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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turity
성숙한 인재

인성과 전문성을 함께 갖추고 건전한
공동체 의식으로 국가사회에 기여하는
성숙한 인재 양성

Self-leadership 
자기주도적 인재

목표의식과 주인정신을 갖고 스스로
자기 할 일을 찾아서 하는 자기주도적
인재 양성

Uniqueness
독창적 인재

학생들의 가치관을 정립하고, 지속적인
교육훈련을 통해 자신만의 창의적인
역량을 개발토록 함으로써 다른 사람
들과 차별화 되는 독창적 인재 양성

WELLBEING MSU  |  교육목표 및 건학이념

교육목표
■ NCS기반의 교육과정을 통하여 산업사회를 선도하는 감성적 전문인 양성

■ 전략적인 사고 체계로 평생직업능력을 갖춘 실천적 리더 육성

■ 직업윤리 강화를 통하여 공동체 의식을 함양하는 윤리적 교양인 양성

■ 창조경제실현을 위하여 융·복합사회에 기여하는 창조적 탐구인 양성

■ 국제적 감각을 갖춘 글로벌 인재 양성

건학이념
국가발전에 기여하는 창조적인 전문인 양성

학훈
첫째. 덕성함양

둘째. 진리탐구

셋째. 기술개발

education objectives and ideology

德性

眞理

技術

덕성
진리
기술

교육목표 및
건학 이념

the concept of talent



목포과학대학교는 국가와 사회가 필요로 하는 핵심 인재를 양성하고 세계적 수준의 웰빙 특성화 대학으로
비상하기 위하여 MSU Vision 2025라는 중·장기 발전 전략을 마련하고 학생들의 리더십 개발, 창조적인
사고 능력 배양, 현장 학습의 강화, 교육 방법의 혁신 등을 위해 적극 노력하고 있습니다. 

목포과학대학교는 2014년 6월 정부에 의해 전남·광주 지역 유일의 평생 직업교육 특성화 거점대학으로
선정되어 2018년까지 250억 원의 지원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정부의 지원을 토대로 평생직장이
아니라 평생 직업을 가져야 하는 시대적 요구에 부응하고 지역과 사회가 필요로 하는 분야의 인재를 양성하기
위해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먼저 산업 현장에서 필요로 하는 지식, 기술, 소양을 현장 실습을 통해 가르치는 NCS(국가직무능력표준)
기반 교육을 적극 실시함으로써 학교 교육과 산업체간의 요구를 일치시키고 교육의 생산성을 높여 나가기
위하여 교과과정을 현장실습 위주로 전면 개편하고 현장 전문가를 초빙하여 가르치고 있습니다. 또한 학생
들이 원하는 직장, 원하는 일에 진출할 수 있도록 취업지도에 지혜와 힘을 모으고 있습니다. 

둘째, 주도적인 인재 양성에 힘쓰고 있습니다. 학생들이 자신의 잠재력과 재능, 꿈과 끼를 최대한 발휘할 수
있도록 학생들에게 자기 리더십(self leadership)을 가르치고 멘토링 등을 실시함으로써 학생들의 대학
생활을 안내하고 인생설계, 진로설계를 도와 학생 스스로가 자신의 학교생활과 인생을 주도 할 수 있는
역량을 적극 배양하고 있습니다. 

셋째, 창의성을 갖춘 인재 양성에 주력하고 있습니다. 단순한 지식 전달보다는 지혜를 개발시키고 전통적인 강의
방식의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사례 활용 및 토론 학습의 강화, 학생 참여 학습, 다양한 학습매체 활용
등을 통해 교수중심 강의에서 학생중심 학습으로, 지식 전수에 문제해결 능력 배양과 잠재력 개발로 전환
하고 있습니다.

목포과학대학교는 학생들을 잘 가르치고 학생들이 잘 배워 잘 취업하도록 학생들과 함께 노력함으로써 취업
명문 대학으로 거듭 나려고 합니다. 앞으로 목포과학대학교가 크게 발전하여 국가와 사회에 기여할 수 있도록
성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계적 수준의 웰빙 선도 대학 건설”

President’s Message 

총장인사말

목포과학대학교 총장



봉사와 나눔을 실천하는 지역사회공헌활동
지역사회 공헌
· 웰빙공원 환경 정화, 도심공원 봉사, 담쟁이 사회봉사, 학교벽화그리기
· 깨끗한 바다 만들기, 침수피해방지 모니터링 봉사, 농촌 일손 돕기
· 연탄배달, 사랑의 밥 배달 

아동 및 청소년
· 학교, 아동원 및 복지시설에서의 노력 봉사(청소, 구강, 미용, 도시락, 김치 나누기)
· 고등학교 학생 찾아가는 심폐소생술 교육 지원

장애인
· 휠체어 보조, 산책 및 식사 도우미, 지적장애인 전국축구대회 지원 
· 특수교육대상 학생 체육대회 지원, 장애인 체육대회 자원봉사 지원   
· 한국스페셜올림픽 전국하계대회 지원 

WELLBEING MSU  |  대학발전 전략WELLBEING MSU  |  사회공헌 대학

Mission
자신의 삶을 주도하는
창조적 인재 양성

Work for student
·맞춤형 현장실습
·취업지원활동 강화
·창업지원

Excellence
·교직원평가
·학과평가
·프로그램 평가

Life-long education
·평생대 운영체제 구축
·평생대 운영체제 발전

Leadership
·다양한 강의방식 도입
·신 교육프로그램 개발

Budget
·대학발전기금 조성
·경쟁우위 확보
·지속성장 역량 강화

Expertise
·학생능력 제고
·글로벌 역량 강화
·인생진로지도 강화

Innovation
·행정조직 개편
·각종 규제 정비
·종합정보시스템 개선

Networking
·대기업협력 강화
·지역사회 유대 강화

Globalization
·해외대학 교류 
프로그램 확대

·국제자격증 운영
·외국기업 취업활성화

취업 강화 및 나눔을 실천하는 사회공헌 대학 Vision 세계적 수준의 웰빙 특성화 대학

9대 경영 전략

평생직업교육대학
간호과 4년제 승격
건강 100세 운동 힐링 서비스
외달도 해수풀장 안전관리 운영
청년 아카데미
청년 강소기업 체험 프로그램
취업지원관

지역 맞춤형 인재 양성(교육부)
2016년부터 간호과 4년제 승격(교육부)
노인 건강 증진 프로그램 및 일자리 창출(보건복지부)
지역사회 봉사 및 학생 취업(목포시)
지역특화산업 인재 양성(한국산업인력공단)
직업탐색 및 직장체험(고용노동부)
진로설계 및 취업스킬 강화(고용노동부)

사업명 내용 및 기관

취업 강화를 위한 산·학 ·관 연계 사업



1975

1976

1977

1979

학교법인 영신학원 설립 / 초대이사장에 박영월 여사 취임

목포실업전문학교 설립 인가

목포공업전문학교로 교명 변경

목포공업전문대학으로 교명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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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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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1980 목포실업전문대학으로 교명 변경

학과 설치 / 무역과(120명), 세무회계과(80명), 유아교육과

(80명), 경영과(120명)

09 13 1990

1990

1992

임상병리과, 방사선과, 물리치료과 수업연한 3년으로 연장

학과 설치(자동차과, 40명), 학급 증설(경영과 야간 40명)

학과 설치 / 행정과 (주간 40명, 야간 40명), 산업디자인과(80명),

학급 증설 / 전산정보처리과(야간 40명), 자동차과 (야간 40명)

10

11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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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06

2000 학과 설치 / 정보통신과(주간 120명)

학과 설치 / 사회복지과(주간 60명, 야간 60명) 

11 03

1970’s
2000

2001

2003

2004

2005

2006

2011

2012

2013

2014

2014

2014

학과 개명(전산정보처리과를 컴퓨터정보과, 기계설계과를

컴퓨터응용기계과)

유아교육과 수업연한 3년으로 연장

학과 설치 / 의료정보시스템과(주간 60명)

학과 설치 / 부동산컨설팅과(주간 30명, 야간 30명)

학과 설치 / 보건의료기기과(주간 60명, 사회체육과 30명)

학과 설치 / 사회복지계열(사회복지과, 케어복지과(신설학과)

주간 160명, 야간 160명으로 증원

학과 설치 / 자동차과(주간 40명, 야간 20명), 특수복지

교육과(주간 30명), 부동산경영과(야간 30명)

보건행정과 3년제로 수업 연한 변경

목포과학대학교로 교명 변경

학부 설치 / 건설학부(주간 60명, 야간 50명), 컴퓨터

전기학부(주간 50명), 복지부동산학부(주간 130명, 야간

110명)

학과 개명(건축인테리어과를 건축인테리어전공. 토목과를

토목조경전공. 전기과를 전기전공. 컴퓨터정보과를 컴퓨터

정보전공. 사회복지과를 사회복지전공. 케어복지과를

아동복지전공. 특수복지과를 특수복지전공. 부동산경영과

를 부동산경영전공)

특성화전문대학육성사업 선정(교육부 5년 250억원 지원)

간호과 4년제 승격

기간평가인증 획득(교육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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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81

1982

1985

1985

1986

1988

1988

1989

학과 설치 / 물리치료과(80명), 임상병리과(80명), 치기

공과(80명), 방사선과(80명), 전기과(80명), 식품영양과

(80명) / 학급 증원 / 유아교육과(40명)

보건관 1,100평 준공

목포전문대학으로 교명 변경

제1 실습관 준공

학과 설치 / 응용미술과(40명)

학과 증설 / 전자과(40명), 물리치료과(40명), 세무회계과

(40명), 응용미술과(40명)

학과 설치 / 간호과(40명), 학급 증설 / 토목과(40명),

식품영양과(40명), 유아교육과 주간(40명)

학과 설치 / 전산정보처리과(80명) 학급 증설 (간호과, 40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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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80’s 1990’s 2000’s

1992

1993

1994

1995

1997

1998

1999

도서관 370평 준공

치기공과 수업연한 3년으로 연장

학급 증설(행정과 주간 40명, 산업공예과 40명)

학과 설치(치위생과, 80명) 학과 증설(간호과 주간 40명,

야간 40명)

학과 설치 / 기계설계과(60명) 및 전자계산과와 전산정보

처리과 통합 및 확대(전산정보처리과 주간 180명, 야간

120명)

목포과학대학으로 교명 변경

학과 설치 / 피부미용과(주간 80명)

학과 명칭 개명(경영과를 경영정보과, 세무회계과를 세무

회계정보과, 산업공예과를 공예디자인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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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 혁

Since1975



MOKPO SCIENCE UNIVERSITY

주요 취득 자격증
• 간호사 면허증 취득
• 보건교사

졸업 후 진출분야
• 임상간호사
• 조산사
• 간호장교
• 보건진료원
• 해외취업
• 사회복지기관 건강관리자
• 연구간호사
• 보건교사
• 정신간호사
• 보건직공무원, 간호직공무원

학과 연락처 및 학과장 연락처
학과 : 061-270-2855   학과장 : 061-270-2761

간호학과 교육목표
인간애, 감성, 윤리적 책임감을 중시하는 인간존중
비판적 사고와 전략으로 문제해결을 할 수 있는 과학성
창의성을 겸비한 실무역량을 창출할 수 있는 전문성
국제적 감각과 리더십을 발휘할 수 있는 글로벌 역량

MOKPO SCIENCE UNIVERSITY

|간호과|

주요 취득 자격증

• 간호사 면허증 취득
• 보건교사

졸업 후 진출분야
• 임상간호사
• 조산사
• 간호장교
• 보건진료원
• 해외취업
• 사회복지기관 건강관리자
• 연구간호사
• 보건교사
• 정신간호사
• 보건직공무원, 간호직공무원

학과 연락처 및 학과장 연락처
학과 : 061-270-2855   학과장 : 061-270-2761

간호과(자연과학계열) 교육목표
•인간애, 감성, 윤리적 책임감을 중시하는 인간존중
•비판적 사고와 전략으로 문제해결을 할 수 있는 과학성
•창의성을 겸비한 실무역량을 창출할 수 있는 전문성
•국제적 감각과 리더십을 발휘할 수 있는 글로벌 역량

3H(head, heart, hand)를 갖춘 전문 간호사 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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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리치료과|

주요 취득 자격증
• 물리치료사 면허증

졸업 후 진출분야
• 각종 의료기관(종합병원, 재활병원, 요양병원, 한방병원,

병 ·의원 등)
• 각종 사회복지 시설(실버타운, 재활원, 요양원, 장애인

복지관, 노인복지관 등)
• 스포츠 분야(물리치료)
• 산업체(건강관리실, 의무실, 의료기기 관련회사 등)
• 공무원(보건직, 의료기술직), 군무원 재활치료직
• 의무부사관

학과 연락처 및 학과장 연락처
학과 : 061-270-2585   학과장 : 061-270-2740

물리치료과(자연과학계열) 교육목표
•올바른 인성과 가치관을 함양하기 위한 전인 교육
•글로벌 경쟁력을 갖추기 위한 임상 실무중심 교육
•창의적,능동적 사고를 배양하기 위한 리더십 교육

“건강증진의 수호자! 전문 물리치료사의 길이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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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기공과|

주요 취득 자격증
• 의료기사(치과기공사) 면허증

졸업 후 진출분야
• 치과기공소 단독 개설
• 해외 취업,이민 및 유학    
• 병 · 의원 취업
• 치과기공소 취업
• 보건직공무원
• 4년제 대학 편입
• 3사관학교 입학

학과 연락처 및 학과장 연락처
학과 : 061-270-2714   학과장 : 061-270-2713

치기공과(자연과학계열) 교육목표
• 세목치화(世木齒化)  Glomokization

Globalization
Mokpo Science University
Department of Dental Lablratory Technology

• 인성교육,취업률 향상,치아디자이너 전문교육

“아름다운 치아, 건강한 웃음을 되찾아주는 밝은미소 지킴이” 치기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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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상병리과|

주요 취득 자격증
• 임상병리사
• 미국임상병리사(ASCPI)
• 국내세포병리사(KAC)
• 국제세포병리사(IAC)
• 전자현미경 전문가 1, 2급  
• 병원코디네이터

졸업 후 진출분야
• 종합병원내 진단검사의학과, 해부병리과, 신경과, 순환기 내과,

호흡기내과
• 의원급 병원 및 건강검진센터, 검사센터 등 각종 의료기관
• 국립과학수사연구소, 검역소 등 국공립기관
• 보건직 공무원(보건복지부, 환경부, 지역보건소) 
• 국제 임상병리사 자격증 취득자는 미국 내 의료기관에 근무
• 의정 장교 
• 학점은행제 및 전공심화과정(4년제 학사 취득), 4년제 대학 진학
• 의과대학의 기초학 교실과 제약회사 연구소 연구원, 제약 실무원
• 진단용 시약 및 의료 장비 제조 및 판매업체 경영
• 보건학사 학위 취득 후 의·치학 전문대학원 입학 석사, 박사학위

취득 가능

학과 연락처 및 학과장 연락처
학과 : 061-270-2526   학과장 : 061-270-2730

임상병리과(자연과학계열) 교육목표
• 이론과 실기를 겸비한 전문의료 기술인 교육
• 능동적, 합리적 실용성 교육
• 국제적, 미래지향적 교육
• 투철한 윤리의식, 참된 인성의 인간성 교육
• 직업관이 확립된 뉴리더 교육

질병의 원인을 첨단과학으로 분석하는 생명과학시대의 선도학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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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사선과|

주요 취득 자격증
• 방사선사 면허
• 방사선 동위원소 취급자 일반 면허
• 전문방사선사 자격
• 심폐소생술 자격
• 병원코디네이터

졸업 후 진출분야
• 대학병원
• 종합병원, 병·의원
• 의료기기 관련업체
• 의학연구소
• 보건직 공무원
• 암치료센터
• 의정장료
• 해외취업 
• 산업체 방사선 동위원소 이용분야

학과 연락처 및 학과장 연락처
학과 : 061-270-2814   학과장 : 061-270-2881

방사선과(자연과학계열) 교육목표
• 경쟁력 있는 전문인 교육
• 능동적인 실용적 교육
• 인간적 교육
• 인력양성을 위한 글로벌 교육
• 리더양성 교육

최첨단 의료기술로 진단과 치료능력을 갖춘 전문인력을 양성하는 방사선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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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위생과|

주요 취득 자격증
• 의료기사(치과위생사) 면허증 취득 
• 병원 코디네이터 자격증 취득

졸업 후 진출분야
• 대학병원치과, 국공립병원치과, 종합병원치과 
• 보건소, 보건지소, 여군부사관(의무)  
• 구강보건관련기관, 업체(의무실) 
• 구강용품관련제약업체,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종합검진센터
• 해외유학 및 취업
• 대학편입

학과 연락처 및 학과장 연락처
학과 : 061-270-2723   학과장 : 061-270-2721

치위생과(자연과학계열) 교육목표
• 직업윤리를 실천하는 윤리적 전문인 양성
• 현장실무능력을 갖춘 창조적 전문인 양성
• 인류사회에 봉사하는 헌신적 리더 양성
• 의료국제화 시대에 부응하는 글로벌 인재 양성

“예방전문 치과위생사의 요람” 치위생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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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행정과|

주요 취득 자격증
• 의무기록사(면허)
• 병원행정사(국가공인)
• 의료정보관리사 2급
• 의료보험사, 건강보험청구관리사
• 보건교육사 3급(면허)
• 병원코디네이터
• 사무자동화산업기사

졸업 후 진출분야
• 보건직공무원(국가 ·지방직) 분야
• 전자의무기록 및 보건의료정보 관리 분야
• 의료기관(병 ·의원) 병원행정 분야
• 의료기관 병원코디네이터 분야
• 건강보험 청구 및 심사평가 분야             
• 생명보험 및 손해보험 관련 분야
• 의료기기(용구) 제조 및 관리 분야      
• 의료기관, 교육기관, 산업장 보건교육 관련 분야 
• 보건의료 관련학과 4년제 대학 편입
• 국민연금관리공단, 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일반보험회사 등

학과 연락처 및 학과장 연락처
학과 : 061-270-2625   학과장 : 061-270-2771

보건행정과(자연과학계열) 교육목표
• 잠재된 개인의 능력 발휘를 위한 창의성 교육
• 인간존중과 윤리적 직업관을 갖는 인간성 교육
• 이론과 실무를 겸비한 능력 중심의 실용성 교육

보건·의료기관 및 국민건강증진에 이바지하는 행정전문가를 양성하는 보건행정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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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웰빙식품영양과|

주요 취득 자격증
• 영양사 면허
• 식품 위생사
• 식품산업기사
• 조리기능사(한식, 양식, 일식, 중식)
• 조리산업기사
• 식품제조기사
• 제과기능사, 제빵기능사
• 보건교육사

졸업 후 진출분야
• 단체급식소, 학교 급식 및 보건소, 병원 영양사
• 식품연구소의 제품 개발 및 품질관리요원, 식품위생관리인
• 식품위생 관계 및 건강담당부서의 공무원
• 영양교사 
• 호텔, 식품회사 판촉, 홍보담당자 
• 조리 등 요식업체 경영 및 요원
• 언론계의 식품영양 담당기자             • 임상영양사
• 제과 제빵업체 경영 및 요원 • 푸드코디네이터 
• 푸드스타일리스트                          • 4년제 대학 편입

학과 연락처 및 학과장 연락처
학과 : 061-270-2693   학과장 : 061-270-2693

웰빙식품영양과(자연과학계열) 교육목표
• 미래산업사회를 선도하는 창조적인 현장실무형 외식산업 인재 양성
• 끊임없이 노력하는 수요자 중심의 실무, 실습위주의 현장 밀착형 교육
• 지역사회 봉사활동을 통해 성실,협력,봉사하는 바르고 참된 직업인

으로서 소양교육
• 국제화 시대에 부응하기 위해 외국어 능력을 배양하고 새로운 변화에

다각적으로 적응하는 글로벌 인재 양성
• 자연친화적이고 감성적인 웰빙을 접목시킬수 있는 건강 전문영양사,

조리 전문인,제과제빵 전문인,바리스타 양성

건강한 식생활 문화를 선도하는 사랑과 실력을 갖춘 식품·영양·조리 전문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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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인테리어디자인전공|

주요 취득 자격증
• 건축산업기사                    • 건축설비산업기사
• 건설안전 산업기사              • 건축일반시공 산업기사
• 실내건축산업기사               • 전산응용(CAD) 기능사
• 제품응용모델링 기능사        • 실내건축기능사
• 컴퓨터그래픽스운용기능사

졸업 후 진출분야
• 건축사, 기술사
• 건설회사, 시공현장분야
• 건축설비분야
• 인테리어디자인 분야
• 투시도, 조감도, 모형제작분야
• 구조설계분야
• 구조안전진단분야
• 건축감리 및 적산분야
• 자영업 창업, 4년제 대학 편입학, 3사관학교
• 백화점 디스플레이어 및 무대디자인
• 인테리어 전문회사

학과 연락처 및 학과장 연락처
학과 : 061-270-2822   학과장 : 061-270-2752

건축인테리어디자인전공(공학계열/건설학부) 교육목표
• 잠재된 개인의 능력 발휘를 위한 창의성 교육
• 인간존중과 윤리적 직업관을 갖는 인간성 교육
• 이론과 실무를 겸한 능력중심의 실용성 교육
• 풍부한 감성과 개성을 중시하는 자율성 교육

풍부한 감성과 개성을 중시하는 이론과 실무를 겸한 실용성 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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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목조경전공|

주요 취득 자격증
• 토목 산업기사
• 건설재료시험 산업기사
•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산업기사
• 콘크리트 산업기사
• 조경 산업기사
• 생태복원 산업기사
• 도시계획 산업기사
• 건설안전 산업기사

졸업 후 진출분야
• 조경시공물의 시공 및 식재를 전문으로 하는 조경업체         
• 토목 및 조경관련 설계회사         
• 토목 및 조경시설물 유지관리업체
• 종합, 일반 및 전문건설업체 등 건설회사
• 레미콘회사, 철강회사 등 토목관련 제조업체 
• 지방자치단체의 건설과, 녹지과, 조경과, 산림조합 등 공무원

학과 연락처 및 학과장 연락처
학과 : 061-270-2651   학과장 : 061-270-2651

토목조경전공(공학계열/건설학부) 교육목표
• 프로젝트 중심의 교육
• 조직사회에 잘 적응할 수 있는 인재양성
• 건설현장을 리더할 수 있는 인재양성
• 자연환경을 개선하고 생태하천을 복원하기 위한 인재양성

자연환경을 개선하고 생태하천을 복원하기 위한 인재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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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과|

주요 취득 자격증
• 전기산업 기사 • 전기공사 산업기사
• 신재생에너지 발전산업기사        • 산업안전 산업기사
• 승강기 산업기사                     • 소방시설 관리사
• 실기교사 자격증(무시험 검정)     • 철도 신호 산업기사

졸업 후 진출분야
• 관공서 · 국영기업체 · 산업체 · 전기공사업체
• 전기시설 안전관리 
• 소방직공무원 · 소방시설관리 · 소방설비산업체
• 공업계 및 실업계 고등학교 · 전문학교 · 산업체의 실기교사

(실기교사 자격증 소지자에 한함)

학과 연락처 및 학과장 연락처
학과 : 061-270-2680   학과장 : 061-270-2680

전기과(공학계열) 교육목표
• 논리적, 과학적 사고능력을 배양하여 발전계통의 전문인 양성
• 전문적 능력을 신장하여 최고의 경쟁력을 제고할 수 있는 완벽한 전문

인력 양성
• 선진 과학기술 및 응용방법을 탐구하여 기술 상용화 체제를 구축
• 산학융합형 지원시스템 구축

전문적 능력을 신장하여 최고의 경쟁력을 제고할 수 있는 완벽한 전문인력 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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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과|

주요 취득 자격증
• 자동차 정비 산업기사 • 자동차 진단평가사
• 건설기계 정비 산업기사 • 건설기계 산업기사
• 기계정비 산업기사 • 자동차 손해사정사
• 기계조립 산업기사      
• 자동차 사정사/감정사/교통사고 분석사

졸업 후 진출분야
• 자동차 생산업체 관리직 및 A/S요원
• 자동차 서비스업체 경영 및 기술요원
• 교통안전공단 및 검사대행업체 자동차 검사요원
• 자동차 진단평가사
• 자동차 감정사
• 중고차량 사정사
• 자동차 정밀 검사기사
• 차체수리기능사
• 보험사 대물 보상직
• 교통사고 분석사
• 도장기사

학과 연락처 및 학과장 연락처
학과 : 061-270-2789   학과장 : 061-270-2785

자동차과(공학계열) 교육목표
• 자동차 산업의 주역으로 국가발전에 기여하고 창조적인 자동차

전문가 양성
• 덕성함양 및 인간애를 우선하는 자동차 전문인력을 양성
• 다양한 교수 학습방법의 개발 및 학습 후 평가
• 자동차 산업에 국제적 감각을 갖춘 교과과정 개발 및 현장중심

실무교육 실시
• 미래지향적 직업관 확립 및 근성 있는 뉴리더 인재 양성

자동차 산업의 주역으로 국가발전에 기여하고 창조적인 자동차 전문가 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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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전공|

주요 취득 자격증
• 사회복지사 2급
• 보육교사 2급
• 청소년지도사 3급
• 요양보호사 1급
• 평생교육사 
• 레크레이션 1급 
• 웃음치료사 
• 심리상담사 2급

졸업 후 진출분야
• 사회복지시설의 사회복지사
• 보육관련시설의 보육교사 및 시설장
• 4년제 대학 편입
• 사회복지 전담 공무원
• 학교사회복지사
• 병원사회복지사
• 상담센터(청소년, 여성, 성폭력 등)
• 주야간 보호시설

학과 연락처 및 학과장 연락처
학과 : 061-270-2623   학과장 : 061-270-2612

사회복지전공(인문사회계열/웰빙복지학부) 교육목표
• 자신의 삶을 주도하는 창의성 교육
• 인간존중을 실현하는 인간성 교육
• 사회복지 이론과 실무능력이 조화를 이루는 실용성 교육
• 초고령 사회를 준비하는 노인복지 웰빙교육

"따스한 가슴으로 세상을 변화시키는 전문사회복지사" 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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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웰빙생활복지전공|

주요 취득 자격증
• 국민생활체육지도자            • 사회복지사 2급
• 운동처방사                       • 스포츠복지사
• 스포츠마사지 자격증           • 스포츠 테이핑 자격증
• 인명구조자격증                • 미술치료사 
• 장애인스포츠 종목별 심판자격증                
• 레크리에이션 지도자 자격증
• 노인체육 및 유아체육지도자 자격증

졸업 후 진출분야
• 사회복지단체, 사회복지협의회, 사회복지사협회, 사회복지공동모금회
• 건강보험관리공단 및 기타 재단, 사회복지 및 운동재활 전문가 분야
• 사회복지사, 장애아 · 노인보호센터, 사회복지시설 스포츠지도자
• 사회복지시설 운동재활 업무 지도자
• 운동처방사, 스포츠팀 코치 및 트레이너
• 장애인 전용체육관 지도자, 장애인 체육단체 지도자
• 장애인 체육 엘리트 선수
• 대한체육회(시 · 군) 현장지도자 및 행정직
• 국민생활체육회(시 · 군) 현장지도자 및 행정직
• 레크리에이션 지도자, 장애인 · 노인 재활레크리에이션 지도자

학과 연락처 및 학과장 연락처
학과 : 061-270-2576   학과장 : 061-270-2666

웰빙생활복지전공(인문사회계열/웰빙복지학부) 교육목표
• 창의성과 융합적 사고
• 전문성과 실용성
• 올바른 인성과 감성
• 국제적이고 능동적인 자립형 능력

전문성과 실용성을 겸비한 올바른 인성과 감성을 키워줄 인재 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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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아교육과|

주요 취득 자격증
• 유치원 정교사 2급
• 보육교사 2급
• 보육 실기교사 자격증

졸업 후 진출분야
• 국공립 유치원 교사
• 사립 유치원 교사
• 어린이집 교사
• 유치원 및 어린이집 운영
• 4년제 대학 편입
• 각종 여성 직종 취업
• 사회교육기관, 기업체, 공무원

학과 연락처 및 학과장 연락처
학과 : 061-270-2706   학과장 : 061-270-2709

유아교육과(인문사회계열) 교육목표
• 유아교육기관이 선호하는 창의적인 유아교육 전문인 양성
• 현장적응력이 뛰어난 유아교육 전문인 양성
• 지덕체를 겸비한 유아교육 전문인 양성
• 시대적 요구에 부응하는 글로벌 인재양성
• 감성적 유아교육 전문인 양성

전인적·창의적 실용 유아교육전문가 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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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웰빙미용과|

주요 취득 자격증
• 일반미용사 면허증(국가, 무시험)
• 피부미용사 면허증(국가, 무시험)
• 네일미용사 면허증(국가, 무시험)
• 컬러리스트(국가)           • 두피관리사 자격증(민간)    
• 헤어컬러리스트(민간)    • 메이크업 자격증(민간)        
• 발관리 자격증(민간)     • 네일 자격증(민간)

졸업 후 진출분야
• 헤어디자이너            • 분장사
• 두피관리사               • 피부관리사
• 미용강사   • 미용실 매니저
• 특수분장사 • 컬러리스트
• 네일아티스트 • 화장품 회사
• Make-up Artist      • 웨딩샵 및 웨딩 플래너
• 스타일리스트 • 피부과 및 성형외과 매니저
• 코디네이터 • 디스플레이어
• 발관리사                 • 해외 미용관련 업체
• 편입 
• 헤어미용실, 피부미용실 및 네일샵 경영

학과 연락처 및 학과장 연락처
학과 : 061-270-2525   학과장 : 061-270-2525

웰빙미용과(예체능계열) 교육목표
• 지식창출의 고도화
• 수요자 맞춤형 교육
• 자기주도적 리더
• 인성과 서비스 정신 함양
• 글로벌 인재

인성과 서비스 정신을 함양하는 아름다움을 가꾸는 웰빙미용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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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동건강과|

주요 취득 자격증
• 체육실기교사 자격증
• 경기지도자 자격증
• 생활체육지도자 자격증
• 레크레이션 지도자 자격증
• 운동 처방지도자 자격증
• 배구, 탁구 심판 자격증
• 인명구조원

졸업 후 진출분야
• 4년제 대학 및 3사관학교 편입
• 체육실기교사
• 프로구단 트레이너
• 스포츠센터강사
• 생활체육지도사
• 각종 경기지도자
• 태권도 사범지도자
• 프로 심판
• 스포츠컨설팅회사
• 스포츠 마케팅 회사

학과 연락처 및 학과장 연락처
학과 : 061-270-2830   학과장 : 061-270-2527

운동건강과(예체능계열) 교육목표
•취업에 강한 스포츠 산업 인재양성
•국가가 필요로 하는 스포츠 인재육성
•스포츠 복지산업에 필요한 인재육성
•활기차고 재미있는 학과
•학생들과 소통하며 연구하는 교원

진출분야가 다양하고 스포츠 인재를 육성하는 운동건강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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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용음악과|

졸업 후 진출분야
• 대중음악 가수, CCM 가수
• 뮤지컬 배우
• 스튜디오 레코딩 전문연주자
• 공연 전문연주자
• CCM 밴드, 찬양 워쉽 밴드
• 워쉽 리더
• 전문 연주인
• 방송음악, 영화음악, 대중음악 작 ·편곡가
• 컴퓨터음악 미디프로그래머
• CCM 작 ·편곡가
• 광고 음악, 드라마음악 작곡가
• 뮤지컬 작곡가
• 음향엔지니어
• 공연기획자, 음반제작자
• 음악방송 PD
• 음악치료사
• 음악전문지(서적) 출판 또는 편집인
• 음향업계 종사

학과 연락처 및 학과장 연락처
학과 : 061-270-2738   학과장 : 061-270-2738

실용음악과(예체능계열) 교육목표
• 대중문화예술 전문가의 사명감을 바탕으로 인성이 보장된 창의성

인재양성
• 개인능력평가 제도를 통한 자기주도 학습의 탐구인 양성
• 다양한 현장 및 공연문화 체험의 도전기회 제공
• 공연문화 예술전문가의 사명감을 바탕으로 한 인성이 보장되는

인재양성
• 미래지향적 직업관 확립 및 근성있는 뉴리더 인재 양성
• 글로벌 공연문화 예술 인재 양성

글로벌 공연문화 예술 인재 양성



평생직업교육대학

1 특성화 전문대학이란?
교육부 주관으로 전문대학의 강점분야 중심 특성화를 통해 국가 및 지역산업·지역사회와 연계한 전문직업인을 양성

하여 전문대학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전문대학 육성사업이다.

2 평생직업교육대학이란?
재직자, 미취업자, 경력단절여성, 교육소외계층 등 대학 재학생 및 취업연계 고교생, 성인학습자를 대상으로 직무

향상, 취 ·창업 전직교육 등을 실시하여 평생교육 및 취업기회를 확대하고, 연령별, 계층별, 분야별 맞춤식 교육을

통해 최신기술 및 지식을 습득하여 취업 및 학위 취득을 할 수 있는 출입이 자유로운 미래형 고등직업교육 프로그램

을 운영하는 대학입니다.(목포과학대학교는 2014년 특성화전문대학육성사업 선정으로 5년간 250억원 지원)

3 사업 내용

- NCS를 활용한 일자리 중심 교육
- 교육, 자격증, 직업훈련 이수, 직무경력

등이 상호 연계되는 통합 체제

맞춤형
교육

실무형
교육

취업/창업
중심

광주 ·전남
평생직업
교육대학

- NCS 기반 학습 모듈식
- 성인중심 비학위/학위 통합운영
- 과정이수형자격제도 도입
- 교육과 일자리 연계

- 현장경력(선행학습) 학점인정
- NCS 중심 교육과정 예산지원 강화
- 현장 적응력 강화
- 취업약정제
- 기업체 재교육 예산 감소

- 지역, 산업체, 교육기관 협업
- 산학 접촉점 강화

(가족회사, 취업약정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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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생직업교육대학의

"4W"
누 구 든(Whoever)
언 제 든(Whenever)
어디서든(Wherever)
무엇이든(Whatever)

호남권 유일 평생직업 훈련을 선도하는

평생직업교육거점대학
(교육부 지정 5년간 250억원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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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산업
분야

보건복지
분야

서비스
분야

산업기술
분야

공연예술과정

생활체육지도자과정

노인운동지도자과정

유아체육지도자과정

골프서비스산업인력양성과정

구급 · 응급처치집중교육과정

맞춤형 힐링댄스인력양성과정

웰빙통합기능운동전문인력양성과정

요양보호사과정

간호인력양성과정

네일아트과정

피부관리과정

블로우드라이과정

디자인커트과정

남도문화과정

커피로스팅과정

바리스타취업반과정

에스프레소추출실습과정

한식조리사취업반과정

한방식품을 활용한 웰빙요리과정

특산농수산물가공유통교육과정

심리상담지도사과정

노인약물 오 · 남용교육과정

모래상자치료사양성과정

영유아프로그램개발과평가과정

건설공무과정

기관응용정비과정

내선공사실습과정

옥외광고디자인과정

조선생산설계과정

선체용접실무과정

굴삭기운전실무과정

지게차운전실무과정

선박파이프용접실무과정

조경전문가과정

농업인정보화 과정

농기계교육(작동기술안전교육)과정

과정 분야 교 과 목 명

※ 위 과정은 2014년 개설 비학위과정으로 매년 운영될 계획입니다. 또한 수요자가 원하는 다양한 과정을 개설 할 예정입니다.

문의전화
평생직업교육처 Tel. 061-270-2515~9

NCS기반 비학위과정 개설과정국가직무능력표준(NCS)

NCS를 선도하는 대학! 취업이 잘되는 대학!
목포과학대학교

1 국가직무능력표준(NCS)란?
• 산업현장의 직무를 성공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필요한 능력(지식, 기술, 태도)을 국가가 체계화한 것입니다.

• 산업현장의 욕구 반영

• 직무별 지식, 기술, 태도 표준화

• 국가직무능력표준을 기반으로 대학, 산업체, 자격검정기관의 주요 역할을 새롭게 조정합니다.

2 국가직무능력표준(NCS)을 도입하면 무엇이 달라지나요?

목포과학대학교는 학벌이 아닌 능력중심 교육과 현장 실험 · 실습 위주의 NCS 기반 교육을

통해 취업률을 높여 나아가고 있습니다.

NCS

산업체

직무능력 중심의 신규채용 및
승진·인사 제도 재정비

자격검정기관

국가직무능력표준을 기반으로
자격제도 개선 및 운영

교육기관

학생들이 진출하게 될
직무능력 중심의
교육과정 개설 및 운영



평생교육원
수강생 모집

전공
필수

간호학
전공

간호과정과 비판적사고

간호연구 및 통계

통합실습

건강문제와 간호Ⅰ

간호경영과 지도자론

건강문제와 간호Ⅱ

지역사회 정신건강과 간호

3

3

3

3

3

3

3

300,000

300,000

300,000

300,000

300,000

300,000

300,000

40

40

40

40

40

40

40

˝

˝

˝

˝

˝

1학기

2학기

구분 전공명 과목명 학점 수강료 모집인원 비고

학점은행제 과정 : 간호학사(간호학전공)

간호대상자를 개인, 가족, 집단, 지역사회의 환경적 맥락에서 이해하고 건강유지, 증진, 회복을 위한 간호제공자,
관리자, 교육자, 변화촉진자, 상담자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전문직 간호사를 양성하고자 한다.

1 유의사항
1) 모든 과정은 수강인원이 적정인원 미달 시 폐강될 수 있으며 폐강과정의 수강료는 전액 환불합니다.
2) 모집요강에 의거 과정별 해당 요일 및 시간에 수업이 진행됩니다.
3) 교육원 사정에 의하여 과정, 강사, 시간 및 강의실 등 일부가 변경될 수 있으니, 개강 전 공지사항을 확인 바랍니다.

2 수강생 모집

1. 접수기간 : 2015년 3월 9일 ~ 2015년 6월 22일

2. 등록기간 : 2015년 2월 23일 ~ 2015년 2월 27일

3. 접수방법
1) 방문접수:전라남도 목포시 영산로 413-1번지(목포과학대학교 평생교육원)

2) 전화 및 팩스접수:Tel.061-270-2849 /Fax.061-279-8838

4. 제출 서류
1) 입학원서 1부.

2) 주민등록초본 1부.

3) 성적증명서 및 졸업증명서 각 1부.

4) 면허증 사본 1부.

5. 교육기간 및 장소
1) 기간:2015년 3월 9일 ~ 2015년 6월 22일(15주)

2) 장소:목포과학대학교 평생교육원

6. 수강료 납부
국민은행 782301-01-579617(목포과학대학교)

평생 직업을 위한 지속적인 신기술 교육

WELLBEING MSU  |  평생교육원

※ 학점은행제 과정



WELLBEING MSU  |  도서관 및 생활관

수용인원
•남학생 : 238명(2인 1실, 3인 1실)
•여학생 : 415명(2인 1실, 3인 1실)

입관 신청서 접수 절차
•신입생 등록과 동시에 접수 가능

입관 절차
1 입관 신청서 접수
2 생활관비 납부(온라인 납부)
3 생활관 입관

문의처
•남자생활관 : 061-284-7601
•여자생활관 : 061-284-7602
•전남 목포시 송림로 97

FAX : 061-245-4885

도서관

비전
Smart  Library 구축

미션
도서관은 자신의 삶을 주도하는 창조적 인재양성을
위한 대학 사명을 위해 최고의 지식, 정보 서비스
를 제공한다.

실행과제

•고객의 요구에 부응하는 다양한 형태의 자료 확충
•찾아가는 서비스 실시
•다양한 매체를 활용한 도서관 지식정보자원의 홍보강화
•이용자 맞춤형 교육프로그램 개발 운영
•상호대차 서비스
•디지털컨텐츠 기능 강화
•차별화된 공간구성을 통한 도서관 경쟁력 확보
•독서 인프라 구축

생활관



장학금 안내

국가장학금 안내
국가장학금을 신청하는 모든 대학생들의 가구 소득을 환산하여 소득 분위에 따라 지급하는 장학금으로서 최고
연 450만원에서 최저 연 60만원까지 차등 지급되며, 신입생들은 성적 반영을 하지 않음.

국가근로장학제도
대학에 재학하면서 산업체에 시간제로 근무하는 일종의 아르바이트 형태이며, 한 달 기준으로 최고 백만원 최저
64만원(주 20시간 근무)

교내장학금
• 신입생성적우수장학금
• 재입학장학금(보건계열)
• 형제자매장학금
• 공로장학금
• 새터민장학금
• 가계장학금
• 다문화가족장학금
• 신입생특별장학금
• 재학생성적우수장학금
• 법인산하장학금
• 보훈장학금
• 체육특기자장학금
• 기타장학금
• 장애인장학금
• 학업장려장학금
• 산학협약장학금
• 입학전용관리위원회장학금
• 자매결연재직자장학금

교외장학금
• 국가장학금
• 아산복지재단장학금
• 보훈장학금
• 복지장학금
• 광주은행장학금
• 산학협력장학금
• 기타외부장학금
• 한국마사회(KRA)장학금
• 전남인재육성장학금
• 동문회장학금
• 봉사장학금
• 새마을금고장학금
• 외부지정기부장학금

특성화전문대학육성사업
취약계층 등 장학금

장학금 및 학자금 대출 문의
교학처 Tel. 061-270-2524

WELLBEING MSU  |  장학금 안내



목포과학대학교 발전기금 참여신청서

성명[단체명/대표자]

주민등록번호[사업자등록번호]

☐ 기부 내역 공개를 원하지 않음

생년월일            년        월        일 (양/음)

기탁자

구 분

연락처

기금종류

기부금액

참여방법

물품명(물품기부시)

☐ 동          문

☐ 학  부  모

☐ 재  학  생

☐ 교  직  원

☐ 단      체

☐ 기      타

☐ 일반발전기금

☐ 지정발전기금

대학발전을 위한 우선사업에 사용하도록 용도를 학교에 위임하는 기금

지정용도 : ☐ 연구, ☐ 장학금, ☐ 건축기금, ☐ 기타 (                                                     )

원정

학과                           / 입학             년,  졸업             년

학과                                                       학생의 성명

학과                           학번

학과(부서) 

우편물 수령 주소 (☐ 자택 / ☐ 직장)

전    화

직    장

자 택                                  직장                                  휴대폰

직장명                                  부서                                  직  위

☐ 무 통 장 입 금

☐ 지 로 입 금

☐ 교직원급여공제

☐ 자 동 이 체
(CMS)

국민은행  782301-01-578649 (예금주: 목포과학대학교 발전기금)

연락 주시면 용지를 보내 드립니다.

은행명

일시납부               년        월        일 (예정)

목포과학대학교 발전기금 조성에 참여하고자 위와 같이 출연할 것을 약정합니다.

계좌번호 예금주

분할
참여

년          월 ~        년          월

(월              원)

Tel: (061)278-8651~8 / Fax : (061)273-7552
전라남도 목포시 영산로 413-1 목포과학대학교 발전기금조성위원회(530-730)

이체일 ☐10일  ☐25일

년 월 일 기부자                (서명)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