다. 첫째, 올바른 가치관으로 성실·정직·열정을 몸소 실천하는 교사를
양성한다. 둘째, 사회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는 창의적인 문제해결력을 지닌 교사를 양
성한다. 셋째, 이론과 실제를 탐구하여 영유아의 발달에 적합한 교육을 지향하는 교사를 양
성한다.
취업분야 공·사립 유치원 교사, 국·공립·민간 어린이집 교사, 유아 교육 관련 회사 (교
구교재 개발회사, 놀이학원, 출판사, 문화센터 영유아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등)
취득자격 유치원 정교사 2급, 보육교사 2급, 스토리텔러 2급, 풍선장식가 3급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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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자인학부
DESIGN

아름다운 세상을
디자인하다
패션디자인과
스타일리스트과
쥬얼리디자인과
시각디자인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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패션디자인과 패션산업을주도할스페셜리스트
21C의 패션산업분야를 주도적으로 이끌어갈 실천적 역량이 있는 인재양성을 목적으로 패
션디자인, 패션마케팅, 패턴메이킹 등 패션분야 직종에 기반을 둔 다양한 전문지식과 기술
을 심도 있고 체계적으로 교육한다. 졸업 작품 발표회 및 다양한 디자인콘테스트에 도전하는
정보와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꿈을 이룰 수 있는 발전적인 환경조성에 힘쓰며 지속적인 산학
협력 강화로 높은 취업률을 달성하고 있다.
교육목표 패션산업을 주도하고 국제화 된 패션산업현장에서 활동할 수 있도록 이론과 기술
및 감성이 갖춰진 전문인력양성을 목표로 한다. 다양해진 패션업계에 종사할 수 있도록 1
인 1자격증(컬러리스트, 샵마스터, VMD자격증, 패션스타일리스트 자격증 등)이상 취득과
1인 1공모전 수상을 목표로 국제 경쟁력을 높이는 커리큘럼으로 지도한다.
취업분야 패션디자이너, 패션머천다이저, 텍스타일디자이너, 패션컨버터, 패션코디네이
터, 패션스타일리스트, 패션일러스트레이터, 컬러리스트, 패션디스플레이어, 샵 마스터,
패션카피라이터, 패션에디터, 패션포토그래퍼, 모델리스트, 패션어드바이저, 브랜드매니
저, 패션컨설턴트 등
취득자격 염색기능사, 샵마스터, 컬러리스트, FSD(패션쇼디렉터), 패션머천다이징, 패션
스타일리스트 자격증, VMD자격증, 쇼핑몰운영자격증 등

스타일리스트과 내안의크리에이티비티를마음껏펼치다
패션산업체의 각 분야와 방송·광고·출판·공연예술 등 대중매체에서 요구되는 독창
적인 창작능력과 국제적 감각 및 실무능력을 갖춘 이미지 크리에이터인 스타일리스트를
양성한다.

교육목표 다양한 패션 분야의 기획에서 연출과정에 이르기까지 실무 실습을 통하여 컨셉을
이해하고 특성에 맞는 의상 및 소품 등을 기획, 제작할 수 있는 능력을 배양한다.
취업분야 방송·연예 분야 스타일리스트, 영화, 무대 및 공연예술 분야 스타일리스트, 패
션 매거진 및 광고기획 분야의 스타일리스트, 인터넷쇼핑몰 스타일리스트, 패션쇼 및 이벤
트 분야의 스타일리스트, 어패럴 브랜드 스타일리스트, 웨딩 스타일리스트, PR 전문가,
패션 유통분야의 샵마스터 및 퍼스널 쇼퍼, VMD, 이미지 컨설턴트, 뷰티스타일리스트 등
취득자격 스타일리스트, 샵마스터, 메이크업, 이미지 메이킹, GTQ, 컬러리스트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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쥬얼리디자인과 트렌드를주도하는귀금속디자이너
귀금속의 희귀성을 좌우하는 디자인! 시대를 앞서는 디자인 감각! 쥬얼리디자인과는 귀금속
디자인을 위한 디자인 능력 및 보석, 장신구 가공실습을 통한 전문 귀금속 디자이너를 양
성한다.

교육목표 아름다움을 위하여 투자를 아끼지 않는 현대사회에서 그 수요가 증가하고 있는
쥬얼리, 귀금속 공예품 전문디자이너로 양성함을 목표로 한다. 귀금속디자인 능력과 보
석·장신구 가공실습을 통한 실무에 임할 수 있는 중견 쥬얼리 디자이너로 교육을 하며, 또
한 금속공예품 개발과 제작을 위한 창의력 및 조형감각을 배양해 소비자의 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는 제품생산에 부족함이 없는 디자인 능력개발에 중점을 두고 있다.
취업분야 쥬얼리·귀금속 업체, 산업금속 생산업체, 보석가공업체, 쥬얼리CAD업체(디자
이너, 출력기사-3D프린팅), 패션악세사리업체, 관광문화상품, 화장품용기 디자인업체,
인테리어업체, 실내장식 디자이너, 시계제작 디자인업체 등
취득자격 기능사, 산업기사, 기사(귀금속가공, 금속가공, 금속공예, 금속재료, 보석감정
사), 컴퓨터그래픽스운용, CAD, 산업디자인기사 2급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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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각디자인과 세상과소통하는비주얼아티스트
시각디자인과는 디자이너로서의 기초 디자인 능력을 배우고 디자인 감각과 멀티미디어 기
술의 접목을 통한 사회변화를 주도하는 전문 디자이너를 양성하는 학과이다. 졸업 후 디자
인현장에 투입되었을 때 곧 바로 실무적 역량을 발휘할 수 있는 실무형 디자이너를 육성하
기 위한 다양한 커리큘럼을 갖추고 있으며 기초 실기 및 이론과 맞춤형 교육이 이루어지고
있다. 광고디자인, 편집디자인, 캐릭터디자인, 패키지디자인, 브랜드디자인, 웹/모바일 디
자인 등 산업체와 연계한 실무중심 교육을 통하여 창의력과 실무를 겸비한 우수 시각디자이
너 양성을 목표로 하고 있다.

교육목표 디자인 프로세스, 디자인 재료 및 가공에 관한 테크놀로지의 이해 및 디자이너가
갖추어야 할 기본 테크닉을 개발, 훈련한다. 특히 조형감각을 키워주는 기초조형교육 및 실
습 위주의 교육으로 디자이너로서의 능력을 배양시키고 팀워크(Team Work)로 이루어지
는 디자인 업무를 성실히 수행할 수 있는 전인적인 인성교육을 실시하는데 그 목적을 둔다.
취업분야 광고 디자인 분야, 브랜드 디자인 분야, 출판 및 편집디자인 분야, 웹/모바일디
자인 분야, 일러스트 분야, 패키지디자인 분야, 캐릭터디자인 분야, 사인, 홍보디자인 분
야, 팬시디자인, 인터렉티브 디자인 분야, UX/UI 디자인 분야 등
취득자격 컴퓨터 그래픽스 운용기사, 컬러리스트, 웹 디자인기능사, 산업디자인기사 2급,
시각디자인기사 2급 등

JANGAN UNIVERSITY 2017 BROCHURE

예술학부
ART

나를 채우고
나를 발산하다
미디어스토리텔링과
실용음악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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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디어스토리텔링과 콘텐츠로내꿈을스토리텔링하다
문화콘텐츠에 대한 학습 및 실습을 통해 미디어스토리텔링 분야 실무 능력을 갖춘 현장 전문
인력을 양성한다. 미디어스토리텔링 제작에 요구되는 인문정신과 과학기술 능력을 배양하
며, 멀티미디어 저작도구 실무 능력을 키운다. 아울러 독서, 논술, 글쓰기 교육을 통해 문학
교육관련 전문인력을 양성한다.

교육목표 디지털 미디어기술과 감성이 디자인된 스토리를 기반으로 한 문화콘텐츠를 창출
해내는 전문인력의 양성을 교육의 목표로 한다. 다매체 환경 속에서 문자매체, 영상매체,
전자매체의 조화를 통해 창의적이고 미래 지향적인 문화를 주도할 인재를 키운다.
취업분야 온라인·오프라인 콘텐츠 관련 스토리텔러, TV·라디오 구성작가, 게임·애니
메이션 회사의 기획자, 광고업체의 카피라이터, 독서·논술 학원, 홈스쿨, 방과 후 학습지
도사, 출판사, 신문사, 잡지사 편집자와 기자 등
취득자격 컴퓨터활용능력, GTQ, GTQi 자격증, 독서·논술·글쓰기 지도사 이수증(본
대학 발급), 독서·논술·글쓰기 지도사 자격증(사설 교육기관 발급)

실용음악과 스스로콘텐츠를개발하는

창의적인뮤지션으로성장한다
21세기 현대사회에서 ‘대중예술과 문화’ 분야는 창조경제시대에 걸맞은 지향점을 가지고 있
다. 인터넷을 기반으로 전 세계 인류가 공통된 문화를 소비할 수 있으며 문화외교가 가능한
시대에 발맞춰 진화되어가고 하루가 다르게 급변하는 디지털시대에서 대중이 요구하는 예술
인의 역할에도 많은 변화가 있다. 이에 장안대학교 실용음악과는 기초적인 이론을 바탕으로
디지털&글로벌 시대에 적합한 미래지향적인 예술인으로 교육하여 현대 대중예술문화 발전
에 기여할 수 있는 전문 예술인을 양성한다.

교육목표 보컬전공 : 보컬리스트가 갖추어야 할 기본적인 호흡과 발성 및 리듬감 습득과 같은 기본적인 테크닉을 갖추는 데에 중점을 두고 여러 가지 스타일의 음악을 실습
해봄으로써 다양한 장르를 소화하는 전문적인 가수로의 성장을 도와 가수, 코러스, 보컬 트레이너, 뮤지컬 배우 등의 직업군으로 진출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기악전공 (Drum, Guitar, Bass, Piano) : 교수와 학생 간의 1:1레슨을 통하여 개인별 실력과 성향에 따라 진도를 조절하여 효율적인 악기별 심화학습을 도모하고 실
제 현장에서 라이브 세션맨 혹은 녹음 세션맨, 아카데미 강사, 밴드 리더 등으로 활동하는데 필요한 기본적 소양을 쌓을 수 있도록 한다.
싱어송라이터전공 : 싱어송라이터는 가수이면서 작곡과 작사를 겸비하는 아티스트로 자신의 가치관과 세계관을 그리고 프로듀싱을 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
디지털 음원 제작 프로젝트를 통하여 앨범 제작의 실제를 경험하며 실무 중심의 교육을 통하여 스스로 콘텐츠를 개발하는 창의적인 뮤지션을 양성한다.
뮤지컬전공 : 뮤지컬 예술세계에 대한 이해와 이론적 바탕을 통해, 더불어 배우로서 갖춰야할 인간적 소양과 덕목을 갖추고 장차 전문예술인으로서 창조적이고 품위 있는 활
동을 할 수 있는 예술가를 배양하고 연기력, 가창력, 무용(춤, 안무)의 재능을 기본으로 1:1전공 레슨과 워크샵 및 공연제작 실습을 통한 뮤지컬 배우를 양성하여 자기표현
에 적극적인 전문 뮤지컬연기자 양성을 교육목표로 둔다.
취업분야 가수 & 싱어송라이터, 연주세션, 작·편곡가, 뮤지컬배우, 음악방송 프로듀서, 음악감독, 사운드 디자이너, 공연기획자, 대중문화 콘텐츠 기획자 등 다양한 문화
예술분야에서 활동
취득자격 음악치료상담지도사, 문화예술교육사자격증, 음악치료사, 연극치료사 자격증, 연극지도사, 심리치료사 자격증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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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양하고 폭넓은
장학금 천국

장안대학교의 풍부한 장학혜택을 통해 더 큰 꿈을 설계하세요

장학금

내 용

입학장학금 A

입학 정시전체수석, 입학 수시전체수석

입학장학금 B

입학 과수석

입학장학금 C

야간학과 입학생

성적장학금

학업성적이 우수한 자

간부장학금

학생자치회의 대표, 부서장 및 과대표, 과 간부장학생으로서 본 대학교 발전에 공로가 인정된 자

공로장학금

학보사, 방송국, 동아리연합회 간부 및 동아리간부장학생으로서 대학의 명예를 선양한 자

면학장학금

본 대학의 면학분위기 조성에 기여한 자

근로장학금

교내 행정부서에 배치되어 근로를 제공하는 자

형제자매 장학금

본 대학에 재학중인 형제자매, 부부, 부자, 모자 중 1인

복지장학금

기초생활수급자 본인

설립자장학금

본 대학교 발전에 공로가 현저하다고 인정된 자

총장특별장학금

본 대학교의 명예를 선양하였다고 인정된 자와 특별히 지급할 사유가 있다고 총장이 인정한 자

산업체장학금

산업체 별도학급에 편성된 자

교직원자녀장학금

본 대학교에 재직 중인 교직원의 직계 자녀

봉사장학금

교내ㆍ외에서 학교를 위해 봉사활동을 한 자

국가보훈장학금

국가보훈관계 법령에 의한 교육보호대상자와 그 유가족

모범장학금

차상위계층 또는 가정형편이 극히 곤란하거나, 천재지변으로 학비조달이 어려운 자

전공심화장학금

별도규정

곰두리장학금

장애인관계 법령에 의하여 교육보호를 받는 장애학생으로서 총장이 인정한 자

외국인장학금

외국인으로 우리대학에 재학 중인 자(별도규정)

다문화가정장학금

한 가족내에 다양한 문화가 공존하는 가정의 자녀에게 지급

탈북자장학금

북한이탈주민관계 법령에 의한 북한이탈주민 교육보호 대상자

국가장학금

대학의 등록금 부담 경감을 위한 정부 지원 장학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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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의 라이프스타일까지 생각한 최신식 복합생활문화 공간입니다

교육관명

단위

수량

규격(㎡)

수용인원(명)

기숙사

실

273

2인1실

546

대공연장

실

1

-

1,000

컨벤션센터

실

1

-

220

휘트니스센터

실

2

-

200

대식당

실

1

-

500

최첨단시설의
학생생활관

비고

•기숙사 건물내 헬스클럽,
실내 조깅장, 스퀴시장,
배드민턴 및 농구코트,
실습실, 강의실, 연구실 등
배치

※ 배정기준 : 원거리+야간입학생(배정시 정해진 가산점 부여)

실내 모습 1

실내 모습 2

빨래방

헬스장

휴게실

식당

체육관

PC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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캠퍼스 및 교통 안내
수도권 지하철

30분

15분

사당역

수원역

장안대학교

스쿨버스 운행

서울

서울

사당역

등촌역 목동역 양천구청역 장안대학교

의왕톨게이트 장안대학교

사당역 4번 출구남태령 방면 홈플러스
주차장 입구 /
의왕 톨게이트 버스정류장

안산

인천
부평

수원

상록수역

장안대학교

장안대학교

장안대학교

인천터미널역 3번 출구 앞

산본역

장안대학교

안양역 앞 / 금정역 농협중앙회 앞 /
산본역 2번 출구 버스정류장 앞

송내

분당

송내역(남부)

장안대학교

정자역 기흥역 신갈오거리 영통역 장안대학교

보니타 카페 앞

버스 이용 안내
•사당 / 의왕톨게이트 : 8155, 8156
•수원역 : 16, 16-1, 31, 32, 32-1, 32-2, 32-5, 33, 35, 38, 8471, 8472, 9801, 9802
•병점역 : 34, 34-1, 50

안양역 금정역

ETUDE HOUSE 앞

인천

장안대학교

부평역 대아지하상가 출구
귀금속도매백화점 앞

안양

수원역 10번 출구

행복드림요양원 맞은편

인천시외버스터미널

부평역

등촌역 7번 출구 / 목동역 7번 출구
SC제일은행 앞 / 양천구청역 1번 출구 앞

정자역 분당선 4번출구 SK앞 /
기흥역 6번출구 앞 /
신갈오거리 폭스바겐 전시장 앞/
영통역 5번출구 앞

평촌

평촌역 안양갈산로 의왕시
(덕현초) 오전동

장안대학교

평촌역 3번 출구 건너편 이마트앞 /
덕현초교 버스정류장앞 /
오전동 주민센터 버스정류장 앞

정보통신관

자아실현관

전공동아리관

인문관

대학본부 겸 학술정보관
사회과학관
생활과학관

체육관 겸 대강당

산학협력관

테니스장

대운동장

골프연습장

유아교육관

18331 경기도 화성시 봉담읍 삼천병마로 1182
TEL 031-299-3333~5 FAX 031-227-737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