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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대의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는 혁신적 경영인 

스마트사무경영과 2년제   

 체계적이고 실무적인 인재양성      스마트 시대의 인공지능과 빅데이터 인재양성      실용중심 교육

 취업현황 

글로벌프로그램

세계를 무대로 활동하는 인재 양성을 목적으로 스마트

사무경영과는 다양한 글로벌프로그램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매년 1,2학년 재학생을 대상으로 캐나다와 

호주 어학연수, 말레이시아 어학연수 및 현장실습, 

싱가포르 해외취업연수 등을 실시하여 어학실력 향상

과 현지 문화체험의 기회를 제공합니다. 연수후 일부 

학생은 해외에 취업을 성공하였으며, 향후에도 지속적

으로 다양한 글로벌프로그램을 마련할 계획입니다.

학과소개

혁신은 인류의 미래를 근본적으로 바꿔놓았습니다. 산업혁명

이 동력에 의한 대량생산의 시대를 열었고, 전기가 낮과 밤을 

조정하면서 인류의 활동시간을 연장시켰습니다. 컴퓨터의 발

전은 노동 생산성을 획기적으로 증대시켰습니다. 그리고 소프

트웨어가 인간의 의사결정을 대신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우리 

스마트사무경영과는 환경의 변화에 대처할 수 있는 혁신의 주

인공을 양성했습니다. 

사무능력과 관리능력을 갖춘 전문가를 키웁니다.

우리 학과가 설립된 이래 성실하고 근면한 전문 직업인을 키

워 왔습니다. 오랜 실무 경험을 갖춘 우수한 교수진이 기업

에서 요구하는 업무능력을 갖출 수 있도록 지도하고 있습니

다. 특히 국가직무능력의 사무행정 전문가가 갖춰야 할 문제

해결 능력과 대인관계 능력에 뛰어난 인재를 키우고 있습니

다. 매년 해외 어학연수와 해외 현장실습으로 글로벌 인재를 

육성하였습니다.

소프트 파워 인재로 인공지능과 빅데이터 시대를 

이끌어 갑니다.

모바일과 사물인터넷으로 축적된 빅데이터와 인공지능이 

혁신과 모방의 경계를 허물고 있습니다. 인터넷이 국경과 

국적 중심의 ‘유형의 지구’에서 국경 없는 무국적의 ‘무형의 

지구’로 바꾸었습니다. 이 시대에 필요한 인재는 아이디어를 

서비스화 할 수 있는 개방형 전문가입니다. 우리 스마트사무

경영과는 창의적 교육으로 융합적 사고의 유능한 인재를 양

성해 가겠습니다.

제4차 산업혁명시대의 혁신의 주인공을 양성합니다

김 경 섭 (스마트사무경영과 학과장)

NCS프로그램(1, 2학년 전공과정)

스마트사무경영과는 「사무행정」 분야에 NCS(국가직무능력표준)를 설정하여 

‘사무행정 전문인력’을 양성하고 있습니다.

인력양성유형

사무행정

전문인력

직무

사무행정 관련  

관리자

취업분야

사무관리직, 

행정사무직,

비서직, 

경영관리직

NCS세분류

사무행정

2020

㈜동구전자, ㈜오토소프트, ㈜쿠팡, 초월읍사무소, 삼성 서울병원, 짐퍼스트, 

세용기전, 승냥, 태진자산관리(주), 청담 에이프릴 어학원, 삼우에네틱, 

올라모비, 스탭스, 잠실롯데몰, 바이오회사 등

2019

㈜우리은행, 축협, 부국증권, SY테크, ㈜부림, ㈜리메드, 하나캐피탈(주),

 ㈜글로벌휴먼스, 수성엔지니어링, 주식회사 서환, 천우글로벌, 해태크라운, 

엔유원에프엔씨. 동일알류미늄, 슈펜, ㈜효일이엔티, 린텍, 몽블, CJ올리브영, 

랄라블라 등

2018

KSLINK, Best Dnnky, The Singpore Lsland Country Club, Candy Empire, 

Cocoba Pteltd, CJ대한통운, 네이코스 엔지니어링, 금일엔지니어링, ㈜네오티스, 

가감세무법인, 더택스세무회계, ㈜태영유통, ㈜한국일촉, ㈜알엠소프트 등

2017

농협은행, 새마을금고, 세무회계법인, 세무회계법인호면, 드림디포, 카카오프렌즈, 

삼성전자판매(주), KT연구개발센터, LGU+, 신성통상, 광민통상, 현대자동차, 

한화손해보험(주). 롯데건설(주), HY컴퍼니, 동진산업, 남북전기(주), 

성진산업개발 등

2016

LGU+, SK하이닉스, 성남시청, 롯데백화점, 신세계백화점, 아모레퍼시픽,

KB손해보험, 삼성엔지니어링(주), 한국산업인력공단, ㈜한국무역정보통신, 

㈜알엠소프트. ㈜스타벅스커피코리아, ㈜케이티무역 분당제생병원, 대명금속, 

시큐인포 등

 편입 및 대학원 진학 현황  

2019

한국외국어대학교(국제경영학과), 단국대학교(경영학과), 폴리텍대학,

한세대학교(국제경영과), 고려대세종캠퍼스(글로벌경영과), 가톨릭대학교

가천대학교(의료경영학과), 서울과학기술대학교(행정학과),

2018 가톨릭대학교(국제학부)

2017
동국대학교(경영학과), 국민대학교(경영학과),한국외국어대학교(통번역학과), 

서울과학기술대학교

2016 성균관대학교(대학원), 한양대학교(대학원), 단국대학교

2015 동서대학교(경영과), 한국외국어대학교(스포츠레저학과), 성균관대학교

2014 한경대학교(경영학과)

2013 가천대학교(도시계획학과), 단국대학교(정치외교학과), 한신대학교(경영학과)

2011 순천향대학교

2010 세종대학교

2009 한림대학교(경영학과), 서경대학교(컴퓨터과학과), 신구대학교(물리치료과)

2008
경희대학교, 건국대학교(경영학과), 경원대학교(경영학과), 

강남대학교(경제통상학부)

79비즈니스실무학부  practical business



Q. 신구대 스마트사무경영과를 선택한 이유는 무엇인가요?    

사업가인 아버지의 영향을 받아 경영과에 입학을 하고 싶었습니다. 4년제 대학에 대한 꿈이 있었지만, 4년이라는 시간이 과연 정말 알찬 시간

이 될까? 라는 의문을 갖고 전문대를 알아보는 중 신구대학 스마트사무경영과를 알게되었습니다. 지리적 위치, 대학의 학생에 대한 지원, 2년

간의 알찬 커리큘럼 등 다방면의 장점이 있어 지원하게 되었습니다.

Q. 신구대 스마트사무경영과의 가장 큰 장점은 무엇이라고 생각하나요? 

타 대학과는 달리 이론에만 집중된 커리큘럼이 아닌 실무, 이론 모두 중시하며, 시대에 맞춘 발빠른 교과목 편성이 경쟁력을 갖추었다고 생각합

니다. 또한 교수님들의 학생에 대한 관심도가 가장 큰 장점이라고 생각합니다. 학생들 개개인의 진로, 진학에 대한 고민을 세심하게 들어주고 

조언해주십니다. 

Q. 스마트사무경영과 입학을 준비하는 미래의 후배들에게 꼭 해주고 싶은말이 있다면? 

성실히 대학, 과의 장학프로그램에 참여했던 경험을 바탕으로 대학을 졸업하고 창업을 했습니다. 많은 자발적 참여 프로그램에는 그만큼 적극

적인 학생들이 많아 좋은 자극과 경험이 되었습니다. 저는 '대학이니까 대충해도 괜찮지, 사회에 나가서는 잘할거야.' 라는 생각을 버리고 많은 

자기개발을 통해 창업이라는 기회를 얻었습니다. 후배님들 역시 많은 대학, 과의 프로그램을 참여하고 저와 같이 좋은 기회, 인맥을 얻으면 좋

겠습니다.

❶ 경영학의 이해(Business Administration)

경영학 이론과 기업운영의 과정을 이해하고 경영자전략의 필요성을 학습한다. 경영자가 실행하는 경영관리 활동인 계획, 조직, 

지휘, 통제, 그리고 각 구성원들이 담당할 경영의 기능을 배운다.

❷ 회계장부입문(Accounting introduction to)

기업이 경영활동을 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수입과 지출의 흐름을 학습한다. 회계의 기초 개념과 분개를 통하여 재무제표를 

작성하고 재무제표에 작성되는 소프트웨어를 이해한다.

❸ 경영지원관리(Management Supporting)

사원이 갖추어야 할 전문기술, 인간관계, 그리고 업무기능을 학습한다. 기업에서 전략, 인사, 생산, 마케팅, 회계/재무 등의 

무를 수행하는데 필요한 실무적 능력을 배양한다.

❹ 빅데이터분석관리(Big-Data Analysis)

경제 현상 분석과 기업운영에 필요한 기초적인 분석방법을 배우고, 다양한 경영자료를 분석할 수 있는 지식을 학습한다. 분석된 

결과를 활용하여 경영의사결정에 적용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춘다.

❺ 전산회계입문(computerized Accomting introduction to)

기업정보화에 필요한 활용 수단을 확인하고 의사결정에 활용되는 전산회계를 이해한다. 전산회계 프로그램 실습으로 경리담당

자로서의 능력을 배양한다.

❻ 직업선택과 금융관리(Job and Saving)

직업의 선택에 따른 근로계약과 근로조건, 보상과 휴가, 자기관리와 경력개발 등을 이해한다. 직장생활에서 소득의 건전한 사용

에 필요한 신용관리, 저축관리 및 위험관리를 배운다.

❶ 산업과 경영트렌드(Imdustry and Business trend)

새로운 도전과 자율에 기초한 신기술과 산업 생태계, 사회적 가치창출, 그리고 지속 가능한 성장 등을 이해한다. 급격한 환경변화

에서 기업의 생존에 필요한 전략과 실행방법을 학습한다.

❷ 문서작성입문(office automation introduction to)

사무행정에 필요한 오피스프로그램(엑셀, 워드, 파워포인트, 액세스 등)을 학습한다. 그리고 사무자동화 네트워크관리 및 전

자정보처리를 실습하여 경영관리 및 운용능력을 배양한다.

❸ 뉴미디어 제작관리(New Media for e-biz)

전자상거래, 소셜마케팅, 유튜브 홍보 등을 위한 제작관리 실습을 통해 새로운 마케팅 기법을 학습한다.

❹ 서비스경영실무(Service Management Practice)

서비스를 직접 구매하는 고객을 이해하고 고객을 만족시킬 수 있는 수단, 고객들의 구매행동, 그리고 고객만족을 증대시키기 위

한 방안들을 학습한다.

❺ 창업실무입문(Business Practice introduction to)

소자본을 활용한 스타트업 기업의 창업에 따른 사업계획서,자금조달 방법, 그리고 경영방식을 학습한다. 창업 경진대회나 창업 

동아리 등으로 실전능력을 확보할 수 있는 학습방법을 이해한다.

❻ 인공지능의 이해와 활용(Artifial Imtelligence)

4차산업혁명으로 인한 사무경영분야의 업무처리방식의 변화에 적응하기 위해 인공지능의 활용을 실습한다.

�� �신구대학교�신입생�오리엔테이션,�선배와
의�대화(2월)

   설레는 마음으로 입학한 학교, 각 학과 소개 및 

캠퍼스 견학, 보너스로 유명연예인 축하 무대

까지 함께해 보아요.

�� �남한산�백마체전,�외부인사�특강(5월)

   스마트사무경영과의 단합을 보여줄 수 있는 

기회! 목청 높여 응원하고, 땀 흘리며 운동하고 

몸은 힘들지만 마음 한 구석에 추억으로 자리

잡는 소중한 기간입니다.

�� �현장실습(7,8월)

   스마트사무경영과의 NCS세분류인 사무행정 및 

매장판매와 관련된 현장에서 실제업무를 이해하

고 책임있게 수행하는 능력을 배웁니다.

   EXPO�및�백마대동제�/�창업경진대회(10월)

   EXPO를 통하여 CEO를 꿈꾸는 경영인들에게 

중요한 정보를 알리고 비즈니스맨을 꿈꾸는 

이들에게 신구대 스마트사무경영과를 소개하

는 축제한마당!

�� �취업캠프,�외부인사�특강(11월)

   경험 많으신 교수님과 외부 강사를 통해 취업

에 필요한 서류작성 및 면접 시 주의사항 등의 

취업정보를 얻을 수 있는 기회! 매년 취업준비

생을 위한 취업캠프를 실시합니다.

�� �해외�현장실습(말레이시아)(1월)

   해외에서 어학연수도 받고 현지 기업에서 현

장실습도 함께하면서 외국인 친구도 만들 수 

있답니다.

궁금하세요?  물어보세요!

직무능력

졸업생 인터뷰

스마트사무경영과

백인우

(학우 글로벌경영과 15학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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