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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심리분야

- Wee 클래스/센터
- 아동청소년�상담센터
- 청소년�상담복지개발원

- 임상심리전공
- 상담심리전공
- 평생교육전공

- 평생교육전담시설
- 평생교육관련기관
- 공공기관�교육연수원

- 대학병원
- 정신보건센터
- 지역건강복지센터

학과소개

주요 교육과정

취업 및 진로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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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리학개론, 발달심리학, 상담심리학, 이상심리학, 학습심리학, 심리통계,
집단상담, 심리검사, 진로상담, 연구방법론, 심리측정이론, 임상심리학, 가족상담, 
상담기법, 임상현장실습 I, II, 성격심리학, 청소년상담론, 상담실습�및�사례연구, 
미술치료�이론과�실제, 성인학습�및�상담

평생교육론, 문화예술교육론, 평생교육방법론, 평생교육프로그램개발론,
성인학습및상담, 평생교육경영론, 평생교육실습

건강한�지역사회�발전에�기여하는 현장�중심형�상담심리전문가

���
��

����
��

상담·임상�현장에서�활동하는
전공�지식과�실무�능력을�갖춘

전문 상담심리사 양성

생애�전반에�걸쳐�개인의�건강한�성장과 
문제�해결을�위해�교육할�수�있는

평생교육사 양성

임상심리분야

진로
분야 평생교육분야대학원�분야

SMART 라이프대학

상담심리학과
Department of
Counseling
Psycholog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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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득자격증

●  평생교육사 3급
  (무시험, 졸업과�동시에�취득)
●  임상심리사 2급, 청소년상담사 3급,
         직업상담사 2급, 사회조사분석사 2급
   (필기시험 有, 필수�교과목�이수)

국가자격증

●  상담심리지도사 1급
   (무시험, 졸업과�동시에�취득)
●  일반심리사 2급
●  피해상담사
●  임상미술심리상담사 2급
●  예술심리상담사 2급

민간자격증

학과사무실
053-600-5700

입학상담교수
다문화상담
박정은  010-8675-3067(대표)
미술치료
박주령  010-3049-0628
평생교육
유주영  010-5291-2052

학과소개

주요 교육과정

취업 및 진로분야

●  경찰채용시험�출제위원급�교수진�구성 : 경찰대�교수/대구경북�경찰서장/수사형사과장�등 
     경찰대, 연세대�출신�교수진의�채용시험�과목별�책임�강의를�통한�경찰채용시험�수험지도
●  경찰합격을�위한�다양한�프로그램운영 : 원격동영상�강의, 전공학습실�운영, 비교과프로그램�운영, 
     전공동아리, 체력테스트, 중앙경찰학교·대구지방경찰청·대구교도소·대구지방법원·과학
     수사연구원�견학, 경찰서�지구대�현장체험, 무도�및�컴퓨터활용능력�등�자격과정�운영
●  학년별�특성화된�교육체재�구축 : 1학년은�학생�개인별�채용시험전략수립과�영어�등�기초학습
     역량을�향상, 2·3학년은�전공과목별�기초실력배양, 4학년은�전�과목�전문역량을�갖추도록 
     체계적인�교육프로그램�운영
●  2020-2021년�경찰시험�최종합격자 27명�배출(필기합격자�포함시 39명)
●  대학원�과정�운영 : 석사과정에�범죄학�전공을�개설, 피해자심리지원, 학교전담경찰, 범죄
     분석관, 과학수사관�등�전문경찰분야�진출�지원
●  대기업�첨단보안업체와 MOU체결�취업지원 : 4학년�이후�산업보안분야�진출�희장자들을�위해 
     연봉 4천5백만원대�양질의�취업처를�확보하여�교수�추천�등을�통해�취업�지원

��� 교양, 전공�기초 / 필수�어학(영어)

��� 채용시험�대비�기초실력�배양
(채용시험�기본�교과목�기초실력�확립, 복수전공�지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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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영역�선정
(학업선정 + 적성검사 + 취업계획서 + 교수의견서)

일반경찰�선정시
학과정규교육과정�이수

전문경찰�선정시
복수전공�이수

산업보안�선정시
트랙교육과정�이수

공채 / 특채,
필기 / 체력시험�집중지도

경력특채�전공면접시험
집중지도

산업보안�현장실습�및
자격증�취득�지도

일반경찰�분야입직 전문경찰�분야입직 산업보안�진출

●  경찰직공무원(간부후보생·일반순경·여경),101경비단(대통령경호실), 검찰직공무원, 
     법원직공무원, 경호공무원(국가정보원�등), 마약수사직공무원, 법무부보호관찰직·교정직
     공무원�등�다양한�공직분야로�진출
●  복수전공(심리치료, 소방방재, 사이버보안�등)과�범죄학�석사과정을�통해�범죄분석관, 프로
     파일러, 학교폭력전담경찰관, 과학수사경찰관, 사이버경찰관, 성폭력전담경찰관, 피해자
     심리전문요원, 국공립상담센터, 청소년상담사�등의�분야로�진출
●  민간기업체, ㈜에스원·㈜휴먼TSS 등 2,200여개�보안업체로의�취업

SMART 라이프대학

학과사무실
053-600-5200

입학상담교수
경찰학/수사

박동수  010-3665-3930
범죄학/피해자론

김재민  010-7371-2271
형사소송법/헌법

(대표)오태원  010-9961-1707

경찰학과
Department of
Police Sci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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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득 자격증
●  무도단증 2단�이상, 경비지도사, 
    범죄피해상담사�등 
    각종�상담사�자격증
●  컴퓨터�관련�자격증
    (컴퓨터활용능력, ITQ 등)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