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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의 안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어제의 성공에 머무르지 않고
어제와 다른 길을 걸으며 성장해 온 건국대학교,
이제 다시 어제의 페이지에 머무르지 않고
또 다른 페이지를 펼칠 것입니다.

어떤 변화가 더해질지 기대해 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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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를 위한 도약, 세계를 향한 비상
Leap for the Future, Soar up to the World

우리는 미래를 위해 끊임없이 도전하고 지속적으로 혁신합니다.
이를 통해 세계와 가까워지게 하고 또 오늘과 내일을 연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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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까워진 세계 그리고 미래를 건국대학교에서 준비하십시오.

현재와 미래를 결정하는 것은
			

사람입니다
‘나’ 보다는 ‘우리’를 위하고
‘큰’ 생각과 ‘성실’한 실천으로
미래를 선도하는 우리는,

WE
건국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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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법을 도출, 활용하는 능력

KU 인재상

창의역량		사물과 사건을 다양한 각도에서 바라보며, 새로운 아이디어와
창의적
전문인

종합적 사고력	다양한 정보와 지식을 이해하고, 문제를 규명하여 분석 추론하며
이를 바탕으로 문제 해결에 적용하는 능력

人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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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인

실천적
사회인

성실성		
실천적
사회인

선도적
세계인

자신이 맡은 바를 묵묵히 최선을 다하여 완수하는 책임감과 노력
및 자신의 삶과 생활에 충실한 태도
효과적인 의사소통 방법을 사용하여 메시지를 전달하고 이해
하는 것에서 나아가 팀원 간의 상호 협조와 협력을 효과적으로
이끌어내는 능력

선도적
세계인

글로벌 시민의식	다양한 문화를 수용하고 적절한 외국어를 사용하여 전 지구적
도전과제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행동하는 태도
주도성		

다양한 과업 수행 시 능동적인 자세를 취하고 상황을 솔선해서
이끌어가면서 적극적으로 정보를 구하거나 기회를 찾는 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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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통역량		

건국대학교에서 더 큰 세상,
			

더 가까워진 미래를 만나십시오

誠, 信, 義의 교시를 바탕으로 교육의 길을 걸어온 건국대학교는
건학 100주년이 되는 2031년, 세계 100대 대학 진입을 목표로
‘르네상스 건국 2031’을 실천하고 있습니다.
글로벌 시대를 주도할 리더의 꿈을 건국대학교에서 이루십시오.

참된 복지문화국가의 건설
설립목적

참된 복지문화국가 건설을 통해서 우리나라가 자유와 민주 그리고 번영을 누
릴 수 있을 것이라 확신하였습니다. 교육사업을 통해서 이를 실행에 옮기고자
진실하고 부지런하며 용기 있는 국민성 함양 및 과학과 기술의 비약적인 발전
을 사명으로 삼아 이를 실천할 선도적 인재 양성을 대학 설립의 목적으로 삼
았습니다.

교육이념

① 합리적이고 창의적이며 균형있는 판단력을 지닌 인간
② 성실하고 긍정적이며 신의를 지키는 인간
③ 문화와 예술을 사랑하며 배움을 즐기는 인간
④ 용기와 의지를 갖추어 지행이 일치하는 인간
信_ 학술의 심오한 이론과 응용방법 연구 및 실천
① 자신의 적성을 토대로 전문적 분야의 지식과 실천적 능력을 갖춘 인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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誠_ 건전한 사랑 함양과 인격의 도야

② 새로운 지식과 기술의 창조에 도전하는 태도를 가진 인간
③ 전문분야에 대한 책임감과 통합적 안목을 갖춘 인간
④ 학문과 사회적 변화를 조망하고 미래에 대한 비전을 제시할 수 있는 인간
義_ 국가 동량의 인재양성으로 인류사회 발전에 기여
① 국가 및 지역사회에 대해 공동체적 연대의식을 지닌 인간
② 문화적 주체의식을 토대로 고유문화의 발굴과 발전에 기여하는 인간
③ 세계인과 교류하기 위한 실제적 능력과 다문화 이해능력을 갖춘 인간
④ 민족과 인류공동체에 대한 균형있는 책임감을 가지고 공동선을 추구하는 인간

수월성 있고 조화로운 교육을 통해 세계적 수준의 식견을 갖춘
교육목적

① 전인적 인격의 지성인
② 미래지향적 전문인
③ 공동체 발전의 선도자 양성

신지식 경제사회를 선도하는 글로벌 창의 인재 양성
교육목표

① 誠, 信, 義의 인성과 융복합적 학문소양을 갖춘 지성인
② 지성과 창의성을 갖춘 전문인
③ 글로벌 시대를 주도할 리더

비전 교육, 연구, 사회적 책무를 수행하는 세계적 선도대학
경영목표 2031년까지 세계 100대 대학으로 진입
5대 중점 추진 전략 ① 교육 창의적 미래 인재 양성을 위한 학습자 중심의 교육 구현
② 연구 인류의 미래를 여는 선도적 연구경쟁력 강화
③ 국제화 국제교류 활성화를 통한 글로벌 인재 육성
④ 평판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자긍심과 우애의 건국 공동체 건설
⑤ 대학경영 성과중심의 대학 경영시스템 혁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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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의 생각은 가능성,
그리고 가치를 향합니다
항상 새로운 생각으로 세계가 그리고
시대가 예상치 못했던
새로운 가능성을 발견하겠습니다.
그리고 반드시 그 가능성을 현실화함으로써
새로운 가치로 바꾸어놓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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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컬캠퍼스 학과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QR코드를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본 전공안내서에는 서울캠퍼스 15개 단과대학, 62개 학과만 소개되어 있습니다.

문과대학

인문을 탐구하는
지성인,
감성과 이성
우리는 가치와 본질을 탐구하는 기초 학문 분야입니다.
인간다움의 본질과 정체성, 그리고 가능성 등에 관한 깊은 성찰도 포함됩니다.
우리는 학생들이 인문학을 세계적 수준의 관점에서 연구하고
실용화할 수 있도록 그 역할을 다하겠습니다.

문과대학
COLLEGE OF LIBERAL ARTS

국어국문학과

사학과

Department of Korean Language and Literature

Department of History

영어영문학과

미디어커뮤니케이션학과

Department of English Language and Literature

Department of Media and Communication

중어중문학과

문화콘텐츠학과

Department of Chinese Language and Literature

Department of Digital Culture and Contents

철학과
Department of Philosophy

COLLEGE OF
LIBERAL ARTS

Konkuk University

문과대학

국어
국문학과

한국어 및 한국문학에 대한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이해와 연구

DEPARTMENT OF
KOREAN LANGUAGE
AND LITERATURE

국어국문학의 주요 영역에 대하여 그 주체와 환경, 텍스트에 대한 폭 넓고 깊이 있는 연구
분석과 토론을 수행함으로써 민족문화의 정체성과 보편성을 검증한다. 또한 국어국문학의
현실적 존재양상과 효용성을 탐구하고 발전 방안을 모색하며 선진적인 미래 문화 건설을
주도할 수 있는 창조적인 인문학 리더를 양성한다.

교수진
고창운 | 의미론, 문법론

교과과정 _ 학과 세부영역
국어학

행동화 등의 문법적인 지식과 국어의 통사론과 형태론을 익히며, <훈민정음과문자론> 수업

김진기 | 현대소설

을 통해 국어의 역사에 대해 배운다.

신동흔 | 구비문학
홍재범 | 현대희곡
황혜진 | 고전산문, 문학교육

<국어학연구사>, <국어음운론>, <국어의미론> 등의 과목을 통해 발음 구조, 구개음화, 모음 역

고전문학

<고전시가의 이해>, <고전산문의 이해>, <한문학의 세계>, <고전문학과 콘텐츠> 등의 과목을
통해 고전문학과 현대콘텐츠 간의 적절한 융합을 시도함으로써, 단지 이론적 학문으로서의
고전에 그치는 것이 아닌 실용적 지식으로서 새로운 고전의 세계를 다룰 수 있는 기회를 제
공한다. 다양성과 융복합의 시대라는 현실상황에 맞추어 배움의 장을 보다 넓혀갈 수 있다.

현대문학

<한국 현대시 감상>, <현대소설의 이해>, <현대극작가론>, <현대 희곡 감상> 등의 과목을 통
해 현대시나 현대소설 등 다양한 작가의 작품세계를 접할 수 있다. 단순히 읽는 것에 그
치는 것이 아니라 작가와 작품 등에 대해 세부적으로 탐색하고 그 과정을 통해 문학의 진
면목을 만나볼 수 있다. 이를 기반으로 다양한 공모전에 응모할 수 있으며 수상의 기회도
갖게 된다.

학과 인재상
언어와 문학에 대한 관심과 감각을 지니고 있고, 인간에 대한 믿음을 바탕으로 주체적으로
자기 삶을 살아가며, 타인과의 깊은 교감과 상호 협력을 통해
?
http://korea.konkuk.ac.kr
02-450-3324

문화 발전에 능동적으로 기여할 수 있는 창조적인 학생들은
국어국문학과로 오세요!

014 _ 015

학과 프로그램
회보‘빛글’발간

학술답사 활동

우리 학과는 문과대학에서 유일하게 학과 내 회보‘빛글’을 발행한다.
이 회보는 연 4회 발간되며, 학과 소식과 각종 행사 등을 전하는 것은
물론, 학생들이 문학적 소양을 마음껏 펼칠 수 있는 소중한 공간이기
도 하다. 봄에 발행되는 연초 회보에는 그 해 새내기 이름을 수록한다.

매년 봄, 현대문학반, 고전문학반, 국어학반으로 나뉘어 각각의 특색에
맞는 볼거리와 배움을 접할 수 있도록 2박 3일의 학술답사를 다녀온다.
답사는 새내기와 선배들 간의 친밀감을 높이고, 교수님은 물론 졸업한
대학원 선배와도 소통하는 매우 특별한 시간이다.

문학상 및 장학금 지원

학술문화제 글밭타령

학생들의 문학적 역량을 북돋아 주기 위한 다양한 문학상 개최는 우리
학과의 자랑이다. 특히 66학번 김홍신 선배님(김홍신 장학재단)의 후원
등으로 우수한 글을 쓴 학생들은 각종 장학금을 지원받으며 습작 활동
을 지속 할 수 있다. 또한 수상작은 물론 문학상에 응모한 작품 전체를
한권의 책으로 엮어 학과 구성원들이 소장한다.

1학기 최대 행사가 답사라면, 2학기 최대 행사는 늦가을에 개최되는 학
술문화제‘글밭타령’이다.‘글밭타령’은 우리 학과 소속 학회와 소모
임에서 지난 1년간의 활동 보고회를 가지는 행사이다. 연극, 노래 공연,
영화 상영, 답사 보고 등의 프로그램으로 진행되며, 교수님과 학부모님
도 참석하는 의의가 큰 행사이다.

교과과정 _ 세부 커리큘럼

학생활동 _ 소모임

1

학년

2

희연
희곡연구반의 줄임말인 희연은 만들어진지 올해로 28년이 되는 전통
학년

과 관록의 소모임이다. 연출, 연기, 희곡작가 등 연극과 관련된 모든 분
야를 배우고 경험하며, 매년 국어국문학과 축제인 글밭타령에서 창작

1학기 |
문학의 이해와 감상
현대인의 삶과 고전

1학기 |
고전문학사
국어학개론
훈민정음과문자론
현대소설의 이해
구비문학의 세계

극을 공연한다.

상상
고전을 각색한 단편영화를 제작하는 학회로 영화제 출품을 목표로 한
다. 시나리오 작업부터 연기, 촬영, 편집까지 전 과정이 상상 소모임 내
에서 직접 이루어지며, 매년 전주국제영화제 등의 영상축제에도 직접

2학기 |
한국문학과 사회
언어와 문화
고전읽기의 즐거움

2학기 |
현대문학사
한문학의 세계
현대극문학의 이해
고전시가의 이해
국어문법론

다녀오고 있다. 최근 대·내외 단편 영상공모전에서 여러 차례 수상함으
로써 국어국문학과의 자랑스러운 얼굴이 되고 있다.

트인 소리
음악을 사랑하는 학우들이 모여 대중음악을 연구하는 소모임이다. 대중
음악의 가사를 재해석하고 직접 부르며 학우들 간의 친밀도를 높이고,

3

학년

4

매년 국어국문학과 학술제인‘글밭타령’무대에서 라디오 방송, 뮤지컬
등의 형식을 차용한 다양한 음악공연을 선보인다.
학년

1학기 |
테마고전특강
한국 대표시 감상
현대시의 이해, 현대극작가론
고전산문의 이해, 국어학특강
문예창작, 국어음운론
국어학연구사

1학기 |
고전문학과 영상
국어의미론, 언어학특강
문학비평의방법과실제
문학치료연습

2학기 |
고전과 문학치료
고전문학과 콘텐츠
언어변화이론, 국어학연습
현대시인론
현대작가론, 국어문법론

2학기 |
대중문학의 세계
외국인을 위한 한국어교수법
고전과 창작

졸업 후 진로
문단 등단 | 시, 소설, 희곡 등 다양한 분야
교육계 | 중등학교 국어교사(교직), 한국어 교사
방송계(광고계) 진출 | 작가, 방송, 언론인, 영화, 카피라이터
출판계
각종 연구소 | 어학, 국학, 민속학, 한학 등
학자

문과대학

Konkuk University

문과대학

영어
영문학과

영어 능력의 배양을 넘어
영미문화 정수의 깊은 이해

DEPARTMENT OF
ENGLISH LANGUAGE
AND LITERATURE

영어권의 언어 및 문학 연구를 통해 뛰어난 영어 능력을 배양하는 것을 넘어 그 문화의
정수를 깊이 이해하는 것에까지 이른다. 영미권의 사고방식에 대한 이해는 물론 전문적
언어 감각과 문학 향유 능력을 키우고, 다문화 시대로 향해가는 세계적 추이에 부응하는
비판적이면서도 창조적인 사고방식을 갖도록 교육한다.

교수진
이형식 | 셰익스피어

교과과정 _ 학과 세부영역
영문학

영미문화권에서 쓰인 영미소설, 영미시, 영미희곡 등을 읽으면서 문학과 인간에 대해 폭넓
게 공부한다. 영문학텍스트를 읽는 과정에서 고급영어를 익힐 뿐만 아니라 인문학의 핵심

허현숙 | 현대영미시

인 비판적 사고와 창의적 문제해결 능력을 배양한다. 역사, 철학, 미술, 종교, 심리학 등 다양

안희돈 | 언어학

한 인접학문과의 통섭, 교류를 바탕으로 한 문학 읽기 또한 영문학 연구의 중요한 특징이다.

김종갑 | 영미비평
한정임 | 음성, 음운론

영어학

영어를 언어학적으로 접근하여 영어학의 출발은 영어가 단순히 기능적으로만 습득해야
할 대상이 아닌, 학문적으로 연구되어야 할 대상이 된다는 관점에서 시작한다. 따라서 영

이혜수 | 영국소설

어와 관련된 전 분야 즉 음운론, 형태론, 통사론, 의미론, 담화론, 영어발달사 등을 포괄적

전문기 | 인지심리학

으로 다룬다.

안덕호 | 통사론
권나영 | 심리언어학
김은형 | 미국문학, 미국학
오은혜 | 언어습득론

실용영어

문법/독해 위주의 수업에서 벗어나 영어 표현을 만들어 가는 능력을 연습하고 훈련하는 과
정이라고 할 수 있다. 말하기, 읽기, 듣기, 쓰기 등 실제 생활의 다양한 장면에서 자주 접할
수 있는 영어 소통 방식을 익히고, 이것을 활용해 자신의 표현으로 응용할 수 있는 능력을
기를 수 있도록 한다.

강형민 | 영문학
Peter Ryan | TESOL
Sean Daugherty | TESOL

학과 인재상
영어 및 영미문학에 대한 관심과 열정을 기반으로, 현대 사회를 성공적으로 살아가는데
필수적으로 요구되는 창의력, 논리적이면서도 유연한 사고력, 비판적 판단력 등의 능력을
함양하고, 고전과 현대의 영어권 문화에 대한 지식을 쌓으며 그를 통해
?
http://english.konkuk.ac.kr
02-450-3335

다양한 분야의 국제적 무대에서 활약할 수 있는 소양을 갖춘
학생들이라면 언제나 환영합니다.

016 _ 017

학과 프로그램
수준 높은 영어 강의

각종 대내외 장학금 지원

영어영문학과에서는 대부분의 전공 강의가 영어로 진행되며, 프레젠테

현재 영어영문학과에 재학 중인 학생들은 학교에서 지급하는 교내장학

이션, 토론 위주의 수업 방식 등을 포함해 미국 대학교 수준의 영어수

금(성적, 복지, 근로, 직계 등)과 서울국제장학재단 등 장학재단에서 지

업을 제공한다.

급하는 장학금, 국가 공공장학금 등의 다양한 장학금 혜택을 받고 있다.

높은 비율의 교환학생 파견

오랜 전통의 영어연극과 소모임 활동

현재 영어영문학과의 많은 학생들이 미국, 영국, 호주, 핀란드, 네덜란

1973년부터 시작돼 오랜 전통과 실력을 자랑하는 영어연극은 현재까지

드, 스페인 등의 유수 대학에서 교환학생이나 파견학생으로 수학하고

꾸준히 유지되는 영어영문학과의 대표적인 행사이다. 이외에도 영문학,

있다. 그동안 영어영문학과에서 제공되는 영어강의를 통해 실력을 쌓아

영어학, 실용영어 등의 분야에 걸쳐 소모임이 활발하게 운영되고 있다.

온 학생들은 해외에서 별다른 어려움 없이 학문을 수학하며, 더 큰 세계
로 나아갈 수 있는 실력과 포부를 가슴에 품게 된다.

교과과정 _ 세부 커리큘럼

1

학년

1학기 |
영미문화
영미문학의 세계
영어의 세계
영어회화

2학기 |
영미문학명작읽기
영어학입문
영문법
기초영어글쓰기

학생활동 _ 소모임

2

영문학 소모임
시, 소설, 연극 등을 함께 읽고, 관람하고, 토론하며 영미문학과 친숙
학년

해진다.

1학기 |
영미문학의 지적전통
영문학 개론1, 영미희곡
영국소설입문, 영어음성학
영어통사론, 논술영작문
영어번역

영어학 소모임

2학기 |
영문학 개론2, 미국문화와 영화
영미시의 이해
영어형태음운론
응용영어학입문
영어토론 및 발표, 영어통역

Typhoon (축구 소모임)

영어학과 관련된 지식을 함양하며 선후배간의 친목을 도모한다.

실용영어 소모임
미드나 영화 등을 통해 실생활에서 쓰이는 영어 표현 등을 배운다.

운동을 통해 선후배간 친목을 도모하고 정기모임 및 교내 축구 대회
에도 참가한다.

Voice-over (공연 소모임)
매 학기 정기공연을 통해 노래와 춤 등 자신의 끼를 유감없이 발휘할

3

학년

4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학년

1학기 |
미문학 개론
셰익스피어
코퍼스 영어학
언어습득과 발달
심리영어학

1학기 |
영미시와 성의식
영미문화이론

2학기 |
영국소설특강
영미시의 사조
영미문학이론
영어의미화용론
뇌와 영어학

2학기 |
미국소설
영미문학과 대중문화
영어사

영어연극
매해 여름 땀 흘려 연습하고 가을에 정기공연을 올리며, 교수님, 선후배
모두가 어우러져 축제의 장을 만든다.

졸업 후 진로
금융계 | 은행, 증권사 등
방송계(광고계) | 기자, 아나운서, 작가, 카피라이터 등
교육계 | 중고등학교 영어교사, 대학 교수, 영어학원 강사 등
각종 연구소 | 어학, 연구원 등
정부 부처 공무원, 통·번역가

문과대학

Konkuk University

문과대학

중어
중문학과

21세기 동북아 중심 사회에서
주도적 역할을 담당할
글로벌 비전을 지닌 전문 인재

DEPARTMENT O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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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D LITERATURE

중어중문학과는 건강한 인문적 소양을 지닌 사회인을 키워내기 위하여, 교육에 최선을
다하는 교수진과 우수한 자질과 열정적 자세를 지닌 학생들이 이른바‘大同’, 즉‘큰 하
나됨’을 목표로 노력하는 학과이다. 전공교육을 통하여 학생 자신의 적성과 잠재력을 파
악할 계기를 마련하고, 한 걸음 더 나아가 실현 가능한 인생의 구체적 목표를 마련할 수
있도록 다양한 경험과 지식의 기회를 제공한다.

교수진

관련 자격 및 시험

교과과정 _ 학과 세부영역

장영백 | 중국경학

중국어능력시험인 한어수평고

중국문학

노정은 | 중국현대문학

시(HSK), 한자자격증 시험 등.

로 정착되는 양상을 확인하고, 이를 통해 중국인의

[한어수평고시(HSK) 5급 이상

문화적 유산들을 학습한다. 동시에 중국의 현대문

과 한국어문회 한자자격증 3

학 작품에 반영된 최근 중국의 변화상을 고찰한다.

염재웅 | 중국언어학

급 이상 취득 시 졸업논문 작

이외에 중국의 사상이 중국인의 문화에 어떠한 영

위 펑 | 중국어교육

성면제]

향을 미치고 있는지 역사적으로 되짚어보는 학술

최태훈 | 중국어휘학

교직과목 이수 시 중등교원자

사상을 배운다.

당윤희 | 중국고전서사

격증 발급

오제중 | 중국어학

중국어학

중국의 전통 이야기와 노래가 소설이나 희곡, 시가

중국의 문자와 소리를 기초로 문자의 표기와 배치
및 문장의 구성 등을 학습한다. 중국어 회화와 관
련해서는 단계별 회화 연습과 문법 외에, 문서 작성
및 인터뷰 연습 및 매체 언어 등 실무에 필요한 실
용적인 내용을 학습하고 통·번역과 관련하여 다양
한 텍스트로 통역과 번역연습을 진행한다.

중국문화

중국의 전통문화에 대한 이해를 통해 중국의 문화
적 토대와 역사를 살펴보고, 최근 중국의 문화정책
과 산업, 문화콘텐츠에 대한 분석을 통해 중국 현
대문화를 이해한다. 동시에 중국의 다양한 문학과
문화 자원을 문화콘텐츠로 활용하기 위해 중국의
사상, 철학, 서사, 시 등을 감상하고 현대적으로 해
석하는 내용을 학습한다.

중국어교육

중국어 회화 연습과 작문, 작품 분석 등의 기초과
정 외에 중국어 교과과정, 교재분석, 교육법과 같
은 중국어 교육을 위한 심화과정 내용을 학습한다.

학과 인재상
다가오는 G2

시대에 중국을 무대로 자신의 꿈을 펼치고자 하는

학생들은 중어중문학과로 오세요. 방대한 중국문화의 학문적 정수를 학습하고 체화할 수
?
http://china.konkuk.ac.kr
02-450-3372

있는 끈기와 성실성을 갖추고, 자신의 능력과 창의성을 한중교류의 장에서 십분
발휘할 수 있는 잠재력을 가지고 있는 인재라면 우리 학과에서 그 꿈을 이룰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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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과 프로그램
남경대 복수학위 및 국제 교류프로그램

연계전공 (국제비즈니스전공)

중국어 교직이수과정

중국의 명문대인 남경대 중어중문학과와 공동

전공의 다양성과 효율을 고려해 국제비즈니스

중국에 대한 관심과 수요가 커지는 교육·사

으로 복수학위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재

연계전공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중어중문학,

회적 요구에 따라 중국어 교직과정을 개설하

학생 중 남경대 중문과에서 4학기 이상 수학

영어영문학, 상경대학 응용통계학과 및 경영

고 있다. 이와 관련된 다양한 과목들은 교사

하고 본교 학위 규정과 남경대의 규정을 모두

대학 경영학과와의 연계를 통해 각 전공의 이

로서의 전문성을 강화하고 수준 높은 자질을

충족시킨 학생에게 건국대와 남경대의 복수학

점을 살려 국제비즈니스 전문가를 양성한다.

함양하는데 적합하게 운영된다. 제2외국어에

위가 수여된다. 또한 중국 유수 대학들과의 다

연계전공을 이수한 학생들은 중어중문학사와

대한 실용적 측면만이 아니라, 미래의 수요에

양한 교류프로그램의 운영으로 방학 기간이나

국제비즈니스학사를 취득하게 된다.

대비하는 차원에서도 본 전공은 중국어 교직

학기 중에 중국 대학에서 수학할 수 있는 기

관련 수업 및 관련과정을 매우 비중 있게 운

회를 제공한다.

영하고 있다.

교과과정 _ 세부 커리큘럼

1

학년

학생활동 _ 소모임

2

청어람
건국대학교에서 유학 중인 중국인 학생들과의 교류를 통해 언어와 문화
학년

적 소통 능력을 향상시키고, 양국의 문화를 체험하며 서로를 이해할 수
있도록 하는 동아리이다. 한국과 중국의 가요 부르기, 한중 문화에 대한

1학기 |
중국어의 이해
현대중국의 이해

1학기 |
역대시가선, 중국어실습1
중국어학개론
중국어회화1
중국학술개론
중국현대문학의이해

토론, 한국 전통놀이 및 중국음식 체험 등의 다양한 활동을 통해 언어능
력 향상 및 친목도모가 이루어진다.

원어연극
중어중문학과 재학생으로 구성된 소모임이다. 기획, 연출은 물론 연기까
지 연극에 관한 모든 것이 중국어로 진행된다. 1987년부터 격년제로 진

2학기 |
중국문화산책
중국학바로알기

3

학년

1학기 |
고급중국어
사서강독
중국문학사2
중국어문법
중국어회화

2학기 |
역대문선
중국문학사1
중국어실습2
중국어회화2
중국현대문학의이해2

4

행하는 유서 깊은 모임으로 학과의 전 구성원과 원어연극 선배들의 지
원을 받아 공연한다. 재학생들에게 중국어의 정수를 맛보게 하며, 모든
중문인들을 화합하게 하는 중요한 행사이자 모임이다.

학년

1학기 |
생활중국어
시사중국어
현대중국과영화

졸업 후 진로
2학기 |
중국문자의이해
중국서사와스토리텔링
중국어번역세미나
중국어작문
중국어회화4

2학기 |
제자강독
중국문화론

교육 | 중국어 교사 및 강사, 대학교 교수
통역 및 번역 | 동시통역사, 전문 번역가
정부부처 | 공무원
기업체 | 해외무역 및 관련 업무
언론계 | 방송업무 및 문화기획

문과대학

Konkuk University

문과대학

철학과

모든 학문의 왕,
모든 실용의 시작!

DEPARTMENT OF
PHILOSOPHY

다양한 철학분과를 전공한 교수진의 강의를 통해 동서양을 아우르는 사상을 접할 수 있
는 교육의 장을 제공한다. 이를 통해 개인적으로는 삶에 대한 성찰을 하고, 더 나아가 역
사와 그 현장에 대한 해석, 그리고 시대가 필요로 하는 새로운 가치와 기준을 제시할 수 있
는 인재 양성을 목표로 한다. 학문의 도구와 인류의 유산인 철학적 성찰들을 역사나 주제
별로 심도 있게 교육한다.

교수진

교과과정 _ 학과 세부영역

성태용 | 동양철학 (한국철학)

철학은 그 범위가 매우 방대해 세부 분야들은 그 기준을 어떻게 세우

정상봉 | 동양철학 (중국철학)

냐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일단 기본적으로 크게 동양철학과 서양철
학으로 구분되며, 그 안에서 다시 한 번 세분화 된다.

김성민 | 서양철학 (유럽철학)
김도식 | 서양철학 (분석철학)

동양철학

양대종 | 서양철학 (유럽철학)

공자의 사상을 중심으로 한‘유가철학’,석가의 사
상을 연구하는‘불교철학’, 노자의 사상을 중심으
로 한‘도가철학’, 그리고 이 철학들이 한국에서
어떻게 수용되고 변용되었으며 새롭게 창조되었는
지를 탐구하는‘한국철학’등을 배운다.

서양철학

고대 그리스의 철학을 탐구하는‘고대철학’, 인간
의 행위를 다루는‘윤리학’, 사회현상을 철학적으
로 탐구하는‘사회철학’, 인간의 앎을 다루는‘인
식론’, 존재 그 자체에 대한 물음을 다루는‘형이
상학’, 이성적 사고의 법칙을 탐구하는‘논리학’,
언어를 철학적으로 탐구하는‘언어철학’, 과학의
방법과 정초문제를 다루는‘과학철학’등을 학습
한다. 이 밖에‘역사철학’
‘
, 종교철학’
‘
, 문학철
학’
‘
, 예술철학’등도 배운다.

학과 인재상
철학과는 근본적인 원리 차원에서 인간과 세계를 폭넓고 깊게 이해하고
자신의 삶을 의미 있게 영위할 수 있게, 또 학문에 대해서 그 기본적인 기준을 제시하고,
사회적으로 새로운 가치를 창조할 수 있도록 교육합니다.
?
http://philo.konkuk.ac.kr
02-450-3382

전통과 미래, 동양과 서양, 가치와 사실에 관한 철학적 성찰의 균형을 유지하면서,

철학사적 검토와 담론의 지평을 열어가고자 하는 학생들을 기다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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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과 프로그램
2012년 중앙일보 대학평가
인문사회계열 학과 평가 전국대학 1위

학술제 개최

교육환경, 전임교원 1인당 연구논문 수 등 교수역량, 학생 1인당 장학

도 있게 연구하고, 그 결과물을 1987년부터 매년 11월‘프로메테우스

금 등 재정지원, 졸업생 취업률과 재학생 중도탈락률 등 5개 부문 9개

제전’이라는 학술제에서 논문 형식으로 발표하고 있다.

철학과 학생들은 스스로 구성한 학회에서 관심 있는 영역의 철학을 심

지표에서 상위 2.28% 이내에 해당하는 최상등급을 받았으며, 평가대
상 전국 46개 대학 철학과 가운데서도 연세대와 더불어 1위에 올랐다.

활발한 소통과 단합
철학과의 모든 행사에는 규모에 상관없이 교수님과 학생 대부분이 참석

정기학술답사

하여 활발하게 소통하고 단합한다. 그 영향으로 전공에 대한 만족도나

1984년부터 학생회가 주최하는 정기학술답사를 통해 구성원들에게 학

몰입도가 타 과에 비해 월등히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문적 정체성과 미래에 대한 비전을 확고히 심어주고 있다.

교과과정 _ 세부 커리큘럼

1

학년

1학기 |
서양철학고전읽기

학생활동 _ 소모임

2

학회
학년

1학기 |
서양중세철학
윤리학
중국철학의 이해
제자백가의 철학
기호논리학

철학과의 학회활동은 세부적인 학문영역에 걸쳐 매우 활발하게 운영되
고 있다. 동양철학사반, 동양철학반, 서양철학사반, 서양철학반, 사회철
학반, 분석철학반, 독일어기초반 등의 다양한 학회가 운영되고 있다. 각
학회는 매주 정해진 텍스트를 읽고 분석하며 공부하는 시간을 갖는다.

딴따라 (기타 소모임)
매주 회원들이 모여 함께 기타를 배우고 친목도 다지며 멋진 노래와 함
께 공연을 펼친다.

프로메테우스제전 (학술제)
2학기 |
서양고대철학
동양철학고전읽기

3

학년

1학기 |
현대철학
인식론
중국유학
서양철학사특강
동양철학원전강독

2학기 |
서양근세철학
한국철학의 이해
서양철학원전강독
문화철학
응용윤리학

4

철학과의 가장 큰 행사로 철학과 구성원은 물론 타과, 타교 학생 및 일
반인들이 함께한다. 학술제와 문화제로 구성되며, 학술제에서는 학회에
서 1년간 공부한 것을 공동논문으로 작성해 발표하고 토론하는 자리를,
문화제에서는 다전공생을 포함한 철학과 학생들이 함께 연극, 합창, 기
타연주, 콩트, 춤, 단편영화 등 다양한 문화공연을 펼치며 많은 사람들
과 함께 공유하는 자리이다.

학술답사
학년

1학기 |
예술철학
역사철학
종교철학
도교철학

매년 3월 말의 정기학술답사는 국내의 한국철학 관련 유적지와 불교 관
련 사찰, 철학적 사고를 끌어낼 만한 지역 등을 돌아보며 철학에 한 걸
음 가까이 다가갈 수 있는 기회를 갖는 것을 목표로 한다. 지난 2015
년에는 다산 정약용의 발자취를 따라 경기도 남양주, 수원을 거쳐 충
청남도 아산의 추사 김정희의 발길을 따라 한국의 철학에 대해 논하는
자리를 가졌다.

졸업 후 진로
2학기 |
형이상학
사회철학
한국유학
불교철학
언어철학

2학기 |
동서철학의 대화
과학철학
인도철학

출판계 | 작가, 편집자 등
방송 및 영화계 | 신문사, 방송사, 기자 등
정부부처 | 공무원
금융계 | 영업 및 기타 관리부서
일반 기업체 | 사무관련 및 기타 부서
벤처 사업계 | 사업가

학계 및 연구기관 | 연구원

문과대학

Konkuk University

문과대학

사학과

역사의 모든 것,
과거와 현재 그리고 미래의 연결

DEPARTMENT OF
HISTORY

사학과는 민족문화 유산을 발굴하고 체계화하는 능력을 갖춘 역사학자와 역사 분야 전
문가 및 실무자, 지식인 등의 양성을 목표로 한다. 한국사의 연구와 교육을 중심으로 운
영되면서도 세계문화 속에서 한국문화의 위상을 정립할 수 있도록 동양사, 서양사, 박물
관학의 연구와 교육에도 역점을 둔다. 21세기를 이끌어 갈 능력 있는 역사분야의 전문가
및 실무자의 양성과 올바른 역사관을 지닌 교양인의 배출이라는 목표 아래 크게 사학과
와 대학원 사학과 및 교육대학원(역사교육)으로 구성되어 있다.

교수진

관련 자격 및 시험

교과과정 _ 학과 세부영역

김기흥 | 한국고대사

교직이수를 통해

한국사

한상도 | 한국근현대사

중등 정교사 자격 취득

한국고대사, 고려시대사, 조선전·후기사 등의 강
의를 통해 고대부터 현대까지의 한국사를 학습하
며, 한국사회경제사, 한국민족운동사 등 다양한 분

권형진 | 유럽현대사

야의 한국사를 심도 있게 학습한다.

신병주 | 조선사

서양사

한승현 | 명청시대사

서양고중세사, 유럽근대사, 유럽현대사 등의 강의
를 통해 고대부터 오늘날까지 유럽의 역사를 개괄

한정수 | 고려시대사

적으로 학습하며 각 국의 경제사 학습을 통해 당시
의 세계사를 다채로운 시각으로 이해한다. 더 나
아가 미국현대사를 학습하며 한미관계에 대해 배
우게 된다.

동양사

동양사입문, 중국고중세사, 일본사 등의 강의를 통
해 일본과 중국의 역사를 시대별로 다양한 방식으
로 이해하고 학습한다. 동양 각 나라의 역사를 공부
하는 것만이 아니라, 그 속에서의 한국 역사를 새로
이 조명하며 폭넓은 시각으로 동양사를 학습한다.

공통

답사1, 2의 일환으로 매 학기 학술답사를 떠나 직
접 보고 느끼는 역사체험을 한다. 또한 역사논문작
성, 디지털한국사사료연구 등을 통해 사료를 탐색
하고 정리하여 글로 쓰는 능력을 함양하며, 문화재
와 박물관 강의를 통해 학예사가 되기 위해 필요한
기본적인 지식을 배운다.

학과 인재상
우선 역사와 기록에 대해 관심과 감각을 지니고 있어야 합니다.
?
http://khistory.konkuk.ac.kr
02-450-3392

또한 주체적인 역사관을 가지고 과거를 바라보고, 그것을 현재와 미래에 대입하고
적용할 수 있는 창조적인 학생이라면 누구라도 환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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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과 프로그램
연보‘사학인’발간

학술답사 활동

학술문화제

매년 초‘사학인’을 발간하여 한 해 동안 사학

매 학기 한 개의 도(道)를 정해 학술답사를 떠

매년 2학기에 학술제를 개최하여 각 동아리

과 학생회, 각 동아리들이 진행한 행사 등 사

난다. 딱딱하게 책으로만 공부하는 역사를 넘

및 학생회의 학업성과를 재미있고 심도 있게

학과에서 한 해 동안 무슨 일이 있었는지를 한

어, 직접 그 지역에 가서 유적지 등을 직접 체

발표한다. 특히 각 동아리에서는 공연 및 영상

눈에 확인할 수 있다. 또한 졸업논문, 각 동아

험하는 것은 가히 사학과의‘꽃’이라고 자부

촬영 등을 통해 동아리의 학습방향을 최대한

리의 에세이 및‘소논문’등을 기재한다. 그렇

할 만하다. 답사기간 동안 즐길 수 있는 다양

살려낸 다양한 방식의 발표를 한다. 보는 이의

기 때문에 사학인은 사학과의 기록물임과 동

한 지역 먹거리와 오리엔테이션 프로그램은

흥미 유발은 물론, 학업에 지친 학생들에게 활

시에 학술서로써 많은 사학과 학생들의 좋은

다소 지루할 수 있는 답사를 더욱 즐겁고 풍성

력소가 되고 있다.

읽을거리가 되고 있다.

하게 만들고 있다.

교과과정 _ 세부 커리큘럼

1

학년

학생활동 _ 소모임

2

역사의 향기 (한국사 답사 소모임)
매주 1회 이루어지며 발표와 토론 방식으로 진행된다. 학회원들과의 질
학년

의응답을 통해 자신이 놓친 부분을 점검할 수 있다. 한 달에 2회 진행되
는 답사를 통해서 살아 숨 쉬는 역사 현장을 경험하며 역사관을 넓힌다.

1학기 |
역사자료 명문읽기
답사1

1학기 |
한국근대사
한국고대사
한국생활사
동양사입문
유럽근대사, 답사3

H.O.W (서양사 스터디 소모임)
History of World, 세계의 역사를 두루 배우고자 하는 목적으로 만들어
진 학회이다. 다각적이고 다양한 시선으로 세계를 보고, 세계적인 안목
을 키우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토론을 통해 통찰력과 주체성을 가진
스스로를 발견할 수 있다.

2학기 |
한국사입문
답사2

2학기 |
통일신라발해사
한국국제관계사
중국고중세사
서양고중세사

팩션스토리 (역사영화 연구 소모임)
사극영화를 통해 역사를 더 폭넓게 이해하고자 하는 취지에서 만들어진
학회이다. 작품을 감상한 후에 진행되는 프레젠테이션은 스토리텔링 강
연 방식으로 진행되며, 학회원들이 영화를 보고 느낀 문제의식이나 가
치관을 심층적으로 토론한다.

3

학년

4

로망路望 (재능 나눔 동아리)
학년

1학기 |
고려시대사
조선전기사
중국근대사
유럽현대사
역사논문작성

1학기 |
디지털한국사사료연구
한국민족운동사
중국사회경제사
유럽사회경제사

2학기 |
조선후기사
한국사회경제사
중국현대사
서양혁명사
역사와 기록문화

2학기 |
한국현대사
일본사
미국현대사
문화재와 박물관

로망(路望)은‘길 위에 서서 역사를 바라보다’라는 뜻을 가진 재능 나
눔 동아리이다. 역사를 배우고 지식을 갖추는 것에서 끝나는 것이 아닌,
이를 어린이들과 함께 나누면서 아이들이 역사에 대해 흥미를 갖도록
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졸업 후 진로
대학원 진학
교육계 | 중등학교 역사교사(교직)
학예연구사 | 박물관 및 연구소
기타 | 여행사 및 공무원

문과대학

Konkuk University

문과대학

미디어
커뮤니케이션
학과

자타 공인 인문사회계열의
최고 유망 선도학과

DEPARTMENT OF
MEDIA AND
COMMUNICATION

정보사회로 진화하면서 미디어커뮤니케이션의 중요성은 더욱 커지고 있다. 이에 발맞춰
우리 학과는 미디어커뮤니케이션 분야의 전문가를 양성하기 위해 기초이론에서부터 응
용분야에 이르기까지 폭넓은 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언어학과 같이 인간커뮤니케이션을
설명하는 인문학적 접근에서부터 미디어제작 및 관련 현상을 분석하는 사회과학적 접근
까지 포괄하는 융합학문적 성격의 학과이다.

교수진
홍우평 | 언어심리학

교과과정 _ 학과 세부영역
지정교양

입문과목으로 구성

황용석 | 뉴미디어
정동우 | 저널리즘
송치만 | 기호학

융합학문인 미디어커뮤니케이션학에 대한 기초적 이해에 다가가기 위해 인문사회과학적

기초이론

미디어커뮤니케이션 현상을 이해하고 설명하는데 필요한 기초 이론 과목들로 인문학적 관
점과 사회과학적 관점을 결합하여 학습

김유정 | 광고

언어적/비언어적 커뮤니케이션 역량 강화

전형연 | 홍보

동시대인과 상호 신뢰하는 인간관계의 구축/관리 역량 강화

손석춘 | 저널리즘

문화 간 통섭과 다문화 사회의 소통구조/소통양식에 대한 통찰력강화 과목
미디어커뮤니케이션과 사회현상간의 상호작용을 이론적으로 설명하는 과목

커뮤니케이션 사회과학적, 실용적 관점에서 다양한 커뮤니케이션 채널과 현상의 본질을 보다 종합적으로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는 과목
전문 실무
커뮤니케이션 실무 능력을 배양하는 데 도움이 되는 과목
미디어 콘텐츠 디자인 역량을 강화할 수 있는 과목
미디어 활용 역량을 강화할 수 있는 과목
언론정보, 방송영상, 광고홍보, 문화매니지먼트의 4대 영역으로 그룹화

학과 인재상
다면적 소통역량을 갖추고 미디어커뮤니케이션 분야의
글로벌 리더가 되고자 하는 창의적인 학생
언어적/비언어적 커뮤니케이션 역량 및 미디어 활용 능력을 기르는 데 관심이 있는
학생으로서 신문, 방송, 광고, 홍보 등 미디어 전문가를 꿈꾸는 학생들과 창의성을
?
http://comm.konkuk.ac.kr
02-450-3362

바탕으로 하는 미디어 콘텐츠산업을 이끌어갈 리더십을 갖춘 학생들을 환영합니다.
* 다면적 소통역량 (MdCC: Multi-dimensional Communication Compet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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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과 프로그램
정기 워크숍 | 전공 커리큘럼 구성 및 로드맵을 소개하고, 재학생과

CCCP | (Communication Career Challenge Project) 대학취업역량강화

교수들 간의 친목을 도모하는 행사이다.

프로그램이다. 2011, 2012년 교육부 후원사업인‘대학 교육역량 강화

학술 답사 | 답사지에서 진행하는 커뮤니케이션 분야 행사를 참관하
고 행사 주관 측의 특강 청취 및 그룹 세미나를 진행한다.

정기 학술제 | PT와 상영·전시 중심으로 프로그램으로 구성되며, 1
년간의 활동 및 세미나 활동성과를 소개한다.

미디어 전문가 특강 | 미디어커뮤니케이션 분야의 전문가를 초청하
여 진행하는 특강으로 해당 산업에 대한 이해를 도모하고 관련 분야 취
업방안에 대해 정보를 공유한다.

1

1학기 |
인간과 커뮤니케이션
커뮤니케이션과 인지
매스커뮤니케이션의 이해
수사학의 이해

교육선도학과로 선정되어 현재까지 진행 중이다.

전공 소모임 | 영상 콘텐츠의 기획, 제작/편집, 광고기획 및 디자인,
사진촬영 및 편집, 아나운싱 실습 등 다양한 분야의 커뮤니케이션 실무
능력 배양을 위한 교과 외 실습 동아리 활동을 목적으로 한다.

취업 소모임 | 미디어 분야별 취업시장 동향을 이해하고 입사시험,
취업대비 실습활동, 미디어 전문가 취업 멘토링 등을 병행하여 미디어
커뮤니케이션 분야로의 취업을 준비한다.

교과과정 _ 세부 커리큘럼

학년

사업’에 선정되면서 시작되었으며, 2013년부터는 건국대학교 PRIDE

학생활동 _ 소모임

2

구름사다리 (미디어영상학회) | 기획, 촬영, 편집의 실무적 기술을
사용하여 보다 창의적인 영상 제작물을 만들기 위해 노력한다.
학년

1학기 | 설득커뮤니케이션
기호학의 이해
문화간커뮤니케이션*
커뮤니케이션장애의 이해
커뮤니케이션심리학 1-시각,
디지털저널리즘론

언어술사 (스피치모임) | 5분 스피치, 순발력 스토리텔링, 모의 면접
등을 통해 실무적 의사소통능력을 향상시킨다.

엣취 (광고학회) | 아이디어 발상부터 기획, 크리에이티브 전략을 통
한 표현까지 하나의 광고를 만드는 과정을 통해 매체에 대한 감각을 익
히고 계발하여 광고 기획에 필요한 소양 함양을 목표로 한다.

응용기호학연구회 (기호학회) | 응용기호학연구회는 커뮤니케이
션을 기호작용으로 해석하는 기호학을 바탕으로 다양한 서적을 함께 읽

2학기 |
저널리즘의 이해
광고와 소비자행동
비언어 커뮤니케이션*
언어와 커뮤니케이션

2학기 |
스토리텔링과 커뮤니케이션
여론과 사회
영상과 미디어
인터랙티브 미디어론
조직커뮤니케이션

고 토론하여 실생활 속 다양한 텍스트 및 매체를 연구한다.

인사이드 (언어인지학회) | 인지과학 관련 분야 (철학, 언어학, 인류
학, 신경과학, 인공지능학, 심리학)에 대한 책을 탐독하고 활발히 논의를
진행하여 학제 간 융합에 대한 이해를 도모한다.

타임그라피 (사진소모임) | 순간을 기록하는 시각 매체로서의 사진

3

학년

4

에 대한 실무적 이해를 바탕으로 시각적 이미지를 제작하고 연구한다.
학년

1학기 |
신문과 커뮤니케이션
방송의 이해
광고와 커뮤니케이션
예술과 커뮤니케이션*
대화의 원리와 실제

1학기 |
정치커뮤니케이션*
영상제작의 이론과 실제*
PR기획론
스포츠문화와 커뮤니케이션*

2학기 | 커뮤니케이션심리학
2-언어, 비평과 커뮤니케이션
PR커뮤니케이션
광고기획실습
마케팅과 기업커뮤니케이션
텍스트와 커뮤니케이션

2학기 | 다언어주의의 이론
과 실제*
편집과 출판, 문화기획실습*
Technical and Professional writing for global
communication*

토트 (비평소모임) | 다양한 텍스트와 실제 현상에 대한 토론을 통해
비판적 시각과 글쓰기 능력을 함양한다.

졸업 후 진로
대중매체 | 방송사, 신문사, 인터넷 업체, 라디오, 잡지 등
광고계 | 광고 기획, 디자인, 광고 마케팅
출판편집 분야 | 온-오프라인 편집 출판 등
디지털 콘텐츠 분야 | 교육·미디어·뉴미디어 등의 디지털 콘텐츠 분야
외국계기업 및 국제기구 | 홍보, 언론 등을 담당
대학원 진학 (통합과학 영역의 대학원 과정) | 인문과학 영역,
사회과학 영역, 인지과학, 언어병리학, 영상과학, 뉴미디어학,
디지털 콘텐츠학 등
창업 | 컨텐츠 제작 및 기획, 온라인 정보 네트워크 분야, 뉴미디어,
문화 마케팅, 언론 분야, 국제거래 서비스 분야 등

문과대학

Konkuk University

문과대학

문화
콘텐츠학과

의사소통 채널의 총체,
세상에 콘텐츠를 던지다

DEPARTMENT OF
DIGITAL CULTURE
AND CONTENTS

21세기 신(新) 성장 동력 분야인 문화콘텐츠산업, 우리 학과는 새로운 학문 수요에 발맞
춰 인문학을 바탕으로 다양한 학문이 융합하는 학제적 교육을 실시하며, 산학협동의 기반
위에서 이론과 실무 능력을 갖춘 디지털 사회 전반을 포괄하는 문화콘텐츠 분야의 글로벌
문화인재를 양성한다. 학과-석사-박사 트랙을 완비한 서울 지역 유일의 문화콘텐츠학과
이며, 학교의 전폭적인 지원 하에 특성화학과로서의 위상을 드높이고 있다.

교수진
김동윤 | 영상 콘텐츠
김기덕 | 전통 문화 콘텐츠
이병민 | 도시콘텐츠 및 산업
정의준 | 문화콘텐츠기술(CT)
이주은 | 예술스토리텔링
유동환 | 콘텐츠 기획
안숭범 | 문화콘텐츠
스토리텔링

교과과정 _ 학과 세부영역
인문학을 바탕으로 예술, 기술, 마케팅 융합교육을 통한 고급인력의 양성을 목표로 한다. 학년별 수업의 차
별화를 통해 진행하며 저학년은 기초교육과 핵심교육을 통해 인문학과 문화콘텐츠에 대한 기초 지식을 쌓
고, 고학년으로 갈수록 자신이 관심 있는 분야를 선택하여 심층적으로 배운다. 실습을 통한 문화 분야의 전
문가를 양성하고 있다.

학과 인재상
창조경제 시대 가장 중요한 분야는 창의성이 바탕이 되는
문화콘텐츠입니다.
다양한 삶의 이야기와 역사, 철학 등이 바탕이 되는 인문학을 기초로 할 때 문화콘텐츠는
가장 풍부해집니다. 이를 선도할 창의성과 논리적 생각이 결합된 인재를 양성하기 위해
우리는 융복합 교육을 통한 다양한 분야의 지식 습득을 지원하는 한편, 다양한 분야의
전문 강사진의 경험을 토대로 이론과 실습을 아우르는 수업을 진행합니다.
?
http://culturecontents.konkuk.ac.kr

02-450-4038

사람이 가장 중요한 콘텐츠인 문화콘텐츠학과, 창의적 인재의 산실인 문화콘텐츠학과가
여러분을 기다립니다.

026 _ 027

학과 프로그램
MOU체결을 통한 맞춤식 인턴십 교육

학술답사 활동

인문학을 기반으로 다양한 문화적 지식을 쌓고 다양한 활동을 통해 경

매 학기에 한 번씩 답사를 간다. 답사를 콘텐츠화하여 이벤트를 진행하

험을 축적한 뒤‘콘텐츠 융합형 교육 프로그램’,‘문화콘텐츠학과 산

며 콘텐츠를 기획하는 능력을 기르고, 박물관 등의 답사를 통해 이미 만

학연계 현장실습’등의 실제 현장경험을 더하여 졸업 후 경쟁력을 갖

들어진 콘텐츠에 대해 연구한다.

출 수 있도록 한다.

학술제
사진전

인문학을 기본으로 하는 문화콘텐츠학과에서는 매해에 한 번씩 주제를

매 1학기 종강 때 전공수업에서 자신이 촬영했던 사진을 문과대 로비에

정하여 분석과 논의를 진행한다. 2013년에는‘시뮬라시옹’, 2014년에

전시하는 행사를 진행한다.

는‘WONDER EYE’라는 관음증에 관하여 논의를 진행하였다.

교과과정 _ 세부 커리큘럼

학생활동 _ 소모임

1

학년

2

문화콘텐츠 집행부 (집행부)
학과 내 행사를 총괄하며 학과 내에 발생한 문제점들을 해결하여 학과
학년

1학기 |
문화콘텐츠학입문
인문정보학입문
문화콘텐츠인프라탐사
사진콘텐츠실습

1학기 |
예술콘텐츠연구
문화와사회
문화코드와콘텐츠
콘텐츠와창의적노트

2학기 |
창의적발상의전환
한국문화콘텐츠분석
멀티미디어콘텐츠실습
서사의이해

2학기 |
도시와문화콘텐츠
미디어와콘텐츠
상징과이미지
영상문화의이해

발전을 도모한다.

GTA (게임 기획 소모임)
Game Theory Association, 간단한 게임을 기획하고 실무자와의 미팅
을 통해 게임지식을 넓힌다.

11010 (문화 기획 소모임)
문화기획을 위한 기본소양을 쌓으며, 뒤뜰영화제와 같은 문화기획을 한다.

컬컬한 (한류문화 이해 소모임)
다양한 콘텐츠 안에 녹아있는 한류를 분석·경험하고 새로운 한류콘
텐츠를 기획한다.

REC (영상 기획, 제작 소모임)
수업과는 별도의 영상 프로그램 자체 강좌를 진행하고 실습을 통해 영
상콘텐츠를 제작한다.

3

학년

1학기 |
문화테크놀로지이해
영화캐릭터연구
공연예술기획론
게임문화산업론

4

BELL (창업동아리)
실무자와의 미팅을 통해 창업에 대한 지식을 넓히고 아이디어 기획 및
학년

1학기 |
문화콘텐츠현장실습
문화콘텐츠영문리딩
공모전실습

제품시안을 제작한다.

졸업 후 진로
문화 기획 전문가 | 공연/전시/공간 콘텐츠 기획, 게임 기획,
엔터테인먼트 기획, 영상 기획, 축제/이벤트 기획, 출판물 기획
언론·광고 및 아트크리에이터
전문 매니져 | 콘텐츠 큐레이터, 박물관·갤러리·테마파크 매니져

2학기 |
글로벌문화의이해
게임기획론
소셜미디어콘텐츠
테마파크산업론

2학기 |
문화기획실전실습
문화이론심화연구
문화콘텐츠기획제작인턴쉽

기술 및 융합 전문가 | IT/콘텐츠 컨설턴트,
디지털콘텐츠 및 정보자료 아카이빙 전문가
경영 및 마케팅 전문가 | 글로벌 콘텐츠 기획 및 관리자, 마케터,
저작권 관리자
작가 및 디자이너 | 콘텐츠 스토리텔러, 구성작가, 작가, 만화가
창업 / 대학원 진학

문과대학

Konkuk University

사물 현상의
해석과 해결,
명확한 정의
우리는 순수과학과 응용과학의 토대가 되는 기초과학을 탐구합니다.
전공 교육에 충실함은 물론, 현장 적응력이 우수한 인력 양성을 위해
교육 과정을 개발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창의적 사고력이 배양된 고급 인재 양성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이과대학
COLLEGE OF SCIENCES

수학과
Department of Mathematics

물리학과
Department of Physics

화학과
Department of Chemistry

지리학과
Department of Geography

COLLEGE OF
SCIENCES

Konkuk University

이과대학

수학과

모든 학문의 기초,
수학적 창의성과 합리성을 갖춘
인재 양성

DEPARTMENT OF
MATHEMATICS

우리 학과는 1995년 10월에 설립되어 2000년 2월에 첫 졸업생을 배출한 젊은 학과이
다. 현재 기하학과 응용수학 두 분야를 중심으로 특성화하여 발전을 거듭하고 있으며, 다
양한 분야에서 제기되는 문제를 수학적 창의성과 합리적인 방법으로 해결 할 수 있는 인
재를 양성한다.

교수진
고성은 | 미분기하학

교과과정 _ 학과 세부영역
대수학

현대 대수학은 몇 가지 공리를 만족하는 연산을 갖춘 집합(대수계)의 구조에 관한 연구로
정착되면서 군론, 선형대수학, 환 및 가군론, 체론, 카테고리론 등 많은 대수적 구조론을 만

신동관 | 대수학

들었는데, 이들 이론은 그 수학적 내용 자체가 중요할 뿐만 아니라 현대 수학의 가장 중요

이승훈 | 대수학

한 방법론 중의 하나인 대수적 방법을 개발시킴으로써 다른 분야의 발전에 지대한 영향을

권오인 | 응용수학, 수치해석

미쳤다. 주요 연구 분야는 대수적 구조론, 표현론, 정수론, 가환대수 및 대수 기하학, 그리

팽성훈 | 기하학

고 응용대수학 등이다. 특히, 응용대수학은 대수적인 방법을 사용하는 응용수학으로, 최근

정은옥 | 응용수학

각광받고 있는 암호이론, 부호이론(coding theory) 등이 포함되며, 조합론, 그래프이론 등
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다.

이상진 | 위상수학
김태희 | 기하위상수학

해석학

자연현상을 설명하는 가장 좋은 도구로 인정받고 있는 미분과 적분의 개념을 엄밀하게 규

박춘재 | 응용수학, 수치해석

명하고, 이를 이용해 다양한 함수들의 성질을 연구하는 것이 해석학이다. 실 및 복소해석학,

최인송 | 복소기하학

함수해석학, 비선형해석학 및 (편)미분방정식 등으로 분류할 수 있는데, 특히 (편)미분방정식
은 역학, 물리학 및 공학 등의 여러 분야와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어 많은 사람이 활발하게

김양진 | 생물수학

연구하고 있는 분야로, 다른 분야로의 파급효과가 매우 크다.

박희상 | 위상수학, 사교기하학
이문배 | 해석학

기하학

인류문명의 가장 중요한 정신적 기둥의 하나인 기하학은 곡선이나 곡면 및 공간의 구조와
대칭성, 곡률과 불변량, 공간 속의 운동 등을 연구하는 학문으로, 고전적인 유클리드 기하학
에서 시작하여 비유클리드 기하학, 리만기하학 등으로 발전하였다. 기하학은 인류의 상상
속에 있지 않고 실로 여러 방면에 응용되고 있어 공학, 전산학, 물리학, 경영학, 생물학, 확
률론 등의 발전에 기여하고 있다.

위상수학

위상수학은 연속적으로 변형할 때 불변하는 성질을 공부하는 것이다. 이 분야는 공간이란
개념을 수학적으로 정의한다. 위상수학적 이론은 이론물리에 기초가 되며, 컴퓨터 알고리즘,
그래프론, 컴퓨터 비전, 로봇공학, 유전자 연구 등에도 응용되고 있다.

응용수학

응용수학은 자연과학이나 공학에서 발생하는 실제적 문제들을 엄밀한 수학적 이론을 바탕
으로 이론을 정립하거나 보다 효율적인 방법을 찾고자 하는 수학의 한 분야이다. 따라서 현
대사회가 고도의 정밀성과 효율성을 요구할수록 모든 분야에서 응용수학의 중요성은 급속
히 증가하고 있다. 주요 연구 분야는 수치해석, 산업수학, 수리물리, 금융수학, 역문제 등이

?
http://math.konkuk.ac.kr
02-450-3849

있으며, 순수수학은 응용수학을 통해 발전방향의 동기를 부여받기도 하고 응용수학은 순수
수학의 이론을 통해 보다 깊이 있게 발전하는 밀접한 관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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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활동 _ 소모임

수학과는 1995년에 설립된 젊고 활기가 넘기는 학과로, 2007년 대학

스터디

교육 협의회에서 실시한 수학분야 평가에서‘최우수’를 받았으며, 2단

3~4명 정도 그룹을 만들어 교과목에 대한 심도 있는 탐구를 하며 친
목을 다진다.

계 BK21 2007년도 2차년도 평가와 2008년도 3차년도 평가에서 본 수
학과의‘생명수학과 기하학적 모델링’팀이 수학 핵심분야 1위를 하는
등 그 경쟁력을 인정받고 있다. 또한 2009년 한국연구재단 BRL(Basic

운동 소모임 (농구, 축구, 수학과 기수단)

Research Lab, 기초연구실) 사업에 본 수학과의 기하학 분야 교수 5명

농구, 축구 등 소모임은 매주 1회의 합동훈련을 통해 총장배, 대학별 대
회 등에 참여하고, 기수단은 체육대회 때 응원 주도 활동을 펼치며, 축
제 때 열리는 치어대회에도 참가한다.

으로 구성된‘다양체의 대역구조’팀이 수학 분야에서 유일하게 선정
되어 5년간 지원을 받는 등 국내 기하학 분야 핵심 연구 집단 중의 하나
로 성장하였다. 이와 함께 응용수학 분야에서는 2007년 미국 Arizona
State University의 MBTI(Mathematical and Theoretical Biology Institute)와 MOU를 체결, 이후 계속적으로 대학원생을 파견하는 등 활발
한 국제 교류 활동을 벌이고 있다.

학년

2

학과 수업 이상의 내용 탐구를 원하는 학부생들이 연구 주제를 정하고,
교수님들의 지도를 받아 수학 연구를 진행하고 있으며, 매 학기마다 한
차례씩 열리는 연구발표회에서 그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학년

1학기 |
수학및연습1
물리학및실험1
생명과학및실험1
인문지리학및실습
집합과이산수학

1학기 |
정수론
행렬과벡터공간
다변수함수론1
해석개론1
미분방정식

2학기 |
수학및연습2
물리학및실험2
생명과학및실험2
자연지리학및실험
수학프로그래밍실습

2학기 |
선형대수학
유클리드기하학과 사영기하학
다변수함수론2
해석개론2
생명수학

3

학년

월 1~2회 타 대학 수학과 교수님을 초빙해서 각 교수님들이 연구하시
는 분야에 대해 배우는 과정을 통해 수학의 여러 분야를 체험함으로써
학생들의 식견을 넓히고 있다.

학생 연구발표회

교과과정 _ 세부 커리큘럼

1

학과 세미나

4

졸업 후 진로
은행, 증권사, 공무원, 사무직 등
프리랜서 (수학교육 관련 업체 및 학원강사)
대학원 진학

학과 인재상
학년

수학은 과학의 언어로 자연의 법칙을 이해하기 위한
가장 중요한 수단입니다. 최근 들어서 수학은

1학기 |
군론
미분기하학1
복소수함수론1
위상수학1
기초수치해석

1학기 |
체및갈로와 이론
현대수학특강1
위상수학특강
수학적모델링

자연과학은 물론 공학, 경제, 의학 등의 학문 분야에도

2학기 |
환및가군, 미분기하학2
복소수함수론2
위상수학2
고급수치해석
금융수학

2학기 |
대수학특강
현대수학특강2
응용수학특강

양성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크게 기여하고 있습니다.
우리 학과는 이러한 추세에 따라 수학적 창의성과
사고 능력을 배양함으로써,

현대 기술사회의 여러 복합적인 문제들을
수학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유능한 인재를
수학에 대한 흥미와 호기심을 가지고 있으며, 또한 여타
자연과학이나 공학 및 경제현상, 사회현상 등과의
관련성을 탐구하고자 하는 적극적인 학생들을 기다립니다.

이과대학

학과 프로그램

이과대학

물리학과

모든 자연과학의 기초인
물리학을 바탕으로
첨단산업에 필요한 인재양성

DEPARTMENT OF
PHYSICS

물리학은 자연의 여러 현상을 물리적 원리나 법칙을 이용하여 설명할 수 있으면서, 동시
에 이러한 물리법칙들이 어떻게 다양한 산업분야에 응용되었는지도 이해할 수 있도록
하는데 목표를 두고 있다. 물리학 분야의 지식이 나노기술, 정보통신기술, 생명공학기술
등과 같은 첨단기술분야의 발전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게 되면서 주도적 역할을 담당하
고자 하는 사람들이 물리학 분야의 경험을 쌓아야 할 필요성도 증대되고 있다. 졸업 후
에는 이공계 뿐 아니라 인문과학분야에서도 전문가로서 활동하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

교수진

교과과정 _ 학과 세부영역

오선근 | 입자물리학

물리학은 자연과학의 가장 기본이고 핵심이 되는 분야이며, 다루는 분야가 가장 광범위하다고 할 수 있다. 주

김광주 | 고체물리학

요 과목들은 역학, 양자역학, 전자기학, 상대성 이론, 열역학, 통계역학, 현대물리학, 수리물리학 등이다. 전

이무희 | 고체물리실험
이상영 | 고체물리학실험
이준택 | 입자물리학실험
윤종혁 | 입자물리학

공분야로는 초전도체, 자성체 및 반도체 등 다양한 신소재 및 전자재료의 갖가지 물리적 성질을 다루는 고
체물리학과, 기본입자나 핵 등 원자 이하의 물리현상을 다루는 입자 물리학이라는 두 개의 큰 줄기가 있다.

고전물리학

다루는 전자기학, 열 현상 및 복잡계를 기술하는 통계물리학이 있다.

권용경 | 응집물리학
여준현 | 응집물질물리 및
응용물리

거시 세계를 기술하는 역학 체계인 물체 운동을 기술하는 뉴튼의 역학, 전기 및 자기 현상을

현대물리학

미시 세계를 기술하는 양자물리학, 시간과 공간을 하나로 통합하여 중력을 기술하는 상대
성 이론이 있다.

박배호 | 응용물리학
송정현 | 고에너지물리
이상욱 | 고체물리실험
Eleanor E. B. Campbe
| Chemical Physics
Qaunxi Jia
| Quantum Material Physics
Kingman Cheng
| High Energy Physics

학과 인재상

이훈경 | Computational materials
science and engineering

물리학 분야의 지식이 나노기술, 정보통신기술 등과 같은 첨단기술 분야의 발전에

장성호 | Mesoscopic Physics

큰 비중을 차지하게 되면서 이러한 첨단기술 분야에서 주도적 역할을 담당하는 사람들이

정현종 | 고체물리 실험

물리학 분야의 경험을 쌓아야 할 필요성이 증대되고 있습니다. 우리 학과는 물리학에

Tomoji Kawai | 재료물리

대한‘논리적 사고력’,‘지적 호기심’,‘정신적 지구력 및 끈기’를 가지고 있으며
이밖에‘매니아적 기질’,‘성실성 및 정직성’이 있는 학생들을 기다립니다.
물리학을 전공으로 선택한 학생들이 자연의 여러 현상을 물리적 원리나 법칙을 이용하여

?
http://phys.konkuk.ac.kr
02-450-3403

설명할 수 있으면서 동시에 이러한 물리법칙들을

이후 여러 산업 분야에
적절히 응용할 수 있는 인재를 양성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Konkuk Univers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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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과대학

학과 프로그램
장학금 지원

연구중심 학과

현재 물리학과에 재학 중인 학생들은 학교에서 지급하는 교내장학금(성

21세기 대한민국을 이끌어갈 지식인 육성 프로제트인 Brain Korea 21

적, 복지, 근로, 직계)과 각종 장학재단에서 지급하는 장학금, 그리고 국

와 세계적인 연구중심대학 육성 프로젝트인 World Class University

가 공공장학금 등을 받는다. 또한 물리에 재능이 있는 학생들에게 물리

에 선정되어 2013년까지 정부로부터 경제적 지원을 받아 경쟁력 있

사랑 장학금을 매년 수여하는 등, 물리학과 학생의 약 30% 정도가 꾸준

는 연구 중심 대학으로 발전하였다. 이론과 실험수업이 동등한 비율

히 장학금 수혜를 받고 있다.

로 진행되어 연구에서도 우수한 성과를 거두고 있다. 또한 고체물리학
및 입자물리학에 특화된 연구 그룹을 형성하여 국·내외 경쟁력을 극
대화하였다.

교과과정 _ 세부 커리큘럼

1

학년

학생활동 _ 소모임

2

풍물패‘ㅎ｀ㄴ얼소리’
이과대학에서 가장 오래된 사물놀이 동아리로, 교내 풍물패 연합의 일
학년

원이며 타 단과대학 풍물패와도 다양한 교류를 하고 있다. 여름방학 기
간에는 농촌 체험활동과 풍물학교 개최 등의 활동을 한다.

1학기 |
일반물리학 및 실험1
수학 및 연습1

1학기 |
고전역학 개론 및 연습
현대물리학 실험1
나노과학입문, 전자공학
컴퓨터프로그래밍

노래패‘들불’
올해로 22주년을 맞는 이과대학 소속 노래패이다. 밴드악기를 기본으
로 매 학기마다 정기공연을 개최하고, 교내 축제기간에는 노래패 연합
소속 타 단과대학 동아리와 합동 공연을 펼친다.

2학기 |
일반물리학 및 실험2
수학 및 연습2

3

학년

1학기 |
물리학전공 양자물리학 및 연습
수리물리학2, 상대론과 우주
전산물리학 및 연습
양자상 및 소자 전공 전자공학실험1
전자기학 특론 및 연습
전산수리물리학
2학기 |
물리학전공 열 및 통계물리학1
양자소재제어실험1
양자상 및 소자 전공 전자공학실험2
양자소재 및 소자

2학기 |
전자기학개론 및 연습
현대물리학, 수리물리학1
현대물리학 실험2

4

기수단 (응원단)
3월부터 5월까지의 연습 기간을 거쳐, 이과대학 체육대회 때 과별 기수
단 경연을 펼친다. 힘든 연습 기간을 거친 만큼 기수 단원끼리의 끈끈
한 단합심을 가지고 있다.

학년

챌린저 야구단
대학원생과 졸업생이 함께하는 정기적인 소모임이다.

1학기 |
물리학전공 열 및 통계물리학2
고급양자물리학, 핵물리학
양자상 및 소자 전공 양자소재제어실험2
고급물리학실험1, 고체물리학1
2학기 |
물리학전공 반도체물리, 입자물리학
현대광학, 물리학과 첨단기술
입자물리학
양자상 및 소자 전공 고급물리학실험2
양자소재측정기기학
고체물리학2

졸업 후 진로
법조계 | 변리사 등
정부 부처 | 7급 이상 공무원
일반기업 | 반도체, 전자, LCD 등 전공 관련 분야
창조경제분야 | ICT분야
학계 및 연구기관 | 대학원, 연구원

이과대학

화학과

물질의 성질 및 변화를
분자수준에서 이해하고
연구하는 학문

DEPARTMENT OF
CHEMISTRY

화학은 물질의 성질 및 변화를 분자수준에서 이해하고 연구하는 학문으로서, 원자 및 분
자수준의 기초 연구로부터 인간에 유용한 생명환경 관련 의약품, 반도체 전자소재, 나노
신물질 등 각종 최신 화합물의 개발 및 이들에 관련된 현상, 나아가 첨단 정보재료 및 에
너지 소재 산업분야의 응용 연구에 이르기까지 매우 광범위하다. 화학과에서는 이러한
첨단 화학분야의 전문 인력 양성을 위한 깊이 있는 전공지식의 교육과 함께 21세기에 맞
는 현장적응력, 지도력과 독창력을 겸비한 전인적 화학자를 키우는데 목표를 두고 있다.

교수진

학과 프로그램

교과과정 _ 학과 세부영역

박승언 | 유기화학

장학금 지원

지정 교양

김성훈 | 유기화학

현재 화학과에 재학 중인 학

김상희 | 생화학

생들은 학교에서 지급하는 교

정구춘 | 무기화학

내장학금(성적, 복지, 근로, 직

화학의원리및실험1,2/물리학및실험1,2/수학및연
습1,2/생명과학및실험1,2/유기화학1/분석화학1

전공 필수

물리화학1/분석화학2/유기화학2/무기화학1/물
리화학2/생화학1/무기화학2/생화학2

계), 각 장학재단에서 지급하는

박종만 | 분석화학

장학금, 국가 공공장학금, 화학

전영재 | 물리화학

과 동문회 장학(자격증취득격

박용선 | 유기화학

려장학금, 학생대표장학금) 등

무기화학실험1/물리화학실험1/유기화학3/기기

을 통해 약 30%의 학생들이 혜

분석1/무기화학실험2/물리화학3/물리화학실험

택을 받고 있다.

2/생화학실험/고급화학실험1/고분자화학/기기분

도정환 | 무기화학

전공 선택

분석화학실험/컴퓨터와현대화학/유기화학실험/

임 찬 | 물리화학

석2/기기분석실험/물리화학특론/생화학특론/유

표승문 | 물리화학

기화학특론/고급화학실험2/무기화학특강/첨단
재료화학/환경화학

허용석 | 생화학
권성중 | 분석화학

학과 인재상
화학은 우리의 일상 전반에 적용되지 않는 곳이 없는 광범위한 물질적 영역을 다루는
학문으로서, 자연현상에 대한 호기심과 더 나은 삶을 위해 개선하고자 하는 의지가 있다면
화학과에서 많은 것을 성취할 수 있습니다.
?
http://chemi.konkuk.ac.kr
02-450-3413

창의성과 끈기를 가지고 화학이란 매력적인 학문에 도전할
적극적인 학생을 환영합니다.

Konkuk Univers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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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과대학

졸업 후 진로
연구소 | 공립연구소, 전문위원
화학 관련 산업체 | 화학공업, 정밀화학공업, 생명과학, 환경 분야의 회사
시약 생산 및 판매 | 제약회사
특허 관련 업무 | 중고등학교 화학교사, 변리사

교과과정 _ 세부 커리큘럼

학생활동 _ 소모임
경제철학, EPSDA, S-Kian (학회)

지정교양 커리큘럼

매주 경제학 세미나를 진행하여 심도있는 탐구를 하고, 친목을 다진다.

다전공 지정 교약 필수 과목 |
화학의원리및실험1, 화학의원리및실험2, 분석화학1, 유기화학

1

학년

1학기 |
물리학및실험1, 화학의원리및실험1
생명과학및실험1, 수학및연습1

2

라네썽스 (예술문화 소모임)
예술, 문화, 철학 등 다양한 예술문화 주제를 가지고 주간회의를 진행

학년

한다.

크래커스/농구, 쉐도우/축구 (운동 소모임)

분석화학1
유기화학1

농구, 축구 등 매주 1~2회의 합동훈련을 한다. 매년 총장배, 대학별 대
회 등에 참가하여 실력을 뽐내고있다.

건국투자연구회 (증권투자 소모임)

2학기 |
생명과학및실험2, 수학및연습2
물리학및실험2, 화학의원리및실험2

증권투자에 대하여 공부하고, 모의/실전 투자를 진행한다.

전공 커리큘럼
고급화학실험1, 고급화학실험2 교과목은 7학기 이상 등록자만 수강신청이 가능하다.

2

학년

3

학년

4

학년

1학기 |
분석화학실험
컴퓨터와현대화학

1학기 |
무기화학1, 물리화학2
생화학1, 무기화학실험1
물리화학실험1, 유기화학3

1학기 |
고분자화학, 기기분석2
기기분석실험, 물리화학특론
생화학특론, 유기화학특론
고급화학실험1

2학기 |
분석화학2, 유기화학2
유기화학실험, 물리화학1

2학기 |
무기화학2, 생화학2, 기기분석1
무기화학실험2, 물리화학3
물리화학실험2, 생화학실험

2학기 |
고급화학실험2, 무기화학특강
첨단재료화학, 환경화학

이과대학

지리학과

자연환경과 인문환경의
시스템 구성 원리와 상호관계를
과학적으로 연구하는 융복합 학문

DEPARTMENT OF
GEOGRAPHY

융복합 기초과학인 지리학은 자연환경과 인문환경을 분석하고, 지표면에서 발생되는 인
간과 자연과의 관계를 공간적으로 연구하는 실용학문이다. 우리 학과는 인간을 둘러싼
환경체계를 이해하고 이를 바탕으로 지역공간을 분석하는 등, 21세기가 필요로 하는 세
계관을 갖춘 창조적인 인재 양성을 교육목표로 하고 있다.

교수진

관련 자격 및 시험

교과과정 _ 학과 세부영역

홍현철
| 교통지리, 도시지리, 관광지리,
지리통계, 동굴학

교직이수를 통해

지리학
연구방법론

전공과 관련된 각종 기사자격

계, 원격탐사, 지도학 등 지리정보를 분석하기 위한

박종관
| 수문학, 하천지형학, 환경지리학,
지리여행론

취득 가능

기본 틀을 공부하게 된다.

중등 정교사 자격 취득 가능

자연지리학
분야

이승호
| 기후학, 기후변화영향

지리학이라는 학문은 야외조사를 기초로 존재하는
현장과학이다. 이를 위해 재학생들은 GIS, 지리통

수문학, 기후학, 지형학 등 3개 중심과목으로 구성
되며, 이를 위해 재학생들은 대기과학, 암석지질학,
기후변화, 경관분석 등의 자연지리학 관련 세부과
목을 공부하게 된다.

최재헌
| 도시지리, 경제지리, 지역분석,
세계유산

인문지리학
분야

최영은
| 기후변화, 도시기후, 지리정보,
컴퓨터지도학

도시지리학, 경제지리학, 문화지리학 등을 중심으
로 구성되는 학문영역이다. 재학생들은 교통, 물류,
인구, 사회공간 등과 관련된 인문지리학 관련 세부
과목을 공부하게 된다

김숙진
| 경제지리, 환경지리, 사회이론

학과 인재상
우리 학과는 미래에 대한 도전정신이 강한 창의적 학생을 기다립니다.
자신의 삶을 긍정적으로 여기며 주위 사람들과 밝게 생활할 수 있는 학생이라면
성공은 눈앞에 있을 것입니다. 자연과 인문, 이 두 단어에 관심이 있는 학생이라면
?
http://kugeo.konkuk.ac.kr
02-450-3432

누구든지 문을 두드려 주십시오. 참고로 우리학과는 문·이과 교차지원이 가능한
학과로서, 수학실력이 없어도 함께 할 수 있는 매력 있는 학과입니다.

Konkuk Univers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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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과 프로그램

GIS세미나 (학술)

자연지리학분야 특성화

지리정보시스템에 관한 프로그램을 숙지하기 위하여 특정지역의 수치

건국대학교 지리학과는 자연지리학 분야 특성화를 위해 타 대학과 달

지도를 선택해 지역을 분석하고 있는 GIS 스터디그룹이다.

리 이과대학에 속해 있다. 우리 학과 자연지리와 인문지리의 이론과 연

교육과정세미나 (학술)

구의 비중은 6:4로 구성되어 있으며, 이는 3:7로 구성되어 있는 타 대

지리교육과정 전반에 관한 주제를 발표하고, 답사를 통해 지리교육과정
에 관한 내용을 연구하는 학술 동아리 모임이다.

학 지리학과와는 확연히 다른 차별화된 교육이다. 인문지리학 분야 역
시 대부분의 수업 내용을 통계, 분석기법 등 실습을 강조한 교과과정으
로 마련하고 있다.

기후학세미나 (학술)
기후학에 대한 흥미를 고취시키고자 깊이 있는 주제를 선택해 연구하고

정기학술답사와 과목답사

발표하는 학술 세미나이다.

지리학의 꽃이라고 할 수 있는 현장답사에는 학과 차원의 정기학술답

지리여행세미나 (학술)

사와 과목답사가 있다. 정기학술답사는 1학년 1학기부터 4학년 1학

지리학 답사를 지리여행의 방식으로 연구하며 지리여행 콘텐츠를 계발
하는 학술 동아리 모임이다.

기까지 7차례에 동안 과목별 주말답사도 활발히 진행되고 있어 지리
학 본질에 충실한 현장학습 시스템을 경험하게 된다. 이를 통해 재학
생들은 졸업 전에 지리학 이론을 현장에서 확인하고 실습하는 충분한
기회를 갖는다.

교과과정 _ 세부 커리큘럼

1

학년

1학기 |
인문지리학및실습
한국지리

2학기 |
자연지리학및실험
세계지리

3

학년

학술답사발표회 및 사진전시회

2

정기학술답사가 끝나면 곧 답사발표회와 사진전시회를 개최하는데, 답
사기간 동안 배우고 익힌 지식들을 정리하고 발표하는 과정 속에서 표
학년

시하며 학술적 능력을 고취시킴은 물론 지리학과 학생으로서의 긍지

1학기 |
컴퓨터지도학및실습
대기과학의기초및실험
도시지리학및실습
암석지질학및실험
2학기 |
지리자료분석및실습
기후학및실험
경제지리학및실습
지형학및실험

4

현 능력이 향상된다. 답사기간 중 학생들이 직접 촬영한 사진 등을 전
를 키우고 있다.

학교부설 기후연구소 운영과 등재학술지 발간
우리 학과에는 건국대학교 부설‘기후연구소’가 있다. 이 연구소에서
는 3월, 6월, 9월, 12월 4차례의‘기후연구’학술지를 발간하고 있는
데, 이는 유일하게 국내 지리학과 연구실에서 발간하고 있는 교육부등
재학술지이기도 하다. 이 학술지에 기후관련 우수한 논문도 게재된다.

학년

1학기 |
환경과사회
자연관광자원론및실습
수문지리학및실험
원격탐사및실험
지역입지분석및실습

1학기 |
문화지리학
물류와공간및실습
한국의기후및실험
한국지리관광론및실습

2학기 |
교통지리학및실습
기후와환경및실험
도시와국토계획및실습
유수지형학및실험
지리정보시스템및실습

2학기 |
관광지리
기후변화및실험
경관지리및실습
환경지리학및실험

졸업 후 진로
교육기관 |
교수, 중고등학교 교사
정부 부처 |
환경부, 기상청, 산림청, 소방방재청, 국회 등
공기업, 국책연구소 |
국토연구원, 광역경제권발전위원회, 한국수자원공사,
국립환경과학연구원, 한국토지공사, 부동산감정원 등
언론계 |
신문사, 방송사 등
일반기업 |
물류·유통기업, 여행사, 항공사, 지리정보관련기업, 종합상사 등

이과대학

학생활동 _ 소모임

예술과 기술의
다면적 학문,
신과 인간의 선
건축이란 행위는 과거부터 지금까지 어느 인간사회에서나 생존을 위해
반드시 일어날 수밖에 없는 생존 외의 문화적 차원의 행위입니다.
우리는 학생들이 문화적 차원의 이 행위를 미리 인식하고 보다 나은
건축학 과정을 거쳐 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도울 것입니다.

건축대학
COLLEGE OF ARCHITECTURE

건축학과
Department of Architecture

COLLEGE OF
ARCHITECTURE

Konkuk University

건축대학

건축학과
DEPARTMENT OF
ARCHITECTURE

통합적 전인교육으로 책임감을
갖춘 창의적인 고급 전문 인재 양성
우리 학과는 2016년도부터는 건축학과로 통합, 전환하여 신입생을 선발한다. 통합적인
전인교육 실시 및 건축설계와 건축공학, 주거환경 등 다양한 학문 분야를 교육하고자 함
이다. 학생들은 저학년부터 전임교수들과 함께 전공의 세부적인 청사진을 그릴 수 있다.
특히 관심 있는 과목들을 자유롭게 수강하며 8학기를 마친 후, 건축학과 건축공학 과정
으로 선택하여 졸업하는 것이 가능한데, 졸업 후 대학원에 진학하여 세분화된 교육을 받
을 수 있다.

교수진

교과과정 _ 학과 세부영역

서치호 | 건축재료및시공

건축설계

교과목을 통해 건축의 가장 기본적인 부분인 인간과 건축의 관계를 중심으로 학습한다.

강병근 | 건축계획 및 설계

도시설계와 계획

건축의 사회성, 공공성에 대한 부분을 건축과 도시와의 관계를 중심으로 살펴본다.

건축의역사

현재까지의 건축의 흐름과 역사에 대해 다룬다.

구조공학

건축물의 근간이 되는 건축구조의 해석과 설계를 위해 구조역학 및 해석 기술, 구조시스템, 철근
콘크리트구조와 철골구조 분야의 이론과 실무 교육을 통한 학문적이며 실질적인 접근을 한다.
힘의 흐름과 구조재료의 특성을 고려한 구조해석과 설계 방법을 학습한다.

재료및시공

다양한 건축재료의 물리적, 화학적, 역학적 성질에 대한 기초적 지식을 근본으로 건축의 디
자인적 제한조건, 요구, 성능을 만족시키는 새로운 재료에 대한 개발 및 활용방안 등에 대하
여 학습한다.

환경및설비

쾌적한 환경 구성 요소로 환경원론 분야와 건축설비 분야가 있다. 환경원론 분야로는 열 환경,
빛 환경, 음 환경 등이 있고 건축설비 분야는 위생설비, 공기조화설비, 소화설비, 전기설비 등
으로 구별된다.

주거계획 및 관리

주거공간과 환경을 거주자 측면에서 접근하는 주거학의 이론을 바탕으로 라이프 스타일 및
사회 트렌드를 반영해 다양한 관점에서 쾌적한 주거공간을 계획, 설계, 관리하는 방안에 대
해 학습한다.

주거복지

고령화 사회를 맞아 급속히 증가하고 있는 조인계층의 주거문제와 장애인 및 저소득층 등 사
회취약계층의 주거문제, 그리고 거시적 차원의 추거복지에 관한 문제에 접근한다. 또한 전 국
민을 대상으로 주거를 통한 복지를 실현학 위해 필요한 제도의 정비와 전달에 대해 탐색한다.

도시주거환경

도시라는 공간 속에서 펼쳐지는 주택과 주거문제를 주거환경의 관점에서 망원경으로 때로는 현
미경으로 조명한다. 도시민의 다양한 생활양식을 바탕으로 수용에 대응하는 주택상품을 개발하
고, 지속가능한 주거지 및 주거환경을 구축해 나가기 위한 이론고 방법론을 학습한다.

김용식 | 건축환경 및 설비
강순주 | 주거계획 및 관리
권오정 | 주거계획 및 복지
김정곤 | 건축계획 및 설계
안형준 | 건축구조
주 범 | 건축계획 및 도시설계
박현수 | 건축계획 및 설계
최정민 | 도시주거
김한수 | 건축구조
김경환 | 건설관리
오중근 | 건설사업관리 및
건설경영
김영석 | 도시설계 및 계획

학과 인재상
?
http://caku.konkuk.ac.kr
02-450-3446

창의적이고 미래지향적인 인재 우리가 살고 있는 사회 문제를 인식하고
관심을 가지고 있는 인재, 성실하고 적극적으로 활동하는 인재를 기다립니다.

Konkuk University

040 _ 041

학과 프로그램
교직과정 개설

학생들은 개별적 혹은 스터디 소모임 활동을 하며 건축 및 도시, 시공,

매 학년도에 건축학과 재학생 중 교직이수자를 선발한다. 선발된 후, 정

구조, 환경, 설비 등의 다양한 분야에 관련된 공모전과 논문 경연대회,

해진 교직과정과 산업체 현장실습을 이수하면‘건설’교과목 중등교원

건축시공기술대전에 활발하게 참여한다.

자격증을 취득하게 된다.

선배 초청 취업설명회 개최 및 취업강좌 개설

졸업작품 전시회

건축대학을 졸업한 후 여러 분야로 취업한 선배들을 초청, 취업을 위

4학년 학생들이 1년여 동안 설계한 작품과 논문 등을 매년 9월 대규모

해 준비해야 하는 과정과 원하는 진로에 대한 상담 등 재학생들의 궁금

전시회를 통해 선보인다. 또한 전시회 프로그램의 일환인 건축인의 밤

증 해결에 도움을 준다. 실전취업특강이라는 교양과목에서는 초청된 경

행사에서 우수작품 시상이 진행되고, 건축대학 동문들과 만남의 자리

영진, 실무진의 특강을 통해 실무에 대한 지식과 경험을 배운게 된다.

를 갖게 된다. 이를 통해 많은 조언과 현장에서의 생생한 노하우도 전
수받을 수 있다.

교과과정 _ 세부 커리큘럼

1

학년

학생활동 _ 소모임

2

아뜰리에 일점 | 1983년 창립된, 하나의 점이라는 뜻의 작업실이다.
학년

공간이 점으로 시작되어 무한히 발전하듯 건축에 대한 생각과 열정을 나
누고 키울 수 있는 작업실이다.

F.A.S | Form And Space의 약자로 건축의 형태와 공간이라는 뜻으로
1학기 |
건축개론
건축과표현

2학기 |
건축계획1
건축과조형

3

학년

1학기 |
건축설계3,
건축정보통합설계, 도시계획
건설사업관리
건축구조역학2, 건축설비1
건축재료실험

2학기 |
건축법규, 건축설계4
단지계획, 건축공정관리
건축설비2, 건축시공학
구조시스템, 주거관리와서비스
철근콘크리트공학1, 도시재생

1학기 |
건축계획2
건축설계1
건축의장론
건축일반구조

2학기 |
건축구조역학1, 건축설계2
동양건축사, 서양건축사
건축재료학, 건축환경1
한국주거의이해
특수계층과주거, 도시와주거

4

1984년 창립된 작업실이다.

3A | 3A는 제3의 건축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다. 새로운 방향, 새로운 대
안으로서의 건축을 지향하는 작업실이다.
거장 | 1987년 창의적 사고와 폭넓은 지식습득을 목표로 설립된 신뢰,
화합, 열정으로 뭉친 젊은 건축설계 커뮤니티이다.
SM | Self Making의 약자로 2001년에 창립된 우리의 공간은 우리가 만
든다는 뜻을 담고 있는 작업실이다.
새날새터 | 건축답사 활동을 주로 하는 소모임이다.
Aiper | Architecture Photographer의 약자로 건국대학교 건축인을
위한 사진 소모임이다.

Arccers | Archi+Soccer의 합성어로, 건축대학 유일의 운동(축구) 소
모임이다.
학년

1학기 |
도시설계, 현대건축사
건축설계5, 주거복지론
건설프로젝트기획및개발
건축환경2, 철골구조
철근콘크리트공학2
건축공학종합설계1
2학기 |
건축디테일, 단지설계
지속가능건축디자인
건축설계6, 건설경영실무
구조설계실무
건축공학종합설계2

관련 자격 및 시험
건축사, 건축기사, 건축설비기사, 건축산업기사, 건설안전기사, 실내건축
기사, 도시계획기사, 건축구조기술사, 건축시공기술사, 주거복지사, 주택
관리사보 등 여러종류의 건축분야 기술자격증 취득 가능

졸업 후 진로
건축회사 | 설계, 감리, 도시설계팀
건설회사 | 설계, 시공, 플랜트, 구조설계, CM, 주택설계팀
설계회사 | 설계팀
실내디자인회사 | 설계, 감리, 시공, 디자인팀
공기업 | 건축, 시설, 관리팀
공무원, 공공기관 | 한국토지주택공사, 건축 공무원, 주거복지사

건축대학

학술제 및 공모전 참가

우수하고
뛰어난 신기술,
미래 가능성의 실현
우리는“창의와 혁신”이라는 기치아래 혁신적 사고와
미래지향적 공동체적 가치를 갖춘 창의적 인재 양성의 요람이 될 것입니다.
기술과 문화가 융합하는 창의적이고 혁신적인 공과대학으로
함께 이루어 나아가길 바랍니다.

공과대학
COLLEGE OF ENGINEERING
인프라시스템공학과

융합신소재공학과

Department of Civil Engineering

Department of Materials Chemistry and Engineering

환경공학과

화학공학과

Department of Environmental Engineering

Department of Chemical Engineering

기계공학과

생물공학과

Department of Mechanical Engineering

Department of Biological Engineering

기계설계학과

유기나노시스템공학과

Department of Mechanical Design and Production Engineering

Department of Organic and Nano System Engineering

항공우주정보시스템학과

산업공학과

Department of Aerospace Information Engineering

Department of Industrial Engineering

전기공학과
Department of Electrical Engineering

COLLEGE OF
ENGINEERING

Konkuk University

공과대학

인프라
시스템
공학과

창의적인 전문 인재 양성으로
국토의 친환경 개발과
지속가능한 도시 건설에 기여

DEPARTMENT OF
CIVIL ENGINEERING

국토교통부와 미래창조과학부에서 지원하는 각종 국가 중점 연구개발 사업(내진설계 및
제방안정화 도약연구, 교량성능개선연구, 지능형국토정보연구, 해저터널연구 등)에 활발
하게 참여하고 있다. 국가연구비의 지원에 힘입어 국토의 친환경 개발과 지속가능한 도
시 건설에 기여하는 창의적인 전문 인재 양성에 노력하고 있다.

교수진

관련 자격 및 시험

교과과정 _ 학과 세부영역

권오엽 | 지반공학

토목기사

전인식 | 해안 항만공학

토목산업기사

학과교육
목표

이용학 | 구조공학(콘크리트)

교양과목과 전공과목에 대한 체계적 학습로드맵을
통해 윤리의식을 기반으로 성실과 신뢰를 몸에 익

건설재료기사

혀 사회에 공헌하고, 자기 주도적 학습능력과 전문

건설안전기사

지식에 기반한 기술적 의사소통 능력을 갖춘, 세

성기원 | 수리/수자원공학

계 속에 적응하는 전문기술인으로서 개방형 협동

편무욱 | 측량 및 GIS

정신과 실무능력을 겸비한 인재양성을 목표로 하

하동호 | 강구조공학

고 있다.

신종호 | 터널 및 암반공학

교과운영

이태형 | 전산구조공학 및
내진공학

수학영역, 물리영역, 힘의과학, 지구시스템과학, 재
료역학, 토목입문설계, 수리학, 측량학 등 토목공
학의 기초 과목들을 학습한 후 구조역학, 토질역

추프랑솨 | 구조공학

학, 구조 동력학, 교량공학, 수문학, 항만공학, 지하
공간공학, 교통기반시설공학 등의 전문교과과목을
통한 보다 실질적인 지식습득을 유도한다. 전공과
목들은 실험과 설계를 포함하여 토목시설물의 설
계에 필요한 기본 이론과 CAD를 이용한 실무설계
등을 학습하며 첨단 교육 장비를 활용해 보다 전문
적인 공학기술 향상을 위한 학습활동을 지원한다.
이와 함께 학과목으로 보충하기 어려운 부분을 보
완하기 위한 현장시찰, 현장인턴학습 등에서의 현
장 적응능력 함양에도 노력하고 있다.

학과 인재상
많은 사람들과 팀을 이루어 일을 진행하고 야외현장을 대상으로 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윤리성에 기초한 성실한 성품을 갖춘, 활동적이고 진취적인 성격의 인재를 기다립니다.
?
http://civil.konkuk.ac.kr
02-450-3457

또한 다양한

분석과 생각을 통해 답을 도출해내는 논리적 사고 능력을
가진 학생과 함께 하고 싶습니다.

Konkuk University

044 _ 045

학과 프로그램
현장견학

인프라시스템공학과 동문장학금은 매 학기 성적이 우수하고 가정형편

우리 학과는 매 학기 수업과 관련하여 관련 기업 및 현장을 견학한다.

이 어려운 학생들에게 수여하는 장학금이다. 지급을 시작한 2003년

2014년 11월에는 전 학년을 대상으로 POSCO건설현장, 이순신대교,

부터 2015년 현재, 총 52명의 학생들이 수혜를 받으며 학업을 이어

남해대교 등 1박2일 동안의 현장견학을 진행하였다. 견학 프로그램을

가고 있다.

통해 학생들은 수업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있다.

교과과정 _ 세부 커리큘럼

학생활동 _ 소모임

1

학년

2

CDL (학술동아리)
Creative Design LAB, 매년 행해지는 교량대회를 기반으로 2005년
학년

에 창설된 학술동아리이다. 신입생과 재학생 50여 명이 약 10개조로
나누어 아이디어를 제시하고 지도교수와의 면담을 진행하면서 설계 등

1학기 |
수학
물리학
화학
지구과학
기초교양영역

1학기 |
기초측량학및실습
유체역학
재료역학
토목공학설계입문

2학기 |
수학
물리학
화학
지구과학
기초교양영역

2학기 |
수리학
응용역학
응용측량학및실습
콘크리트공학및실험

3

학년

1학기 |
토질역학1
RC구조공학
구조동역학
구조역학
수문학
암반공학

4

을 주도적으로 이끈다. 교내·외 각종 대회에 참여하며 창의적인 아이
디어를 선보인다.

학년

1학기 |
PSC구조물의설계
기초공학및설계
수리시스템설계, 시공학
터널및지하공간공학
콘크리트구조물의설계
해안공학및설계

졸업 후 진로
일반기업 | 건설회사, 설계용역회사, 전문기술컨설팅회사,
시설물안전진단회사 등
공기업 | 한국도로공사, 한국수자원공사, 한국농어촌공사,

2학기 |
GIS개론및실습
PS콘크리트구조
수리동역학, 수자원시스템설계
전산구조해석및실습
토질역학2, 토질역학실험

2학기 |
교량설계
교통기반시설공학및설계
지반공학
종합설계
항만계획및설계

한국토지공사, 한국전력 등
정부 부처 | 국토교통부, 환경부 등 지방자치단체
연구소 | 한국교통연구원, 국토연구원 등 정부출연연구소
학교 | 대학원 진학, 중·고등학교의 이공 분야 교원 등
최근 국내기업의 해외진출이 증가하면서 국내·외 외국회사로의
진출 기회와 해외현장의 근무 기회가 점차 확대되고 있다.

공과대학

동문장학금

공과대학

환경공학과

지구라는 우리 삶의 터전을
보존하고 치료하는 공학

DEPARTMENT OF
ENVIRONMENTAL
ENGINEERING

환경공학은 21세기 들어 가장 최근에 정립된 공학학문분야로써, 환경기술 (Environmental Technology, ET)은 21세기의 주요 성장산업으로 발전될 미래지향적인 기술이다. 인류
사회의 지속가능한 개발, 즉 다음 세대가 필요로 하는 자원을 훼손시키지 않으면서 동시
에 경제 개발을 하기 위한 필수적인 기술인 것이다. 이론, 실험, 실습, 설계 등의 통합교육
을 통해 세계 최고 수준의 환경전문가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미션으로 삼고 있다.

교수진

교과과정 _ 학과 세부영역
수질

장 덕 | 하폐수처리

생활환경과 인간의 건강에 유익한 방향으로 수질
을 관리하는 데에 필요한 이론, 실험, 설계, 실습

남궁완 | 폐기물처리

을 학습한다.

선우영 | 대기확산모델링

대기 및
기후변화

김조천 | VOC 및
악취물질 처리

지구환경의 4대 권역 중 하나인 대기권의 오염 및
오염의 제어, 기후변화의 이론 및 그 영향 등에 대
해 배운다.

권지향 | 수질관리모델링 및
상수도

폐기물

인구증가와 산업화로 인해 급속하게 증가한 인간

김한승 | 지반환경의 정화 및
복원

활동의 부산물인 폐기물을 안전하게 처리하고, 더

정혜근 | 환경생태공학

학습한다.

나아가 폐기물을 에너지화 하는 방안 등에 대해

Diby Paul | 환경미생물학

토양 및
지하수

육상에서의 모든 생명체의 활동 터전인 토양과 그
와 밀접한 영역인 지하수의 오염 및 제어에 관한 이
론, 실험, 설계, 실습 등에 대해 다룬다.

신재생
에너지 및
자원화

화석연료의 고갈로 인해 심각해지는 에너지 및 자
원 문제를 해결하는 신재생에너지와 자원화 기술
에 관한 이론과 실제에 대해 탐구한다.

학과 인재상
환경공학은 인간의 안전과 건강 그리고 복지를 증진시키기 위해 우리 주변의
생활환경 및 자연환경의 질을 개선하고 보존하는 기술을 개발하는 학문입니다.
특히 환경기술(Environmental Technology, ET)은 21세기 3대 주요 성장산업으로
주목받는 분야이며, 국가의 공공복지나 건설정책과도 밀접한 관계가 있는
공공기술입니다. 따라서 환경공학과에서는 기초과학지식을 쌓는 데 관심이 크고
이를 바탕으로 우리사회 환경 개선에 적용하도록

창의적인 발상을 하는 적극적이고 진취적인 성격을 가진 학생을
?
http://envtech.konkuk.ac.kr
02-450-3542

환영합니다. 또한 문제를 파악하고 이에 대한 최적의 답안을 도출하는 논리적 사고체계를
가진 학생이 유리한 학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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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과 프로그램
시설 견학 활동
매년 1~2회 정수처리장이나 폐기물처리장 같은 환경관련 시설로 견학
을 다녀온다. 시설견학은 학생들의 강의시간에 사진으로 보고 글로 배
운 것들을 실제로 보고 들으며, 환경공학에 대한 이해와 흥미를 더욱더

환경인의 날 행사 진행
학생들은 매년 11월 환경인의 날 행사에서 자신의 경험과 지식을 서
로 공유한다. 프레젠테이션을 진행하여 발표 역량 또한 키우고 있다.

교과과정 _ 세부 커리큘럼

1

학년

학생활동 _ 소모임

2

엔비(envi)
엔비는 학과 내에서 가장 활발히 활동하는 축구소모임이다. 단순히 축
학년

구를 위해 모이는 것 이상의 의미를 갖는데, 학과를 졸업한 졸업생들도
참여하여 정보를 공유하는 등 선후배 간의 교류가 활발히 이루어진다.

1학기 |
수학 및 연습1
물리학 및 실험1
화학 및 실험1
컴퓨터

1학기 |
공학수학 및 연습1
기초통계학, 환경공학입문설계
환경유체역학
환경미생물학 및 실험
환경화학 및 실험

2학기 |
수학 및 연습2
지구환경과학
화학 및 실험2

2학기 |
수치해석, 환경시스템공학
상하수도계획 및 설계
기후변화 및 지구대기환경
대기화학공학 및 실험
일반폐기물처리1

3

학년

4

콜(call)
농구를 좋아하는 학생들끼리 농구를 하고 서로 어울리면서 친목을 다
지는 학과 내 소모임이다.

관련 자격 및 시험
학년

1학기 |
환경기기분석 및 실험
하폐수공학 및 설계1
정수공학 및 설계
기초대기확산론
대기오염제어공학 및 설계
일반폐기물처리2

1학기 |
물재이용 및 슬러지처리
수질모델링
지하수오염 및 정화
환경공학프로젝트실습1
환경영향평가

2학기 |
하폐수공학 및 설계2
수질공학실험, 대기모델링실습
악취제어공학 및 설계
유해폐기물처리
토양복원공학 및 설계

2학기 |
환경생태토목공학
환경공학종합설계
환경공학프로젝트실습2
환경소음진동

수질환경기사 / 대기환경기사 / 폐기물처리기사 / 토양환경기사
소음진동기사 / 산업안전기사

졸업 후 진로
정부 부처 | 환경부, 지방자치단체 등
공기업 | 환경관리공단, 수자원공사, 한국전력 등
일반기업 | 삼성, 현대, 두산, 금융, 언론사 등
연구소 | 국립 연구원, 기업체 연구원
학업 | 대학원 진학 등

공과대학

가질 수 있는 하나의 계기가 되고있다.

공과대학

기계공학과

다양한 사회적 요구에
대응할 수 있는 시대에 적합한
리더십을 갖춘 인재의 산실

DEPARTMENT OF
MECHANICAL
ENGINEERING

기계공학은 모든 산업의 근간이 되며 다양한 분야로 응용된다. 우리 학과는 탄탄한 이론
과 실기 능력을 바탕으로 혁신적인 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합리적이고 창의적인 기계공
학 엔지니어 양성을 교육목표로 하고 있다. 견실한 기초과학 및 실용적인 공학지식을 충
분히 습득하여 산업현장에서 본인의 잠재력을 마음껏 펼칠 수 있게 하고 종합적인 설계
교육을 통해 창의적 사고와 응용력을 키우도록 교육한다. 또한 다양한 사회적 요구에 유
연하게 대응할 수 있는 윤리관 및 인성도 함양시킨다.

교수진

학과 프로그램
「프라이드 리딩 그룹」선정, 실질적인 장학 혜택 제공

이재효 | 기계설비
김성균 | 생체유체역학
유동가시화

교내 우수학과에 연구비 및 장학금을 지원하는‘PRIDE Leading

강철구 | 제어 및 로보틱스

지원되고 있다.

Group’으로 선정되어 우수 재학생 및 대학원생들에게 장학금이
2013년 시작된‘PRIDE Leading Group’선정 사업은 연구와 교

박정규 | 연소공학

육 부문의 교내 선도학과를 집중 지원하기 위한 것으로, 기계공학

정태건 | 동역학

과를 포함한 5개 학과가 연구 부문 선도학과로 선정되었다. 이들

나 양 | 열전달/난류/CFD

학과는 첨단 신기술 분야, 국가경쟁력강화를 위한 신성장동력사업

이병욱 | 응용열유체,
생명먼지 aerosol,
bioaerosol

분야, 경쟁우위 확보 분야 위주로 학과별 논문·연구 성과와 기술
력 등을 평가해 선정되었다.
기계공학과에서는 이 사업을 학과와 학교 발전의 동력으로 삼고,
사업비 일부를 학생들에게 장학금으로 지원하며 인재 양성을 위

김성진 | 생화학물질
분석을 위한
열유체제어

해 노력하고 있다.

학과 인재상
물리학과 수학 등 기초수학능력을 갖춘 학생으로서, 창의적인 생각과 도전정신으로
기계시스템의 분석, 설계, 제작 능력을 배양하여 기계공학 엔지니어가 되고자 하는
?
http://mecha.konkuk.ac.kr
02-450-3466

학생은 도전하세요.

기계공학 분야에서 세계를 선도하는 리더가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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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과과정 _ 학과 세부영역

학생활동 _ 소모임

생체역학, 에너지시스템설계, 로보틱스/메카트로닉스, 소음진동, 자동

Team K.A.I. (기계공학과 자작자동차 소모임)

차공학, 마이크로시스템 등 현대 사회가 요구하는 고부가가치의 기계공

Team K.A.I.는 2003년에 창설된 기계공학과 소모임이다.‘K.A.I.’라는

학 분야에 대해 다룬다.

이름은 Konkuk Automobile Innovation의 약자로‘건국대학교 자동차
연구회’라는 뜻을 가지고 있다. 자동차에 대해 연구하고 제작하는 모임
소프트웨어를 이용한 설계에서부터 용접, 드릴링 등의 제작공정에 이르
기까지, 모든 전공 지식을 활용해 차량을 제작한다.
한편, 국제 대학생 창작 그린카 경진대회, 국제대학생 자작자동차대회,
KSAE 대학생 자작자동차대회, 전국대학생 하이브리드자동차 경진대회
등 여러 자작자동차대회에 참가하며 꾸준히 좋은 성적을 거두고 있다.
※ 주요 수상내역
2008‘국제 대학생 자작자동차 대회’대량생산성상

교과과정 _ 세부 커리큘럼 (전공 교과목)

1

학년

1학기 |

2

‘KSAE 대학생 자작자동차 대회’장려상
2009‘전국 대학생 하이브리드 자동차 경진대회’종합 3위
2010‘전국 대학생 창작 그린카 경진대회’제동안전부문 2위 및 종합 5위
‘KSAE 대학생 자작자동차 대회’내구우수상

학년

‘건국대학교 창의 설계경진대회’동상
2011‘KSAE 대학생 자작자동차 대회’내구장려상

1학기 |
기계공학실험1, 기계제도1
기계제작공정, 재료역학
창의설계

‘전국 대학생 하이브리드 자동차 경진대회’디자인상
‘건국대학교 창의 설계경진대회’장려상
2012‘전국 대학생 하이브리드 자동차 경진대회’종합 2위
‘건국대학교 창의 설계경진대회’은상
2013‘전국 대학생 창작 그린카 경진대회’가속성능 부문 1위 및 종합 3위

2학기 |
기계재료, 정역학

2학기 |
계측시스템설계, 기구설계
동역학, 열역학
응용재료역학, 기계제도2
기계공학실험2

돌밭 (메카트로닉스 동아리)
로봇에 관심을 가진 선배들에 의해 기계공학과 소모임으로 시작되어
2009년 공과대학 동아리로 확대된 로봇제작 동아리이다. 로봇에 특별
한 관심이 있고 만드는데 흥미가 있는 사람, 즐겁고 보람 있는 학교생활
을 하고 싶거나 공학도로서 자신의 전공을 살려 대회에 참가하고 싶은

3

학년

4

공대생들이 모여 있는 곳이다.
학과 교육과정에서는 다소 소홀할 수 있는 전자, 컴퓨터 관련 지식을 동
학년

1학기 |
기계공학실험3
기계제작실습1,
CAD, 공작기계
기계요소설계,
기계진동, 유체역학
응용열역학, 전산수치해석

1학기 |
메카트로닉스설계
연소공학, 열시스템설계
유공압시스템, 내연기관
종합설계
컴퓨터통합생산시스템

2학기 |
기계제작실습2
CAM 및 CNC 가공
시스템설계, 열전달
응용기계설계, 응용유체역학
재료성형및CAE, 제어공학
터보기계설계, 전산응용해석

2학기 |
냉동 및 공기조화
재생에너지공학
로보틱스, 맴스개론,
디스플레이 및
인쇄전자생산시스템

아리 활동을 통해 다양하게 접해 본다면 졸업 이후의 진로나 취업에 적
지 않은 도움이 될 것이다.

졸업 후 진로
일반기업체 | 자동차, 중공업, 공작기계, 에너지, 전자/전기/반도체, 건
설/엔지니어링/플랜트, 제철, IT
공기업 및 정부출연연구소 | 한국전력공사, 한국수력원자력, 한국기계
연구원, 한국과학기술원, 한국생산기술원
대학원 진학/기술고시/변리사

공과대학

으로 오토바이 엔진을 이용한 1인승 경주용 자동차를 제작한다. 여러

공과대학

기계설계
학과

산업의 핵심이 되는 필수학문,
시간이 흐를수록 더욱 빛나는 가치

DEPARTMENT OF
MECHANICAL DESIGN
AND PRODUCTION
ENGINEERING

기계설계학과는 모든 산업의 근간이 되는 기계시스템을 기획, 설계, 제작하고 운용할 수
있는 능력과 자질을 갖춘 전문 인재 양성을 목표로 교육하고 있다. CAD/CAM/CAE,
FEM, 초정밀가공, 소성가공, 시스템 자동화 및 제어기술, 인쇄전자, 복합재료 등 첨단 산
업기술의 발전을 목표로 하는 기계설계분야 등 연구 분야 중심으로 프로그램이 운영된다.

교수진

관련 자격 및 시험

교과과정 _ 학과 세부영역

한영호 | 재료성형

각종 기계관련 기술사 1급 및

신기현 | 자동제어

2급 기사 자격 취득 (일반기계,

설계 및
재료 전공

고성림 | 정밀가공, CAM
이성수 | 기계설계, CAD
이상윤 | 생체공학, 로봇공학

재료, 부품, 기구, 시스템을 대상으로 전통적인 설
계에서부터 CAD/CAM/CAE, 다중물리해석, 신뢰

기계설계, 건설기계설비, 공조

성 등을 이용한 미래지향적이고 창의적인 설계 이

냉동기계, 설비보전, 승강기,

론을 개발하고, 이의 적용을 통해 초소형 미세 기계

메카트로닉스, 생산자동화, 항

시스템에서 대형 기계 시스템에 이르기까지 다양

공, 그린전동자동차 등)

한 분야에 적용하는 연구를 수행하고 있다.

김창완 | 유한요소해석법,
다물체동역학,
최적설계

생산공학
및 자동화
전공

이동진 | M/NEMS,
Nanomaterial,
Nanotechnology

전통적인 기계기술과 새로운 기계시스템 개발에
대한 연구를 수행하고, 다양한 마이크로/나노 가
공, 조형 및 제조 이론, 인쇄전자, 바이오 로봇까
지 광범위한 분야에 대한 설계, 가공, 생산 연구
를 수행한다.

김남수 | 신뢰성기반 최적설계,
가속수명시험

학과 인재상
우리 학과는 교육을 통해 엔지니어링 감각을 갖고, 창의적이며,
융합연구 및 효과적인 의사소통을 통해 상호협동 하는 인재를 키운다는
비전을 갖고 과학기술 리더를 양성하고 있습니다. 과학과 공학에 많은 관심을 갖고,
?
http://mdpe.konkuk.ac.kr
02-450-3475

초미세 기계시스템부터 우리나라 주력산업인 대형 (자동차, 대형 선박, 발전소, 플랜트)
기계시스템의 동작원리, 설계 및 운용에 관심을 갖고 있는 학생은 우리 학과로 오세요.

Konkuk University

050 _ 051

학과 프로그램
「프라이드 리딩 그룹」선정, 실질적인 장학 혜택 제공
Group’으로 선정되어 우수 재학생 및 대학원생들에게 장학금이 지원

연간 2,500억원 규모의 예산이 투입되는 BK21플러스사업은 매년 과학

되고 있다. 2013년 시작된‘PRIDE Leading Group’선정 사업은 연구

기술분야 1만 5,700명, 인문사회분야 2,800명 등 석박사급 창의인재 약

와 교육 부문의 교내 선도학과를 집중 지원하기 위한 것으로, 기계공학

1만 8,500명을 지원하는 대형 국책사업이다. 이를 통해 창조경제를 이

과를 포함한 5개 학과가 연구 부문 선도학과로 선정되었다. 이들 학과

끌어나갈 핵심 인재를 키워나가고, 대학원 교육 및 연구력의 획기적 제

는 첨단 신기술 분야, 국가경쟁력강화를 위한 신성장동력사업 분야, 경

고를 통해 국내 우수대학들이 세계수준의 대학으로 도약할 수 있는 기

쟁우위 확보 분야 위주로 학과별 논문·연구 성과와 기술력 등을 평가

반 구축을 목표로 하고 있다. 기계설계학과(전국에서 5개의 기계 분야

해 선정되었다. 기계공학과에서는 이 사업을 학과와 학교 발전의 동력

학과만 선정됨)는 BK사업 선정을 통해 창조경제를 이끌 핵심분야의 고

으로 삼고, 사업비 일부를 학생들에게 장학금으로 지원하며 인재 양성

급 전문 기계 인력 양성과 21세기를 이끌 첨단 기술인력을 집중 양성하

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는 체계를 확고히 할 것이다.

교과과정 _ 세부 커리큘럼

학생활동 _ 소모임

1

학년

2

카이 (Team K.A.I.)
자동차에 대한 뜨거운 열정과 관심을 가진 학생들이 모여 자동차에 대
학년

해 공부하고, 비록 서툴지만 직접 제작하는 순수 아마추어 자작자동차
제작 소모임이다. 오토바이 엔진과 프레임을 사용하고 있으며 직접 용

1학기 |
대학영어1, 수학 및 연습1
물리학 및 실험1
화학 및 실험1
프로그래밍 및 연습1

1학기 |
기계공학실험1, 기계제도1
기계제작공정
공학수학 및 연습1
창의설계, 재료역학, 운영관리

접해서 만든 차체와 직접 설계하고 제작한 부품 등을 사용하여 일반 상
용차가 아닌 자작자동차를 만들고 있다.

돌밭
마이크로로봇 제작 동아리이며, 기계공학과 소모임으로 활동을 해오

2학기 |
대학영어2, 수학 및 연습2
물리학 및 실험2
화학 및 실험2
기계재료, 정역학

3

학년

2학기 |
기계공학실험2, 기계제도2
계측시스템설계, 기구설계
동역학, 열역학, 응용재료역학
공학수학 및 연습2
전자회로1, 기초수치해석

4

다가 2008년도부터 공대동아리로 확대되어 더 폭넓은 활동을 하고 있
다. 주된 활동 내용은 동아리 내에서 여러 전공의 학생들과 함께 로봇
에 관한 스터디를 하고 로봇 관련 대회에 참여하며 대회 출전용 로봇
을 제작하고 있다.

FC 발로차
학년에 상관없이 누구나 참가할 수 있으며 일주일에 한 번씩 모임을 갖
는다. 50명이 넘는 많은 인원이 회원으로 활동함으로 공대체육대회에

학년

1학기 | 기계공학실험3
기계제작실습1, 공작기계
기계요소설계, 기계진동
유체역학, 응용열역학
CAD, 전산수치해석

1학기 | 컴퓨터통합생산시스템
메커트로닉스설계, 연소공학
열시스템설계
유공압시스템, 내연기관
종합설계

2학기 | 기계제작실습2
CAM 및 CNC가공
자동차공학, 시스템설계
열전달, 응용기계설계
응용유체역학
재료성형 및 CAE, 제어공학
터보기계설계, 전산응용해석

2학기 |
냉동 및 공기조화
디스플레이 및
인쇄전자 생산시스템
로보틱스, 재생에너지공학
멤스개론

는 항상 두 팀으로(기계A, B팀) 나누어 출전한다. 2009년 공대체육대회
에서는 당당히 우승을 차지할 정도로 실력도 뛰어나다.

졸업 후 진로
일반 대기업 | 자동차산업, 전자산업, 중공업, 건설 플랜트 분야 등
공기업, 정부출연연구소 | 주택공사, 에너지관리공단, 토지공사,
한국전력, 한국수력원자력 등
기술고시 및 7급 시험을 통한 공무원 및 변리사, 전문컨설턴트 등
대학원 진학

공과대학

교내 우수학과에 연구비 및 장학금을 지원하는‘PRIDE Leading

기계설계학과
선정,
전국에서 5개의 기계분야 팀만 선정

공과대학

항공우주
정보시스템
공학과

21세기 기술 간의 융합을 통해
새로운 패러다임 제시

DEPARTMENT OF
AEROSPACE INFORMATION
ENGINEERING

우리 학과는 지구 대기권과 우주를 비행하는 비행체(항공기, 미사일, 우주선, 인공위성 등)
의 설계, 해석, 제작 및 성능, 운영과 개발 등에 관해 연구하고 수행하는 학문이다. 미래지향
적 고부가가치 산업으로 국가기간산업으로서의 파급효과가 매우 크다. 전공으로는 항공우
주시스템을 설계 제작·운용하기 위한 공기역학, 구조 및 재료역학, 비행역학 및 제어, 연소
및 추진 등의 분야가 있다. 항공기 구조, 공기역학, 추진, 항법, 전자제어, IT 및 시스템 설계
기술 등 기초이론 교육을 바탕으로한 실험·실습 교육을 추구한다.

교수진
변영환 | 항공공기역학
윤광준 | 항공공학

교과과정 _ 학과 세부영역
항공우주
분야

유체역학, 구조역학, 제어, 추진 분야의 주요 교과목을 포함한다. 유체역학은 주로 항공기 주
변의 공기 흐름에 대해서 다루고, 구조역학은 항공기의 각 부분에 미치는 힘, 변형, 모멘트,
진동에 대한 구조학적인 문제를 취급한다. 제어공학은 비행체 및 구성품의 자세, 위치, 속도

이영재 | 제어공학

등을 원하는 대로 움직이기 위한 기술을, 추진공학은 비행을 가능하게 하는 힘인 추진력을

이창진 | 항공공학

제공하는 것과 관련된 내용을 각각 다루고 있다.

이재우 | 항공기설계
강태삼 | 우주전자하드웨어
정성남 | 회전익 구조동력학

항공전자,
IT분야

항공전자는 기본적인 디지털 시스템과 센서, 신호의 이해를 바탕으로 항공기의 전자장비
를 제공하고 통합하는 것으로, 주로 계기나 무선 NAV/COM(항법·통신)에 대해 다룬다. 항
공기 제어를 위한 항공 소프트웨어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음에 따라, 항공 IT분야 교과목에

이정욱 | 인공지능

서는 비행체에 탑재되는 임베디드 소프트웨어 제작, 네트워크 시스템, 컴퓨터 활용 등에 대

문창주 | 컴퓨터공학

해 배운다.

김창주 | 헬기비행제어
박수형 | 전산유체역학
성상경 | 항법유도제어
김상호 | Aeronautics &
Astronautics
박정근 | 실시간 시스템

학과 인재상
과학기술분야의 성취도가 우수하고 항공우주기술에 대한 동기부여가 확립된
이론과 실무능력을 겸비한 목표지향적인 창의 인재를 기다립니다. 첨단 전문지식과
?

IT 융합역량을 가진, 항공우주시스템

분야에서 세계와 경쟁을 원하는 학생은

지원하세요. 글로벌 인재로 성장할 수 있습니다.
http://aeroeng.konkuk.ac.kr
02-450-35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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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우주정보시스템공학과 장학제도

해오리

·성·신·의 및 건국사랑 장학금

RC 비행체의 설계, 제작 및 교육을 체계적으로 다루며 직접 제작된 비

·날틀장학금 지급 (대학원 진학 예정자)

행체를 제어한다. 학과에서 직접 다룰 수 없는 항공기의 제작을 통해 항

·Summer - Winter Internship Program

공기의 기초적인 이해를 돕고, RC에 대한 흥미를 가지게 하기 위해 매

·연구장학생 - 방학기간 중 각 교수님 연구실 체험 및 참여

년 학기 초에 비행 엠티를 진행하고 있다. 이러한 기초적인 항공기 지

·특화프로그램 - (주)한화 : 건대 산학장학제도 운영 예정

식들을 바탕으로 좀 더 심화과정을 거친 후에 대학생 자작 모형 항공

·해외 유수 항공우주 산업체 특별 장학금 유지(예정)

기대회에 참가한다.

로켓티어
모델로켓과 소형로켓을 설계, 제작 발사하고 있으며, 매년 여름에 열리
는 NURA(The National Universities’Rocket Association 전국 대학
생 로켓 연합회) 로켓발사대회에 참여하고 있다. 동아리의 목표는 직접
설계하고 제작한 로켓으로 관련대회에 참가하고, 로켓에 대한 관심과

교과과정 _ 세부 커리큘럼

1

학년

1학기 |
정역학

열정으로 우리나라 로켓산업 발달에 기여하는 로켓공학자가 되는 발판

2

을 마련하는 것이다.

학년

메카트론
Mechatronics + Drone의 합성어로 항공전자시스템의 개발을 목적으

1학기 |
유체역학
재료역학

로 활동 중이다. 메카트론은 항공전자시스템 개발을 위해 GPS와 IMU
를 포함한 각종 센서들을 사용해서 스마트폰의 메인보드에 해당하는 항
공전자하드웨어를 만들고, 이를 통해 항공기의 움직임을 제어할 수 있
도록 스마트폰의 OS 혹은 어플리케이션에 해당하는 항공전자소프트웨
어를 프로그래밍한다.

2학기 |
기초설계
항공우주공학개론

2학기 |
전자계측실험, 동역학
디지털시스템설계
비행체의이해, 열역학
컴퓨터응용기초

헬리우스
일반헬기제작은 물론 창의적인 아이디어와 모험심을 기반으로 신개념
헬기(교차반전, 동축반전 등)의 구상, 설계, 제작, 조종까지 모든 분야를
아우를 수 있는 활동을 목표로 하고 있다. 전공이론을 접목하여 설계프

3

학년

4

로그램을 이용한 설계와 학교 내 사용가능한 장비를 이용한 교내제작,
외부업체 위탁을 통한 제작까지 직접 진행함으로써 전공지식에 대한 이
학년

1학기 |
공기역학실험, 열공학실험
공기역학, 구조역학및실험
비행동역학및성능, 수치해석
신호및시스템
임베디드시스템설계
항공우주형상설계

1학기 |
로켓공학이론및설계
전산구조해석
항공우주IT공학
항공우주비행체설계
항공전자시스템설계

2학기 |
유도제어실험
고속공기역학
센서및계측공학, 진동학
추진공학기초이론및실험
항공우주제어
회전익기공학

2학기 |
항공우주공학종합설계
네트워크시스템
비행체구조설계
산업체현장실습
인공위성시스템
전산유체해석
항공우주시스템통합설계
항공우주특강

해를 높이고 응용기술을 습득한다.

졸업 후 진로
일반기업체 | 기술, 개발, 관리 관련 부서
국가기관 | 공군장교, 공군파일럿
학계 및 국책연구소 | 연구원
·항공우주 관련 및 일반기업 기술직(60%)
·항공우주 관련 및 일반기업 연구직(20%)
·경영, 회계 사무관련직(10%)
·기타(10%)

공과대학

학과 프로그램

공과대학

전기공학과

신재생에너지 기술과
스마트그리드 구현이 유력한 학문

DEPARTMENT OF
ELECTRICAL
ENGINEERING

전기공학은 국가산업과 국민복지의 원동력인 전기에너지에 관련된 모든 산업과 더불어
전력전자 산업, 스마트제어 및 자동화부문 산업, 에너지시스템 산업, 재료 및 센서 산업
등에 대한 기초이론과 응용기술을 연구하는 학문이다. 또한 21세기 에너지의 총아인 신
재생에너지 기술과 스마트 그리드를 구현할 수 있는 유력한 바탕학문이다.

교수진

관련 자격 및 시험

교과과정 _ 학과 세부영역

최규하 | 전력전자

교직 이수를 통해 중등 정교사

안형근 | 반도체, 태양광

자격 (전기·전자·통신) 취득

전기기계 및 전력용 반도체 소자를 이용한 전기에너지의 변환
을 다룬다. 최근에는 스마트그리드, 신재생 에너지,
전력전자

한국산업인력공단 전기기사,

에너지저장시스템, 전기자동차용 전력변환장치 등

전기공사기사 등

을 연구하고 있으며 학계, 연구소, 산업체 등에서

목형수 | 전동기제어
박종배 | 전력경제

많은 동문들이 선도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

최영호 | 디지털시스템설계
전기공학, 경제학, 정보통신, 금융공학 등 다양한
에너지
시스템공학 학문을 기반으로 한다. 융합적 접근을 통해 인간이

노재형 | 전력시스템지능융합
조영훈 | 전력전자

만든 가장 거대한 시스템 가운데 하나인 전력시스
템의 해석, 계획, 운용과 함께 자유화된 전력시장에
서의 활동전략 및 국가 에너지정책수립, 스마트그
리드 등과 관련되어 있다.

전기전자재료 세계 초일류 태양광 에너지 발전설계 기술을 개
발하고 고급인력을 양성한다. 동시에 산학연 협력
및 센서
을 통해 세계적으로 경쟁력 있는 태양광전지 효율
보장을 위한 태양광 모듈 설계에 대한 교육 및 연
구를 진행한다.

스마트제어 융·복합 스마트제어시스템은 미래산업의 핵심기
술로 지능과 통신능력을 바탕으로 인간에게 보다
시스템
편리하고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고도
화, 고정밀화, 네트워크화하고 있다. 이를 효과적으
로 지원하기 위하여 고정밀스마트 로봇과 그에 필
수적인 다중모듈동기제어시스템, 그리고 관련 기
반기술을 교육 및 연구하고 있다.

학과 인재상
수학과 물리 등 기초과학에 대한 지식이 탄탄하고 관심이 높으며 교내·외의 다양한
?
http://electric.konkuk.ac.kr
02-450-3478

물리 관련 활동에 활발히 참여하는 등, 자신의

창의성을 전체의 융화 속에서
발휘할 수 있는 학생은 우리 학과로 오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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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과 프로그램

S&P(농구), 피카츄(축구), ESPN(당구)

전기공학을 집중적으로 다루는 역사가 오래된 학과

농구, 축구 등 운동을 목적으로 한 소모임이다. 매달 2회 이상의 친목 경

전기공학과는 중추 기간사업에서부터 첨단 정보화 분야에 이르기까지

기를 진행하고, 총장배, 대학별 대회 등에 참가한다.

폭넓은 학문 및 기술 분야를 다룬다.
1969년 건국대학교 전기공학과가 설립된 이래 1990년 이후 IT 계열 학
으며, 오랜 역사 속에 전기공학에 집중하는 교육과 연구를 진행해 타 대
학에 비해 차별성과 수월성을 가지게 되었다. 특히 산업체 현장경험과
교육경험이 풍부하신 교수님들의 노력으로 산업체 견학과 인턴활동 등
의 기회가 많고, 대기업 및 공기업의 취업률도 80% 수준으로 매우 높다.
또한 각종 산업체로부터 지원받는 장학금 혜택이 풍부하고, 교수님들과
의 산학과제 참여를 통해 실무 경험을 쌓을 기회도 갖게 된다.

사회적 요구에 부응하는 교육 제공

교과과정 _ 세부 커리큘럼

1

학년

2

사회적으로 불고 있는‘융합’붐에 발맞추어 우리 학과에서는 전력전
자, 에너지 시스템, 전기전자재료, 스마트제어 분야 사이의 융합에 초점
학년

을 맞춘 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특히 최근의 신재생 에너지와 스마트그
리드는 대표적인 융·복합 분야로, 기존 전기공학 과목에서 잘 다루지
않는 분야이나, 우리학교 전기공학과에서는 관련된 과목을 개설하고 전

1학기 |
물리학및실험1
수학및연습1
화학및실험1, 컴퓨터1

2학기 |
물리학및실험2
수학및연습2
화학및실험2
프로그래밍및연습1
전기공학창의적설계입문

3

학년

1학기 |
공학수학및연습1
전기공학실험2
전기회로및설계1
논리회로및설계, 전자기학1

문가 초청 세미나, 관련 연구활동 등을 활발히 수행하고 있다.
더 나아가 건국대학교 전기공학과에서는 문화와 감성지향형 교육을 실
시하여, 융합의 시대에 부합하는 새로운 엔지니어를 양성하려 노력하
고 있다.

2학기 |
공학수학및연습2
전기공학실험3
전기회로및설계2
전자회로및설계
전자기학2

4

학년

1학기 |
전기기초설계프로젝트
교류여자기기
마이크로프로세서설계및응용
시스템이론, 전력전송공학
전기전자계측, 제어공학

1학기 |
졸업설계프로젝트
에너지전자
스마트그리드
최신발전공학
전기전자재료

2학기 |
전기심화설계프로젝트
직류여자기기
전력전자이론및설계
전력시스템공학및설계
반도체물성
제어시스템설계
디지털제어시스템

2학기 |
전동력응용
신재생에너지
전력경제
센서공학
태양광공학
응용제어시스템

졸업 후 진로
일반기업 |
삼성전자, 삼성물산, 현대엔지니어링, 포스코건설, LG전자,
대우조선해양, 두산인프라코어, 현대자동차, 롯데건설, GS건설,
기아, 아시아나항공, LG디스플레이, 현대엘리베이터, 대한항공 등
정부 및 공공기관 |
한국전력공사, 한전KPS, 한국동서발전, 한국수력원자력, 한국철도공사,
서울시 강서구청, 중부도시가스, 한국산업단지공단 등

공과대학

과와 통합되어 운영되기까지 줄곧 공과대학의 중요한 학과로 존재해왔

공과대학

융합신소재
공학과

국가 경쟁력을 높이고
고부가가치를 이루는
중요한 열쇠

DEPARTMENT OF
MATERIALS CHEMISTRY
AND ENGINEERING

21세기의 소재공학은 산업 기반성이나 핵심성이 매우 높은 학문 분야로 산업에 미치는
파급 효과가 매우 크고, 학문의 범위가 광범위한 동시에 집약적인 특징을 가지고 있다. 또
한 소재공학은 IT, BT, ET 및 NT 관련 소재에서부터 이들의 융합 소재 영역까지 그 범위
가 확장되고 있다. 융합신소재공학과의 학사과정에서는 유기, 무기 소재의 성질, 구조, 변
화 및 반응, 제품의 환경 영향에 관한 기초 이론을 공부하고 이에 관한 실험을 통하여 과
학자와 공학자로서 지녀야 할 탐구 자세와 창의성을 배양한다.

교수진

관련 자격 및 시험

교과과정 _ 학과 세부영역

허정림 | 고분자공학

화공기사,

IT, NT, BT 및 ET 분야에서 글로벌 창의융합인재 양성을 목표로 하

김화중 | 연료전지,
전기화학촉매, 복합막,
제올라이트 합성

금속재료산업기사

는 융합신소재공학과는 학부생들의 졸업 후 진로에 대한 통계를 바
탕으로, 학부 교육과정을 탄력적으로 개편하여 기업 현장의 need를
교과과정에 반영하고 있다.

허 탁 | 고분자공학

교육과정
현황

유영태 | 화학공학
임성기 | 무기재료화학

2013년의 교과과정은 소재기반 BT, IT, ET, 그리
고 NT분야에서의 글로벌 창의융합인재 양성을 목
표로 1학년부터 4학년에 이르기까지 학생들이 이

문두경 | IT소재및공정기술

수하는 교과영역이 학문영역별로 체계적으로 구성

최명석 | 광기능성고분자

되어 있다.

전용석 | 나노입자 합성 및
적용을 통한 에너지 소자 개발

학과 인재상
수학과 화학 등, 수학(修學)을 위한 기초과학에 대해 지식이 있고,

신소재공학의 학문적 영향력에 대하여 잘 인지하고 있는 학생을
?
http://ic.konkuk.ac.kr
02-450-3497

기다립니다. 또한 성실함과 책임감으로 세계화와 정보화 시대에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학생이라면 더욱 좋겠습니다.

Konkuk University

056 _ 057

학생활동 _ 소모임
ICSA (축구동아리)

비트 (농구동아리)

대학생활에서 환경을 위해 할 수 있는 일들

융합신소재공학과의 자랑으로 매주 합동훈

합동훈련, 연습경기를 통해 학생들에게 활기

을 실천하고, 솔선수범하며 다른 학생들도 환

련을 한다. 공과대학을 넘어 타 단과대나 다

를 불어넣고, 학교생활에서 부족한 운동 기

경에 더욱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많은 활동

른 팀들과의 경기를 통해 축구를 즐기며, 친

회를 제공함으로써 건강한 신체를 유지하도

을 하는 모임이다.

목도 도모한다.

록 한다.

교과과정 _ 세부 커리큘럼

1

학년

학과 프로그램

2

연구생제도
융합신소재공학과에서는 소재 분야의 고급 인력을 양성하기 위한 일
학년

환으로 대학원 연구생 제도를 활성화하고 있다. 이 제도는 학과 4학
년 동안 본인이 하고 싶은 연구 분야를 선택해 대학원생들과 같이 연

1학기 |
물리화학실험
컴퓨터1
수학및연습1
화학및실험1

1학기 |
공학수학및연습1
물리화학실험, 물리화학
유기화학1, 재료물성
화학공정계산

구를 수행하고, 대학원에 진학해서는 보다 심화된 연구에 정진할 수 있
도록 하기 위함이다.

졸업논문제
학생들의 창의력과 연구에 대한 흥미를 제고하기 위해 졸업논문 제도를
도입, 정착시켜 전공 관련 분야에 대한 대학원 수준의 연구를 수행할 수

2학기 |
과학과문명
재료과학
물리학및실험2
수학및연습2
화학및실험2

3

학년

2학기 |
유기화학실험
무기화학
분석화학, 유기화학2
재료열역학

있는 기회를 부여한다. 여기서 얻어진 연구 결과는 발표를 통해 일정한
합격선을 통과해야 졸업을 할 수 있다. 실제로 졸업논문 제도를 통해 연
구에 흥미를 갖게 되어 대학원에 진학하는 학생들이 점차 증가하고 있
으며, 이는 융합신소재공학과가 공과대학에서 대학원 진학률 1위를 차
지하는 결과를 가져온 이유기도 하다.

4

디스플레이 연계전공
디스플레이 연계전공은 실습위주의 특화된 취업역량 향상 프로그램으
학년

로 디스플레이 업계가 원하는 인재를 양성하는 것을 목표로 융합신소재
공학과가 운영하는 전공과정이다. 교육과정은 디스플레이의 전반적인

1학기 |
무기합성및분석화학실험
고분자화학, 나노소재공학
무기공업화학, 재료공학
친환경소재

1학기 |
디스플레이재료물성
석유화학
에너지전기화학
촉매공학, 표면화학

이해를 위한 디스플레이 제조공정, 디스플레이 공학개론 등의 기본 과

2학기 |
고분자재료실험
기능성고분자합성
반응공학, 세라믹재료공정
재료리사이클링, 전자재료

2학기 |
신소재종합설계
고분자가공
고분자공학
바이오소재공학
에너지소재

졸업 후 진로

목을 비롯해 디스플레이용 재료, 모듈, 공정해석, 장비 등에 대한 전문
지식 습득을 위한 심화 과목도 개설함으로써 삼성, LG, 하이닉스 등 IT
분야의 대기업 취업률을 높이고 있다.

IT | 삼성전자, 삼성디스플레이, LG디스플레이, LG실트론,
SK하이닉스 등
화학 | LG화학, 바이오랜드, KCC, POSCO 등
대학원진학 (대학원 졸업 후 진로 | 동우반도체, 코오롱,
한국생산기술연구원, SMART-Eco 등)

공과대학

에코지앵 (환경동아리)

공과대학

화학공학과

꿈을 현실로 바꾸는
화학공학이 있어 더 흥미로운 세상

DEPARTMENT OF
CHEMICAL
ENGINEERING

화학공학은 화학, 물리학, 생물학 등의 기초과학 지식을 응용하여 인류문명의 이기를 개
발·제조하기 위한 응용학문이다. 즉 천연자원으로부터 인간의 생활에 필요한 제반 물질
및 제품을 만드는 화학, 물리 및 생물공정을 설계 및 개발하고, 이들을 운전 및 운영하는
데 필요한 기술을 연구하는 학문이다. 건설 및 제조업과도 관련이 있는 학문으로 인접학
문인 공업화학, 재료공학, 섬유공학, 생물공학, 식품공학, 환경공학 등에 공학적 기초 원
리를 제공함과 동시에, 이들 분야의 학문적 발전에 선도적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최근
에는 에너지, 환경, 생물화학공학, 공정시스템, 고분자 및 전자재료의 프로세싱 등을 포괄
한 종합공학의 성격을 띤 학문으로 발전하고 있다.

교수진
김인원 | 공정시스템

관련 자격 및 시험

교과과정 _ 학과 세부영역

화공기사

화학공학 내의 세부 전공 분야로는 고분자, 공업화학, 공정시스템,
분리기술, 미립자공학, 생물화공, 열역학, 유동층, 에너지/환경, 이동

최정후 | 이동현상 및 유동화공학

현상, 재료, 촉매, 화학공정안전 등이 있으며, 다양한 인접학문 분야

서일순 | 생물화학공학

와 연계되어 보다 폭넓은 교육과 연구가 이루어지고 있다.

이정걸 | 생명화학공학
민요셉 | 재료공학 및 전자소자
비제이싱

학과 인재상
수학 및 기초과학에 관한 학습 역량을 갖추고,
끈기와 열정을 가진 학생을 기다립니다.
고등학생들 중에서 많은 학생들이 단순히 화학이 좋고, 취업이 잘된다는 이유로
화학공학과에 지원합니다. 그러나 역량을 갖춘 화학공학 기술자로 성장하기 위해서는
공학적 문제해결을 위한 수학적 접근에 익숙해야 하며, 화학 못지않게
?
http://cheng.konkuk.ac.kr
02-450-3504

물리 및 생물에 관한 지식도 중요합니다. 꿈을 이루기 위한 긴 여정을 해쳐나갈 수 있는
끈기와 열정이 있다면 우리 화학공학과에서 그 꿈을 실현할 수 있습니다.

Konkuk University

학생활동 _ 소모임

학과 프로그램

화학공학과 학생회

장학금 지원

058 _ 059

대학본부에서 지원하는 공통적인 장학금 이외에 화학공학과 등 특정 학

해트트릭 (축구동아리)

과 재학생들을 대상으로 하는 각종 교내외 장학금이 지급되고 있다. 현
재‘건국대학교-하이닉스 챌린저’,‘KU Tomorrow 장학금’,‘선암장
학재단 장학금’등 다수의 학생들이 장학금 혜택을 받고 있다.

·3월 학과 연합 MT(2박 3일)
·5월 대학축제(대동제)/공과대학 체육대회/학과 학술대회

교직이수

·10월 성신의 예술제(단과대학 축제)

화학공학과는 교직과정 설치학과로, 매년 3명의 교직이수 예정자를 선
발한다. 교직이수 예정자로 선발되어 교육과정을 마치고 졸업하면 화
공·섬유 과목의 중등 2급 정교사 교원 자격증이 주어진다.

공학인증시스템
화학공학과는 한국공학교육인증원(ABEEK: Accreditation Board for

교과과정 _ 세부 커리큘럼

1

학년

Engineering Education of Korea)에 의해 인증된 화학공학 심화 프

2

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심화 프로그램을 이수한 졸업생은 화학공학
기술을 보유한 전문가가 갖추어야 할 역량에 대하여 체계적으로 교육
학년

으로 나타났다.

1학기 |
수학및연습1
물리학및실험1
화학및실험1
공업생물학
컴퓨터1

1학기 |
공업물리화학1
공업유기화학1, 화공기초설계
화공재료융합기술
화공기초실험1, 화공양론1
공학수학및연습1

2학기 |
수학및연습2
물리학및실험2
화학및실험2
프로그래밍및연습1

2학기 |
공업물리화학2
공업유기화학2, 화공양론2
화공기초실험2
화공열역학1, 수치해석

3

학년

4

받았음을 국제적으로 인정받은 것이기에 취업의 질이 매우 우수한 것

학년

1학기 |
화공기초실험3
화공열역학2
화학반응공학1
통계학과실험설계
화공유체역학

1학기 |
생물화학공학, 석유화학공학
이동현상, 화공실험2
분리공정설계
화공전산응용및설계
화공프로젝트설계

2학기 |
공정제어
에너지공학
화학반응공학2
열및물질전달
화공실험1

2학기 |
전자재료
고분자공학
분체공학
화학공장설계
공학과제설계

졸업 후 진로
일반 기업체 (국내·외 기업체) |
엔지니어링 및 건설사, 정유, 석유화학, 고분자소재, 디스플레이,
반도체, 전지, 자동차, 페인트, 의약, 제지, 고무, 에너지,
환경 관련 기업 등
학계 및 연구기관 | 연구원, 교수
공공기관 정부투자(출연)기관(정부 및 공공기관) |
정부기관 공무원, 한국과학기술연구원, 한국에너지연구원,
한국화학연구원, 한국전력, 한국가스공사, 한국수자원공사 등

공과대학

런앤건(농구동아리)

공과대학

생물공학과

발전 가능성이 무한한
바이오산업을 이끌어갈
전문 인재 양성

DEPARTMENT OF
BIOLOGICAL
ENGINEERING

우리 학과는 미생물을 비롯한 각종 생명체를 대상으로 생화학, 공업미생물학, 생물화학
공학, 발효공학, 미생물배양공학, 바이오에너지공학, 재조합유전단백체공학, 분자세포생
물학, 나노바이오공학, 생물공학실무설계 등에 대해 배운다. 미생물부터 인간에 이르는
생명체의 이해와 최첨단 생명공학 기술의 적용을 통해 인류복지와 번영에 기여할 수 있
는 인재 양성을 목표로 한다.

교수진
이동희 | 발효생리

관련 자격 및 시험

교과과정 _ 학과 세부영역

PEET, MEET, DEET

전문교양

세계적,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영역에서의 다양한
교양지식을 습득함으로써, 세계화 시대에 대처할

최태부 | 생물화학공학

수 있는 능동적 리더를 양성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강상모 | 생물화학공학
안성관 | 기능성 유전체학

지정교양

김형주 | 나노바이오공정공학

화학, 물리학, 생물학 등의 기초과학 지식과 공학도
의 기본적인 문제해결 능력의 습득을 통하여 생명

이상현 | 생물화학공학

공학 원리와 기술을 이해하기 위한 기본을 마련하

양영헌 | 생물공학

는 것을 목표로 한다.

쿠마란 | 생물공학

전공심화

최첨단 생명공학적 기술을 활용해 의약품, 식품, 화
장품, 주류 등의 제품을 생산하는 실제적인 전문지
식을 습득한다. 생명공학 분야에서 가장 선도적인
역할을 할 수 있는 고급인력 양성을 목표로 한다.

학과 인재상
수학, 화학, 생물 등 기초과학에 대한 관심과 지식이 풍부하며, 다양한 교내 활동을 통해
학업성취도가 높은 학생, 자신의 창의성을 전체의 융화 속에서 발휘할 수 있는

진취적이고 미래지향적인 학생의 지원을 기다립니다.
?
http://microbio.konkuk.ac.kr
02-450-3517

또한 생물공학과 관련한 학문적, 산업적 영향력에 대하여 잘 인지하고 있는 학생이라면
학업 성취도가 더 높을 것입니다.

Konkuk Univers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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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과 프로그램
생물법제학 교육 프로그램
제약, 기능성 식품, 화장품 등의 다양한 산업에서 요구하는 Good Manufacturing Practices (GMP) 및 Validation 관련 분야의 고급인력을 양
성하기 위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공과대학

멘토-멘티 졸업논문 프로그램
대학원생이 팀의 멘토, 3학년 학생이 멘티가 되어 다양한 생물공학 분
야에서 직접 실험을 하면서 졸업논문을 작성하는 팀 프로젝트 프로그램
을 모든 학생을 대상으로 운영한다. 최근에는‘페트병을 이용한 조류(藻
類)나무 개발’연구가 우수한 성과로 주요 언론에 소개되기도 하였다.

교과과정 _ 세부 커리큘럼

1

학년

2

학년

1학기 |
대학영어1, 수학및연습1
화학및실험1
물리학및실험1
인간과생명공학
컴퓨터1

1학기 |
창의적문제해결
공업미생물학1및실험
생화학및실험2, 유기화학개론
공학논문작성법
바이오공정공학입문설계

2학기 |
대학영어2, 윤리학입문
비판적사고와토론
창조적사고와표현
수학및연습2
생화학1

2학기 |
Technical communication
분자생물학
공업미생물학2및실험
세포생물학, 화학생물기본계산
생화학및실험3

학생활동 _ 소모임
FC.mbio
학과 축구 소모임으로 매년 공과대학 체육대회 및 공대스리가와 건대스
리가 등에 출전하고 있다. 2년 연속 4강에 진출하는 등 단합된 힘의 위
력을 선보이고 있다. 방학 동안에는 졸업한 선배들과 YB vs OB 전을 펼

3

학년

4

침으로써 선·후배 간의 친목 또한 도모한다.

학년

1학기 | 과학기술글쓰기
기기분석화학및실험
바이오촉매공학, 미생물생리학
유전공학및실험
세포신호전달시스템공학
유전자제어공학

1학기 | 발명과특허
바이오의약품, 양조공학
바이오식품공학및설계
화장품생물소재학
바이오플랜트설계및운영1
바이오공정공학종합설계

2학기 |
배양공학및실험
미생물대사
우수의약품 제조및품질관리
면역학
살균공학및설계
의약품유전체학

2학기 |
벤처창업및경영
발효공학
바이오소재및에너지공학
병원미생물학
생물분리공정공학
바이오플랜트설계및운영2

생공 엘리트
졸업을 앞둔 4학년 재학생들이 자신이 원하는 곳으로의 취업을 위해 결
성한 study group이다. 각종 취업자료 공유와 함께 공동으로 면접을 대
비하고, 이 과정에서 축적된 노하우를 계속해서 다음 취업준비생들에게
전달하는 등 학과에 생기와 활력을 가득 불어넣고 있다.

졸업 후 진로
생물 관련 기업 | 의약품, 화장품, 식품, 주류, 정밀화학 등
산업체 연구소
최근 졸업생 진로는 연구원 30%, 기술직/영업직 30%,
대학원 진학 40%의 비율

공과대학

유기나노
시스템
공학과

미래 공학을 선도할
유기나노재료 분야의
파이오니어

DEPARTMENT OF
ORGANIC AND NANO
SYSTEM ENGINEERING

유기나노시스템공학과는 고분자를 비롯한 다양한 유기재료와 나노소재를 다루는 공학분
야이다. 수학, 화학, 물리 등의 기초과학과 더불어 유기 및 나노재료의 설계, 합성/제조,
분석, 공정, 응용 및 제품화에 필요한 전공을 이론, 실험/실습/설계, 팀프로젝트 수행 등
의 과정을 통해 학습함으로써 공학적 지식과 창의적인 사고 역량을 갖춘 미래선도형 글
로벌 인재를 양성한다.

교수진

교과과정 _ 학과 세부영역
유기나노
재료 설계
및 합성

조재환 | 스마트고분자
김성동 | 유기재료합성
권윤정 | 유기나노분석

유기화학, 물리화학, 유기나노재료과학, 유기나노
분자설계및합성, 고분자화학, 나노시스템과학, 고
분자설계및합성 등의 과목을 통해 유기 및 나노
재료에 관한 기본 개념을 이해하고 필요한 기능

박창규 | 섬유패션공학

발현을 위한 구조 설계의 기본 전공 지식에 대해

김형섭 | 나노바이오시스템

배운다.

고준석 | 고분자컬러레이션공학

유기나노
재료 물성
분석

이위형 | 탄소재료및소자
김봉기 | 고분자재료

재료역학, 고분자구조물성, 고분자물리및실험, 계
면과학및설계, 분자광학, 기기분석및설계 등의 과
목을 통해 유기나노재료의 물성을 다양한 분석방
법으로 해석함로써, 유기나노재료의 설계된 분자
구조와 물성간의 상관관계를 이해할 수 있다.

유기나노
재료 공정
및 응용

정보전자재료및설계, 에너지응용소재및설계, 유기
전자재료, 나노탄소하이브리드및설계, 컬러런트응
용공학및설계, 바이오유기소재, 스마트고분자설
계, 고분자재료응용, IT융합공학및설계 등 의 과목
을 통해 다양한 응용분야에서의 기능성소재의 요
구 물성을 이해하고 이를 위한 제조 프로세스 및 응
용에 관한 지식을 습득한다.

학과 인재상
재료와 화학을 기반으로 하는 공학분야에 대한 관심과 감각을 지니고 있으며,
공학인으로서 사회적 책임과 윤리의식을 가지고 공학기술발전을 통해 향후
?
http://orgnano.konkuk.ac.kr
02-450-3512

더불어 사는 미래사회 발전에 기여하고자 하는 창의적 사고 역량을
갖춘 학생들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Konkuk Univers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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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과 프로그램
학부졸업논문 발표회

산업현장 견학

매년 11월경 학과 축제인“목화제”를 개최한

4학년 졸업예정자들이 여러 팀으로 나뉘어 대

전공분야와 관련된 산업현장을 견학하며 전

다. 이 행사를 통해 학생들은 다양한 재능과

학기간동안 진행해온 연구내용의 결과를 발표

공과목에서 습득한 지식이 실제 산업현장에

끼를 마음껏 발산하고, 구성원인 학생들과 교

하는 행사이다. 통상 매년 11월경 개최되는 학

서 어떻게 활용되는 지를 보고 배움으로써 향

수님 간의 친밀감과 공동체 의식 또한 더할 수

과 축제인 목화제와 같은 날 오전에 진행되며,

후 졸업 후 진로에 대한 계획 수립에 도움을

있는 뜻 깊은 축제이다. 동문 선배들을 초청하

오후 목화제 행사때에는 우수 발표팀에 대한

줄 수 있도록 한다.

여 함께하는“홈커밍데이”의 성격을 띠고 있

시상을 통해 연구 성과를 널리 알리고 재학생

어 재학생과 졸업생들이 서로 소통하고 하나

들에게 전공 분야에 대한 이해와 연구 의욕을

될 수 있는 소중한 기회의 장이기도 하다.

고취시키는 계기로 활용하고 있다.

교과과정 _ 세부 커리큘럼

1

학년

1학기 |
수학및연습1
일반물리학
화학및실험1

학생활동 _ 소모임

2

Etamin | English와 Vitamin의 합성어인 Etamin은 2006년에 학생
들을 중심으로 결성된 영어 프레젠테이션 소모임이다. 영어구사 능력
학년

과 발표 능력을 동시에 함양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구성원들의 전공
이외의 다양한 관심 분야에 대한 지식과 경험을 함께 공유할 수 있다.

1학기 |
공학수학및연습1
물리화학1
생화학
유기화학1
공학입문설계

Micelle | 음악을 좋아하는 학생들이 함께 모여 Band 활동을 통해 연
주와 음악을 즐기는 소모임이다. 매년 학교 축제와 학과 축제에서 활약
하고 있으며, 재학생 뿐만 아니라 졸업생들도 함께 꾸준한 활동을 하
고 있는 20년 이상 꾸준한 활동을 해 온 우리 학과 전통의 대표 소모
임이다.

2학기 |
화학및실험2
공학응용통계
유기나노재료과학

2학기 |
물리화학2
유기화학2, 재료역학
유기나노분자설계및합성
유기분석화학

EN | Extreme Nano의 줄인 말인“EN”은 스포츠를 좋아하는 학생들
이 모인 스포츠 활동 소모임이다. 축구, 농구 등 교내 체육대회를 비롯한
각종 학과간 이벤트성 경기 등에서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다.

KITMOF | 패션에 관심이 많은 학생들의 모임이다. 매년 11월 목화제
에서 학생들이 함께 협력하여 직접 디자인하고 제작한 의상으로 패션쇼

3

학년

4

를 선보여 폭발적인 반응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학년

1학기 |
고분자화학, 분자광학
고분자물리및실험
나노시스템과학
계면과학및설계
IT융합공학및설계

1학기 |
나노탄소하이브리드및설계
컬러런트응용공학
파이버시스템공학및설계
에너지응용소재및설계
기능성유기재료및설계

2학기 |
유기나노구조물성
유기재료합성및설계
기기분석및설계
정보전자재료및설계
바이오유기소재및설계
고분자설계및합성

2학기 |
유기나노시스템종합설계
시스템경영전략
스마트고분자및설계
유기전자재료
고분자재료응용

Ping | 탁구를 좋아하는 학생들의 운동 소모임이다. 가장 최근에 결
성되었으며 매학기 정기모임을 통해 건강과 더불어 재학생들간에 친목
을 다지고 있다.

졸업 후 진로
산업 분야 | 화학, 재료, 에너지, 전자, 바이오, 의료, 자동차, 스포츠레저,
건축, 환경, 섬유패션 및 유통 등의 관련 분야 대기업
연구 분야 | 정부출연 연구소, 대기업 연구소, 학계 등의 연구직
기타 | 공무원 및 공공기관

공과대학

목화제 (학과축제)

공과대학

산업공학과

경영과학적 사고, 시스템적 시야,
의사소통 능력을 아우르는 리더십

DEPARTMENT OF
INDUSTRIAL
ENGINEERING

공학적 지식과 경영학적인 사고를 기반으로 사회 전 분야에 걸쳐 사람, 물자, 설비 및 정
보로 구성되는 시스템을 과학적으로 설계, 운영, 개선하여 시스템의 생산성과 효율을 극
대화 시킬 수 있는 인력 양성을 목표로 한다. 산업공학은 산업시스템을 구성하는 모든 분
야를 조화롭게 지휘하고 조절하는 방법에 대한 학문으로,“산업”이라는 오케스트라를 지
휘하는 지휘자요,“산업”이라는 유니폼을 입고 뛰는 야구 선수들의 포지션과 타순을 적
재적소에 배치하는 감독이고, “산업”일보의 다양한 기자들이 써온 기사를 자르고 붙이
는 편집장이며,“산업”이라는 군단을 지휘하여 전투에서 승리하게 하는 야전사령관이라
고 할 수 있다.

교수진
강희정
| 경제성 공학 및 의사결정
유왕진
| 생산계획 및 통제
박근상
| 인간공학
김종화
| 물류 및 설비관리

교과과정 _ 학과 세부영역
경영과학

학문으로 수리적 모형과 그 응용 방법론을 연구하는 학문으로 산업공학과의 가장 기초가
되는 학문 분야이다.

품질관리

과학적 원리를 응용하여 제품품질의 유지 및 향상에 대해서 연구하는 학문으로, 고객이 요구
하는 품질을 확보할 수 있도록 기업의 품질 목표를 정하고 이것을 합리적이고도 경제적으로
달성하기 위해서 수행하지 않으면 안 되는 모든 활동을 연구하는 분야이다.

경제성공학 엔지니어에게 필요한 경제성 분석에 관련된 제반 지식을 배우는 분야이며 엔지니어들을 위

김경미
| 품질 및 신뢰성 공학
고성석
| 경영과학

의사결정자가 최적의 의사 결정을 할 수 있도록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방법론을 연구하는

한 경제성 분석 기법과 함께 기업 내 자금의 흐름과 관리에 관련된 연관 지식도 함께 다루
고 있다.

생산관리

어떤 기업이 고객이 원하는 제품(재화, 용역)을 특정 자원을 투입하여 가치창조와 부가의 변
환과정을 거쳐 필요한 시기에 필요한 량을 경제적으로 산출 공급하는 생산시스템의 활동을

윤장혁
| 기술경영, 서비스 과학

계획, 조직·설계, 운영 및 통제하는 일련의 의사결정과정을 연구하는 분야이다.

공급망관리 부품 제공업자로부터 생산자, 배포자, 고객에 이르는 물류의 흐름을 하나의 가치사슬 관점에
서 파악하고, 필요한 정보가 원활히 흐르도록 지원하기 위해 기업 내에 부문별 최적화나 개
별 기업단위의 최적화에서 탈피하여 공급망의 구성요소들 간에 이루어지는 전체 프로세스
최적화를 달성하기 위한 모든 절차와 방법론에 대한 학문분야이다.

인간공학

인간의 신체적 인지적 특성을 고려하여 인간을 위해 사용되는 물체, 시스템, 환경의 디자인
을 과학적인 방법으로 기존보다 사용하기 편하게 만드는 응용 학문이다.

기술경영

기술을 전략적으로 활용함으로써 새로운 사업 기회를 창출하고 혁신적 제품을 고안하는 등,
공학과 경영학을 통합한 학문으로 기술의 라이프사이클을 기반으로 기업의 기술기획, 개발

?
http://kies.konkuk.ac.kr
02-450-3525

및 관리 역량 강화를 위한 다양한 방법론을 다루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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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과 프로그램

학생활동 _ 소모임

장학금 지원 | 현재 산업공학과 학생들은 학교에서 지급하는 교내

라파민 Last Five Minutes (축구 소모임) | 학과생들의 친목

장학금(성적, 복지, 근로, 직계 등), 각 장학재단에서 지급하는 장학금,

도모를 목적으로 만들어진 축구 소모임이다. 매달 4~5회 자체적으로

국가 공공장학금 등을 통해 약 30%의 학생들이 혜택을 받고 있다.

치르는 경기를 통해 체력을 증진시키고 있으며, 타과 축구팀과의 시합

된 산업공학 심화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심화 프로그램을 이수

을 진행한다. 공과대학 체육대회와 축구대회‘공대스리가’에 매회 참
여하고 있다.

한 졸업생 산업공학기술을 보유한 전문가가 갖추어야 할 역량에 대하

공노리 (농구 소모임) | 학과 내 농구를 좋아하는 학우들이 친목

여 체계적으로 교육받았음을 국제적으로 인정받은 것을 의미하며 이

을 도모를 위해 만든 운동 소모임이다. 격주로 훈련을 실시하고 있다.

는 국내 대기업 취업 및 유학 및 외국계 회사 취업 등 등에 있어 많은
도움이 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산봉우리 (봉사 소모임) | 매달 건대역 헌혈의 집에서 꾸준히 헌혈
을 하고 있는 봉사 소모임이다. 헌혈의 날 행사 초록어린이재단에서 운

현장 견학 | 우리 학과는 매년 수업과 관련하여 기업 및 현장을 견학

영하는 버려진 신생아를 위한 캠페인‘리본데이’등 참여, 같은 재단에

하여, 현장에 접목되는 산업공학 기술에 대해서 직접 보고 배우면서 산

소속된 한 아이에게 2014년 10월부터 매달 3만원씩 후원하는 등 소외

업공학에 대한 이해와 흥미를 가질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견학 장

된 이웃들과 소통한다. 벽화그리기 등의 봉사활동에도 참여하며 따뜻

소는 기아자동차, ETRI, 통계청, 현대제철 등 다양하다.

한 마음을 나누고 있다.

PIE (프로젝트 소모임) | Present is Emergency, 소모임 내 소그룹
활동을 하는 프로젝트 그룹들이 모여 활동한다.

교과과정 _ 세부 커리큘럼

·인포그래픽 | 무수한 정보를 그래픽을 통한 커뮤니케이션 원활
방안 구상

1

학년

2

·SFidayNight | 매주 금요일 SF영화를 통해 앞으로의 과학기술
학년

진화에 대하여 토론
·3D Printer | 3D프린터를 활용한 제품 제작 및 3D제작 프로그램 활용
·캘리그라피 | 다양한 펜을 활용하여 글씨를 이미지로 제작

1학기 |
물리학 및 실험1
수학 및 연습1
화학 및 실험1

1학기 |
프로그래밍입문
공업확률통계1, O.R1,
공학입문설계, 작업연구
공업회계

졸업 후 진로
산업계 | 정보통신업, 시스템통합, 컨설팅, 엔지니어링, 물류, 제조,
벤처창업, 자동차산업, 유통업, 병의원, 교육시설 등

2학기 |
수학 및 연습2
선형대수학
화학 및 실험2
산업경영공학개론

3

학년

2학기 |
프로그래밍응용 및 개발
공업확률통계2
전사적DB모델링, O.R2
인간공학, 작업연구실험

4

일반기업 | 경영, 회계, 사무관련
금융계 | 은행, 보험 관련
학업/연구 | 대학원 진학, 각종 연구소

학년

1학기 |
경제성공학
생산및운영관리
시스템분석과설계
실험계획법, 인간공학실험
제품개발및설계, 기술경영

1학기 |
SCM
기술및시장예측
산업공학실무세미나
프로젝트관리
산업공학종합설계

2학기 |
품질경영, 생산및운영통제시스템
시뮬레이션, 안전공학
의사결정론, 생산물류

2학기 |
금융공학, 기술혁신론
산업및서비스경영시스템
신뢰성및보전공학

학과 인재상
묵묵히 최선을 다하여 완수하려고 노력하며 자신의 삶과
생활에 충실한 인재, 높은 성과를 위해 주도적으로 일을
계획하고 필요한 자료를 다양한 방법으로 탐색하는 인재,
명확한 목표를 수립하여 그에 관한 계획의 설정과 실행으로
목표를 완수하는 능력을 가진 인재, 조직내 상호
협력적인 관계를 유지하여 개인과 조직의
역량을 최고로 발휘하는 능력을 가진 인재,
산업공학과에서 꿈을 이루십시오.

공과대학

공학인증시스템 | 산업공학과는 한국공학교육인증원에 의해 인증

21세기
지식정보사회,
미래로의 연결
산업화 시대를 지나 지식정보화 시대를 향해 빠르게 나아가고 있는 21세기,
우리는 새로운 IT산업분야에서 향후 주도적인 엔지니어로서
역할을 다 할 수 있도록 모든 교육 및 기술지원을 제공하겠습니다.

정보통신대학
COLLEGE OF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S
인터넷미디어공학과
Department of Internet and Multimedia Engineering

컴퓨터공학과
Department of Computer Engineering

전자공학과
Department of Electronic Engineer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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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통신대학

인터넷
미디어
공학과

첨단 인터넷과
멀티미디어 지식을 갖춘
실무형 전문 인력 양성

DEPARTMENT OF
INTERNET AND
MULTIMEDIA
ENGINEERING

우리 학과는 인터넷 전공과 멀티미디어 전공, 두 개의 전공과정으로 나뉜다. 인터넷 전공
에서는 컴퓨터 네트워크, 유·무선 통신, 전자 상거래, 정보 보안 등의 첨단 학문과 기술
을, 멀티미디어 전공에서는 그래픽스, 가상현실, 컴퓨터 비전, 애니메이션, 멀티미디어 통
신, 디지털 방송 등 디지털 컨텐츠 관련 학문과 기술을 배우게 된다. 또한 인터넷미디어공
학과에서는 컴퓨터공학과, 전자공학과, 그리고 예술대학의 애니메이션, 시각디자인, 정보

교수진

디자인, 경영대학의 경영학 및 경영정보학 전공들과 연계하여 디지털 컨텐츠의 생산, 유
통 및 연구 과제를 함께 수행하려는 계획을 수립하여 실행하고 있다.

김두현
| 운영체제, 임베디드소프트웨어
김성렬
| 자료구조, 알고리즘, 암호학
김은이
| 인공지능, 컴퓨터비전
디지털영상처리

교과과정 _ 학과 세부영역

김지인
| HCI, 컴퓨터그래픽스 응용

Software Engineer로서의 기본소양

김형석
| 컴퓨터그래픽스, 게임프로그래밍

자료구조, 운영체제, 데이터베이스, 컴퓨터구조, 인공지능,

C / C++ / Java프로그래밍
소프트웨어공학 등등

남원홍
| 소프트웨어공학, 프로그래밍언어

인터넷 및 멀티미디어 관련 전공 심화

신효섭
| 데이터베이스, 데이터마이닝

네트워크와 데이터통신, 임베디드소프트웨어, 디지털 영상처리,

이한구
| 네트워크와 데이터통신
Java 프로그래밍

HCI, 컴퓨터비전, 컴퓨터보안, 데이터마이닝, 웹서비스,

이향원
| 모바일컴퓨팅, 무선네트워크

프로젝트 수행

게임프로그래밍, 분산시스템 등

전공기초프로젝트, 산학프로젝트, 졸업작품 등

임민규
| 시스템프로그래밍, 협동컴퓨팅
임창훈
| 멀티미디어신호처리
멀티미디어통신
정갑주
| 웹서비스, 웹컴퓨팅및응용
박소영
| 컴퓨터보안, 기초프로그래밍
지정희
| 기초프로그래밍, 컴퓨터구조
모바일프로그래밍

학과 인재상
새로운 분야를 개척하여 인터넷과 멀티미디어공학 분야의 미래를 이끌어가고자 하는 학생,
첨단 정보시대를 이끌어갈 창의적이고 기술지향적인

?
http://im.konkuk.ac.kr
02-450-4071

컴퓨터 공학인으로서의 기초수학능력을 갖춘 학생은
인터넷미디어공학과로 오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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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과 프로그램
서울어코드 사업수행
지식경제부의 인재양성 사업으로, 전국의 우수 IT학과에 7년간 매년 4.5
억원의 정부예산을 지원받고 있다.(현재 20개의 학과가 선정되어 지원
을 받고 있으며, 건국대의 인터넷미디어공학부가 그 중 하나이다) 스펙
쌓기에서 벗어나 문제해결능력, 프로그램 수행능력을 가진 우수 IT 인력
양성을 목표로 하고 있다.

CAC (컴퓨터분야 인증프로그램)
정보통신대학

공학교육의 국제적 품질보증제도로 국제적 상호인증을 보장한다. 산업
체에서 인증학과 졸업생으로서의 능력을 인정받아 현재 48개 기업의 입
사전형에서 우대받는 프로그램이다.

교과과정 _ 세부 커리큘럼

1

학년

학생활동 _ 소모임

2

방학 중 특강
창의적 전문 IT 인력 양성이라는 목표 아래, 학과생들의 최신 소프트웨
학년

어 기술(웹 프로그래밍 및 모바일 프로그래밍) 향상 및 산업체 기술 수
요 보충을 위해 방학 중 특강을 운영 중이다.

1학기 |
수학및연습1
C프로그래밍
일반화학및실험
물리학및실험1

1학기 | 수치해석
웹프로그래밍, 선형대수
자료구조, 윈도우즈프로그래밍
전공기초프로젝트1
확률과통계

2학기 | JAVA프로그래밍
객체지향프로그래밍
수학및연습2
확률및통계학
물리학및실험2

2학기 | 컴퓨터구조
컴퓨터그래픽스, 인공지능
알고리즘, 시스템프로그래밍
전공기초프로젝트2
학부세미나, 컴퓨테이션 이론
랜덤프로세스 개론

교과목 보강
전공기초 교과목에 대해 운영되는 방학 중 보충학습이다.

학점 연계 산학 인턴십
산업체 경험을 통해 실무능력을 향상시키는 프로젝트 교과목과도 연
계된 과정이다.

산학협력 교육과정
미국 퍼듀대 교육 프로그램(2명), ICT(LG전자/한화S&C) 산학협력 교
과과정이다.

3

학년

4

인터넷미디어공학부 S/W 경진대회
학년

1학기 | 네트워크와 데이터통신
디지털영상처리, 데이터베이스
모바일프로그래밍, 운영체제
멀티미디어콘텐츠설계
산학협력프로젝트1

1학기 | HCI, 소프트웨어공학
시맨틱웹, 협동분산시스템
게임프로그래밍
협동분산시스템
졸업프로젝트1, 멀티미디어통신

2학기 | 프로그래밍언어론
네트워크프로그래밍
웹서비스, 컴퓨터비전
암호학이론
프로그래밍언어론
산학협력프로젝트2
데이터마이닝
멀티미디어신호처리
임베디드컴퓨팅

2학기 |
X디자인
컴퓨터보안
무선네트워크
졸업프로젝트2

대외 경진대회 및 공모전 참여
한이음 공모전 은상/대상, 스마트앱창작터 대상, SK플래닛공모전 동
상 등에 입상되었다.

전공동아리
비빔밥, EDGE, S-WING 등 3개의 동아리가 운영되고 있다.

졸업 후 진로
인터넷 및 멀티미디어 관련 분야의 대기업, 벤처기업, 국가연구소, 대
학원 등으로 진출
웹, 게임, 정보보안, 정보검색, 유비쿼터스 컴퓨팅, 네트워크 통신, 멀티
미디어/영상처리, 가상현실, 애니메이션 분야 등

정보통신대학

컴퓨터
공학과

실생활과 밀접한 필수 분야,
동시에 무한한 성장 가능성이
열려있는 살아있는 공학

DEPARTMENT OF
COMPUTER
ENGINEERING

21세기에는 거의 모든 분야에 컴퓨터공학이 결합되고, 이에 따라 새로운 업종, 직업, 서
비스 등이 생겨날 것이다. 이러한 시대의 핵심 인력은 최고의 전문성과 열려있는 창의적
마인드를 가진 컴퓨터 전문가일 것이다. 우리 학과의 목표는 설립자의 건학이념인 성(誠),
신(信), 의(義)의 덕성을 기르는 인간 교육을 바탕으로 하여 정보 통신 사회에 꼭 필요한
전문성을 갖춘 인력을 양성함과 동시에, 급변하는 정보 사회의 요구에 대응할 수 있는 창
의적인 인재 양성을 목표로 한다.

교수진

교과과정 _ 학과 세부영역

이창훈 | 인공지능

다양한 형태의 정보 서비스에 대한 이해는 그 인프라를 이루는 컴퓨터시스템의 각 요소 기술에 대한 이해가

한선영 | 컴퓨터 통신

필수적이다. 본 전공은 이러한 컴퓨터시스템에 대한 심층 교육과 함께 이를 바탕으로 한 다양한 컴퓨터 응용

장천현 | 프로그래밍 언어
민덕기 | 분산 시스템

기술들을 활용하는 능력을 배양하는데 역점을 두고 있다. 전공 과목으로 임베디드소프트웨어설계, 임베디드
하드웨어설계, 네트워크설계 과목을 수학한다. 졸업 후 대기업 전자제품 개발부서, SI & SM 업체, 네트워크
관련 전산직, 금융시스템전문가 등 기업 및 공공분야에서의 활용도가 높다.

김기천 | 모바일 컴퓨팅
이재하 | 알고리즘
윤경로 | 멀티미디어 시스템

본 전공에서는 컴퓨터 및 정보 통신의 기본적인 이론을 바탕으로 컴퓨터 소프트웨어 중심의 이론 및 실습 교
육을 통해 전문 분야 지식을 배양함으로써, 정보화 사회를 이끌어갈 고급 인력을 양성하는데 역점을 두고 있
다. 전공 과목으로 소프트웨어검증, 데이터베이스응용설계, 웹기술응용설계, 유비쿼터스응용시스템을 공부

박능수 | 컴퓨터 구조

한다. 졸업후 SI & SM 관련부서 및 프로젝트매니져, UI 전문가, 데이터베이스 설계자 등 소프트웨어 전반적

진현욱 | 시스템 소프트웨어

인 부분에서의 전문가를 양성한다.

하영국 | 유비쿼터스컴퓨팅
유준범 | 소프트웨어 공학
김정준 | 프로그래밍

학과 인재상
공학기초를 충실히 학습하고 구술 및 공학 작문을 통하여 효율적인 의사 전달 능력을
함양하여 컴퓨터 공학의 기초를 확립하고 이론과 프로그래밍, 설계, 분석 실습을 통하여
시스템적인 접근 방법을 구사할 수 있는 전문가가 되고 싶은 학생은 우리 학과로 오세요.
또한 최신 기술, 분석 및 설계 도구의 사용 경험을 넓히고 팀 프로젝트 경험을 풍부히
하여 실무 능력을 배양하며 미래 지향적인 공학도로서의 책임의식을 확립하고
?
http://cse.konkuk.ac.kr
02-450-3534

국제 감각과 공학윤리관 배양하고 싶은 학생은
우리 학과에 적합한 인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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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과 프로그램
졸업작품전 (종합설계1, 종합설계2)
졸업작품을 개발하여 심사에 통과하여야 한다. 졸업작품은 종합설계1
또는 종합설계2를 수강하여 개발해야 한다. 졸업작품은 다른 평가제도
로 대체할 수 없다.

전공 동아리 (반바지 동아리)
컴퓨터공학부 소속 리눅스 동아리인 반바지팀(지도교수: 컴퓨터공학부
정보통신대학

진현욱)은 매년 임베디드SW공모대전에 참가하고 있으며 2007년의 대
상에 이어 2008년에 금상을 수상하며 건국대 컴퓨터공학부 학생들의
리눅스와 임베디드 시스템에 대한 실력을 대외적으로 인정받고 있다.

교과과정 _ 세부 커리큘럼

1

학년

2

학년

1학기 |
정보통신기초
창의적공학설계입문

1학기 | 자료구조
프로그래밍프로젝트
컴퓨터응용및실습1

2학기 |
창의적공학설계입문

2학기 | 프로그래밍프로젝트
시스템프로그래밍
소프트웨어공학개론
알고리즘
컴퓨터응용및실습2
컴퓨터회로

3

학년

1학기 |
컴퓨터구조론1, 데이터통신
소프트웨어모델링및분석
운영체제, 프로그래밍언어론
화일처리

2학기 |
컴퓨터구조론1, 운영체제
네트워크프로그래밍
데이터베이스
멀티미디어공학개론
소프트웨어설계방법론
운영체제프로그래밍
컴파일러, 컴퓨터구조론2

4

학년

1학기 | 고급데이터베이스
소프트웨어검증
임베디드시스템소프트웨어1
임베디드시스템하드웨어
종합설계1, 특별강좌
디지털영상처리
분산시스템 및컴퓨팅
기술및응용, 컴퓨터네트워크
HCI, 임프로그래밍
2학기 | 차세대분산시스템
데이터베이스응용설계
무선및이동네트워크
신기술세미나, 인공지능
임베디드시스템소프트웨어2
종합설계2, 형식언어론
로보틱스, UX디자인
컴퓨터보안

졸업 후 진로
프로그래머 및 시스템 전문가 |
컴퓨터 관련 대기업, 외국기업, 벤처기업과 금융계, 공공기관,
국가출연연구소 등 컴퓨터 전문 기술을 기반으로 한 정보 통신,
인터넷, 정보 보안, 전자상거래 등의 분야
가상현실 관련 분야 전문가 |
웹, 게임, 디지털 방송, 멀티미디어, 애니메이션, 그래픽스
학계/연구소 |
대학원 진학, 연구원

정보통신대학

전자공학과

정보통신 사회를
기술적으로 이끌며
풍요로운 삶과 고부가가치 창출

DEPARTMENT OF
ELECTRONIC
ENGINEERING

전자공학 및 정보통신 분야는 최첨단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펌웨어 기술을 모두 다루는
폭넓은 학문 분야로 국내 기술이 세계적으로 가장 우수하다고 인정받고 있는 경쟁력 있
는 분야이며 수출 등 국내 경제를 이끌며 진취적이고 창의적인 인재들이 꿈을 펼칠 수 있
는 기회를 제공해 줄 수 있는 학문 분야이다. 우리 학과는 다양한 분야의 기초지식과 전
자회로, 통신, 컴퓨터, 전자장, 반도체, 제어 등의 미래지향적인 전자공학이론에 대한 심
도 있는 교육을 통하여 급속한 기술변화를 적극적으로 수용할 수 있는 능력을 키우는 한
편, 다양하고 충분한 실험실습 교육을 통하여 연구소 및 산업현장에서 능동적이고 주도
적인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공학적 자질을 배양함에 역점을 두고 있다.

교수진
오환술 | 전자재료공학
허 정 | 전자공학
지규인 | 제어공학
안영복 | 전자공학
조용범 | 전자공학
김영범 | 정보통신망
김선용 | 통신신호처리
이기승 | 생체신호처리
김준태 | 차세대 방송 전송시스템
구현철 | 아날로그/RF회로
권영구 | 센서네트워크
박기찬 | TFT, 유기EL회로
윤은철 | Wireless
Communication
김진태 | 혼성신호 CMOS IC 설계
박성정 | 통신용 SoC

학과 인재상
전자공학 전문가가 되고자 하는 학생으로서 기초수학능력을 갖춘 학생,
차세대 전자공학 엔지니어에 요구되는 창의적 사고 및 문제해결 능력을 갖춘 학생,
그리고 공동 연구 및 업무가 가능한 전문인력으로 성장하고자 하는 학생으로서
?
http://electronics.konkuk.ac.kr
02-450-3488

기본적 의사소통 능력 및 리더십이 있는 학생은
우리 학과에서 그 꿈을 이룰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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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과 프로그램
전자공학 실험실습

졸업작품전 (응용전자공학설계1,2)

전자공학분야의 이론 학습 뿐만 아니라 첨단 실험실습 장비를 사용하

학부과정에서 배운 전자공학 이론, 실험실습을 종합하여 팀별로 전자

여 아날로그, 디지털, 통신, 프로그래밍 등의 전자공학 전분야에 대한

공학 분야의 제품을 작성하며, 매년 11월에 졸업작품 발표회를 개최한

실험실습을 실시하고 있다. 이를 통하여 산업체에서 필요로 하는 실무

다. 졸업작품전 준비 및 참가를 통하여 학생들은 학부과정에서 배운 전

능력을 함양할 수 있다.

공지식을 집대성하고 체계화할수 있으며, 협동심, 발표능력, 실무능력
등을 함양한다.

삼성소트프웨어트랙
기업체실무연수 (학부 인턴제)

통해 선발되는 경우, 장학금을 지원받고 삼성전자 인턴쉽 및 채용연계

학생들이 전자공학분야의 회사에서 인턴을 수행할 수 있으며, 기업실무

지원을 받는 과정을 개설하고 있다.

연수는 학점으로 인정받을 수 있다.

교과과정 _ 세부 커리큘럼

1

학년

학생활동 _ 소모임

2

X[deca]
X[deca]는 근거리 무선통신 로봇을 연구한다. 현재는 전자공학과에서
학년

경험할 수 있는 다양한 분야를 아우르는 소모임으로 발전하였으며, 동
아리 내 세미나 및 프로젝트 진행뿐만 아니라 교내·외 각종 대외 활

1학기 |
물리학및실험1
수학및연습1
컴퓨터프로그래밍1
일반화학및실험1
공학수학및연습1

1학기 |
기초전자공학실험1
디지털공학
신호및시스템
입문설계
회로이론

2학기 |
물리학및실험2,
수학및연습2,
컴퓨터프로그래밍2,
전자응용수학,
공학수학및연습2

2학기 |
기초전자공학실험2
불규칙신호론, 전자기학1
전자회로1, 컴퓨터구조
컴퓨터응용및실습

동을 통한 다수의 수상 실적을 통해 발전해 나가고 있다. 2015년에는
전국 20여개 동아리만 선정하는 삼성 Friend ship 4기와 NAVER D2
Campus partner에 선정되어 활동 중이다.

부트사차원
부트사차원은 1989년 창립된 학술 소모임이다. 하드웨어 전문 소모임

3

학년

1학기 |
전자공학실험1, 데이터통신
디지털통신, 물리전자공학
응용논리회로설계
전자기학2, 전자회로2
2학기 |
전자공학실험2, 임베디드시스템
디지털신호처리
마이크로프로세스응용
반도체공학
안테나이론및설계
이동통신공학, 제어시스템
컴퓨터네트워크

4

사차원과 소프트웨어 전문 소모임 부트가 하나의 소모임으로 통합되어
현재의 부트사차원의 체제를 갖추게 되었으며, 여러가지 제약으로 인해
학과 수업에서 다루지 못하는 내용들에 대한 학구열을 충족시키기 위해
설립 되었다. 각종 대회 참가 등 다양한 활동을 진행하고 있다.

학년

1학기 |
ULSI공정기술, 고주파회로설계
로봇공학, ASIC설계
무선네트워크설계
아날로그직접회로설계
영상신호처리, 통신시스템설계
2학기 |
정보소자
차세대무선이동통신표준
기술의이해

졸업 후 진로
전자산업 관련 대기업 | 삼성전자, LG전자, 현대차 등
공기업 | 한국전력, 방송국 등
연구소 | 정부 출연연구소, 기업연구소, 벤처 기업 등의 전문 엔지니어
대학원 진학

정보통신대학

삼성전자의 지원으로 소프트웨어에 관심있는 학생들이 소정의 절차를

사회과학의
모델 제시,
현상과 변화
우리는 국가·사회의 제반 문제를 주도적으로 해결해 나갈 정치적 리더와
공공부문의 행정을 이끌고 나갈 예비국가경영자 및 부동산 전문가를 양성하며,
이슈에 관한 선도, 비판, 방향제시를 위한 건실한 학문적 공동체를
형성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정치대학
COLLEGE OF POLITICAL SCIENCE
정치외교학과
Department of Political Science

행정학과
Department of Public Administration and Management

부동산학과
Department of Real Estate Studies

COLLEGE OF
POLITICAL SCIENCE

Konkuk University

정치대학

정치외교
학과

민주주의 국가와 정치
그리고 국제 관계에 대한 체계적인 교육

DEPARTMENT OF
POLITICAL SCIENCE

오랜 역사와 전통을 자랑하는 정치외교학과는 정계, 법조계, 정부 관료, 외교 및 국제기
구, 언론계, (공)기업 등의 분야에서 수많은 인재들을 배출해 왔다. 21세기 민주화, 세계
화, 정보화 시대에 국가와 정부 그리고 정치의 역할은 더욱 중요하고 또 복잡해지고 있다.
우리 학과는 이에 발맞추어 현대 민주주의 사회의 정부와 정치 그리고 국제관계에 대한
깊이있는 이해와 더불어 헌법, 행정관련법, 국제법 등 관련 법률과 제도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을 갖춘 인재들을 양성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교수진

관련 자격 및 시험

교과과정 _ 학과 세부영역

곽진영 | 비교정치

로스쿨 입학 (변호사 시험)

한국정치

배영자 | 국제정치

행정고시

더불어 헌법, 정부조직법, 행정관련법 등을 통해

공무원시험

관련 법률과 제도에 대한 구체적이고 전문적인 지

국립외교원

식을 배운다.

최정욱 | 비교정치
윤태룡 | 국제정치

교직 이수를 통해

김성연 | 한국정치

교사 자격 취득

비교정치

한국 정부와 정치 전반에 대한 깊이 있는 이해와

미국, 중국, 유럽 등 세계 여러 나라의 정부와 정치
에 대한 폭넓은 지식과 함께, 이에 대한 비교 분석
을 통해 국가 권력의 작동 일반과 사회 발전에서의
정부와 정치의 역할 등에 대해 보다 깊이 있는 이
해를 하게 된다.

국제정치

전쟁과 평화, 갈등과 협력 등 국가들 간의 국제 및
외교 관계에 대한 체계적인 이해와 더불어 국제법
과 국제기구 등 관련 법률과 제도에 대해 배운다.

정치사상

정치 행위 주체들의 행동 기준과 원리 등을 탐구함
으로써, 정치의 본질과 역할에 대해 보다 깊이 있
는 이해를 하게 된다.

학과 인재상
장래 희망이 정계, 법조계, 정부, 외교 및 국제기구, 학계, 언론인, 공기업 등 우리 사회의
공공 부문에서 일하고자 하는 학생으로서,
?
http://pol.konkuk.ac.kr
02-450-3554

국가 권력과 정치를 깊이있게 이해하고 나아가 헌법, 행정관련법, 국제법 등

관련 법률과 제도를 체계적으로 공부하려는 학생 들을 환영합니다.

Konkuk University

076 _ 077

학생활동 _ 소모임

학과 프로그램

시습회 |“때때로 공부하고 익히니 즐겁지 아니한가”를 모토로, 사회

모의국회

과학도로서 기본적으로 갖춰야 할 소양을 기르기 위해‘공부’하는 학

오랜 역사와 전통을 갖고 있는 모의국회는 정치외교학과의 자랑이다.

술 소모임이다.

모의국회는 1958년 헌법개정안을 의제로 하여 처음 시작되었으며,
독재정권이 기승을 부리던 1969년에서 1982년까지는 중단되었으나

STOP (운동 소모임) | 정치외교학과 전통의 축구 소모임으로, 매

1983년 부활한 이래 2015년 현재 제 41회를 앞두고 있다.

주 1~2회의 합동훈련 및 정기시합을 통해 친목도모와 운동실력 향상

모의국회는 학생들에게 정치, 경제, 교육, 복지, 통일 등 여러 사회적 이

까지 책임진다.

슈들에 대해 공부하고 깊이 고민해보는 기회를 제공한다. 아울러 창의
력, 기획력, 정책 전문성, 명확한 의사표현 능력 등을 키우고 아울러 협

TNT (토론 소모임) | 시사토론 동아리이지만 늘 토론만 하는 것이

동심, 책임감, 리더십, 조정 능력 등을 훈련하는 장이 되고 있다.

아닌 만능 엔터테인먼트 동아리를 추구한다. 올해로 19년이 된 지식인
의 놀이터이다.

전국 대학생 모의 UN 대회
대학생들의 국제사회에 대한 이해와 관심을 높이고, 국제경쟁력 및 국

1

학년

1학기 |
정치학 개론

최:유엔한국협회, 후원:외교통상부)에 정치외교학과 학생들이 매년 참

2

여하고 있으며 좋은 성적 또한 거두고 있다. 특히 전국의 50여 개 대
학교가 출전한 지난 2007년(제13회) 모의 UN 대회는 본 학과에서 주
학년

1학기 |
한국정부와 정치
국제정치학, 비교정치
서양정치사상, 법과 정치
서양외교사

관한 바 있다.

정치현장 탐방
매년 청와대, 국회, 정당, 선거 현장, 선거관리위원회, 비무장 지대 등
을 방문하고 이를 통해 학생들이 정치 현장을 보다 가깝게 체감할 수
있도록 한다. 아울러 현실 정치에 참여하고 있는 국회의원 등을 초빙하
여 학생들이 현실 정치에 대한 구체적이고 생생한 정보를 얻을 수 있
도록 하고 있다.

2학기 |
현대 정치의 이해

3

학년

2학기 |
헌법, 미국외교
정치경제
국제분쟁과 평화
정치학 연구방법론

4

장학금 지원 및 국제 교류 프로그램
현재 정치외교학과에 재학 중인 학생들의 약 30%가 다양한 장학금 혜
택을 받는다. 또한 국제 교류 프로그램을 통해 매년 많은 학생들이 미국,
스웨덴, 프랑스, 이태리 등의 주요 대학에서 수학하고 있다.

학년

1학기 |
정치과정론
지역연구
일본정치외교론
정보화와 정치
중국정치외교론

1학기 |
미국정치
국제기구론
선거론
국제법
한국외교론

2학기 |
정당론
행정법
정치행태론
정치학고전 원서강독
동양정치사상

2학기 |
국제정치경제론
한국정치특강
현대정치사상
동아시아 국제정치
북한문제와 통일

졸업 후 진로
정부 | 정부 부처, 국회 및 정당, 지방자치단체, 국제기구
법조계 | 로스쿨 진학 (변호사, 판사, 검사)
언론계 | 신문 및 방송 기자, PD, 아나운서 등
학계 | 대학 교수, 정부 및 민간연구소
기업 | 공기업 및 일반 기업
교육 | 중·고등학교 교사
기타 | 시민 단체, NGO 등

정치대학

제기구진출 역량을 강화하고자 시작된 전국 대학생 모의 UN 대회(주

교과과정 _ 세부 커리큘럼

정치대학

행정학과

공공부문 행정을 주도적으로
개혁해 나갈 미래 국가경영자를
위한 실용교육

DEPARTMENT OF
PUBLIC ADMINISTRATION
AND MANAGEMENT

현대 정부의 활동영역은 전통적인 정부조직의 정책관리 및 조직 내부관리뿐만 아니라 민
간기업, 비영리단체에까지 광범위하게 영향을 미치고 있다. 행정학은 이렇게 복잡하고
다양한 국가운영의 여러 분야를 효율적으로 관리하는 이론과 방법을 연구하고 전체 국
가와 각 사회부문 간의 균형적 발전 방향을 총체적으로 설계하는 응용사회과학 학문이
다. 때문에 행정학을 전공한 학생들은 공공부문 뿐만 아니라 민간기업, 비영리기관에서
까지 폭넓게 활동할 수 있다.

교수진

관련 자격 및 시험

교과과정 _ 학과 세부영역

김종순 | 지방재정, 재무행정

교직이수를 통해

행정학분야

이은재 | 지방행정, 여성정책

중등 정교사 자격 취득

하미승 | 조직관리, 행정개혁

공공부문의 인사와 조직 및 재무 등을 포함하는 전
문지식과 관리기법을 학습한다.

사법고시, 행정고시를 통해
공무원 자격 취득

강황선 | 공공관리, 성과평가

정책학분야

공공정책의 형성과 집행 및 평가와 관련된 과정
을 학습한다.

권용수 | 행정이론, 인사행정
이용모 | 계량분석, 공공재정

전체수업
구성 비율

김준모 | 정책평가분석,
과학기술정책

세부
영역별

이영범 | 사회복지, 정부규제

40% 행정학
40% 정책학
20% 기타

양승범 | 도시행정, 도시정책
정이윤 | 정책분석평가,
복지정책

72% 전공선택
전공
단계별

10% 전공기초
10% 전공필수
8% 자유선택

학과 인재상
정부와 국가 정책에 관심이 있는 학생
?
http://kkupa.konkuk.ac.kr
02-450-3567

공익실현의 중요성을 인식하며 공공문제를 사명감을 갖고 해결하고자 하는 학생,
장래 희망이‘공공부문 지도자’인 학생은 행정학과로 오세요.

Konkuk University

078 _ 079

학과 프로그램
적성과 흥미
전통적으로 행정학은 정치학, 법학과 인접한 학문이지만 사회가 점점
다양화되면서 경영학, 경제학, 사회학 등 여러 학문과도 밀접하게 연계
되어 있다. 따라서 여러 사회과학분야의 지식을 접하며 사회에서 발생
하는 각종 유형의 사회문제와 공공과제를 학문적으로 분석해 보고 해
결하는 우리 미래 사회의 공공지도자(Public Leader)로 활동할 수 있
도록 교육한다.

1

학년

학생활동 _ 소모임

2

모의 국무회의
행정학과 최대 행사로서 당해 년에 크게 이슈화되었던 문제와 관련해
학년

행정학과 학생들이 직접 대본을 만들고 전반적인 모의국무회의의 기획
과정을 직접 주도한다.

1학기 |
행정학1-정부경영의원리

2학기 |
행정학2-국가경쟁력
법학개론, 경제원론

3

학년

1학기 |
정책사례분석,
현대사회와리더십,
과학기술정책론,
재무행정론, 지방자치론,
사회교육론

2학기 |
정책분석평가, 행정인턴십
과학기술정책론
재무행정론, 지방자치론
사회교육론

1학기 |
조직관리론
공공인적자원관리론
사회과학탐구의 논리
행정계량분석1, 미시경제학
2학기 |
정책학개론, 조직행태론
도시생활과 공공거버넌스
공직입문과 PSAT
행정계량분석2
현대사회와전자정부
거시경제학

4

P.A.V (봉사소모임)
어려운 이웃을 도우면서 국가와 공동체에 대해 생각하는 등 봉사활동을
통해 한층 더 성숙해진 자신을 발견하게 된다.

P.A.S (축구소모임)
축구를 하면서 체력을 증진시키고 선후배간의 친목 또한 다진다.

졸업 후 진로
학년

1학기 |
공공재무관리
비교행정정책론
세계화와사회복지정책
세계화와지역정책
환경과자원거버넌스
사회논리및논술
2학기 |
한국행정론
공기업경영론
사회문제와행정
행정PR론
지방재정론

정부부처 | 7급 이상 공무원
공기업 | 공무원
일반 기업체 | 경영, 회계 사무관련 및 기타 부서
언론계 | 신문사, 방송사 기자 등
금융계 | 영업 및 기타 관리부서
학계 및 연구기관 | 연구원업종
졸업생 진로 통계
정부부처
공기업
일반기업체
금융계
언론계
학계 및 연구기관

40%
20%
20%
10%
5%
5%

정치대학

교과과정 _ 세부 커리큘럼

정치대학

부동산학과

한국 최초의 학위과정 도입에서
국가대표 학문 브랜드로 성장

DEPARTMENT OF
REAL ESTATE STUDIES

우리 학과는 부동산학의 이론적 기반 위에 부동산경제, 부동산금융, 부동산법률, 부동산
정책, 부동산개발, 감정평가, 부동산마케팅 및 중개, 도시계획, 건설사업관리 및 리스크관
리 등 부동산 제반 분야에 걸쳐 실력을 발휘 할 수 있는 인재 양성에 힘쓰고 있다.

교수진

관련 자격 및 시험

교과과정 _ 학과 세부영역

조주현 | 도시계획

감정평가사

금융분야

손재영 | 부동산법률 및 정책

공인중개사

외환위기 이후 부동산 시장의 개방과 함께 선진국
과 유사한 수준의 금융수단이 마련되면서 부동산
회사는 물론 금융회사들의 부동산 시장에 대한 관

정의철 | 부동산학

심이 급증했다. 따라서 부동산의 취득, 개발, 관리,

고성수 | 부동산금융

처분 등과 관련한 자금의 조달 또는 이로 인한 자

이현석 | 부동산 개발론

금의 흐름을 학습한다.

신종칠 | 부동산학

개발분야

이상엽 | 부동산건설관리

토지, 노동, 자본, 경영능력, 기업가 정신을 바탕으
로 시간을 들여 공간을 만들어 서비스를 제공함으

유선종 | 부동산학

로써 가치를 창출하는 방법에서, 나아가 사회적 수

심교언 | 도시설계

요를 만족시키기 위해 건축 환경을 지속적으로 재

신승우 | 부동산금융 및 투자

구성하는 방법을 학습한다.

판강지 | 부동산금융

관리분야

노승한 | 부동산학

기획·타당성조사·분석·설계·조달·계약·시
공관리·감리·평가·사후관리 등 FM, PM, AM과
같은 부동산 관리업무에 관하여 학습한다.

정책분야

국토계획, 토지이용과 규제, 산업입지, 수도권관리,
지역개발 등의 국토정책과 택지개발, 지가안정, 지
가조사 토지투기억제, 토지거래질서 확립, 신도시
개발 등의 토지정책 그리고 주택가격 안정, 주택가
격 조사, 주택공급, 주택금융, 주택관리, 주거환경,
주거복지 등의 주택정책에 관하여 학습한다. 보유
관련 과세, 거래관련 과세, 양도관련 과세를 내용으
로 하는 부동산조세정책 등도 배운다

학과 인재상
미래에 부동산 업계에서 일하고자 하는 학생으로서 부동산학을 전공할 수 있는
?
www.realestate.ac.kr
02-450-3582

기초수학능력을 갖춘 인재, 부동산에 특화된 이론과 실무를 겸비할 수 있는 자세가
준비된 인재, 비판적

사고력을 갖춘 창의적인 인재를 기다립니다.

Konkuk University

학생활동 _ 소모임

학과 프로그램

080 _ 081

SUN Something U(you) Need (학회) | 매주 부동산학을 주제

해외 학술교류 프로그램

로 심도 있는 탐구 모임을 갖는다. 교육봉사, 각종 공모전 및 자격증 그

해외 학술교류 프로그램은 부동산 시장의 개방화에 따른 부동산 산업

룹스터디, 취업강좌 등 다양한 활동을 병행한다.

의 글로벌화를 선도할 인재 양성을 위해 시행하게 되었다. 현재는 북

WITH봉사단 (봉사 소모임) | 한미글로벌 산하‘따뜻한동행’의 지
원으로 매달 둘째 주(왕십리 이든아이빌), 넷째 주(등촌4동종합복지관)
토요일에 정기적인 봉사활동을 하고 있다. 정기봉사 외에도 음악회, 자

경 칭화대학교, 상해 재경대, 청도 석유대와의 MOU 체결을 통해 학생
들에게 중국 부동산 시장에 대한 이해를 높일 수 있도록 하는 학술탐방
을 꾸준히 시행하고 있다.

선바자회 등 곳곳에서 활동을 지속하고 있다.

장학금 지원

알바트로스 (야구), AC부동산 (축구) | 야구, 축구 등 매주 1~2

현재 부동산학과에 재학 중인 학생들은 학교에서 지급하는 교내장학

회의 합동훈련을 진행하며 사회인리그, 교내 대회 등에도 참여한다.

금(성적, 복지, 근로 등), 각 장학재단에서 지급하는 장학금, 코람코, 한
국지식재단, 한국감정원, 아시아신탁 등을 통해 많은 학생들이 혜택
을 받고 있다. 뿐만 아니라 MOU체결을 통해 공인중개사 자격증 취득

1

학년

1학기 |
부동산학입문

2학기 |
부동산학원론
경제원론
법학개론

3

학년

2

멘토링 프로그램
부동산학과 학생회 주축으로 신입생 대상의 부동산학, 경제, 정책, 법률
학년

도모를 위해 시행하게 되었다. 또한 2~4학년으로 구성된 팀에 대학원

1학기 |
부동산계량분석론
감정평가이론
미시경제학
부동산마케팅론
부동산물권법
2학기 |
감정평가실무론
부동산계약법
부동산회계학
재무관리
부동산공법1

4

및 시사문제에 대한 스터디를 진행, 학문의 이해를 돕고 학우간의 친목
생들이 함께 참여하여 시사문제에 대한 토론, 각종 자격증 및 진학 관
련 상담을 하며 소통한다.

취업지도 프로그램
부동산학과에 재학중인 학생들을 대상으로 취업준비 및 진로설정(건
설,금융 등)을 제시하고, 그에 적정한 지도교수를 선정하여 취업지도
를 한다. 취업을 준비하는데 필수적인 내용에 대한 상담과 인턴십에 대
한 정보, 어학, 자격증 등과 관련된 내용을 함께 공유함으로써 발전적
인 방향을 모색한다.

학년

1학기 |
상업용부동산금융론
도시계획론, 부동산공법2
미국부동산시장론
부동산경제론, 입지선정론
부동산자산관리론

1학기 |
부동산건설관리론
부동산기술론
부동산기업법
지적기술론

2학기 |
부동산개발론
주거용부동산금융론
부동산투자론
부동산시장조사론

2학기 |
글로벌부동산시장론
부동산시설관리론
부동산경매론
부동산파생상품론
부동산정책론
부동산조세론

졸업 후 진로
금융계 | 영업 및 기타 관리부서
정부 부처 | 공무원
일반 기업체 | 개발, 건설 관련 및 기타 부서
언론계 | 신문사, 방송사 기자 등
학계 및 연구기관 | 연구원

정치대학

을 지원 한다.

교과과정 _ 세부 커리큘럼

합리적인
사고능력,
감각의 실천
우리는 개방적이고 합리적인 사고능력과 학문적 소양을 갖춘
인재 양성을 위해 노력합니다.
실무능력과 인격을 겸비하고 이를 실천하는 인재, 문화적·학문적 다원성을 갖춘
인재 양성을 위해 매진하고 있습니다.

상경대학
COLLEGE OF COMMERCE AND ECONOMICS

경제학과
Department of Economics

국제무역학과
Department of International Trade

응용통계학과
Department of Applied Statistics

COLLEGE OF
COMMERCE AND
ECONOMICS
Konkuk University

상경대학

경제학과

변화하는 세계경제에서
한국경제를 선도할 경제엘리트 양성

DEPARTMENT OF
ECONOMICS

경제학과는 경제 이론 전반에 대한 전문 지식을 갖추고 산업 현장에서 필요로 하는 전문
적인 실무 지식을 겸비한 전문가 양성에 중점을 둔 교육체계를 구축하고 있다. 또한 체계
화된 교과과정을 통해 전문 지식을 배우고, 교수와 학생 간의 유대 또한 강화하여 존엄성
과 사회에 대한 책임감 그리고 합리적 사고를 갖춘 인재를 양성하고자 한다.

교수진
주성환 | 북한경제, 노동경제

관련 자격 및 시험

교과과정 _ 학과 세부영역

CFA자격증

기초 영역

경제학원론1, 경제학원론2, 기초통계, 기초수학,
정보통계 등의 과목을 통해 경제학의 기초를 확

최정표 | 미시경제

립한다.

이양섭 | 계량경제
최배근 | 경제사와 세계경제
네트워크경제

심화 영역

미시경제학, 거시경제학, 계량경제학, 후생경제학
등의 과목을 통해 경제학 세부분야별 심층 연구

유재원 | 국제금융

를 진행하고 있다.

김진욱 | 후생경제
정경수 | 농업·자원경제
환경경제

확장 영역

노동경제학, 농업 및 자원경제, 재정학, 화폐경제
학, 개방거시경제학, 산업조직론, 전략과 게임, 자
본시장이론, 조세론, 계량응용분석, 교육과 경제,

주상영 | 금융경제

국제금융시장론, 파생상품의 이해, 환경경제학, 한

민동기 | 재정학

국경제론 등 경제학을 총망라한 다양한 과목들을

김진영 | 재정학, 교육경제

심도 있게 논의한다.

권남훈 | 산업조직
배진호 | 거시경제, 계량경제
김대환 | 금융경제
김원중 | 거시경제, 국제금융
손기태 | 응용미시경제
Alexandre Repkine | 경제학이론
이기성 | 국제금융

학과 인재상
넓은 시야와 합리적 사고를 갖추고
?
http://econ.konkuk.ac.kr
02-450-3615

앞으로 한국 경제의 방향을 제시하고 주도할 학생들은 경제학과로 오세요.
함께 꿈을 현실로 키워 나갑시다!

Konkuk Univers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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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활동 _ 소모임
SOECO
경제학과내 축구동아리이다. 매주 1~2회 훈련을 실시하며 총장배, 대
학별 대회 등에 출전한다.

EPIC (학술동아리)
경제학과목 기초 스터디, 경제학과목 심화 스터디, 한국은행 및 금융 공
기업 스터디, 한은 통화정책 경시대회 등의 공모전 준비와 전·편입생
들이 적응할 수 있도록 돕는다. 또한 최신 경제 이슈 및 취업, 강연 자료
등을 공유하는 소모임이다.

교과과정 _ 세부 커리큘럼

학년

2

경제학과 한마음 장학금
경제학과 한마음 장학금은 경제학과 교수님, 동문 선배들의 기부로 운
학년

영되고 있는 경제학과 학생들을 위한 프로그램이다. 연 2회 지급되며,
매회 7~8명의 학생들이 장학금 수혜를 받고 있다.

1학기 |
경제학원론1, 기초수학
기초통계학
소비자와시장경제
현대경제와국제무역

1학기 |
경제사와세계경제
경제수학
경제정보처리
미시경제학
회계와경제

홍콩 국제금융전략원 인턴십 프로그램
(Institute of International Finance & Strategy)
우리 학과는 홍콩 국제금융전략원과 함께 매년 하계 및 동계 방학기간
에 홍콩에서 약 5주간 인턴십 프로그램을 제공한다.
프로그램을 통해 학생들은 골드만삭스, 메릴린치, Bank of America, 피

2학기 |
경제학원론2
국제무역비즈니스
소비자정보와 글로벌마켓

3

학년

2학기 |
거시경제학
경제학사
계량경제학
후생경제학

4

치사 등에서 오랜 경험을 쌓은 투자전문가들의 지도를 받으며 다양한
금융관련 업무를 습득할 수 있다.

경제학과 CFA한국협회간 MOU를 통한 혜택 제공
경제학과는 CFA한국협회와의 MOU를 통해 CFA를 준비하는 학생들에
게 다양한 혜택을 제공한다. 구체적으로는 Accounting Principles 온라
인 강의 무료 제공, CFA Level 1의 경우는 교육비 무료, CFA Level 2&3

학년

1학기 |
경제성장과발전
국제무역론, 노동경제학
농업및자원경제, 재정학
화폐경제학, 중급미시

1학기 |
계량응용분석, 교육과경제
국제금융시장론
사회보장정책
파생금융상품의이해

2학기 |
중급거시, 금융과거시경제
CURRENT WORLD
ECONOMIC ISSUES,
개방거시경제학
금융시장과투자분석방법론
산업조직론, 자본시장이론
전략과게임, 조세론

2학기 |
한국경제론
네트워크경제학
도시및지역경제
법경제학, 북한경제론
환경경제학

에서는 교육비 50% 할인 등의 혜택을 제공한다.
선발절차를 통해 경제학과 학생들에게 CFA시험 응시료도 지원하고 있다.

졸업 후 진로
금융계 | 한국은행, 금감원, 은행, 증권사 등
정부 부처 | 행정고시, 7급 공무원
일반기업 | 국내·외 대기업 및 중소기업
언론계 | 신문사, 방송사 기자 등
학계 및 연구소 | 대학원진학, 전문연구원, 교수 등

상경대학

1

학과 프로그램

상경대학

국제
무역학과

학제적 융·복합으로 특화된
글로벌 인재 양성의 요람

DEPARTMENT OF
INTERNATIONAL TRADE

국제무역학과는 우리 대학을 넘어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세계적인 특성화 학과를 지향한
다. 무역학의 주요 주체인 무역정책환경, 국제경영전략, 무역절차(실무) 등에 대한 학술
이론과 현장 실무기법을 균형 있게 연구·개발하며 국제 전문 인력을 양성하는 융합적이
며 차별화된 학과이다.

교수진

관련 자격 및 시험

교과과정 _ 학과 세부영역

황해두 | 국제경제

행정고시, 외무고시 등

국제경제학 현대경제와 국제무역, 경제학원론, 미시경제학, 거

남경두 | 국제경영

국가공무원 임용시험

시경제학 등의 경제학의 기본원리를 학습하고, 국

장동한 | 국제경영

관세사, 국제무역사 등

제무역이론, 통상정책론, 국제통상관계론 등의 과

무역관련 자격증

목을 통해 글로벌 환경에 심층적으로 접근한다. 국

이홍구 | 국제경제
임천석 | 국제경제
조현준 | 국제경제
임성훈 | 국제경영

제금융론, 외환론 등의 과목을 학습하여 국제금

회계사, CFA, FRM 등

융·국제자본시장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고 있다.

회계·재무관련 자격증
유통관리사, 경영지도사 등
현장경영관리 자격증

국제경영학 국제무역비즈니스, 재무와 회계 등의 과목으로 경
영학의 기초를 익히고, 국제재무론, 무역보험론 국

박광서 | 국제상무

제기업의 재무전략 및 리스크관리기법을 익힌다.

최필선 | 국제경제

또한 국제경영, 국제마케팅, 글로벌경영전략론, 해

신민석 | 국제경영

외투자마케팅, 해외시장조사론 등의 과목을 학습
한다.

송승훈 | 국제경제
유광현 | 국제상무

국제상무

국제무역비즈니스, 무역실무, 무역영어, 국제운송

Rodolfo Ledesma | 국제경제

물류론 등의 업무 수행에 필요한 기초지식을 익히

Steve Cervantes | 국제경영

고, 무역대금결제론, 무역관계법, 국제무역관습론
등의 각종 국제법, 국제규칙, 국제협약에 관한 내용
을 익혀 무역절차에 관한 전문성을 높인다.

학과 인재상
국제무역학을 전공할 수 있는 기초적인 수학(修學)능력과 잠재력을 갖춘 학생은
우리 학과에 도전하세요. 국가경제에 기여하는 무역인으로서의 긍지와 무역학에 대한
열정으로 똘똘 뭉친 학생이라면 최고의 인재가 될 것입니다.
?
http://itrade.konkuk.ac.kr/
02-450-3644

세계경제 리더로서의 무역인, 윤리적 인격체로서의

무역인의 소양과 소질 또는 이에 대한 잠재력을 갖춘 여러분을 기다립니다.

Konkuk Univers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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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과 프로그램
국제교류

GTEP

국제무역학과는 학생들의 글로벌 역량 강화를 위해 복수학위제도, 교환

GTEP(글로벌무역전문가양성사업)은 국제무역학과의 정부지원 산학협

학생제도, 해외연수제도 등을 운영하고 있다. 대표적으로‘건국대-남경

동 현장실습 프로그램이다. FTA 확대, 세계시장 통합화 등글로벌 경쟁

대 2+2 복수학위제도’등이 있는데 건국대에서 2년을 수학하고, 남경

시대에서 기업의 요구에 부응하는 무역전문인력을 양성하기 위해 산업

대로 건너가 2년을 수학한 후 건국대 무역학사와 남경대 국제무역학사

통상자원부에서 주관하는 프로그램이다. 매년 2009년 7월부터 GTEP

2개 학위를 동시에 취득 한다.

사업을 성공적으로 추진해오고 있으며, 이 사업의 우수사례로 꼽히고
있다.

교과과정 _ 세부 커리큘럼

학년

2

레몬스마켓 Lemon’s Market (예술문화 소모임)
시장의 불완전성을 설명하는 정보경제학의 용어인 레몬스마켓(Lem학년

on’s Market)에서 따온 음악 공연 소모임으로 매주 정기적인 모임을 갖
고 있으며, 매 학기 1회 정기공연을 펼친다.

1학기 |
기초통계학
경제학원론I
현대경제와 국제무역
기초수학
소비자와시장경제

1학기 |
계량분석, 국제경영
무역실무, 미시경제학
비즈니스영어
전자상거래와 인터넷무역

2학기 |
경제학원론II, 정보통계학,
국제무역비즈니스
소비자정보와 글로벌마켓

2학기 |
거시경제학, 구미경제론
국제마케팅, 국제무역론
무역대금결제론, 무역영어
소비자행동론

3

학년

1학기 |
무역관계법, 국제금융론
무역보험론, 비즈니스중국어
일본경제론, 재무와 회계
마케팅조사론, 투자론

2학기 |
외환론, 국제운송물류론
국제재무론
국제통상관계론
해외시장조사론
비즈니스 일본어
글로벌경영전략론
중급회계2

쿨베이스 (스포츠 소모임)
야구를 좋아하는 학생들의 모임으로 매주 정기적으로 친선과 심신을
단련하는 운동을 하고, 학교에서 주최하는 불소배 야구대회에도 매년
참가하고 있다.

4

시간여행 (역사/문화/유적탐방 소모임)
우리나라의 역사·문화·유적을 정기적으로 탐방한 후 자료집을 발간
하는 뜻 깊은 답사/학술모임이다. 탐방활동을 통해 선·후배 및 동기들
과의 돈독한 우정을 쌓고 있다.

학년

1학기 |
통상정책론, 한국무역론
International Cooperation
해외투자마케팅, 전시마케팅
국제비즈니스 계약
Economics of Innovation
and International Trade
2학기 |
중국경제론, 경제통합론
국제무역관습론
무역업창업과경영
GTET무역인턴쉽
Globalization & Financial
Intergration, 선물옵션론

졸업 후 진로
국내·외 무역관련 기업 | 종합상사, 전문무역회사, 외국계기업 등
금융계 | 무역금융, 국제투자, 외환거래 등 국제금융 관련
금융전문가 등
전문인 | 관세사, 수출기획에이전트, 전시전문가 등
정부 부처 / 공기업 | KOTRA, 무역협회, COEX, KINTEX 등
국제기구 | ITC, WTO 등

상경대학

1

학생활동 _ 소모임

상경대학

응용
통계학과

데이터를 효율적으로
수집·분석하여 합리적인 의사 결정을
도출하는 학문

DEPARTMENT OF
APPLIED STATISTICS

우리의 교육목표는 상경분야에서 요구되는 유능한 통계전문가를 양성하는 것이다. 통계
학의 기초개념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사회조사, 실험을 통한 정보수집, 수집된 정보의
요약, 평가, 올바른 의사결정을 위한 정보의 가공기법 등을 교육하는 한편, 각종 데이터
에 대한 과학적 분석능력과 현장에서의 적응력을 갖추는 교육에 중점을 두고 있다. 특히
상경대학에 설치된 통계학과의 특성을 살려서 보험학원론, 보험통계학, 통계적품질혁신
론, 계량경제학, 경제통계 등 경제·금융·보험 분야에 관련된 과목들을 다양하게 개설하
여 교육하고 있다.

교수진

관련 자격 및 시험

교과과정 _ 학과 세부영역

여성칠
| 금융통계, 보험통계

사회조사분석사

전산통계

보험계리사

전문적 지식을 학습하는 영역이다. 통계학이 필요

안병진
| 회귀분석, 실험계획법

금융위험관리 전문가(FRM)

한 거의 전 분야에서 실무 중심의 인재로 성장할

미국재무분석사(CFA)

수 있다.

김상익
| 품질혁신론, 시계열

자료의 수집/저장/가공/분석 등의 과정에 필요한

품질관리기사
정보처리기사,
데이터분석전문가 / 준전문가

이론 및
응용통계

통계학 전반의 이론을 학습하고 이를 자료 분석
에 활용하는 전문적 지식을 학습하는 영역이다. 다

서한손
| 전산통계, 응용통계

경영빅데이터분석사

양한 유형의 자료에 대한 분석 전문가로 발전할

CRM전문가

수 있다.

김형문
| 분포이론, 베이지안통계

SAS국제자격인증

경제/경영
통계

유규상
| 함수추정, 비모수통계

상경계열에 특화된 통계학을 학습하는 영역이다.
특히 정책 결정, 마케팅 전략 수립과 같이 경제와
경영에 관련된 자료를 분석하고 그 결과를 활용하
는 인재로 성장할 수 있다.

권성훈
| 고차원자료분석, 데이터마이닝

학과 인재상
스스로 운전하는 자동차, 포털사이트에서 제공하는 추천 시스템, 약품의 개발, 올바른
국가 정책의 수립을 위한 사회 조사 등 데이터가 가치를 가지는 모든 분야에 통계학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통계학은 데이터를 바탕으로 지식과 정보를 추출하고 이를 바탕으로 합리적인 의사를 결정할
수 있도록 그 이론적 방법적 근거를 제공하는 학문입니다.
?
http://stat.konkuk.ac.kr/
02-450-3654

우리는 논리적인 데이터 분석을 통해 빛나는 미래 가치를 창출하고
싶은 인재, 사회 전반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현상에 대하여 적극적인 관심을 가진 인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Konkuk Univers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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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년

학과 프로그램

2

식목행사
매년 식목일이 포함된 주에 학과 차원의 식목일 행사를 진행한다. 교
학년

수, 대학원생, 학부생 등 학과의 모든 구성원이 참여하는 학과 단합 행
사이다.

1학기 |
기초통계학, 기초수학
현대경제와국제무역
소비자와시장경제
경제학원론1

1학기 |
데이터베이스
기초통계학2
보험학원론, 통계수학1
미시경제학, 재무관리

응용통계인의 밤
매년 가을학기 중 응용통계인의 밤 행사를 진행한다. 선후배간의 단합
과 학과 발전을 도모하는 행사로 학과를 졸업한 선배와 재학 중인 후배
가 모두 참여하는 만남의 자리이다.

2학기 |
정보통계학
국제무역비즈니스
소비자정보와글로벌마켓
경제학원론2

3

학년

2학기 |
전산실습
탐색적자료분석
보험통계학, 표본조사론
통계수학2
거시경제학

4

학생활동 _ 소모임
KUstaR
“빅테이터”혹은“데이터 사이언티스트”와 같이 현대 사회는 데이터를
정확히 분석하고 이를 실생활에 적용하는 데이터 중심의 사회로 발전하

학년

고 있다. 학과 내 데이터 분석 동아리인 KUstaR는 통계 데이터 분석 프
로그램인 R을 활용하여 학과에서 학습한 다양한 통계 기법들을 실재 데

1학기 |
통계전산처리, 회귀분석
통계조사방법론
수리통계학1
해석개론1
마케팅조사론

1학기 |
데이터마이닝
시계열분석
통계학세미나, 범주형자
료분석
금융통계학

이터 분석에 적용하는 능력을 배양하고 있다.

2학기 |
실험계획법
다변량자료분석
수리통계학2
계량경제학
통계적품질혁신론

2학기 |
통계자료분석
비모수통계학
베이지안통계학
경제통계
통계학응용특강

졸업 후 진로
금융기관 | 위험분석, 계리, 고객분석
정부기관 | 통계전문공무원, 통계청
일반기업 | 마케팅, 회계, 물류관리
IT기업 | 통계분석, 분석기법개발
학계 및 연구기관 | 대학원, 연구원

상경대학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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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 일류
경영리더,
이해와 절제
우리는 국가발전 및 기업경쟁력 확보를 위해 필요한
지식, 기술, 가치 및 도덕성을 갖춘 세계적 리더를 양성하고
연구혁신을 통하여 국가 발전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이를 구현하기 위해 도전과 열정을 지닌 글로벌 인재 양성에
심혈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경영대학
COLLEGE OF BUSINESS ADMINISTRATION

경영학과
Department of Business Administration

기술경영학과
Department of Management of Technology
William F.Miller School of MOT

COLLEGE OF
BUSINESS
ADMINISTRATION

Konkuk University

경영대학

경영학과

리더십으로 기업의 성공을 이끌
인재 양성을 위한 응용학문의 꽃

DEPARTMENT OF
BUSINESS
ADMINISTRATION

우리 학과는 기업 활동에 필요한 모든 내용을 심도 있게 다루어, 비판적 사고를 가지고 현
장에서 차이를 만들어내는 국제적 안목을 지닌 인재를 양성하는 것을 목표로 삼고 있다. 경
영학은 기업이라는 조직에 속하는 구성원의 행동방식을 분석하고, 조직운영에 필요한 다양
한 전문지식을 연구하며 적용하는 실용 학문이다.

교수진
성백서 | 생산·운영
김우봉 | 생산·운영
김대호 | 금융재무
이윤보 | 마케팅·중소기업경영
송균석 | 소비자행동론
김호중 | 재무회계·회계감사
오세경 | 재무관리·위험관리
장국현 | 재무관리·경영분석
김종인 | 인적자원관리
오준환 | 재무회계
김광수 | 국제경영·전략경영
김주권 | 국제경영·전략경영
정헌수 | 마케팅·광고
박양규 | 조직설계·미시경영조직
최병욱 | 선물옵션·투자론
신현걸 | 재무회계·회계감사
박진용 | 유통전략
심충진 | 세무회계·재무회계
유재욱 | 전략경영·국제
이근철 | 경영과학·운영관리
선정훈 | 선물옵션·재무관리
유상열 | 관리회계·원가회계
권기욱 | 미시경영조직·조직설계
정 환 | 마케팅전략·시장조사
오세형 | 협상·미시경영조직
김진욱 | 재무회계
이승윤 | 소비자행동론
정혜정 | 리더쉽·경영심리
Kelly Ashihara | 전략·마케팅
한형호 | 경영분석·재무관리
이정호 | 운영관리
이국희 | 데이터베이스
안준모 | IT서비스 관리
함유근 | 의사결정·비정형데이터
이석준 | 엔터프라이즈아키텍처
김용재 | 정보통신·정보보안
이미영 | CRM·데이터마이닝

?
http://biz.konkuk.ac.kr/
02-450-3613

관련 자격 및 시험

교과과정 _ 학과 세부영역

공인회계사

국제경영 및
전략경영

글로벌 환경에서의 기업경영과 관련된 이슈와 경
영학 각 세부전공을 통합하는 의미에서의 capstone 과목인 전략경영을 소개한다.

마케팅

소비자행동론, 마케팅조사론, 광고론을 심화 과목
으로 소개하고 유통전략론, 중소기업경영론, 마케
팅전략론 등을 특화과목으로 제공한다.

운영관리

서비스경영, 계량경영학을 심화 과목으로 소개한
후 운영전략과 경영과학을 특화과목으로 제공한다.

인사조직

미시경영조직론을 기반으로 인적자원관리론, 조직
설계론으로 심화된 과목이 있으며, 인적자원개발
론과 노사관계론으로 특화된 과목이 있다.

재무

기본적인 재무관리 이후에 투자론, 경영분석, 금융
기관경영론으로 심화하고, 선물옵션론, 위험관리
론으로 특화할 수 있다.

회계

회계원리의 학습이후 중급회계를 1, 2로 구분하여
학습하고, 원가 및 관리회계, 세무회계로 심화한 뒤
회계감사 및 고급회계로 특화된다.

경영정보

기초 과목으로 전공기반을 확립한 뒤 비즈니스 프
로세스 혁신, 의사결정지원, 프로그래밍 등으로 심
화하고 IT서비스관리, 정보자원관리, 정보시스템평
가 등으로 특화할 수 있다.

세무사
재무분석사
국가고시

학과 인재상
기업의 환경변화를 이해하고 유익한 영향을 끼칠 수 있는 인재, 국제적 안목, 현장문제 해결
능력, 리더십, 윤리의식을 제고할 수 있는 인재, 또한 국제적 안목과 소통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해 외국어 실력을 쌓고, 논리력과 수리적 해결 능력을 충분히 갖추어 문제 해결에 앞장서며,

어느 곳에 있더라도 리더가 되기 위해 노력하는 학생들이라면
우리 학과에 꼭 와야 합니다.

Konkuk Univers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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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과 프로그램
경영교육인증

공인회계사 등 국가고시 준비생 지원

우수한 국내외 교수진

건국대 경영대학은 국제적으로 가장 권위 있

공인회계사, 사법시험, 행정고시 등 각종 국가

37명의 전임교수진은 미국, 영국, 독일 등 국

는 경영학 교육 인증기관인 미국의 경영 대학

고시 준비생에게는 기숙용 전용독서실, 학비

내·외 명문대학에서 박사학위를 받은 우수한

발전 협의회의 경영교육인증(AACSB : As-

감면, 지도교수 배정 등이 지원된다. 과거 3년

학자들로서, 수준 높은 강의를 제공하고 있다.

sociation to Advance Collegiate Schools of

간 우리 대학은 공인회계사 최종합격자 수 대

또한 각 전공분야에서 탁월한 연구를 수행하

Business)을 추진 중에 있다. 경영교육인증을

학 랭킹 12위를 유지했고, 앞으로 더 상승할

면서 정부, 공공기관, 기업 등에서의 강의와 자

받는다는 것은 교육의 질과 졸업생 역량이 전

것으로 예상된다.

문을 통해 조직의 경영역량 발전에 지속적으

세계 경영대학 가운데 5%안에 들 정도로 뛰어

로 기여하고 있다.

나다는 것을 의미한다.

교과과정 _ 세부 커리큘럼

1

학년

학생활동 _ 소모임

2

마케팅리서치 Marketing Research·MR (광고 만들기, 설문 조사 활
동) | 매년 광고제를 진행하고 특정 분야의 주제를 선정하여, 리서치부터 마
학년

1학기 | 마케팅, 중급회계1
운영관리, 재무관리
미시경영조직론
데이타베이스

2학기 | 경영정보학개론
경영학원론
컴퓨터및정보통신
기업영어1
글로벌기업환경과 경영
회계원리, 경영통계학

2학기 | 마케팅, 중급회계1
운영관리, 재무관리
미시경영조직론, 국제경영론
세무회계1, 소비자행동론
원가회계, 비즈니스프로세스혁신
비즈니스시스템분석
문제해결기법, CRM

KMC (경영대 기도 모임) | 교수님도 참석하는 모임으로 서로를 위해
또 경영대와 학교를 위해 함께 기도하는 모임이다.

카이저 Kaiser (경영대 축구 동아리) | 건대스리가, 코파아르마다 등
교내·외 주요대회에서 다수의 입상 경험을 가지고 있는 경영대학 축
구동아리이다.

3

학년

4

C-TOOLS (컴퓨터&카메라 동아리) | 매주 1회의 컴퓨터 교육과 소
풍, 축제, MT, 사진전, 씨툴인의 날 등의 다양한 행사를 진행하고 있다.

스크린 쿼터 Screen Quota (영화 동아리) | 시나리오, 편집, 촬영,
연기 등 영상을 제작하고 상영하는 과정을 속에서 성취감을 얻게 된다.

프론티어 Frontiers (농구 동아리) | 1년에 한 번 대회를 참가한다.
친목을 위한 성격이 강하기 때문에 누구나 부담 없이 즐길 수 있는 동
학년

1학기 | 경영정보시스템
계량경영학, 관리회계
마케팅조사론, 서비스경영
조직설계론, 투자론, 환경분석론
세무회계2, 비즈니스시뮬레이션
의사결정지원
엔터프라이즈 아키텍쳐

1학기 | 전략경영론
비즈니스윤리, 고급회계
금융기관경영론, 위험관리론
유통전략론, 중소기업경영론
비즈니스컨설팅

2학기 | 경영정보시스템
인적자원관리, 경영과학
경영분석, 광고론
인적자원개발론, 중급회계2
디지털금융, 디지털마케팅
정보자원관리

2학기 | 전략경영론
노사관계론, 마케팅전략론
선물옵션론, 운영전략
회계감사, 정보시스템평가

아리이다.

데드볼 | 매주 1~2회의 연습과 훈련을 통해 실력을 쌓고, 야구연맹배
대학별대회와 건국대학교 내 불소배 야구대회에도 참가한다.

건국대학교 금융연구회 (건금연) | 우리 학교 유일의 금융동아리로금
융 전반의 지식에 대한 함양하는데 목적을 두고 있다.

졸업 후 진로
일반기업 | 국내·외 기업체, 은행, 증권사, 컨설팅회사,
회계법인 및 언론사
공공부문 | 중앙 / 지자체 공무원, 공공기업, 국제기구 및 NGO
학계 및 연구기관 | 교수 및 기업 / 경제관련 연구원

경영대학

1학기 | 경영수학및활용
경제원론, 경영정보학개론
경영학원론
컴퓨터및정보통신
기업영어1, 회계원리

케팅까지 준비하는 학술제를 열고 있다.

경영대학

기술
경영학과

학과-대학원-MBA과정의 연계
국내 최초의 기술경영 종합교육

DEPARTMENT OF
MANAGEMENT OF
TECHNOLOGY
William F.Miller
School of MOT

세계수준의 기술경영학 교육과목을 중심으로 일반경영학의 주요 과목은 물론, 21세기
고도의 융합기술이며 사회의 중요한 키워드인 기술과 과학, 그리고 경영학의 접목을 시
도하여 국가기술경영, 기술혁신경영, 벤처창업기술경영의 전반적인 교육과목을 총 망라
한 새로운 융합학과이다. 융합과 통섭의 시대인 21세기에 우리가 가장 필요로 하는 학
문적, 실무적 분야로써 기술혁신을 통하여 기업·지역·산업·국가의 경쟁우위 제고를 교
육의 목표로 하고 있다.

교수진

관련 자격 및 시험

교과과정 _ 학과 세부영역

정선양
| 기술경영/정책

기술평가사

국가기술
경영

임채성
| 기술혁신경영

기업·기술가치평가사

학기술과 국가발전, 과학기술과 환경, 과학기술정

기술거래사

책수단, 지방과학기술진흥, 국가혁신체제론 등의

변리사 등

특화과목이 있다.

박선영
| 기술마케팅, 기술전략,
창업 및 벤처기술경영

기술경영사

기술혁신
경영

거시적 차원에서 기술을 파악하여 국가의 기술경
영의 문제를 진단하고 학습한다. 기술혁신이론, 과

기술혁신을 바탕으로 조직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
한 혁신경영적인 문제를 다룬다. 기술경영론, 기술

박재민
| 국가기술경영

의 특성과 융합, 기술 마케팅, 기술혁신과 경제, 기

송영화
| 기술전략/예측, 기술사업화,
국가기술경영

의성과 혁신 등의 특화과목이 있다.

술전략, 기술표준경영, 기술혁신경영, 혁신경영, 창

창업·벤처
기술경영

이영환
| 기술혁신경영, IT 기술경영,
Data Science

창업·벤처기술경영은 창조경제시대에 기술혁신
을 바탕으로한 효율적인 창업과 창업을 성공시키
기 위한 전반적인 Process를 다루는 학문으로, 창
업벤처기술경영, 창업과 기업가 정신, 창업실무론,
기술사업화 등의 특화과목이 있다.

학과 인재상

?
http://biz.konkuk.ac.kr/
02-450-3671

기술경영학은 융합학문으로 6T(IT, BT, NT, ET, CT, ST)를 포괄하는 다양한 기술영역의
지식을 바탕으로 합니다. 우리 학과는 학과-대학원-MBA 과정이 연계된 국내 최초의
기술경영 종합교육 학과로써 국내를 넘어 아시아 최고의 기술경영 교육을 지향하는,
글로벌 기업과 기술기반 기업의 최대 화두인 창의성과 혁신성을 갖춘‘경영학 인재’를
육성하는데 특성화된 학과입니다. 따라서 경영학도를 꿈꾸는 학생들 중에서도 신기술,
신시장, 신사업, 하이테크시장,

혁신성과 창의성, 도전정신에 관심이 있는 학생들을 기다립니다.

Konkuk University

094 _ 095

학과 프로그램
Mentoring Program

디자인경영 Program

3D 프린터 활용 창업실습 Program

학생들의 대학생활의 안정과 향후 진로에

MIT 미디어 랩을 벤치마킹하여 Design Think-

기술경영학과에서 보유한 3D 프린터를 활용

대한 체계적인 관리를 위해 각 교수님 별로

ing Process를 통한 Design Innovation을 추

하여 start-up, hatchery, 신제품 개발, 창업실

Group을 이룬 멘토제를 실시함으로써, 안정

구하고 이를 통한 혁신능력과 창의성을 배양

무론까지 창업과 기업가정신에 필요한 체계적

적인 학사관리와 체계적인 진로관리를 하고

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인 실무교육을 진행한다.

있다.

교과과정 _ 세부 커리큘럼

1

학년

2학기 |
경영학원론, 회계원리
기업영어1, 경영통계학

3

학년

1학기 |
창업벤처기술경영
기술전략, 신기술마케팅
신제품디자인경영
연구개발조직과인력관리

2학기 |
재무관리, 기술과산업발전
정보통신기술과경영
창업실무론

2

경제철학/EPSDA/S-Kian (학회)
매주 경제학 세미나를 진행하며 심도 있는 탐구를 하고 친목을 다진다.
학년

라네썽스 (예술문화 소모임)

1학기 |
기술경영론, 마케팅
미시경영조직론,
기술경영과리더십
기술예측과트렌드분석
기술혁신과 경제
창업과기업가정신
2학기 |
미시경영조직론, 중급회계1
기술경영조사방법론
기술의특성과융합
창의성과혁신, R&D관리

4

예술, 문화, 철학 등 다양한 예술문화를 주제로 주간회의를 진행한다.

크래커스 (농구)/쉐도우 (축구)
매주 1~2회 합동훈련을 하는 운동소모임이다. 총장배, 대학별 대회 등
에 출전한다.

건국투자연구회 (증권투자 소모임)
증권투자에 대해 공부하고, 모의/실전 투자도 진행한다.

학년

1학기 |
전략경영론, 비즈니스윤리
기술사업화전략
기술혁신경영세미나1
서비스이노베이션
컨버전스마케팅전략
2학기 |
전략경영론, 기술표준경영
기술혁신경영세미나2
문화컨텐츠기술과경영
혁신경영

졸업 후 진로
일반 대기업/기술기반 중견기업/기술창업기업 |
전략기획, 기술기획, 기술전략, 기술마케팅, 기술영업, 신제품개발기획,
신기술미래트렌드 및 시장분석, 특허 및 기술사업화 전문부서
정부 부처 |
기술정책 및 고급 공무원
금융기관 |
기술 기반 금융 Analyst, M&A, 특허 및 지적재산권, 기술투자상담
언론계 |
신문사, 방송사의 기술전문기자
학계 및 연구기관 |
교수, 공공기관 연구소의 연구원

경영대학

1학기 |
경제원론, 기술과경영
경영학원론, 회계원리
기업영어1

학생활동 _ 소모임

동물생명과학의 메카,
공존의 실천
21세기는 생명과학의 시대이며 세계 각국은 이미 국가적 차원에서 막대한 규모의
생명과학 발전 계획을 세워 의욕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21세기 지식기반사회에 필요한 교육을 통하여 동물산업 및 관련 산업분야
인재 양성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동물생명과학대학
COLLEGE OF ANIMAL BIOSCIENCE AND TECHNOLOGY

줄기세포재생생물학과

동물자원과학과

Department of Stem Cell and Regenerative Biology

Department of Animal Science and Technology

축산식품공학과

바이오산업공학과

Department of Food Science and Biotechnology of Animal Resources

Department of Bioindustrial Technologies

COLLEGE OF
ANIMAL BIOSCIENCE AND
TECHNOLOGY

Konkuk University

동물생명과학대학

줄기세포
재생생물
학과

유망 신성장 분야인 줄기세포 및
재생 생물학 특성화 학과

DEPARTMENT OF
STEM CELL AND
REGENERATIVE BIOLOGY

줄기세포재생생물학과는 국내 대학 최초로 신설된 줄기세포 및 재생생물 단일전공 학과
이다. 우리 학과는 줄기세포 및 재생생물, 재생의학 분야의 대표성을 지니며, 건국대 바
이오클러스터를 주도하는 미래지향적 희소성을 지닌 학과이다. 우리 학과의 우수성은 교
육부 지정 Brain Korea(BK) 21 플러스 사업 수행 및 미래창조과학부 지정 선도연구센터
(SRC) 선정을 통해 인정받았다.

교수진

관련 자격 및 시험

교과과정 _ 학과 세부영역

이훈택 | 분자내분비학

교직이수를 통해

줄기세포학

김진회 | 분자발생생물학

중등 정교사 자격 취득

이론적 학문으로서의 줄기세포학이 아닌 줄기세포
관련 실습을 통해 줄기세포를 직접 만들고 분석
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그리고 줄기세포재

서한극 | 약리생화학

생산업, 의생명산업세미나 등의 과목을 통해 줄기

오재욱 | 세포면역학

세포 응용 산업에 대한 정보를 습득하여 진로 결정

박찬규 | 동물분자유전학

에 도움을 준다.

조쌍구 | 분자세포생물학

재생생물학

송 혁 | 생식줄기세포생물학

줄기세포재생과학입문, 생화학및실습, 생물의약품
학, 인체생리학, 노화생물학, 약리학, 재생생명과학

도정태 | 줄기세포학

및실습, 유전학 등의 과목을 통해 재생생물학 및 노

김재범 | 생물정보학

화에 대한 기초지식을 습득하고 재생생물 산업, 제
약 산업에 대한 이해를 넓히고 관련 분야 진로 결
정에 도움을 준다.

의생명과학

생화학및실습, 질병미생물학, 의생명공학및실습,
오믹스의과학및실습, 인체생리학, 발생학, 생물유
기화학, 실험동물학및생물안전, 의생명산업세미나,
생식세포생물학, 유전학, 유전체생물학및실습, 의
생명정보학및실습 등의 과목을 통해 바이오 및 기
초임상 지식을 습득하여 향후 줄기세포 및 재생생
물학의 응용을 위한 의료기술 분야 기초생명과학
자로서의 소양을 쌓는다.

학과 인재상
줄기세포 및 재생생물학 분야에 관심이 많고,
미래를 변화시킬 새로운 지식의 습득 및 시대적 학문 트렌드의 변화에
?
http://abt.konkuk.ac.kr
02-450-3667

능동적이고 창의적으로 대처하고자 하는 열정이 있는 학생들은
줄기세포재생생물학과로 오세요!

Konkuk Univers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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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과 프로그램
교수-학생/ 멘토-멘티 시스템

맞춤형 취업 준비 프로그램 운영

우리 학과 학생에게는 한명도 빠짐없이 멘토 교수님이 배정된다. 교수

연구직(6급) 공무원 준비반, 대기업 공채 준비반, 바이오벤처 창업 준

와 학생간은 물론 같은 멘토 교수님에 소속된 선후배간의 긴밀한 관계

비반 등 학생들이 전문성을 가진 사회인으로 성장하도록 특별 취업

유지를 통해 효과적인 교육 및 진로 지도를 받고 있다.

준비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해당 분야에 진출해 활발한 활동을
펼치고 있는 선배들이 참여하여 취업에 필요한 실질적인 노하우 등

특성화된 실험실습 교육과정

을 전수한다.

실용적 학문 성취도를 높이기 위해 유전자를 자유자재로 조작할 수 있
는 분자생물학 실험, 배아 및 성체줄기세포의 확립, 배양, 분화 등과 관

우수한 연구성과 및 우수 연구 인력 양성 시스템

련된 줄기세포 실험, 발생, 노화, 조직재생 등과 관련된 재생생명과학 분

우리 학과는 우수 연구 성과를 바탕으로 미래창조과학부 지정 선도

야를 실험과 실습을 통해 교육한다.

연구센터(SRC) 및 교육부 지정 Brain Korea 21(BK21) 플러스 사업을
수행하면서 우수한 학과 및 대학원 인재 양성 시스템을 확보하였다.

교과과정 _ 세부 커리큘럼

1

학년

1학기 |
전공기초실험1
전공기초화학
전공기초생물학
줄기세포재생과학입문

학생활동 _ 소모임

2

코믹투우 (무언극동아리)
매해 교내 행사인 축우 하나 되는 날, 목동의 밤, 신입생 OT 등에 참여
학년

1학기 |
인체생리학, 유전학
분자세포생물학
생화학및실험
전공실험1

하여 사회 풍자 무언극을 공연한다.

RNA (밴드동아리)
매해 2~3회의 정기공연 개최를 비롯, 각종 학과 행사와 학교 축제 등
에 참가해 공연을 펼친다.

자연과학분야의 원서 학습 및 토론을 위해 모인 동아리이다.
2학기 |
전공기초실험2
의생명통계학및실습
생물유기화학
실험동물학및생물안전

2학기 |
생식세포생물학, 전공실험2
생물의약품학
발현조절생물학
미생물학

RedBulls (축구동아리), N.G.B(농구동아리)
체육활동을 통해 동문 상호 친목 도모와 지속적인 유대강화를 목적으
로 하고 있다.

논문포스터 전시회

3

학년

4

매해 학교 축제기간을 활용해 졸업논문 주제로 연구된 내용을 포스터로
전시하여 새로운 축제 문화 조성에 앞장서고 있다.
학년

1학기 |
발생학, 면역학
노화생물학
의생명정보학및실습

1학기 |
줄기세포생물학및실습
논문작성법
줄기세포재생산업

2학기 |
유전체생물학및실습
의생명공학및실습
오믹스의과학및실습
의생명정보분석프로그래밍
및실습

2학기 |
약리학
의생명산업세미나
재생생명과학및실습

졸업 후 진로
대학원 진학 및 유학 | 전문 연구원, 국내·외 대학 교수
국공립 및 기업연구소 | 연구원
생명공학 계열 기업체 | 제약, 화장품
정부 부처 | 공무원
금융권 | 줄기세포 재생 관련
전문대학원 진학 | 의사, 약사

동물생명과학대학

워크샵 (학술동아리)

동물생명과학대학

축산식품
공학과

60년 전통의 건국햄·건국우유를
탄생시킨 명품 학과

DEPARTMENT OF
FOOD SCIENCE AND
BIOTECHNOLOGY OF
ANIMAL RESOURCES

축산식품공학과는 우리나라 축산 및 일반 식품분야의 중추적인 역할을 수행하며 우수한
인재를 양성하고 있다. 축산물에서 얻어지는 식품소재를 중심으로 식품의 생산, 가공, 저
장, 유통 등에 필요한 기초 및 응용과학을 교육하는 21세기 식품생명공학, 식품안전성 및
식품위생 분야를 선도해 나가는 학과이다. 학생들은 최고의 교육과정을 통하여 학문적 우
수성, 창의성, 전문성, 도전성을 갖춘 창조경제의 인재로 양성되고 있다.

교수진

관련 자격 및 시험

교과과정 _ 학과 세부영역

김천제 | 육학

교직이수를 통해

육가공학

이치호 | 식품화학

중등 정교사 자격 취득

한 이론 및 기술에 관한 전문지식과 근육의 화학

식품기사

적 조성, 생화학적 변화 등 이론과 기술 및 식품

축산기사

의 안정성과 유해성에 대한 과학적인 전문지식을

백현동 | 생물공학
최승철 | 축산경영학

식품으로서 식육의 생산, 품질, 유통, 저장 등에 관

교육한다.

김진만 | 식품위생학

유가공학

한성구 | 우유 및 식품독성학

우유처리, 크림, 버터, 아이스크림, 연유, 분유, 조
제분 유제조의 이론 및 주요 유제품 및 유제품 부
산물의 처리, 가공과 시설 및 기기에 대하여 교육
하고, 우유의 특성과 우유가 건강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교육한다.

생물공학

인간에 유용한 물질을 미생물 발효에 의하여 얻는
공정과 그 발효물질의 특성에 관한 지식을 습득한
다. 식품변화에 영향을 미치는 미생물 및 식품병원
성균에 대한 지식을 제공한다.

식품화학

식품의 주요 화학성분은 물론, 영양소의 결핍증 등
질병 예방을 위한 적정한 양 등의 영양화학에 관하
여 교육한다. 대사작용과 관련된 생화학 실험을 통
하여 생체 내 기본 물질들의 성질의 이해 및 생화
학에 대한 심화된 지식을 제공한다.

학과 인재상
우리 학과는 건국햄·건국우유를 탄생시킨 학과로서 산학협동이 활발한 건국대학교의
대표적 특성학과입니다. 우수한 교수진과 국내 식품업계의 중추로 활동하고 있는
동문들은 본 학과의 자랑입니다. 우리는 식품산업과 국민건강에 기여하고자 하는 학생,
식품분야 중 특히 축산식품분야에서 장래에 연구, 개발, 생산, 관리, 식품안전성,
?
http://biotech.konkuk.ac.kr
02-450-3676

유통 등에 헌신할 학생, 자연계

분야의 우수한 수학능력을 갖추고

창의성, 성실성 및 인성이 뛰어난 학생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Konkuk Univers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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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과 프로그램
담임교수제

학문단위 기관평가

| 교수-학생 간 소그룹 모임

| 건국대학교 자연이공계열 중에서 최우수 학과로 선정

| 학생들의 학업, 진로 등 다양한 학교생활 밀착 상담

| 2009 ~ 2011년 (3년) : 매년 최우수 평가

| 교수-학생 선후배를 연결함으로써 학생 및 학과 발전 도모

학과인턴쉽
해외 연수 & 교환학생

건국햄·건국우유 / 한국식품연구원 / 축산물안전관리인증원

2학기 동안 일본의 오비히로 축산대학 교환학생과 Starzen 육가공 회사

질병관리본부 / 농림수산검역검사본부 /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

연수를 통해 축산식품공학과 학생들이 축산식품에 대한 견문과 전공지

서울우유 / 한국원자력연구원 / 기타 식품회사

식을 넓힐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대상 | 대학원생 및 3, 4학년
기간 | 여름 / 겨울 방학 기간에 2~8주간

교과과정 _ 세부 커리큘럼

1

학년

1학기 |
식품과학개론1
생물학
수학, 일반화학

학생활동 _ 소모임

2

워크숍 (학술 소모임)
동물생명과학대학의 학술 동아리로 자연과학분야 원서 학습 및 토론
학년

코믹투우 (종합예술 소모임)
매년 교내 행사인 축우 하나 되는 날, 목동의 밤, 대동제, 축우제, 신입생
OT 등에 참여하여 사회 풍자 무언극을 공연한다.

레드불스 (축구), NGB (농구)
체육활동을 통해 동문간 상호 친목 도모와 지속적인 유대강화를 목적으

2학기 |
식품과학개론2
식품산업현장실습
생물통계학 및 실습
유기화학

2학기 |
식품생화학및실험
분자생물학
생물공학, 식육과학
식품독성학

로 하고 있는 운동 소모임이다.

RNA (음악(밴드) 소모임)
매년에 2~3회 정기공연 개최를 비롯해 각종 학과 행사와 학교 축제 등
에 참가해 공연을 하고 있다.

3

학년

4

라바 (학과 소모임)
축산식품공학과만의 소모임으로 유기견 봉사 동아리이다.
학년

1학기 |
식품미생물학및실험
육가공학및실습
농산물가공학
식품면역학
유가공학

1학기 |
단백질공학
부산물가공학
식품위생학및실험
영양화학

2학기 |
식품공학및실험
식품분석및실험
유제품공학
식품나노과학
식품생물소재학

2학기 |
식품관능검사학
발효공학
식품유통학
식품저장및품질관리
식품기능성학및실습

졸업 후 진로
축산물관련 | 식육가공 / 유가공 / 일반식품업체
축산물관련 유통업체
행정기관 | 한국식품연구원, 국립축산과학원, 축산물등급판정소 등
금융계 | 농협 등 금융기관
벤처기업 / 국공립 또는 기업체 연구소 / 해외 실습 / 대학원 진학 및
유학 등

동물생명과학대학

1학기 |
식품화학및실험
우유과학및실습
미생물학
식품산업경제학
생화학및실험

을 주로 하고 있다.

동물생명과학대학

동물자원
과학과

동물산업의 국제화를 선도하는
대한민국 대표 학과

DEPARTMENT OF
ANIMAL SCIENCE AND
TECHNOLOGY

취업률 목표 관리제 우수선정 학과로써 동물산업에 있어서 전문적인 인재양성에 적극
적으로 힘쓰고 있다. 우리 학과는 국내 동물산업의 발전과 동북아 동물생명 자원산업
NETWORK의 중심에서 활약할 수 있는 국제적인 감각과 능력을 가진 인재 양성을 극대
화하기 위해, 이론수업은 물론 부속시설인 충주실습목장을 비롯한 학과와 기업 및 연구
소의 MOU를 통해 현장실습 또한 활발히 진행하고 있다.

교수진

관련 자격 및 시험

교과과정 _ 학과 세부영역

한성일 | 축산경영학

교직이수를 통해

동물영양

이상락 | 축산환경학

중등 정교사 자격 취득

작물학 등의 과목을 통해 동물자원 생산에 필요한

김수기 | 사료생물공학

축산기사

영양소와 자원을 공부한다.

박근규 | 반추동물영양학

동물관리

동물영양학, 사료가공학, 영양자원학, 초지및사료

동물행동학, 육우학, 낙농학, 양돈학, 가금학, 반려

조재순 | 동물영양생명공학

동물학, 마학및실습, 특수및실험동물 등의 과목을

이홍구 | 동물영양생리 및
단백체학

통해 각 축종별 사양방법에 대한 이론을 배우고 실
습을 통해 동물사양의 실제를 익힌다.

김법균 | 양돈영양학

동물생리

이경우 | 가금영양학

동물번식학, 동물생리학, 가축면역학, 동물질병학,
동물자원과의생명 등의 과목을 통해 동물체의 내

정승헌 | 사료영양학, 말사양

부 생리와 질병에 대해 배우고, 질병예방에 대해 공

안병기 | 가금학, 영양학

부하여 건강한 동물 자원 생산을 도모한다.

공창수 | 단위동물영양학

축산실무

현장실습, 축산물위생학, 축산법규및실무, 축산시
설기계학 등의 과목을 통해, 강의실에서 배운 이론
이 현장에서 어떻게 적용되고 있는지 확인하고 체
험하는 기회를 갖는다.

학과 인재상
양질의 단백질 생산, 동물 복지향상 및 친화적인 동물자원산업을 선도하는 창의적이고
역동적인 인재, 국내외 동물생명자원산업에서 활약할 수 있는 국제적인 감각을 가진
?
anis.konkuk.ac.kr
02-450-3695

적극적인 인재, 동물산업의 전반적인 내용에 폭넓은 관심이 있는
인재를 기다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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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과 프로그램
학년 별 로드맵 제시

취업지원

인턴 현장 실습 지원

1학년 학과 비전제시 및 진로개척, 2, 3학년

3, 4학년 재학생의 선호기업을 조사하여 적

학과와 기업 / 기관 MOU를 통하여 방학기간

진로탐색 및 경력개발, 4학년 취업활동 및 경

합한 기업 소개, 여학생 취업 지원, 취업 스터

동안 현장실습 기회를 가질 수 있으며, 이러

력개발이라는 로드맵으로, 학기 당 2회 이상

디(공무원, 준공무원, 일반기업 등으로 세분하

한 현장실습을 통해 산업에 대한 기본적인 지

담임교수와 면담을 진행하여 진로에 대한 준

여 진행)운영 등 적극적인 취업 지도를 한다.

식을 갖추어 졸업 전 조기 취업으로 이어지

비, 수정, 추진을 함께 고민한다.

고 있다.

교과과정 _ 세부 커리큘럼

1

학년

1학기 |
동물산업세미나
현장실습1
생물학
일반화학개론

학생활동 _ 소모임

2

코믹투우
매년 교내 행사인 축우 하나 되는 날, 목동의 밤, 대동제, 축우제, 신입생
학년

레드불스
월 2~3회의 친선경기, 1~2회의 자체 연습경기 등을 통해 동문 상
호 친목 도모와 지속적인 유대강화를 목적으로 하는 축구동아리이다.

RNA
동물생명과학대학 유일의 밴드동아리로서 학과 행사와 학교 축제 등

2학기 |
동물바이오비즈니스
현장실습2
동물자원과학총론
생물통계학및실습
유기화학입문

3

학년

2학기 |
동물영양학
동물자원경제학
동물유전및육종학
분석화학및실험
분자생물학및실험

4

학년

1학기 |
동물환경학
가축면역학
동물산업경영학
동물행동학
초지및사료작물학

1학기 |
가금학, 동물자원세미나
동물질병학
양돈학, 축산물위생학
축산법규및실무

2학기 |
마학및실습
사료가공학
영양자원학
육우학
축산식품학

2학기 |
낙농학
동물자원과의생명
사료생물공학
축산시설기계학
특수및실험동물

에 참가하여 공연을 하고 있으며, 1년에 2~3회 정기공연을 개최한다.

졸업 후 진로
현직 국회의원 뿐 아니라 국내·외 다수 기업체 임원진으로 활동 중이며
100여명 이상의 동문이 교수로 재직 중
정부 및 공공기관 | 국립축산과학원, 축산물품질평가원,
축산물HACCP기준원, 서울대공원, 어린이대공원 등
협회 및 유관기관 | 농협중앙회, 축산관련협회, 축협,
농식품안전인증센터 등
사료 및 첨가제 회사 | CJ제일제당, 농협사료, 카길애그리퓨리나,
하림그룹, 이지그룹, 대한사료, 진바이오텍, 케민코리아 등
축산가공 | 서울우유, 건국유업, 한국유업 등
학계 | 건국대, 서울대, Harvard University,
Western Kentucky of University 등의 교수, 연구원
대학원 진학 | 건국대학교, 서울대학교, University of Cambridge, Purdue University, 東京大學 등

동물생명과학대학

1학기 |
동물생리학
미생물학및실험
동물번식학
반려동물학
생화학및실험

O.T 등에 참여하여 사회 풍자 무언극을 공연한다.

동물생명과학대학

바이오
산업공학과

바이오산업시스템을 구성하는
모든 분야를 조화롭게 조정하는
방법에 대한 학문

DEPARTMENT OF
BIOINDUSTRIAL
TECHNOLOGIES

바이오산업은 의약, 화학, 에너지, 식품, 농업 등 전 분야에 걸쳐 생명공학기술과 신기술
을 융합해 인류의 건강증진, 질병의 예방·진단·치료 등에 필요한 물질과 서비스 등의 다
양한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신개념 산업이다. 우리나라는 바이오신약사업을 차세대 성장
동력 산업으로 선정해 지원할 만큼 향후 성장이 매우 기대된다. 따라서 바이오산업공학
은 건강, 식량, 환경 등 인류의 난제들을 첨단의 바이오기술과 IT, NT 의 여타 기술 및 경
영·경제학과와도 융합하여 새로운 바이오제품을 생산하고 이를 소비자에게 효과적으로
전달하기 위해 교육하고 있다.

교수진

교과과정 _ 학과 세부영역
바이오의료

민상기 | 식품공학전공

신약개발, 진단시약 등을 비롯하여 생물공학 기반
생체재료 및 바이오조직공학 부문 관련 기술이다.

김영봉 | 분자바이러스학
김민경 | 식품산업경제

바이오식품

배호재 | 조직공학

1차 식품에 바이오테크를 가미하여 고부가 가치의
제품을 개발 및 생산해 내는 관련 기술이다.

알리레자 | 바이오엔지니어링

바이오산업

기존 산업 생산 공정에 효소나 미생물을 이용하는
관련 바이오 기술이다.

학과 인재상
바이오산업공학과에서는 실습 중심의 hands-on 교육을 바탕으로
연구개발-생산-유통에 이르는 바이오산업 시스템을 과학적으로 설계하고 체계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하여, 기업의 생산성과 효율성을 극대화할 수 있는 인력 양성을
목표로 합니다. 즉‘아무리 뛰어난 제품이라도 소비자들에게 외면 받으면
성공 할 수 없다’라는 중요한 목표 하에 학과 전 과정의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
http://kubit.konkuk.ac.kr/
02-450-3702

바이오제품의 기술력을 이해하고 홍보 및 판매망 구축에 자신 있는
마케팅전문가 되기를 희망하는 학생은 우리 학과에 진학하여 그 역량을 키우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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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과 프로그램
바이오산업의 전망

전공별 로드맵 제시

전 세계적으로 바이오산업의 중요성이 대두되면서 선진국을 비롯한 국

바이오 의료, 바이오 식품, 바이오 산업 전공(트랙)별 진로 제시한다.

가 간의 경쟁이 매우 치열하며, 최근 중국, 러시아 등 주요 경쟁국들의

1, 2학년은 각 트랙에 필수적인 과목 및 각 트랙 진학 결정을 위한 기

가세로 경쟁은 더욱 심화되고 있다. 바이오산업은 타 산업에 비해 연구

초과목 수강하고 3, 4학년은 학생이 원하는 트랙별로 수강할 수 있도

개발 인력의 비중이 매우 높고, 인력의 학력도 높은 편이나 연구개발 성

록 지도한다.

과를 상업화할 수 있는 고급인력은 현저히 부족한 상황이다. 이에 건국
대학교 바이오산업공학과 설립은 지속적인 연구와 인재양성을 통해 우

담임교수제

리나라 바이오산업 발전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교수-학생 간 소그룹 모임으로 학생들의 학업 및 맞춤형 진로 상담을
위한 프로그램이다.
교수-학생, 선후배를 연결함으로써 학생 및 학과 발전을 도모하고 있다.

교과과정 _ 세부 커리큘럼

1

학년

1학기 |
생물학
일반화학개론
수학
바이오산업공학개론

학생활동 _ 소모임

2

Bio-study (학회)
매주 바이오산업공학에 대한 세미나를 진행하여 심도 있는 탐구를 하
학년

1학기 |
생화학1
물리화학
식품공정학 및 실험
미생물학

고 친목을 다진다.

옵스큐라 (예술문화 소모임)
사진에 관심 있는 학생들이 모여 만든 소모임이다. 매주 1회 출사를 나
가고 사진기술에 대한 정보도 교환한다.

매달 2회 학과 내 친목 도모를 위해 모이는 산악모임이다.
2학기 |
유기화학입문
향장학
생물통계학 및 실습
바이오융합개론

3

학년

2학기 |
미생물 유전공학
생리학
생화학2 및 실험
화학·생물공정학

4

코믹투우 (종합예술 소모임)
매년 교내 행사인 축우 하나 되는 날, 목동의 밤, 대동제, 축우제, 신입생
OT 등에 참여하여 사회 풍자 무언극을 공연한다.

학년

1학기 |
바이러스질병학 및 실험
발효공학
생잔저장관리
약물전달학
산업경제학

1학기 |
상품디자인
바이오신약개발론
생체조직공학 및 실험
기술경영론

2학기 |
면역학
식품가공 및 저장학 실험
단백질공학
바이오에너지공학
바이오산업 시장분석론

2학기 |
약리학 및 실험
나노바이오공학
포장학
바이오산업 논문작성법

졸업 후 진로
2013년 1학기 신설 학과로 2015년 현재 졸업생 없음.
졸업생들은 제약, 식품, 화장품, 유통 관련 기업 및 산업체 연구소 등으
로 진출 예정
정부 부처 | 질병관리본부, 수의과학검역원, 농촌진흥청,
식품의약안전처, 한국생명공학연구원
일반기업 | 식품회사, 사료회사, 유통업체, 제약회사, 동물약품회사,
화장품회사, 농협, 마사회
학계 및 연구기관 | 의약학연구소, 안전성연구소, 국제백신연구소,
교수, 연구원

동물생명과학대학

어깨동무 (운동 소모임)

미래형 첨단복합
생명공학,
지속을 위한 판단
우리는 미래형 첨단 생명환경과학 분야를 선도하여 사회발전에 기여할
전인적 인재 양성을 목적으로 교육합니다.
성실하고 바른 판단력을 지닌 지성의 함양과 미래형 첨단생명 및 친환경화 기술을
배양하며, 생물·환경 산업 발전을 선도할 인재 양성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생명환경과학대학
COLLEGE OF LIFE AND ENVIRONMENTAL SCIENCES

응용생물과학과

보건환경과학과

Department of Applied Bioscience

Department of Environmental Health Science

생명자원식품공학과

녹지환경계획학과

Department of Bioresources and Food Science

Department of Environmental Planning

사회환경플랜트공학과
Department of Civil, Environmental and Plant Engineering

COLLEGE OF
LIFE AND
ENVIRONMENTAL
SCIENCES

Konkuk University

생명환경과학대학

응용생물
과학과

생물 함유 생리활성물질을
이용한 기능성신소재 탐색 및
활용분야 연구

DEPARTMENT OF
APPLIED BIOSCIENCE

기능성 생물소재에 대한 연구는 아직 시작 단계에 불과하지만,“기능성 연구는 천연자원
으로부터”라는 인식이 보편화되면서 국가 선도기술산업으로 각광받고 있다. 본 전공에서
는 육전육종학 및 생명공학적 기술과 기능성 신물질 탐색 및 분리·동정기술을 활용해 신
소재를 탐구하는 것은 물론, 탐구된 신소재의 환경 친화적인 재배와 생산기술 및 기능성 물
질의 의약소재 활용 등에 필요한 지식을 습득하는 교육과목을 개설하여 연구 및 산업분야
의 인재를 양성하고자 한다.

교수진

교과과정 _ 학과 세부영역
기능성물질

송홍근 | 추출물 화학

작물 유전자원 중의 다양한 기능성물질 성분을 분
석하고 data-base화 한다.

정일민 | 작물생태학
정우석 | 식물분자유전학

작물
생리생태

이주현 | 작물분자육종학
김승현 | 기능성물질 분석화학

작물의 유용성분 함량을 증대시키고, 고품질의 작
물을 생산하는 친환경적인 재배를 위한 기술을 개
발한다.

육종과
생명공학

유용유전자를 탐색하고 생명공학기술을 활용하여
신품종육성에 앞장선다.

학과 인재상
다양한 생명자원의 유전, 생리대사 및 기능성물질을 분자수준에서 연구하고
산업화하기 위한 다양한 분야의 기술을 수용할 수 있는 넓고 포괄적이며, 복합적으로
현상을 분석할 수 있는 지적 능력을 갖춘 학생, 학문발전의 과정에 대한 체계적 이해를
바탕으로 과학적 사실에 대한 정밀한 분석, 다양한 해석 및 단편적 사실을
재조합 할 수 있는 창의력이 풍부한 학생을 기다립니다.
또한 생명공학, 유전육종, 천연기능성물질 등 진화의 방향성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
http://abiosciences.konkuk.ac.kr
02-450-3754

학문분야의 특성상 고도의

도덕성을 기반으로 한 균형 잡힌 인성을 갖춘

학생들이 그 역량을 발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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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과 프로그램
학제간 연계 및 체계적 지식 습득
최근 들어 천연물에 함유된 생리활성물질을 탐색하고, 검색된 생리활성
천연화합물을 기초로 하여 제조된 다양한 의약품 및 건강보조식품 등이
전 세계적으로 공급됨으로써, 관련 산업 및 연구 활동이 매우 활성화되
는 추세이다. 하지만 학문적인 기초는 아직 초기단계에 불과한 것이 현
실이다. 응용생물과학과에서는‘기능성물질분석 & 생물과학 & 생리생
태 & 생명공학 & 유전육종’을 아우르는 학제간 연계 학문을 다루고 있
어, 필요한 기초 및 응용 지식을 체계적으로 습득할 수 있다.

교과과정 _ 세부 커리큘럼

1

학년

1학기 |
생명공학의이해
일반화학및실험
식물생산과학

2

학년

1학기 |
기능성생물자원학
분자생물학, 작물생리학
재배학원론, 토양비료학

학생활동 _ 소모임
응축 (축구 소모임)
매주 1~2회의 합동훈련을 가지며, 매년 체육애회 참가를 통해 체력을
단련하고 교류활동을 펼친다.

3

학년

2학기 |
기능성물질개론
물리화학개론
작물개량학기초
식물과미세기상학
식물생명공학
응용생물과학및실험

4

응스
취업을 앞둔 학생들이 스펙을 쌓기 위해 봉사 및 각종 스터디 활동을 다
양하게 진행하는 소모임이다.

학년

1학기 |
목질재료의이해
식량자원학1
작물생화학
작물육종학
기능성물질기기분석및실험

1학기 |
천연물분석화학
기능성물질응용학
생물정보의이해
생물통계학
식물영양학

2학기 |
기능유전체학
목본식물화학
식량자원학2
작물분자육종학
종자및유용식물번식

2학기 |
원예과학
작물보호학
기능성물질대사학
생명과사회
약용작물기능성물질학

졸업 후 진로
국공립 연구소 |
농업과학연구원, 농촌진흥청, 화학연구소, 생명공학연구소, 식품의약품
안전처, 한국식품위행연구원, 한국식품개발연구원, KIST, 국립보건원,
국립환경연구원, 산림과학원 등
기업체 연구소 |
생물공학, 제약, 정밀화학, 식품, 농약, 비료 등
관련기업 생산·마케팅 |
제약회사, 식품회사, 비료회사, 농약회사, 화학제조업체, 피혁업체 등
국가 공무원 |
보건복지부, 농림축산식품부, 환경부 등
공사 |
농협중앙회, 담배인삼연초연구소

생명환경과학대학

2학기 |
작물화학기초
생물과학개론
작물유전학

생명환경과학대학

생명자원
식품공학과

식물 및 미생물 자원의 효과적인
산업화를 위한 인재 양성 학문

DEPARTMENT OF
BIORESOURCES AND
FOOD SCIENCE

생명자원식품공학과는 생명자원, 식량 및 식의약소재, 생명공학, 식품공학 등의 분야에
적합한 인재를 양성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생명자원의 이해에 필요한 전통적 학술 분야,
생명공학 및 식품공학 분야를 융합하는 교과목을 운용하고 상담교수제, 멘토링, 국내·외
기업 인턴, 해외교환 학생 등의 프로그램을 제공한다. 또한 국·내외 공동연구를 통해 국
제적 수준의 연구를 진행하는 등, 인재 양성을 위한 지속적인 노력을 하고 있다.

교수진
이시경 | 식품미생물학

관련 자격 및 시험

교과과정 _ 학과 세부영역

식품기사 등

생명자원
관련 분야

김두환 | 유전육종학

생명과학을 기반으로 하여 식물생리학, 세포생물
학, 생화학, 분자육종학 등의 과목을 통해, 기능성
및 기타 다양한 생물학적 특장점을 보유한 식물

천세철 | 미생물학

및 미생물 자원을 개발하고, 저장유통학 등 생명

금영수 | 유기화학

자원을 유지, 관리하는 데 필요한 지식을 배워나

최미정 | 식품공학

갈 수 있다.

식품공학
분야

응용미생물학, 발효미생물학 등의 과목을 통해, 식
품생산에 기초가 되는 다양한 미생물에 대한 지식
을 습득하고, 식품화학, 식품가공학을 통해 해당 생
명자원 및 식품의 산업화에 필요한 기초를 다진다.
기능성 식품학 등 식품의 기능성 측면에 대한 세부
지식을 습득, 식품산업에 소요되는 인재로서의 소
양을 키우게 된다.

학부생
인성함양 및
취업관련
프로그램

생명산업경영, 자기계발지도 등의 과목을 통해, 상
기한 두 가지 분야의 지식을 현장에서 적용할 수
있는 적절한 인적 능력을 함양하기 위해 필요한
인·적성 및 해당 산업에 대한 광범위한 시각을 배
우게 된다.

학과 인재상
미래 산업의 중추적 분야인 농업 생명자원과 이를 기반으로 하는 식품산업 분야의
미래를 선도해 나갈 진취적이며, 농식품
?
http://mb.konkuk.ac.kr
02-450-3738

분야 전반에 강한 관심과 추진력을

지닌 인재를 바랍니다. 또한 산업 현장에 대한 이해를 위해, 다양한 기업체 인턴십에
적극적으로 활동 할 수 있는 인재의 참여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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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과 프로그램
학과 팀플활동

농식품산업 워크샵

본 학과에서는 건국대학교 내에서 유일하게 1-3학년 전체 학생을 아우

매년 춘계 및 추계로 나누어 각 1-2일 내외의 기간에 걸쳐, 농식품산

르는‘팀플’활동을 운용 중에 있다. 자기계발지도 등의 교과와 연계하

업과 관련한 워크샵을 진행한다. 관련 산업 현장의 동향을 적절히 파

여 전체 학생이 모두 참여하며, 창업 활동, 다양한 발표 및 사회활동 등

악하는 것은 물론, 학생들의 취업과 연구 분야에 있어서도 매우 중요

을 수행한다. 또한 이를 신입생 및 재학생 전반이 팀을 이루어 공유하

한 사항 중의 하나이다. 본 학과에서는 국내 관련산업에서 중추적 역

여 개별 학생 및 팀의 활동 평가가 진행되며 선후배 간 교류도 활발하

할을 담당하고 있는 기업 또는 단체를 선정하여, 학과 학생들과 교수

게 이루어진다. 취업준비 등에 대한 학생의 인적 소양 또한 꾸준히 관

님이 함께 해당 산업체를 방문, 견학 및 연수 등의 활동을 할 수 있도

리하도록 지도한다.

록 지원하고 있다.

교과과정 _ 세부 커리큘럼

학생활동 _ 소모임

1

학년

2

학과내 협동조합 활동
본 학과에서는 취업 및 산업관련 활동 증진을 위해 다양한 프로그램을
학년

진행하고 있다. 여기에는 학생의 기업체 인턴십 활동도 포함되며, 또한
다수 학생의 참여를 통한 창업활동을 장려하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최

1학기 |
생명산업경영1
생명과학실험
생명과학, 일반화학
미생물학, 자기계발지도1

1학기 |
세포생물학, 유기화학실험
식물생리 및 조직배양실험
생화학, 응용미생물학
자원식물학1, 공동체리더쉽1

근에는 다양한 기능성 식품의 제조 및 판매를 위한 소규모 협동조합이
재학생의 노력으로 설립되었다. 유자 등의 기능성 식품원료를 바탕으
로, 이를 상품화하여 판매하는 등 전반적 활동이 학생으로 구성된 협동
조합을 통해 추진되고 있다. 이와 같은 활동으로 재학생들은 산업 현장
의 다양한 측면을 습득하는 동시에 본인의 경력 증진 및 산업현장에 대

3

학년

2학기 |
생화학실험
분자생물학
실험설계논문작성및실습
유전학
자원식물학2
공동체리더쉽2

4

한 폭넓은 이해를 도모할 수 있다.

생명환경과학대학

2학기 |
분석화학실험
생명산업경영2
유기화학
미생물학실험
식물생리학
자기계발지도2

학년

1학기 |
식품공학
분자육종학
저장유통학및실험1
식품화학
논문지도Ⅰ

1학기 |
식품위생학
식물보호학
세미나
식품물성학
진로지도1

2학기 |
식품가공학
발효화학 및 실험
저장유통학및실험2
천연물화학
논문지도Ⅱ

2학기 |
생물제어학
기능성생명공학
발효생물공학
기능성식품학
진로지도2

졸업 후 진로
정부기관 | 행정업무
국립 / 사립 연구기관 | 연구사, 연구관 등
생물자원 관련 사업장 | 육종 / 분자생명 공학 분야,
화학분야 연구사 등
식품자원관련 사업장 | 식품공학 분야 연구소 / 영업
국 / 공립 대학 | 연구원, 교수 등

생명환경과학대학

사회환경
플랜트
공학과

사회 인프라 구축 및 국토관리를 위한
융합학문 공학기반 학과

DEPARTMENT OF CIVIL,
ENVIRONMENTAL AND
PLANT ENGINEERING

사회가 필요로 하는 인프라 시설물(교량, 플랜트, 댐, 터널, 도로, 철도, 공항, 원자력발
전소, 산업·도시설비, 상·하수도관망, 정수·폐수처리장 등)을 경제적이고 안전하게 계
획, 건설하고 이들을 포함한 국토환경을 관리할 수 있는 성실하고 진취적인 미래형 인
재를 육성한다.

교수진

관련 자격 및 시험

교과과정 _ 학과 세부영역

김선주
| 환경수리공학,
댐및수력플랜트설계

토목기사

환경수리
공학

원종필
| 건설재료학및실험,
철근콘크리트설계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기사

김성준
| 공간정보공학,
국토정보공학설계

콘크리트기사
건설재료시험기사
정보처리기사
건설안전기사
수질환경기사
폐기물처리기사 등

수자원 관리, 운영 및 재해방지를 위한 기본 이론
및 설계를 학습하며, 생태환경을 고려한 하천 및 수
변 공간 조성 등에 대해 배운다.

구조 및
재료공학

구조 및 재료공학을 바탕으로 한 구조물의 설계 및

지구정보
공학

GIS, RS 및 GPS 기법으로 공간 및 문자 정보들을

해석과 신재료 개발 및 적용 등에 대해 탐구한다.

분석, 모델링하여 수자원, 환경, 생태, 국토개발 및
관리분야에 응용할 수 있도록 한다.

김기두
| 강구조공학,
교량및플랜트구조설계
이석원
| 지반공학,
지하구조물설계

전산구조
공학

구조 전산해석을 통한 최적의 건설 구조물 설계 등

지반공학

흙, 암반을 기본적 재료로 역학적 원리를 탐구함으

의 기본 이론 및 응용에 대해 배운다.

로써 터널 및 지하공간, 사면, 옹벽 등의 구조물에
대한 기술 개발에 대해 학습한다.

박기영
| 상하수도공학,
환경플랜트설계

환경공학

사회기반시설로서 상하수도, 도시설비, 산업폐수,
폐자원에너지화, 매립장 등의 도시시설물에 대한
기술 개발에 대해 학습한다.

박대룡
| 환경수문학,
하천환경계획및설계

수문학

지구상 물의 순환에 대한 이해와 원리를 탐구함으
로써 효과적인 물 이용과 재해(홍수, 가뭄) 및 관련
대응 기술에 대해 학습한다.

학과 인재상
장래에 사회 인프라 구축(건설, 환경, 플랜트공학 포함)관련 업종에 취업을 희망하고,
융합학문 공학을 전공하고자 하는 학생들 중에서도
?
http://ceseng.konkuk.ac.kr/
02-450-3746

사교성이 있고 매사에 적극성을 갖고 있는 학생들은
사회환경플랜트공학과로 오세요! 적극적으로 지원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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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과 프로그램
교직이수 프로그램

공학인증 프로그램

현장견학 활동

교직이수 희망 신청을 받아 교직이수 예정자

사회환경플랜트공학과는 공학사를 수여하고

매년 봄에는 1박 2일, 가을에는 2박 3일 동안

로서 적합한 요건을 갖춘 학생을 선별하고, 교

있으며 건축대학, 정보통신대학, 공과대학과

본 학과의 전공관련 현장을 교수진과 함께 다

과과정을 이수하는데 필요한 과목 이수 및 산

함께 공학인증 프로그램을 편성하고 있다. 이

녀온다. 현장견학과 더불어 사제지간의 친목

업체 현장실습 등을 통해 교원자격증을 취득

에 따라 2009년 3월 졸업생부터는 공학사 학

을 도모하는 자리를 함께 마련한다.

할 수 있도록 하여, 장래 교사직을 수행하는데

위증과 함께 공학인증학위도 함께 수여한다.

적합한 인재를 양성한다.

전문화된 전공프로그램은 무한경쟁사회의 새
로운 경쟁력으로 학생들에게 보다 큰 힘이 되
고 있다.

교과과정 _ 세부 커리큘럼

1

학년

학생활동 (소모임)

2

사교모임
사교모임은 우리 학과의 교육 봉사 소모임으로 교육 혜택을 받지 못하
학년

는 어린이들을 해당 지역 공부방과 결연시키고 직접 찾아가서, 학업에
대한 교육은 물론 진학상담 및 학교나 일상생활에 대한 멘토링을 하는

1학기 |
사회환경입문설계
물리학및실험 I
일반화학및실험 I
지구환경과학

1학기 |
건설재료학및실험
수환경학
유체역학및실험
재료역학, 환경원격탐사
공학수학및연습 I

것이 주목적이다. 교양 과목이 사회봉사와 연계하여 좀 더 능동적이고
실용적인 봉사문화를 이끌고 있다.

CES
Civil Engineering Study Group의 약자로 토목기사, 건설재료기사, 측
량기사 등의 기사자격증 시험에 대비하여 학우들 간에 시험 자료 공유,

3

학년

2학기 |
구조역학및연습
수리학및실험
환경토양물리
수치해석
통계학, 컴퓨터I

4

학업 노하우 공유 등을 목적으로 하는 소모임이다. 혼자 준비하기에는
다소 어려움이 있는 기사 자격증 시험을 함께 준비하며 부담을 덜고 합
격률을 상승시키고 있다.

불피
불피는 피벗의 줄임말로 우리 학과에서 시작되어 지금은 소속 단과대
학인 생명환경과학대학의 정식 농구 동아리로 승격된 소모임이다. 우

학년

1학기 |
철근콘크리트설계
토질역학및실험
측량정보공학및실습
환경수문학
댐및수력플랜트설계
환경공학개론

1학기 |
교량및플랜트구조설계
국토정보공학설계
기초공학
수자원시스템공학
콘크리트구조물설계

2학기 |
공간정보공학
상하수도공학
환경수리공학
강구조공학
지반공학
건설시공학

2학기 |
도로공학및설계
사회환경종합설계
지하구조물설계
하천환경계획및설계
환경플랜트설계

리 학과뿐만 아니라 이제는 단과대학 내 타학과 학생들과의 친분을 다
질 수 있고 학업의 스트레스를 건전한 방법으로 해소할 수 있는 동아리
이다. 또한 학교 내 농구대회와 전국단위 대학생 농구대회에서도 꾸준
히 좋은 성적을 거두고 있다.

졸업 후 진로
건설, 환경, 플랜트 관련 공기업 | 한국수자원공사, 한국도로공사, 한국
토지주택공사, 환경공단 등
건설, 환경, 플랜트 관련 사기업 | 건설회사, 엔지니어링회사 등
연구소 | 국공립연구소(한국건설기술연구원, 국립환경과학원, 한국해양
연구원, 한국지질자원연구원 등), 산업체 연구소
공무원, 학계

생명환경과학대학

2학기 |
공학물리
공학화학
수학및연습 I

생명환경과학대학

보건환경
과학과

새로운 시대가 요구하는,
생명환경 보건의 융합 선도

DEPARTMENT OF
ENVIRONMENTAL
HEALTH SCIENCE

우리 학과의 목표는 다양한 환경(수질, 토양, 대기, 폐기물, 실내 및 작업환경 등)과 질병
관련 요인들이 인간의 생활과 건강을 넘어 생태계의 건강성에 미치는 영향과 범위를 이해
하고, 이들 환경을 적절하게 유지·관리하는 방법론을 연구교육하며, 국민의 건강증진과
보다 쾌적한 삶을 이끌어갈 실무능력을 갖춘 전문적인 인재를 양성하는데 있다.

교수진

관련 자격 및 시험

교과과정 _ 학과 세부영역

손기철
| 식물인간환경학,
실내환경조절, 원예치료

수질환경기사

환경분야

윤춘경
| 환경공학, 유역환경관리,
수질모텔링, 비점오염

상업화, 도시화, 환경오염, 기후변화 등 크고 작은

토양환경기사

다양한 요인들이 인간의 생활환경과 자연환경에

환경영향평가기사

미치는 영향과 범위를 이해하고, 이들 환경을 적

생태복원기사

절하게 유지·관리하는 기초적 이론과 실무 및 방

산업위생기사

법론을 학습한다.

원예치료사 등

보건분야

황순진
| 육수생태학, 유해조류제어,
하천건강성 평가 및 복원,
기후변화, 수질관리

인간의 건강과 쾌적한 생활환경에 피해를 주는 여
러 환경적 스트레스, 위해물질, 질병 관련 요인들의
영향과 범위를 이해하고, 국민의 건강증진과 함께
보다 쾌적한 삶을 영위하는데 필요한 다양한 지식
과 방법론을 학습한다.

안윤주
| 환경독성학, 생태독성,
환경위해성평가
윤영대
| 화학생물학,
lipid mediated cell signaling
박신애
| 사회원예학(식물인간환경학),
보건의료, 원예치료,
실내환경조절

학과 인재상
보건환경과학과는 생명을 귀중히 여기고 환경을 과학적으로 사랑하는 방법을
배우고자 하는 학생을 기다립니다.
건강과 생명, 그리고 환경에 깊은 관심이 있고 능동적으로 사고하며, 인간 뿐만 아니라
?
http://kehs.konkuk.ac.kr/
02-450-3755

생태계의 모든 생명체를 소중하게 여길 수 있는 따뜻한 마음을
가진 학생들은 보건환경과학과로 오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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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과 프로그램
장학금 지원

랩투어 (실험실 견학)

학생들은 학교에서 지급하는 교내장학금, 각 장학재단에서 지급하는

매 학기 교수님들의 실험실을 방문해 수행 중인 연구분야를 이해함으로

장학금, 국가 공공장학금에서 지급하는 장학금 등 다수가 혜택을 받

써 관련 전공분야를 조기 파악하며, 근로장학생 및 연구장학생의 기회

고 있다. 또한 개별적으로 학과 교수들이 수행하는 연구과제에 참여

를 찾는 데에도 도움을 받는다. 이를 통해 학과과정에서 대학원 과정으

해 지원받고 있다.

로 자연스럽게 연결된다.

책임 멘토링 지도교수제

교육역량 강화 및 Interactive 교육

학년 별로 활발한 책임지도교수제를 시행하며, 매 학기 의무적으로 학

전공, 일반 및 다양한 취미를 위한 소모임을 활성화하도록 지원하고 있

업, 진로, 적성 등에 관한 지도를 받아 적성과 진로를 조기에 개발함으로

으며, 특히 기사시험 준비를 위한 교수들의 과외특강, 초청특강 등 학생

써 학과 만족도를 높이고 취업률 향상에 기여한다.

들의 스펙 향상에도 적극 나서고 있다.

교과과정 _ 세부 커리큘럼

학생활동 _ 소모임

1

학년

1학기 |
일반생물학
환경수학
환경과보건

2

학과 내 학술대회 및 다양한 분야의 소모임을 활성하고 있으며, 대학이
주최하는 행사에도 적극 참여한다. 또한 학기마다 개별 전공수업 또는
학년

1학기 |
환경보건학, 환경미생물학
실내환경학, 보건통계학
산업위생학개론, 화학분석

교수연구실 단위로 현장수업 및 견학을 활성화 하고 있다.

3월
학과 연합 MT(1박 2일)

4월
단과대학 체육대회

2학기 |
상수처리, 수질관리론
대기질관리학, 작업환경관리
환경보건역학, 환경생태학

5월
대학축제(대동제)/학과 학술대회 및 랩투어

10월
성신의 예술제(단과대학 축제)

11월

3

학년

1학기 |
수질분석및실험
육수학및실험, 심신보건학
환경독성학
작업환경측정및평가
생명화학

4

학과 현장견학수업(1박 2일)
학년

1학기 |
유역환경관리
수질및수생태건강학
환경위해평가
원예치료학

졸업 후 진로
2학기 |
하수관리, 환경영향평가
독성평가및실험
환경식물생리학
물리적유해인자관리
토양환경학

2학기 |
수리환경학
기기분석화학
환경보건세미나

병원 및 보건의료기관 | 보건, 산업의학과(센터)
환경단체 | 국내·외 환경단체(NGO), 국제기구
대학원 진학 | 일반대학원, 환경대학원, 보건대학원
정부 부처 | 중앙정부 및 지방자치단체
연구소 | 각종 연구소
일반기업 | 국내·외 기업체

생명환경과학대학

2학기 |
생태학개론
식물인간환경학
환경화학
환경오염개론

생명환경과학대학

녹지환경
계획학과

생태적 특성을 고려한
공간디자인과 사회적 개념을
반영한 지역만들기

DEPARTMENT OF
ENVIRONMENTAL
PLANNING

우리 학과는 시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생태계의 지속가능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공
간을 디자인 하는 기법을 함양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2013년 신설된 학과이지만 이미 조
경분야와 산림분야를 비롯한 지역 만들기 분야에 많은 인재를 배출하였고, 그간의 경험
을 바탕으로 보다 체계화된 학문영역으로 새롭게 출발하였다.

교수진

관련 자격 및 시험

교과과정 _ 학과 세부영역

홍성권 | 환경설계학

국가인증기사 1급 자격증

조경분야

김재현 | 환경사회학

(조경, 산림, 복원기사)

도시 및 자연환경에서 우리가 흔히 접하는 정원,
근린공원, 국립공원, 어린이공원, 도시녹지, 도시광
장, 레크레이션 공간, 아파트 단지 조경 등과 다양

김종진 | 환경복원학

한 크기와 유형의 외부공간 계획 및디자인 그리고

이상우 | 경관생태학

시공 등을 학습한다.

안경진 | 녹지조경설계

산림 및
지속가능
개발분야

김해경 | 전통조경, 커뮤니티

국토의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산림생태 공
간에 대한 조성, 관리 및 경영에 대해 배운다. 또
한 녹지와 같은 생태자원 정밀한 조사분석과 더불
어 이해당사자들의 참여를 통해 인간과 생태환경
이 공존할 수 있는 지속가능한 개발 및 마을 만들
기 등을 학습한다.

생태복원
분야

도시화와 난개발에 의해 훼손된 녹지, 산림, 하천
등 다양한 생태환경을 복원하기 위한 이론, 계획,
공법 및 설계방법을 학습하고, 지속가능한 복원을
위해 생태환경에 대한 지식뿐만 아니라 인문사회
적 지식을 포함하는 융합적 지식을 학습한다.

학과 인재상
우리 학과는 특정분야에 뛰어난 재능을 가진 인재 보다는 자연환경, 도시환경,
인문사회, 예술 등 다양한 분야를 통찰할 수 있는 인재를 원합니다.
특히 정원, 공원, 생태, 지속가능한 개발, 훼손된 환경 문제 등에 특별한 관심과
?
http://gedesign.konkuk.ac.kr/
02-450-3733

열정이 있는 학생이라면 우리학과에 지원하길 적극 추천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학과

전공에 대한 열정이 높은 인재를 원합니다.

Konkuk Univers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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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과 프로그램
연 1회 전공 관련 전체학생 현장견학 실시

학년 담당 교수제 운영

순천만 국제정원 박람회, 서울 숲, 수목원, 국립공원, 도시공원과 각 지

각 학년별로 담당 교수제를 운영하여 학생들의 진로상담, 학교생활, 취

역 특성화마을 등의 사례를 통해 조경계획 및 설계, 복원 계획 및 설

업상담 등을 실시하고 있다. 수업에서의 개인별 면담, 담당 교수제, 학과

계, 지속가능한 마을 만들기 등과 같은 전공지식의 현장 적용사례를

주임 면담 등을 통하여 다층적인 진로설정의 기회를 부여한다.

살펴본다.

4학년 진로 스튜디오 운영
연 1회 멘토링 데이 (Mentoring Day) 실시

4학년을 대상으로 각 진로별 진로 스튜디오를 운영하여 국가검정 자격

다양한 직종에 종사하고 있는 선배들을 초청하여 각 진로별로 선배들이

증 시험 준비, 실습지도, 시험과목 특강 등을 제공해 취업에 실질적인

재학생들에게 취업상담을 해주는 멘토링 데이를 실시하고 있다. 일회성

도움을 주고 있다.

행사가 아닌 지속적인 멘토-멘티 관계로 유지된다.

교과과정 _ 세부 커리큘럼

1

학년

학생활동 _ 소모임

2

조경스튜디오
일상적으로 조경설계에 대한 실습을 할 수 있도록 스튜디오를 운영하고
학년

있다. 방과 후 교수님들의 별도 지도를 받을 수 있으며, 국가자격시험(
기사)의 합격률은 국내 최고이다.

1학기 |
환경생물학
조경학의 이해
산림환경개론

1학기 |
시민참여와 녹지관리
녹지생태복원, 동양조경사
서양조경사, 설계기초및실습
생태조경계획
환경수목학및실습

시민단체와 연대
서울그린트러스트, 생명의숲국민운동, 노원에코센터와 연계하여 참여
프로그램을 진행한다.

게릴라가드닝
2학기 |
컴퓨터 응용 및 실습
관광및여가계획론
산림환경조성학
정원및식재계획실습
자연환경조사론
산림비지니스

건국대 게릴라가드너는 건국대 및 광진구 주변의 공터를 꽃과 나무 등
으로 아름답게 가꾸는 모임이다.

현장 견학
매 학기 학과 구성원 전체가 견학을 통해 현장학습을 강화하고 있다. 학
과 차원에서 프로그램을 기획하여 학생들이 다양한 경험을 통한 학습이
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3

학년

1학기 |
산림정책학
공원및생태복원설계
녹지복원공학
조경시공및관리
산림환경보호학, 조경구조학

4

학년

1학기 |
녹지환경진로지도
인공지반녹화
생태도시및LID
도시및자연경관

졸업 후 진로
공무원 | 산림청, 환경부, 국토부, 서울시, 및 각 지자체 등
공사 | LH공사, 수자원공사, 한국도로공사, 서울시설관리공단,
인천공항공사, 한국농촌공사, 산림조합 등

2학기 |
단지계획및설계
생태계관리학
조경식물관리학, 조경적산학
지속가능한지역만들기
환경계획및관계법률

2학기 |
토양비료학
녹지생태학
녹지환경현장세미나

건설분야 | 종합건설사(현대건설, 대우건설, 삼성건설 등),
조경 식재전문 시공사, 조경시설물 시공사, 종합조경시공사 등
설계분야 | 종합엔지니어링, 조경전문 설계사
학계 및 연구기관 | 대학, 국립산림과학원, 국립수목원,
국립환경과학원, 환경공단, 국제연구기관 등
기타 | 지역컨설팅, NGO, 국제협력 등

생명환경과학대학

2학기 |
경관생태학
식물학의 이해
현대조경이론
환경통계학

모든 것을
가장 새롭고 우수하게,
탐구의 즐거움
우리의 역사는 짧지만 창의적인 에너지와 열정으로 가득 찬 교수진이
차세대 우수 인재 양성을 위해 신념과 의지 속에서 열심히 교육합니다.
국내를 넘어 세계적인 대학으로 발돋움하기 위해
모두가 혼연일체가 되어 노력하고 있습니다.

생명특성화대학
COLLEGE OF BIOSCIENCE AND BIOTECHNOLOGY

생명과학특성학과
Department of Biological Sciences

시스템생명특성학과
Department of Systems Biotechnology

융합생명특성학과
Department of Convergence Biotechnology

COLLEGE OF
BIOSCIENCE AND
BIOTECHNOLOGY

Konkuk University

생명특성화대학

생명과학
특성학과

생명체의 특성과 생명현상을
교육·연구하여
생명과학 전문 인력을 양성

DEPARTMENT OF
BIOLOGICAL SCIENCES

생명과학은 21세기 자연과학을 이끄는 선도과학으로, 생명에 관계된 현상과 기능을 연
구한다. 의료, 환경, 신약개발, 생물자원개발 등 다양한 분야에 응용되며, 궁극적으로 인
류복지에 크게 기여하는 종합 학문이다. 본 학과의 이수과정은 생명과학을 전공하여 미
래를 설계하고자 하는 학생들에게 우수한 교육과정을 제공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교육목
표를 설정하여 교육하고 있다.

다양한 연구소 운영

교수진

생명과학특성학과 내에는 연구 주제별로 다양한 연구소와 글로벌랩이 운영
되고 있다.

김은수 | 식물구조생물학

한국헴프과학연구소(소장 조경상 교수)는 2006년에 창립되어 현재까지 운영

조명환 | 면역학

되고 있으며, 유용자원식물인 헴프의 활용에 관해 연구하고 있다. 2008~2010

오승은 | 식물분자생리학

한국헴프
과학연구소

김수영 | 분자세균학

년도에는 농림부 과제를 수행한 바 있다.

이영한 | 암생물학
한정수 | 뇌과학
이재석 | 생태학, 환경생물학
식물분류학
이임순 | 분자바이러스학
이경호 | 분자세포발생학
강린우 | 구조생물학
조경상 | 발생유전학
김동학 | 분자약리독성학

분자신경제어연구소(소장 한정수 교수)는 신경현상 및 신경질

KU
글로벌랩

분자신경
제어연구소

환 등에 대한 연구를 바탕으로 신경 제어 방법에 대한 연구와
신경질환 치료제 개발 등에 관해 연구하고 있으며, 2012년 건
국대 SMART 연구원으로 지정되어 집중 지원 받고 있다.

암대사
연구소

암대사연구소(소장 이영한)는 2007년도에 차세대 국가 성장 동력을 창출하기
위한 일환으로 설립되었으며, 암, 퇴행성뇌질환, 염증 분야 전문 교수진으로 구
성되어 비만, 당뇨 등의 각종 대사성 질병과 대장암, 유방암, 췌장암 및 뇌암의
예방 및 치료제 개발을 연구하고 있다.

정지혜 | 신경생물학

강린우 교수는 2006년 노벨상 수상자인 로저 콘버그 교수와 KU global lab을

신순영 | 분자세포생물학

2007년부터 운영해오고 있으며, 유전자 발현 조절 단백질 구조 연구와 타깃 단

윤혜섭 | 식물분자생리학

백질 구조 기반의 슈퍼박테리아에 항생제 신약개발 연구 등을 수행하고 있다.

학과 인재상
생명과학특성학과는 전인적

소양을 갖춘 창의적 진로개발형

(Capability, Creativity, Career Decision) 생명과학인재 양성을 교육의 목표로 추구합니다.
?
http://biology.konkuk.ac.kr/
02-450-3422

생명과학 전반에 대한 지식과 전문성을 갖춘 자기주도적
학생들은 생명과학특성학과로 오세요!

인재가 되시길 원하는

Konkuk Univers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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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과 프로그램
초과학인 정통 생명과학에 뿌리를 둔 커리큘럼

SRC 및 학부연구 프로그램

생명과학특성학과는 기초학문인 정통 생명과학에 뿌리를 두고 있다. 학

하계 리서치 캠프 (Summer Research Camp, SRC)는 본과 2, 3학년을

부의 교육 및 연구 분야는 식물, 동물, 미생물 등 생명과학 전반에 이른

대상으로, 여름 방학 동안 6주간 실험실을 로테이션하며 실험과 연구를

다. 또한 학부 3, 4학년 과정에서는 이러한 기초를 바탕으로 유전체학,

경험하는 특별 프로그램으로 참여 학생들은 교수님들과 함께 연구를 진

단백질체학 등 생명과학의 응용적 측면에 대한 교육 또한 이루어지므

행할 뿐만 아니라, 세미나와 학회 참석 등 전반적인 학술 활동을 수행하

로, 졸업 후 진출할 수 있는 영역이 다양하다.

고 매주 실험 방법과 연구주제에 대한 전문적 강의도 경험할 수 있다.
또한 본과 4학년을 대상으로는 특별학부연구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장
기간의 독립적인 연구 주제를 수행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교과과정 _ 세부 커리큘럼

1

학년

학생활동 _ 소모임

2

생명과학특성학과 학술답사 및 워크샵
매년 야외 학술답사 및 워크샵을 기획하고 진행하며, 이 행사는 학부 소
학년

개, 연구 소개, 식물 탐색, 포스터 발표, 강연, 진로 상담, 친목 행사 등
으로 구성된다. 특히 2013년 춘계 학술답사에는 노벨상 수상자인 콘버

생명과학원리및실험1·2
물리학및실험
화학및실험
지리학및실습
수학및연습

1학기 |
분자생물학
환경생물학
생물유기화학
생화학 1

그 교수님이 함께 하셔서 학생들에게 강연도 하고 대화도 하는 등 뜻
깊은 시간을 가졌다.

곤충반, 식물반, 미생물반, 축구반
식물 사진전, 곤충 전시회 등을 개최하고, 축구반은 교내 체육 행사 등

2학기 |
세포생물학
생화학2
유전학및실험
동물계통분류학및실험
식물구조생물학및실험
미생물학및실험

학년

4

학생회
학생회장과 각 학년별 대표로 이루어진 모임이다. 매주 모임을 갖고 교
내 행사 및 학부 행사를 주관하며 학생간의 친목을 다진다.

생명특성화대학

3

에 참가한다.

학년

1학기 |
식물계통분류학및실험
식물분자생리학및실험
발생생물학및실험
동물생리학및실험
세균학및실험

1학기 |
자원식물학
유전체학, 뇌와행동
생명공학및실험
학술및정보세미나 1
생명과학연구

2학기 |
생태학및실험
식물생화학및실험
단백질체학및실험
신경생물학
미생물분자생리학
바이러스학

2학기 |
암생물학
인체생물학
일반독성학
면역생물학
학술및정보세미나 2

졸업 후 진로
연구소 | 한국생명공학연구원, 한국화학 연구원, 한국과학기술연구원,
제약회사 연구소, 식품회사연구소, 바이오벤처기업 등
일반 기업 | 제약회사, 화장품회사, 식품회사, 바이오텍회사,
임상실험회사
연구원 | 기업연구소, 국책연구소, 병원연구소 등
공무원 | 국립공원관리공단, 식약처, 국과수, 검역원
학계 | 교수, 중·고등학교 교사
전문대학원 | 의대, 약대, 치대, 한의대, 법대 진학

생명특성화대학

시스템생명
특성학과

건국대를 대표하는 생명공학의
특성화 분야 지정학과

DEPARTMENT OF
SYSTEMS
BIOTECHNOLOGY

최근 생명공학분야는 비약적인 발전과 더불어 급격한 변화에 직면하여, 기존의 개별 교
과목에 기반한 생명공학은 산업적 응용에 한계를 보이고 있다. 유전체-단백질체-대사체
로 이루어진 생명현상에 대한 시스템생명공학적 해석은 의약학 / 기능성소재 / 화장품
등 생명공학 산업분야가 봉착한 난제(難題) 들에 대한 유일한 대안이며, 최근 산학연 연
구방향 또한 통합적 문제 해결 능력에 대한 수요를 증가시키고 있는 상황이다. 시스템생
명특성학과는 생명공학의 기초를 바탕으로 하는 통합적(시스템적) 사고를 통해 창의성을
발휘할 수 있게 교육함으로써, 생명공학산업에서 반드시 필요한 맞춤형 리더를 양성한다.

교수진

교과과정 _ 학과 세부영역
생물·화학
영역

김양미 | 생물리화학
정선호 | 생화학

미생물학, 유전학, 분자생물학, 유기화학, 분석화
학, 생화학, 물리화학, 발생생물학 등의 과목을 통
하여 생물과 화학의 기초과학 지식과 생명공학 원

김성현 | 전기화학

리와 기술을 이해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심용희 | 동물유전학

시스템
생명공학
영역

임 준 | 식물발생유전학
이충환 | 기능대사체학
황용식 | 식물분자생물학

유전체학, 시스템생명공학, 오믹스생명공학, 생물
정보학, 시스템생명공학실험, 분자모델링 및 실습
과목을 통하여 생물·화학영역 등의 기존 교과목에
오믹스(유전체/단백체/대사체) 및 시스템생명공학

윤형돈 | 단백질공학

내용을 강화하여 생명현상의 난제, 구조기반 신약

전봉현 | 나노생명합성

개발 및 에너지 환경 문제를 분자수준으로부터 시
스템 전체 수준까지 탐구하는 영역이다.

응용생명공 나노화학, 효소공학, 현대생명공학, 유기공학특론,
생명공학콜로키움, 나노재료공학, 생명공학현장체
학 영역
험, 화학생물공학 과목을 통하여 최첨단 생명공학
적 기술을 활용해 의약학 / 기능성 소재 / 화장품
업계 등에서 필요로 하는 응용분야를 교육함으로
써, 장차 연구·학술분야 및 산업현장에서 필요로
하는 인재로 성장하도록 교육한다.

학과 인재상
수월성(Excellence), 세계화(Globalization), 실용성(Practicality)을 기반으로
생물·화학, 시스템생명공학, 응용생명공학의 통합적 접근을 추구하고,
?
http://kubt.konkuk.ac.kr/
02-2049-6127

통합적(시스템적) 사고로 자신의 창의성을

발휘하여 생명공학산업을
능동적으로 이끌어갈 학생들은 시스템생명특성학과로 오세요!

Konkuk University

122 _ 123

학생활동 _ 소모임

학과 프로그램

KU:BIOBILITY (취업동아리) | 바이오 관련행사 참가, 바이오 관

대학특성화사업

련 국가 기관 및 기업체 견학, 대학생심포지엄 참석 등의 교외 활동뿐

지난 2014년 교육부가 시행한‘대학 특성화 사업(CK: University for

만 아니라 대학원 연구 분야에 대한 분석, 졸업 후 재직 중인 선배와 멘

Creative Korea)’에서‘생명공학인재양성특성화 사업단’이 우리학교

토링, 스피치와 프리젠테이션 개발 등의 다양한 활동을 수행하고 있다.

에서 유일하게 선정되어 연간 8억 원씩 5년 동안, 총 40억 원을 지원

ChamBT (연구동아리) | 수행하는 연구 프로젝트의 실험결과와 생

받는다. 지원액의 상당 부분이 재학생의 장학금으로 지급되며, 특성화

명공학 분야에서 선별한 최신 학문 연구주제, 그리고 생명공학 관련하
여 사회에서 이슈가 되고 있는 주제를 선정하여 직접 발표 토론하는 연
구 동아리이다.

Sapientia | 봉사활동 및 탐방 모임으로써 초등학생들을 대상으로 과
학봉사활동을 하며 연구기관 방문 및 여러 체험활동을 진행한다.

사업 수행을 통해 수요자 중심의 전공 프로그램제를 성공적으로 운영
하고 있다.

BK21 Plus 사업
시스템생명특성학과의 대학원인 생명공학과의 응용생명공학사업단
은 생명공학분야에서의 특성화된 연구역량을 인정받아 2013년 BK21

UniKUe | 밴드 소모임으로써 매주 합주를 통해 다양한 장르의 음악

Plus 사업을 수주하였다. BK21 Plus 사업과의 연계를 통해 창의적 융합

을 다루면서 음악적으로 소통하며 교류하고 있다.

연구자, 글로벌 전문연구자, 산학협력연구자로 양성될 수 있도록 특성
화된 교육과정을 운영하고 있다.

재학생 연구 과정 (RUS)

교과과정 _ 세부 커리큘럼

1

학년

(Research for Undergraduate Students) RUS프로그램이란 재학생이

2

교수진이 수행하는 연구프로젝트에 직접 참여하는 연구 프로그램으로,
교수진이 멘토가 되고 대학원생이 실습조교가 되어 생명공학 현장에서
학년

1학기 |
일반화학1, 일반화학실험1
생명과학1, 생명과학실험1
물리학 및 실험, 수학및 연습

1학기 |
유기화학1, 분석화학
생화학1, 미생물학
유전학

2학기 |
일반화학2, 일반화학실험2
생명과학2
생명과학실험2
생물통계학

2학기 |
유기화학2, 분자생물학1
생화학2
분석유기화학실험
물리화학

발생하는 다양한 연구주제에 대한 연구 및 실습을 수행하는 재학생 창
의역량강화 프로그램이다.

학부생 커리어 과정 (CUS)
(Career for Undergraduate Students) CUS프로그램이란 기초 및 응
용분야의 조화 / 연계를 통한 산업체 지향적 인력양성 교육과정 강화,
재학생의 진로 및 취업의 질적 우수성 확보, 그리고 창업 활동 지원을

학년

1학기 |
생체분자분광학
유전체학
분자생물학2
분자생물학실험
화학생물공학

4

해 취업률이 향상되고 있으며, 자발적인 취업동아리 활동과 현장형 취
업교육이 성공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주제에 대한 연구 및 실습을 수
행하는 재학생 창의역량강화 프로그램이다.

연구소 탐방
매년 2학기에 국내에 있는 생명공학 관련 연구소들을 탐방하며 각 연구
학년

1학기 |
생물기기분석, 유기공학특론
생물정보학
시스템생명공학실험
녹색에너지화학
시스템생명공학연구

소에서 진행하는 프로젝트와 취업하는 방법 등에 대해 알아보고, 졸업
후 진로에 대해 생각해 보는 기회를 갖는다.

졸업 후 진로
공무원 | 중앙정부 관련 부처, 식품의약품안전처, 질병관리본부,

2학기 |
발생생물학
시스템생명공학
나노재료공학
오믹스생명공학
인체생물학, 세포생물학

2학기 |
현대생명공학
생명공학콜로키움
생명공학현장체험
분자모델링 및 실습
효소공학

국립수의과학검역원, 농촌진흥청 등
연구소 | 한국생명공학연구원, 한국화학 연구원, 한국과학기술 연구원,
제약회사 연구소, 식품회사연구소, 바이오벤처기업 등
일반 기업체 | 제약, 화장품, 식품, 생물 및 화학 관련 업계
학계 / 연구소 | 교수, 연구원 등
바이오벤처 사업 등

생명특성화대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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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해 개발된 비교과 과정이다. 특성화된 개인별 맞춤형 진로지도를 통

생명특성화대학

융합생명
특성학과

생명과학과 화학을 기초로
생명공학의 미래를 밝히는
융합적 창의인재 양성!

DEPARTMENT OF
CONVERGENCE
BIOTECHNOLOGY

융합생명특성학과는 건국대학교 유망선도학문분야 (PRIDE Leading Group)중 2007년
설립된 생명공학분야의“특성화학부”를 계승하여 발전시킨 건국대학교 대표학과로서,
참여교수진의 우수한 강의능력 및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생명공학 연구능력이 본 학과
의 핵심 역량이다. 우리 학과는 생물과 화학 등 기초 학문 분야를 선호하고, 생명공학을
기반으로 분자수준에서 인체의 신비를 탐구하거나 미래바이오산업을 선도할 첨단바이
오 식의약 소재개발과 함께 나노바이오시대를 개척하는 유능한 융합형 바이오 인재를
양성하고자 한다.

교수진
임융호 | 구조생물화학

교과과정 _ 학과 세부영역
기초교양

데 필수적인 기초적인 자연과학 및 생명과학 지식을 익힌다. 융합생명공학의 기초소양을 갖

배동호 | 단백질식품공학

추는 학부 1학년 기초교과과정.

오덕근 | 효소공학
안중훈 | 분자생물학

물리학, 수학, 일반화학, 생명과학, 생물통계학 과목을 통해 생명공학의 전문지식을 갖추는

기초전공

유기화학, 생화학, 분자생물학, 미생물학 등의 생명공학을 구성하는 전공 교과과정으로서 생

정유훈 | 의약화학

명공학분야 및 관련 의생명과학, 나노바이오, 의약화학, 바이오소재 분야의 기본적 전공소양

윤도영 | 세포생물학

을 갖추는 학부 2,3학년 전공교과과정.

김동은 | 생화학
여운석 | 생물유기화학

심화전공

생명소재이용학, 분자세포생리학, 생물리화학, 화학유전체학, 분자생명공학 등 생명공학의
기초전공과목을 이수한 후 수강하는 교과과정으로써 분자수준에서 생명현상을 탐구하거나

목혜정 | 약물전달화학

미래바이오산업을 선도할 첨단바이오 식의약소재개발, 그리고 나노바이오등의 심화된 생명
공학 전문 분야를 학습하는 학부 3,4학년 전공교과과정.

진로전공

인간생리학, 생물전달현상, 의약화학, 생물화학공학, 융합생명공학 등의 학부 최종 전공과정
으로서, 생명공학 후속학문연구, 생명공학산업체, 의약학제조, 바이오식품, 의생명관련분야
진출을 위한 융합형 바이오 인재양성을 위하여 개설된 학부 4학년 전공교과과정.

학과 인재상
화학 및 생명과학적 소양을 기반으로 분자수준에서 생명현상을 탐구하며
?
http://.konkuk.ac.kr/
02-2049-6127

첨단바이오소재개발, 그리고 나노바이오시대를

차세대 리더를 꿈꾸는 학생을 기다립니다.

개척하는 생명공학 분야

Konkuk Univers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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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활동 _ 소모임

학과 프로그램

KU:BIOBILITY (취업동아리) | 바이오 관련행사 참가, 바이오 관

대학특성화사업

련 국가 기관 및 기업체 견학, 대학생심포지엄 참석 등의 교외 활동뿐

지난 2014년 교육부가 시행한‘대학 특성화 사업(CK: University for

만 아니라 대학원 연구 분야에 대한 분석, 졸업 후 재직 중인 선배와 멘

Creative Korea)’에서‘생명공학인재양성특성화 사업단’이 우리학교

토링, 스피치와 프리젠테이션 개발 등의 다양한 활동을 수행하고 있다.

에서 유일하게 선정되어 연간 8억 원씩 5년 동안, 총 40억 원을 지원

ChamBT (연구동아리) | 수행하는 연구 프로젝트의 실험결과와 생

받는다. 지원액의 상당 부분이 재학생의 장학금으로 지급되며, 특성화

명공학 분야에서 선별한 최신 학문 연구주제, 그리고 생명공학 관련하
여 사회에서 이슈가 되고 있는 주제를 선정하여 직접 발표 토론하는 연
구 동아리이다.

Sapientia | 봉사활동 및 탐방 모임으로써 초등학생들을 대상으로 과
학봉사활동을 하며 연구기관 방문 및 여러 체험활동을 진행한다.

사업 수행을 통해 수요자 중심의 전공 프로그램제를 성공적으로 운영
하고 있다.

BK21 Plus 사업
시스템생명특성학과의 대학원인 생명공학과의 응용생명공학사업단
은 생명공학분야에서의 특성화된 연구역량을 인정받아 2013년 BK21

UniKUe | 밴드 소모임으로써 매주 합주를 통해 다양한 장르의 음악

Plus 사업을 수주하였다. BK21 Plus 사업과의 연계를 통해 창의적 융합

을 다루면서 음악적으로 소통하며 교류하고 있다.

연구자, 글로벌 전문연구자, 산학협력연구자로 양성될 수 있도록 특성
화된 교육과정을 운영하고 있다.

재학생 연구 과정 (RUS)

교과과정 _ 세부 커리큘럼

1

학년

(Research for Undergraduate Students) RUS프로그램이란 재학생이

2

교수진이 수행하는 연구프로젝트에 직접 참여하는 연구 프로그램으로,
교수진이 멘토가 되고 대학원생이 실습조교가 되어 생명공학 현장에서
학년

1학기 |
일반화학1, 일반화학실험1
생명과학1, 생명과학실험1
물리학및실험, 수학및연습

1학기 |
유기화학1, 분석화학
생화학1, 분석유기화학실험
미생물학

2학기 |
일반화학2, 일반화학실험2
생명과학2, 생명과학실험2
생물통계학

2학기 |
유기화학2, 분자생물학1
생화학2, 유전학
생화학분자생물학실험

발생하는 다양한 연구주제에 대한 연구 및 실습을 수행하는 재학생 창
의역량강화 프로그램이다.

학부생 커리어 과정 (CUS)
(Career for Undergraduate Students) CUS프로그램이란 기초 및 응
용분야의 조화 / 연계를 통한 산업체 지향적 인력양성 교육과정 강화,
재학생의 진로 및 취업의 질적 우수성 확보, 그리고 창업 활동 지원을

학년

1학기 |
생물리화학, 생유기화학
분자생물학2
응용미생물학, 세포생물학
생명소재이용학

4

해 취업률이 향상되고 있으며, 자발적인 취업동아리 활동과 현장형 취
업교육이 성공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주제에 대한 연구 및 실습을 수
행하는 재학생 창의역량강화 프로그램이다.

연구소 탐방
매년 2학기에 국내에 있는 생명공학 관련 연구소들을 탐방하며 각 연구
학년

1학기 |
유기화학특론
생물화학
인간생리학
생물전달현상
융합생명공학연구

소에서 진행하는 프로젝트와 취업하는 방법 등에 대해 알아보고, 졸업
후 진로에 대해 생각해 보는 기회를 갖는다.

졸업 후 진로
공무원 | 중앙정부 관련 부처, 식품의약품안전처, 질병관리본부,

2학기 |
나노생명공학
면역학
화학유전체학
분자세포생리학
생명공학실험

2학기 |
응용생명공학
생물화학공학
생분석화학
의약화학
콜로퀴움

국립수의과학검역원, 농촌진흥청 등
연구소 | 한국생명공학연구원, 한국화학 연구원, 한국과학기술 연구원,
제약회사 연구소, 식품회사연구소, 바이오벤처기업 등
일반 기업체 | 제약, 화장품, 식품, 생물 및 화학 관련 업계
학계 / 연구소 | 교수, 연구원 등
바이오벤처 사업 등

생명특성화대학

3

위해 개발된 비교과 과정이다. 특성화된 개인별 맞춤형 진로지도를 통

인류 보건에
기여하고 공헌,
존중의 실천
국내 수의과대학 중 유일한 서울 소재 사립대학인 우리는
국가와 사회, 나아가 인류 보건에 기여하고 공헌할 수 있는
우수한 전문 인력 양성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한 단계 높은 수준의 수의학 교육을 실시하여 전 세계적으로 인정받는
명문 수의과대학으로 발돋움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수의과대학
COLLEGE OF VETERINARY MEDICINE

수의예과

V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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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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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nkuk University

수의과대학

수의예과

교수진
이상목 | 수의생리학
정병현 | 수의내과학
김진석 | 수의독성학
장병준 | 수의조직학
김휘율 | 수의외과학
류영수 | 수의병리학
나승열 | 수의생리학
이중복 | 수의전염병학
박승용 | 수의면역학
정순욱 | 수의외과학
송창선 | 조류질병학
박희명 | 수의내과학
서정향 | 수의병리학
최농훈 | 수의공중보건학
이종환 | 수의해부학
최인수 | 수의전염병학
신호철 | 수의약리학
한진수 | 실험동물의학
최양규 | 실험동물의학
엄기동 | 수의방사선학 및
영상의학
김수현 | 분자면역학
임현정 | 발생내분비학
서건호 | 수의공중보건학
박종임 | 수의산과학
남상섭 | 수의해부학
도선희 | 수의임상병리학
강영선 | 선천성면역학
이정익 | 재생의학
이상원 | 수의미생물학
윤헌영 | 수의외과학

글로벌 시대를 선도하는
전문 수의학 인력 육성
우리 학과에서는 수의학도로서 지녀야 할 폭넓은 지식과 교양을 탐구하고, 본과에서 교육
받을 전공과목에 대한 전반적 기초지식을 함양한다. 동물의 질병을 진료, 치료하기 위한
수의기초학, 수의예방학 분야를 수강한 뒤 수의임상학을 공부한다. 동물을 대상으로 하는
수의임상 전반과 그와 관련된 학문 이론과 실제를 교육함으로써, 국내최고의 임상수의사
는 물론 의학, 약학, 공중보건학 등 관련 생명과학 연구 분야에 종사할 전문인력, 외래성
질병의 근원적인 차단을 맡게 할 전문검역 인력 양성을 목표로 하고 있다.

관련 자격 및 시험

교과과정 _ 학과 세부영역

수의사국가고시

수의예과

수의학도로서 지녀야 할 폭넓은 지식과 교양을 탐
구하고, 본과에서 교육받을 전공과목에 대한 전반
적 기초지식을 함양하는 것을 목표로 교육이 실
시된다.

수의학과

동물의 질병을 진료하고 치료할 수 있는 수의사
를 양성하기 위한 교육과정이다. 또한 훌륭한 실
력과 인격을 겸비한 수의학 분야의 지도자와 공중
보건학, 유전공학 및 생물공학과 연계된 수의학 분
야의 전문 연구인력을 배출하기 위한 교육도 함께
실시되고 있다.

학과 인재상
장래 희망이‘수의사’인 학생으로서 수의학을 전공할 수 있는 기초수학능력을
?
http://veterinary.konkuk.ac.kr/
02-450-3708

갖춘 학생,

동물과 사람 그리고 환경의 유기적인 건강의 가치를 이해하는

학생을 기다립니다.

Konkuk University

교과과정 _ 세부 커리큘럼

학과 프로그램

수의예과

평생사제동행프로그램‘생명사랑 길벗 함께’

1

학년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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멘토링 프로그램의 일환으로‘생명사랑 길벗 함께’(이하‘사랑 길벗’)
학년

1학기 | 경제원론학
생명과학개론 수의학개론
유전학, 화학의이해
전산과학, 진로설계1

1학기 | 동물영양학, 분자생물학
분자생물학실습, 동물복지
수의학과사회, 수생동물학
의료정보학, 세포생물학

2학기 | 동물학, 수의윤리학
유기화학, 의학영어
의학통계학, 진로설계2

2학기 | 수의미생물학1
수의미생물학1실습
수의면역학실습, 수의면역학
수의바이러스학
수의바이러스학실습, 수의발생학1
수의생화학1, 수의생화학실습
신경과학, 실험동물학개론

을 운영하고 있다. 재학생의 진로지도 및 상담을 통해 예비 수의사로서
의 진로결정에 도움을 준다. 입학 후 학생마다 멘토 교수가 지정되어,
본과 4학년까지 꾸준한 진로지도 및 상담이 진행된다.

수의과대학 특성화 장학제도
수의과대학 교수진과 동문들이 모여 만든 내리사랑 장학금과 지난
2011년 수의과대학 재학 중 사고로 유명을 달리한 故 유혜선 학생의 유
가족이 기탁한 장학금, 그리고 PRIDE선도학과로 선정되어 대학원생을
비롯하여 학부생에게 지급되는 PRIDE KU장학금이 있다.

본과4학년 현장실습 - 임상로테이션 프로그램
국제적 수준의 수의사 양성을 위한 임상교육 강화 필요성을 인지하고
2012년 교과과정을 개편하였다. 임상로테이션 과목의 비중을 높여 현

수의학과

1

학년

2

장 중심의 임상교육환경을 조성하였다. 부속동물병원 실습에 치중됐던
과거에 비해 학기 중 다양한 기관에서 실습을 진행하고 있다.
학년

1학기 | 수의대사생화학
수의대사생화학실습
수의생리학1, 수의생리학1실습
수의약리독성학입문
수의조직학1, 수의조직학1실습
수의해부학1, 수의해부학1실습
수의임상면역학
수의미생물학2
수의미생물학2실습

1학기 | 수의공중보건학1
수의공중보건학1실습
수의임상병리학1
수의임상병리학1실습
수의독성학, 수의독성학실습
수의병리학1, 수의병리학1실습
수의전염병학1, 실험동물학
어류질병학, 어류질병학실습
조류질병학1

2학기 | 수의발생학2
수의생리학2, 수의생리학2실습
수의신경해부학, 수의약리학
수의약리학실습, 수의조직학2
수의조직학2실습, 수의해부학2
수의해부학2실습
수의기생충학
수의기생충학실습

2학기 | 수의공중보건학2
수의공중보건학2실습
수의병리학2, 수의병리학2실습
수의임상병리학2
수의임상병리학2실습
수의전염병학2, 수의전염병학2실습
조류질병학2, 조류질병학실습
환경위생학, 실험동물의학
실험동물의학실습

학년

4

빈대 | 각종 세미나와 학술연구를 진행하는 학술 동아리이다.
동람 | 봉사동아리로, 유기견 보호소에서 지속적인 봉사활동 및 매년
애견한마당을 개최한다.

렁커스 | 루어낚시동아리이다.
울프팩 (야구) / 레드독 (축구) | SAP 소동물 임상 동아리. 정기적
인 세미나를 열고 소동물 임상에 대한 스터디를 진행한다.

개소리 | 정기적인 공연과 외부 대회에 활발하게 참여하는 풍물패동
아리이다.

화랑 (응원동아리) | 정기적인 공연과 외부 대회 활동에 참여한다.
제네바 | 정기적인 공연을 개최하고 외부 행사에 적극 참여하는 댄
스동아리이다.

학년

1학기 | 수의내과학1
수의내과학1실습, 수의방사선학
수의방사선학실습, 수의산과학1
수의산과학1실습, 수의외과학1
수의외과학1실습, 식품위생학

1학기 | 축산물및어패류검사론
임상로테이션1, 임상로테이션2
임상로테이션3, 수의임상세미나1
동물행동치료학, 야생동물의학
응용동물종합실습
수의공중보건위생실습

2학기 | 수의내과학2
수의내과학2실습, 수의산과학2
수의산과학2실습
수의영상의학
수의영상의학실습, 수의외과학
2수의외과학2실습

2학기 | 수의임상세미나2
임상로테이션4, 임상로테이션5
임상로테이션6, 수의학심화실습
수의법규, 동물병원경영학
수의임상영양학, 응급수의학
수의안과학, 수의치과학
수의피부학

뮤직바이러스 | 다양한 공연활동을 하고 있는 밴드 동아리이다.
오선지 | 음악에 대한 열정을 지닌 아카펠라 동아리로 다양한 공연
을 펼친다.

졸업 후 진로
임상수의사 | 반려동물, 산업동물, 특수동물
국가 연구직, 수의직 공무원 | 농림축산검역본부, 각 지방자치단체,
식품의약품안전처, 군 수의장교 등
약품, 사료, 식품업체 | 연구, 방역, 진료 업무

수의과대학

3

학생활동 _ 소모임

창조적인 역량과
자기개발,
미래의 고전
예술과 문화는 융합학문이며 예술적 창의력과 인문적 소양,
디자인적 감각과 감수성을 요구하는 매력적인 분야입니다.
우리는 지속적인 교육프로그램 개발과 연구를 기반으로 세계화를 주도하는
전문인을 양성하기 위해 오늘도 매진하고 있습니다.

예술디자인대학
COLLEGE OF ART AND DESIGN

커뮤니케이션디자인학과

리빙디자인학과

Department of Communication Design

Department of Living Design

산업디자인학과

현대미술학과

Department of Industrial Design

Department of Contemporary art

의상디자인학과

영화·애니메이션학과

Department of Apparel Design

Department of Film · Animation

COLLEGE OF
ART AND DESIGN

Konkuk University

예술디자인대학

커뮤니케이션
디자인학과

정보와 미디어 융합환경을
효과적으로 조율할 수 있는
창조적 디자이너 양성

DEPARTMENT OF
COMMUNICATION
DESIGN

우리 학과는 인간·문화·기술을 포함하는 다양한 분야의 폭넓은 이해를 바탕으로 미래
의 사회·문화적 흐름과 요구 등 환경변화에 적극적으로 대처하며, 이끌어 나갈 수 있는 인
재를 양성한다. 각종 미디어를 이용한 통합적 커뮤니케이션디자인의 이론교육 및 실습을
통하여 창조적인 사고능력과 혁신적 문제 해결능력을 기반으로, 창의적 전문성을 갖춘
유능한 커뮤니케이션 디자이너로 성장 할 수 있도록 교육한다.

교수진

관련 자격 및 시험

교과과정 _ 학과 세부영역

현용순 | Identity Design

교직이수를 통해

박성완 | Illustration

중등 정교사 자격 취득

그래픽
디자인

콘텐츠에 대한 이해를 중심으로 시각 커뮤니케이
션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과 첨단의 기술 습득을 통
한 창조적인 디자인 능력을 키운다.

김병진 | Visual Design
유우종 | Media Design

영상/미디
어디자인

김지윤 | Digital-Media Design
한창호 | Graphic Design

정보의 다양화와 미디어 융합 환경에 맞추어 실용
지식 및 기술을 습득하여 새로운 커뮤니케이션 디
자인 가능성을 실험한다.

최병일 | Digital Design

기타

예술·디자인 및 기획/마케팅 등의 커뮤니케이션디
자인에 필요한 기본 개념과 이론 그리고 실기 전반
을 습득하여 학문적 영역을 확장한다.

학과 인재상
?
http://kucd.net/
02-450-3786

커뮤니케이션디자인 분야에 호기심이 많은, 미래를

앞당기기 위한
창의적이고 혁신적인 마인드를 가진 멋진 학생을 기다립니다.

Konkuk Univers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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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과 프로그램
학술세미나

교수전시회

전공 관련 학술세미나를 1년에 1회 이상 개최하여 학생들에게 전공 분

매년 예술디자인대학 전체 교수전시회를 개최하여 작품을 통한 학생들

야의 시대적 흐름을 읽을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과의 교류를 유도한다.

디자인세미나 (VDP : Visiting Designers Program)

동아리 활동

각 분야에서 활발한 활동을 하고 있는 국내·외 전문 디자이너를 초빙하

동아리들은 작품 발표회를 통하여 자유롭고 실험적인 작품들을 제작·

여 세미나 및 워크숍 등을 진행하고, 최신 디자인 경향과 기술 및 특수

전시하고, 대학은 이를 적극적으로 지원한다.

분야의 전문지식을 습득한다.

과제전
학기 중에 진행된 작품들을 전시함으로써 수업내용을 공유하고 학생들
의 작품 비평능력을 향상시킨다.

교과과정 _ 세부 커리큘럼

1

학년

학생활동 _ 소모임

2

학생회
커뮤니케이션디자인학과 학생회는 학생들의 목소리를 대변한다. 격주
학년

1학기 |
기초디자인1
색채와디자인, 디자인론
스토리텔링
디지털조형1

1학기 |
그래픽디자인1
타이포그래피1,
사진과디자인, 3D그래픽스
미디어디자인1

2학기 |
기초디자인2
문자디자인
디자인과문화
조형과사고
디지털조형2

2학기 |
그래픽디자인2
타이포그래피2
3D그래픽스2
미디어디자인2
인터페이스디자인

로‘위끌리 뒤깐느’라는 소식지를 제작해 소통에 힘쓰고 있다.

깸
모션그래픽 동아리인 깸은 각 장르가 갖고 있는 가능성에 흥미를 느낀
학생들이 함께 공부하기 위해 모이게 된 동아리이다. 지속적인 실험적
작업을 통해 매년 2차례 이상의 전시회를 추진한다.

소모임
타이포그래피에 관심 있는 학생들이 모인 동아리로 서체에 대한 공부,
활용연습을 통한 포스터, 책자 제작 등의 작업물을 제작하며 꾸준한 실
험을 하고 있다.

피버
웹디자인, 미디어아트, UX/UI 등 다양한 인터랙션디자인을 탐구하고 실

3

학년

소통할 수 있는 작업을 즐겨한다.
학년

1학기 |
비주얼디자인스튜디오1
인포메이션디자인스튜디오1
디자인세미나
미디어디자인스튜디오1
영상디자인스튜디오1

졸업 후 진로
·광고대행사/출판사/인터페이스 관련 전문회사/게임개발회사
애니메이션 제작회사/캐릭터디자인 전문회사 등
·일반 기업 기획, 홍보실 및 디자인실

2학기 |
광고디자인
패키지디자인
에디토리얼디자인
혼합미디어디자인
모션그래픽스2

2학기 |
비주얼디자인스튜디오2
인포메이션디자인스튜디오2
미디어디자인스튜디오2
영상디자인스튜디오2

·그래픽디자인 회사/편집 및 북 디자인 전문회사
아이덴티티 전문회사/패키지디자인 전문회사/
웹디자인 전문회사/서체디자인
·각종 멀티미디어 콘텐츠 개발회사/온·오프라인 방송국
CF제작 및 영상제작 전문회사
·일러스트레이터/교원/교수 등

예술디자인대학

1학기 |
비주얼커뮤니케이션디자인
아이덴티티디자인
크리에이티브일러스트레이션
디자인마케팅
인터랙션디자인
모션그래픽스1

4

험하는 동아리이다. 아두이노와 프로세싱 프로그램을 사용하여 관객과

예술디자인대학

산업디자인
학과

전문성을 극대화하고
유기적 연계 역할을 할 수 있는
능력 개발

DEPARTMENT OF
INDUSTRIAL DESIGN

제품ㆍ환경ㆍ디자인문화ㆍ사용자 경험에 관한 디자인의 역사와 문화적 맥락, 새로운 테크
놀로지와 미디어의 가능성에 대한 탐구, 그리고 창조적 디자인에 대한 끊임없는 연구를
통해 사회에 기여할 수 있는 디자인 인재를 양성하는데 그 목표를 두고 있다. 디자인 각
영역의 전문성을 극대화하면서 인간과 사회, 기술, 철학, 문화에 대한 폭넓은 교양교육과
전공교육의 유기적인 연계를 통해 사회적 역할을 수행 할 수 있는 전문성과 창의성을 겸
비한 디자이너 양성을 위해 교육하고 있다.

교수진

세부 디자인 영역을 개방적으로 교차하는
통합화된 디자인 교육모델

맹형재 | 제품디자인

본 학과에서는 디자인 이론 및 실기, 다양한 미디어를 다루기 위한

정강화 | 제품환경디자인

실습 등 균형 있고 심도 깊은 교육 프로그램을 통해 유능한 예비 디

오창섭 | 디자인

자이너들을 교육하고 있다. 특히 디자인 각 영역의 전문성을 극대화

강성중 | 디자인

하면서, 동시에 세부 디자인 영역을 개방적으로 교차하는 통합화된
디자인 교육모델로 교육의 효과를 높여 나간다.

세계적으로 입증된 산업디자인학과
디자이너의 무한한 상상력은 어디서든, 또 언제든 현실이 될 수 있
다. 본 학과 소속 재학생들은 예비 디자이너로서, 사람과 사회 그리
고 기술, 철학, 문화 등에 대한 폭넓은 교양교육과 전공교육의 유기
적인 연계를 통해 전문성과 창의성을 겸비하도록 교육받는다.

학과 인재상
일상생활의 사물과 공간에 대한 관심과 그에 관한 감각을 가지고 있으며, 독창적이고
창의적인 디자인을 하고자 하는 학생들을 기다립니다.

?
http://designid.konkuk.ac.kr
02-450-4295

능동적인 학과생활을 통해 글로벌 인재가 되고자 하는 학생들
우리 학과로 오세요!

Konkuk Univers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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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과 프로그램
멤버쉽 트레이닝 (MT)
커뮤니케이션학과와 함께 매년 연합 MT를 진행하며 디자인 교류 및 협
동심을 배우는 기회를 제공한다.

워크샵 (Workshop)
산업디자인학과 학생들을 대상으로 1박 2일 워크샵을 진행한다. 선후배
간 토론의 장이 펼쳐지고, 이를 통해 결속력을 갖는다.

학생활동 _ 소모임

교과과정 _ 세부 커리큘럼

1

학년

2

두번째 손가락의 예술
자동차에 관한 디자인을 연구하는 동아리로, 전반적인 스케치와 컴퓨터
학년

3D 렌더링, 테이프 드로잉, 클레이 모델링, 디지털 모델링, 컬러와 재질
에 관한 디자인을 연구하는 동아리이다.

1학기 |
4D 조형 실습1
디자인 시각화1
디지털 디자인1
기능 조형 디자인1
디자인 읽기와 쓰기1

1학기 |
공간구성1, UI 디자인
디자인 프로덕트1
디자인과 지식 재산권
디자인사

ADD
제품디자인에 관심 있는 사람들이 모여 아이디어 도출부터 3D 모델링
과 실제 목업까지 선후배간 토의와 교류를 통해 개인의 역량을 이끌어
내는 프로그램을 진행한다. 개인 포트폴리오 정비 이외에 팀을 구성하
여 각종 공모전에 지원하며, 교외 활동에도 적극적으로 참가하고 있다.

2학기 |
4D 조형 실습2
디자인 시각화2
디지털 디자인2
기능 조형 디자인2
디자인 읽기와 쓰기2

3

학년

2학기 |
공간구성2
UI프로토타이핑
디자인 프로덕트2
디자인과 브랜드 전략
디자인이슈

4

CARDIC
전문 사진 동아리로, 주 1회 정기 모임을 통해 출사지 선정 및 촬영에
관한 회의를 진행하고 있다. 또한 정기적인 사진 전시 활동을 하며 친
목도모에 앞장서고 있다.

학년

1학기 |
공간 디자인 스튜디오1
UX 디자인 스튜디오1
퓨처 디자인 스튜디오1
산업 디자인 세미나
디자인 문화 프로젝트

2학기 |
공간 연출 디자인2
UX 디자인 워크샵
디자인 프로덕트4
디자이너 메이커2
디자인 문화 기획

2학기 |
공간 디자인 스튜디오2
UX 디자인 스튜디오2
퓨처 디자인 스튜디오2
디자인 문화 프로젝트2

졸업 후 진로
대기업 | 디자인연구소 기업체 개발실, 디자인실
디자인 전문회사 | 산업, 환경, 공공, 전시, 인테리어 디자인
디자인 비즈니스 창업
디자인 출판사 및 스튜디오 창업
교원, 교수 등

예술디자인대학

1학기 |
공간 연출 디자인1
UX 디자인
디자인 프로덕트3
디자이너 메이커1
디자인 문화 리서치

예술디자인대학

의상디자인
학과

패션산업 전반을
탐색하며 국가 패션산업의
기둥으로 활동

DEPARTMENT OF
APPAREL DESIGN

우리 학과는 인간, 의복, 환경의 관계를 예술적, 사회과학적, 자연과학적으로 연구하고습
득함으로써 패션 비즈니스 업계에 필요한 유능한 패션 전문인 양성을 목표로 한다. 특히
패션 산업체의 실무에 필요한 교육으로 산업체 실무자를 초빙한 수업과 인턴십 수업을
포함한 내실 있는 커리큘럼을 구성하고 있다.

교수진

교과과정 _ 학과 세부영역

박명희 | 의복디자인

의복디자인

김효숙 | 의상학

의복구성

이순재 | 의복디자인

패션마케팅

황진숙 | 패션마케팅, 유통

패션드로잉

고현진 | 복식미학

패션사, 패션 소재 등
관련 이론

이소영 | 디자인 및 구성

학과 프로그램

PLAN6
PLAN6는 의상디자인학과 학생들이 창업한 패션브랜드이다. 2013
년 9월 현대백화점 목동점 팝업 스토어 입점을 시작으로 2013년
11월 현대백화점 신촌점 팝업 스토어 입점, 2014년 4월 명동 눈 스
퀘어(Noonsquare Level 5) 단독매장 입점, 2014 FW 간사이 콜렉
션 참가, 2014 paris‘Who’s Next’2014 F/W 및 2015 S/S 참가
등 학생활동을 뛰어넘은 활발한 활동을 보여주고 있다.

학과 인재상
?
http://apparel.konkuk.ac.kr
02-450-3779

패션디자인, 비즈니스에 관심이 있고 활동적인 사회성과 근성,

창조적인 패션 감각을 가진 학생이라면 도전하세요.

Konkuk University

학생활동 _ 소모임

교과과정 _ 세부 커리큘럼

1

학년

136 _ 137

2

감 (GAM)
GAM은 건국대학교 의상디자인학과의 대표 동아리이다. 옷을 만들거
학년

나 패션 콘테스트에 참여하는 등 수업시간 외에 할 수 있는 다양한 활
동을 한다. 또한 수업 이외에 직접 주제를 선정하여 자발적인 전시활동

1학기 |
의복구성1
표현연습
패션비지니스탐색
CAD

1학기 |
의복구성3, 입체구성1
패션드로잉1
의복디자인1
패션소품디자인
패션마케팅

도 수행하고 있다.

프로젝트 터치 (PROJECT TOUCH)
프로젝트 터치는‘우리의 작은 손으로 당신의 희망을 터치합니다’라
는 슬로건으로 의상디자인학과 학생들이 만든 재능기부 동아리이다.
노인용 방한복 및 청각장애인용 연주단복 등을 제작 기부하는 등 나

2학기 |
의복구성2
패션컬러실습
패션과문화
패션소재개발

3

학년

1학기 |
창작의상, 테일러링
패션리테일링
패션소재기획및관리
의상CAD

2학기 |
입체구성2, 패션드로잉2
의복디자인2, 의상심리학
서양복식사, 한국복식사
직물학

4

눔을 실천한다.

학년

1학기 |
비쥬얼머천다이징
패션스튜디오2
패션실무의이해1

졸업 후 진로
패션 브랜드 소재팀, 원단업체 소재 디자이너

2학기 |
산업패턴, 패션스튜디오1
한국의복구성
패션머천다이징실무
20세기패션사

2학기 |
글로벌패션마케팅
패션포트폴리오
패션실무영어
패션실무의이해2

유통 및 판매 | 유통업계 및 패션 브랜드 MD, 바이어, VMD,
광고 및 홍보팀 매니저
무역업무 | 섬유/의류 무역회사 R&D팀, 영업팀의 MD, MR,
테크니컬 디자이너
패션 정보 | 트렌드 정보 분석 전문가, 섬유패션 전문지 기자,
에디터, 스타일리스트
학계 | 교수 및 강사, 의류 관련 연구소 연구원

예술디자인대학

디자이너 | 패션 브랜드 우븐, 니트, 액세서리 디자이너/

예술디자인대학

리빙디자인
학과

다양한 재료와 제품,
디자인과 공예, 아트 장르의
융복합을 연구하는
통합디자인 학문

DEPARTMENT OF
LIVING DESIGN

우리 학과는 생활 문화를 풍요롭게 하기 위해 주거(住居) 공간과 신변(身邊) 장식에 적용
되는 다양한 재료와 제품, 디자인과 공예, 아트 장르의 융복합을 연구하는 통합디자인의
한 분야로써, 라이프스타일 전반의 이슈를 다루며 시대적 가치를 반영한 고부가가치 콘
텐츠와 생활 제품디자인을 연구한다. 리빙디자인에 적용되는 주요 매체(금속, 도자, 섬유)
를 기반으로, 다양한 재료(나무, 가죽 및 신소재 등)와 기법의 학제적 접근에 기초한 폭넓
은 조형교육을 통해 생활 속에서의 조형적 가치를 실현할 수 있는 창의적이고 전문적인
리빙디자이너 및 디렉터 양성을 목표로 하고 있다.

교수진

관련 자격 및 시험

임선희 | 예술이론

교직이수를 통해

남화경 | 금속공예

중등 정교사 자격 취득

학과 프로그램
전공분야 관련
아트/디자인 페어
기획과 참가

김선미 | 텍스타일 디자인
이필하 | 염색 및 섬유조형
김성달 | 텍스타일 디자인

산학협동 프로그램
참여를 통한
현장실무 습득

이하린 | 도자예술

전국규모의
공모전의 활발한
참여와 수상

인턴십 프로그램
적극 참여

학과 인재상
우리의 생활과 삶을 아름답게 만들고자 다양한 재료로 본인만의
?
02-450-4296/3793

창조적인 결과물을 만들고 싶은 학생들은 리빙디자인학과에서
그 꿈을 이루길 바랍니다.

Konkuk Univers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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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과과정 _ 학과 세부영역

학생활동 _ 소모임

최근 들어, 소비자의 수요가 급증하고 있는 리빙디자인에 적용된 다양한

금속공예 동아리<스튜디오 데이지>, 전국대학 도자전공 동아리<C+>, 텍

주요 매체들(금속, 도자, 섬유 등)과 제작 기법의 심화, 융복합적인 폭넓

스타일 동아리 <땀> 등 각 매체별로 다양한 동아리 운영을 통해 학생들

은 조형교육과 함께 리빙디자인 실무와 트렌드, 기획에 대해 학습한다.

이 다양한 매체에 대한 심화적이고 전문적인 교외활동 또는 창업을 기
획할 수 있도록 장려하고 있다.

교과과정 _ 세부 커리큘럼

1

학년

지정교양
공동 실기 및 이론

졸업 후 진로

2

디자인 분야 |
리빙디자이너, 생활용품디자이너, 텍스타일디자이너,
학년

메탈/주얼리디자이너, 세라믹디자이너, 홈데코디자이너,
패션/인테리어 액세서리디자이너, 산업소재디자이너,

전공선택
전공 기초 실기 및 이론

표면장식디자이너, 테이블웨어 디자이너, 퍼니처 디자이너 등
공예/예술 분야 |
금속공예가, 도예가, 섬유공예가, 리빙아티스트 등

3

학년

전공선택
전공 심화 실기 및 이론

4

리빙디자인 관련 기업 디렉터, MD, 무역전문가 등
학년

졸업작품전 프로젝트

리빙코디네이터, 리빙스타일리스트, 칼라리스트, VMD,
리빙트렌드 기획 및 분석전문가, 에디터, 학계 전문가 등

예술디자인대학

비즈니스 분야 |

예술디자인대학

현대
미술학과

늘 새로운 시대와
만나고 있는 현대 시각예술
작품 제작과 탐구

DEPARTMENT OF
CONTEMPORARY ART

새로운 시대와 만나고 있는 현대 시각예술 작품 제작과 탐구를 통해 인간의 정신적·육
체적·감성적 표현방식들을 연구한다. 또한 동시대 세계현대미술의 흐름 속에서 첨단의
전문적인 미술 전반을 훈련하는데 그 목적을 두고 있다. 저명한 작가와 미술이론가 등 활
발한 현업 활동을 펼치는 다수의 교수진으로부터 주요한 미술의 흐름과 현대미술의 시각
언어를 실습한다. 이러한 과정들은 현대 시각예술에 관한 작품제작과 그 역사적, 학문적
인 탐구의 종합에 중점을 두고 있으며, 졸업 후 학생들은 현대미술에 대한 보다 깊이 있
는 이해를 하게 될 것이다.

교수진

교과과정 _ 학과 세부영역
평면
Painting

문 범 | 회화
구자영 | Fine Art New Forms

시대의 첨단적 감성으로 접근해야만 만날 수 있는
이미지와 기호의 진정한 담론을 평면예술이라는 관
점에서 새롭게 창조해낼 수 있는 작품을 연구한다.

박지훈 | Visual Arts
서용돈 | 사진

입체
Sculpture

일상적 환경을 중요한 테마로 삼고, 그것을 새로운
조각 (The New Sculpture)으로 표현하며 현실화시
키는데 역점을 둔다.

매체
Media Art

현재의 디지털시대에서 이미지(Image)와 기호
(Sign)가 갖는 모종의 권력을 예술의 이름으로 재
해석하며 방법론을 다양하게 연구한다.

학과 인재상
?
contemporaryart.konkuk.ac.kr
02-2049-6013

예술적 영감이 충만한 학생
그 역량을 펼칠 수 있도록 우리가 바탕이 되겠습니다.

Konkuk Univers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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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과 프로그램
세미나 및 워크숍

교내 및 교외 단체전

전공과 관련된 명강사들을 초빙, 새로운 재료 실습 워크숍 등을 통해

매 학기 과제전에서 우수한 작품을 선정, 학기 초에 전공과정 가운데 가

학생들에게 폭넓은 지식 소양의 기회를 제공한다. 아울러 국내·외 예

장 대표적인 교내 단체전을 개최한다. 또한 과제전에 출품된 우수한 작

술 활동이 활발한 연구소, 미술대학 등과 상호방문 및 교류를 갖는다.

품들을 선정해 인사동에 위치한 전문 화랑에서 교외 단체전을 개최함
으로써, 학생들은 미술계에 직접적으로 노출될 수 있는 기회를 갖는다.

과제전
매 학기 말 1, 2, 3학년 학생들의 과제작품 전시회를 통해 창의성 계발

학술 답사

을 도모하고 작가로서의 자질을 키운다.

본 전공과정의 재학생들에게 현대미술과 관련해 비엔날레 및 문화탐
방 등의 다각적인 프로그램 참여를 통한 예술적 소양과 견문을 넓히
도록 하고 있다.

교과과정 _ 세부 커리큘럼

1

학년

1학기 |
드로잉1
디지털워크샵1
입체기초1
텍스트와 상상력
미술현장론

2학기 |
드로잉2
디지털워크샵2
입체기초2

3

학년

2008 ~

매년 학부 졸업전시 개최

2009 ~

매학기 학부 과제전 개최

2009 ~

매학기 학부 교내 [POSITIONS] 전 개최

1학기 |
현대철학의 이해, 사진1
현대미술사
Rock음악의 이해
디지털 이미지 1, 입체일반1
평면일반1
하드웨어 스튜디오1

2010 ~

매학기 대학원 [REVIEW] 전 개최

2학기 |
건축미학, 미술비평
디지털편집, 사진 2
입체일반2, 평면일반 2
하드웨어스튜디오2

2010 ~

2

4

학년

2010 ~ 2013 [한경건] 전
(한성대, 경원대, 건국대 대학원생 교류전) 개최

2010

[부모님전상화] 전
(한성대, 건국대 학부생 교류전) 개최
매년 인사동 [POSITIONS] 전
(학부생 및 졸업생 참가) 개최

2011 ~

매년 인사동 [MODEL] 전
대학원생 및 졸업생 참가) 개최

학년

1학기 |
평면세미나1
디지털세미나1
입체세미나1

졸업 후 진로
고급 미술교육자
공공미술관련 제작 및 컨설턴트
이미지 컨설턴트
특수효과 및 특수분장 전문가

2학기 |
AVID고급편집
상호작용매체
새로운평면2
스페셜이펙트
하드매터리얼

2학기 |
평면세미나2
디지털세미나2
입체세미나2

공간연출 및 디스플레이 관련 산업 전문가
도시디자인 관련 영상설치 전문가
무대미술가
테마파크설계사
Web PD
영상편집 및 연출가

예술디자인대학

1학기 |
이미지월드
새로운평면1
소프트매터리얼
웹비디오
인스탈레이션
인터액티브미디어

학생활동 _ 소모임

예술디자인대학

영화·
애니메이션
학과

미래지향적인
다양성과 잠재력을
창작 매개체로 확장

DEPARTMENT OF
FILM·ANIMATION

영화·애니메이션학과에서는 영상이라는 큰 범주를 다루는데, 영상분야의 큰 축인 이미
지를 다루는‘애니메이션’과 실사를 다루는‘영화’를 축으로 창작 형식을 연구한다. 학
생 개개인의 개성과 비전을 중시하며 끊임없는 실험정신을 바탕으로 미래지향적인 다양
성과 잠재력을 창작의 매개체로 확장하도록 함과 동시에 인간에 대한 감성적 이해와 세
계에 대한 성찰, 상상력을 요구한다. 또한 학생 개개인이 프로덕션의 주체가 되어 제작을
해봄으로써 근원적인 접근을 통해 기본기를 충실히 기르고 그 위에 전공을 심화하는 교
육을 통하여 창작자로 성장할 수 있도록 교육한다.

교수진

학과 프로그램

안종혁 | 실험애니메이션
전공분야 관련
영화제 참가

신지호 | 영상
박상현 | 디지털미디어
최승원 | 실험애니메이션
송기형 | 영화사

전국규모의
영화제 및 공모전의
활발한
참여와 수상

산학협동 프로그램
참여를 통한
현장실무 습득

홍상수 | 영화학
송낙원 | 영화연출
조성덕 | 영화연기

인턴십 프로그램
적극 참여

학과 인재상
영상분야에서 다양한 경험을 쌓기 원하고 영상분야의 문화를 창작하고자 하는 학생들,
끈기와 용기로 미래를 개척하고자 하는 학생들,
?
02-2049-6072/6094

애니메이션, 영화분야에서 꿈을 이루고자 하는 학생들,
모두 우리 학과에서 그 꿈을 이루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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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과과정 _ 학과 세부영역

학생활동 _ 소모임

21세기의 중심축인 문화산업 중 영상분야의 전문지식인을 배출을 목표

영화제를 중심으로 학생들의 제작참여와 경험을 쌓아가고 장려한다.

로 한다. 영상의 주요한 애니메이션, 영화 분야의 전문적이고 실습 위주

애니메이션 영화제 | 2015년 10월 23일 - 10월 24일

의 제작 교육과 이를 이끌어주는 이론에 대하여 학습한다.

영화 영화제 | 2016. 1월 ~ 2월 중

교과과정 _ 세부 커리큘럼

졸업 후 진로

1

학년

지정교양
공동 실기 및 이론

2

기획/연출/제작 |
각종 콘텐츠 산업 기획자
학년

애니메이션 |
애니메이션 기획, 컨셉 아티스트, 캐릭터디자인, 스토리보드,

전공선택
전공 기초 실기 및 이론

레이아웃 디자인, 뉴미디어 콘텐츠, 디지털영상 콘텐츠,
독립애니메이션 작가, 독립 영상작가
영화 |

3

학년

전공선택
전공 심화 실기 및 이론

4

작가, 배우, 연예인
학년

애니메이션, 영화 프로젝트

특수효과 |
영화, 게임 특수효과
방송국 OAP, CG, 광송 영상 제작

예술디자인대학

영화감독, 조명감독, 영화 미술팀, 영화프로듀서, 영화사, 방송국,

미래형 교육관의
전문지식,
가치의 깊이
우리는 현장중심 교육체계를 통하여 지식기반사회를 선도할 수 있는
중등교육지도자를 양성합니다. 또한 21세기 지식기반 사회에서 요구하는
인성과 창의성, 학문과 교과지도 능력을 겸비한 교육전문가를 꿈꾸며
전력 질주하고 있는 학생들의 목표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사범대학
COLLEGE OF EDUCATION

일어교육과

음악교육과

Department of Japanese Language Education

Department of Music Education

수학교육과

교육공학과

Department of Mathematics Education

Department of Education Technology

체육교육과

영어교육과

Department of Physical Education

Department of English Education

COLLEGE OF
EDUCATION

Konkuk University

사범대학

일어교육과

일본어, 일본어교육, 일본어학
일본문학, 일본학에 대한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이해와 연구

DEPARTMENT OF
JAPANESE LANGUAGE
EDUCATION

일본어교육학의 주요 영역에 대한 폭 넓고 깊이 있는 학습을 통해서 전문성과 교육자적

교수진

자질을 갖춘 중등학교 일본어교사를 양성하고, 일본 문학과 문화 및 역사 등에 대한 균형
있는 학습을 통한 실무 능력을 갖춘 일본 전문가 양성을 목표로 한다.

관련 자격 및 시험

교과과정 _ 학과 세부영역

박종명 | 일본근대문학

중등 정교사 자격(일본어) 취득

일본어

조남덕 | 일본어학

일본어능력시험(JLPT, JPT)

민광준 | 음성학·일본어교육학

비즈니스일본어능력테스트

신인섭 | 일본근현대문학

(BJT)

오현정 | 일본어문법론

일본어 말하기 시험(SJPT)

이현영 | 일본고전문학·일본문화

일본유학시험(EJU)

일본어 강독, 일본어 회화, 일본어 작문 등의 과목
을 통해 일본어 능력(말하기, 듣기, 읽기, 쓰기)을
종합적으로 향상시킨다.

일본어학

일본어학개론, 일본어문법론, 한국어·일본어 대조
등의 과목을 통해 일본어의 언어적 특성을 이해하
고, 한국어와의 차이점과 공통점을 체계적으로 이
해하여 일본어 교육에 활용할 수 있다.

박삼헌 | 일본사·일본문화
오타 요시에 | 일본어교육학

일본어
교육학

일본어교육론, 일본어교재연구 및 지도법, ICT활
용 일본어교육 등의 과목을 통해 중고등학교 일본
어교육에 필요한 이론과 구체적인 방법을 배운다.

일본문학

일본문학개론, 일본문학과 영상문학, 근현대문학
세계의 이해 등의 과목을 통해, 일본인의 삶과 사
고 방식 및 그 특성에 대해 이해할 수 있다.

일본문화

일본사회와 문화, 일본학의 이해, 일본문화교육론
등의 과목을 통해 일본사회와 문화 및 국가의 특성
을 객관적으로 이해할 수 있다.

학과 인재상
일본어와 일본문화에 대한 적극적인 관심과 자기 주도적 학습의욕을
?
http://japan.konkuk.ac.kr
02-450-3803

갖고 있고, 한국과 일본의 문화 교류와 언어 교육, 다문화의 이해 및 상생 발전에
능동적으로 기여할 수 있는 창의적인 학생들을 기다립니다.

Konkuk Univers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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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과 프로그램
학생지원프로그램

중등교사 임용시험 특강 및 일본어교육 워크숍 | 임용시험 준

학업지도와 지원, 일본문화의 이해와 체험, 진로지도와 취업지원, 국제

비를 위한 특강과 일본어교육 워크숍(발음교육, 교재작성 및 분석, ICT

교류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활용 등)을 실시한다.

학업지도와 지원 | 학업계획 수립, 전공 학습 전략 등에 대해서 선배와

일본어 스피치 대회 | 재학생의 일본어 능력 향상과 학습 동기 부여

후배의 멘토-멘티 제도를 운영한다.
일본문화의 이해와 체험 | 다도 시연회, 기모노 체험, 라쿠고 공연 등 일

를 위해서 일본어 스피치대회를 실시한다.

본 문화를 이해하고 직접 체험할 수 있다.

전국 대학생 일본어 연극대회 및 디베이트 대회 참가 | 전국

진로지도와 취업 지원 | 취업 준비를 위한 특강(모의 면접, 비즈니스 문

단위의 각종 대회에 참가하여 학생들의 학습동기를 강화하고 자기주도

서의 작성과 활용, 비즈니스 회화 능력 등)을 실시한다.

적 능력 개발을 지원하고 있다.

국제교류 | 다문화 이해와 소통을 위한 국제교류(학생 교류, 초청 강연

상담 및 지도 교수 제도 운영 | 입학과 동시에 상담 및 지도 교수를

등)를 실시한다.

지정하여, 졸업까지 학업과 취업 준비를 지원하고 있다.

교과과정 _ 세부 커리큘럼

학생활동 _ 소모임

1

학년

2

일본어 원어연극 공연
기초부터 시작하는 연기 연습, 홍보 및 포스터 제작을 포함한 기획, 무
학년

대 제작과 수많은 관객들 앞에서의 공연까지 학생들 스스로의 힘으로
이루어낸다. 1981년 제 1회 공연을 시작으로 어느새 35년을 이어온 원

1학기 |
일본사회와 문화
일본어강독1
일본어강독2

1학기 |
일본문학개론
일본어학개론
일본어음성교육론
일본어작문1
일본어회화1

어연극은 일어교육과 재학생과 동문이 하나가 되는 소통의 장이다. 일
본어능력 향상은 물론 전국 대학생 일본어 연극대회 참가 등을 통해 타
대학 학생들과 교류할 수 있다.

일본어 토론 동아리 (日本語ディベート部)
동아리 활동을 통해 일본어능력을 보다 높게, 보다 튼튼하게, 보다 크

2학기 |
일본어강독3
일본어강독4
일본역사의 이해

3

학년

1학기 |
실용일본어강독
일본근현대문학세계의 이해
일본문화교육론
일본어어휘의미의 세계

2학기 |
일본어교육론
일본어문법과 표현
일본어작문2
일본어회화2
일본현대소설읽기

4

학년

1학기 |
실용일본어회화
일본문학과 영상문화
일본어교수법

게 향상시킬 수 있다. 상대방의 의견을 경청하고, 요약하는 힘, 조사 결
과를 논리적으로 작성하고 발표하는 힘, 다양한 텍스트를 분석적으로
독해할 수 있는 힘, 비판적 사고 능력과 함께 리더십을 키울 수 있다.

졸업 후 진로
교육계 | 중고등학교 교사, 학원 강사 등
학계 및 연구기관 | 교수, 연구원 등
언론계 | 신문사, 방송사 기자 등
기업체 | 무역, 관광, 통번역, 영업 등
공무원 | 교육공무원, 행정공무원 등
졸업생 진로 통계

2학기 |
일본어논리 및 논술
ICT활용 일본어교육
일본학의 이해

중등학교 일본어교사
대기업 및 공기업
일반 기업
관광 및 무역 관련 기업
교육 관련 기업
일본계 기업
기타

34%
13%
10%
10%
8%
9%
16%

사범대학

2학기 |
실용일본어작문
일본어교재연구 및 지도법
일본전통문학세계의 발견
한국어 일본어 대조연구

사범대학

수학교육과

철저한 교과과정 운용을 통해
수학의 이해를 돕는 인재 양성

DEPARTMENT OF
MATHEMATICS
EDUCATION

우리 학과는 졸업생들이 중·고등학교 수학교사로 진출할 수 있는 길을 적극적으로 모색
하고 있으며, 이를 위해 재학생들에 대한 지원과 생활지도에 최선의 노력을 기울인다. 대
부분의 졸업생들은 임용고시와 공채를 통해 중등학교의 수학교사로 임용된다. 첨단의 교
육기자재를 활용한 전용강의실, 매체제작실, 전산실습실 등을 각각 운영하는 등, 수학 교
육을 효율적으로 실시할 수 있는 제반 교육환경을 갖추고 있다. 아울러 창의적이고 발전
적인 교육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정보화 사회에 선도적 역할을 담당하는 교육자를 양성하
는 미래지향적인 학과이다.

교수진
최상기 | 대수학

관련 자격 및 시험
중등 정교사 자격(수학) 취득

장경윤 | 수학교육학
문명호 | 위상수학
홍진곤 | 수학교육학
김석진 | 조합론

학과 인재상
장래 희망이 중등수학교사인 학생으로서
?
http://mathedu.konkuk.ac.kr/
02-450-3812

탐구심이 높고 수학에 관심이 있는 학생은
우리 학과에서 희망을 이룰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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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과 프로그램
높은 임용고시 합격률

우수한 교수진과 소그룹 지도교수제

최근 3년 동안 2012년 18명, 2013년 17명, 그리고 2014년에 11명이

수학교육과 교수진은 수학교육학 및 수학전공 각 분야의 유능한 5명의

각각 임용고시에 합격하였다. 일반적으로 임용고시 경쟁률이 20대 1이

교수님들로 구성되어 있어, 학생들을 훌륭한 수학교사로 양성하기 위해

넘는 상황에서 이것은 매우 높은 합격률이다. 또한 다수의 졸업생들이

부족함 없이 교육하고 있다. 특히 타 대학 수학교육과에 비해 교수:학생

사립학교에 임용되어 학생들을 가르치고 있다.

비율이 낮아 내실 있는 교육이 이루어진다. 학년별 5명 내외의 지도교
수제를 실시, 학생들에 대한 교육과 졸업 후 진로에 대한 깊이 있는 상
담을 진행하는 등 학생지도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

교과과정 _ 세부 커리큘럼

1

학년

1학기 |
수학및매스매티카실습1
집합론
행렬과벡터공간

학생활동 _ 소모임

2

학술제
매년 2학기에 개최하는 1년 동안의 학술활동을 소개하는 모임이다. 활
학년

1학기 |
수학교육론
해석학1
미분방정식
조합및그래프이론
기초통계학2

동에 대한 활발한 토론을 펼친 후 학술지를 발간한다.

수교연
수학교육연구회의 줄임말로, 수학을 어떻게 배워야 하며 또 어떻게 가
르쳐야 하는지 연구하고 토론하는 모임이다.

한솥밥
매주 목요일 전산실에 모여‘책 대거리’,‘생각 모으기’등의 활동을

2학기 |
기하학일반
선형대수학
수학교육방법및공학
수학및매스매티카실습2

2학기 |
복소해석학1
수학학습심리학
정수론, 중등기하교육
해석학2, 기호와논리

하고 친목을 도모한다.

교문연
교육문제연구회의 약자이다. 같이 연구하고 토론하면서 그 외 교육적
인 여러 가지 활동을 하는 등, 교육에 대한 공유를 목적으로 만들어
진 모임이다.

3

학년

4

학년

1학기 |
수학논리및논술
미분기하학2
수학사
중등대수교육2
해석학특강1

2학기 |
수학교재연구및지도법
미분기하학1
위상수학2
중등대수교육1

2학기 |
교직수학
해석학특강2
확률및통계

졸업 후 진로
교육계 | 중등교사
학계 및 연구기관 | 교수, 연구원
금융계 | 영업 및 기타 관리부서
일반 기업 | 경영, 회계 사무관련 및 기타 부서

사범대학

1학기 |
위상수학1
현대대수학
복소해석학2
수학교육과정
수학교육평가

사범대학

체육교육과

사회변화를 주도할 수 있는
체육 전문인 양성

DEPARTMENT OF
PHYSICAL
EDUCATION

체육교육과는 덕성과 능력이 풍부한 중등학교 체육교원의 양성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이
와 함께 운동건강전문가, 체육지도자, 스포츠과학자 등 다양한 체육 전문직에 종사할 수
있도록 유능한 자질을 갖춘 전문인력 육성을 도모한다. 체육교육과는 학교의 교훈인‘성,
신, 의’를 바탕으로 정규 학과교육과정, 자율적인 학생회 및 클럽활동, 진로 관련 프로그
램 등을 통해 올바른 체육인으로 성장해 나가고자 한다.

교수진

관련 자격 및 시험

교과과정 _ 학과 세부영역

소재무 | 운동역학(골프)

중등 정교사 자격(체육) 취득

체육교육론

김원중 | 운동생리학(배구)

생활체육지도자

들을 이해하고, 그것을 현장에서 실천하는 구체적

임기원 | 스포츠영양학

(모든 종목 가능)

인 방법들을 살펴본다.

권택용 | 스포츠 심리학

경기지도자(모든 종목 가능)

최영래 | 스포츠 사회학

라이프가드(대한적십자회)

허영진 | 스포츠 경영학

기타 스포츠관련자격증

박종훈 | 운동생화학

한국사(3급부터 가능)

박경석 | 스포츠 교육학

토익/토플

체육교재
연구
및 지도법

체육을 가르치고 배우는 과정에 관한 다양한 이론

체육수업의 효과적 진행과 반성적 연구를 위해,
다양한 수업기술과 탐구방법들을 이해하고 실행
한다.

체육논리 및 체육에 관련된 다양한 측면들에 대한 비판적 사고
논술
를 할 수 있는 능력을 기르며, 그것을 논리적 글쓰
기로 드러낼 수 있는 표현능력을 함양한다.

학과 인재상
중등학교 최고의 체육교원과 대학, 연구소, 스포츠 관련 기업, 기구 및 여러 단체의
지도자나 연구자로 종사할 체육학 전문가를 양성하는데 목표를 두고 있습니다.
이러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다양한 이론지식과 운동실기능력을 겸비한 우수한 학생들을 선발합니다.
?
http://kupe.konkuk.ac.kr
02-450-3822

건국대학교 체육교육학과만이 가진 특성화된 교육과정과 환경을 통해,
미래사회에 꼭 필요한 체육교사 및 전문체육인의 꿈을 이루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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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과 프로그램
전문적인 교육프로그램

자기개발과 공동체정신

넓은 직업선택의 기회

체계적인 교육프로그램을 운영함으로써 훌륭

학생회를 중심으로 한 학생활동으로 보다 의

교육임용고시반을 체계적으로 운영하여 임용

한 체육교육자 및 전문 체육인이 되도록 효과

미 있고 내실에 찬 대학 생활이 영위되도록

고시에서 매년 높은 합격률을 보이고 있다. 또

적으로 교육한다. 최신 스포츠과학 이론과 반

한다. 각종 스포츠 동아리를 통해 평생스포츠

한 진로교육프로그램을 통해 스포츠전문직 현

성적 스포츠지도 방법을 학습하는 4년간의 학

를 익히고 선후배와 동료 간의 우의를 다지

황을 파악하고 전문지식을 향상시킴으로써 직

부과정을 통해 학생들은 이론과 실기 실력을

고 호연지기를 기르며, 취미 및 어학 스터디

업선택의 기회를 넓혀준다. 이와 함께 일반대

조화롭게 갖춘 전문인이 된다.

클럽에 참여하여 자기개발과 함께 공동체정

학원, 교육대학원 등의 대학원에 진학하여 전

신을 다진다.

문가로서의 능력을 개발한다.

교과과정 _ 세부 커리큘럼

1

학년

1학기 |
기계체조1
육상경기지도법1
농구, 배구, 축구
캠핑및하이킹

학생활동 _ 소모임

2

아마배구부 | 개개인의 배구실력과 팀원들 간의 단결력을 바탕으로
전국대회에서 매번 4강 이상의 좋은 성적을 올리고 있는 전력이 탄탄
학년

1학기 |
수영지도법
스포츠사회학
체육교육론, 기계체조3
육상경기지도법3
테니스

한 동아리이다.

아마농구부 | 농구를 좋아하는 사람들이 모여서 만든 활기차고 유쾌
한 모임이다. 동아리 활동을 통해 선후배간에 돈독한 관계를 맺을 수 있
어 회원들의 대학생활에 많은 도움이 되고 있다.

아마 축구부 | 1983년도에 창단된 역사와 전통이 있는 동아리로, 각
종 대회 우승을 거머쥐는 등 좋은 성적을 올리고 있다. 대학생 아마추

2학기 |
체육사철학
인체해부학
기계체조2
육상경기지도법2
휘트니스

2학기 |
동계스포츠1
체육측정및평가
건강운동과학개론
체육진로교육
체육논리및논술, 수영2

어 축구인들의 축제로 자리 잡은 건국대학교 총장기 아마추어 축구 대
회를 매년 개최하고 있다.

아마체조부 | 기계체조에 관심과 흥미를 가진 학우들의 모임이다. 선
수 출신 교수님의 지도하에 기초부터 고급기술까지 연마할 수 있는 기
회를 제공받는다. 임용고시를 준비하는 체육교육학과 학생들에게는 매
우 유익한 모임이다.

3

학년

1학기 |
운동생리학
운동학습및심리
체육시설관리및행정
여가레크레이션, 무용교육
수상안전및구급법, 볼링
소프트볼

4

학년

1학기 |
체육교육평가
스포츠경영학
운동기술분석
스포츠댄스
운동실기

건국민턴 | 평생스포츠로 즐길 수 있는 배드민턴 동아리이다. 타 대
학과의 정기전을 비롯해 다양한 대회에 출전하며, 동아리 회원들에게
는 건강뿐만 아니라 공통 관심사를 가진 사람들을 만날 수 있는 교류
의 장이기도 하다.

졸업 후 진로
교직 | 중등학교 체육교사

2학기 |
운동처방, 평생스포츠
체육학연구법
골프, 뉴스포츠
배드민턴, 건강체조

스포츠 전문직 | 스포츠마케팅, 사설학원, 스포츠클럽
각급 경기장 사무 등
학계 및 연구기관 | 스포츠 관련 협회 및 각급 연구원
기타 | 스포츠 전문 강사, 아마추어 및 프로 경기 진행요원 등
일반 기업체, 공공기관, 단체, 스포츠 상품 관련 업계,
기업 체력증진 관련 파트, 각종 청소년 수련시설 등

사범대학

2학기 |
운동역학, 운동영양학
체육교재연구및지도법
동계스포츠2
수상스포츠, 야구
특수체육

사범대학

음악교육과

교직과 예술 공연기획
매니지먼트 분야 등에서 두각

DEPARTMENT OF
MUSIC EDUCATION

음악교육과는 교과부의 교원양성기관 평가에서 최우수 등급을 받은 수도권 유일의 학과
이다. 21세기 사회는 지식의 축적과 전달뿐 아니라, 이를 창의적으로 재구성하고 활용
할 수 있는 능력을 요구한다. 이에 따라 음악교육과에서는 음악, 음악교육 및 교육 관련
학문을 체계적으로 습득할 수 있는 교육과정과 함께, 자신들의 음악적 지식과 기능을 학
교나 무대에서 효과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현장중심의 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이와 함께
예술 공연기획, 방송, 음악 출판, 공연 매니지먼트 분야 등 음악과 관련된 다양한 분야에
서 전문적인 활동을 펼쳐 나가고 있다.

교수진
최은식 | 음악교육

관련 자격 및 시험

교과과정 _ 학과 세부영역

중등 정교사 자격(음악) 취득

대학생활 및 진로지도 | 전공세미나, 음악과 직업

김진수 | 작곡

기본 음악성 향상을 위한 과정 | 시창·청음, 실내악, 지휘법,

윤성원 | 바이올린

피아노 반주법, 딕션, 합창합주

이민정 | 피아노

실기 | 전공실기, 부전공실기 피아노, 성악, 바이올린, 첼로,

김재미 | 피아노

플루트, 클라리넷, 단소, 장구, 민요 등

유승공 | 성악

음악이론 | 서양음악사, 통합이론(음악개론, 화성법, 대위법,
음악분석 및 형식론), 관현악법
음악교육이론 | 음악교육론, 음악논리 및 논술
음악교육실천 | 음악교재연구 및 지도법, 창의적 피아노 교수법,
합창지도 및 지휘법, 교직음악실습
국악 | 국악개론, 국악가창 및 장구반주법, 단소실기
정보화 | 멀티미디어 음악교육론, 컴퓨터 음악

문화역량

학과 인재상
문화기반사회로 일컬어지는 21세기의
예술 문화계는, 자신의 전공분야 뿐만 아니라
사회 전반의 문화를 선도적으로 이끄는 데
필요한 다면적
?
http://music.konkuk.ac.kr
02-450-3832

리더십을 갖춘
문화지도자적 역량을 갖춘 인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정보소통
역량

다면적
역량을 갖춘
문화지도자

국제역량

음악/교육
역량

인성역량

Konkuk Univers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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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과 프로그램
음악능력 인증제도 (SiMM)

전임교수 상담 시스템 (Mentor & Mentee)

공식적인 학과 전공수업 이외에 음악성, 음악지식, 컴퓨터 및 멀티미디

음악교육과에서는 대학생활, 진로, 이성문제 등 학생들의 개인적인 일

어 음악, 교양독서, 건반화성, 영어 등 음악전공자의 진로개발에 필요한

상과 학업, 진로 등에 대한 상담이 전임교수와 1:1로 이루어진다. 이 같

기본 능력을 길러주기 위한 제도이다. 매학기 능력검정시험(Compe-

은 멘토 & 멘티 시스템을 통해 교수진은 학생들의 학업 성과와 생활 전

tency Tests)을 실시, 졸업 전까지 일정 수준의 음악관련 지식과 기능을

반의 만족도를 높이도록 세심하게 배려한다.

반드시 습득할 수 있도록 교육하는 프로그램이다.

교과과정 _ 세부 커리큘럼

1

학년

학생활동 _ 소모임

2

연주활동
KU Symphony Orchestra, KU Symphonic Choir, 춘계음악회, 추계
학년

음악회, 제자음악회, Valentine Concert 등 다양한 연주회를 개최함으
로써 학생들이 가능 한 연주활동에 활발이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제

1학기 |
전공실기1
시창청음
음악개론
전공세미나
합창합주1

1학기 |
전공실기3
음악교육론
화성법2
서양음악사(고대고전)
합창합주3

공한다.

2학기 |
전공실기2
시창청음
화성학1
딕션
합창합주2

2학기 |
전공실기4
서양음악사(낭만현대)
대위법1
합창지도 및 지휘법
컴퓨터 음악, 합창합주4

스터디 그룹

KU Concert Choir
성악전공 학생들로 이루어진 전문 합창단으로 매년 정기연주회, 초청연
주회 등 대학 내외의 활발한 연주활동을 하고 있다.

학생들의 개인적인 관심과 열정을 개발하기 위하여 임용고시클럽, 원서
강독클럽, 피아노문헌클럽, 성악문헌클럽, 영어큐티모임 등 다양한 관
심 분야별로 그룹 활동이 운영되고 있다.

재능기부활동

3

학년

4

건국대학교 음악교육과 학생들은 자신들의 전공지식의 환원활동을 펼
치고 있다. 일반인들이 쉽게 접할 수 있도록 전문음악무대에서만이 아
학년

1학기 |
전공실기7
국악가창 및 장구반주법
음악논리 및 논술
피아노 반주법
합창합주7

2학기 |
전공실기6
음악교재연구 및 지도법,
음악분석 및 형식론
실내악2
합창합주6

2학기 |
전공실기8
교직음악실습
단소실기
지휘법
합창합주8

가는 재능기부 활동을 펼치고 있다.

졸업 후 진로
대학 교수 및 국·공립 사립 중·고등학교 교사, 시도별 합창단원 및
오케스트라 단원, 반주자 등 전문 연주자, 예술행정, 공연기획자,
음악교육사업, 교재·멀티미디어 제작회사, 음악콘텐츠 제작자,
음반 및 악기 유통사업

사범대학

1학기 |
전공실기5, 국악개론
대위법2
멀티미디어 음악교육론
실내악1
합창합주5

닌, 병원이나 지하철 등에서 다양한 클래식 레퍼토리 연주를 통해 찾아

사범대학

교육공학과

멀티미디어교육, 평생교육,
스마트교육 등 신개념 교육을
주도하는 스페셜리스트

DEPARTMENT OF
EDUCATION
TECHNOLOGY

교육공학과는 교육현장에서 교육의 효과성 및 효율성을 극대화시키기 위하여 교육방법
의 첨단화·정보화·선진화를 시도하고, 미래교육의 주도적 역할을 담당할 교육 스페셜
리스트를 양성하는 학과이다. 교육공학은 급변하는 시대적 흐름과 함께 멀티미디어교육,
평생교육, 스마트교육 등의 새로운 개념들이 도입되면서 더욱 주목 받고 있다. 따라서 멀
티미디어 학습자료는 물론, 이러닝 시스템 개발 및 활용 능력을 갖추고 정보화 시대를 이
끌 수 있는 교육을 실시한다. 또한 교육공학적 R&D를 수행할 수 있는 안목과 첨단기술을
응용할 수 있는 전문능력을 개발, 심화시키는데 그 목적을 두고 있다.

교수진

관련 자격 및 시험

교과과정 _ 학과 세부영역

박성열 | 평생교육학

중등 정교사 자격(교육학) 취득

이종연 | 교육공학

교수학습 체제
개발분야

교육공학의 이론적 기반과 다양한 교수설계모형을

평생교육사 2급 자격증

Smart
Learning
분야

이러닝, 모바일러닝, 유러닝, 스마트러닝 등 첨단기

평생교육
분야

다양한 평생교육현장의 특성과 평생교육 프로그램

HRD분야

기업교육과 관련해서 인적자원개발(Human Re-

유병민 | 교육공학
임 걸 | 교육공학

공부하고, 교수설계 전 단계를 체험한다.

술 기반 교육체제의 설계, 개발, 운영, 평가 전 단계
에 대해 공부한다.

의 설계, 개발, 운영, 평가 전 단계에 대해 학습한다.

sources Development : HRD)의 이론과 실제를
배우게 된다.

교과교육
관련분야

중등교사 양성을 위한 교육 분야의 기본적인 과목
들이 제공된다.

학과 인재상
사람에 대한 관심과 사랑, 교육에 대한 호기심과 적성을 바탕으로 인문사회과학적인
?
http://edutech.konkuk.ac.kr
02-450-3762

소양과 공학에 대한 탐구력이 강한 학생들은 교육공학과의 문을 두드리시기 바랍니다.

21세기 첨단교육을 이끌 주인공은 바로 여러분입니다!

Konkuk Univers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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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과 프로그램
교육미디어전시회
M.E.A.N(Media for Education Advanced Network)전

평생교육사 2급 자격증 취득

교육적으로 진보된 첨단 네트워크를 위한 매체를 제작해 발표하는 전시

및 교수업무 등 평생교육 관련업무의 전반적인 영역을 담당하는 현장

회와 교육공학인은 물론 행사에 참여한 모든 이에게 가치 있고 의미 있

전문가로, 평생교육사 자격증은 이러한 평생교육 관련 업무의 전반적인

는 전시회라는 두 가지 뜻을 가지고, 학생들이 주체가 되어 매년 가을에

수행을 위해 일정한 자격을 갖춘 사람에게 부여하는 국가자격증이다.

평생교육사란 평생교육 현장에서 프로그램의 기획·진행·분석·평가

실시되는 작품전시회이다.

교과과정 _ 세부 커리큘럼

1

학년

학생활동 _ 소모임

2

콩나물
교육공학과 학생들이‘교육공학’이라는 전공을 살려 학습자를 중심에
학년

둔 교육과 다양한 매체와 방법을 활용한 교육 방법에 대해 고민하고, 더
나아가 이를 실제로 적용해 보고자 하는 취지에서 만든 교육기부 동아

1학기 |
교육공학
미래사회와교육
평생교육론
교육과컴퓨터어플리케이션

1학기 |
교육공학논리및논술
평생교육방법론
교수매체론
인적자원개발론
이러닝의이해와적용

리이다. 물을 주면 머금지 않고 그대로 흘려보내지만 어느새 콩나물을
무성하게 키워내는 콩나물 시루처럼, 느긋하고 꾸준하게 학생들이 자라
날 수 있도록 인내하며 돕겠다는 포부를 담고 있는 이름이다.
자아실현과 자아 정체성 확립이 삭막한 현실에 가로막힌 아이들이 억압
된 욕구와 열정을 잘못된 방법으로 토해내고, 이로 인해 여러 사회문제
가 유발된다고 판단한 콩나물은 인내심과 믿음을 바탕으로 아이들을 치

2학기 |
원격교육론
교수-학습이론
기업교육론

3

학년

1학기 |
교육통계및컴퓨터데이터분석
뉴미디어와교육영상매체
평생교육경영론
교육공학의인지과학적접근
웹기반학습콘텐츠개발

2학기 |
교수설계
교육연구방법
성인학습및상담
평생교육프로그램개발론
그래픽제작실습

4

유하고자 하는 목적과 비전을 가지고 활동하고 있다.

학년

1학기 |
전략경영과인적자원개발
교육공학세미나

졸업 후 진로
대학 | 각 대학의 교수학습지원센터(CTL), 리더십센터,
공학교육혁신센터, 창의인재센터, 사이버대학교
2학기 |
교육공학동향연구
수행공학
평생교육실습

교육관련 기업 | 교육컨설팅 기업, 이러닝 설계 및 개발 기업,
기타 전문 교육기업
일반 기업 | 교육인재개발팀/교육팀/조직문화팀, 인사조직
학교강사 | 교사 및 교수, 산업교육, 리더십 강사, 자기 계발 강사
공공기관 및 연구소 | 교육부 및 정부산하 교육관련 기관,
각종 연구기관

사범대학

2학기 |
멀티미디어교재연구및지도법
가상현실과학습
이러닝기획과품질관리

사범대학

영어교육과

젊음과 열정의 꿈을 가진
참신하고 능력 있는
영어교육 전문가가 싹 트는 곳

DEPARTMENT OF
ENGLISH
EDUCATION

우리 학과는 학생 개개인이 잠재적 능력을 최대한 발휘하고, 능력 있는 영어교사로 성장
할 수 있는 최적의 교육환경과 교육과정, 교수진을 갖추고 2009년 첫 출범하였다. 강도
높은 개별 지도를 통하여 학생들의 영어 능력을 높은 수준으로 이끌고, 교원 임용시험
에 대한 철저하고 효율적인 준비를 통해 대한민국 영어교육의 새로운 싹을 틔우고 있다.

교수진
황종배 | 응용언어학

관련 자격 및 시험

교과과정 _ 학과 세부영역

중등 정교사 자격 (영어) 취득

영어교육

영어교육론 입문, 영어교육론, 영어교육전공독해
수업에서 영어교육 기초 이론을 섭렵한 후, 영어

조정순 | 영어교육학

교육방법론을 통해 이론의 실제 적용 방법 사례들

임인재 | 응용언어학

을 살펴본다. 영어학습활동 구현방법의 기초를 연

이우승 | 언어학

습하고, 이어 영어수업설계실기의 연속적 수강을

박재영 | 19세기 영국문학

통해 수업관찰 및 분석 방법을 익혀 스스로 교안을
작성하며 수업 실연연습을 한다.

영미문학

영미문화의 이해와 영문학개론에서 학습한 영국과
미국의 문화, 역사, 문학에 대한 기초지식을 바탕으
로, 영미소설과 영어교육, 영미시와 영어교육 등의
수업을 통해 영미대표 문학가들과 작품들을 심도
있게 학습하고, 중등교사로서 필요한 인문학적 지
식과 사고를 함양하여 학교 현장에서 활용할 수 있
도록 연습한다.

영어학

영어학개론을 통해 영어의 전반적인 소리, 구조, 의
미, 형태, 화용에 대한 기본적인 현상과 원리를 공
부하고 익힌다. 영어의 소리 및 다양한 음성음운 현
상과 규칙, 영어의 구조 외에 문법을 깊이 있게 배
움으로써 영어교사로서 필요한 어학 지식을 습득
하고, 아울러 학교 현장에서 활용하고 응용할 수 있
도록 다양한 연습을 한다.

학과 인재상
영어를 좋아하고, 문학작품에 관심이 많으며, 영어교육에 자신의 잠재력을
?
http://englishedu.konkuk.ac.kr/
02-450-3906

무한히 발휘하길 원하는, 참신하고
영어교육과로 오세요.

유능한 영어교사가 꿈인 학생들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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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과 프로그램
임용고시 대비반

춘계 단합대회

교과과정 외에 영어임용고시준비를 위해 운영되는 임용대비 집중지도

매년 봄, 교수님들의 지도하에 신입생과 재학생들이 함께 참여한다. 신

프로그램이다. 소규모 학과의 특성상 학생들을 가까이 지도하고 살피는

입생들은 영어교육과와 관련한 여러 정보를 공유하고, 선후배들과의 돈

것이 가능하여, 학과 출범 후 현재까지 임용고시 합격률 향상에 기여하

독한 관계를 맺으며 대학생활을 즐길 수 있는 학과 전체 단합대회이다.

고 있는 비교과 프로그램이다.

순환 지도교수제

학술답사

신입생 때부터 학과생을 총 다섯 그룹으로 나누어 1년 동안 담당학생의

매년 가을, 국내 유적지 중심으로 진행되는 정기학술답사이다. 각 조별

학업/진로 등에 대한 다양한 지도와 상담을 담당하고, 다음 해에는 다른

로 답사지 중심의 영어교육관련 콘텐츠를 개발하여 발표를 한 후, 교수

그룹을 맡는 윤년제 지도프로그램이다. 학생들은 교수님들과의 진로/분

님들의 평가와 조언을 들을 수 있는 유익한 행사이다. 학술 목적 외에도

야별 다양한 상담이 가능하며, 교수님들은 전 학년 학생들의 고민을 함

선후배간의 친밀감을 높이고, 교수님들과 소통하는 의미 있는 시간이다.

께 공유하며 효율적으로 지도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다.

교과과정 _ 세부 커리큘럼

학생활동 _ 소모임

1

학년

2

교과목별 스터디
고학년 학생들을 중심으로 영어교육, 영미문학, 영어학 전공서적을 함
학년

께 읽고 토론하는 모임으로, 교수님들과의 정기적 질의응답 시간을 통
해 전공에 대한 흥미를 가질 수 있게 할뿐만 아니라 임용시험도 적극 대

1학기 |
영미문화
영어교육학 입문

2학기 |
영문학개론
영어학개론

3

학년

1학기 |
영어교육론
영어문법
영미소설과 영어교육
영어음성음운론
영어교육전공독해 1

비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있다.

2학기 |
영어교육방법론
영어듣기말하기지도법
고급영문법
영미시와영어교육
영어교육전공독해 2

평생 선후배 멘토링

4

봉사동아리
지역사회 봉사를 위해 학생들 스스로 교육/봉사 내용을 구성하고, 도
움이 필요한 곳을 직접 선정하여 활동하고 있는 교육봉사 동아리이다.

졸업생과 재학생이 SNS로 서로의 근황과 진로관련 정보를 공유하는 소
통의 장으로써, 학업과 취업, 교우관계 등 선배들에게 무엇이든 조언을
구할 수 있는 평생 멘토링 커뮤니티이다.

학년

1학기 |
영어수업설계및실기3
멀티미디어영어교육론
영어프레젠테이션

2학기 |
영어수업설계및실기2
영어평가
영어교재연구및지도법
영어학세미나
영어작문

2학기 |
영어교육특강
영어논리및논술
영어토론및면접연습

졸업 후 진로
학교 | 중·고등학교 영어교사
학업 | 대학원에 진학 후, 영어교육학이나 영어학 분야 교수
출판계
영어 능력을 필요로 하는 사회의 다양한 분야 |
대기업, 금융, 방송사, 외국계 회사, 국제기구 등

사범대학

1학기 |
영어읽기쓰기지도법
영어수업설계및실기1
제2언어습득론
영어통사론
영어회화

미래사회 선도,
세상을 넘어선 세상
21세기는 분야별로 특화된 인재뿐만 아니라 사회와 세계를 총체적으로 바라볼 수 있는
폭넓은 시각과 창의력을 갖춘 인재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통섭, 소통, 글로벌을 기반으로 세계 제일의 융·복합대학이라는 원대한 교육목표를
구현하고, 미래사회를 이끌어갈 융합인재 양성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글로벌융합대학
COLLEGE OF GLOBAL INTEGRATIVE STUDIES

융합인재학부
Division of Interdisciplinary Studies

글로벌비지니스학부
Division of Global business

신산업융합학과
Department of Advanced industry fus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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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융합대학

융합
인재학부

융합적 지식을 갖춘
미래사회 지도자 양성의 요람

DIVISION OF
INTERDISCIPLINARY
STUDIES

본 학부는 인문학, 사회과학, 자연과학 및 공학을 아우르는 융합적 지식을 갖춘 미래사회
의 지도자를 양성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공공인재전공은 사회과학 및 법학 지식을
갖춘 전문가 양성이 목표이며, 과학인재전공은 인문학과 이공학 지식을 갖춘 전문가 양
성을 목표로 하고 있다. 융합인재학부 학생들을 다양한 학문적 소양을 지닌 인재로 양성
하기 위해 융복합 과목들을 개설하였으며, 전공프로그램제를 실시하여 학생들이 문·이
과의 다양한 전공과목을 이수할 수 있도록 지도한다.

교수진

관련 자격 및 시험

교과과정 _ 학과 세부영역

최창모 | 중동학/ 글로벌문화

행정고시

융합인재학부 학생들은 1학년 때 지정교양 교과목을 통하여 전공에

박훈철 | 항공기 구조 설계 및
해석/생체모사

외무고시

필요한 기본 지식들을 습득하며 영어와 인문·사회과학적 지식을 습

LEET

득한다. 2학년부터는 각각 공공인재전공, 과학인재전공에 맞는 전공

변리사 자격시험 등

교과목을 선택하게 된다.

한예선 | 분자생물학
단백질 기능 분석
조상희 | 민사법
구남서 | 항공우주시스템
기계기반 융합
우정헌 | 환경기술융합
기후 및 대기환경 관리

공공인재
전공

법학, 행정학 및 정치학 등의 전공과목을 이수

과학인재
전공

첨단 연구분야인 생체모사시스템, 신재생에너지,
환경평가와 관련된 전공과목 이수

어양담 | 지형 원격탐사/공간정보
임상범 | Computer Science
IT 기반융합
사지원 | 생태비평
글로벌(유럽)문화
김 석 | 철학일반/문화철학
최하영 | 영작문, Rhetoric
현대영미문학
홍기호 | 생태기술융합/수질관리

학과 인재상
융합인재학부의 교육목표는 첨단 지식 정보사회에 필요한 법률, 행정, 기술지식을
갖춘 융복합형 전문인재양성입니다. 따라서 적어도 두 개 이상의 전공을 이수하도록
?
http://ids.konkuk.ac.kr/
02-450-4042

지도하고 있으므로, 이를 소화할 수 있는 능력이
학생이 지원하기에 적합합니다.

있고 열린 생각을 가진

Konkuk Univers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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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학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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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과 프로그램

2

비전특강, 명사특강
학생들의 진로 선택을 돕기 위해, 매년 각 분야의 외부 전문가를 초청하
학년

여 특강을 실시한다. 이를 통해 학생들에게 소속감을 심어주고 진로와
전공 선택에 많은 도움을 주고 있다.

디제라티와의소통
영어작문1
리더십과커뮤니케이션1

영어작문2
리더십과커뮤니케이션2

학생 밀착지도
학생들의 희망전공 및 진로별로 담임교수가 배정되어 밀착 지도를 받는

1학기 |
| 공공인재전공 |
경제학원론1
공공행정학1, 법의이해
| 과학인재전공 |
수학과연습1
물리학및실험1
화학및실험1
생명과학및험1

1학기 |
| 공공인재전공 |
국가와헌법, 행정법강의
범죄와형벌, 정책기획론 등
| 과학인재전공 |
공학수학1, 재료역학,
생명공학
기초프로그래밍 등

2학기 |
| 공공인재전공 |
과학적탐구의논리
경제학원론2, 공공행정학2
민법입문, 공공정치학
| 과학인재전공 |
수학과연습2
물리학및실험2
화학및실험2
생명과학및실험2

2학기 |
| 공공인재전공 |
형사절차의이해
행정분쟁과구제
부동산법과금융
국제정치의이론과실제 등
| 과학인재전공 |
공학수학2, 동역학
대기유체역학
재료과학, 응용프로그래밍 등

다. 전공별로 3명의 상담지도교수를 배정해 교과목 선택에 도움을 주고
있다. 또한 학사지도사와 졸업 및 취업 등 학사 전반에 대한 1:1 개인
상담을 실시하는 등 체계적인 관리를 하고 있다.

인재 맞춤형 전문 교육
공공인재전공은 행정, 법조, 외교 전문가 등 전문 고급관료로 진출하
는 데 필요한 교과목으로 구성되어 있다. 또한 과학인재전공은 변리
사 및 기술직 공무원이 되는 데 유리한 교과목을 수강할 수 있다. 학생
들은 별도의 사교육 없이 전공 수업만으로 충분히 진로에 필요한 준비

3

학년

4

를 할 수 있다.

학생활동 _ 소모임
ZETA (영어토론), Bookist (독서토론)
RIAH (컴퓨터 프로그래밍)
매주 정기적 학술 모임을 통해 서로의 관심분야에 대한 깊이 있는 공
부를 한다.

학년

1학기 |
| 공공인재전공 |
기업운영과법
계약법과손해배상
지적재산권의이해
정책관리론 등
| 과학인재전공 |
수치해석, 생태공간정보
에너지나노과학,
전기전자과학 등

1학기 |
| 공공인재전공 |
노동법과사회복지법
민사분쟁의해결
국제기구의이해 등
| 과학인재전공 |
통합환경평가
신재생에너지 등

2학기 |
| 공공인재전공 |
친족법과상속법
인권과정의 공공인재관리론
현대정치사상의이해 등
| 과학인재전공 |
전산설계및해석
대기모델링기법
센서시스템, 전자제어 등

2학기 |
| 공공인재전공 |
국제법의이해
동서양의사상과윤리 등
| 과학인재전공 |
생체모사
IT연구프로세스 등

CGV (축구), N.B.A (농구), 자전go
정기적인 친선 경기를 통해 체력증진뿐만 아니라 학생들 간의 단합에
도 큰 역할을 하고 있다.

빨간벽돌 (밴드 동아리)
학교 축제 및 MT 행사 등에 참여해 다이나믹한 공연을 선사하는 밴드
동아리이다.

더 크로스
신앙인들의 연합과 친목도모, 더 나아가 학교생활에 대해 정보를 공유
하는 동아리이다.

졸업 후 진로
공공인재전공 | 외교아카데미, 법학전문대학원 진학, 외교관,
국제기구 진출
과학인재전공 | 기술직 공무원, 변리사 및 생체모사시스템,
글로벌융합대학

신재생에너지, 환경평가 관련 분야 연구원

글로벌융합대학

글로벌
비즈니스학부

글로벌 융합교육을 통한
전문인재 양성

글로벌통상·소비자전공
DIVISION OF
GLOBAL BUSINESS

글로벌비즈니스학부는 글로벌화 시대에 경쟁력을 지닌 인재 양성을 목표로 하여, 재학
생으로 하여금 먼저 국제비즈니스 이론 전반에 대한 온전하고 균형잡힌 지식을 갖추게
하며, 이러한 기본 위에 ▲국제경영·상무 특화 트랙과 ▲중국비즈니스 특화 트랙 중
의 하나를 선택해 심화적으로 학습하여 세부적인 전공지식을 쌓게 한다. 첫째 트랙은 국
제경영·상무 관련 실무처리 집중교육 및 현장실습 프로그램 운용 등을 통해 이론과 실
무를 겸비한 경쟁력 있는 인재 양성을 지향한다. 둘째 트랙은 중국의 통상 및 비즈니스
에 특성화된 것으로, 건국대에서 2년, 중국 남경대에서 2년을 수학하는 2+2 국제복수학
위 프로그램이다.

교수진

관련 자격 및 시험

교과과정 _ 학과 세부영역

조현준 | 경제학
(글로벌비즈니스학부장)

HSK

본 전공 재학생은 졸업 전까지 필수교양 (기초+핵심, 지정) 37학

BCT

점, 전공선택 60학점, 총 124학점을 이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민병철 | 교육학

국제무역사

복수학위 과정에 참여하는 재학생은 건국대 글로벌통상·소비자전

관세사 등

공에서 1학년 1학기에서 2학년 2학기까지 4학기 과정을 이수하고,

이승신 | 소비경제

중국 남경대학에서 3학년 1학기부터 4학년 2학기까지 4학기 과정

한인희 | 중국학

을 이수한 후, 9학기에 졸업논문 과정 및 현지기업 연수과정을 이수

손염홍 | 역사학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김 욱 | 경제학
윤상윤 | 법학

학생활동 _ 소모임

장 준 | 경영학

Business Chinese 동아리
(중국어 회화, 중국비즈니스문화 연구 소모임)

국제마케팅사례연구 동아리
통상무역자격증준비 동아리
(관세사, 국제무역사, 외환관리사 등 자격증 취득준비)

학과 인재상
세계화 심화와 확대라는 국제적인 큰 흐름에 도전하는 글로벌 리더를 양성하고, 국제비즈니스
이론 전반에 대한 온전한 지식과 함께 실무적 처리능력까지 갖춘
글로벌 비즈니스 인재를 양성하며, 구체적으로는
?
http://dois.konkuk.ac.kr
02-450-4156

▲국제경영·상무 실무형 인재양성 트랙, ▲중국비즈니스 전문가 양성 트랙의
두 가지 특화 트랙으로 구분하여 인재를 양성합니다.

Konkuk Univers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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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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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과 프로그램

2

중국 전문가 특강
학생들의 중국에 대한 이해를 도모하고자 중국정치, 경제 및 문화 영역
학년

과 관련하여 국내의 저명 중국 전문가를 초청하여 글로벌비즈니스학부
재학생을 위한 특강을 실시하고 있다.

1학기 |
글로벌경영원리
글로벌경제원리1
중국역사와문화
기초통계학 등

1학기 |
국제상거래법개론
글로벌기업경영
글로벌마케팅 등

방학 중 중국어 집중 교육 프로그램
여름(혹은 겨울)방학 4~6주 동안 국제협력처에서 실시하는 중국현지대
학 중국어 연수 프로그램과 연계하여, 단기어학연수 코스로 중국어 집
중 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2학기 |
국제통상개론
글로벌경제원리2
현대중국세미나
회계원리 등

2학기 |
글로벌비즈니스전략
글로벌통상관계론
중국통상제도와법규
중국기업경영론 등

1:1 맞춤형 지도
학생들 한 명 한 명의 학업 능력을 증대시키기 위해 학사지도사를 통
한 맞춤형 지도를 실시하고, 복수학위 파견학생의 현지 적응과 전공수
업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 남경대 현지 교직원과 학사지도사가 지속적
으로 학생들을 관리한다.

3

학년

4

학년

1학기 |
국제금융론
비즈니스중국어
중국어문법
국제법과국제비지니스
재정학, 고급중국어 등

1학기 |
시사중국어
통상정책론
세계경제의주요현안
국제금융시장론 등

2학기 |
경영정보시스템, 외환론
중국어작문, 국제통상관계론
글로벌경영전략론
국제재무론
국제비지니스영어
산업조직론, 조세론 등

2학기 |
중국경제론
프로슈머실무론
하이테크마켓
기업경쟁정책과소비자정책 등

졸업 후 진로
글로벌비즈니스학부 졸업생은 경제, 무역, 경영 등 상경분야의 지식과
영어와 중국어의 외국어 능력을 갖추게 되며, 이러한 자질을 기반으로
국내외의 다국적기업, 무역회사, 벤처기업, 연구소, 컨설팅펌, 국제기구,
글로벌융합대학

언론사, 금융기관, 로스쿨 등의 다양한 분야로 진출할 수 있다.

글로벌융합대학

신산업
융합학과

학문 분야 간의
융합과 통섭에 의한
창의적 문제해결 능력 배양

DEPARTMENT OF
ADVANCED
INDUSTRY FUSION

우리 학과는 특성화고를 졸업한 산업체 재직자 중 우수인재를 선발하여 신산업융합 분야
의 인재양성 선도대학으로서의 위상을 확립하고, 세계화라는 시대적 추이에 부합하는 국
제감각의 배양, 리더십 강화, 이론과 실제를 연계한 교육, 학문 분야 간의 융합(Convergence)과 통섭(Consilience)에 의한 창의적 문제해결 능력 배양 등을 통하여 국제 경쟁
력을 갖춘 글로벌 리더를 양성한다. 기초지식, 사례연구 및 현장실무중심 등으로 실무적
인 전문지식을 교육함으로써 성공적인 신산업융합 전문가를 양성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교수진

교과과정 _ 학과 세부영역

이철규 | 벤처기술경영

교양과목 외에 경영, 경제, 기술, 산업의 4개의 트랙으로 구성되

강민형 | 벤처기술경영

어 있다.
경영과 경제 분야의 필수와 응용 교과목 외에, 기술트랙에서는 기술

오인하 | 기술경제학

가치평가, 기술사업화 및 지적재산권 관련 수업과 산업트랙에서는
IT, BT, ET 등 6T와 관련된 개론 등 산업융합 시대의 인재를 양성하
기 위한 교과과정을 구성하고 있다.
평일 저녁과 주말에 진행되는 수업과 함께, 온라인과 오프라인 수업
을 병행하는 e-learning 및 b-learning 수업을 도입하여 직장생활
과 학업의 병행에 지장이 없도록 운영한다.

학과 인재상
건국대학교 신산업융합학과에서는 특성화고 재직자 특별전형 재학생들에게
현장중심의 교육과정으로 직무능력을 향상시키고 전공중심의 교육과정으로 전문지식을
함양시킴으로 일-학습을 병행하면서 이론과 실무를 겸비한 해당분야 전문가를
?
http://aif.konkuk.ac.kr
02-450-4043

양성하고 있습니다. 더
꿈이 실현됩니다.

큰 전문가로의 성장을 꿈꾸는 분들은 지원하세요.

Konkuk Univers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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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활동 _ 소모임
동행(여행동아리)
BMW(창업동아리)
어우동(어학동아리)

교과과정 _ 세부 커리큘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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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년

학과 프로그램

2

벤처테크노경영스쿨 운영
학부 신산업융합학과는 창업지원단 및 신산업융합학과 대학원과 함께
학년

벤처테크노경영스쿨의 일원으로 학년간 및 학부-대학원과 멘토/멘티의
역할을 맺는 Peer Advisor System을 운영하고 있다.

1학기 |
경영실무의 이해
글로벌산업의 이해
산업실무수학
신산업융합개론1

1학기 |
글로벌경영
실무마케팅
기술경영
전통산업융합론

Pride AIF 뉴프론티어 프로그램
매년 대학원과 공동으로 학술제를 개최하여 우수발표자에게 현장연수
의 기회를 제공하는 프로그램이다.

방학 중 어학프로그램
2학기 |
기업가정신
비즈니스 잉글리쉬
산업통계의 기초
신산업융합개론2

3

학년

2학기 |
e-비즈니스전략론
품질경영
경제원론1
서비스관리론

4

방학 중 토익 및 토플 등의 어학시험을 대비를 위한 강좌를 운영하
고 있다.

졸업 후 진로
학년

1학기 |
벤처중소기업경영론
재무관리, 경제원론2
기술가치평가, 기술전략
ST산업융합론
BT산업융합론

1학기 |
인적자원관리
관리경제학
기술트렌드분석
NT산업융합론

2학기 |
지식경영과의사결정
벤처기업 회계와 경영분석
산업조직론
지적재산관리 이론과 실무
IT산업융합론
ET산업융합론

2학기 |
정보기술과 경영혁신
벤처금융위험관리론
기술사업화
CT산업융합론

경영공학사 학위 취득
대학원 진학 가능

글로벌융합대학

건국
대학교
전공
안내서

서울캠퍼스 | www.konkuk.ac.kr
05029 서울특별시 광진구 능동로 120

입학팀 T 02.450.0007 F 02.450.0077
입학전형센터 T 02.450.3067 F 02.2049.6312
입학홈페이지 enter.konkuk.ac.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