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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esident’s Message

우리는 지난 몇 해 동안 강남대학교의 발전을 위해 구성원 모두가 힘을 모았고, 그 결과 큰

둘째 국제화로 명실상부한 세계 속의 글로벌 대학을 만들 것입니다.

성과를 거두면서 눈부신 발전을 거듭해 왔습니다. 2004년부터 교육과학기술부 선정 수도권

우리 대학교의 교문을 드나드는 7천명의 재학생들이 글로벌 인재로 거듭날 수 있게 하는 노

특성화 사업 지원 대학으로 5년 연속 선정되었으며, 2회에 걸친 대학종합평가에서도 우수대학

력을 기울일 것입니다. 청출어람(靑出於藍)의 교훈을 새겨 지금 우리 손으로 교육하고 있는 학

으로 선정된 바 있습니다. 시대의 요구에 앞서 창조적 학문 분야를 개척하고자 독일바이마르

생들이 우리보다는 훨씬 뛰어난 글로벌 인재로 거듭나게 해야 한다는 소명의식을 가지고 이들

음악학부, 중국학 단과대학, 캐나다학 전공, 카자흐스탄학 전공을 최초로 개설하여 맞춤형 인

의 바른 성장을 위하여 혼신의 정열을 다 할 것입니다.

재를 양성해 왔습니다.
교육과 연구의 국제화에서도 진일보하였습니다. 세계 12개국 80여 대학과 학술교류협정을

셋째 글로벌 스탠더드에 맞는 학사제도를 마련하여 운영할 것입니다.

체결하였으며, 학생ㆍ교수의 교류를 비롯하여 교육과정의 공동운영, 복수학위제 운영, 국제협

바야흐로 세계속의 대학들은 치열한 생존경쟁을 시작한 지 오래입니다. 교육인구의 급격한

력연구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매우 의욕적으로 운영하였습니다. 또한 국제학술회의, 워크숍,

감소로 인하여 결원을 걱정해야 하는 한편, 일단 대학에 입학하여 학업을 수행하고 있는 학생

초청강연 등 여러 학술활동을 통하여 우리 대학의 연구·교육의 역량과 지평을 지속적으로 확

들은 질 높은 교육에 접근시켜야 할 책무성이 우리 대학인들에게 있습니다. 구호에만 그치는

장해 왔습니다.

수요자 중심교육이 아니라, 글로벌 스탠더드에 맞는 학사제도를 운영함으로써 강남대학을 졸

교수와 학생의 구성도 다양화되었습니다. 벌써 우리 대학은 30여 명의 외국인 교수들과

업한 졸업생들은 5대양 6대주 어디로 내보내도 당당하게 겨룰 수 있는 인재로 키울 것입니다.

400여 명에 달하는 외국인 학생이 함께 생활하는 글로벌 캠퍼스로 변모하였습니다. 내실 있고
창조적인 국제화를 구현하고자 학생교류와 학술교류의 장을 아시아, 아프리카 여러 국가에서

넷째지식경영과역량강화를통한새로운인적자원관리로조직경쟁력을강화할것입니다.

남미와 중부유럽으로까지 확대하고 있습니다. 또한 개발도상국을 대상으로 한 교육인력 파견,

성실한 노력으로 발전적 성과를 내고 역량을 강화하는 구성원에게는 칭찬을 하고, 대학발

학술프로그램 제공, 초청 장학사업, 자원봉사활동 등 인류 공영에 기여할 다양한 국제사회공헌

전에 누를 끼치는 구성원에게는 이에 상응하는 조치를 취함으로써 공평한 인사관리 제도를 수

프로그램을 심전국제교류재단의 협조 하에 운영하여 아시아를 넘어 세계적인 복지 거점대학으

립할 것입니다. 아울러 교직원을 대상으로 시행하는 공정한 업적평가를 실시하는 성과 제도가

로 발돋움하는 노력을 경주하고 있습니다.

하루속히 정착되어 작지만 강한 강소대학으로 경쟁력을 갖출 것입니다. 알고 실천하는 대학인
의 모습을 영양분으로 하여 강남대학교라는 거목은 세계인류를 향한 하나님 사랑을 전파하는

이는 강남가족 모두가 자신이 서있는 자리에서 미래를 향하여 맡은 바 임무에 충실하였기에

데에 손색이 없을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가능했던 강남 제2의 창학이었습니다. 여러분의 수고와 정성이 역경에 굴하지 않고 위기를 극
복하며 일구어낸 보람과 희망으로 승화한 것입니다. 우리는 이제 이전의 결실에 자만하거나 만

다섯째 강남대학교만의 창조적이며 건강한 조직문화를 창출할 것입니다. 과거의 타성에 젖

족할 것이 아니라, 예지를 담은 선택과 집중으로 다가올 강남 100년을 준비해야 하는 시점에

어서 무사안일의 복지부동은 누구를 위해서도 바람직하지 않다는 생각에는 이견이 없을 것입

서 있습니다. 현재의 강남대학교에서 만족하고 다음 도약의 발판을 마련하지 않으면 답보상태

니다. 객관적인 근거자료도 없이 그저 과거의 경험만을 내세워 새로운 시도를 가로막는 일이나

를 면치 못하거나 추락할 수 있습니다.

일이년 전에 한 내용을 연도와 날짜만 바꿔서 실시하는 행사에 우리의 꿈과 비전을 담을 수 없
다는 것은 주지의 사실입니다. 우리 모두가 창의적이고 활력이 넘치는 조직으로 우리 대학교의

이제 우리 강남대학교는 63년 역사의 반석 위에 한국 대학교육과 세계 대학교육의 미래에

100년의 역사를 바라보는 비전과 소명

문화를 바꾸어 나아갈 것입니다.

한 획을 긋는 새로운 대학의 면모로 100년을 향해 도약하는 역동적인 백년지계를 한마음 한뜻

1946년 경천애인의 창학이념으로 강남대학교가 이 땅에 세워진 이후 면면히 이어 온 63년의 역사 속에는 대학에 대한 도전과 응전의 역사, 한국 사회가 요구하는 인재 양성에 기여한 자부심의
역사, 그리고 최근 십여 년간의 비약적인 발전을 이룩한 보람의 역사가 녹아 있습니다.

으로 준비할 것입니다. 본교의 선각자들이 그렇게 소망했던 임마누엘 하나님이 함께하시는 강

우리 대학은 긍정적인 자세로 우리 모두의 오늘과 내일을 위하여 노력하고 실천하는데 힘쓸

남대학교의 찬란한 100년의 역사를 바라보며 글로벌 일류대학으로 자리매김하기 위하여 다음

것입니다. 그렇게 될 때 축복의 땅 강남캠퍼스를 드나드는 강남 가족 모두의 미래는 하나님께

몇 가지 계획을 실천할 것입니다.

서 성령으로 역사하시는 복된 삶이 될 것이며, 강남 100년의 역사를 힘차게 펼쳐 가는 견인차
의 역할을 제대로 하게 된다는 것을 확신합니다.

지난 해 우리는 미국발 경제위기로 초래된 전세계적 경제불황으로 이제껏 경험하지 못한 미증유의 경제위기를 경험하고 있습니다. 국난(國難)으로까지 일컬어지는 사상 유래없는 이 위기는 우

첫째 창학이념인 경천애인의 정신을 계승하고 더욱 발전시킬 것입니다. 강남가족 모두가

리가 경험했던 이전의 어려움과는 근본적으로 다른 위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위기와 기회는 동전의 양면과 같습니다. 준비된 사람에게 위기는 오히려 기회로 보이지만, 준비되지 못한 이

하나님의 말씀과 진리의 토대 위에 강남대학교 발전을 위한 한 알의 밀알이 될 것입니다. 이기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는 자는 여호와시니라.”
(잠언

에게 위기는 언제나 생존마저 위협하는 위력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준비된 자에게 닥치는 위기는 오히려 원점에서 근본을 다시 생각해 보고 더 높은 곳으로 도약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라 생각합

(利己)보다는 이타(利他)를 실천함으로써 기독교 대학에서 봉사하는 사람으로서의 빛과 소금의

16:9)는 성경말씀처럼 글로벌 일류대학을 향한 강남인 모두의 노력이 풍성하게 결실하기를 소

니다. 이러한 때에 우리는 도전과 개척정신으로 강남대학교를 아시아 복지 거점 대학, 더 나아가 세계와 경쟁할 수 있는 대학으로 한 단계 높여 도약할 수 있도록 경쟁력을 갖추는 자세가 절실히

역사를 감당해야 합니다. 아울러 지역사회는 물론 인류의 발전과 행복을 위한 나눔과 봉사의

원하며 지금까지 강남대학교를 발전시키시고 사랑으로 지켜주신 하나님께 찬양과 감사의 기도

필요합니다.

실천을 통한 경천애인의 창학이념을 실천해 나갈 것입니다.

를 드립니다.

경영정보학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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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100-Year History : Our Vision and
Mission
In 1946 Kangnam University was established embracing the spirit of

different countries have cooperative exchange programs with Kangnam

was the hope of our founders for a university faithful to Immanuel (God is with

the development of a new system of human resources management to

Gyeongcheonaein (worship the heavens and love man, Matthew 22: 37-40),

University, with student and faculty exchanges through co-operated training

us), and in looking forward to the next 100-years in establishing Kangnam

strengthen organizational competitiveness.

the educational philosophy of our university. The 63-year history of Kangnam

programs, dual-degree conferring programs, and international cooperation in

University as one of the premier international universities, the following plans

University staff and faculty whose sincere industry has lead to improvements

University is a successful history of responding to a plethora of challenges, a

research projects. In addition, through international conferences, workshops,

will be implemented.

and enhancements should be rewarded, and as such a fair human resources

proud history of training professionals to meet the needs of the modern Korean

invited speaker lectures, among other academic activities, our university

society, and a rewarding history of unprecedented growth and achievement

continues to expand our educational and research competency and horizon.

management system will be established to implement an equivalence program
First, the Gyeongcheonaein spirit will be continued and enhanced.

of reward to those who contribute to the development of our university.

All member of the Kangnam University family, grounded in the gospel and truth

Therefore, a fair performance and achievement evaluation program will be put

Our faculty and student body has also become diverse. Our university has over

of God, will be as a grain of wheat that yields a bountiful harvest, in working

in place, so that we may be competitive as a small but strong university. To

The US economic crisis that began last year has precipitated an unparalleled

30 foreign professors, and nearly 400 foreign students interacting together on

towards the development of Kangnam University. Through acts of altruism,

know and then to carry to action what we know will nurture the great living tree

global economic recession. This national crisis is fundamentally different then

our global campus. In order to implement a global program of substance and

rather than selfishness, become the salt of the earth and light to the world as a

that is Kangnam University in spreading the love of God to the world, so that

any previous crisis we have faced. However, crisis and opportunity are as two

creativity, opportunities for student and academic exchanges have been

volunteering member of a Christian university. Therefore, we will put into

our actions will not “be found wanting when weighed.”

sides of a coin. Individuals who are well prepared view a crisis as an

extended to Asia, Africa, South America, and Central Europe. In aid of

practice the spirit of Gyeongcheonaein by contributing to the betterment of our

opportunity, while those who are ill prepared view a crisis as a threat to their

developing countries, Kangnam University in cooperation with the Simjeon

local community, and the general welfare of humanity, through unselfish

Fifth, a creative and healthy organization unique to Kangnam University will be

survival. Therefore, individuals who are prepared for any crisis are presented

Gukje Gyoryu Jaedanui (Shimjeon International Exchange Foundation) has

sharing and volunteering.

instituted.

with perfect opportunities to reflect upon the fundamentals before stepping up

actively been dispatching trained personnel, providing academic programs,

to higher goals. This is a time for us to be challenged and be pioneers to higher

offering invited student scholarships, providing volunteer services, among other

Second, an internationally global university will be created.

that maintains the status-quo for the benefit of a few is undesirable. Without

goals, in raising Kangnam University as the premier university of welfare

activities. These activities have added to the betterment of our international

Kangnam University will endeavor to train our student body, of over 7,000

offering objective evidence but simply stating “that’s the way we had done

studies in Asia, as well as a university capable of competing with academic

community, as well as humanity in general, through a variety of support

students, towards becoming competent and able global citizens. Modeling the

things in the past” presents obstacles and barriers to the path toward

institutions around the world.

programs, positioning Kangnam University as a world-class university of

spirit of Cheongchuleoram (The disciple surpasses the master) and with a

discovering new and innovative ways of doing and thinking. Recycling activities

welfare studies.

sense of calling and passion, we will take responsibility for the students in our

of the day before or year before, by simply changing the year and date, is

The concerted efforts of every member of the Kangnam University family

All these achievements were possible due to the efforts of each and every

charge in guiding their growth and development in becoming global citizens,

inadequate for realizing our dreams and moving forward toward our visions.

during the past few years has lead to the university witnessing remarkable

member of the Kangnam University family, who were faithful in performing their

and to far surpass their teachers.

Our university culture will be changed to accommodate an organization where

results and successes, and exceptional development. From 2004, and for five

duties and responsibilities. Your continuing efforts and dedication in the face of

consecutive years, the Ministry of Education, Science and Technology

adversity was instrumental in overcoming the present international and national

Third, an academic program will be developed that will meet international

awarded Kangnam University with the Metropolitan Area University Specialized

crises, leading to rewarding, hopeful, and worthwhile endeavors. However, we

standards.

Development in Social Welfare Award. And, for the past two Comprehensive

should not be satisfied in dwelling on our present achievements, but rather we

Presently universities around the world are engaged in a fierce competition for

Our university will, with a positive and progressive attitude, endeavor to

University Evaluations, Kangnam University was designated as an Outstanding

are at a point in time when we should be vigilant and focused, with anticipation

survival. The significant decline in population has raised concerns of declining

assiduously work for today and the future. When this is realized, the future for

University. In response to the need for comprehensive training of professionals

looking to the next 100 years at Kangnam University. If we become lax and are

enrollment. Such conditions have amplified the necessity for our university to

all family members of our blessed Kangnam University campus will be blessed

in fields of creative academic studies, a number of specialized fields of study

simply satisfied with the present achievements of Kangnam University, and fail

provide a higher quality of education to our currently enrolled students. We

by the grace of God and the Holy Spirit, and be assured of taking a leading role

were established for the first time in Korea: The Germany School of Music

to prepare for the next foothold, then we may loose our present footing or even

must offer an academic program that meets international standard, and not a

in the future Kangnam University 100-year history.

Weimar, College of Chinese Studies, Canadian Studies, and Kazakhstan

slip and fall.

program simply based on rhetoric or slogans for recruitment purposes, so that

As written “In his heart a man plans his course, but the LORD determines his

we may train our graduates to be capable and knowledgeable professionals

steps.” (Proverbs 16:9), with the hope and prayer that the efforts of all

able to successfully integrate into any organization anywhere in the world.

members of Kangnam University will be exuberantly fruitful towards becoming

during the past decade.

Studies.
Solidly standing on the rock of a 63-year history, Kangnam University is looking
Kangnam University has also continued to expand the sphere of global

onward toward the next 100 years, preparing to dynamically lead the future of

exchange in academia and research. Presently over 80 universities in 12

Korean and world university education, with one heart and one purpose. As

None would argue that an institution immured in the inertia of the past and one

all members are presented with opportunities toward overflowing creative and
energetic pursuits.

a leading global university. Praise and thanks be given to our loving God who
Fourth, enhancing knowledge management and competency capacity towards

has guided our progress and protected our university.

Shinil Yoon, DBA
President Kangnam University

KANGNAM UNIVERS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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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혁

| History

일천구백사십육년부터

1946. 8. 중앙신학원 설립

1953. 6. 국내 최초 사회사업학과 신설

사회복지학교로 교명 변경

1980. 3. 경기도 용인으로 교사 이전(신축)

내 최초 부동산학과 신설
지학과 신설

지나온 역사보다는
그동안 걸어온 과정을
보여드리고 싶습니다.

1992. 3. 부설 강남사회복지관 개관

1993. 9. 신학대학원 설립
복지대학원 설립
원

1946

1976

1946. 8. Choongang Theology Institute established

1953. 6. Department of Social

Welfare (Day Classes) established for the first time in Korea
School changed to Kangnam Social Welfare School
moved to Yongin in Gyeonggi-do (new construction)

1976. 5. Name of the

1980. 3. School building

1981. 12. Department of Real

1994.10. 일반대학원, 사회

Estate established for the first time in Korea. 1989. 10. Kangnam College approved

1996. 3. 어학교육원 개

1991. 10. Department of Gerontology established for the first time in Korea 1992. 3.

1997.12. 교육부 선정 교육개혁 우수

1998.12. 교육부 선정 학사개혁 우수대학으로 선정

1999. 2. 한국

1999. 8. 인터넷창업보육센터

2000. 2. 대학종합평가 대학원 영역 평가에서 우수대학원으로 평가

2001.

Kangnam Social Welfare Hall opened

1992. 4. Kangnam University approved

1993. 9. Graduate School of Theology established
Center established

1994. 3. Continuing Education

1994. 10. Graduate School and Graduate School of Social

Welfare established 1995. 11. Volunteer Service Center established 1996. 3. The

3. 교육부 2000년도 대학 재정지원 공동지표 평가 결과 전국 29위 대학으로 평가

Foreign Language Education Center opened

2003. 2. 교육인적자원부 2002년도 일반대학 교직과정 평가결과 우수대학으로 선정

offered according to Education Reform

2004. 7. 아시아 최초 독일바이마르음악학부 신설

Education as an Excellent Reform University of the Educational System

2004년도 수도권 특성화 우수대학으로 선정

1992

1992. 4. 종합대학으로 개편

1995. 11. 자원복지(사회봉사)센터 설립

대학교육협의회 시행 대학종합평가에서 우수대학 평가
설립

1981.12. 국

1991.10. 국내 최초 노인복

1994. 3. 평생교육원 개원

1996.10. 교육개혁에 따른 학부제 운영

대학으로 선정

1953

1989.10. 강남대학으로 개편

1976. 5. 강남

2004. 9. 교육인적자원부 주관

2005. 2. 국방부로부터 학생군사교육단

1996. 10. Department System

1997. 12. Selected by the Ministry of
1998. 12.

Selected by the Ministry of Education as an Excellent Reform University of the

(ROTC) 승인

2005. 5. 국내 대학 최초로 한국신용평가(주)에 의뢰 결과 신용평가 등

Registrary System.

급‘A-’부여

2005. 6. 교육인적자원부 주관 2005년도 수도권 특성화 우수대학으로

Education as an Excellent University in Korea 1999. 8. Kangnam University Internet

선정

2006. 7. 교육인적자원부 주관 2006년도 수도권 특성화 우수대학 으로 선정

2007. 2. 노동부 주최 2007년 대학 취업지원기능 확충사업 우수대학 선정

2007. 7.

1999. 2. Estimated by the Korean Council for University

Business Incubator (KIBI) established

2000. 2. Estimated by University Synthetic

Estimate as an Excellent Graduate School in 1999

2001. 3. Ranked 29th in the

evaluation of financial assistance by the Ministry of Education for FY 2000

2004. 7.

자원부“2007년 일반대학 교육과 평가”
에서 유아교육과군에서 최우수, 특수교육학과군

Established German School of Music Weimar for the first time in Asia

2004. 9.

에서 우수대학으로 평가

Appointed as Highly Specialized University by the Ministry of Education & Human

교육인적자원부 주관 2007년 수도권 대학 특성화 지원사업 선정

2008. 2. 교육인적

2008. 6. 교육과학기술부 주관“2008년 수도권 대학 특성

화 사업 연차평가”
를 통해“5년연속 수도권 대학 특성화 사업”
에 선정, 독일 인증위원회

Resources Development

2005. 2. Received approval for the ROTC Education by

(ACQUIN)로부터 복수학위 인정에 대한 독일 국제 인증서 획득

the Ministry of Defense

2005. 5. KNU receives ‘A-’ rating from Korean Credit

2008. 7. 부설기관으

Evaluation for the first time in Korea

로 화성시남부노인복지관 설립

2005. 6. Appointed as Highly Specialized

University by the Ministry of Education& Human Resources Development

2006.

7. Appointed as Highly Specialized University by the Ministry of Education & Human
Resources Development

2004

2007. 2. Appointed as Highly Expandable Business of

Employment Function in 2007 by the Ministry of Labor 2007. 7. Appointed as Highly
Specialized University Supporting Business in 2007 by the Ministry of Education &
Human Resources Development

2008. 2. Ministry of Education and Human

Resources Development Award for the Very Best Department of Early Childhood

2005

Education and Best Department of Special Education in the 2007 General University
Education and Evaluation category

2008. 6. Ministry of Education, Science and

Technology Award for the 2008 Annual Evaluation for Metropolitan Area University

2006

Specialized Development, five years running

2008. 6. German Accreditation

Council licensed ACQUIN (Accreditation, Certification and Quality Assurance

2007

2008

Institute) awards Dual-Degree Recognition of German International Accreditation
2008. 7. Established Annex in the Hwasungsi-Nambu Senior Welfare Center

KANGNAM UNIVERS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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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ngnam University,
Asian Mecca of Social Welfare in South Korea
1953. Department of Social Welfare established, the first in Korea
1991. Department of Gerontology established, the first in Korea
2002. Awarded Outstanding University in Social Welfare ? Education category
2004-2008. Awarded Metropolitan Area University Specialized Development in Social Welfare
2005. Awarded Outstanding Educational Support and Facilities for Handicapped University
Students
2005. Division of Senior Industry established
2010. University will establish a Private Specialized School, the first in Korea

A Living History of Social Welfare on Korea

한국 사회복지의 명문에서
아시아 복지의 메카로 거듭나는

The Kangnam University Department of Social Work has been the leader in social welfare studies in
Korea since it was first established for the very first time in Korea.
During the 56 year history, Kangnam University has educated and trained forty-four thousand
graduates who have gone on to work in various areas related to social welfare, from family welfare,
disabled welfare, child welfare, medical welfare, elderly welfare, industrial social welfare, among
others.

강남대학교

1953년

국내 최초 사회사업학과 신설

1991년

국내 최초 노인복지학과 신설

2002년

사회복지분야 학문분야평가 우수대학 선정

In recognition of Kangnam University’
s exceptional and accumulated expertise in the area of social
welfare, the university has been commissioned to operate three social welfare centers through the
Kangnam General Social Welfare Center.

한국 사회복지의 살아있는 역사
한국 최초 사회사업학과 설치 이후 사회복지 역사를 이끌어온 한국 사회복지의 선구자.
한국 사회복지 종가의 자존심으로 전세계 사회복지를 선도하는 아시아의 복지 허브로 자리매김하고 있습니다.

2004년~2008년 5년 연속 수도권 특성화 지원사업(사회복지분야) 선정
2005년

대학 장애학생 교육복지지원 실태 최우수 대학 선정

2005년

실버산업학부 신설

2010년

국내 최초 사립대학 부속 특수학교 설립 예정

KANGNAM UNIVERSITY

가족복지, 장애인복지, 아동복지, 의료복지, 노인복지, 산업복지등 사회복지 전 분야에 걸쳐 강남대학교가 56년간 배출한
4천여 졸업생들이 한국 사회복지를 이끌어 가고 있습니다.
사회복지분야의 노하우를 인정받아 강남종합사회복지관을 비롯 국내 3곳의 사회복지관을 위탁운영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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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의 미래를 설계하는 사회복지 명문대학

경천애인의 교훈을 실천하는 나눔과 봉사

고령화 사회로의 급속하게 변화하고 있는 현대사회의 현재와 미래에 대한 연구와 노력

제3세계 자원봉사 및 교육지원사업 추진, 자원봉사센터 및 강남사회봉사단을 통한 국내외 자원봉사 및
후원활동등을 통하여 경천애인의 교훈을 실천하고 있습니다.

고령친화산업 발전과 고령자 최적생활환경 구축을 위하여 강남대학교가 실버산업 핵심전문인력 양성의 중심으로
자리매김 하고 있습니다.

▶

▶

단순한 학문적 탐구뿐 아니라 실무중심의 학습 및 연구를 지원하는 생활건강연구소 및 노후생활체험센터,
유니버셜디자인센터를 통하여 진취적이고 혁신적으로 실버산업 분야를 선도해 나가고 있습니다.

▶

▶

▶

Designing the Future of Social Welfare, the Leading University in Social Welfare in Korea
Responding to the Rapidly Aging Modern Society: Research and Development for Now and the Future

강남사회봉사단을 통한 각종 국내 봉사활동
개발도상국 장학사업
아프리카 중등학교내 특수학교 설립 지원 및 관련 교육인력, 자원봉사단 파견
네팔 특수교육지원단 파견
태국 장애인사역 및 선교를 위한 비전트립

Modeling Gyeongcheonaein (Worship the Heavens and Love People) by

Kangnam University Senior Industry: Educating and training professionals in developing the optimal living environment and lifestyle for the elderly.

Sharing and Volunteering

Kangnam University Senior Industry leads the field through progressive and innovative academic inquiry, supported by practical hands-on

Following the examples of a Gyeongcheonaein (Mathews 22: 37-40), the Volunteer Services Center and Kangnam Social Volunteer
Institute, coordinates and sponsors volunteering activities both domestically and internationally (e.g., developing countries)

experiences and research opportunities through the Health Services Research Center, the Elderly Lifestyle Center, and Universal Design Center.

▶
▶
▶
▶

KANGNAM UNIVERSITY

敬
天
愛
人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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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angnam Social Volunteer Institute: Volunteering in community service activities in Korea
Scholarships to developing countries
Providing educators, support personnel, and volunteers in establishing secondary school education in Africa
Sending out special education personnel groups to Nepal
Vision trips to Thailand for ministry and mission to the disabled

강남대학교
]가 있습니다.
국제화의 중심에 [
강남대학교
세계를 품에 안고 세계로 나아가는 [

]

전세계 12개국 80개교와 다양한 분야에 걸쳐
공동 학술, 교육 프로그램 운영을 통해 이미 세계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Moving Forward and Embracing the World
Globalization is at the Heart of [ Kangnam

University ]

Hand-in-hand with the world having established
joint programs with over 80 universities in
12 different countries around the world,
in a plethora of academic
field of studies

아시아 최초 독일바이마르 음악학부 신설

세계로 나아가는 대학

국내 최초 중국학 단과대학 설립
국내 최초 캐나다학 전공 개설

세계 각국 자매대학으로의 교환학생 파견 및 복수학위과정 운영

세계 최초 카자흐스탄학 전공 개설

세계 각국 자매대학에서의 어학연수 프로그램 운영
세계 각국 문화와 교육을 직접 체험하고 글로벌 마인드를 형성하기 위한 글로벌챌린저 운영

Asia's first Germany School of Music Weimar established

Moving Forward into the World

Korea’s first College of Chinese Studies established
Korea’s first Canadian Studies Program established

Exchange student and dual-degree programs with sister universities around the world

World’s first Kazakhstan Studies Program established

Language training programs with sister universities around the world
Global Challenge Teams dispatched around the world to experience the culture and education of other countries,
developing a global mindset

KANGNAM UNIVERS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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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를 품에 안은 대학
세계 각국의 학생 유치를 통한 캠퍼스 내의 국제화 실현
자매결연대학의 교환교수를 통한 국제적인 학습환경 조성
교내 글로벌라운지 운영을 통한 세계 각국의 다양한
문화 체험 및 각국 학생들과 교류의 기회 확대
A University that Embraces the World
On campus experiences of globalization by attracting students from around the world
Faculty exchanges with sister universities promoting a global learning environment
The Global Lounge provides opportunities to experience different cultures and interact
with exchange students from other countries

KANGNAM UNIVERS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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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비된 인재를 배출하는
취업 명문 대학
A University that Trains Professionals
for Employment

노동부 주관 2008년 대학 취업지원기능 확충사업 평가 결과 우수대학으로 선정
▶
▶
▶
▶
▶

2008 취업통계조사 전국4년제 대학 정규직 취업률 16위

취업역량 강화를 위한 계열별 맞춤형 취업컨설팅
취업능력 강화를 위한 맞춤형 엘리트 프로그램(CAP)
취업 집중교육 프로그램
핵심역량 극대화를 위한 취업클리닉캠프
Job Cafe 운영

취업률의 지속적인 증가
▶

▶

▶

2008 취업통계조사 : 전체 72.4% 정규직 58.9%
2007 취업통계조사 : 전체 71.7% 정규직 55.5%
2006 취업통계조사 : 전체 69.5% 정규직 50.1%

노동부 주관 2008 청소년직장체험프로그램 사업 위탁운영기관 선정

혁신형 중소기업 체험연수 프로그램 운영

경기도 주관 경기청년뉴딜사업에서 본교생 70명 선발

취업 페스티벌을 통한 실질적인 취업준비 지원

▶

경기도 소재 대학 중 최다 배정 인원

In 2008 Kangnam University was awarded the Excellence of Support of Employment Expansion by the Korean Ministry of Labor
▶
▶
▶
▶
▶

Nationwide Employment Survey Statistics for 2008 Places Kangnam University 16th for Employment of Graduates for a 4-Year National
Universities

Customized employment consulting to strengthen employment capacities
Customized Career Assistance Program (CAP) to strengthen employment abilities
Intensive employment training programs
Employment Clinic Camp to maximize core competencies
Job Cafe to provide vital employment information

Continued Increase in Employment of Kangnam University Graduates
▶
▶
▶

2008 Employment Survey Statistics: Graduates employed 72.4%, full-time employment 58.9%
2007 Employment Survey Statistics: Graduates employed 71.7%, full-time employment 55.5%
2006 Employment Survey Statistics: Graduates employed 69.5%, full-time employment 50.1%

Youth Work Experience Program Commissioned by the Ministry of Labor in 2008
Cooperative Programs with Small Businesses to Provide Work Experience and Training
Seventy Kangnam University Students Enrolled in the Gyeonggi Youth New Deal Program, Gyeonggi Province Government
▶

Employment Festival to Support Employment Preparations

Largest enrollment among Gyeonggi Province universities

KANGNAM UNIVERS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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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ermany School of
Music Weimar
독일바이마르 음악학부
독일바이마르음악학부는 독일 프란츠 리스트 바이마르 국립음악대학과 공동운영으로 유럽과 한국에서 인정되는
복수 학위 프로그램을 아시아 최초로 실행하고 있다. 독일 프란츠 리스트 바이마르 국립음악대학에서 실행되고 있
는 교과과정을 한국에서 이수하고, 독일 프란츠 리스트 바이마르 국립음악대학에서 1년간 유학할 수 있는 기회 제
공 및 독일 프란츠 리스트 바이마르 국립음악대학의 교수진에 의한 마스터 클래스가 진행, 독일학술교류처가 지원
하는 범위 내에서 독일로의 단체 어학연수등을 통하여 세계적 수준의 전문 음악인을 양성하며, 인간의 순수한 정서
를 순화하고 창조적 예술을 창출할 수 있는 소양을 갖춘 유능한 인재양성을 목표로 한다.

Germany School of
Music Weimar

전공 _ 바이올린, 비올라, 첼로, 플루트, 클라리넷, 피아노

The Germany School of Music Weimar is co-operated with The List School of Music Weimar, offers a dual degree
program recognized in Europe and South Korea, and is the first such program in Asia. The program curriculum and
courses offered at The List School of Music Weimar are available to Kangnam University students in Korea. And upon
completion of the course work at Kangnam University, students may apply for a one-year exchange program to The List
School of Music Weimar. Also available are Master Classes with faculty from The List School of Music Weimar. Through
the German Academic Exchange Program students may participate in the group language exchange program to
Germany, receiving language training and experiences towards becoming world-class professional musicians. Overall this
program endeavors to produce well-rounded individuals with pure hearts, with creative fine arts abilities and skills.
Major _ Violin, Viola, Cello, Flute, Clarinet, Piano

독일바이마르음악학부
07학번 김송하

KANGNAM UNIVERS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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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nior Industry
Management
실버산업학부

영문학과
04학번 용수정

강남대학교는 교육과학기술부의 수도권 특성화 지원 사업에 5년(2004-2008) 연속 선정되어 실버산업 전문인력 양성 선
도대학으로서의 위상을 확고히 다져나가고 있다. 실버산업학부는 실버산업 업체 및 기관들과 유기적 협력관계를 구축하
여 현장맞춤형 지식과 실무 역량을 겸비한 인재를 양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실버산업학부를 졸업하면 주거, 요양,
금융, 여가, 문화, 용품 산업 등 실버산업의 다양한 분야에서 고령친화적인 제품과 서비스를 개발하고 제공하는 전문가로
활동할 수 있다.

Kangnam University received recognition from the Ministry of Educational Science and Technology, in being awarded the
Metropolitan Area University Specialized Development in Social Welfare for five consecutive years (2004-2008), fortify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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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s position as the leading university in professional Social Welfare training. The Senior Industry Management program has
established close relational ties and partnerships with various companies and institutions offering training of skilled
professionals through onsite practicum and work related practical experiences. The Senior Industry Management program
will provide expertise training and knowledge in all areas related to developing a wide variety of elderly-friendly products
and services, for example, housing, medical care, financial, leisure, culture, supplies among many others.

KANGNAM UNIVERSITY

College of
Humanities

국어국문학과
Department of Korean Language and Literature
국어국문학과는 우리언어와 문화에 대한 체계적인 연구와 폭넓은 이해를 통하여 세계 속에서 빛나는 민족
문화 창조와 전수를 담당하는 인재양성을 목적으로 한다.

신학과

특히 연구영역, 교사영역, 문화 콘텐츠 영역, 창작영역으로 구성되어 각 분야의 전반적인 지식을 습득하게

Department of Theologh

국어 및 한국어(외국인 대상) 교사로서의 인격적 자질과 실무 능력을 향상을 목표로, 문화콘텐츠 영역은 한

신학은 모든 학문의 근거이며, 통일의 학문이다. 역사와 문화 속의 인간실존 및 자연환경과 생태계, 우주적 사건과

국문학과 문화를 콘텐츠화 할 수 있는 지식과 현대적 감수성을 키우고 출판계와 언론계에서 요구하는 실무

종말을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연구하며 실천하는 학문이다.

능력 습득을 목표로, 창작 영역은 글쓰기 훈련과 상상력 고양을 통해 시인, 소설가 등 작가를 양성하고 디

강남대학교 신학과는 한국교회 갱신과 선교에 이바지할 초교파적 교회 지도자와 평신도 지도자를 양성하는데 목적

지털 미디어 공간에서 활동할 창작인 배출을 목표로 한다.

을 두고 있으므로 교단신학교와 차별화하는 미래 지향적인 한국 신학을 창출하는‘열린 학문’
을 추구한다..

되며, 연구영역은 국어국문학 전반에 대한 체계적 연구를 할 수 있는 전문 능력 함양을 목표로, 교사영역은

The Department of Korean Language and Literature endeavors to systematically research and interpret the Korean language and culture, in an effort
to educate and train professionals who will be responsible for the development and preservation of the national culture and language of Korea.

Theology is the foundation of all learning and is a unifying area of study. Theology examines human existence through history

The area of studies of this program includes, research, teacher training, cultural content, and creative process, towards the acquisition of general

and culture, as well study the natural environment, ecosystems and cosmic events, and our relationship with God.

knowledge in this field. The research area of studies provides skills training in systematically researching the Korean language and literature. The

The Department of Theology at Kangnam University endeavors to train and develop church and lay leaders in the pursuit of

teacher training area of studies provides moral qualities and practical skills training to be able to teach Korean as a national and foreign language

renewing the Korean churches and contributing to world missions. Unlike theological seminaries, this program promotes the

(Korean as a Foreign/Second Language). The cultural contents area of studies looks to educate and train professionals who are capable of packaging

pursuit of an “open learning” scholarship that is future oriented.

Korean literature and culture into °∞content forms°± through creative writing of poetry and novels, and other traditional publication media, as well as
training professionals who are capable of working with the digital medi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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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학과

문헌정보학과
Department of Library and Information Science

Department of Philosophy
문헌정보학과는 21세기 지식정보화시대에 정보를 가장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정보 전문 인력 양성을 목표로 하고 있다. 도서관, 정보
모든 학문의 모태이자 근원인 동·서양 철학에 대한 다양한 과목수업과 정기적인 학술제를 통해 균형 있고 통전적

센터를 위시하여 기업 및 전문도서관의 정보처리방법과 정보 관리뿐만 아니라 다양한 종류의 정보 수집과 이용을 위한 조직, 배포 등에 관

인 학문습득과 자기성찰을 시도한다. 또한 대상에 대한 다양하고 창조적인 해석능력을 교육하고, 동·서양 철학을

한 연구 교과 과목이 개설되어 있다. 또한 동·서양에 존재하는 기록된 지식에 대한 형태적, 내용적 연구를 비롯하여 보존·관리하는 도서

다양하게 접하고 배울 수 있으며, 매 학기에 한번씩 진행되는 학술탐사를 통하여 균형 있고 종합적으로 이론과 실천

관의 다양한 경영방법을 다루는 동시에 전자정보의 조직과 검색에 대한 이론 및 실제적인 실습을 통한 현장중심의 학습 기회를 제공하고

을 접목시킬 수 있다. 또한 대상을 여러 각도에서 보고 해석하는 능력을 기름으로써 현대사회가 요구하는 창조적인

있다.

사고를 하는 인재를 양성할 수 있다.
Courses and curriculum focusing on Eastern and Western philosophy, the root of all fields of study, will provide a balanced
approach in regular study and self-reflection. In addition, the skill of creative interpretation of various subject matters will be
developed, while encountering a variety of Eastern and Western philosophical approaches. Each semester an opportunity will
be provided, through academic exploration sessions, to put forth a balanced and comprehensive presentation of theory and
practice. Also provided, is training and skills development to meeting the demand of the modern society of individuals who are
capable of presenting multiple perspectives and interpretations through creative thinking.

KANGNAM UNIVERSITY

The Department of Library and Information Science will provide training to professionals who will be prepared to meet the informational demands of the
Knowledge and Information Age of the 21st century. The curriculum includes courses that focus on the organization and distribution of information, as
well as training in research methods in collecting, managing and utilizing a variety of information types. These courses provide the necessary
foundation and training to meet the high demands of institutions and organizations that require trained professionals in library and information science.
In addition, through the research of Eastern and Western electronic information types and contents, a comprehensive understanding of various
information management systems and methods will be covered. Also, the storage, organization, retrieval of electronic information will be researched
through the learning of theories in the classroom and practical experiences in the fiel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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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학과
Department of English Literature
영문학과는 풍부한 감수성과 창조적인 상상력을 가진 영어전문가 양성을 위해 강도 높은 훈련을 통한 수준 높은 영
어구사능력, 영어에 관한 전문적 지식과 영어권 문화에 대한 깊은 이해, 영문학에 대한 중점 연구를 통한 인문학 발

College of
Ed u c a t i o n

전에의 기여라는 세 가지 목표를 두고 과거의 전통적인 교과과정의 틀을 과감히 깨고 실용적인 과목 위주로 개편하
여 혁신적인 교과과정을 운영하고 첨단의 교육 과학기자재들을 공급하며 유능한 원어민 강사들을 초빙하여 양질의
교육을 실현하고 있다.

The Department of English Literature will train professionals towards developing sensitive and creative imaginations, as
encountered in the wealth of English literature, through rigorous English language training and intense instruction, in order to
better understand the English language as it is related to professional knowledge and culture. The department will focus 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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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actical courses and an innovative curriculum utilizing high-tech material and educational methods, as well as providing
greater opportunities to interact with Native English Speake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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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학과
08학번 백승범

KANGNAM UNIVERSITY

교육학과
Department of General Education

초등특수교육과

정보화 사회 또는 평생학습의 시대로 움직이는 사회에서 교육에 대한 다양한 요구는 점점 증대되고 다양해지고 있

Department of Primary School Special Education

다. 또한 교육은 중요한 국가적 과업으로서 삶의 질과 국가 경쟁력 향상의 확보 차원에서 중요하다. 본 학과의 교육
과정은 현재 학교 및 사회교육기관에서 요구되는 전문적인 지식, 실제적인 능력, 정보화 매체 활용 능력을 키울 수
있도록 구성되어 있다. 소정의 교육과정을 이수하면 졸업 시에 중등학교 2급 정교사(교육학) 자격증과 평생교육사
자격증을 취득할 수 있으며, 아울러 본교에 설치된 교직과정 학과의 복수전공 제도를 이용하여 중등학교 각 교과의
교사 자격증도 취득할 수 있다. 졸업 후에는 교사, 인적자원개발분야(HRD)와 정부 사회교육기관의 기관요원, 공무
원, 연구소, 대학원 진학 등 다방면으로 진출할 수 있다.

특수교육은 인간이 가진 장애보다는 인간 그 자체를 독특한 생명의 존재로 바라보면서 장애를 가진 아동들의 교육
적 요구에 따라 전문적인 교수를 제공하는 교육이다. 강남대 특수교육과는 경천애인의 창학이념을 바탕으로 투철
한 소명의식을 가지고 국가와 교직사회 발전에 기여할 이론과 실제를 겸비한 성실하고 능동적이며 창의적인 특수
교사를 양성하는 학과이다. 특히, 일본 구마모토 대학교와 매년 2명의 학비 면제 교환 학생 교류와 국내 특수교육과
중 유일하게 네팔과 케냐 등의 제3세계 장애아동 지원 사업을 통해 창학이념의 실현과 국제화 역량강화의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

The advent of our present day information society, and trend toward lifelong learning, has put increasing demands upon
educators to produce diverse and innovative education material and methods. Education is a central national imperative
towards improving the global competitiveness of Korea, as well as improving the quality of life of Koreans. The Department of
General Education aims to provide instruction in learning professional knowledge, practical skills development, and training in
use of information and media literacy. Graduates of this program are eligible for certification as Level 2 Teachers of Junior
Secondary School (middle school), as well as a Life-Long Learning Teachers. In addition, double-majors can obtain course
credits towards certification as Junior Secondary School Teachers. Graduates of this program can pursue careers in teaching,
government, research institutes (e.g., HRD-Human Resource Development), or continue on to graduate school.

Disabilities, as viewed from the special education perspective, are seen as unique
qualities of the human condition, and as such this department provides training of
professionals that are capable of meeting the unique needs of children with
disabilities. The Department of Primary School Special Education aims to train
expert educators who will be capable of innovative teaching based on established
theory and practices. Also to follow the example set by Gyeongcheonaein
(worship the heavens and love people), instill a sense of calling to unselfishly
contribute to society and country. Full tuition deferral is available to two qualified
individuals as part of an exchange program to Kumamoto University, Japan.
Other international exchange and practicum programs are available to Nepal,

유아교육과
30

Kenya, and other developing countries, as well as domestic programs.

Department of Early Childhood Education
유아기는 신체, 언어, 인지, 사회, 정서발달의 기초를 이루며, 성격뿐만 아니라 인간능력 개발에 결정적인 시기라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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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요한 특성이 있다. 이에 본 학과는 유아의 성장·발달에 따른 제 이론과 전인적 발달을 이끌 수 있는 프로그램들

중등특수교육과

을 학습하고, 단계적 현장실습교육을 실시한다. 이러한 과정을 통하여 미래 사회에 적합한 이론과 실제가 겸비된

Department of Junior Secondary School Special Education

유능한 유아교육전문가를 양성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특히 강남대학교의 부설기관인 목양어린이집, 강남종합사회
복지관 부설 강남어린이집, 위탁운영기관인 상록어린이집, 아주대학교 어린이집, 강남구청 어린이집 등을 운영하
고 있어 유아교육 현장에서 경험을 충분히 할 수 있는 실습여건과 취업 및 연구조건을 갖추고 있다.
Infancy is a critical period of life during which the body, language, cognition, emotion, and social skills develop, as well as

장애 학생의 졸업 후 성인 생활에 보다 만족스럽게 참여하기 위한 체계적인 준비가 강조되면서 중등특수교육에 대
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으며, 장애 학생 중등 교육을 무상교육에서 의무교육으로 확대함에 따라 중등특수교사의 수
요가 증대하고 있다. 강남대학교에서는 기존의 20년 이상 초등특수교사를 양성하여 쌓아온 노하우와 특수교사양
성 시스템을 활용하여 모범적인 중등특수교사 양성을 위한 준비를 갖추고 있다.

personality and human skills. This department aims to provide instruction in the theoretical underpinning of infant growth a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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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velopment, and provide opportunities for field practicum, towards the goal of training experts and professionals capable of

There is increasing interest in the process of how to effectively integrate disabled students into society after they graduate

meeting the demands of present and future preschool education environments. Practicum opportunities are possible in the

from secondary school, allowing for a greater quality of life in adulthood. Mandatory special education for the disabled has

Kangnam University affiliated institutions, such as the Mok-Yang Child Care Center, Kangnam Social Welfare Center,

lead to a greater demand from special education teachers. Kangnam University as been training special educational

Kangnam Child Care Center, Sang Rok Day Care Center, Ajou University Day Care Center, Kangnam-Gu Child Care Center,

professionals for over 20 years, during which period the various programs have developed systematic curricula and training

providing field and research experiences and opportunities.

programs that provides optimal training to educators to be knowledgeable and effective junior secondary school teachers.

국제지역학부
Division of International Studies
국제지역학부는 세계화와 국제화의 시대적 흐름에 맞추어 국제학적, 지역학적 지식과 실무적 외국어 능력 및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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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 능력을 균형적으로 갖춘 글로벌 전문인력을 양성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College of
International
Studies

국제관계학 전공

국제관계학 전공은 글로벌 정치, 경제, 사회현상들을 체계적으로 이해하고 이에 대한 정책적 대응을 설계하는 전문
인력을 양성하기 위하여 국제안보, 국제정치경제, 국제기구 및 국제개발, 비교정치경제에 대한 사회과학적 훈련을
제공한다. 모의 유엔회의 동아리, 영어권 국가 대학들과의 교환학생 제도, 국제관계에서 중심역할을 하는 국가들로
의 해외탐방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The Division of International Studies endeavors to train and educate global professionals who will be able to meet the
demands of the present era of globalization and internationalization. Courses and curriculum will provide a balance of
international studies, regional area studies, foreign language training, and information skills train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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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jor in International Relations
The International Relations program will train professionals who will develop a systematic understanding of global politics,
economics, social phenomenon, and be able to develop effective scientifically based design policy responses in the area of
국제지역학부
07학번 강지영

international security, international political economy, international organizations and international development, and be able
to compare a variety of political, economic, social systems. Opportunities will be offered to participate in the Junior United
Nations Conference club, student exchange program with universities in English-speaking countries, and overseas tours of
countries with central role in international relations.

영미학 전공

영미학 전공은 세계화, 국제화의 시대적 흐름을 주도하는 글로벌 언어인 영어의 실질적 구사력을 습득하고, 영어권
국가들의 역사와 사회, 문화적 특징들에 대한 학문적 이해를 갖추도록 학생들을 교육시키는 데 목적이 있다. 영미
권 국가들의 역사, 문화, 사회, 정치, 시사문제들에 대한 흥미로우면서도 심도있는 교과목들을 개설하여 직무수행
에 필요한 외국어능력과 폭넓은 지역학적 지식을 함께 갖춘 전문인력을 양성한다.
캐나다학 전공

캐나다학은 국내에서는 본교가 최초이자 유일한 학위수여기관이며, 따라서 학생들은 이 분야에서 독보적 위치를
가질 수 있다. 국제통상학과와의 연계전공 프로그램인 캐나다통상 연계전공을 통해 학생들은 다양한 선택의 기회
를 갖는다. 현지교육과 체험을 위해 King’
s University College at the University of Western Ontario와의 복수
학위제(2+2[3] 프로그램) 및 1년간의 교환학생 프로그램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다.
카자흐스탄학 전공

카자흐스탄학 전공은 한국과 카자흐스탄의 경제교류 활성화에 따른 사회 각계의 전문인력 요청에 부응하기 위하여
세계에서 최초로 개설된 유일한 학과이다. 본 학과는 카자흐스탄의 유수 자매교들과 체결한 합의서에 의하여 2+2
체제에 바탕을 두고 복수학위제로 운영된다. 본 학과의 4년 전 과정을 이수한 학생에게는 강남대학교의 카자흐스
탄학 학위와 카자흐스탄 자매대학에서 이수한 전공학과 학위가 수여된다.

국제통상학과
Department of International Trade
국제통상학과는 국가간의 경제활동을 연구하는 학문체계이다. 오늘날 WTO라고 하는 새로운 무역체제의 출현과
더불어 급변하는 무역환경에 대비하고 개방화, 세계화, 정보화 추세에 있는 21세기 고도 정보산업사회에서 요구하
는 국제무역 전문인, 국제통상 전문인, 국제지역 전문인력의 양성을 목표로 한다. 국제상학, 국제경제학 및 국제경

Major in English America Studies
The English America Studies program, in line with the flow of globalization and internationalization of the world, will train global

영학의 이론 및 제반 실무를 균형있게 교육함으로써 급변하는 국제무역환경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국제경제 문제

language professionals to be fluent English speakers, as well as provide academic training and knowledge of the history and

에 관한 심도 있는 분석능력을 갖추게 함과 동시에 세계화 감각을 함양케 한다.

society, and cultural features, of English America countries. The courses and curriculum will provide in-depth and interesting
coverage of English America countries°Ø history, culture, society, politics, and current events. Professionals will be trained t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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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e proficient in the English language in order to carry out work related duties, as well as possess a broad and general

The Department of International Trade conducts systematic research of economic activities between various countries. The

knowledge of English America.

purpose of this major is to train professionals who are highly capable in the area of international trade, commerce, and area
studies, to be well prepared to face the rapidly changing environment of the modern age of trade, openness, globalization,

Major in Canadian Studies

information society, and information technology of the 21st century. The courses and curriculum will focus on the study of

The Canadian Studies program is the very first and only university degree conferring program in Korea, therefore graduates

theories of international commercial science, international economics, and international business, balanced with practice,

of this major will be uniquely situated academically and professionally. The program provides a unique opportunity to

providing a foundation to identify, analyze and actively cope with the rapidly changing international economic environment.

participate in a joint program with the Department of International Trade, providing a variety of program choices. Exchange
student programs to King°Øs University College, University of Western Ontario, will provide an opportunity to study in
Canada, as part of the dual-degree program (2+2(3) program) or the one-year exchange student program.
Major in Kazakhstan Studies
The Kazakhstan Studies program is the very first university degree conferring program in the world, and was establish to
meet the ever increasing demand for knowledgeable and capable professionals who are able to further economic ties and
relations between Korean and Kazakhstan. Kangnam University and sister universities in Kazakhstan have in place an
agreement that allows students to participate in the 2+2 dual-degree exchange program, where dual degrees are conferred
upon completion of the required four years of studies.

KANGNAM UNIVERS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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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어문화학과
Department of Chinese Language and Culture
중국 전문가를 양성하기 위해 유창한 중국어와 문화 이해를 바탕으로 한 실용적인 학문을 교육한다. 다양한 이론
과목과 원어민 교수·다중매체·인터넷을 이용한 실습 과목과 현장학습을 병행 교육하며, 학생진로 개척을 위해 9

College of
Chinese Studies

종의 학습로드맵과 5개 연계전공을 개설했다. 중국 유명대학과의 교류협정을 맺고 어학연수과정을 비롯해 교환학
생과정·복수학위과정을 활발히 운영하고 있으며, 중국어교사 양성과정도 개설되어 있다. 전산 실습실에서 중국어
로 인터넷을 이용하여 다양한 중국자료를 활용하는 능력도 배양한다.

A practical approach will be offered to train Chinese specialists who will be proficient in Chinese and posses a comprehensive
understanding of Chinese culture. A variety of theoretical courses are offered in combination with skills development courses
with Native Chinese speaking professors, utilizing multimedia and Internet instruction, packaged in a nine-path academic
roadmap and five areas of studies. Exchange agreements with prestigious Chinese universities offer the opportunity to
participate in Chinese language training and exchange programs, as well as pursue dual degrees. A Chinese teacher training
program is also offered. A Chinese language computer lab offers opportunities to practice Chinese through multimedia and
the Internet.

강남대학교 중국학 대학은 국내 최초로 설립된 중국학 단과 대학으로서, 각 분야의 중국 전문가를
양성하기 위하여 중국어·문화학과와 중국실용지역학과를 개설하고 있다.
중국어, 중국 사회문화, 중국 지역학, 중국 비즈니스와 관련된 실용적 강좌를 운영하며,

37

국제화와 중국 현지화 교육을 위하여 중국 명문대학들과 공동으로 어학연수, 교환학생과정,
2+2복수학위과정, 중국현지 동시통역대학원 진학연계 과정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The College of Chinese Studies at Kangnam University is the first Chinese Studies program established in
Korea. The Department of Chinese Language and Culture, along with the Department of Practical Chinese
Studies aims to train competent experts in various areas related to China.
Courses and curriculum will focus on the instruction of Chinese language, Chinese society and culture, Chinese
law, as well as practical courses related to conducting business in China. In order to better prepare professionals in
this field, the Chinese Studies program also offers language training and student exchange programs with numerous
prestigious universities in China, as well as the 2+2 dual-degree program, and opportunities to continue studies in the
Graduate School of Simultaneous Interpretation in China.
중국어문화학과
07학번 남지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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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실용지역학과
Department of Practical Chinese Studies
실용성을 중시하는 학풍에 따라 졸업과 동시에 중국 관련 업무에 투입될 수 있는 지역 전문가를 양성하는데 목적이
있다. 이를 위해 다양한 기초 과목과 원어민 교수·다중매체·인터넷을 이용한 실습 과목 및 사례 분석을 통한 실
무 능력 배양을 위한 실용형 과목을 병행 교육하며, 능숙한 언어 구사 능력 배양과 현지화 교육을 위해 자매대학관
계를 맺고 있는 중국 유명대학과 어학연수, 교환학생과정, 복수학위과정도 활발히 운영된다.

Practical training is emphasized to prepare experts capable of working effectively in any business environment relate to
China. A variety of foundation courses, incorporating interaction with native Chinese-speakers, multimedia resources,
Internet, and case analyses exercises, will provide practical skill development opportunities. Also available are Chinese
language training and exchange programs, leading to dual-degrees, to prestigious universities in China.

College of
Business
Administration
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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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학부
07학번 송민아

KANGNAM UNIVERSITY

경영학부
Division of Business Administration
최근의 비즈니스 환경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문제들을 합리적으로 분석 및 처리하고 국가와 사회에 봉사할 수 있는
경영관리자의 양성을 교육목표로 한다. 이를 위하여, 본 경영학전공에서는 기업을 합리적으로 운영하는데 필요한
경영관리 이론과 기법 그리고 정보기술활용 능력을 습득하도록 유도하고, 현대 디지털 경제하의 글로벌 무한경쟁
시대에 필요한 역량을 갖춘 경영관리자의 양성을 위해 문제해결 능력, 의사결정 능력, 정보기술 활용능력, 국제화
능력, 경영관리 능력, 의사소통 능력등 기업과 사회가 요구하는 역량 배양에 초점을 두고 있다.

The goals of this program is to train professionals capable of analyzing and responding to the rapidly changing business
environment of modern day society, as well as instilling a sense of service to country and society. Toward these goals, the
Business Administration program will provide instruction in business administration theory and methods, as well as skills in
use of information technology, as expected by present day businesses and companies. Curriculum focus includes skills
development associated with problems solving, decision-making, information technology, globalization, management, and
communication, providing the necessary tools for graduates to succeed in the competitive environment of the digital economy
of modern day socie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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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llege of
Social Sciences

법학과 04학번 이주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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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학과(주∙야)

경제학과(주∙야)

Department of Law (Day/Evening)

Department of Economics (Day/Evening)

법률지식과 법적 소양을 고루 갖춘 미래지향적이고, 능동적이며 합리적인 사회인의 양성과 21세기 변화된 법률 환

경제학과는 국제화와 정보화가 빠르게 진행되는 21세기의 시대적 상황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지도

경에서 발생하는 법률수요를 충족하여 사회와 국가에 봉사할 수 있는 법률전문인의 양성에 목표를 두고 있다. 또한

자적 인성과 창조적 능력을 갖춘 경제전문가 양성을 교육목표로 삼고 있다. 기업의 생산, 판매 및 대외교역

본교의 법학과는 법률전문인을 양성하기 위하여, 법률 전반에 걸친 이론을 및 전문직업인으로서 사회전반에 발생

에서부터 경제정책수립까지 경제 제 분야에서 종사할 전문가를 양성하기 위해서 각종 경제현상을 평가, 분

하는 문제를 학습함으로써 진정한 법조인을 양성하고자 한다. 뿐만아니라 예비로스쿨 과정을 개설함으로써 전문법

석 및 예측하는 방법을 습득하고, 이를 기업전략이나 정부의 경제정책에 응용하는 능력을 배양시킨다. 특

학대학원에 진학하고자 하는 학생들을 돕고자 한다.

히 전문성 제고와 차별화된 취업기회를 부여하기 위하여 금융분야을 세부심화 분야로 편제하여 운영하고
있다. 최근에 빠른 속도로 성장하는 금융분야와 관련된 이론과 응용성을 조화시킨 다양한 교과목을 학습함

Professional training and instruction in the form of legal knowledge and skills is offered to proactively interact with the many

으로써 창조적 능력을 갖춘 금융전문가를 양성하기 위함이다. 경제학과 출신 학생들은 기업과 금융기관 그

changes in the legal systems of the 21st century, in addition to endeavoring to instill a sense of service to society and country.

리고 정부기관 등 매우 다양한 분야에 진출하여 경제원리를 업무수행에 응용하게 된다.

The Department of Law, in an effort to effectively train legal professionals, will offer instruction in the theoretical underpinning
of various legal systems, and train these experts to apply their learning and knowledge to legal problems that may arise in
society. Also, the department provides preparatory courses for those aspiring to take the Korean bar exam or continue their
studies in graduate school.

The educational goal of the Department of Economics is to train experts in economics capable of effectively and
creatively leading and responding to the rapid changes associated with the Global Age of Information of the 21st
century. Expert training is offered in the area of evaluating, analyzing, and predicting the production and sales of
companies, as well as understanding and applying domestic and foreign government economic policies. A particular
curriculum focus is upon providing specialized knowledge and training concerning financial sector. A balance of
theoretical and practical courses will be offered to train professionals to effectively respond to the rapidly growing
financial sector. Graduates can apply their training in financial institutions and government agenc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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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학과(주∙야)
Department of Public Administration
(Day/Evening)
행정학과는 행정학 이론과 실제를 연구·학습함으로써 미래의 유능한
행정인을 육성하고 나아가 소양과 전문지식을 갖춘 조직의 관리자 및 사
회의 지도자를 양성하는데 목적이 있으며, 전문직업인의 양성을 위한 직
업지향적 교과과정을 운영하고 있다.

A balance of theory and practical courses is offered towards the goals of
training knowledgeable and competent professional administrators who will be
effective administrators in any organization. Graduates are expected to take on
leadership roles in society.

KANGNAM UNIVERS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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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학과(주∙야)
Department of Real Estate(Day/Evening)
국내 최초로 4년제 대학에 설립한 본 학과는 부동산의 효율적 이용과 수익성 제고를 목표로 부동산의 개발, 투자,
관리 등의 문제를 연구한다. 본 학과는 부동산학 전반에 관한 기초이론과 방법론의 습득 그리고 전공에 관련된 전
반적 지식의 습득과 이해를 학습목표로 한다. 또 국토의 개발, 이용, 규제 등에 관한 각종 부동산정책, 부동산의
공·사법상의 권리관계, 경영이론 및 관리이론 등에 관하여 학습을 통해 부동산활동의 체계적인 수행과 기술을 개
발·연구하는 분야로서 유능한 부동산 전문인을 양성한다.

As the first four-year degree conferring Real Estate program in Korea, the goal of the program is to produce experts capable
of gathering, analyzing, and utilizing information towards the profitable use of real estate, from investment analyses,
management, and research. The curriculum goals of the program aims to provide foundation instruction and training in theory
and methodology, specifically regulatory and legal policies associate with land development use, as well as instruction in real
estate management theory and practices as applied to real estate activities. Participation in research activities provides
practice hands-on experience in this a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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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학과(주∙야)

College of
Social Welfare

Department of Tax Administration(Day/Evening)
조세는 국민의 의무이자 권리이고 국가경제의 중요한 동력이 된다. 이를 위해 세무학과에서는 조세전문가에 대한
수요가 급증하고 있는 현실에 부응하고자, 기업 및 세무행정 당국에서 필요한 세무 전문인력의 배출을 위하여 조세
법, 조세정책, 세무회계, 조세행정, 국제조세, 지방세 및 세무학계에 필요한 기초적인 조세이론의 확립과 국가의 조
세정책 또는 기업의 세무관리 수립, 절세 및 조세회피의 방법, 판례연구 등에 대하여 학습한다.
사회복지학부 07학번 이혜지

Paying taxes is an important responsibility of citizens, and encompasses rights and powers that are important to the national
economy. The need for taxation professionals is on the rise. Through the learning of foundation theory and practical
knowledge in the area of tax law, tax policies, tax accounting, tax administration, international taxation, and local taxation,
knowledgeable and competent taxation professionals will be trained to meet the needs of businesses and government. In
order to effectively navigate the myriad aspects of a nation°Øs tax laws and policies, instruction in effective methods of
reducing taxes (e.g., tax shelters) will be offered.

KANGNAM UNIVERS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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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학부
Division of Social Welfare
사회사업학전공

현대사회가 요구하는 사회복지 전문인력 양성을 목적으로 1953년 한국 최초로 개설된 본 전공은 한국의 사회복지
와 그 역사를 함께 해 왔으며 현재 우리사회에서 지도적 역할을 수행하는 많은 사회복지 전문가를 배출하였다. 본
학부에서는 사회복지정책과 실천현장의 다양한 사회복지기관에서의 실습 및 자원봉사활동을 통하여 전문적 역량

College of
Engineering

을 제공함으로써 이론과 실무역량을 겸비한 전문가를 양성하고 있다. 졸업 후에는 사회복지사 2급 자격증이 주어
지며, 1급 국가고시 시험에 응시할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진다.
Major in Social Work
To meet the needs of our modern society, Kangnam University established the School of Social Welfare in 1953, a first in
Korea. Since then, Kangnam University has been at the forefront of social welfare innovations in Korea, with graduates in key
and leading roles throughout numerous social welfare institutions. Pioneering social welfare policies and practices have arisen
from practical field experiences gathered in the numerous social welfare affiliation and centers that are associated with
Kangnam University. Theory and practical skills training are balanced to provide the optimal instructional setting for training
professionals. Graduates can apply for a Level 2 Social Worker Certification, and are eligible to take the Level 1 Government
Exam.

노인복지학전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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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2년 국내 최초로 본교에 개설된 노인복지학 전공과정에서는 노인 인구의 증가와 생활양식의 변화에 대응하여
노인의 생활, 건강관리 및 사회활동지원을 위한 이론과 전문적 기술을 학습한다. 본 전공은 인간의 노화과정에서
일어나는 제반 노인문제를 다양한 각도에서 분석하고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종합적인 대책을 수립하여 실
천할 수 있는 사회복지전문인력을 양성하는데 목적이 있다. 졸업 후 사회복지사 2급 자격증을 취득할 수 있으며, 1
급 자격증 시험에 응시할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진다.
Major in Gerontology and Social Welfare
In 1992, the first Gerontology and Social Welfare Program in Korea was established at Kangnam University, in response to
increasing population of seniors and their lifestyle changes. This department has been pursuing research in support of
improving the lifestyle, health, and social activities of the elderly. Investigation of the process of ageing and the problems
associate with this process has lead to better informed and trained professionals who are capable of effectively addressing
such problems. Graduates can apply for a Level 2 Social Worker Certification, and are eligible to take the Level 1
Government Ex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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컴퓨터미디어정보공학부

산업시스템공학과

Division of Computer Media Engineering

Department of Industrial System Engineering

급격히 발전하는 정보화 사회에 필요한 핵심 인력을 양성하기 위하여 핵심적인 컴퓨터 기술과 정보통신 및 디지털

산업시스템의 설계, 응용, 분석, 개선을 통한 생산성, 품질향상 및 운영체계의 최적화를 위해 경영기법, 자연과학

미디어 기술을 통합하여 교육하기 위해 컴퓨터 및 정보통신 기술에 대한 폭넓은 이해와 함께 하드웨어 및 소프트웨

및 사회과학 등의 제반 지식들을 적절히 응용할 수 있는 전문가를 양성하는 것을 목표로 품질경영분야, 생산 및 정

어 시스템 개발 능력을 배양하고, 디지털 미디어의 기본 원리를 이해하고 심도 있는 지식을 학습하며, 디지털 미디

보시스템분야, 인간공학분야, 경영과학분야, 자동화분야 등의 과목을 통해 전공에 대한 포괄적이고 전문적인 지식

어 응용 서비스 개발에 필요한 실용적인 지식을 습득하도록 한다. 특히 실험실습과 산학협동 교육을 강화하여 산업

을 쌓도록 하고 있으며, 전문직업인의 양성을 위한 직업지향적 교과과정을 운영하고 있다.

체의 요구에 부응하고 21세기 지식기반 사회를 선도할 디지털 미디어 및 정보통신 분야에 유능한 기술인 양성을 목
표로 한다.

This program aims to train experts capable of applying their knowledge and skills toward the design, application, and analysis
of industrial systems, whereby optimizing productivity, quality control, and management of these operating systems. Course
instruction in quality control, production, information systems, ergonomics, management science, automation, among other

In order to train key professionals capable of responding to the rapidly evolving information society of modern society, this

areas of studies will provide a comprehensive and extensive knowledge base required by experts and professionals in the

program aims to provide instruction in the area of computer technology,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 and digital medial

field.

technology. Courses will focus on understanding the basics of computer and information technology, as well as, hardware
and software development, in addition to the basic principles associated with digital media. An in-depth treatment of
developing digital media applications will be offered. Opportunities will be provided to research and conduct experiments, as
well as participate in industry-university co-operative projects, providing practical skills development paralleling the needs of
industry. Graduates of this program will be capable of effectively responding to demands of the knowledge-based society
rooted in digital media, and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 technology of the 21st centu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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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partment of Electronic Engineering

응용수학과

산업체와의 연계성을 고려한 교육과 산학협동을 통해 전자시스템의 기획·연구,

Department of Applied Mathematics

개발을 통해 기업의 기술혁신에 기여할 진취적이고 창의력 있는 전자기술인을 양

공학, 컴퓨터와 인터넷, 정보통신, 금융, 보험, 마케팅 등 거의 모든 분야에서 활용되는 수학의 기초와 그의 응용방

성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특히, 학사운영의 학문적·직업적 요구를 충실히 반영

법을 학습하고, 순수수학의 이론을 토대로 응용수학의 제반분야 통계학, 암호학, 수치해석, 전산수학, 컴퓨터 응용

하고, 실험실습설비를 확충하여 첨단 교육환경을 조성하고 있다.

분야의 등 실사회에 직접 적용할 수 있는 과목들을 학습하여 사회에서 요구하는 실용적 수학의 능력을 갖춘 유능한
학생을 육성 배출하고 있다.

This program aims to train professionals who are capable of designing creative a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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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novative electronic technology through cooperative research, in line with the cooperative

Mathematics is utilized in a wide variety of disciples including engineering, computer and Internet technology,

ties established between industry and educational institutions. Specifically, the program

telecommunication, finance, insurance, marketing, to list few. The instruction of applied methodology, pure mathematical

endeavors to faithfully reflect the needs of the business community, by providing sufficient

theory, and applied mathematics will inform the learning of statistics, code mathematic, numerical analysis, computational

opportunities for practical experiences in research facilities and high-tech educational

mathematics, computer applications, and other subject areas. This program aims to train and instruct experts who are

environment.

capable of directly applying their learning to real world situations.

도시공학과
Department of Urban Planning and Engineering
경제성장이 급속도로 진행함에 따라 경제발전과는 대조적으로 생활환경이 미비, 개발로 인해 파손되어지는 자연환
경과 생태계 훼손문제, 도시로의 급격한 인구집중에 따른 여러 가지 도시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도시공학과에서는
이러한 악화된 도시상황을 계획적으로 정리하여 살기 좋은 도시환경을 조성하고, 경제개발과 사회환경을 적절하게
조화시킬 수 있는 도시공학도의 양성에 그 목적을 둔다.

Rapid economic growth has lead to the rapid deterioration of our surrounding natural environment and ecosystem, especially
in urban areas where the influx of a large concentration of people has created sever overcrowding problems. The Urban
Planning and Engineering Program trains professional to plan and design urban areas that harmonize economic development
and the social environment, creating clean and friendly living spac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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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공학과
Department of Architectural Engineering
건축은 인간의 제반생활을 담는 이상적인 공간을 예술적인 창조의지에 의하여 구체적 형상으로 끌어올리는 실용적
인 학문이다. 본 전공은 건축전체의 기본적인 구성 및 예술적 창조가 이루어지는 건축계획 및 설계분야, 건물의 물
리적 안전을 도모하는 건축구조 분야, 건물을 구현시키기 위한 공법과 기술에 관한 건축시공 분야, 온·습도, 전기,
상·하수도 등 건물에서의 쾌적한 환경을 도모하기 위한 건축환경 및 설비분야의 네가지 분야를 중점적으로 교육

College of
Fine Arts and
Physical
Education

하여 건설산업과 기술 발전에 기여하는 인재를 육성하고 있다.

Architecture is more than human living space, but a creative art realized in concrete form. This program provides instruction in basic
architectural design balanced with the development of artistic creativity, with course focus on construction planning, design, safety,
building methods and techniques, in the construction of building structures. Also provided is instruction in designing plumbing,
sewage, electrical, and humidity systems. These areas of studies will provide a balanced approach to designing structures that
harmonizes humans with their environ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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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화디자인학부
Division of Fine Arts and Industrial Design
회화전공

회화전공은 한국화와 서양화가 있으며, 실기와 이론교육을 병행하여 역량있고 개성있는 미술전문가 육성에 목적을
두고 있다. 또한, 한국화·서양화뿐만 아니라 설치·영상 등의 매체를 활용한 실험·실습의 교육이 이루어지고 있
다. 특히 방송용 디지털 캠코더 등의 촬영장비와 디지털 편집 시스템 그리고 빔 프로젝트, DVD, 비디오, 모니터 등
의 출력장비를 갖춘 전문적인 영상실습실이 마련되어 독립영화, 뮤직비디오, 비디오 예술작품을 창작하고 있다.

Major in Fine Arts
Korean and Western art is the focus of study in this major, through a combination of practical and theoretical instruction,
aimed at training vibrant and creative artists. In addition, training in video art is provided through experimentation and practice.
Specifically, training is provided in the use of broadcast digital camcorders, digital editing systems, camera equipment, as well
as training in the utility of professional equipment such as the beam projectors, DVDs, videotapes, and monitors as output
devices, are available for the production of independent films, music videos, and other artistic video productions.

음악학과
Department of Music

산업디자인학전공
시각디자인

열린 교육 체계와 전문 직업교육 을 지향하는 우리 대학의 교육목표에 초첨을 맞추어 학위취득 후 학생들의 취업을

시각디자인은 매스커뮤니케이션 시대의 다양한 정보와 인간의 의사를 보다 정확하고 아름다운 시각정보로 변환하

보장할 수 있는 교육을 실시하도록 함에 목표를 두고자한다.

여 인간에게 제공하기 위한 창조적 행위이다. 이를 위하여 본 분야는 커뮤니케이션 환경으로서 인간환경을 새롭게
창조하는 사회구성요소와 정보로서의 디자인 문제를 해결하는 한국적 디자인의 존재를 확립 할 전문 디자이너 육
성을 목표로 한다.

전공 _ 성악, 피아노, 작곡, 관현악(바이올린, 비올라, 첼로, 콘트라베이스, 플릇, 오보에, 클라리넷, 바순, 섹소폰, 호른, 트럼펫,
트럼본, 튜바, 타악기)

Major in Industrial Design
Visual Arts Design : Visual Arts Design, in this age of mass communication, encompasses the creative process o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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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nsforming human visual information in a faithful and visually beautiful manner. This program aims to foster professional

In accord with Kangnam University’s goal of training professionals with high career potential and offering an open educational
system, this program offers training and instruction to these ends.

designers capable of overcoming the communication divide of the human environment and the information society, and
present a uniquely Korean perspective to this process.

Major _ Vocals, Piano, Composition, Orchestral Music (Violin, Viola, Cello, Double Bass, Flute, Oboe, Clarinet, Bassoon,
Saxophone, Horn, Trumpet, Trombone, Tuba, Percussion Instruments)

요업디자인

제품도자디자인과 공예도자디자인을 중심으로 교육과정을 구성하여 교육하는 국내 2개의 대학 중 하나로, 미래의
첨단 산업인 New Ceramics 분야와 산업도자 전반에 걸쳐 이론과 실재의 균형을 갖춘 요업디자이너의 양성을 추
구하고 있다.
Crafts Design : The Kangnam University Crafts Design program is only one of the two such programs in Korea. Product and
crafts design is covered in this program, looking to the future in researching and producing high-tech New Ceramics as well
as industrial ceramics, through the balanced instruction in theory and practical skills training.

KANGNAM UNIVERS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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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체육학과
Department of Physical Education
사회체육학과에서는 국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신체적·정신적·사회적으로 건강한 삶을 이끌어 갈 수 있는
유능한 사회체육 지도자를 양성하기 위하여 기존의 각종 스포츠와 레저스포츠에 대한 체계적 이론 및 실습 교육을
실시하고, 예방 의학적인 측면, 신체활동에 대한 프로그램 개발 및 지도, 건강한 여가문화 형성에 기여하고, 일반인
과 더불어 장애인, 노인, 유아 체육활동 등 모든 계층이 스포츠 활동을 통해 건강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이론학
습과 실기실습 활동에 힘쓰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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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ith the aim of improving the quality of life of Koreans in leading a physically,
mentally, and socially healthy lifestyle, this program will train physical
education leaders, through systematic instruction of theory and practical
physical education methods. Instruction in both established sports and leisure
sports is covered, as well as, preventative exercises, development and leading
of physical training activities, creation of healthy leisure activities and culture,
including physical activity programs for the disabled, elderly, and infants. All
courses and curriculum provides instruction and training to develop, implement and
assess physical activity programs that will promote healthy physical well-be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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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raduate School Graduate School of
일반대학원
Social Welfare
일반대학원은 국가와 인류사회 발전에 필요한 학술의 심오한 이론과 광범위한 응용방법을 교수·연구하는 동

시에 지도자적인 인력을 양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며, 실용적이며 심화된 전문지식 함양, 시대적 적응력 및
창의적 연구능력 제고, 인류복지 구현을 교육목표로 하고 있다.
박사과정 | 신학과, 국어국문학과, 경영학과, 부동산학과, 세무학과, 교육학과
석사과정 | 신학과, 국어국문학과, 경영학과, 부동산학과, 세무학과, 교육학과, 문헌정보학과, 특수교육학과, 경제통상학과,
전자공학과, 도시건축학과, 산업디자인학과

사회복지전문대학원
지난 반세기 동안 우리나라 사회복지 교육을 선도해온 강남대학교는 21세기가 요구하는 사회복지 전문인력 양성을 목표로
2001년 사회복지전문대학원을 설립하였다. 강남대학교는 경천애인의 창학이념과“강남 21세기”
라는 비전 아래 세계화. 정
보화. 특성화의 핵심전략을 추진하고 있다. 이런 교육 환경에서 사회복지전문대학원은 사회복지 이론 연구 및 실무 역량 훈
련을 위한 교과과정을 운영하고 있으며, 실천 현장과 연계하여 경쟁력을 갖춘 사회복지사를 배출하고 있다. 아울러 외국대

Graduates schools are essential to the development of a country and human society, and through the application of
theory and methodology, future educators and leaders are apprenticed in the art of teaching and research. Practical
skills development, erudition of specialized knowledge, and conducting creative research, toward the betterment of
the human welfare are some of the educational goals of this program.

학과의 교류 및 협동연구 등을 통해서 국제적 수준의 사회복지 교육시스템을 구축해 나가고 있다.
박사과정 | 사회복지학과
석사과정 | 사회복지학과

Doctoral Program _ Theology, Korean Language and Literature, Business Administration, Real Estate, Tax
Administration, Physical Education
Masters Program _ Theology, Korean Language and Literature, Business Administration, Real Estate, Tax

The Social Welfare program at Kangnam University has been a leader in the social welfare community in Korea during the past half
century, and in 2001 established the Graduate School of Social Welfare with the purpose of training social welfare professionals to

Administration, Education, Library and Information Science, Special Education, Economics and

lead the social welfare community into the 21st century. Kangnam University is celebrating the establishment of Gyeongcheonaein

Trade, Electronic Engineering, Urban Planning and Engineering, Industrial Design

(Worship the Heavens and Love People) and has adopted the vision of °∞Kangnam 21st Century°± which has exemplified the core
characterization of this program. The Graduate School of Social Welfare will provide both theoretical instruction and practical
training through the curriculum. Practicum in conjunction with learning will provide essential training and instruction to function a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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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mpetent social working in Korea. Exchange and cooperative research projects with universities around the globe has elevated
this program to transcend borders into an internationally renown educational social welfare program.
Doctoral Program _ Social Welfare
Masters Program _ Social Welfare

KANGNAM UNIVERS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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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raduate School of Graduate School of
Practical Theology Education
실천신학대학원
실천신학대학원은 본교 설립자인 이호빈 목사의 초교파정신에 입각하여 자유롭게 기독교 신학의 학술적 이론
과 학문적 방법을 철저히 연구하여, 기독교 지도자적인 인격을 함양하고 독창적인 능력을 배양하여 사회에 봉
사할 인재양성을 목표로 하고 있다.

교육대학원
교육대학원은 교육학 및 교과이론을 교수 연구하고 과학적 교과지도 방법을 탐구하여 미래사회의 교육을 주
도할 창의적 지성을 갖춘 교육전문인을 육성함으로써 국가와 인류사회에 공헌함을 목적으로 하며, 전문지식
과 창의적 지성을 겸비한 교사 양성, 탁월한 교수기법과 교육현장 중심의 사고를 갖춘 교사 양성, 교육자적 인
격과 봉사적 민주의식을 갖춘 교사 양성을 교육목표로 하고 있다.

석사과정 | 신학전공(Th.M.), 신학전공(M.Div.), 목회상담전공, 복지선교전공
석사과정 | 교육행정전공, 교육상담전공, 유아교육전공, 특수교육전공, 유아특수교육전공, 언어치료교육전공,
컴퓨터교육전공, 평생교육전공, 일반사회교육전공, 디자인교육전공, 체육교육전공
The Graduate School of Practical Theology takes lead from the spiritual direction set by the founder of Kangnam
University, Pastor Ho-bin Yi, advocated the application of academic research and methodology to studying Christian
theology in order to cultivate Christian leadership in service of society.
Masters Program _ Theology (Th.M), Divinity (M.Div), Pastoral Counseling, Welfare-Mission

The Graduate School of Education aims to investigate and research the field of education and curriculum theory, and
scientifically explore educational methods, providing instruction and training to future professionals and leaders in the
field of education, who are capable of constructively contributing to the development and betterment of society.
Professional and expert training will encompass the acquisition of specialized knowledge and practice in creative
thinking, as well as exposure to exceptional teacher training programs and practical field experiences, along with
moral and ethical train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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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sters Program _ Education Administration, Education Counseling, Early Childhood Education, Special
Education, Early Childhood Special Education, Speech Pathology Education, Computer
Education, Lifelong Education, Social Studies Education, Design Education, Physical Educ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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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raduate School of
Real Estate and
Public
Administration
dministration
부동산∙행정대학원
부동산행정대학원은 21C 지역사회를 선도해 나갈 부동산정책 전문가와 이론과 실제를 겸비한 지방자치행정
을 주도해나갈 인재를 육성하기 위하여 설립하였으며, 공공정책의 이해, 리더십 배양, 지역사회 및 일반 사회
현상에 관한 체계적이고 경험적인 교육프로그램으로 급변하는 행정환경에 대응하고 지역사회 문제 해결에 적
극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능력과 자질을 갖춘 부동산 및 행정전문인을 양성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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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사과정 | 부동산학과, 행정학과

The Graduate School of Real Estate and Public Administration aims to
train and instruct professionals who are capable of leading the real
estate community of the 21st century, as well as take on leadership roles
as local government administrators, possessing practical expertise in
real estate policies and specialized knowledge of real estate theory. In
addition these real estate and public administration specialists and
professionals will have a comprehensive understanding of public policy
and local communities and societies, and be capable of rapidly
responding to government policies changes, and actively resolve
community conflicts and problems.
Masters Program _ Real Estate, Public Administr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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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도서관 _ Central Library

강남대학교회 _ Kangnam University Church

중앙도서관은 총 건평 1,500평에 지상 4층의 건물로 1,500여 석의 열람석을 갖추고 있으며, 40만 권의 장서와

대학교회는 강남 가족의 신앙생활을 돕고 학내 선교와 지역사회 봉사 그리고 초교파정신을 통한 교회 갱신을 위

1,000여 종의 정기간행물 및 각 학술분야별 전자저널을 구독하며, 학생과 교직원에게 효과적인 정보서비스를 제

한 목적으로 창립되었으며, 대학교회를 중심으로 기독교대학으로서의 정체성 확립과 영성훈련에 힘쓰며 복음을

공함으로써 학문연구, 기술개발, 학습 및 교양활동을 적극 지원하고 있다.

통한 강남가족들의 일치와 화합을 도모하고 나아가 지역사회에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기 위해 지속적인 노력

The Central Library is a 4-storey building with 1,500 Pyeong (1 Pyeong = 3.3 square meters) of floor space,
with a seating capacity of 1,500. The library stores 400,000 books and subscribes to over 1,000 periodicals
and electronic journals. The library facilities and staff provide information services and technical assistant to
students and faculty/staff to effectively conduct academic research and investigation.

을 기울이고 있다.
Kangnam University Church was established to assist members of the Kangnam University family with their
spiritual growth, and to promote the beliefs of the early faith in reviving the church. As the representative
church of Kangnam University, the church endeavors to promote harmony and unity among Kangnam
University family members, and endeavors to be the light and salt to the surrounding community.

심전관(생활관) _ Simjeongwan (Residence)

산학협력단 _ Kangnam University Industry Collaboration Foundation

심전관기숙사는 심전 제1관(4인1실)과 심전 제2관(2인1실-아파트 25평) 총940명 수용 규모의 최현대식 시설로 단

산학협력단은 산·학·연이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주요 산업의 추진, 기술개발의 선도전문인력의 양성 등을 체계

지 학생들의 기숙을 위한 장소가 아니라 자기개발을 극대화시킬 수 있는 장소로 활용되게 하기 위하여 다양한 교

적으로 전문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설립되었으며, 차세대 R&D 사업 및 지역 특화사업 중점 육성, 지역 혁신에 앞

육프로그램 및 학생상담 등을 실시하고 있다. 또한 국내 대학 최고시설의 헬스센터를 운영하며 체력 및 비만상담

장서는 현장 중심의 전문화된 산업인력 양성 및 산·학·연 연구활동을 통한 창업, 기술이전 특화사업 등을 기본

(무료) 등도 실시하고 있다.

방향으로 산학협력사업의 실용화와 지역경제발전에 이바지하고 있다.

The Simjeongwan Dormitory has a resident capacity of 940 people, with two types of housing: Building 1 has
unit apartment that house 4 people in each unit; Building 2 unit apartments houses 2 people in each 25
Pyeong unit. The Simjeongwan Dormitory is not only living space but a place for student self-development,
which includes student counseling centers along with various educational programs. Housed in the dormitory a
state-of-the-art health and fitness center, free physical fitness, and obesity-counseling program.

The Kangnam University Industry Collaboration Foundation was established to provide opportunities for
organic and synergetic cooperation between academia and industry, actively promoting key industries, training
technology development experts, in a systematic and professional manner. The primary activities of the
Kangnam University Industry Collaboration Foundation are to explore and pursue industry-academia
cooperative ties, as well as promote regional economic development. These activities are realized through
projects that focus on development of next-generation R & D, specialized regional industry, as well as being at
the forefront of developing regional innovations of specialized field and personnel training, along with
researching new business startups, technology transference industry, among many other activities.

자원봉사센터 _ Volunteer Services Center

용인발전연구센터 _ Yongin Development Research Center

자원봉사센터는 본교의 창학이념인‘敬天愛人’
의 정신을 바탕으로 전인적 인간화 교육과 21세기 민주·복지공동체

용인발전연구센터는 본교와 용인시가 공동으로 추진하여 설립한 연구기관으로 용인시정은 물론 지역사회 발전에

를 선도할 지도자 양성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자원봉사 학점제를 운영하여 현장학습을 체험케하고 동시에 대내·

관한 각종 과제의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조사·연구와 지역단위의 정책개발 및 수립을 통하여 시민의 삶의 질 향

외의 다양한 봉사활동 프로그램을 개발할 수 있게 하여 창조적, 가치적인 삶을 개척할 수 있도록 지도하고 있다.

상에 기여할 목적으로 설립하였다.

The Volunteer Services Center takes example from Changhakyinyeomin, and endeavors to provide instruction
in Jeoninjeok, to train professionals capable of leading the Democratic-Social Welfare of the 21st century.
Course credits are offered through field trips and work volunteering in communities and outside the country,
towards instilling a sense of creative and worthwhile

The Yongin Development Research Center was established as a joint venture between Kangnam University
and Yongin city, aimed at improving the quality of life of the citizens of Yongin city, through the pursuit of
comprehensive and systematic surveys and research of policy development affecting Yongin city and
surrounding regions.

중국사무소 _ China Office
중국사무소는 중국 북경에 거점을 확보하여 중국의 명문대학과의 직접적인 협력을 통해 강남대학교의 중국 내 교

장애학생종합지원센터 _ Students with Disabilities Support Center
장애학생종합지원센터는 장애학생들에게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및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보장하고 대학생활

육사업 진출을 목적으로 설립되었다. 본 사무소를 통하여 본교는 한국 문화 및 강남대학교 홍보, 중국 각 명문대

에 적합한 편의를 보다 효율적으로 제공하기 위해 설립되었다. 장애학생들의 대학생활을 종합적으로 지원·운영

학과의 교류협력, 본교 중국학 대학의 2+2 파견학생, 어학연수생의 교육진행 및 관리, 중국 관련 자료 수집 및

하여 2005년도 대학장애학생 교육복지지원 실태평가에서 최우수 대학으로 선정되었다.

DB구축, 중국 내 합작 단과대학 설치 운영 및 분교 설치 준비 작업, 어학원 설립 운영(비즈니스 한국어과정) 및
유학생 유치, 중국 비즈니스 실무 현지 합숙교육 진행 등 다양한 국제 교류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The Students with Disabilities Support Center endeavors to provide students with disabilities the human rights
of dignity, value, and the pursuit of happiness. The center strives to provide services that lead to a pleasant
and convenient university experience for the disabled students. In 2005 the center was awarded the
Outstanding Educational Support and Facilities for Handicapped University Stude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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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China Office was opened to further the cooperative ties established with prestigious universities in China,
in promoting the educational goals of Kangnam University. The activities of the China Office includes the
promotion and dissemination of information related to Korean culture and Kangnam University, developing and
maintaining cooperative ties with prestigious universities in China, assisting Korean and Chinese students
participating in the 2+2 dual-degree program, developing and maintaining language training programs,
collecting academic material related to China and cataloguing the material in the form of a database, exploring
and implementing cooperative ventures with universities in China, preparing for the establishment of a
Kangnam University satellite campus in China, operating the language institution (Business Korean Language
Program), recruiting Chinese exchange students, field experience training in Chinese companies, among many
other activit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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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원사상연구소 _ Woowon Research Institute

평생교육원 _ Continuing (Lifelong) Education Center

본교의 설립자인 우원 이호빈 목사의 뜻을 기리고 그분의 정신과 삶을 모범으로 삼아 경천애인의 삶을 실천하고

평생교육원은 대학의 인적·물적 자원을 최대한 효과적으로 활용함으로써 지역사회 주민들에게 평생학습의 기회

자 설립되었으며, 한국의 평신도 교육과 지역사회 발전을 통한 한국인의 정체성확립과 공동체의식 함양을 목표로

를 제공하고 대학의 사기능을 활성화하여 지역사회 발전에 공헌함을 목적으로 한다. 다양한 교양강좌와 위탁교육,

하고 있다.

성인 학습자의 학위 취득을 목적으로 하는 학점은행제(사회복지전공, 아동학전공)과정이 운영하고 있다.

The Woowon Research Institute was established in honor of Kangnam University founder, Reverend Ho-bin
Yi. Taking example from Rev. Yi°Øs exemplary life, and pursing the lifestyle of a Gyeongcheonaein (Mathew
22: 37-40), the institute aims to promote a program of educating the lay person, promoting a sense of
community among the Korean people.

The Continuing (Lifelong) Education Center endeavors to effectively utilize human and facility resources to
provide the community the opportunity to participate in lifelong learning so they may effectively contribute to
the development of their communities. The center provides a variety of professional courses and literacy
classes, along with an adult learner degree conferring programs, and a professional course credit system
(Social Welfare Program, Early Childhood Education Program).

인문과학연구소 _ Humanities Research Institute

보육교사교육원 _ Child Care Teachers Education Center

국내·외 인문과학 전반에 관한 사항을 조사·연구함으로써 인문과학의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설립되었으며,

보육시설의 교육기능 강화와 보육의 질적 개선을 도모하기 위하여 보육시설 종사사자의 아동보육에 대한 전문적

각종 연구발표회와 학술토론회 및 연수교육, 국내·외 학술교류와 협력사업, 정기간행물 및 연구지 간행등의 사업

인 지식과 기술 교육으로 전문성을 제공하기 위해 설립되었다. 특정 과정 이수 후 보육교사 자격증 취득이 가능하

에 주력하고 있다.

며, 현직 보육교사에게 보수교육 및 승급교육을 제공하여 탁아 및 보육의 질적 향상에 기여하고자 한다.

The Humanities Research Institute was established to provide contribution to the humanities and sciences
through survey and research both domestically and internationally. The institute activities include organizing
and supporting research conferences and seminars, as well as providing opportunities for research training,
coordinating academic exchanges and cooperative projects both domestically and internationally, and
publication of academic journals.

The Child Care Teachers Education Center aims to improve the educational effectiveness and quality of child
care services offered in Korea by providing instruction in specialize knowledge and expertise to child care
facility staff and personnel. Upon complete of the program a candidate can apply for Child Care Teacher
Certification, while upgrade and maintenance courses and training are available for current staff and teachers
of child care facilities.

사회과학연구소 _ Social Sciences Research Institute

가상대학 _ Cyber University

사회과학 각 분야간의 유기적 연계 및 협동을 통하여 국내·외 및 지역사회의 주요문제를 연구하여 학문발전과

가상대학은 인터넷을 이용해 모든 강의가 진행되는 Cyber교육을 실시하고 있으며, 더불어 21C 정보화 시대를 이

지역사회발전에 기여하고자 설립되었으며, 사회과학논총 발간, 국내 및 국제학술세미나 개최, 지역 시민단데와의

끌어 가는 주도적 역할을 하고 있다. 전국 명문 43개 대학이 연합된 컨소시엄과의 연계를 통해 학점교류 및 강좌

협력사업 추진, 용인지역 연구지 발간, 산학협동을 통한 기술 및 정책자문과 인력교류등의 사업에 주력하고 있다.

를 공유하고 있으며, 첨단 멀티미디어 컨텐츠 교육으로 세계적인 인재를 양성하고 있다.

The Social Sciences Research Institute endeavors to develop an organic synergy and cooperation among the
various social science areas of study, tackling major research problems both domestically and internationally,
and in regional communities. Activities of the institute include academic and regional community advancement,
Social Science Journal publication, organizing and participating in domestic and international seminars,
developing cooperative projects with regional organizations, publishing the Yongin Region Research Journal,
pursuing industry-university cooperation, facilitating the exchange personnel who possess technical expertise
and capable of policy advising.

The Cyber University offers courses and instruction via Internet, and takes on a leading role in the Information
Age of the 21st century. The Kangnam University Cyber University is a partner in a consortium of 43
universities that contributes a pool of advance multimedia course contents, which can be taken towards
completion of university credit courses.

산학기술연구소 _ Industrial Technology Research Institute

제205학생군사교육단(ROTC) _ ROTC-Reserve Officers' Training Corps

국제산업의 변화에 대응하고 기술경쟁력을 제고시키기 위한 기초과학 및 공학의 연구를 목적으로 설립하였으며,

1961년에 창설된 학생군사교육단(ROTC)은 졸업 후 군과 사회의 유능한 인재를 양성하는 목적으로 설립되어 운

경기지역 산학 공동기술 개발 컨소시엄사업, 중소기업 지원 종합정보시스템을 통한 지원사업, 외부 수탁연구 및

영되고 있으며, 우수한 대학생들에게 새로운 미래를 열어주는 특별한 기회가 되어 왔다. 본교에서는 2005년에 신

국내·외 학술세미나 개최등의 사업에 주력하고 있다.

설되었으며 자유로운 대학생활을 영위하는 가운데 학기 중 리더쉽과 관리분야의 교육을 받고 3, 4학년 방학기간

The Industrial Technology Research Institute engages in research related to the basic sciences and
engineering, in order to enhance the technological competitiveness of domestic industry, in response to the
ever changing international industry environment. The primary activities of the institute are developing joint
industry-university technology related projects with local consortiums, as well as supporting small businesses
providing technical assistance in developing and utilizing comprehensive information systems in their
businesses, along with organizing domestic and international academic semina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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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이용하여 소정의 군사교육을 이수하면 졸업 후 육군 소위로 임관하여 2년 4개월 동안 장교로서 생활을 하게
된다.
Established in 1961, the Military Cadet Training (ROTC-Reserve Officers' Training Corps) endeavors to
nurture elite military cadets to take on leadership roles both in the military and society. The Kangnam
University ROTC program was founded in 2005 and offers a program whereby cadets participate in the regular
university programs, in addition to receiving leadership and management training during the semester. During
the vacation period in the third and fourth year, cadets participate in prescribed off-campus military training.
Upon graduation, the cadet would be eligible to enter the military as a lieutenant, and serve the 2 years and 4
months term in the military as an offic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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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남대학교가 자랑하는 아름다운 캠퍼스를 소개합니다.
정문을 들어서면 학생회관을 가운데 두고 14층 종합강의동인 샬롬관과 체육관으로 통하는 두 길의 도로가 본관으로 이어져 있습니다.
봄이면 만발하는 꽃들에 둘러싸여 시원한 물줄기를 내뿜는 본관 앞 분수대 연못가는 강남인들이 가장 많이 찾는 젊음과 낭만의 장소입니다.
예술관에서 샬롬관으로 가는 길은 푸른 나무들이 우거진 오솔길로 이곳에 들어서면 저절로 사색에 잠겨들 것입니다.
천은관 아래 있는 돌계단을 따라 꽃들이 만발하면 강남인들이 가장 좋아하는 사진촬영 장소가 됩니다.
여기서 캠퍼스의 소중한 추억을 남겨보십시오. 숲속의 캠퍼스, 강남대학교는 이렇게 자연의 경이로움과 아름다움으로 둘러싸여 있습니다.
푸른 젊음이 묻어나는 우리들의 캠퍼스, 더 높이 날기 위한 비상의 날개를 펼쳐보십시오.
The Kangnam University campus is famous for its scenic natural beauty. As you pass the university's main gate, the road divides to open the
campus; on the left towers Shallom Hall and to the right is the gymnasium.
Our main building is situated in all its majestic beauty in the middle of the campus and a serene water fountain pond lies at its foot. This is one
of the most favored spots for students to gather in the spring with its green lush lawn.
A tree lined path guides students passing from Arts Hall to Shallom Hall; a splendid break to walk from class to class to drink in nature's beauty.
A stone step pathway surrounded by glorious spring flowers below Chun Eun Hall is a popular photo site to capture special memories with new
friends, especially on graduation day.
These are the sights and sounds of Kangnam University. Just as the passing of each season, our university campus is alive with the glory of
energy and youth. Aim high and be all that you can be at Kangnam Univers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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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학버스 : 서울(교대, 용산, 잠실), 분당(서현, 미금), 인천, 안양, 성
남, 수원 운행
•셔틀버스 : 캠퍼스-신갈 셔틀버스 운행
•대중교통 - 잠 실 : 5600번, 1001번
- 강남, 양재 : 5001번, 5003번, 2002번, 2002-1번
- 광화문 : 5005번, 5000번
- 수 원 : 66번, 66-1번, 66-3번, 66-4번, 10번,
10-3번, 6000번, 22번
- 성 남 : 820번
- 분 당 : 67번, 820번, 80번,33번, 36번, 36-1번
- 인천, 부천, 안산, 안양 : 경남여객

KANGNAM UNIVERSITY

•School Buses : Seoul(Kyodae, Yongsan, Jamsil), Bundang
(Seohyun, Mikeum), Incheon, Anyang, Seongnam, Suwon
•Shuttle Buses : Campus - Shingal
•Public Transportation
- Jamsil: Bus 5600, Bus 1001
- Kangnam, Yangjae: Bus 5001, Bus 5003, Bus 2002, Bus 20021
- Kwanghwamoon: Bus 5005, Bus 5000
- Suwon: Bus 66, Bus 66-1, Bus 66-3, Bus 66-4, Bus 10, Bus 103, Bus 6000, Bus 22
- Seongnam: Bus 820
- Bundang: Bus 67, Bus 820, Bus 80, Bus 33, Bus 36, Bus 36-1
- Incheon, Bucheon, Ansan, Anyang: Kyungnam Bu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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