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작업치료
학과
Department of Occupational 

Therapy

미래사회의 
보건의료 전문가로 자란다

작업치료학과는 국가공인(보건복지부장관) 면허인 작업치료사를 양성하는 

학과입니다. 작업치료사는 신체적, 인지적, 정신적, 심리사회적 기능장애가 

있는 모든 연령의 클라이언트를 대상으로 치료적 활동인 작업을 사용하여 일

상생활에 참여할 수 있는 능력을 향상시키는 보건의료 전문가입니다.

세명대 작업치료학과는 “세계작업치료사연맹(WFOT)” 교육기준 인증을 획득

하여 국제 수준의 교육과정을 통해 해외 우수한 대학으로의 유학 및 취업 지

도가 가능하며 졸업생들은 보건의료 전문가로서 태도와 지식을 배운 후 병원

(임상), 학교, 복지관, 장애인고용공단, 보조공학센터 및 치매지원센터에서 작

업치료사로 근무하거나 국가보건직 공무원으로 취업하고 있습니다. 

학과소개

작업치료학과에서는 이런 것을 배웁니다.

의학용어(Medical Terminology)

이 과목은 의학의 언어를 읽어 이해할 수 있는 능력을 개박하는 학문으로 의학용어 구성 

요소에 대한 지식의 증진, 표준약어의 이해, 의학용어를 바르게 쓸 수 있는 능력, 의학용

어에 나타나는 논리적 방법의 습득을 배우는 학문이다. 

작업치료학개론(Introduction to Occupational Therapy)

이 과목은 작업치료의 기초가 되는 정의, 역사, 작업치료 분야, 작업치료 이론, 실행방법, 

평가, 치료목표설정, 치료 등 작업치료의 전반적인 진행과정들을 연구하는 학문이다. 

신경해부학(Neuro anatomy)

이 과목은 학생들에게 중추신경계통과 말초신경계통을 포함한 신경계통의 형태학적 지

식을 확립시킨다. 이에 연관된 기능적 및 태생학적인 연관성을 함께 살펴봄으로써 신경

병리학적 증상이나 소견의 이해를 돕는 지식을 획득한다. 

정신사회작업치료학(Psychosocial Occupational Therapy)

이 강의는 정신질환이나 정신사회적 기능장애로 인한 장애를 겪는 작업치료 대상자들의 

정신사회적 기능 측면을 평가 및 분석하는 방법을 연구하는 학문이다. 

일상생활동작 및 실습/지역사회작업치료학 및 실습/아동작업치료학 및 실습/ 

노인과 환경/감각통합치료 및 실습/인지·연하재활 및 실습 등

학과내 특별 프로그램

해부학캠프 및 카데바 실습

전공 이해를 돕기 위한 하계방학 “기능해부학캠프”, 세명대 한의학과 교수님의 동계 “신

경해부학캠프 및 카데바 실습”이 있습니다.

지역사회 연계 현장실습

제천보건소의 뇌졸중 재활 프로그램, 경도 치매환자 인지재활 프로그램 등이 있습니다. 

http://smot.semyung.ac.kr/

043)649-1792

https://www.facebook.com/smuot/

http://club.cyworld.com/smuot 

?

교수 소개

정진화 노인작업치료학, 작업치료평가 및 실습, 

 작업치료도구, 생리학, 의학용어 

 일반생물학 및 실험 등

차유진 작업치료학개론, 신경계작업치료학, 

 근골격계작업치료학,  

 작업수행분석 및 응용, 보조기 및 의지학,  

 장애관련법규및윤리 등

김환희  일상생활활동및실습,  

지역사회재활및실습,  

인지연하재활및실습, 노인과 환경,  

정신건강개론, 정신사회작업치료학 등

원성윤  인체해부학, 기능해부학, 신경과학개론,  

병리학, 신경과학, 공중보건학, 

보건통계학 등

서상민  아동작업치료학및실습,  

 감각처리장애와 중재, 장애아동의이해,  

 감각운동평가및실습, 재활심리학 등



교육과정

1
학년

의학용어, 일반생물학및실험, 생리학, 인체해부학, 

작업치료학개론, 재활심리학, 재활학

2
학년

기능해부학, 신경과학개론, 감각운동평가및실습, 

장애아동의이해, 병리학, 정신건강 개론, 

보조기및의지학, 아동작업치료학및실습

작업치료평가및실습, 신경과학, 활동분석, 

노인과환경, 아동검사및평가

3
학년

운동재활학및실습, 일상생활활동및실습, 

신경계작업치료학및실습, 지역사회재활및실습, 

감각처리장애와중재, 인지연하재활및실습

작업치료학임상실습 I~V, 감각재활임상실습

4
학년

보건통계학, 정신사회작업치료학, 

근골격계작업치료학및실습, 노인작업치료학, 

임상운동학, 작업치료캡스톤디자인, 보조공학

장애관련법규및윤리, 공중보건학, 작업치료도구

인재상

작업치료사는 사람을 직접 대하는 학문이므로 나눔과 배려를 실천

하고 책임과 윤리의식이 있으며, 과학적 근거에 기반을 두어 평가 및 

중재를 적용하므로 비판적 사고 역량이 필수적입니다.

이런 학생이 오면 좋아요!!

인간을 존중하고, 인간에 대한 믿음이 있는 사람/배려

심이 깊고 융통성 있는 사고를 할 줄 아는 사람/건강 및 체력에 

자신 있으며 책임감 강하다는 소리를 자주 듣는 사람/보건 의료 

전문직 직업 활동을 원하며, 사회에 기여하고 싶은 사람

관련자격 및 시험·자격증

작업치료사 면허증

감각발달재활사 자격증

동아리&커뮤니티(학생자치활동) 소개

브레인 해부학을 중심으로 하는 해부학 동아리이며 학기 중에는 그룹스

터디를 진행하고 방학을 이용하여 기능해부학과 신경해부학을 공부하

는 캠프를 주최하여 재학생간, 선후배간 원활한 관계 형성을 위한 학과 

동아리임

초코파이 봉사활동 동아리로 작업치료학과 학생들이 중심이 되어 미래의 

작업치료사를 위한 준비로써 장애인 관련 시설에 방문하여 장애아동 및 

장애인을 위한 봉사를 통해 장애인을 좀 더 이해하기 위한 학과 동아리임

늘품기자단 학과 학생들뿐만 아니라 이 분야에 관심을 두고 있는 사람들

에게 작업치료를 소개하고 우리 학과에서 일어나는 행사들을 알리기 위

한 학과 동아리임

지태사 매주 1회 방과 후 산책 또는 배드민턴 등 다양한 체육활동을 통해 

체력 증진 및 선후배간의 친목 유지를 위한 학과 동아리임 

애솔나무 건강보험관리공단,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보건복지부 등의 보건

직 공무원 채용시험 대비 스터디, 정보공유 및 선후배 사이의 친목을 

도모하고자 만들어진 학과 동아리임

그린나래 ‘그린 듯이 아름다운 날개’라는 의미의 전공 심화 스터디 동아

리로 작업의 의미를 고민하고, 자신의 정체성과 동기부여를 통해 

학교 생활하는 동안 꿈을 직접 그리도록 돕는 학과 동아리임



우수 취업사례

대학병원 및 종합병원

김○○ : 신촌세브란스 재활병원

하○○ : 신촌세브란스 재활병원

오○○ : 동국대학교 분당병원

최○○ : 순천향대학교부속 부천병원

복지관

이○○ : 제천장애인종합복지관

연구소

염○○ : 브레인감각통합연구소

노○○ : 더자람아동청소년연구소

재활병원

백○○ : 러스크병원

김○○, 황○○ : 예성병원 

김○○ : 보바스 기념병원

성○○ : 삼육재활원

공무원 및 기타

김○○ : 한국장애인개발원

조○○ : 연세대학교 의과대학 해부학교실 조교

졸업 후 진로

진학

일반대학원

진로

병원(임상), 학교, 복지관, 장애인고용공단, 보조공학센터 및 치매지원

센터, 국가보건직 공무원

기타 특장점 or 자랑거리

•  3년 연속 국가시험 100% 합격

•  제 44회 작업치료사 국가고시 1차 시험 합격률 전국 1위 

•  2017년 2월 세계작업치료사연맹(WFOT) 교육기준 국내 9번째 인증 

•감각발달재활사 자격증 취득

보건바이오대학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