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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 소개

역량 중심 교육
시대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실무 중심 역량교육’ 체계 구축

생애주기 학생 관리
‘입학 – 졸업 – 취업‘ 전 과정의 체계적 학생관리 시스템 도입

디지털 캠퍼스 구축
포스트 코로나 시대, 글로벌 네트워크(자매대학)를 활용한 ‘하이브리드 디지털 캠퍼스‘ 실현

2020.02.12  교육부 – 2019년 교육국제화역량 인증대학 인증

2020.05.26  교육부 – 2020년 LINC+ 「4차 산업혁명 혁신선도대학」 선정



학과 소개 물리치료학과



학과 소개 물리치료학과

물리치료사는 손상이나 질병에 의한 기능장애를

가진 환자들을 도와 최대한의 기능을 회복하는데

그 역할이 기대되는 직종으로, 

재활팀 중에서도 중추적인 역할을 담당하기

때문에 팀 리더로서의 자질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학과 소개 물리치료학과

우송대학교 물리치료학과에서는

편성된 교과과정에 따라 개별적으로 이루어져 왔던 기존의 틀에서 벗어나

환자의 내원에서부터 평가, 계획, 재평가를 하는

1) 포괄적인 문제해결 중심 접근방법 (problem-solving based approach)과

2) 최근 연구결과를 근거로 하여 치료방식을 선택하는

근거중심방식 (Evidence-Based Practice)의 물리치료를 교육하며,

3) 토론식 선진국형 물리치료학 교육방식을 채택하여, 국제적인

물리치료사 리더를 양성하기 위한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물리치료 전문분야

물리적인자 치료 & 수치료 심장호흡계 물리치료

신경계 물리치료 – 신경계 재활 근골격계 물리치료 – 근골격계 재활



물리치료 전문분야
소아 물리치료

스포츠 물리치료

산업체 물리치료

노인물리치료

로봇 재활치료



물리치료사 전망

고령화와 COVID-19으로 인한 의료인력 증가



최봉삼 학과장

학과 소개 교수진, 학부

•기획처장, 우송대학교

•소장, 우송대학교 부설 재활과학연구소

•국제학술부회장, 대한통합암물리치료학회

•편집위원 & 학술이사, 한국전문물리치료학회

•위원,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 물리치료사

외국대학인정 심의위원회

•위원, 한국물리치료교육평가원

•국제위원장, 대한물리치료사협회

•위원, 대전광역시 중구 지역사회재활협의체

•교육이사, 대한물리치료대학교육협의회

•총무이사, 한국전문물리치료학회

•대외협력책임자, 에이즈∙암∙호스피스∙완화

국제물리치료, 세계물리치료연맹

•학술이사, 대한물리치료사협회 대전시회

•박사 후 연구원, 플로리다대학교

• Active member of American Physical Therapy Association (APTA) since 1993

• Current Chair. Department of Physical Therapy, Woosong University, Korea

• Current International Director, Korean Research Society of Physical Therapy, 

Korea since 1992

• Current director, Institutional Review Board, College of Health and Welfare, 

Woosong University, Korea

• Physical Therapist for Home Health Care and Geriatric Care Facilities, Innovative

Senior Care, Inc., Gainesville, FL, USA; 2001-2011

• Rehabilitation Supervisor, Outreach Program for Parkinson’s disease, Inc., 

Tarpon Springs, FL, USA; 1999-2001

• Outpatient Coordinator/Lead Physical Therapist, Nova Care, Inc., Tampa, FL, 

USA; 1993-1998

• Staff Physical Therapist, St. Anthony Hospital, St. Petersburg, FL, USA; 1992-

1993

• Senior Physical Therapist, Northwest Pain and Rehabilitation Institute, 

Merrillville, IN, USA; 1992

• Research assistant, Department of Health Science, The Graduate School of 

Yonsei University, Seoul, Korea

임우택 교수



•울산강북교육지원청 특수교육지원센터 (물리치료사)

•울산혜인학교 운동재활실 (물리치료사)

•인제대학교 산학협력단 (책임연구원)

•경남대학교 물리치료학과 (조교수)

•Department of Neurosciences, Medical 

University of South Carolina, Charleston, SC, 

USA (Postdoctoral Scholar)

•인제대학교 (박사후연구원/한국연구재단

학문후속세대양성사업 박사후국내연수)

•인제대학교 (연구원/한국장학재단

이공계국가연구장학생)

•천안시 장애인종합복지관

•대전보람병원

•대전재활요양병원

•대전웰니스병원

•익산 더이룸아동발달센터

•대전 위드아동발달센터

•한국신경재활학회 논문 심사위원

박수경 교수 유성호 교수

학과 소개 교수진, 학부



커리큘럼

- 국내외 보건 의료 환경 변화에 대한 국제경쟁력을

갖춘 글로벌 리더 물리치료사 양성을 위한 교육과정

- 이론과 근거에 중심을 둔 실무 위주의 토론식 강의

- 선진국 물리치료사 면허증 취득 및 해외 유학을 위한

교과과정 반영

- TOEIC, TOEFL, 원어민 교수 강의에 의한 영어집중

프로그램 및 제2외국어 교과목 운영



커리큘럼
1학년 1학기 일반화학 및 실험 일반생물학 및 실험 의학용어

1학년 여름학기 물리치료학개론

1학년 2학기

2학년 1학기

2학년 2학기

일반물리학 및 실험 해부학 기초 생리학

신경학개론 및 실습 일반생물학 및 실습 재활심리학 운동기능해부학(T)

기초운동치료학 및 실습 이학적 검사 및 평가 보건통계학 및 실습

임상운동생리학(T) 인체운동학및실습(T)



커리큘럼

3학년 1학기

3학년 2학기

캡스톤디자인

4학년 1학기

연구방법론 응용운동치료학 및 실습

신경계 물리치료 및 실습

자세측정 및 평가(T)

건강 및 체력검사(T)

노인물리치료 및 실습 심폐계물리치료 및 실습 소아물리치료 및 실습

운동처방론(T) 재활측정 및 평가도구(T)

근골격계물리치료학임상실습 신경계물리치료학임상실습

소아물리치료학임상실습 노인물리치료학임상실습

4학년 1학기 스포츠 물리치료학 임상 실습 전기광선 물리치료학 임상실습



해외 협력 기관

- 미국 Oakland University

- Genesis Rehab Therapy in Los 

Angeles, CA

- 중국 소주대학교

- University of the Incarnate Word

해외 연수



해외 연수



병원 MOU 체결 현황



학과 프로그램 SOL 경연 대회

학생 개개인이 재학 중 수행하는 모든 교과,

비교과 활동을 정량적으로 수치화하고 평가하여

취업역량을 객관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시스템

- 성적우수 장학금 평가 시 우송지수 적용
(성적우수 장학금 인성항목 15% 중 10% 반영)

- 상위 우송지수자 장학금 시상
(학업 성취도 점수(성적)는 제외)

우송지수 SOL 경연대회

- 보건복지대학 융• 복합 프로그

램

- 물리치료학과, 응급구조학과,

스포츠건강재활학과 참여

- 건강 관련 주제 발표, 보디빌딩,

수영경시대회



학과 활동 학과마일리지

교내 행사에 참여한 학생들에게 참여 정도에 따라 마일리지 부여

혜택)

성적 우수 장학금 배정

해외 연수자 선정

임상(병원)실습 우선 배정

학과 사물함 우선순위 배정

학기말 우수 학생 상장 부여

마일리지 부여 행사

솔경연

MT 대체행사

체육대회

새내기 콘서트

총장기 축구대회

학생회 주관 행사
(멘토멘티, 코워커 등)



학생 활동
- 멘토멘티

- 또래상담

- 새내기 콘테스트

- Co-worker

- 체육대회

- 학술제

- MT 대체 행사



임상실습



실습병원



학생회 활동 9대 학생회 [다원]

- 학과 인스타그램 운영 각종 학과 행사 사진 및 학생회 활동 업로드

- 학과 오픈채팅방 운영 학생회와 학생들 간 소통의 장 마련

학생회장
강민혜

부회장
박예나

총무부장
최수정

문화부장
김은지

복지부장
김휘현

홍보부장
김민지

학술부장
이시현

학생부장
홍창호



학생회 활동 9대 학생회 [다원]



학과 동아리 Update

• 동아리 내 스터디 그룹 운영

• 논문에 대한 전반적인 기초지식 쌓기

관련 프로그램 이용법, 논문 서치 방법, 발표 등

• 신경학 특강

• 촉진 등의 물리치료 실습 프로그램

• 봉사활동 & CPR 교육 및 기타 대외활동 참여

• 고교연계프로그램 진행



학과 동아리 Study Abroad 



학과 동아리 Frontier

• 생활체육자격증 취득을 위한 공부

• 키네시오 테이프 교육 이수

• 마라톤 대회 테이핑 봉사

• 매주 테이핑 실습

• 스포츠 관련 논문을 찾고 요약하여 발표



학과 소개 졸업 후 진로

• 국내 종합병원, 대학병원, 요양병원

• 재활병원 및 재활전문센터, 요양원, 장애인 시설, 장애인복지관, 호스피스센터

• 스포츠팀 트레이너, 각종 스포츠 연구소 및 웰니스(Wellness)프로그램 개업

• 산업체 건강관리실 및 의무실

• 의료기기 및 의수족 보조기 제작 분야

• 해외(북미지역) 종합병원, 재활센터,

Sub-Acute Care Facility and Skilled Nursing Facility,   

Assisted Living Facility,

외래 재활센터 개업(Out-Patient Clinics) 및 가정방문 재활 센터

• 국내 대학원, 북미지역 대학원, 재활병원, 연구소, 국제기구

World Health Organization 및 NGOs(Non-Governmental Organizations)



물리치료사 취업 대학병원



물리치료사 취업 재활병원, 개인병원



물리치료사 취업 요양병원, 장애인 시설, 보건소



물리치료사 취업 산업체 복지 시설



물리치료사 취업 연구직, 교수



학과 취업 현황





Q&A

Q. 재활치료사와의 차이점과 물리치료의 메리트는 어떤 것이 있을까요?

재활치료사는 장애를 가진 사람이나 외상이 있는 사람이 신체 기능을 회복하고 유지시키기 위하여

하는 치료를 전문적으로 하는 사람으로서 물리치료 외에도 언어치료,작업치료 등이 포함됩니다. 

메리트 : 다양한 치료 방법

온열치료, 전기치료, 광선치료, 수치료, 기계 및 기구치료, 보조 및 보호기구 치료, 운동치료 등등의

다양한 범위를 넘나들며 환자를 치료할 수 있는 것이 물리치료의 메리트인 것 같습니다.

A. 재활치료사 ⊃ 물리치료사



Q&A

Q. 이 과를 오기 위해 미리 알아야 할 것은 무엇인가요?

제 주변 친구들 중에 물리치료사가 무엇을 배우고, 무엇을 하는 분야인지를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섣불리 진학했다가 본인이 생각했던 것과는 달라 어려움을 겪고, 본인의 적성과 멀어지게 되는 것을

본 적이 있습니다. 

이 분야를 선택하기 이전에, 어떠한 것을 배우고 무엇을 하는 직종인지 조금이라도 파악하셨으면

좋겠습니다.

A. 무엇을 배우고, 무엇을 하는 직업인지



Q&A

Q. 물리치료에 대한 일과 수업이 궁금합니다

각 학교마다 차이는 있겠지만, 물리치료학을 공부하는 학과의 일과 수업은 꽤 유사하다고

생각합니다. 우송대학교 물리치료학과의 교과과정에 대한 부분은 앞서 설명 드린 바와

같습니다. 

1학년 : 영어 + 기초 과학 + 해부학 및 생리학 = 기초과정

2학년 : 영어 + 부전공 + 전공 과목

3학년 : 부전공 + 전공과목

4학년 : 임상실습 (현장경험) 및 국가고시 준비

A. 



Q&A

Q. 우송대 물리치료학과의 가장 큰 특징은 무엇인가요?

해외에서 물리치료사가 되기 위해서는 필수로 이수해야 하는 교육과정이 있습니다. 

타대학은 이 교육과정을 다 이수하지 않아 해외로 진출하려면 따로 이수해야 하지만

우리 우송대학교 물리치료학과는 필수 교육과정들을 그대로 저희 교육과정에 포함시켜 놓았기에

타대학보다 출발선이 한 발 앞설 수 있습니다.

A. 해외 물리치료사가 되기 위한 필수 교육과정을 이수하고 있다.



졸업생인터뷰
Q. 취업할 때 우리 학교 커리큘럼을 통해 도움이 된 점
A. 커리큘럼이 다른 학교랑 다르게 물리, 화학, 생물학 등의 과목을

수강하게끔 되어 있어서 물리치료사의 해외 진출을 희망하는 학생들에게
도움이 된다고 생각한다.

Q. 임상실습 경험 & 팁
A. 실습 나가기 전 본인이 가게 되는 병원의 전문분야에 대해 공부 하는 것

추천! 말 그대로 아는 만큼 보인다. 도수치료를 주로 하는 병원이면
이 병원의 전문분야가 어깨인지 허리인지 알고 어느 정도 공부해가는
것이 좋다. 재활병원의 경우 다양한 케이스의 환자들을 접할 수 있고, 
대학병원의 경우 급성기 환자들을 많이 접할 수 있다, 그래서 실습을
나갈 때 한 군데는 재활병원, 또 한 군데는 대학병원을 경험해보고
둘중본인에게 더 맞는 병원을 찾는 것도 나쁘지 않다!

전수영
(16학번, 現다빈치 병원 물리치료사)



졸업생인터뷰

Q. 토익 등 자격증
A. 대학병원에 취직을 희망하는 학생들은 토익 점수를 미리 준비 해

놓으면 가산점이 있다. 그리고 센터에 취직을 희망하는 학생들은
많이들 알고 있는 생체 자격증을 공부하면 도움이 많이 된다.

Q. 후배들이 희망하는 사회진출의 꿈을 이루려면 어떠한 경력관리가 필요한지?
A. 성적도 역시 어느 정도 쌓아 놔야 하지만 나중에 자기소개서를 쓸 때 밀고 나갈

수 있는 본인만의 장점을 하나 준비 해놓는 것이 좋다. 성적, 토익,봉사, 
학생회활동, 솔경연대회 등을 준비를 해 둔다면 의미 있는 학교생활이 될 뿐만
아니라 나아가 사회 진출하는데 있어서 본인에게 이득이 될 것이다. 전수영

(16학번, 現다빈치 병원 물리치료사)



졸업생인터뷰

Q. 본인이 생각하는 우송대학교 물리치료학과의 장점?
A. 체계적인 커리큘럼, 탄탄한 교수진 그리고 학구열이 높은 학생들입니다.

실제로 커리큘럼과 교수진으로 인해 우송대학교에서 입학경쟁률이 높은 학과 중
하나이고, 미국 등 해외 대학생들이 우송대 물리치료학과로 편입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이유들로 뛰어난 학생들이 입학하다 보니 열심히 공부하는 분위기가
형성되는 등 선순환이 되고 있습니다.

Q. 학년별로 도움되는 꿀팁!
A. 1학년부터 토익 공부를 우선순위로 두고 학년마다 학생회, 동아리활동, 여러

대외활동 등 학교에서 쌓을 수 있는 다양한 경험들은 꼭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본인에게 뜻깊은 경험이 될 뿐만 아니라 나중에 이런 경험들이 스펙이 되어
본인에게 좋은 거름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전공 과목들의 복습을
통해 수업 내용을 잊지 않고 되새기는 것을 추천합니다.

유중경
(17학번, PT.YOU)



졸업생 인터뷰

Q. 전공에 도움이 되는 대외활동
A. 봉사활동, 서포터즈 등 많은 활동들이 있겠지만 창업경진대회에 참가해보는 것을

추천합니다. 우송대학교 총장, 중앙부처 장관상 등 훈격이 높아 스펙을 쌓는 데 큰
도움이 될 거라 생각합니다. 또한, 디지털 헬스케어가 각광받고 있기 때문에
물리치료학 전공을 살린다면 창업 아이템의 경쟁력과 더불어 본인의 전공 역량까지
두 마리 토끼를 잡을 수 있다는 점이 장점입니다.

Q. 재학중 배운 내용 중, 현재 업무와 연관이 깊은 내용 혹은 과목이 있다면?
A. 현재 근거기반의 재활운동을 제공하는 만성질환관리 시스템을 개발하고 있어,

논문연구 조별과제로 진행되었던 캡스톤디자인이 가장 연관이 깊었습니다. 필요한
논문을 찾아 스스로 역량을 쌓을 수 있는 방법과 조원들의 강점을 살려 더 좋은
결과물을 만드는 방법을 배웠던 것이 많은 도움이 되었습니다.

유중경
(17학번, PT.YOU)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