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움의 큰

인재를 키우는 큰

학과 문의 031-467-4808

학사학위

학과 문의 031-467-4621, 4737

학사학위

학과 문의 031-467-4919, 4618

학과 문의 031-467-4511

신설학과

기계과┃2년제

전기과┃2년제

토목환경과┃2년제

해군기술부사관과┃2년제

Dept. of Mechanical Engineering

Dept. of Electrical Engineering

Dept. of Civil & Environmental Engineering

Dept. of Naval Technology Petty Officer

기계과에서는 비행기, 우주선, 자동차, 기차, 배, 잠수함 등과 같은 이동 및

미래 전기기술을 이끌고 새로운 친환경 전기기술 발전에 능동적으로 대처할

인류 문명의 실현을 위해 필요한 도로, 철도, 교량, 터널 등의 구조물과 흙과

해군기술부사관 정통계열에서 정통, 전자전, 음탐(수중음향), 전자(방송음향

운송장치 뿐만 아니라 식품, 약, 스마트폰, 옷 등을 만드는데 필요한 지식과

수 있는 전문 전기기술 인력을 양성해 오고 있는 학과입니다.

관련된 지반 시설, 하천 및 댐 등의 수리 시설, 상하수도와 같은 환경 관련

기술)에 맞추어진 교육과정으로 특히, 군함 잠수함에서 요구하는 수중음향의

기술을 익힐 수 있습니다. 즉, 제품이나 장치를 설계하고 제작할 수 있는

1978년 본 대학의 개교와 함께 설립된 전기과는 그 해에 주간 120명의

시설 등의 각종 사회기반시설이 정상적으로 작동하여 최적의 기능을 발휘

고도화된 기술간부를 육성합니다.

전문가가 될 수 있습니다.

신입생을 선발하여 1980년 제1회 졸업생 94명을 배출한 이래, 지금까지

할 수 있도록 계획, 설계, 시공 및 유지관리하는데 필요한 지식과 기술을

기계과의 교육내용은 2가지로 간략히 정리할 수 있습니다. 첫째, 2D CAD와

총 4천 8백 명이 넘는 인재를 배출하였습니다.

학습합니다.

3D모델링 도구를 이용하여 원하는 성능의 제품을 쉽게 만들 수 있도록

이론을 바탕으로 한 실험·실습 교육의 강화, 첨단 실습 기자재를 활용한

최근에는 드론, 인공지능, 빅데이터 등의 4차 산업혁명과의 융합과 사막,

설계할 수 있는 기술을 지도합니다. 둘째, 제품 만드는데 있어서 CNC가공

수업과 산학 간의 긴밀한 협력관계를 통하여 전국 최고 수준의 취업률을

해저 및 우주 개발에 대한 시대적 요구와 더불어 토목공학의 영역이 점차

장비를 비롯한 다양한 공작기계와 3D프린터, 측정장치 등을 이용하여 설계된

자랑하고 있습니다. 전기과에서는 전력 및 전기설비와 전기응용기기 등에

확대되고 있으며, 무한한 성장 가능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제품을 제대로 제작할 수 있도록 교육합니다. 이에 추가하여 제품을 더

관한 기술업무를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인재들을 양성해

효율적으로 생산하기 위한 방법 및 관리 방안 등에 관련한 지식까지 확장하여

왔으며, 변화하는 시대에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전문적인 전기기술

스마트팩토리 환경에도 적응할 수 있도록 합니다.

기계과를 선택해야 하는 이유?

인력을 양성하는데 주력하고 있습니다.

전기과를 선택해야 하는 이유?

•국내 최초 음향탐지(수중음향), 전자(방송음향기술)전문기술 인재와 해군
기술부사관 육성

토목환경과를 선택해야 하는 이유?

지식기반 기계 기술 전문가가 될 수 있습니다.
  체계화된 교육과정 운영을 통한 산업 전 분야 필수 인력양성 및 다양한
취업 분야 진출을 할 수 있습니다.
  전공동아리(Smart Maker, 녹색수염, 톱니바퀴, 4CC)에 참여하여 다양한

  창의적이고 현장 실무중심의 전기기술인들을 양성하여 매년 최고의
취업률을 자랑하는 학과

  전공 분야 20년 이상의 계획·설계·시공 분야 실무경험 및 강의/연구

•해군기술부사관 복무 후 해군 장기복무, 산업체 취업, 3학년 편입 등 다양한

  사회수요를 반영한 교육과정(고숙련일학습병행과정, 산업체위탁과정)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직무역량기반 현장 중심 교육을 통한 직무 수행 및 실무 적응력 함양
  간접 경험 제공
  유기적인 산학협력 네트워크를 활용하여 다양한 진로 선택의 기회 제공

  시대의 변화와 산업 동향에 영향을 받지 않는 안정적인 취업이 가능

  흥미와 적성을 고려한 전공동아리 및 각종 자격 취득을 위한 스터디
  그룹의 운영

진출분야
◦전력기기 및 전기응용기기 설계, 생산, 제조

  학과 교수들의 전공 심화 튜터링(특강) 운영 및 산업체 전문가의 사회수요

  병역과 취업을 동시에! 기술석사까지 취득!
  수중음향 특화!

진출분야

진출분야

◦전기설비시공

진출분야

◦기계장치, 자동차, 항공기 등의 기계시스템 제조 분야

◦발전 및 송배전설비 운용

◦토목설계

◦기계부품, 전자기기 부품 등의 부품 제조 분야

◦신재생에너지 산업분야

◦토목시공

◦공작기계 등 장비 및 부품 제조설비제조 분야

◦전기전자기기 시험인증

◦시설물 안전진단 및 유지관리
◦측량 및 지리정보

취득가능 자격증

대림대학교

해군

전기산업기사, 전기공사산업기사, 소방설비산업기사(전기), 전기철도산업기사,

취득가능 자격증

기계설계산업기사, 컴퓨터응용가공산업기사, 기계정비산업기사, 용접산업

신재생에너지발전설비산업기사(태양광) 등

토목산업기사, 철도토목산업기사, 건설안전산업기사, 측량 및 지형공간

기사, 사출금형산업기사, 정밀측정산업기사, 건설기계정비산업기사, 자동차

정보산업기사, 지적산업기사, 건설재료시험산업기사, 콘크리트산업기사,

정비산업기사, 공조냉동기계산업기사, 소방설비산업기사, 산업안전산업기사

산업위생관리산업기사 등

선택
해군 부사관학군단
(RNTC)

해군, 산업체, 대학
→

해군부사관과
전문학사
(2년)
→

취득가능 자격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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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군기술부사관과를 선택해야 하는 이유?

  맞춤형 특강 운영

◦전기설비설계

◦제약,식품 및 석유화학 등을 포함한 전체

진로 선택 가능
•군가산복무지원금 지급 혜택 가능

  재학 중 현장견학 및 현장실습 시스템을 구축하여 진로 선택을 위한

  업계 우량기업과 취업 협력을 통한 만족도 높은 취업

  다양한 유관 기관에서 기탁받은 장학금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대림대학교 해군부사관학군단(RNTC)와 연계 가능
•전문학사 졸업 후 해군기술부사관 임관

  적성과 능력에 따라 다양한 전기산업분야 취업이 가능

경진대회에 출전을 할 수 있습니다.

•국내 유일, 대림대 방송음향기술과 학사와 기술석사까지 가능

  세상을 안전하고 편리하게 디자인하는 크리에이터 꿈의 실현
  경력을 가진 우수한 교수진

  4차 산업혁명을 대비한 3D 형상모델링 및 3D 프린팅 교육을 중심으로 한

수중음향탐지 장비와 음향시스템 전문인 양성

•해군기술부사관 장기복무
•군무원, 특정직 공무원, 해양경찰

해군기술부사관 → •방위 산업체 및 관련 산업체 취업
(4년 복무)
•1단계: 전문학사 3학년 편입(1년)
→ •2단계: 학사학위 전공심화과정(1년)
•3단계: 석사학위 마이스터대(2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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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움의 큰

학사학위

인재를 키우는 큰

석사과정

학과 문의 031-467-4840

미래자동차학부┃3년제

학사학위

석사과정

학과 문의 031-467-4510, 4518

학사학위

석사과정

학과 문의 031-467-4510, 4518

방송음향기술전공┃3년제

영상디자인전공┃3년제

학사학위

학과 문의 031-467-4930, 4939

실내디자인학부┃3년제

(방송음향영상학부)

(방송음향영상학부)

Div. of Automotive Engineering

Div. of Sound Technology & Media Art

Div. of Sound Technology & Media Art

Div. of Interior Design

디지털 신기술 인재양성 혁신공유대학으로 선정되어 6년간 재정지원을

방송음향영상학부는 대중문화예술 분야에서 음향·영상 콘텐츠의 기술 발전과

방송음향영상학부 영상디자인전공은 첨단화된 영상 매체와 함께 영상콘텐츠

실내디자인학부는 산업 분야의 실제 수요를 기반으로 전공의 전문성을 강화

받으며 미래자동차분야 온·오프라인 교육콘텐츠, 실험·실습 운영 매뉴얼 등

진출 분야의 확대에 따라 최고의 음향·영상 전문가를 육성하고 있습니다.

제작이 가능한 진출 분야의 확대에 따라 최고의 영상 전문가를 육성하고

하기 위하여, 실내플래닝전공, 실내테크니컬 설계전공, 실내건축시공전공

대학 간 공유 가능한 콘텐츠를 개발하고, 표준화된 교육과정 운영을 통해

또한 방송음향기술전공과 영상디자인전공 운영을 통해 방송, 음향기술 및

있습니다. 특히 영상디자인전공 운영의 차별화를 위하여, 디지털 콘텐츠

으로 세분화하여 실무중심형 교육과정을 운영하며 이를 통해 특성화된 실무형

다양한 유형의 인증·학위과정을 운영합니다. 또한 마이스터 대학 전문기술

다양한 영상콘텐츠 분야의 수요에 능동적으로 대응함으로써 실무 위주의

크리에이터의 양성, VR/AR실감콘텐츠 제작, 2D&3D모션그래픽제작, 광고/

인재를 양성, 우량의 산업체로 취업을 연계하고 있으며, 지속하여 학습환경과

석사과정을 운영 할 수 있는 시범대학에도 선정이 되었습니다.

교육과 함께 전문가 양성을 주도하고 있습니다.

영화 VFX제작 등 전문성이 강화된 첨단기술의 학습을 통해 창의적 영상

시설의 확충, 다양한 학생활동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디자인 제작 전문가의 인재 양성을 목적으로 실무 위주의 교육을 실시합니다.

미래자동차학부를 선택해야 하는 이유?

방송음향기술전공을 선택해야 하는 이유?

영상디자인전공을 선택해야 하는 이유?

실내디자인학부를 선택해야 하는 이유?

  현대·기아자동차, 토요타코리아, MOTUL 등 국내·외 대표기업과 산학

  방송음향기술전공은 음향 시스템 엔지니어링(음향설계, 컨설팅, 방송

  영상디자인 전공은 스마트미디어 매체와 함께 1인 미디어 플랫폼, SNS 등

  실내디자인학부는 급변하는 사회와 미래에 대응하고 실내디자인 분야에

협력을 통한 실무중심 교육을 바탕으로 산업현장에 즉시 투입 가능한

  음향 송출, 오퍼레이팅, 사운드 레코딩, 믹싱)을 체계적인 교육에 의하여

  다양한 인터렉티브미디어 환경의 핵심 분야인 영상콘텐츠 산업을 주도할

  대한 산업과 소비자의 수요에 최적화된 전문가 양성을 위한 경쟁력 있는

인재를 양성하고 있습니다.

  음향기술 인재양성을 위한 교육과정을 제공합니다.

  수 있는 디지털콘텐츠크리에이터 양성을 위해 방송, 영화, 광고 영상 등

  직무역량기반의 직업교육과정을 갖추었습니다.

  다양한 미디어를 융합한 창의적 교육과정입니다.

  학부 공통교육과정을 통한 폭넓은 기초교육을 기반으로 시작하여, 학생은

  자작자동차, 자동차정비, 자동차디자인, 전공동아리 활동 지원 및 국내
경진대회 참가를 통해 재학생의 자존감과 학과의 자긍심을 고취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경기도 안양, 군포, 수원 일대, 서울 서남권(구로, 금천 등)일대의 산업체

  실무환경과 동일한 기자재 활용 교육과 전문화된 교육시설 및 교과목

  적성과 성향에 맞는 전공을 선택하고, 각 전공에 특화된 전문직업교육을

진출분야

  편성으로 산업체에서 요구하는 인재 양성 기준에 부합하는 기업맞춤형

  학습함으로써, 학생의 취업경쟁력 강화 및 산업체의 만족도 향상으로

◦음향 기술자란 결국 소리를 예쁘게 내기 위한 모든 조건을 만들어주는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어져, 사회에서 지속적 발전 가능성을 갖추게 됩니다.
  4년제 학사학위 전공심화과정 진학을 통한 학사학위과정 졸업 및 대학원
  진학으로 다양한 진로 설계의 가능성이 열려 있습니다.

들과 긴밀한 지역 네트워크를 형성해 현장 실습 및 현장 견학, 취업 등에

사람을 의미합니다. 이를 위해 음향기기를 제조하기도 하며 음향시스템을

  전문학사 졸업 후 4년제 학사학위(전공심화과정) 과정에 진학할 수

활발한 교류를 하고 있습니다.

설계하여 이를 구축하여 운영합니다. 특히 음향시스템에 국한되는 것이

  있으며, 1년 과정 이수 후 학사학위 취득이 가능하여 대학원 진학 등 다양한

아니라 음향 환경인 건축음향 부분도 컨트롤이 되어야 합니다. 시스템

  진로 설계를 도모할 수 있습니다.

  재학생들의 1인 1자격증 이상 취득지원 및 진출직무 책임교수 제도를
운영하여 입학부터 졸업 후 취업까지 지원하고 있습니다.

진출분야
◦기계공학 기술·연구 및 시험
◦자동차정비 및 검사
◦자동차 및 자동차 부분품 조립
◦금융, 보험

운영을 위해 음향 컨텐츠를 제작하기 위한 레코딩 및 믹싱도 포함됩니다.
◦음향엔지니어, 음향시스템 디자이너, 음향시스템 오퍼레이터(음향감독),
건축음향 디자이너, 스피커 튜닝 전문가, 방송음향 송출 엔지니어, 레코딩
엔지니어, 네트워크 오디오 엔지니어, 음향기기 개발자, 소음진동기사
취득가능 자격증
◦음향전문사(1,2,3급)
◦무대예술전문인 자격증(1,2,3급)

취득가능 자격증

◦AUTO CAD

진출분야

진출분야

◦영상디자인전공은 방송영상디자인 분야로 특화하여 영상특수효과, 영상

◦실내공간 설계 및 디자인

타이틀 제작, 2D&3D입체 모션그래픽스 등 다양한 영상디자인 분야로

◦홈인테리어 디자인, 설계관리, 마케팅 및 자재영업 관리

진출 가능

◦실내건축 현장공사관리, 안전관리, 현장샵드로잉, 공무

◦모션그래픽제작 프로덕션, 영상촬영 및 편집, 2D·3D 애니메이션 제작,
1인미디어(MCN), 방송국(제작부/영상CG실) 특수영상제작부, 웹디자인,

취득가능 자격증

포스트프로덕션, 광고영상프로덕션, 게임영상그래픽 등

◦실내건축산업기사
◦실내디자이너 자격증

취득가능 자격증

◦AutoCAD 기술자격

산업기사, 철도차량산업기사, 기계정비산업기사, 건설기계정비산업기사,

◦영상전문인 자격증(1,2급)

◦3D Studio MAX 기술자격

건설기계설비산업기사, 금속·재료산업기사, 전산응용기계제도기능사,

◦웹디자인기능사

◦컬러리스트 산업기사

자동차진단평가사, 도로교통사고감정사, 차량손해사정사

◦컴퓨터그래픽스 운영기능사

◦GTQ/건축산업기사

◦멀티미디어콘텐츠 제작전문가

◦건설안전산업기사 등

자동차정비산업기사, 기계설계산업기사, 일반기계산업기사, 산업안전

◦PRO TOOLS 등

◦영상편집 자격증
◦Adobe 시리즈 자격증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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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움의 큰

학사학위

인재를 키우는 큰

석사과정

학과 문의 031-467-4429, 4889

학사학위

학과 문의 031-467-4929

신설학과

학과 문의 031-467-4954

학사학위

석사과정

학과 문의 031-467-4820

컴퓨터정보학부┃3년제

건축과┃3년제

반도체과┃3년제

소방안전설비과┃3년제

Div. of Computer Information

Dept. of Architecture

Dept. of Semiconductor Engineering

Dept. of Building System Technology

실무중심의 체계적인 교육으로 “4차산업 미래 사회를 선도하는 정보 기술

건축과는 건축 산업 분야의 실제 요구를 기반으로 현장 실무형 교육과정을

미래를 이끌어갈 반도체 기술의 엔지니어를 양성하는 명품 취업 학과를

소방청 인정 소방관련학과로서, 우리 학과 졸업생들은 소방공무원 경력경쟁

(Information Technology) 전문가”를 양성하고, 변화하는 IT 시대에 대비하여

편성·운영하고 있으며, 전공기초 이론과 현장실습, 졸업작품전을 통하여

목표로 합니다. 다양한 기초 공학을 바탕으로 실무 디자인 툴을 보유한

채용(특채) 시험 자격을 부여받으며 소방공무원 시험교과목을 집중교육하고

웹/모바일 분야의 현장에서 사용하는 내용을 기반으로 맞춤형 교육과정을

사회에서 요구하는 실무형 인재를 양성하고 있습니다. 또한 지속적으로 학습

반도체 디자인 전공과 반도체에 필요한 제조공정·장비 전공의 실무 기술을

매년 다수의 공무원을 배출하고 있습니다. 전문학사 3년 과정 외에 1년

도입하였고, 이외에도 가상현실이나 증강현실과 같은 첨단 기술에 대한

환경개선을 위한 시설의 확충, 동아리 활동 등 학생들에게 다양한 창의적

습득하여 미래를 이끌어가는 반도체 기술 엔지니어로 성장할 수 있는 학과

과정의 전문심화과정 운영으로 학생들은 학사학위를 취득하고 기사 자격증

교육도 진행하고 있습니다.

경험을 위한 프로그램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입니다.

취득 후 대기업 취업 성공의 가능성을 높일 수 있습니다.

컴퓨터정보학부를 선택해야 하는 이유?

건축과를 선택해야 하는 이유?

반도체과를 선택해야 하는 이유?

소방안전설비과를 선택해야 하는 이유?

  선진화된 교과과정을 도입하고 우수 전문 직업인을 양성하여 소프트웨어

  급변하는 사회와 미래의 건축 산업에 대응하기 위해 건축 분야별 전문

  고액 연봉으로 취업이 가능한 반도체과

  소방공무원 경력경쟁채용(특채) 준비를 위한 서울·경기 남부지역 소방청

  중심사회에 기여

  교육 운영

  수도권 취업률 최상위권 유지

  인정 소방관련학과

  컴퓨터소프트웨어, Mobile 및 Web 분야의 교육과정을 체계적으로

  학과 공통교육과정을 통한 폭넓은 기초교육을 기반으로 적성에 맞는

  수도권 전문대 유일의 반도체 디자인을 위한 설계 툴 보유와 실무중심

  소방설비와 기계설비의 통합 교육과정 운영으로 진로 분야가 다양한 학과

  관리하는 교수, 학생회의 활성화, 열정이 넘치는 재학생, 열정적인 선후배

  전공을 선택하고 각 전공에 특화된 교육을 실시하여 취업경쟁력 강화 및

  교육을 통한 취업 연계

  LINC+ 취업약정 협약반 운영을 통해 높은 취업률을 달성하는 학과

  반도체 관련 대기업의 현장 경험을 가진 최고의 교수진

  풍부한 실무경험과 연구경력을 가진 우수한 교수진을 보유한 학과

  간의 정보 교류, 최고의 교육 실습 시설과 환경이 자랑인 특화된 학부

산업체 만족도 향상

  ‘사회맞춤형 산학협력 선도 전문대학 육성사업’ 운영으로 기업주도

  4년제 학사학위 전공심화과정 진학을 통한 학사학위자 배출 및 대학원

  고가의 다양한 반도체 장비로 현장실무실습이 가능한 반도체 크린룸 보유

  맞춤형 직무완성형 인재 양성

  진학

  LINC+ 및 P-TECH, 마이스터대학 등 풍부한 정부재정지원으로 교육

  전문학사 3년 + 전공심화 1년을 통해 학사학위 취득이 가능한 학과

  전공동아리 활동을 통한 선후배 연계 교육 및 다양한 대외 공모전 활동과

  Linc+사업을 통한 건축 분야별 대표기업들과 교육과정 공동 운영 및

  환경이 우수한 학과

  수상실적

  취업 연계

  해외취업(일본 등)에 대한 적극적인 노력으로 범국가적으로 권장하는
  해외 인턴십의 성과 달성

진출분야

진출분야

반도체디자인전공 : 반도체 하드웨어/장비 개발, 반도체 레이아웃 설계,

◦소방설비·기계설비 시공

진출분야

진출분야

반도체 테스트 및 품질관리, 반도체 후속공정 응용분야

◦소방설비·기계설비 설계·감리

◦응용 IT 시스템 기획, 설계, 개발 및 컨설턴트

◦건축설계 및 디자인 분야

반도체장비전공 : 반도체 하드웨어/장비 제조, 반도체 칩 제조분야, 디스

◦소방설비·기계설비 점검·유지관리

◦웹 개발, 웹 퍼블리싱

◦건설업

플레이 제조분야, 반도체 테스트 및 품질관리분야, 반도체 조립 공정 분야

◦소방공무원, 기술직공무원

◦정보시스템 개발, 운영, 지원, 교육, 유지보수, 테스트

◦건축기술 엔지니어링 서비스업 및 기타
취득가능 자격증

취득가능 자격증

취득가능 자격증

반도체디자인전공 : 반도체설계산업기사, 전자회로설계산업기사, 전자

소방설비(산업)기사, 건축설비(산업)기사, 공조냉동기계(산업)기사, 건설안전

취득가능 자격증

◦건축기사

산업기사, 디지털제어산업기사, 전자기기산업기사, 정보처리산업기사, 전자

(산업)기사, 산업안전(산업)기사, 에너지관리(산업)기사, 소방안전교육사, 특급·

정보처리산업기사, 사무자동화산업기사, 전산회계, 네트워크 관리사, 정보

◦건축산업기사

계산기산업기사, 전기산업기사 외 다수

1급 소방안전관리자 등

기술자격(ITQ), 정보처리기사, 전자상거래관리사, MS 테스트전문가, 정보기술

◦건설안전산업기사

반도체장비전공 : 반도체장비유지보수 기능사, 기계정비 산업기사, 산업

◦빅데이터, 보안솔루션 및 차세대 콘텐츠(게임/VR/AR) 개발

산업기사, 전자상거래응용사, IT 정보사, 리눅스마스터, 인터넷정보검색사,

안전 산업기사, 전자부품장착산업기사, 사무자동화산업기사 외 다수

졸업이수 자격증

컴퓨터OA활용, 인터넷정보관리사, 스마트폰앱개발자, PCT전자상거래

◦초급 소방기술자

관리사, 정보보호전문가, 정보기술프로젝트관리전문가, CISA, CISSP, LPIC,

◦초급 건축설비기술자

RHCE, MCITP, MCSE, CCNA, CCNP, OCA, MOS, ICDL, OCJP, DASP, SQLD,

◦2급 소방안전관리자(관련전공자 교육 면제)

SCIP, OCWCD, OCP(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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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움의 큰

학사학위

인재를 키우는 큰

석사과정

학과 문의 031-467-4850, 4890

학사학위

석사과정

학과 문의 031-467-4870

학사학위

학과 문의 031-467-4674, 4572

학과 문의 031-467-4969, 4960

학사학위

스마트팩토리과┃3년제

전자·통신과┃3년제

경영과┃2년제

도서관미디어정보과┃2년제

Dept. of Smart Factory Engineering

Dept. of Electronics & Telecommunications

Dept. of Business Administration

Dept. of Library Media and Information Science

스마트, 자동화, 로봇의 시대를 여는 핵심 기술만을 모아 배우는 학과로

IoT전자전공은 4차 산업 기반의 하드웨어 및 소프트웨어 교육을 기초로 전자

지식기반 산업에 부합하는 경영·회계 관련 분야의 맞춤형 경영 실무인재를

도서관 정보자원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미디어 콘텐츠를 제작할 수 있는

기계·전자에 대한 기초 지식과 센서·모터·공압을 사용한 응용기술, PLC·마이

회로의 설계, 제작 및 측정 교육을 실습 위주로 IoT(사물 인터넷) 기기에

양성하여 기업이 지속적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체계적으로 교육하고 있습니다.

능력을 갖춘 사서를 양성합니다.

크로 컨트롤러·PC를 사용한 메카트로닉스·자동화 시스템 설계와 실습을 통한

특화된 산업 개발 분야의 전문 기술인으로 성장할 수 있는 전공입니다.

취업 후 기업에서 바로 능력을 발휘할 수 있는 혁신적 경영 실무교육과정과

Library - 도서관 정보전문가 양성

심도 있는 과정을 통해 전통적인 생산 자동화 운용에서 첨단 스마트팩토리

정보통신전공은 미래통신 환경 구축에 필요한 실무 역량을 갖춘 핵심 인재를

교육콘텐츠를 운영하고 있으며, 경영 관련 전공 수업과 실습에 최적화된

Media - 미디어 콘텐츠 관리자 양성

장비 설계까지 원하는 분야에 폭넓은 진출이 가능한 전공입니다.

양성하고 국내 최고의 통신 실험장비 및 소프트웨어를 갖추고 있습니다.

교육시설 및 기자재를 확보하고 있습니다.

Information – 데이터베이스 구축 및 정보관리자 양성

스마트팩토리과를 선택해야 하는 이유?

전자·통신과를 선택해야 하는 이유?

경영과를 선택해야 하는 이유?

도서관미디어정보과를 선택해야 하는 이유?

  국내 최고 수준의 실험 실습 기자재 보유로 실무중심 교육

  수도권 전자 및 전자통신학과 중 취업률 최상위권 유지

  수요자 중심의 혁신적 교육과정 운영을 통한 경영·회계 분야의 맞춤형

  졸업과 동시에 도서관 분야 국가자격증(준사서자격증) 취득할 수 있는

  특허 관련 교육과정의 독자적 운영과 졸업작품 제작을 통하여 1인 1

  기업과의 협업을 통해 현장 경험이 풍부한 최고의 교수진

  인재 양성

  경기지역 유일의 2년제 학과

  특허의 전자출원 교육

  혁신지원사업, LINC, 마이스터 기술석사과정 운영사업 등 국가주요사업

  실무적 경험과 학문적 소양을 겸비한 우수한 교수진 확보

  전문학사 졸업 후 전공심화 과정을 통한 4년제 학사학위 취득 및 정사서

  산학연계 및 학사과정 운영, 마이스터 기술석사 선정 등 실무중심 고도화

  선정 학과

  최첨단 실험 실습 기자재를 통한 실무 적응력 및 교육만족도 향상

  2급 자격증 취득 가능

  교육 실시

  전문학사, 학사, 전문기술석사학위까지 취득할 수 있는 고숙련 기술인

  국내 유수의 기업과 취업 약정형 주문식 교육 수행

  도서관 현장 중심의 실습 교과목 구성을 통한 졸업생 경쟁력 강화

  10년 이상의 풍부한 실무경험 및 연구경력을 가진 우수한 교수진의

  양성 교육시스템

  지역 기반 산학협력 활성화를 위한 대기업, 중견기업 및 강소기업 다수

  1인 5자격제, 취업약정반 등 다양한 취업역량 강화 프로그램 지원

  산학 맞춤형 교육

  산학협약 취업반인 사회맞춤형 특별반 운영

  확보

  입학부터 졸업까지 취업을 위한 맞춤형 포트폴리오 관리

  노동부 P-TECH(기업과 학교를 오가며 실무 경험 위주의 교육 프로그램)

  수도권 경영 관련 학과에서 최상위권 취업률 유지

  사업 운영

  학생주도적 자치 활동을 통한 학교생활 만족도 증대

  최첨단 강의 시설 및 실무중심 교육

  졸업 후 학사학위(전공심화)과정 진학을 통해 4년제 경영학사 학위

진출분야

메카트로닉스전공 : 반도체 및 디스플레이 장비, 기계 및 전기 전자 제조업체,

  전국경진대회(캡스톤디자인) 입상

  취득 가능

Library : 공공도서관, 대학도서관, 학교도서관, 전문도서관, 언론기관, 금융

의약품 생산업체, 연구소 및 공공기관

  우수기업 취업

진출분야

기관, 연구소, 기업체 등의 정보센터
Media : 출판사, 콘텐츠 제작 업체, 대형 서점, 방송국

자동화시스템전공 : 자동화시스템 설계 분야, 자동화시스템 유지보수 분야,
창업 및 기타

진출분야

진출분야

IoT전자전공 : 전자기기 펌웨어 개발 / 하드웨어 개발, 전자 기기 제조, 보안

경영전공 : 경영지원, 세일즈마케팅, 자금관리

취득가능 자격증

장비 / 산업 기기 제품 관리, 공인 시험 인증 전문 기관

세무회계전공 : 세무·회계사무소, 일반기업체, 은행(새마을금고)

생산자동화산업기사, 전기산업기사, 기계설계산업기사, 전기공사산업기사,

정보통신전공 : 통신 시스템 및 회로 개발자, 전자파 적합성 시험 / 인증,

전자산업기사

네트워크 시스템 설계 및 운영, 시스템 소프트웨어 개발자

취득가능 자격증
유통관리사, CS Leaders 관리사, 물류관리사, 서비스경영자격(SMAT), 자산

취득가능 자격증

관리사, 은행텔러, 전산세무, 전산회계, 전산회계운용사, 세무회계, 기업

IoT전자전공 : 전자산업기사, 전자회로설계산업기사, 디지털제어산업기사,

회계, 회계정보처리(FAT), 세무정보처리(TAT), ERP정보관리사, 재경관리사,

전자기기산업기사, 유선설비산업기사, 무선설비산업기사, 정보처리산업기사

ITQ, 워드프로세서, 컴퓨터 활용능력 등 경영관련 자격증

전자계산기산업기사 외 다수

Information : 도서관 관련 솔루션 기업, 데이터베이스 관리 기업, 빅데이터
분석 기업
취득가능 자격증
Library - 도서관 분야 (졸업과 동시에 국가자격증 취득)
- 준사서(전문학사), 정사서 2급(전공심화)
Media - 출판·미디어 분야
- 전자출판기능사, 정보기술자격(ITQ), 그래픽기술자격(GTQ)
Information - 정보관리 분야
- 컴퓨터활용능력, 인터넷정보관리사, 국제컴퓨터활용자격(ICDL)

정보통신전공 : 정보통신산업기사, 무선설비산업기사, 방송통신산업기사,
전파전자통신산업기사, 통신선로산업기사, 정보통신기사, 방송통신기사, 전파
전자통신기사, 무선설비기사 외 다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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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사학위

학과 문의 031-467-4979

학사학위

학과 문의 031-467-4540~1

학사학위

학과 문의 031-467-4951

학과 문의 031-467-4418

사무행정과┃2년제

사회복지과┃2년제

항공서비스과┃2년제

호텔·레저과┃2년제

Dept. of Office Administration

Dept. of Social Welfare

Dept. of Aviation Services

Dept. of Hotel&Leisure

비서사무전공 : 비즈니스 실무 역량을 갖춘 전문비서 양성을 위해 풍부한

사회복지과는 인성과 실무 역량을 함양하는 교육과정을 통하여 휴먼서비스

산업체 경력을 보유한 교수진이 실습 위주의 교육과 밀착 진로 상담을 실시

분야 전문인력을 양성하는 학과입니다. 본과는 2009년에 사회복지과로

하고 있으며 졸업 후 대기업·중소기업, 로펌(법률비서), 공공기관, 언론기관,

시작하였으며, 전문학사졸업 후 전공심화과정에 진학해서 학사학위를 취득

의료기관, 교육기관 등 다양한 분야로 진출합니다.

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일반행정사무전공 : 뛰어난 업무 감각과 직장인의 품격을 갖춘 사무행정
전문가 양성을 위해 직무 중심 교육과정을 운영하고 있으며, 졸업 후 대기업·

사회복지과를 선택해야 하는 이유?

  최첨단 강의시설

  각 분야별 역량있는 사회복지 전공 교수들을 통한 체계적이고 배려있는

호텔·레저과를 선택해야 하는 이유?
  고용노동부 국비지원 “재학생단계 호텔취업협약반” 운영

항공객실서비스를 실습하는 모형비행객실, 안전 실습을 위한 항공안전

2020년 :메리어트호텔 그룹(국내 8개 호텔)과 취업협약반 운영

실습실, 항공·호텔 식음료 실습을 위한 항공식음료실습실, VR 가상 면접

2021년 :메리어트호텔, 하얏트호텔, 반얀트리호텔 등과 취업협약반 운영

실습과 기내 비상탈출 훈련을 위한 항공안전혁신실습실, 서비스 매너를
훈련하는 이미지 메이킹실, 항공예약업무를 배우는 멀티미디어 실습실,

중소기업, 공공기관, 언론기관, 의료기관에서 인사·총무·재무/회계·홍보·
기획 등의 사무행정업무를 수행하는 전문사무직으로 진출합니다.

항공서비스과를 선택해야 하는 이유?

글로벌 어학 능력 향상을 위한 어학 실습실 등

  국내·외 호텔 및 레저 산업체와의 취업 협력을 통한 호텔·레저 산업 분야로
취업

  학생지도
의정법률사무전공 : 법률 및 의회 사무전문가 양성을 위해 법률 및 의회 사무

  정규 교육과정 외 사회복지 역량 개발과정 및 현장의 사회수요에 대응하는

전문지식과 문제해결능력에 기반한 실무교육과정을 운영하고 있으며, 졸업 후

  교육 등 다양한 비정규 훈련과정운영으로 학생 역량 강화 프로그램 운영

분야로의 진출

5성급 호텔의 객실, 프런트실습실, 식음료연회서비스, 칵테일 및 와인

법률 사무 및 의회 사무지원 업무를 수행하는 법무법인(로펌), 특허법인,

  사회복지 현장 경험과 자원봉사 실천을 위한 전공동아리(그루터기, 어울림,

제주항공, 진에어, 티웨이항공, 에어코리아 및 KA와 산학협력을 맺어 현장

실습실, 레저분야의 해외여행가이드(TC)실습실, 이미지메이킹 실습실

국회/지방의회, 정당 사무처, 일반기업, 금융기관 등으로 진출합니다.

  상담의고수)운영 및 전공동아리 역량강화를 위한 다양한 교육 활동 지원

실습, 취업 및 상호교류에 힘쓰고 있으며, 졸업생들은 항공사 승무직 및

  “2+2” 학제 운영을 통하여 4년제 학사학위 취득가능 전문학사 2년 졸업 후

항공사 여객운송서비스직 등으로 진출

  국내·외 다양한 기업체와의 산학협력을 통한 항공·호텔·관광·서비스

  학사학위 전공심화과정(3,4학년) 진학하여 학사학위 취득 가능 및 1급 시험

사무행정과를 선택해야 하는 이유?
  학생 중심의 진로지도와 맞춤형 취업 추천을 통한 높은 취업률 유지
  우수기업과의 산학협력을 통한 멘토링 및 취업 기회 제공
  적성과 진출직무에 기반한 자유로운 전공 선택
  평생지도교수의 일대일 맞춤형 학업 지도 및 진로상담
  전공동아리, 공모전 참여, 자격증 특강 등 다양한 활동을 통한 전공역량

  자격 취득
  학과에서 지원하는 다양한 장학 혜택
(심사 후 선정, 생활비 지원, 자원봉사 활동 등에 따른 지원)

호주, 미국, 싱가폴, 말레이시아, 아랍에미레이트의 해외어학 연수 및
  체계적인 직무 및 인성교육
(Daelim Aviation Awards) 상을 시상함으로써 우수 항공 서비스인 양성

  멘토 프로그램 등 유익한 학생 생활 준비 지원
  취업을 위한 다양한 취업 지원 프로그램 운영

  활발한 해외교류를 통한 어학연수기회 제공 및 해외취업의 기회 확대

  2017~2018년 한국관광공사 “호텔우수아카데미” 지정

(취업전략 특강, 이력서 및 자기소개서 작성법, 면접 실습 등)
  학사학위 전공심화 과정 확대
전문학사 2년 + 전공심화과정 2년 → 학사학위 취득 가능
진출분야

진출분야
◦호텔
◦리조트
◦여행사

◦노인종합복지관

진출분야

◦일반기업

◦지역자활센터

◦항공사 객실승무원/항공 여객 운송 서비스직

◦금융기관

◦아동생활시설, 지역아동센터

◦호텔/사무/비서

◦기타 기관(공공기관, 의료기관, 언론기관 등)

  2008년 문화체육관광부 지정 국외여행인솔자(TC) 교육기관

캐나다, 호주, 싱가폴, 말레이시아로의 해외어학연수 및 취업매칭의 기회 제공

진출분야

◦여객운송/사무
취득가능 자격증

◦의료관광
취득가능 자격증
◦외국어 : TOEIC, TOEIC SPEAKING, OPIC, JLPT, JPT, HSK 등
◦컴퓨터 : ITQ, 워드프로세서, 컴퓨터 활용능력, MOS MASTER, ICDL

◦복지레크리에이션지도사 2급(이수 후 별도시험)

취득가능 자격증

취득가능 자격증

◦심리상담사 2급(산업체위탁과정 해당)

◦항공직무 : 항공예약, 운임산출, 발권, 심폐소생술, SMAT, 바리스타, 와인

ERP 정보관리사(인사, 회계), 비서, 워드프로세서, 컴퓨터활용능력, MOS,

◦졸업이수 자격증 : 사회복지사 2급

ICDL, ITQ, 전산회계, 전산회계운용사, 인터넷 정보관리사 등

취업 매칭

성실성, 생활태도 및 우수 어학 능력을 갖춘 학생들에게 매달 DAA

◦종합사회복지관, 장애인종합복지관

◦의회 및 법률사무소, 특허법인

  K-Move 해외교류를 통한 어학연수 및 해외취업

  학과 교수 모두와 선배들이 함께 참여하는 프로그램 운영 및 현장 선배의

  및 취업역량 개발
  해외어학연수 및 해외 인턴십 기회 제공

  최첨단 실습형 강의실

소믈리에

◦호텔서비스사, 조주기능사, 와인소믈리에, 커피바리스타, 국외여행인솔자
(Tour Conductor), 국내여행안내사, 여행상품상담사, 항공예약, 항공발권,
항공운임, 의료코디네이터, 컨벤션기획사

◦외국어 : TOEIC, TOEIC SPEAKING, HSK, JLPT
◦컴퓨터 : ITQ, 워드프로세서, 컴퓨터 활용능력, ICD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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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움의 큰

인재를 키우는 큰

신설학과

학과 문의 031-467-4658

학과 문의 031-467-4658

학과 문의 031-467-4989

스포츠지도과┃3년제

학사학위

학과 문의 031-467-4491, 4498

아동보육과┃2년제

유아교육과┃3년제

제과제빵커피전공┃2년제

(유아교육·보육학부)

(유아교육·보육학부)

Dept. of Childcare

Dept. of Early Childhood Education

Dept. of Sports Coaching

Div. of Baking and Pastry arts & Coffee

대림대학교 아동보육과는 영유아에 대한 존중과 사랑을 바르게 실천할

대림대학교 유아교육과는 유아를 향한 참사랑의 실천, 창의적인 교육 아이

체육관련 업체의 대표 및 전문가를 외래교수로 초빙하여 다양한 현장의

베이커리 및 카페업종의 특성에 따른 제조능력, 관리능력, 취업 및 창업에

수 있는 유능한 보육교사를 양성하는 학과입니다. 본과는 현장실무 경험이

디어의 탐구, 유아교육 현장 맞춤형 교육을 통해 미래지향적인 인재를 양성

경험과 실습을 통해 기업연계 및 취업 연계가 즉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필요한 실무중심의 교육을 통해 대한민국 베이커리 카페산업을 이끌 고급

풍부한 우수한 교수진, 다양하면서도 편의성을 갖춘 현대적 교육시설, 유익

하는 학과입니다. 본과는 유아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과 발달단계별 교육

합니다. 입학에서 졸업, 취업까지 책임질 수 있는 수도권 최고의 체육 전공

인력을 양성합니다. 교과목의 구성의 70%이상 실습 중심 전문교육은 물론

하고 체계적인 교육과정과 체험프로그램 운영 등의 보육교사 양성을 위한

방법을 깊이 있게 이해할 수 있는 교육과정을 체계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학과입니다.

현장적응력 향상을 위한 현장실습, 매 학기 단계적 전공 자격증 취득, 정기적인

(호텔조리·제과학부)

양질의 인프라 구축을 기반으로 2022년 새롭게 신설되었습니다.

기업 연계 특강을 통해 산업계의 기술인력 수요에 대응하고 필요로 하는
적응이 뛰어난 인재를 양성합니다.

아동보육과를 선택해야 하는 이유?
  높은 자격증 취득률과 취업률
졸업과 동시에 보육교사 2급, 장애영유아보육교사 자격 취득 가능
  대림대학교의 높은 인지도와 평판

유아교육과를 선택해야 하는 이유?
  졸업과 동시에 2개의 교사 자격증(유치원 2급 정교사, 보육 교사 2급)

  21세기 스포츠 시장을 선도하는 대림대학교 스포츠지도과

  취득 가능

  수요맞춤형을 통한 전문분야 교수들로 편성된 실무 중심 교육과 실습으로

  유아교사의 현장적응력과 교수능력 향상을 돕는 다양한 실습실 구비

  최고의 지도자 양성

  실습 및 취업 기회 제공

학생 만족도를 보장하는 유아교육·보육학부에서 단기간(2년)에 보육교사

  다양한 전공 관련활동(전공동아리, 직장체험, 해외봉사 등)을 통한 바른

자격증 취득

  인성함양 및 교사역량 함양
  교수 및 선후배간의 긴밀한 소통(Job study, 선후배 멘토링, 캠프 등)을
  통한 원만한 인간관계 형성

수도권의 우수한 보육기관(국공립 어린이집, 직장어린이집 등)과의 협력을
진출분야
  높은 학생 만족도

◦국·공·사립 유치원

밀착 상담 및 진로지도, 다양한 전공 관련 체험활동, 매력적이고 편리한

◦국·공·사립 어린이집

교육시설 구비로 즐겁고 유익한 대학 생활 지원

◦교재교구사 및 유아 도서출판사 등 유아교육 관련 기업
◦육아종합지원센터 등 유아교육관련 정부기관

진출분야

◦기타(학사학위 전공심화과정 진학)

◦국·공·직장·민간 어린이집
◦초등학교 돌봄 교실
◦보육전문요원
◦교재교구사 및 영유아 도서출판사 등 보육관련 기업
◦기타(편입, 학사학위 진학 등)

취득가능 자격증
◦유치원 2급 정교사(교육부)
◦보육교사 2급(보건복지부)

  수도권 내 최초 제과제빵&커피 융합 교육을 통한 베이커리 카페 산업의
고급기술인력 양성
  교과목 구성의 70% 이상 실습 중심 전문교육 및 업계 트랜드를 반영한
  매 학기 전공 자격증 취득 과정 운영을 통한 제과제빵커피 분야의 스페셜

진출분야
◦스포츠지도자(축구, 농구, 수영 등)
◦스포츠시설 관리사
◦유소년스포츠지도자 / 노인스포츠지도자 / 특수체육지도자
◦시설 경비, 보안업체

통한 체계적 현장실습 및 취업 지원

제과제빵커피전공을 선택해야 하는 이유?

유연한 교육과정을 통한 현장 맞춤형 실무형 인재 양성

  우수한 유아교육기관(유치원, 어린이집)과의 협력을 통한 유용한 현장

30여년의 전통과 우수한 평판을 자랑하는 대림대학교와 높은 취업률과

  우수한 보육기관과의 협력

스포츠지도과를 선택해야 하는 이유?

◦스포츠센터 행정직

리스트 양성
  최신 시설을 갖춘 제과제빵 실습실과 다수의 다양한 커피머신과 로스팅
머신을 보유한 바리스타 실습실 구축으로 1:1 실습교육 가능
  활발한 산학 협력을 통한 국내 외 특급호텔, 대기업 산하 베이커리 브랜드,
프랜차이즈 커피전문점 등에 파티쉐, 쇼콜라티에, 바리스타로 취업할 수
있는 기회 제공

◦퍼스널 트레이너 / 스포츠 모델
◦스포츠브랜드 관련 회사

진출분야

◦스포츠마케팅 관련 회사

◦국내·외 특급호텔 베이커리, 디저트 파트
◦대기업 산하 베이커리 브랜드

취득가능 자격증

◦윈도우 베이커리

생활체육스포츠지도사 1급/2급, 전문체육스포츠지도사 2급, 건강운동

◦프랜차이즈 커피전문점

관리사, 장애인/노인/유소년 스포츠지도사, 마사지 자격증, 테이핑 자격증,

◦스페셜티 커피전문점

운동처방 자격증, GX프로그램 자격증, 각종 무도 자격증, 각종 심판자격증,

◦창업 및 컨설팅

수상인명구조 자격증, 라이프가드
취득가능 자격증
제과제빵 : 제과기능사, 제빵기능사, 케이크 데코레이션, 슈가크래프트, 브런치
마스터, 샌드위치마스터, 베이커리위생사

취득가능 자격증

커피 : 국내 커피 바리스타 1, 2급, 국제 바리스타 자격증(SCA, IBS 등), 브루잉

보육교사 2급 자격증(보건복지부), 장애영유아 보육교사, 민간자격증(유아

마스터 자격증, 커피 로스팅 마스터 자격증

놀이 지도사, 방과후 지도사, 응급처치 등)

기타 : 푸드코디네이터, 파티 케이터링 마스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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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재를 키우는 큰

학사학위

학과 문의 031-467-4787

호텔조리전공┃2년제

신설학과

학과 문의 031-467-4949

학과 문의 031-467-4949

신설학과

학과 문의 031-467-4561, 4834

보건안전과┃2년제

보건의료기기과┃3년제

보건의료행정과┃3년제

Div. of Hotel Culinary, Baking and Pastry Arts,
Hotel Culinary Arts Course

Dept. of Health and Safety

Dept. of Biomedical Engineering

Dept. of Health and Medical Administration

기본에 충실한 조리 실습 및 특급호텔 및 외식대기업, 미쉐린 스타급 레스

보건 안전은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다양하고 대형화되어 가고 있는 각종 산업

보건의료기기과는 생리학, 해부학 등의 기초의학 이론을 배우고 생체 재료

보건의료행정과는 의료행정 분야 및 의료정보에 관련된 의료실무교육을 통해

토랑과의 산학협력, 현장실습 프로그램 운영하여, 현장 밀착형 초급조리사

재해에 대비하여 근로자의 보건과 안전을 관리하는 분야입니다. 보건안전과는

및 의료기기에 대하여 학습합니다. 의료기기 규제과학 전문가로서 성장하기

국민의 건강증진과 보건의료산업 발전에 기여하고 스마트헬스케어와 원격

양성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관련 산업체 협약을 통한 현장적응력 향상을

산업현장에서 근로자의 직업병 및 안전사고 예방관리를 체계적으로 수행할

위한 기초 소양인 KGMP 및 ISO13485를 학습하고 KFDA, FDA, CE 등 의료

의료 시대를 리드할 미래융합형 보건의료행정 전문가를 양성하는 학과입니다.

위한 현장실습, 자격증 취득 및 다양한 글로벌 어학능력 향상 프로그램을

수 있는 전문가를 양성하는 학과입니다.

기기 품질관리 및 인허가에 대하여 배웁니다. 더불어 리더십과 직업윤리,

최소의 비용으로 건강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양질의 최고의 의료서비스를

통해 졸업 후 국내 호텔, 대기업을 포함 해외 유명호텔 및 레스토랑 성공적으로

협동심과 의사소통 능력 등의 함양을 위한 교육을 시행하여 미래 의료기기

제공하기 위한 보건의료행정전문 교육과정을 제공합니다.

취업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고 있습니다.

융복합 산업의 주역인 현장 밀착형 실무형 인재로 성장하기 위한 최고 수준의

(호텔조리·제과학부)

교육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호텔조리전공을 선택해야 하는 이유?

보건안전과를 선택해야 하는 이유?

보건의료기기과를 선택해야 하는 이유?

보건의료행정과를 선택해야 하는 이유?

  다양한 현장 실무 경험 및 해외 경험을 겸비한 최고의 교수진

최근 사회적 관심이 높아져 직업병 예방과 안전사고 예방에 대한 중요성이

  5개의 최신 주방 실습실 및 레스토랑 실습실, 다용도 요리 시연 계단식

강조되고 관련 법령이 강화되어 산업 전 분야에서 보건 안전 전문가에 대한

  강의실(데모강의실)

수요는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관련 법령에 의하여 보건안전과를

  국내외 특급호텔, 대형 외식업체, 해외 호텔 및 레스토랑 등 다양한 취업처

졸업하면 보건안전관리자가 될 수 있는 자격이 부여되어 전문가로서 사회에

  최첨단 실습 장비와 안전한 실습환경(과학기술정보통신부 인증 안전

진출하고자 하는 많은 학생에게 좋은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관리 우수연구실(제2018-55호))을 갖춘 생체재료 및 생체적합성 평가

  전문가 양성 교육

  실습실에서 인공혈관, COVID-19 진단키트 개발과 관련된 현장실무중심형

  국가 교육인증 프로그램을 통한 검증된 교육프로그램 운영

  의료기기 규제과학(RA) 전문가 지정 교육기관(제2019-004호)
지역 의료기기산업과 기업연계를 통한 의료기기 KGMP 및 인허가 관련
실무 중심형 교육과정 운용

  국가고시 면허시험(국시)을 통한 병원취업의 최적 조건
  국내 최고 수준의 차별화된 보건의료행정 교육시스템을 구축하여 의료
  패러다임의 혁신을 이끌며 미래 의료행정의 표준을 선도
  대학병원 현장실무 경험 많은 교수들에게 배우는 미래형 보건의료행정

  교육과정 운용
진출분야

진출분야

◦대기업(외식업체)

◦기업의 보건관리자

실력 있는 교수님들의 자상한 지도를 통한 학생 연구 활동 및 국제적

보건의료정보관리 분야, 병원행정 분야, 보건교육 분야, 병원코디네이터 분야,

◦특급호텔 및 일반호텔

◦기업의 안전관리자

학술 활동

의료데이터 분석 분야

◦대형외식업체

◦안전보건관리 대행기관

◦전문음식점

◦안전보건관련 관련협회

◦창업 및 컨설팅

◦안전보건관련 공공기관

  학부연구생제도 운용

진출분야

  학과 전공동아리 활동을 통한 인성교육 및 대외 공모전 참가
취득가능 면허증
◦보건의료정보관리사(국가면허, 보건복지부장관)
진출분야

취득가능 자격증

취득가능 자격증

◦의료기기 연구개발

취득가능 자격증

◦한식조리기능사

산업위생산업기사, 산업안전산업기사, 건설안전산업기사, 인간공학기사,

◦의료기기 인허가

◦병원행정사(국가공인자격증, 대한병원행정관리자협회)

◦양식조리기능사

위험물산업기사

◦의료기기 품질관리

◦건강보험사(민간자격증, 대한병원행정관리자협회)

◦의료기기 생산 및 기타

◦병원코디네이터(민간자격증, 한국직업능력개발원)

◦일식조리기능사
◦중식조리기능사

졸업이수 자격증(보건안전과 졸업)

◦보험심사평가사(민간자격증, 한국의료행정실무협회)

◦안전관리자의 자격 취득(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17조 관련)

취득가능 자격증

◦보건교육사(국가자격증, 보건복지부장관)

◦보건관리자의 자격 취득(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21조 관련)

◦의공산업기사(국가기술자격, 보건복지부)

◦ERP 정보관리사(국가공인자격증, 한국생산성본부)

◦의료기기 RA전문가 2급(국가공인자격증, 식품의약품안전처)

◦데이터분석 준전문가(ADsP)(국가공인자격증, 한국데이터산업진흥원)
◦의학용어능력인증(민간자격증, 심장학연구재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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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움의 큰

인재를 키우는 큰

학과 문의 031-467-4401

언어치료과┃3년제
스마트 스테이션

Dept. of Speech-Language Pathology

실내체육관

수암도서관
ACE 스테이션

언어치료과에서는 언어발달 지연, 부정확한 발음, 지적 결함, 말더듬, 학습
장애, 뇌 손상, 사회성 결여, 목소리 문제 등으로 인해 의사소통에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을 상담, 평가·진단 및 치료하는 언어재활 전문가를 양성하고
있습니다. 언어재활사는 인간의 감정을 이해하고 공감하며 다양한 의사소통
상황에서 개개인의 특성에 맞춘 치료프로그램을 진행하는 등의 인간만이
할 수 있는 영역을 다룹니다. 이에 언어재활사는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더욱
주목받는 보건·재활 분야의 직업입니다.

언어치료과를 선택해야 하는 이유?
  수도권 유일 언어재활사(전문학사) 양성 기관

에스컬레이터

  2016~2020년 언어재활사 국가자격증 취득률 평균 93.7%
(전국 평균 79.4%)

항공안전혁신실습실

대림 아트홀

  2015~2019년 취업률 평균 87%
(12.31일자 한국교육개발원 취업통계조사)
  언어치료 원트랙 운영으로 이론과 실무가 탄탄한 인재 양성
  산학협력 협약을 통해 실무 현장 견학 및 직무 체험의 기회 제공
  전공동아리 운영으로 창의력, 바른 인성, 협업・의사소통・문제해결 능력을
  겸비한 언어치료 전문가 양성
  외부 언어치료 전문가를 초빙하여 소수정예(10명 이내)로 밀착 실습지도
  최첨단 음성분석 장비(CSL, PAS, Nasometer 등)를 구비하여 평가 및 치료
  역량 강화
  언어치료센터 전담인력(언어재활사 자격증 소지자) 배치로 실습 학생의
  임상 능력 강화

글로벌 라운지
진출분야
◦병원
◦사설치료기관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
◦(국공립)어린이집
◦복지관
졸업이수 자격증
2급 언어재활사 국가자격증(소관부처: 보건복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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잡 스테이션

교통이 편리한

대림대학교

1호선

4호선

안양역

범계역

5분 소요

7분 소요

버스
사당방면 541, 11-2, 9, 9-3		
구로, 금천방면 5713, 9, 9-3, 51, 5625, 5626
하차지점

비산사거리(e-mart 앞), 학교까지 도보 7분 소요

마을버스 (안양역) 3-1, (범계역) 5-2, 6-2, 7
하차지점

수원방면 900

대림대학교 앞

성남방면 333, 3330(직행)
송파, 강변, 구리 1650		
하차지점

잠실방면 11-3
일산방면 8407(직행) 안양시내 8, 8-1

시흥시방면 31-7, 32		
의정부, 양주방면 8903(직행)

용인, 죽전, 분당 1303

안양역(안양역 2번출구 스쿨버스 이용), 학교까지 도보 7분 소요

지하철
1호선

안양역

2호선

사당역

1호선 안양역(2번출구)
스쿨버스 운행, (마을버스) 3-1
대림대학교 앞(5분 소요)

4호선

인덕원역

2호선 사당역(5번출구)
11-2, 9, 9-3, 1650
비산사거리(40분 소요)

4호선

범계역

4호선 인덕원역(8번출구)
541, 11-2, 11-3, 8, 8-1, 9-3, 51
비산사거리(20분 소요)
4호선 범계역(8번출구)
(마을버스) 6-2, 5-2, 7
대림대학교 앞(7분 소요)

스쿨버스
대림대학교 → 안양역

안양역 2번출구로 나와 100m 뜨란채 아파트 공원 앞 하차
오전 08:08~11:30(4~10분) ┃ 오후 12:00~15:00(20분), 15:10~18:50(5~10분)
야간 19:15, 20:15, 20:35, 21:05, 21:35, 21:55, 22:15, 22:35(해당시간)

안양역 → 대림대학교

안양역 2번출구로 나와 100m 뜨란채 아파트 공원 앞 승차
오전 08:00~11:40(4~10분) ┃ 오후 12:10~15:10(20분), 15:20~18:55(5~10분)

대림대학교 → 범계역

범계역 8번출구 길 건너편 안양동안경찰서 버스정류장 앞 하차
오전 08:20, 08:25~10:25(30분) ┃ 오후 16:00~18:30(30분)

범계역 → 대림대학교

범계역 8번출구 길 건너편 안양동안경찰서 버스정류장 앞 승차
오전 08:05, 08:10, 08:35, 08:40~10:40(30분) ┃ 오후 16:15~18:45(30분)

엔터식스

13916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임곡로 29 (비산동 526-7)
TEL 031-467-4601~7, 4610 FAX 031-467-4599
www.daelim.ac.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