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융합콘텐츠학과

융합콘텐츠학과는 다양한 학문의 경계를 뛰어넘는 조화로운 융합을 통해 21세기 디지털미디어 기반의 산업을 선도하는 

첨단 융합콘텐츠 분야에 대한 수준 높은 연구와 교육을 목표로 합니다. 4차 산업혁명 시대 더욱 가속화되고 있는 인문-

기술-디자인 영역의 컨버전스 현상에 대한 이해와 경험을 바탕으로, 미래 융합콘텐츠 산업의 핵심 요소인 디자인-

테크놀로지-콘텐츠 영역의 첨단 연구를 수행합니다. 특히 국내외 선도적 대기업과의 산학 연계 프로젝트를 수행, 연구 

결과의 상용화는 물론 다양한 영역에서 미래 융합콘텐츠 산업을 선도할 수 있는 글로벌 여성 인재를 양성합니다.

http://cc.ewha.ac.kr
02. 3277. 3362

학업에 필요한 
적성

미래 산업의 핵심 가치 및 융합콘텐츠 창작을 위한 최신 기술에 대한 열정과 관심을 겸비하여야 합니다. 인문학과 

공학, 디자인 교과목을 유기적으로 연계하여 학습할 준비가 되어 있는 인재를 필요로 하고 있습니다.

진로현황  게임기획, 방송 작가 및 프로듀서, 모바일 기획자, 콘텐츠 기획자, 전시 기획자, UX디자이너, 게임/

콘텐츠개발자, 기술전시 테크니컬 PM 등

대표기업/기관  넥슨, 엔씨소프트, 스마일게이트, MBC, FNC Entertainment, 네이버, 카카오, SK 

커뮤니케이션즈, 한솔교육, SKTelecom, 삼성전자, LG전자, 삼성SDS, CJ ENM, ㈜Flur, 서울 소재 대학부설 

연구소, NHN 엔터테인먼트

졸업 후 진로

주요 교과목 뉴미디어테크놀로지입문콘텐츠기초

디지털스토리텔링개론, 게임학의이해, 트랜스미디어스토리텔링, 

크리에이티브라이팅, 브랜드스토리텔링
인문콘텐츠

Content Prototyping, 사운드디자인, 게임알고리즘콘텐츠공학

융합콘텐츠의이해디자인학

미디어문화산업, 글로벌콘텐츠비즈니스, 콘텐츠프로젝트관리콘텐츠비즈니스

이론

모바일앱제작, 콘텐츠데이터분석, 웹콘텐츠개발, 콘텐츠데이터베이스, 

가상현실콘텐츠, 데이터와인공지능
콘텐츠공학

디자인익스프레션, 콘텐츠아키텍처링, 사용자연구, UI디자인, UX디자인디자인학

이론/실습

실습

융합콘텐츠캡스톤디자인 I, II, 융합콘텐츠인턴십 I, II, III, 

자기도전설계 I, II, 글로벌인턴십
공통

메이커스워크샵, 콘텐츠시스템프로젝트콘텐츠공학

학과포인트

학과 활동

이솝 Aesop   영화, 전시, 애니, 소설, 게임 등 문화예술작품 분석 및 스토리텔링 양상 연구

이즈 IZ   영상 기획, 촬영, 편집의 모든 과정에 직접 참여할 수 있는 영상 제작 동아리

컬러링 Color:ing   전시디자인 역량을 키워가는 전시기획 디자인 동아리

유의미   앱 기획 및 UI/UX 디자인을 통해 다양한 서비스를 기획

부설연구소

예술과학융합연구소   기술 기반 예술 창작의 패러다임 확립을 위한 이론을 탐구하고, 동시에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혁신적인 매체 기술, 인공지능 등 최신 하드웨어/소프트웨어 응용 기술 연구/개발을 수행하며, 다원적인 창작 

활동을 통해 연구의 성과를 입증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디지털스토리텔링연구소   메타버스(생활형 가상세계) 연구와 한국 IT산업에서 메타버스의 표준을 선점하는 데 

있어서 본교의 기술적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하여, 차세대 메타버스 개발을 위한 스토리텔링 및 콘텐츠를 기획하고, 

디지털 미디어 분야의 응용 기술 및 응용 소프트웨어를 연구·개발 하는 연구소입니다. 

산업 및 실무 연계

융합콘텐츠학과는  NCSoft, PubG, 커먼컴퓨터, 인공지능연구원(AIRI), (재)실감교류인체감응솔루션연구단 등 

다수의 인공지능/콘텐츠 분야의 기업과 실질 협력 MOU를 맺고 있으며, 특히 현업 실무자 및 자원 활용을 지원하는 

AI 벤처기업과의 공동 실무교육 실행하고 있습니다.

 융합콘텐츠학과란 이름이 생소한데, 취업은 어떤 쪽으로 하게 되나요?

융합콘텐츠학과는 디자인과 시스템 테크놀로지, 콘텐츠 분야가 유기적으로 협력하여 21세기 첨단융합콘텐츠의 연구와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인문과학, 사회과학, 조형예술, 공학의 전공이 효과적으로 결합된 교육·연구기관입니다. 취업률도 높아, 국내의 

가장 성공적인 학제 간 교육·연구기관의 사례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졸업생들은 콘텐츠 기획자, 게임 개발자, UI/UX 디자이너, 

소프트웨어 개발자, 프로그램 디자이너 등의 다양한 직종으로 진출합니다.

 각 랩실이 세분화 되어있다고 하는데, 왜 그런가요?

여러 학문이 융합한 학과로서 더 특성화된 연구를 위해, 랩실이 세분화되어 있습니다. 각 랩실은 자체적인 프로젝트와 워크숍, 학술대회에 

참여해 연구역량을 높이고자 합니다. 그 예로 디지털스토리텔링 컨퍼런스와 UX포럼 등을 들 수 있습니다. 그동안 각 랩실들은 국내 최고의 

산업체 및 대기업들인 삼성, LG, SK, KT, GM, 아모레, 엔씨소프트 등과 함께 학과의 산학 연계 과제들을 성공적으로 수행했습니다.

주요실적

융합콘텐츠학과는 전신인 디지털미디어학부의 설립이후인 2006학년도부터 계속해서 2단계·3단계 Brain 

Korea(BK) 21 사업에 선정되어 우수한 인재를 양성해오고 있으며, 2020학년도에는 “휴먼-인공지능 

사용자경험디자인 교육연구팀”으로 4단계 BK21 사업에 선정되었습니다. 이를 통해 7년간 인공지능 기술 기반의 

선도적 성장을 견인할 수 있는 창조적, 융합적 패러다임의 문제 해결 리더형 인재를 양성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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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류산업학과

의류산업학과는 섬유패션산업 분야별 경쟁력을 지닌 패션전문가 양성을 목표로 합니다. 특히, 실무중심형 패션산업 

특화교육, 산학협동연구, 국내 및 국제교류 등을 통해 창의적 사고방식과 글로벌 경쟁력을 지닌 패션산업을 선도할 우수한 

여성인재를 양성합니다.

http://my.ewha.ac.kr/fashion
02. 3277. 3074

학업에 필요한 
적성

패션디자인, 패션머천다이징, 소재기획, 의복구성, 전통복식 등 다양한 의류산업 분야의 전문인으로 진출하고자 

하는 학생에게 적합합니다.

진로현황  패션머천다이저, 패션디자이너, 테크니컬 디자이너, 패션소재 트렌드·기획 전문가, 패션문화담당, 

큐레이터, 복식고증 전문가, 패션신소재개발 연구원, 의류생산관리 전문가, 패션바이어, 패션무역 전문가, 패션광고 

전문가, 섬유·패션 관련 연구원, 패션관련 컨설턴트, 천연염색 전문가, 패션 코디네이터, 패션정보·홍보 담당, 

컬러리스트, 무대의상 디자이너, 비주얼머천다이저, 아트디렉터, 패션에디터, 패션 포토그래퍼, 전통생활문화 

지도자, 스타일리스트, 패션 저널리스트, 패션디렉터, 브랜드매니저, 모델리스트 등

대표기업/기관  이랜드, 제일모직, 제일기획, 신세계, 신세계 인터내셔널, SK네트웍스, LF, CJ ENM, FnC 코오롱, 

롯데그룹, 한섬, GAP 코리아, 버버리 코리아, 베네통 코리아, 에르메스 코리아, 프라다, 샤넬, MCM, 세아상역, 

영원무역, 한세실업, 리앤풍 코리아, 한솔섬유, 약진통상, 남양인터내셔날, 서이무역, 시슬리 코리아, 데상트 

코리아, 두백, 네포스, 미샤, 페라가모, 와코루, 요하넥스, 아이디룩, 루이비통 코리아, 이베이 코리아, 엘르, 보그, 

현대백화점, 영풍필텍스, 효성 등

졸업 후 진로

주요 교과목 패션소재의이해, 의류산업과패션, 패션과문화1학년

패션의역사, 패션심리와소비자행동, 패션마케팅, 창의융합적사고와디자인2학년

패션리테일머천다이징, 한국복식문화, 지속가능한의생활3학년

IT의류생산설계, 글로벌패션경영, 패션과테크놀로지4학년

이론

컬러플래닝과디자인, 패턴디자인, 패션실무용어와도식화1학년

스타일드로잉, 패션콘텐츠기획, 테일러링, 패션CAD, 염색및소재개발, 텍스타일디자인과 

CAD, 드레이핑, 패션일러스트레이션, 
2학년

의류소재평가, 크리에이티브드레이핑, 패션과미, 의류전공자율설계(도전), 테크니컬디자인, 

전통복식디자인, 패션프로젝트1(캡스톤디자인), 의류전공설계심화1(도전), 

패션현장실무인턴십1, 패션현장실무인턴십2

3학년

융합패션제품디자인, 비주얼머천다이징, 패션프로젝트2(캡스톤디자인), 패션창업실습, 

패션현장실무인턴십3, 의류창업실습1, 의류전공설계심화2(도전),  패션융합프로젝트, 

의류산업인턴십2, 의류창업현장실습2, 의류전공설계심화3(도전)

4학년

실습

학과포인트

인턴십 제도

남양인터내셔널, 디알코퍼레이션, 신티에스, 영원무역 등과의 MOU 체결 및 국내외 인턴십 프로그램 활성화

주요실적

• 패션관련 전문가의 세미나, 특강과 멘토링데이

• 한국연구재단 중견연구, 신진연구, 공동연구를 비롯한 각종 산학협력 연구사업과 전시 수행

• 동아리, 도전학기, 캡스톤 수업 등을 통한 학생창업

해외교류 현황

• 미국 FIDM 대학, 중국 칭화대학교, 홍콩폴리텍대학교, 미국 인디애나 대학 등 

• 교수인솔 해외학습 프로그램, 해외 현지 인턴십 프로그램 운영

• 글로벌 창업지원 콘테스트 개최 등을 통한 창업 지원 프로그램 추진

부설기관

인간생활환경연구소 부설 의류직물연구센터   산학협동연구, 국제 및 국내 심포지엄 개최, 전문가 초청 세미나 

개최, 교육 프로그램 실시, 정기 논집 발간

전공 LAB   전통복식 연구실, 패션디자인 연구실, 의류소재 연구실, 패션머천다이징 연구실, 의복구성·개발 연구실

 졸업 후 취업이 잘되는 편인가요?

의류산업체의 머천다이저(MD), 디자이너, 테크니컬 디자이너(TD), 글로벌 수출/소싱 전문가(MR), 소재디자이너, 전통복식디자이너, 

패션홍보/패션에디터/저널리스트, 크리에이티브 디렉터, 공연/전시홍보 기획가 등 전공 관련 분야에 취업이 잘 되고 있습니다.

 어떤 학생이 의류산업학과를 전공하면 좋은가요?

옷을 사랑하며 패션 관련 전문가가 되고자 하는 열정과 의지가 있는 학생이면 환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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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사무학과

국제사무학과는 ‘Leading Business Operating Professionals’ 라는 인재상을 목표로 글로벌 커뮤니케이션 능력과 글로벌 

오피스 관리 능력을 갖춘 최고운영책임자(Chief Operating Officer) 및 오피스매니저 양성을 목표로 교육하고 있습니다. 

1968년 비서학과로 설립되어 2006년 급변해 가는 비즈니스 환경에 앞서가기 위하여 국제사무학(International Office 

Administration)과로 전공 명칭을 변경하였습니다. 기초 역량 배양을 위한 교과목과 통합적이고도 실무 역량 증진을 위한 

교과과정 운영을 통하여 글로벌 사회에서 필요로 하는 준비된 인재를 배출하고 있습니다.

http://ioa.ewha.ac.kr
02. 3277. 2784 

학업에 필요한 
적성

타인에 대한 배려심과 공감능력, 효과적인 커뮤니케이션 능력, 셀프리더십 능력이 요구됩니다. 

진로현황  국내외 주요기업 및 공공기관의 사무전문가, 전문비서, 오피스 매니저, 인사교육(HRD)전문가, 금융 

전문가, 전략기획자, 컨설턴트, 프로젝트 매니저, 대학원 진학, 해외유학, 해외취업 Goldman Sachs(Singapore), 

JP Morgan(Hong Kong) 등

대표기업/기관  네이버, 카카오, 셀트리온, 유네스코 한국위원회, SAP Korea, GS 그룹, S-Oil, 태평양법무법인 

로펌, 삼성전자, 삼성SDS, LG화학, 현대자동차, 포스코, 신세계그룹, SK텔레콤, CJ그룹, 대한항공, Microsoft, 

P&G, Estee Lauder, Goldman Sachs, HSBC은행, 씨티은행, JP Morgan, KB 국민은행, 우리은행, 삼성증권, 

한국전력공사, 한국가스공사, 금융감독원, 미국대사관, 미국문화원, 페루대사관, 김앤장법률사무소 

졸업 후 진로

주요 교과목 국제사무학원론, Foundations for Business English, 

인간관계론, Business Writing, 비서실무, Business 

Communication, Critical & Creative Thinking in Business, 

Globalization: Markets, Places, and People 등

국제사무관리전문가

MICE 개론, MICE Planning & Management, Convention 

Communication & Protocol 등
국제회의/MICE 전문가

Human Resource Development, Performance 

Management & Program Evaluation, 경력동기및경력관리 등
인적자원개발(HRD)전문가

이론

Business Computing, 영문서기획및관리, 전문영문서작성 

고급비서실무-캡스톤디자인, 데이터베이스관리, 

비지니스의사결정을위한빅데이터와데이터시각화 등

국제사무관리전문가

MICE Contents Design-캡스톤디자인 등국제회의/MICE전문가

Business Project Planning & Management-캡스톤디자인인적자원개발(HRD)전문가

실습

학과포인트

주요실적

교내 최다수 영어강의 개설(국제학부 제외)을 통한 영어능력 향상 및 다양하고 탄탄한 취업지원제도 운영으로 2년 

연속 취업멘토교수제 운영하는 우수학과로 선정되고 있습니다.

국내외 인턴십

재학생 모두에게 한 번 이상의 인턴십 기회를 제공. 학생들의 준비 여부와 희망 여부에 따라 장학금을 수혜하는 해외 

인턴십의 기회뿐만 아니라, 국내 대기업, 외국계 기업, NGO, 금융기관 등에서의 인턴십 기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East Rock Institute   미국 예일대학교에 위치한 비영리 연구기관 

BPW International   영국 런던에 본부를 두고 세계 약 110개국 30만 명의 회원이 활동중인 UN 경제사회 이사회 

1급 자문단체

Jinan University   중국 내 최초 비서학 전공 석사과정을 개설한 대학으로, 교환학생, 교수 간 연구교류 등을 실시

YANMAR Co.,LTD   일본 오사카 소재 글로벌 기업에 매년 인턴으로 근무

UNESCO Korea   2020년부터 매 학기말 방학 기간마다 2~6명의 국제사무학과 학생들이 인턴으로 유네스코에서 

국제기구 업무

부설연구소

국제회의센터   국제회의센터는 1998년부터 시작된 국제회의 전문가 과정을 통하여 국제회의 전문 인력을 

육성해 왔습니다. 서울시와 서울통상산업진흥원의 후원으로 이화창조아카데미 과정을 개설하여 매년 이화여대생 

300명을 국제회의 분야의 전문가로 교육한 바 있으며, 다양한 국제화 교육, 국제회의 및 행사를 유치, 기획, 운영하고 

있습니다.

 국제사무학과를 졸업하면 진출할 수 있는 분야가 한정되는 것 같아 걱정스러워요.

국제사무학과는 비즈니스 지식, 비즈니스 영어 및 비즈니스 커뮤니케이션 능력, 컴퓨터 활용과 데이터베이스 관리 등의 업무기술을 

바탕으로 국제사무관리, 컨벤션·국제회의, 인적자원개발(HRD) 역량을 길러 국내외 조직의 다양한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글로벌 사무 전문가를 육성하는 학과입니다. 따라서 졸업 학생들의 진로도 다양합니다. 구 비서학과 이름에 걸맞게 전문비서로는 물론, 

금융계, 외국계, 대기업, 공사, 국제기구 등 본인의 적성에 맞는 업무를 다양한 기업에서 하고 있습니다. 특히 학과 교수들의 수시 면담과 

지도를 통해 학생들에게 맞는 진로 방향을 설정하기 때문에 어느 전공보다 다양한 분야의 진로를 선택할 수 있다고 자부합니다.

 영어를 잘 못해도 국제사무학과에서 공부할 수 있나요?

국제사무학과에 입학할 때 영어를 잘 못하더라도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학과 커리큘럼 내에 Business Communication, 

Foundations for Business English, Business Writing 등 다양한 영어 관련 수업을 통해서 자연스럽게 영어 실력을 향상시킬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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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영양학과

식품영양학과는 21세기 건강지향적 사회에서 요구되는 식품영양 과학, 영양산업 및 외식산업 분야에서 창의적, 융합적 

역량과 글로벌 리더십을 갖춘 여성 전문가를 양성함을 교육목표로 합니다. 체계적인 교과과정과 실무 위주의 트랙제도를 

운영하여 이론과 실무를 겸비한 인재를 배출하고 있습니다. 활발한 국가 R&D 및 국내외 기업과 산학공동연구를 통해 국제 

수준의 연구 기반을 확립하고, 미래 식품영양학이 진출 가능한 첨단 과학과 기술 분야에서 요구되는 전문성, 창의성 및 국제 

경쟁력을 쌓을 수 있습니다.

http://nsfm.ewha.ac.kr
02. 3277. 3085 

학업에 필요한 
적성

평소에 다양한 식품의 성분과 영양소를 파악하는 것이나 식품이나 음식을 만드는 데 흥미가 있다면 식품영양학과에 

관심을 가져 볼 만합니다. 특히, 수학, 물리, 화학 등 기초 과학에 대한 지식과 실험·실습을 수행하는 능력과 끈기가 

있다면 학과 공부에 도움이 됩니다.

진로현황  임상영양사, 단체급식 영양사, 건강 상담 영양사, 교육 국내외 대학교수, 초중고 영양교사, 연구 및 기획 

국공립 연구소 및 기업체 연구소 연구원, 신제품 기획 전문가, 메뉴 플래너, 전통 음식 문화상품 기획자, 음식 및 치료식 

연구가, 외식 급식 및 외식 산업체 경영자, 언론 식생활 및 건강관련 전문기자, 방송 PD, 기능성식품 관리사, 창업 

컨설턴트 등

대표기업/기관    국가기관 및 국공립연구소   보건복지부, 농림식품부, 산업통상자원부, 식품의약품안전처, 

질병관리본부, 농촌진흥청, 중소기업청, 산림청, 한국보건 산업진흥원, 국립암센터, 식품안전정보원, 한국식품연구원 

  산업체   CJ 제일제당 식품연구소, CJ푸드빌, COEX호텔, DSM, JW중외제약, LG 전자연구소, SPC, 농심, 

대상중앙연구소, 대한영양사협회, 동서식품, 롯데중앙연구소, 삼성에버랜드 식품연구소, 삼성전자 생활가전사업부, 

신세계 푸드, 아모레퍼시픽, 아워홈, 일동제약, 제너시스, 풀무원, 필립스, 한국생명공학연구원, 한국야쿠르트, 

한국콜마    병원   삼성서울병원, 서울성모병원, 서울대병원, 이대목동병원, 고대구로병원    언론   KBS, SBS, 

MBC, JTBC, TV조선, 헬스조선, 중앙일보, 한국교육방송공사, 청주방송    NGO(Non-Government 

Organization, 비정부기구)   KOICA, WHO, UNICEF 등

취득자격증  영양사, 위생사, 식품기사, 기능사(제과, 제빵), 조리사(한식, 일식, 중식, 양식) 등

졸업 후 진로

주요 교과목

영양학, 식품과현대사회, 외식과현대사회, 조리과학, 식생활과문화, 생화학, 영양 

생리학, 영양소대사, 발효식품학, 프랜차이즈와외식창업론, 생애주기영양학, 식품 

화학 등

식품영양이론

식품영양분석실험, 한국조리실습, 서양조리실습, 기능성식품과미디어정보(캡스톤 

디자인), 실험조리및관능평가, 외식과상품식품마케팅(캡스톤디자인), 외식산업과 

다량조리, 외식상품과메뉴개발실습(캡스톤디자인) 등

식품영양실습

학과포인트

주요실적

1896년   국내 최초 가사과목 신설

1965년   가정학과에서 가정대학 식품영양학과로 독립

1971년   글로벌식품영양연구소 설립(2009 개명, (전) 아시아 식품영양연구소)

2001년   생활환경대학 식품영양전공으로 대학 명칭 및 소속변경

2006~2012년   교육부 BK21사업팀 선정, 맞춤 바이오식품평가사업팀 사업 수행

2012, 2016, 2014, 2016년   중앙일보 대학평가 이공계 최상위권 학과 선정

2013년~2019년   교육부 BK21 플러스 사업팀 선정, 식품영양기반 창의적 미래 건강 전문인재 양성팀 사업 수행

2016년   신산업융합대학 식품영양학과로 소속 변경

2020~현재   교육부 4단계 BK21 사업단 선정, 혁신인재 양성사업 맞춤형 헬스케어 사업단 수행중

부설연구소

글로벌식품영양연구소   식생활과 식품 및 영양문제를 연구하고 지역 간의 비교를 통하여 식생활 개선과 

건강증진방법을 모색하고자 설립

인간생활환경연구소   인간생활환경 전반에 대한 융합적 연구를 목적으로 설립

해외교류 현황

• EAT 프로그램 Exploring Asian Traditional and Contemporary Food Cultures in Asian through 

Reflection on Food and Culture in Asia

• 미국, 일본, 영국, 네덜란드, 덴마크, 스웨덴, 호주로의 학생연수, 외국 대학과의 공동연구, 국제연사 초청 특별 

세미나 개최 

• 국제 공동연구, 국내외 특허출원 및 기술이전을 위한 연구 성과 활용

 식품영양학과 졸업 후 어떤 직업을 갖게 되나요?

영양사 이외에도 공공기관이나 제약회사 그리고 다양한 식품 관련 업체 및 연구소 등으로 진출하여 식품영양 분야의 전문가로 

활동합니다.

 식품영양학과를 졸업하면 건강한 음식을 만들 수 있나요?

식품영양학과 교과목 중 한국조리실습, 서양조리실습, 메뉴계획 및 개발실습 등과 더불어 다수의 영양 관련 수업이 개설되어 소비자 

입맛에 맞는 건강한 식품 또는 메뉴를 새롭게 개발할 수 있는 역량을 쌓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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융합보건학과

융합보건학과는 글로벌 보건의료 현장에서 창의적, 융합적 역량을 발휘할 수 있는 여성 보건 전문가를 육성하는 데  

교육목표를 둡니다. 졸업 후 보건정책 및 관리, 헬스케어서비스기획, 안전보건, 보건정보, 국제보건 분야로 진출할 수 

있도록 이론과 실무를 겸비한 보건관리 전문가의 역량발달에 중점을 둔 교육과정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다양한 전공 

간의 학문적 융합과 민·관·학의 기능적 협력 체제를 활성화하고, 조정과 협력의 인성 개발을 위해 국내외 다양한 인턴십 및 

사회공헌 기회를 확대함으로써 전문성과 인성을 겸비한 전인교육에도 힘쓰고 있습니다.

http://publichealth.ewha.ac.kr
02. 3277. 2578

학업에 필요한 
적성

시대가 변화하면서 보건은 정책, 경제, 정보 등 다양한 분야와 함께 협력하며 창조보건융합을 실천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보건의료분야의 발전가능성은 더욱 커졌으며 보건교육, 건강증진, 안전보건정책, 보건경제, 

디지털헬스까지 다양한 분야에서 활약이 가능해졌습니다. 따라서 창의적사고와 함께 융합적 역량을 발휘할 것이라는 

목표의식을 가지고 글로벌 보건의료 분야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 노력할 준비가 되어있는 학생이 적합합니다. 

진로현황  보건교육사, 보건직 공무원, 국제보건 전문가, 의료관광 기획가, 보건의료기관 연구원, 시민단체 행정가, 

보험관리사, 병원행정사, e-Health Care 기획 컨설턴트, 건강증진 광고 기획가, 건강박람회 기획가, 보건캠페인 

기획가, 보건관련 전문기자, 건강증진병원 건강증진서비스 기획가, 노인복지시설 기관장, 보육시설 기관장, 

보건의료빅데이터 분석가

대표기업/기관  보건복지부, 각 지자체 공공기관 보건부서, 지역 보건소,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국민건강보험공단, 

질병관리본부, 한국보건복지인력개발원, 한국보건사회연구원, 한국건강증진개발원, 한국보건산업진흥원, 

환경보건연구원,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서울아산병원, 세브란스병원, 성모병원, 국립암센터, 국립중앙의료원, 

성심병원, 삼성서울병원, 서울대학교병원, 국립서울병원, 한국쓰리엠, 두산동아, HSBC은행, 한국건강관리협회, 

한국인구보건복지협회, 대한보건협회, 금연운동협의회, 안전생활실천연합

취득자격증  보건교육사 국가자격증 2급, 3급 응시자격 부여

졸업 후 진로

주요 교과목

트랙

공중보건학, 보건의료법규, 보건행정및정책, 의료정보관리학, 

의료보험실무, 의무기록관리학
보건정책 및 관리

보건교육과건강증진, 보건기획및평가, 보건의료법규, 공중보건학, 

e-헬스케어, 보건교육실습
헬스케어 서비스 디자인

비트랙

보건통계, e-헬스케어, 보건의료데이터베이스, 조사방법론, 

보건의료빅데이터분석, 의무기록관리학
보건의료 빅데이터

의학용어 I, II, 인체해부생리학, 병리학개론, 역학, 보건통계, 

보건의료빅데이터분석
임상연구

의학용어 I, II, 보건행정및정책, 적정진료보장, 의료보험실무, 

보건의료법규, 보건경제학
병원행정

학과포인트

주요실적

1963   국내 최초 건강교육과 신설

1995   사범대학 보건교육과로 명칭 변경

2007   건강과학대학 보건관리학과로 명칭 변경

2009   해외 인솔 프로그램 실시

2013   보건관리학과 50주년

2016     신산업융합대학 융합보건학과로 명칭 변경 

보건교육사 2급 수석 배출

타 기관 교류 현황

세계보건기구, 월드비전, 굿네이버스, 메디피스, 세이프키즈 등 해외 기관과 교류   인턴십 및 봉사 활동

한국건강관리협회, 한국인구보건복지협회, 보건교육사 자격관리 사무국, 서울시 건강증진사업지원단 등과 

교류   매년 학생들을 파견해 보건교육사 업무 실습

학과 활동

융합보건학과의 재학생들은 교내·외 다양한 인턴십을 경험할 수 있는데 보건교육실습 등을 통하여 교외 기관에서 

인턴십을 할 수도 있고 교내 학과 교수님들의 다양한 연구분야(보건정책, 맞춤형 라이프스타일 중재, 디지털 

헬스케어, 국제보건, 안전보건, 산업보건, 의료기술평가, 보건경제, 건강보험약가, 보건빅데이터, 약물역학, 백신 

이상반응 능동감시체계, 의약품 시판 후 안전성 평가 제도 등)에서 학부인턴으로 일할 수 있습니다.

 융합보건학과에 진학하기 위해서 고등학생이 준비해야 하는 것들이 있을까요?

본인뿐 아니라 주변인들의 건강에 관심을 갖고, 작은 일이라도 이들의 건강향상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일을 찾는 태도 형성이 중요합니다. 

또한 우리나라뿐 아니라 저개발국 국민들의 건강문제에도 관심을 갖고 이들의 건강문제 해결을 위한 나의 역할을 찾아보는 것도 

앞으로의 대학생활과 진로 결정에 도움이 됩니다.

 융합보건학과에 진학하면 무엇을 배우나요?

융합보건학과의 전공은 크게 ‘보건정책 및 관리 트랙’과 ‘헬스케어 서비스 디자인 트랙’으로 구성됩니다. 보건정책 트랙은 국민 

건강증진사업, 건강형평성 보장, 보건의료체계, 보건경제, 보건정책 등의 관련 전문가를 양성하는 과정으로 졸업 후 보건의료기관, 

보건연구기관, 국내외 종합병원, 보험사로 진출할 수 있습니다. 헬스케어 서비스 트랙은 예방과 건강증진 중심 맞춤형 헬스케어 

서비스를 기획, 수행, 평가할 수 있는 보건 전문가를 양성하는 과정으로 졸업 후 지방자치단체의 보건사업부서, 지역사회 보건소, 

의료기관, 보건단체 등으로 진출할 수 있습니다. 



144  145  이화여자대학교 학과안내서 신산업융합대학    체육과학부

체육과학부

체육과학부는 건강 증진 및 엘리트 스포츠의 경기력 향상, 스포츠 및 여가문화 창출, 스포츠 산업 확대 및 글로벌화 등 체육/

스포츠 분야의 시대적 흐름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스포츠 과학 및 산업 분야에서 활약할 창의·융합형 스포츠 전문 

인력 양성을 목표로 합니다. 이에 따라 체육과학부는 스포츠과학과 글로벌 스포츠산업, 두 세부 전공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http://hms.ewha.ac.kr
02. 3277. 2557

학업에 필요한 
적성

체계화된 신체활동을 통하여 신체의 기능 및 인간의 심동적, 정의적, 지적 영역과 관련된 기초 및 응용지식에 대한 

과학적 탐구에 관심이 있는 학생, 운동과 스포츠에 관련된 분야에 자신의 역량을 적극적으로 계발할 수 있는 학생이 

체육과학부에 진학한다면 학업을 잘 수행할 수 있을 것입니다. 

세부분야 스포츠과학전공  

-   엘리트 스포츠 경기력 극대를 위한 스포츠 과학 전문 

인력 양성

- 예방 관점 및 특수인구층 건강운동 전문 인력 양성

- 학교 스포츠 및 생활 스포츠 지도자 양성

글로벌스포츠산업전공

-   국내외 스포츠 유관기관에서의 경영 및 행정 전문  

인력 양성

- 스포츠 외교 전문 인력 양성

- 스포츠 미디어 전문 인력 양성

진로현황    교육 및 연구 분야   대학교수, 스포츠과학연구원, 중·고등학교 교사, 특수체육지도자, 유아 및 아동체육 

지도자, 노인체육지도자, 여가교육전문가, 생활체육지도자, 경기지도자, 치료레크리에이션 지도자 등    스포츠 

현장전문직   퍼스널트레이너, 건강운동전문가, 스포츠의학전문가, 운동처방사, 선수트레이너, 체형교정 코디네이터, 

스포츠심리상담사, 멘탈코치, 스포츠경영관리사, 스포츠에이전시, 스포츠마케터, 스포츠산업기획컨설턴트, 스포츠시설 

설계및관리사, 치료레크리에이션전문가, 스포츠전문프로듀서, 스포츠기자, 방송인, 스포츠 저널리스트, 스포츠 

데이터 분석가 등    체육행정전문직   체육관련공무원, 공공스포츠기관 및 민간생활체육 단체행정전문인, 프로스포츠 

단체행정전문인, 스포츠외교행정가 등

대표기업/기관  국제올림픽위원회(IOC), 문화체육관광부, 대한체육회, 국민체육진흥공단, 대한장애인체육회, 

국민생활체육회, 국민체력센터, 체육인재육성재단, 스포츠산업본부, 한국스포츠개발원, 한국체육과학연구원, 

스포츠마케팅기업, 스포츠용품 및 의류기업, 각 운동종목협회, 레저산업관련기업, 프로스포츠연맹, 한국도핑방지 

위원회, 국제스포츠전략위원회 등

졸업 후 진로

학과포인트

주요실적

노인 스포츠 지도자 연수원   고령화 시대를 맞아 노인의 신체적, 정신적 변화 등에 대한 지식을 갖추고 노인을 

대상으로 생활체육을 지도할 수 있는 전문 인력을 양성하는 역할을 수행합니다.

부설연구소

스포츠과학연구소   스포츠문화 연구부, 스포츠과학 연구부로 구성되어 있으며, 체육과학에 관한 기초 연구 및 

응용연구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본 연구소는 스포츠 및 운동 경기력 향상에 관한 연구와 체력 검사, 운동 처방, 

트레이닝 방법 등에 관한 연구, 운동에 있어서 상해 예방, 처치 및 안전교육에 관한 연구, 각종 국제 경기에 대비한 

여성자원 개발에 관한 연구, 외부로부터 위촉된 연구의 수행과 그 밖에 연구지 발간, 연구발표회, 강연회 및 강습회 

개최 등에 관한 활동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학과 활동

자치활동   체육과학부 학생회는 이화인들이 참여할 수 있는 ‘이화인 하나되기 축구대회’, ‘스포츠 페스티벌’, 

체육과학부 학생들을 위한 ‘체육과학부 체육대회’를 주관하며, 학과 내 학생들의 활력 있는 대학 생활을 위한 다양한 

행사를 개최합니다.

동아리 자치 활동   E.A.V.C (배구 동아리), E.F.S (농구 동아리), E.M.G (수영 동아리), E.S.E.C (체육봉사동아리), 

E.S.S.A (축구 동아리), E.N.S (골프 동아리), Na.E.Ya (스키, 스노보드 동아리), SMASH (테니스 동아리), E-clear 

(배드민턴 동아리), 이화스포츠티비, EDIT(스포츠의학 동아리)

이론

스포츠과학의이해, 스포츠산업의이해, 운동역학및실습, 스포츠교육학, 

스포츠철학및문화사, 스포츠및운동심리학 등
체육과학부

스포츠의학, 운동생리학, 운동학습원리및적용, 특수체육이론및실습, 

노인체육이론및실습, 스포츠손상재활및운동치료 등
스포츠과학

스포츠마케팅(캡스톤디자인), 스포츠언론및보도영상, 

스포츠이벤트기획론, 스포츠정책및외교, 스포츠경영및행정, 

스포츠와빅데이터 등

글로벌스포츠산업

실습
기계체조, 수중운동, 뉴스포츠, 골프, 호신술, 수상스포츠, 요가, 풋볼레프링, 필라테스, 

퍼스널트레이닝(P.T.), 기구필라테스, 낙상예방운동 등

주요 교과목
 체육과학부에서 실기능력이 얼마나 중요한가요?

체육과학부 입학을 위해서는 실기능력이 필요하지만, 선발에서 절대적인 기준으로 작용하는 것은 아닙니다. 특히, 진학 후에는 

이론수업도 많이 개설되며 졸업 후의 진로 또한 체육학의 학문적인 영역이 많기 때문에 단순한 실기능력보다는 체육학에 대한 열정과 

이해가 더 중요합니다.

   체육과학부 진학 후 세부전공(스포츠과학/글로벌스포츠산업) 결정까지의 과정은 어떻게 되나요?

1학년 때는 체육과학부의 전공별 기초과목을 수강하게 됩니다. 1학년을 마친 이후에 자신의 적성과 흥미를 고려하여 스포츠과학, 

글로벌스포츠산업전공을 선택하게 됩니다. 세부전공 교과목을 통해 보다 깊게 전공영역에 대해 학습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