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36 꿈을 이루는 행복한 대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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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리치료학과

# 교육목표

최근 노인인구, 각종 사고 및 산업 재해의 증가로 인하여 건강관리에 

대한 중요성이 강조됨에 따라 물리치료 인력의 수요가 증가하는 

추세에 있다. 급변하는 의료시장의 변화에 대비하여 문제해결중심 

교육과 근거중심교육을 기초로 국가와 지역사회 보건을 증진시키고 

국제적 감각을 갖춘 글로벌 물리치료사를 양성하고자 한다.

교과과정 학과소개

학과교수소개
진로 및 취업

1학년
물리치료학 개론, 의학용어, 해부학Ⅰ,인체생리학, 
일반생물학

2학년

신경해부학 및 실습, 기능해부학 및 실습, 해부학Ⅱ, 
운동생리학, 일반병리학, 운동치료학, 재활심리학, 
정형외과학, 측정 및 평가, 보조기 및 의지학,
말초신경계 물리치료학, 장애아동의 이해,

3학년

중추신경계물리치료학, 근골격계물리치료학, 임상운동학, 
물리전 인자치료학 I·II, 피부계물리치료학, 운동조절론,
물리치료 연구방법론, 물리치료진단평가문제해결, 
임상실습 Ⅰ·Ⅱ

4학년

소아물리치료학, 노인물리치료학, 스포츠물리치료학, 
정형물리치료학, 심호흡계물리치료학, 
지역사회물리치료학, 
물리치료진단학, 공중보건학, 의료법규, 임상실습 III·IV

뜻을 세우고 정성을 다하는 창조하는 인재 양성

■학문 -  근거중심치료를 위한 학술과 연구중심 교육으로 글로벌 인재양성

■봉사 -  환자를 공경하고 최선을 다하는 마음을 가진 인재양성

■사랑 -  도울 수 있는 삶의 의미를 되새기고 환자와 공감할 수 있는 인재양성

입/학/상/담

■학과장ㅣ이동우 교수 (062) 940-5556
  •E–mail : lee7810@honam.ac.kr 

■입학담당ㅣ윤영제 교수 (062) 940-5560
  •E–mail : yoonyj@honam.ac.kr

■학과사무실ㅣ조교 (062) 940-5083

■학술 & 취업중심대학
- 과학적 진단 및 평가를 위한 학술연구지원
- 전문인력 양성으로 국내 우수병원취업
- 해외물리치료사로 진출확대
- 대한물리치료사 협회 및 물리치료학회 학술 발표 및 특강 참여
- 석사, 박사과정을 통한 전문 인력배출(일반대학원 운영)

■인성중심교육
- 보건 및 재활복지 전공자로서의 마음가짐과 봉사정신 함양

■지역사회 협력사업
- 빛고을노인건강타운, 서구노인종합복지관 등의 봉사활동 및

지역내 사업체 연계사업을 통한 보건의료서비스 제공

■글로벌 인재 육성
- 해외교류 프로그램 연계 및 확대(Univ. of Hawaii, 

Cleveland state Univ., Univ. of Malaya) 
- 해외 물리치료 임상실(호주)
- 해외봉사 참여를 통한 글로벌 역할 체험

■물리치료학과 국가고시 3년 연속 100% 합격
(2015년, 2016년, 2017년)

■산학협력선도대학육성사업단 지원 산학연계 교육운영

■노인건강관리학 연계전공 운영
-   물리치료학과, 작업치료학과, 언어치료학과, 식품영양학과, 
  상담심리학과, 사회복지학과가 공동운영하는 융합전공으로
   2개 학위(복수전공) 취득 

■ 본 학과의 정규과정을 수료하고 한국보건의료인 국가시험원에서 

시행하는 국가시험에 합격 후 물리치료사 면허증을 취득하여 물리 

치료사 역할 수행

- 의료기관 : 대학병원, 종합병원, 병·의원 및 요양병원, 

한방병원 등의 물리치료실

- 재활 복지기관, 노인장애인 복지관, 재활원 등

- 보건직 공무원, 재활관련 정부기관 및 연구소

- 교육 및 연구기관 : 국내·외 대학원 진학, 의학전문대학원 진학

- 의료·재활 관련 산업분야

- 해외 의료기관 (미국, 캐나다, 호주 등 해당국가 면허취득 후)  

- 스포츠관련 분야 (각 스포츠 구단이나 스포츠 관련시설)

- 산업체 의무실

■ 취업률 우수학과(2019년 12월 건강보험 DB)

- 2016년 졸업자 88.9%

- 2017년 졸업자 81.8%

- 2018년 졸업자 86.4%

성  명 전공과목 연락처

고선근 교수 해부학, 생리학 (062) 940-5432

윤영제 교수 운동조절론, 심호흡계물리치료학 (062) 940-5560

이동률 교수 신경계(성인/소아)물리치료학, 물리치료진단학 (062) 940-5558

이동우 교수 임상운동학, 정형물리치료학 (062) 940-5556

이정욱 교수 피부계물리치료학, 물리적 인자치료학 (062) 940-5563

이현민 교수 신경해부학 및 실습, 운동치료학 (062) 940-555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