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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한 눈에눈에 들어오는들어오는 실제실제 샵과샵과 같은같은 세련된세련된 실습실실습실
학생들이 만족하고 수업에 알맞은 교육시설이 갖춰져 있어 수업시간이 재미있습니다.

산학협력체결로산학협력체결로 취업걱정은취업걱정은 끝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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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로해외로 떠나는떠나는 SAP
S.A.P란 해외로 나가 전공과 관련된 학교 및 업체에서 좀 더 많은 지식과 견문을 쌓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뷰티디자인과는 2002
년부터 매년 1회씩 교수님들과 함께 S.A.P를 시행하고 있으며 해외에서 미용관련 공부와 외국의 문화 체험으로 미용전공 능력
향상과 자신의 견문에 많은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선린대학은 학교에서 여행경비의 35%를 지원합니다.

대학생만의대학생만의 특권특권! 신나는신나는 MT
입학 후 서먹서먹한 분위기를 한방에 날려버릴 수 있는 기회 M.T, 교수님들과 1, 2학년 학생들 모두 한자리에 모여 즐거운 시간
을 보냅니다.



각종각종 미용대회미용대회
매년 규모있는 대회를 출전함으로써 미용에 대한 실력향상과 자신감으로 우수한 성적을 거두고 있습니다.

졸업작품전졸업작품전
뷰티디자인과는 2학년 2학기때 졸업작품전을 실시합니다. 졸업작품전은 2년 동안의 땀과 노력을 결실 맺는 작품전 입니다. 학생
들의 프로다운 모습을 보면 많이 성장했다는 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언론에서언론에서 본본 선린대학교선린대학교 뷰티디자인과뷰티디자인과
언론에 실린 뷰티디자인과 신문기사 입니다. 미용대회에서 훌륭한 성적을 거두어 기사화된 내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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