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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NAGEMENT

가족자원경영학은 가족을 중심으로 가족구성원 및 가족관계를 학습하고, 더 나아가 가정과 사회 환경 간의 상호작용을 연구하는 다학제적인 학문입니다. 

현대사회에는 고령화 및 저출산, 가족유형의 다양화, 가족폭력 등 가족 관련 이슈가 점차 늘고 있어, 가족전문가의 필요성 또한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가족자원경영학과는 가정의 건강성과 가족구성원의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고, 일·가정양립 등 가족친화적 문화조성에 기여하는 인재 양성을 목표

로 합니다.

가족은 사회의 중심, 

사회를 변화시키는 가족전문가
SINCE 1939

+ 학생회FM(Family Mentoring)프로그램

학생회가 주관하는 FM프로그램은 선배와 후배가 

팀을 이루어 가경인 사이의 원활한 소통을 도모하

는 활동입니다. 함께 식사를 하는 것부터 문화생

활, 시험기간 응원 메시지 주고받기까지 매달 새로

운 미션을 수행하며 가족자원경영학과의 재학생

들은 선·후배 간 두터운 관계를 유지하고 있습니

다. FM프로그램에서는 대학생활, 진로 등에 관한 

이야기도 편하게 나눌 수 있기 때문에 많은 가경

인은 FM 프로그램을 의미 있는 활동으로 꼽고 있

습니다.

+ S.O.F.(Study of Family)

학회인 S.O.F.에서는 북클럽, 교육봉사 등 다양한 

활동을 통해 전공에 대한 폭넓은 지식을 쌓고, 가

족 관련 이론 및 실제에 대해 깊이 배울 수 있는 

활동을 활발히 진행하고 있습니다. 전공분석을 통

해 진로를 탐색하기도 하고, 전공 관련 발표와 토

론을 통해 발표능력과 전공지식을 향상시키기도 

합니다. 또한, 선·후배들과의 MT, 짝멘토멘티 활

동을 통해 친목을 다지고, 봉사활동, 진로캠프 등

을 통해 지역사회에도 기여하고 있습니다.

+ 전공취업특강

학과생의 취업을 돕고자 다양한 분야에 진출해 있

는 현직 선배 및 현장 전문가들을 초청하여 전공

취업특강을 지속적으로 개최하고 있습니다. 특강

을 통해 학생들은 해당 분야의 생생한 정보를 얻

게 될 뿐만 아니라 취업 및 진로에 대한 시야를 넓

힐 수 있습니다.

+ 국제 교류프로그램

국제 교류프로그램을 통해 미국, 대만 등 주요 대

학에서 수학을 하고 있습니다.

학과활동

 02-710-9457�

 family@sookmyung.ac.kr

 http://family.sookmyung.ac.kr/

 진로설계 로드맵

학과에 적합한 학생  

▪�다양한 가정에 대해 관심 있는 학생

▪�가족 관련 사회문제에 흥미를 가진 학생

▪�상담을 통해 사회에 기여하고 싶은 학생

▪�가족의 욕구를 파악하여 시장에 알맞은 상품을 기획하고 싶은 학생

준비사항

▪�가족관련 프로그램 참여 및 봉사활동

▪�저출산·고령화, 다문화가정, 가정폭력 등 현대사회의 가족 관련 이슈 

분석

▪� 가족정책분야 : 한국건강가정진흥원, 

건강가정지원센터, 다문화가족지원센터, 

국민건강보험공단, 한국산업인력공단, 

한국보건사회연구원, 한국여성정책연구원, 그 외 정부 

산하 정책연구소

▪�가족상담분야 : 건강가정지원센터,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정신건강증진센터, 

재난심리지원센터, 자살예방센터, 군상담센터, 

가족상담센터, 부부상담센터, 가족심리센터

▪�가족자원 기획 및 관리 : 건강가정사, 

일반기업(롯데홈쇼핑, 현대홈쇼핑, CJ제일제당, 

LG생활건강, 인터파크, 현대백화점 등)

▪�교육분야 : 중등교사, 대학교수, 가족생활교육사

교과과정

�세부분야

▪�가족경제 및 소비자 분야 : 소비자로서의 가족 욕구 파악 및 

경제적인 운영 능력 함양

- 대표 교과목 : 소비자정책및주택경제, 가계재무설계및상담

▪�가족자원 기획 및 관리 : 가정의 경영 및 운영관련 이론 학습

- 대표 교과목 : 가정경영학, 여가문화와생활관리

▪�가족상담 : 가족문제의 치료 및 문제해결 프로그램 설계

- 대표 교과목 : 가족상담이론및실제, 다문화상담및사례관리

▪�가족정책 : 가족구성원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한 가족복지 

정책에 관한 학습

- 대표 교과목 : 건강가정정책론, 노인복지론

교직이수

▪�중등학교 정교사(2급) 가정

입학전

재학중

졸업 후 진로

생활과학대학

4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