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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最古)의, 최고(最高)의 대학
고려대학교 경영학과는 1905년 고려대학교의 전신인 보성전문학교의 ‘이재학과’에서 출발해 1955년 국내 최초의 경영학과로 탄생
하였습니다. 고려대학교 경영학과는 이제 국내 최초, 국내 최고를 넘어 ‘Business for Society – Inspiring Next Leaders’라는 슬
로건 아래 세계 유수의 경영대학과 경쟁하는 비즈니스 스쿨로 도약하고 있습니다.

http://biz.korea.ac.kr

너를 경영하라, 우리를 경영하라, 조직을 경영하라
경영학을 단순히 ‘기업을 운영하기 위해 배우는 기술’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이는 경영학에 대한 잘못된 이해
입니다. 경영학은 모든 조직의 경영 현상을 연구하는 응용학문입니다. 그러므로 경영학에서는 조직의 성과를 극대화 시킬 수
있는 효율적인 의사결정 기법을 배웁니다. 조직이 성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해야 하는 일은 무수히 많기 때문에 경영학 역시 매
우 다양한 분야를 대상으로 연구하는 학문입니다.

경영학의 엔진 Open Your Mind
요즘은 개성을 강조하는 시대입니다. 예전 같으면 이상한 눈초리를 받았을
지드래곤의 패션 스타일도 지금은 각자의 개성을 표출하는 것으로 이해되
고 심지어는 이 스타일을 부러워해 모방하는 사람들이 있을 정도입니
다. 이처럼 현대사회의 구성원들은 자기의 개성을 중시하며 세상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기업에서도 다양한 사람들을 만납니다. 서로 다
른 사람들과 협력하고 화합하기 위해서는 세상을 보는 눈을 넓히고
마음을 열어야 합니다. 기업에서 어떤 일을 할 때 가장 필요로 하는
것 중의 하나가 바로 다른 사람과의 의사소통을 통해 협력을 하고 이
를 바탕으로 시너지 효과를 발휘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다른 사람을
이해할 수 있고 어울려 소통할 수 있는 오픈 마인드가 경영에서도 반
드시 필요합니다. 실제로 기업의 현장 업무는 개개인의 단독 업무가

이런 학생 경영학에
• 평소에 통계나 경제 등 세상이 돌아가는 것에 대해 관
심이 많다.
• 남 앞에서 발표하는 것을 좋아하고 다른 사람과 어울려
일하는 것을 좋아한다.
• 평소에 창의적이거나 기발한 생각을 자주한다.
• 영어뿐 아니라 다른 나라 언어에도 자신이 있고 세계로
나아가고 싶은 꿈이 있다.
• 가슴은 뜨겁지만 머리는 차가운 사람이다.

아니라 대부분 여러 팀원들이 함께 해나가는 ‘팀 프로젝트’입니다. 국
제화 시대에 다양성을 인정하지 못하고 다른 사람을 이해하지 못한다면
이는 경영학을 전공하는 학생의 자세가 아닙니다. 고려대학교 경영학과 학생들은 다양하고 심도 있는 팀 프로젝트 과제를 통
해 졸업 후 기업현장에서 일을 할 때 빛을 발하게 될 ‘오픈 마인드’를 꾸준히 체득하고 있습니다.

전공 수업 경영인을 꿈꾸는 당신, 사회 전반을 꿰뚫어 보는 통찰력이 필요한 학문
경영은 다양한 학문이 거미줄처럼 연결되어 하나의 학문을 이루기 때문에 간단히 정의하는 것이 매우 어렵습니다. 작게는 회
사라는 조직, 크게는 사회의 모든 것을 담고 있고 이들을 운영하는 데 필요한 능력을 배우는 것이 경영학입니다. 그래서 회사
가 어떻게 운영되는지를 배우고 회사에서 목표로 하는 이윤 극대화를 실현하는 방법에 대해서 연구합니다. 또한 상품을 많이
팔기 위해서는 여러 전략이 필요하기 때문에 기존의 사업 전략과 앞으로 있을 혁신적인 사업 방안에 대해서도 심도 있게 배우
게 됩니다. 경영학을 수월하게 공부하기 위해서는 이미 있던 자료에 대해 분석하는 능력이 필요하므로 계량기법(확률과 통계)
에 대한 이해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시장이 어떤 식으로 구성되어 있는지에 대해서도 알아야 하기 때문에 사회탐구영역(경제,
사회문화)에 대해서도 알고 있어야 합니다.

학과목에 대하여 내가 회사를 차려본다면?
우리가 회사 내부 모습을 이해할 수 있다면, 경영학에 대해 정확히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회계 분야 회계는 기업활동의 결과로 발생하는 성과를 기록하여 기업의 상태와 성과를 측정하는 역할을 합니다. 경영자가 자
신이 경영하는 기업의 성과를 정확하게 파악하지 못할 때 어떤 결과가 발생할지를 생각해 보면 회계가 얼마나 중요한 분야인
지를 쉽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재무관리 분야 기업을 설립하여 운영하려면 자본이 필요합니다. 재무관리는 자본을 어떻게 조달하고 관리하는지를 공부하는
분야입니다. 또한 조달한 자본을 어디에 어떻게 투자하는지에 대해서 배웁니다. 물론 동일한 주제를 자본을 공급하는 입장에서
도 살펴봅니다. 숫자가 많이 쓰여 수학과 통계에 관심이 있는 학생이 흥미를 느끼는 분야입니다.
마케팅 분야 체계적으로 시장을 분석하고 우수한 제품과 서비스를 개발하며 고객과 효과적으로 소통함하면서 고객에게 탁월
한 가치를 제공하기 위한 활동에 관하여 공부합니다. 마케팅원론, 소비자행동, 마케팅조사, 제품 및 브랜드, 광고, 유통, 마케팅
전략, 서비스 마케팅, BtoB마케팅, 인터넷마케팅 등의 세부영역으로 구성됩니다.
고려대학교 인재 양성 ¡ 진로 가이드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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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SOM 분야 제품을 생산하기 위해서는 여러 과정과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물류
와 생산관리가 결합되어 제품이 어떤 과정을 거쳐 어떻게 생산되는지를 배우는 학

ࣥѾ@ॕŗ͙
국제 교류 프로그램 전 세계 32개국 105
개교와 함께 최고 수준의 교환학생 프로그램
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미국 최고 경영대학 중
하나인 펜실베니아 주립대학 경영대를 비롯해

문입니다.
경영관리 기업의 여러 활동은 결국 기업의 구성원으로부터 시작됩니다. 구성원들
의 사고, 가치, 태도, 의사결정 및 행동에 대한 원인과 분석을 통해 효과적인 기업을
만드는 방법을 연구합니다. 때로는 기업을 의인화하여 기업의 행태를 연구하기도
합니다. 심리학, 사회학, 인류학, 경제학 등이 복합적으로 녹아있는 융합학문입니다.

유럽권의 명문 대학 다수와 홍콩과학기술대

경영정보 시스템 분야 일상 생활 뿐만 아니라 모든 기업 활동에 필수적인 컴퓨터,

학교(HKUST)와 싱가포르국립대학(National

인터넷 및 스마트 기기 등을 포함하는 정보시스템의 효율적인 활용에 대한 지식과

University of Singapore) 등과 협정을 맺고

이를 활용한 IT기반 비즈니스모델 등을 배우게 됩니다.

있습니다.

국제경영 분야 우리나라는 특히 외국과 거래를 많이 할 뿐만 아니라 외국에 설비

국제 인턴십 프로그램 국내 최초, 최대 규

를 가지고 있기도 합니다. 국제경영은 다국적 기업을 어떻게 운영하는지를 공부

모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단순히 국

합니다.

내에서만 인턴십 경험을 쌓는 것이 아니라, 외
국 현지에서 다국적 기업의 인턴을 경험할 수
있는 기회가 됩니다.

장학금 수혜 본교의 장학생 프로그램과 더

경영학과의 어제와 오늘

불어 경영대 자체의 장학금 지원으로, 현재 경
영대 전체 학생의 반이 넘는 75%가 장학금 혜

고려대학교 경영대학은 대한민국 경영학 교육의 발상지로 경영학 교육의 발전을

택을 받고 있습니다. 또한 경영대에서는 등록

선도해왔습니다. 시대의 고비마다 역사의 과제를 앞장서서 해결하는 진정한 리더

금 외에 가정 형편이 어려운 경영대학 재학

를 양성하기 위해 새로운 학문을 도입하고 교육하는 경영대학으로서의 책임을 다

생들에게 생활비까지 지원하는 ‘KUBS Vision
Scholarship’도 운영하고 있습니다.

해왔습니다. 이제는 대한민국 대표 경영대학에서 국제 인증과 해외 명문대학과의
교류를 통해 세계의 경영대학들과 어깨를 나란히 하고 있습니다.

외국어 강의 경영대 신입생만을 위한 특별
영어강좌(경영영어)가 진행될 뿐만 아니라 전
공 수업 중 영어로 진행되는 강의가 67%입니
다. 또한 다양한 교환학생 체결 협정을 통하여

경영학과의 미래

많은 외국인 교환학생들이 경영대학에서 공부
하고 있습니다.

취업지원 프로그램 본교에서는 학생여러분

경영대학은 세계화를 통해 세계를 선도하는 글로벌 스탠다드 경영대학으로 분권
화를 통해 각 과정별 자율성과 전문성을 갖춘 경영대학으로, 긍정적인 성과주의를

이 취직에 한 발자국 더 나아갈 수 있도록 하기

통해 Plus-Sum 결과를 도출하는 경영대학으로, 인성교육을 통해 사회에 기여하는

위해서 졸업생이나 기업 임원진의 특강을 실시

인재를 배출하는 경영대학으로 거듭날 것입니다.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국내 최다 합격자 수를
자랑하는 CPA 합격자 수에 걸맞게 CPA 준비
반 ‘정진초’와 행정고시 준비반인 ‘탁마정’을 통
해 자체 시험, 전용공부 공간 제공 등 많은 지

블루오션

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상품의 마케팅은 어느 기업이나 기본적으로 필요로 하는 핵심 분

마케팅 분야

야이며, 최근 브랜드 가치의 중요성이 높아지고 SNS 등으로 대
중과의 커뮤니케이션이 중요하게 대두됨에 따라 마케팅의 중요
성이 더욱 부각되고 있습니다.

●

제품의 생산을 포괄적으로 파악하는 분야로 제품의 생산에 있어서

MIS,

꼭 필요한 분야이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LSOM 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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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굳이 회계 법인에서 일하지 않더라도 기업의 상태와 성과를 이해

회계 분야

하는 기법을 배울 수 있어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мπ҆ɜ@Ĉٙ।
경영학과는 국내에서는 가장 인기 있는 학과 중 하나이며 가장 중요한 학과 중에

프로테스탄티즘의 윤리와 자본주의 정신

하나일 것입니다. 하지만 단순히 인기가 많고, 높은 성적을 받은 학생들이 입학한

막스베버. 문예출판사. 2010

다는 막연한 생각을 가지고 경영학과에 진학하기 보다 학과가 본인이 희망하는 직
업과 관련이 있거나 본인의 성향에 맞는 학과인지 잘 고민해보고 결정하는 것이 좋

1904년에서 1905년에 걸쳐 쓰여진 막스 베버
의 <프로테스탄티즘의 윤리와 자본주의 정신>
은 20세기에 출현한 정신과학의 업적 중에서

다고 생각합니다.

가장 중요한 것의 하나로 손꼽힙니다. 이 책은

또한 경영학과가 타 인문 혹은 사회과학 계열의 학문과는 달리 다양한 분야의 지

경영학의 기반인 사회과학과 역사과학 학습의

식과 학문을 응용하는 성향이 짙은 만큼 인문학적이고 사회과학적인 지식, 그리고

길잡이가 되어줄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는 과학적인 지식에 대한 관심을 가진다면 본 과에서 공부하는 데에 있

통섭

어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열심히 공부해서 훌륭한 경영학도가 되기를 기원합니다.

에드워드 윌슨. 사이언스북스. 2005
‘큰 줄기를 잡다, 모든 것을 다스린다, 총괄하여
관할하다.’라는 의미의 제목처럼 학문간의 경

길을 가는 후배에게
이렇게 다를 줄이야! 고교시절 생각했던 전공에 대한 오해

계를 뛰어넘어 학문의 대통합을 이루어야 함
을 역설하는 책입니다. 조직, 사회의 모든 분야
를 어우르는 것이 바로 경영학인 만큼, 여러 학
문들을 넘나들며 알기 쉽게 설명하는 이 책을

“철학과에 가면 ‘철학’해? 영문과에 가면 ‘영어’ 잘 해? 경영학과는 나중에 ‘경영’하겠

통해 미래의 경영인으로서 갖추어야 할 ‘통섭’

네”라는 말을 듣습니다. 하지만 CEO가 되는 길 외에도 그보다 다양하게 자신의 꿈을 위

의 자세를 배울 수 있습니다.

해 나아가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이때는 꼭!

경영이 전공이라고 인문을 도외시하지 말고 역사나 철학, 문학에 관심
을 가질 것을 추천합니다. 모든 학문의 기반은 인문학인데 이 시기가 아니
면 독서할 시간이 거의 없습니다. 그리고 틈틈이 신문을 읽는 것을 추천합니다.

봉사활동을 하는 것을 추천합니다. 사실 봉사활동이라는 것은 딱히 언
제 해야 한다고 시간이 정해져 있지 않지만 이 시기부터 남을 돕기 시작하
면 무언가 다른 느낌으로 재능을 기부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질 수 있습니다. 이 시기
를 놓치면 너무 바빠져서 봉사활동을 시작하는 것도 쉽지 않습니다.

교환학생 가는 것을 추천합니다. 우리 학교의 가장 큰 장점이 교환학
생 시스템입니다. 교환학생을 통해 다른 나라의 문화를 접하고 오는 것은
큰 기회라고 할 수 있습니다.

고시 준비를 하거나 고시를 마친 학생들도 있겠지만 그 외의 학생들
의 경우 학교 생활을 마무리 하면서 인턴쉽을 해보는 것도 좋다고 생각합
니다. 진로가 정해진 학생들이나 그렇지 못한 학생들 모두 관심있는 분야의 사업체
에서 일해보면서 실전을 체험해 볼 수 있는 기회일 것입니다. 또한 그 방향으로 나
아가길 희망하는 학생들의 경우에는 경력으로 인정을 받을 수 있다면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고려대학교 인재 양성 ¡ 진로 가이드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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شڏԟ֬
Holonic Management 조직의 구성원들이 자율과 협력을 통해 조직과 유기적으로

ؑמɸ۾@מĚĜЃ

결합함으로써 조화를 이루는 경영방식

경영학의 이해, 경제원론Ⳓ, 경제원론

Spin-off 회사분할의 한 방법으로 분할회사가 현물 출자 등의 방법을 통해 자회
사를 신설하고 취득한 주식 또는 기존 자회사의 주식을 모회사의 주주에게 분여

ⳓ, 경영통계, 회계학원리
재무관리, 오퍼레이션스 관리, 마케팅

하는 것

원론, 중급회계 1¡2, 경영정보 시스

Angel industry 유아부터 초등학교 어린이를 수요층으로 하는 신종 사업.

템, 금융론, 광고론, 관리회계, 마케팅

Data mining 많은 데이터 가운데 숨겨져 있는 유용한 상관관계를 발견하며, 미래

조사론, 투자론, 벤처경영

에 실행 가능한 정보를 추출해 내고 의사 결정에 이용하는 과정

조직행동론, 국제경영론, 아시아관

Games man 변화를 좋아하고 적극적으로 새로운 역할을 떠맡는 이상적인 기업

점에서의 한국경영과 관리, 지역연

경영인

구(중국),

지역연구(일본),

Korean

Business & Management in the
Global Context, 다국적기업과 비시

Matching grant 기업에서 임직원이 내는 기부금만큼 기업에서도 후원금을 내
는 제도

장전략, 중국경제론, 국제무역론, 국

생산의 3요소 토지(⊃천연자원), 노동(⊃인간의 능력과 의지), 자본(⊃고정설비, 반

제생산, 구매 및 연구개발, IT기반 비

제품 또는 완제품의 재고)+경영(기업가의 능력)

즈니스 모델, 타문화경영, 소셜컴퓨팅

Loss leade 원가보다 싸게 팔거나 일반 판매가보다 훨씬 싼 가격으로 판매하는 상

과 비즈니스, 글로벌전략, 국제마케팅

품( = 특매상품, 유인상품, 미끼상품, 특수상품 등)

론, 소비자행동, 국제금융론, 비영리
회계, 세무회계, 회계학이론, 노사관
계론, 혁신과 전략, 전략적 관리회계,
고급회계, 유통관리, 마케팅전략, 기
업윤리, 조직디자인과 경쟁우위, 국제

Ğͷ@ۜÿ@ч@֫ॼ

재무관리, 재무분석, 서비스운영관리,

공인회계사, 인적자원관리사, 품질경영기사, 마케팅사회조사분석사, AFPK, 국제무

전략적수요 및 수익관리, 프로세스혁

역사 등

신 및 프로젝트관리, 보험관위헙관리,
기업재무, 정보보안관리, 선물옵션,
인터넷비즈니스와 전자상거래, IT서
비스평가, Business-to-business마
케팅, 마케팅엔지니어링, 서비스마케

ʷ،π@F@।পH।ԩ@ۜࠛ@ঢʷI
경축 고대신문이 뽑은 총장배 교내리그 우승후보이자 2011 총장배 교내리그 4강

팅, 현대기아차글로벌마케팅전략, 비

에 진출한 경영대학 유일의 축구 동아리입니다.

즈니스협상, 제품 및 프로세스개발

경농회 1992년 창설되어 오랜 전통과 많은 회원수를 가진 동아리입니다.

경영전략, 마케팅과 혁신, 신상품개발

KUBIZ 야구에 향한 관심과 열정만으로 뭉친, 누구나 야구를 즐길 수 있는 야구

과 마케팅, IT혁신관리: 이슈와트렌드,

동아리입니다.

기업지배구조의 이론과 실제, 채권론,
위험관리, 기업가치평가, 리더십 : 이
론과실제, 소셜네트워크와 경쟁우위,
회계감사, 경영의 철학적 이해, 증권

브로든 경영대학의 댄스동아리로서 새내기 배움터나 축제에서 수차례 공연을 해
왔습니다.
너와나 1989년에 창설한 밴드로 수십 차례 정기공연을 했습니다.

시장론, 금융기관경영론, 마케팅신조

FES Future Entrepreneurs Society 고려대 최초의 경영학술 학회로서 ‘미래 기업

류, 품질경영, 로지스틱스관리, 오퍼

가 모임’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레이션스전략, 재무금융신조류, 아시

Kulsom 고려대 유일의 LSOM학회로 원자재부터 제품의 생산, 고객에 이르는 과

아 비교경영론, 데이터관리와 지적경

정을 ‘Process’의 관점으로 기업과 세계를 탐구합니다.

영, 제품 및 브랜드관리, 금융회계, 국
제경영현장실습, 국내경영현장실습,

MCC Mangement Consulting Club 경영전략학회로 현장형 경영 동아리입니다.

국제M&A와전략적제휴, 구매공급관리

EGI 경영전략학회로 전략적인 사고를 바탕으로 지속적인 변화와 혁신을 통해 세
계무대를 이끌어갈 글로벌 리더들의 네트워크입니다.
IFRA 고려대에 처음으로 창설된 재무학회입니다.
KUVIC 가치투자 동아리로서 기업, 경제, 시장 등에 대한 분석과 더불어 실제 투
자를 병행합니다.
RISK 고대투자동호회에서 출발하여 가치투자연구회로 출범, 정규세션과 환율, 투
자서적, 경제신문 등 다양한 스터디 모임을 통해 지식을 교류하고 실전 투자를 병
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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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년 AACSB 국내 최초 전 학위과정 인증

६@ڀĳέ@ঊত

•2007년 EQUIS 국내 최초 인증

32개국 102개교(2015년 1월 현재)

•2008년교수 논문 다운로드 수 국내 1위 (SSRN)

Australia, Austria, Belarus, Brunei, Canada,

•2011년 BK21 경영전문대학원 MBA 평가 5년

China, China(HK), Chile, Demark, Finland,
France, Germany, Hungary, India, Indo-

연속 1위 (교육과학기술부) AACSB 및 EQUIS 국내 최초 5년 재인증

nesia, Italy, Japan, Kazakhstan, Malaysia,

•2012년 ‘세계 경영대학 연구업적 평가’ 세계
86위, 국내 1위(UTD) 英 FT 선정 ‘세계 100대 EMBA’ 세계 12위, 국내 1위(FT)

Mexico, Netherlands, New Zealand, Philippines, Portugal, Singapore, Spain, Sweden,

•2013년 ‘국가브랜드 대상’ 경력개발 부문 대상(중앙일보)

Taiwan, Thailand, Turkey, UK, USA, Viet-

•2014년 한경비즈니스 200대 기업 인사담당자 전국 경영대학 평가 7년 연속

nam

1위
•한경비즈니스 200대 기업 인사담당자 MBA 평가 2년 연속 1위

।Ĝ@ҜԽ@ِĸ՜

•국내 최초 2회 연속 AACSB 5년 재인증

기업경영연구원, 기업지배연구소

@ؽܙশݘ@ۉ
졸업생 수 13,895명
졸업 후 사회진출 현황(최근 5년간)

Market sector

No. of students
2010

2011

2012

2013

2014

Financial Service

56

70

67

33

56

Manufacturing

28

23

31

29

33

Wholesale and Retail Trade

7

13

12

9

14

Construction

8

8

13

10

6

Government

11

20

22

24

27

Public Sector and
1RQSURͤW2UJDQL]DWLRQ

0

5

1

2

3

Heavy Industry

12

14

26

14

27

Consulting

47

52

64

50

53

Petrochemical / Energy

8

13

12

12

9

IT Service

7

15

8

14

12

Transportation

5

7

0

3

12

Broadcasting

1

0

3

3

1

Consumer Products

2

3

12

9

9

Entertainment Service

1

2

2

4

1

Telecommunications

0

2

2

5

3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s

3

2

0

5

2

R&D

1

1

1

0

0

Service

5

1

0

0

0

Education

0

0

0

0

0

Hotel

0

0

1

0

4

Public Health

0

0

1

1

4

Lawyer

0

2

0

0

0

Travel Agency

0

0

0

0

1

2WKHUV*

15

18

15

25

33

Total

217

271

293

252

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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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어국문학과

문과대학, Since 1946
Department of Korean Language and Literature

참다운 인문정신의 요람,
역사와 전통의 국어국문학과
고려대학교 국어국문학과는 1946년 8월 15일, 조선미군정청 문교부장의 본교 창립 인가에 따라 문과대학 내 다른 세 개 학과(영
문학과, 철학과, 사학과)와 함께 국문학과라는 이름으로 창설되었습니다. 당대 학계에서 훌륭한 업적과 성과로 주목 받는 학자들이
전임으로 재직하여 진지하면서도 열띤 연구 분위기를 조성해 왔으며, 정년퇴임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연구에 정진하여 후학의 모범
이 되고 있습니다. 국어학, 현대문학, 고전문학, 한문학 한국어문화교육학 등 각 세부 전공마다 해당 전임 교수가 재직 중에 있으며,
학계로부터 높은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http://kukl.kr

참다운 인문정신의 요람, 국어국문학과
한반도에 인류가 정착한 이래로 한국말로 축적된 문화와 지식은 그 양이 매우 방대합니다. 국어국문학과에서는 우리가 익숙하
게 사용하던 한국말과 글을 탐구하면서 그 속에 숨쉬는 한반도의 역사와 문화를 마주할 수 있습니다. 나아가 국어국문학과는
세계화 시대에 한국어와 한국의 문화를 알리는 한류 열풍의 중심학문으로 성장하고 있습니다. 국어학, 고전문학, 현대문학, 한
문학, 한국어문화교육학의 다섯 개 전공 분야로 구성된 국어국문학과는 국내 최고 수준의 교수진과 교육과정으로 우리의 말과
문학에 대한 학생들의 지적 탐구심을 계발시켜 그들이 인문학의 인재로 거듭나도록 하고 있습니다. 한국어에 대한 해외의 관
심이 확대되고 있는 오늘날 국어국문학의 가능성은 미래와 세계로 열려 있습니다.

국어국문학의 엔진
‘나’를 알고 남을 알면 백전백승(百戰百勝)!
성 빅토르의 디다스칼리온 (A.D. 1128) 중에는 이런 말이 있습니다.
‘자신의 고향을 달콤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아직도 심약한 초심자이
리라’. 어디를 가도 고향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이미 강건한 사람이
다. 그러나 완벽한 사람은 온 세상을 낯선 곳처럼 느끼는 사람이리라.
낯선 것은 아직 알지 못하는 것이기 때문에 묘한 매력을 지니고 있
습니다. 외국 문화와 언어가 흥미롭다면 그것은 어쩌면 낯설기 때문
일 것입니다. 이보다 더한 매력은 이미 익숙한 곳에서 낯섦을 발견하

이런 학생 국어국문학과에
• 우리말의 유래 · 구조 · 원리, 문학 작품 읽기, 창작에
관심이 많다.
• 외래어의 범람 속에서 오염되고 있는 우리말을 지키
고 싶다.
• 한국 문학 속에서 흥미로운 이야기를 찾아내 블록버
스터 영화, 드라마를 만들고 싶다.
• 한류 열풍 시대에 한국어와 문화를 세계화시키고 싶다.

는 일입니다. 우리 언어와 문화에 숨겨진 낯선 모습들에 대한 진지한
탐색은 세계화 시대에 역동적인 문화 교류의 출발점이 될 것입니다.

전공 수업 우리말과 우리글을 제대로 공부하고 써보기
국어국문학이라고 하면 보통 시 · 소설과 같은 문학작품을 읽고 창작하는 것을 떠올리기 쉽지만, 그것만이 전부는 아닙니다. 국
어국문학은 크게 국어학, 고전문학, 현대문학, 한문학, 한국어문화교육학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국어국문학과에서는 중·고등학
교 국어시간에 배운 국어문법 및 문학을 더 깊이 있게 공부할 수 있으며 한국어를 한국인뿐만 아니라 세계인들에게 어떻게 교
육시킬 것인가에 대해 공부할 수 있습니다. 물론, 국어국문학과 진학을 위해서는 우리말과 문학작품에 대한 높은 관심과 기본
적 소양을 갖추고 있어야 하지만, 이를 위해 과학, 철학, 역사, 문학 등 다방면에 걸친 풍부한 독서를 통한 논리력, 분석력, 문학
적 감수성 그리고 상상력 증진의 노력도 필요합니다.

학과목에 대하여
우리말, 우리글 언제부터 생겼을까, 왜 이렇게 생겼을까, 국어학 한국어의 생성과 관련한 역사와 한국어가 보이는 고유 현상에
관해 공부할 수 있고 한국어를 연구한 선구자들의 업적에 대해 알아볼 수도 있습니다. 국어학의 이해, 국어발달사, 국어음운의
이해, 국어학사, 국어문법, 의미론, 방언론 등의 과목을 통해 우리말에 대한 깊이 있는 지식을 쌓게 됩니다.
우리의 유구한 역사 속에서 꽃핀 고전문학 한반도에 사람이 살던 시절부터 우리 선조들은 끊임없이 이야기를 즐기고 노래를
부르고 춤을 추고 놀이를 즐겨왔으며 문자를 통해 다양한 문학 작품을 남겼습니다. 고전문학사, 한국한문학강론, 구비문학론,
고전소설론, 고전문학배경론, 향가와 고려가요, 근세시가론과 같은 과목은 우리의 역사 속에서 창작, 향유된 작품을 통해 선조
들의 시대적 고민을 이해하고 문학적 감수성을 익히는 계기가 될 것입니다. 고전문학에 대한 탐구는 현재를 살아가는 우리들
에게 삶과 인간에 대한 깊이 있는 이해와 소통의 기반을 확장시키고 나아가 우리의 정체성 대해 돌아볼 수 있는 기회를 제공
할 것입니다.
한국 사회와 문화를 알고 싶다면 문학을 읽자, 현대문학 한국의 근현대 사회와 문화가 담긴 문학은 그 시대를 비추는 거울로
현대시론, 현대소설론, 현대희곡론, 현대문학강독, 현대문학사와 같은 과목이 있습니다. 문학작품을 마음껏 읽는 과정에서 한국
사회와 문화는 물론, 역사까지 섭렵할 수 있습니다. 또한 현대비평론에서는 문학작품을 바라보는 다양한 시각을 공부하고 직접
문학작품에 대한 자신의 해석을 내놓을 수도 있습니다. 문학에 대한 해박한 지식을 갖춘 후, 소설창작연습, 시창작연습, 희곡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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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연습과 같은 과목에서 자신의 문학적 소양을 발휘해 볼 수도 있습니다.
동아시아를 품은 지식과 상상의 보고 한문학 한문학은 문학 · 역사학 · 철학을 아우

ࣥѾ@ॕŗ͙

르는 동양학 전반에 대한 기초적 소양을 익히고, 한문원전에 대한 체계적 이해를
도모합니다. 20세기 초에 이르기까지 우리나라의 지적 · 문화적 성과의 대부분은 한

국어국문학과 교직과정 설치 중 · 고등학교

문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고전을 읽고 이해하는 것은 다양한 학문 분야에

선생님이 되기 위한 필수 과정입니다

대한 동양의 지혜를 느끼게 합니다. 또한 21세기에 살아가는 우리의 사유와 문화를

문과대학 ‘7+1’ 프로그램 견문을 넓히고 역

풍요롭게 하는 자산이 됩니다.

량을 키우기 위한 문과대학의 프로그램으로 미

세계로 뻗어가는 한류열풍, 세계인이 한국어를 원한다, 한국어문화교육학 한국어

국, 영국, 캐나다, 프랑스, 독일, 스페인, 멕시
코, 일본,러시아, 중국 등의 대학에서 공부할
수 있습니다.

교과과목 내 다양한 현장학습 교실 내에서
의 이론 수업 외에 교과목에 따라 박물관 탐방,

를 한국인만 할 줄 안다는 말은 옛말이 되었습니다. 교통과 통신의 발달로 한국인
의 문화가 한국인만의 것이 아닌 전 세계인의 것이 되면서 한국어에 대한 수요는
꾸준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외국인에게 한국어를 어떻게 가르칠 것인가
에 대한 연구가 새로운 학문분야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한국어교육학은 응용국어

방언조사, 구비문학 답사, 공연 관람 등의 실외

학, 외국어로서의 한국어교육과 같은 과목의 공부를 통해 한국어교육의 다양한 내

활동이 진행됩니다.

용을 공부합니다.

국어국문학과의 어제와 오늘
고려대학교 국어국문학과는 학과 개설 이래 우리 민족의 언어와 문학, 사상, 문화
등을 폭넓게 탐구해 왔습니다. 그 결과물들은 현재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오늘날
의 삶을 성찰하고 보다 나은 미래를 함께 만들어 가기 위한 인문학적 동력을 꾸준
히 제공하고 있습니다. 또한 고려대학교 국어국문학과에서 배출된 다양한 인재들
은 현재 교육, 언론, 문화 등의 다양한 영역에서 대한민국을 이끌어 가는 선도적 역
할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국어국문학과의 미래
국어국문학은 최근 각광받고 있는 ‘한국학’의 중추라고 할 수 있습니다. 국가적 위상
이 점차 제고되고 있는 현 시점에서 미래의 국어국문학은 기존의 민족 학문이라는
위상을 넘어 세계 속의 한국학을 지향하기 위한 필수 학문으로 자리잡을 것입니다.
외국어로서 한국어에 대한 수요 증대, 한국 어문학에 대한 세계적 관심의 증가, 깊
이와 폭을 점차 확장하고 있는 한류 현상 등을 감안할 때 향후 국어국문학의 전공자
로서 할 수 있는 일과 해야 할 일 그리고 그 비중은 점차 높아질 것으로 기대됩니다.

블루오션
●

국어국문과라 하면 흔히 문학만 생각할 수 있지만 국어를 과학적

국어학 분야

으로 탐구하는 국어학 또한 국어국문과에서 중요한 분야입니다.
특히 SNS의 활성화 등으로 많은 데이터가 범람하는 시대에, 우리
말과 글로 남겨진 빅데이터를 어떻게 처리, 가공, 응용할 것인지에
대해 공부하는 한국어전산학은 블루오션이라 할 수 있습니다

●

영화 아바타가 과거 시나리오의 재창작이었듯이 우리의 고전에

고전문학

는 현대의 기술력으로 표현할 수 있는 무궁무진한 문화 컨텐츠가

분야

있습니다. 이러한 문화 컨텐츠 개발은 국어국문학의 새로운 블루
오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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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한민국을 대표할 수 있는 작가를 꿈꾸는 이들의 문학창작과 이

현대문학

러한 창작물을 세계에 전파하는 문학 번역 분야는 국어국문학의

분야

영원한 블루오션입니다.

мπ҆ɜ@ĹشĹО।
한국어의 탐구와 이해

●

20세기 초까지 우리나라의 지적·문화적 성과의 대부분은 한문으

한문학 분야

로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이들을 정리·번역하는 것은 다양한 학
문 분야에 기여할 수 있는 블루오션입니다.

정경일 저. 박이정. 2000
국어학에서 진행되는 다양한 연구분야에 대해
소개하고 있습니다. 학교에서 배우던 골치 아
픈 문법 문제로 국어학이 싫어졌다면 이 책을
권하고 싶습니다. 국어학은 우리가 사용하는
말과 글이 어떻게 사용되고 어떤 분포를 보이

●

한류 열풍 시대, 한국어를 배우고자 하는 외국인이 크게 늘어나

한국어 문화

고 있습니다. 동아시아는 물론 중남미와 아프리카, 유럽 지역에

교육학 분야

이르기까지 한국어에 대한 수요는 점차 증가해 왔고, 앞으로 이
러한 추세는 더욱 가속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렇듯 다양한
국가에서 한국어를 배우고자 하는 이들을 위한 전문적인 한국어

고 어디서 왔는지를 체계적으로 연구하는 과학
적인 학문이지 시험에서 한 문제 더 틀리게 만
드는 고리타분한 규범문법을 다루는 학문이 아
님을 알게 될 것입니다.

새 민족문학사 강좌 1-2권
민족문학사연구소 저. 창비. 2009

교육 분야의 교재 개발 및 교수법 개발 또한 국어국문학의 블루

구비서사에서 2천 년대 대중문학까지 한국문

오션입니다.

학의 흐름을 생생하고도 역동적으로 보여주는
한국 문학사 개설서입니다. 한국문학이 동아시
아문학, 세계문학 및 다른 문화와 주고받은 영
향관계와 소통의 성과를 주목하여 다양한 가치

길을 가는 후배에게

의 공존, 소통을 조명합니다.

이렇게 다를 줄이야!

정명환. 현대문학. 2005

고교시절 국어 시간은 딱딱한 수업시간의 활력소였습니다. 공부하다 심심하면 언어

불문학자이자 평론가로 유명한 정명환 선생의

영역의 소설이나 시를 읽으며 수험생의 고단한 심정을 감정이입하기도 했습니다.

젊은이를 위한 문학이야기

문학 에세이입니다. 문학과 인류가 같이 하게
된 원인을 쉽고 재미있게 풀어나가는 그의 에

그러다 국어국문학과에 들어와 우리말을 분석하는 국어학에서 새로운 재미를 느끼

세이를 읽다 보면 고상하고 어려울 것만 같

게 되었습니다. 국어국문학과에 다닌다고 해서 꼭 작가가 되어야 하거나 국내에서

은 문학이 우리의 삶, 그 자체임을 알 수 있

만 공부할 필요는 없습니다. 국어학만 해도 정보처리를 비롯해 다양한 학문과 연계

습니다.

되어 응용될 수 있습니다. 국어국문학은 한국인으로서 자신의 정체성에 대해 알게

한국어와 한국어교육

해주는 기초학문이며, 앞으로 활용 될 수 있는 분야는 무궁무진합니다.

박영순 외. 한국문화사. 2010
외국어로서의 한국어 교사가 반드시 숙지하고
있어야 할 내용을 정리한 책입니다. 국어학 전
공자와 한국어교육 전공자의 균형 있는 필진
으로 한국어 교사에게 필요한 국어학적 지식
과 한국어 교육을 위한 교육과정, 교재, 교수
법, 교육내용, 교육 평가까지 실제로 교사가 알
아야 할 지식 및 가르쳐야 할 내용 요소를 골고

자신이 좋아하는 것과 잘하는 것이 일치하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관심이 있어 공

루 체계적으로 제시하였습니다.

부해보면 생각보다 재미가 없는 경우도 있고 반대로 관심 없던 분야가 의외로 재
미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학과 선택에 있어서 이러한 예상과 기대에 어긋나는 경
우 때문에 고민이 많아지지만 고려대학교에는 이중전공, 연계전공 제도가 있기 때
문에 자신의 선택의 폭을 넓힐 수 있습니다. 대학교 시절 동아리 및 학회 활동, 외
국어 공부 그리고 타 전공 공부를 통해 자신의 역량을 넓히면 진로 선택에 큰 도움
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난 이럴 때
국어국문학과를 택했을 때 제가 알고 있는 지식은 거의 현대문학에 국한되어 있
었죠. 그런데 고려대학교 국어국문학과에서 전공 공부를 하면서, 현대문학뿐만 아
고려대학교 인재 양성 ¡ 진로 가이드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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니라 고전문학의 흥미로운 세계에 빠져들게 되었고, 국어학과 국어사, 이외에 방언, 북한
의 언어학 등 정말 다양한 국어국문학의 세계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מɸ۾@מĚĜЃ
한국 문학의 이해, 국어학의 이해, 실

하회종2013

شڏԟ֬

용영어, 사고와 표현, 핵심교양(세계

음성학 국어학 아래엔 다양한 세부 분야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도 ‘음성학’은 쉽게 말해 말

의문화, 역사의 탐구, 문학과 예술, 윤

소리를 연구하는 학문입니다. 실제 우리가 사용하는 한국어의 말소리가 어떻게 구성되어 있

리와 사상, 사회의 이해, 과학과 기술,
정량적 사고), 한자 및 제2외국어(중
국어, 일본어, 러시아어, 독일어 등)
국어음운의 이해, 국어 문법의 이해,

는지 공부하고, 음성분석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실제로 어떻게 실현되는지를 살필 수 있죠.
음성학 관련 연구들은 통신이나 IT업계 등 다양한 분야에서 폭넓게 적용될 수 있어, 실용성
까지 갖추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국어 방언의 이해, 국어 의미의 이해,

문학비평 문학비평은 문학작품의 의미나 가치에 대해 평가하거나 혹은 문학의 본질과 기능

한국한문학 개론, 국어 정서법의 이

에 관한 체계적인 이해를 도모하는 작업입니다. 또한 넓게 보아 문학작품을 해석하고 평가

해, 외국어로서의 한국어

하는 데 필요한 용어, 개념, 이론 등을 체계화하는 작업도 포함됩니다.

국어 발달사, 북한의 언어학, 현대시

한국어교육 한국어교육이란 외국인을 대상으로 한국어를 가르치는 것을 말합니다. 그리고

론, 현대희곡론, 현대문학사, 현대 비

한국어교육은 유학이나 이민 등으로 한국에 살고 있는 외국인에게 한국어를 가르치는 제

평론, 현대 문학 강독, 근세 시가론, 고

2언어로서의 한국어(KSL) 교육과, 취미나 한국 유학 준비 등의 목적으로 해외에서 한국어

전문학 배경론, 향가와 고려가요, 국

를 공부하는 외국인에게 한국어를 가르치는 외국어로서의 한국어(KFL) 교육으로 나눌 수

어형태론, 전통연희론, 현대극작가론

있습니다.

국어학사, 희곡창작연습, 한문산문강
독, 고전 소설 강독, 한국한문학 강
독, 소설 창작연습, 시창작연습, 국어

ʷ،π@F@।পH।ԩ@ۜࠛ@ঢʷI

사 강독, 한국어 정보처리, 현대 사상
과 문학, 언어학과 문학

문학반 작가탐방, 시화전, 문집 발간 등의 활동.
국어학반 하계방언조사 및 국어학 자료 강독 등의 활동.
편집반 학회지 <나랏말씀> 편집 및 발행. 열린패民 풍물 · 마당극놀이, 탈춤공연 전통연희 관
람 등. 햇새벽 사회과학 관련 자료 연구 학회.
연극반 창작극 · 국문희곡 공연. 뮤지스트 아카펠라 및 노래 공연.

ʅǷ@¡@ڀ
नÃ@ч@րԟ֯۽
문과대학 평가
•2006년 영국 ‘The Times’ 세계 대학 평가
인문과학 분야 세계 89위
•2007년 한국 연구재단
“KCI 등재 및 등재후보지 논문발표 현황 분석” 기관별 논문현황 인문학 분야 1위(501편)
•2009 중앙일보 국내대학 평가
인문사회 중심대학 중 1위
•BK21 Plus 사업 선정
BK21 Plus는 한국연구재단에서 운영하는 고등교육 인력양성사업으로, 현재 대학원 국
어국문학과의 한국어문학 미래인재육성사업단이 BK21 Plus 사업에 선정되어 참여 중

।Ĝ@ڱĞ@ِĸ՜
민족문화연구원 인문학, 문학, 역사, 철학 등 민족문화 전반에 대해 연구. 국내인문학 연구
소 중 최대의 규모
한자한문연구소 한자와 한문 전반에 걸친 이론 및 실제에 관한 연구·교육 및 보급을 통하여
한문학 연구, 한자 교육, 한문 교육 및 韓國學의 발전에 기여하고, 나아가 국제간의 상호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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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와 문화교류에 공헌함
한국어센터 1986년 3월 1일 설립, 한국어 · 한국문화 전문 교육 기관. 외국인과 해외
동포 약 50,000여 명이 한국어센터의 연수 프로그램을 거쳤고, 현재 매년 약 4,000
여 명의 학생이 한국어와 한국 문화 연수에 참여하고 있음

६@ڀĳέ@ঊত
매년 10여 명의 학생을 해외대학 교환학생으

@ؽܙশݘ@ۉ
졸업생 수 290명
졸업 후 사회진출 현황

로 파견 중이며, 주요 파견 대학은 UC Berkeley(미국), 8QLYHUVLW\̦RI̦&DOJDU\(캐나다),
8QLYHUVLW\̦RI̦1RWWLQJKDP(영국), Waseda
University(일본) 등이다.

학계 ¡ 교육계(65명) 대학 교수, 교사, 전문기관 연구원, 대학원 진학 등
언론 ¡ 출판 ¡ 문화계(16명) 신문 ¡ 방송기자, 방송앵커, PD, 작가, 성우, 가수, 출판사경영, 시인, 소
설가, 평론가, 극작가, 번역가, 연극연출, 배우, 카피라이터 등
정부 ¡ 공공기관 ¡ 법조계(10명) 국회의원, 정부부처 및 공공기관 공무원, 판 ¡ 검사, 변호사 등
기업계(88명) 대기업 등 일반기업체, 개인사업 등

고려대학교 인재 양성 ¡ 진로 가이드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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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학과

문과대학, Since 1946
Department of Philosophy

철학은 실용적이지 않지만,
철학 없이는 그 어느 것도
실용적이지 않다!
1946년 고려대학교의 전신인 보성전문대학에서 진정한 의미에서의 대학(University)인 고려대학교의 창립과 함께 개설된 고려대
학교 철학과는 그동안 한국 철학계뿐만 아니라 세계 철학계와 함께 호흡하며 수많은 업적을 일구어 냈습니다. 동 · 서 철학에 대한
구체적 연구와 함께 동 · 서 상호 간의 통합적 이해를 지향하고, 세계와 인간에 대한 총체적인 이해에 도달하고자 노력해 왔습니다.

http://lib003.korea.ac.kr

철학은 학설이 아닌 활동이다
철학을 뜻하는 단어인 Philosophia는 사랑(Philos)과 지혜(Sophia)의 합성어입니다. 인간이 새로운 것에 대해 호기심을 갖는 것
과 그것을 알아내고자 하는 태도와 노력, 즉 학문을 하는 그 자체를 철학이라고 하였습니다. 그렇다면 수학이나 물리학, 사회학,
공학 등 수 많은학문을 모두 철학이라고 부를 수 있을까요? 물론 그렇지는 않습니다. 대학에서의 철학과는 방금 나열한 여러
전공분야와는 별개인 하나의 학과일 뿐 이 모든 학문들을 포함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수학이나 물리학 등 문과 · 이과를 막론
한 모든 학문은 철학에서 그 기원을 찾을수 있습니다. 그 기원은 바로 발생한 문제에 대한 당혹감(Aporia)을 느끼고 그것을 알
고자 하는 태도, 즉 ‘질문을 제기하는 것’이고 바로 이 때문에 철학이 여타 전공과 구분되는 ‘특이한 학문이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철학은 ‘무엇이 어떻다’라는 정보나 사실의 수집에대한 학문이 아닙니다. 그러한 정보나 사실이 도출되기 위해서는
일단 의문을 가지고 탐구를 해야만 합니다. 바로 그 무언가에 대해 최초의 의문을 품고 본질에 대한 질문을 던지는 것이 ‘지혜
에 대한 사랑’으로 철학함이고 그 과정에서 만들어진 방법이나 정보, 사
실 등이 여러 학문을 구성합니다. 이 때문에 철학을 흔히 ‘모든 학문
의 시작점’이라고 부릅니다.

이런 학생 철학과에
• 인간을 포함하여 사물과 세계에 대해 인문학적 관점
으로 바라볼 수 있는 통합적 사고능력이 있다.
• 인간본성과 존재가치, 삶의 본질 및 사회에 대한 관심과
이해가 끊이지 않는다.
• 폭넓은 독서로 사고하는 힘을 단단히 길러두었다.
• 끊임없는 지적 탐구를 통해 자신을 살펴볼 줄 알고
논리적으로 생각하는 것을 즐긴다.

전공 수업 철학이 가르쳐주는 것들
아마 여러분은 고등학교 때 ‘윤리와 사상’과목을 통해 철학이란 무엇
이고 철학자들이 어떤 주장을 했는지에 대해 약간의 지식을 접하셨을 것이라 생각합니
다. 하지만 그것은 그야말로 철학의 극히 일부이고 피상적인 지식에 지나지 않습니다. 철학은 여
타 학문과는 달리 특정 분야의 지식을 습득하고 이해하는 것으로 그치지 않습니다. 그것이 왜 그
렇게 이해되는지를 따지며 어떤 한계가 있는지를 비판하기도 하고 그 지식이 나에게 무슨 의미가
있는지를 물어야만 하는 게 철학과에서의 탐구방법입니다. 윤리와 사상을 통해 철학에서 다루는 것
에 대한 약간의 지식이 있으면 대학에서의 철학에 조금은 더 수월하게 접근할 수 있지만 필수적이지는 않
습니다. 중요한 것은 ‘어떤 과목을 공부하느냐’가 아니라 ‘어떻게 공부하느냐’입니다. 문학, 역사학, 철학 등
다양한 분야에 폭넓은 독서를 하면서 ‘왜 이렇게 주장하지?’, ‘이 주장의 근거는 무엇이고 그 근거는 타당한 걸
까?’ , ‘이 내 용이 나에게, 어떤 의미를 줄 수 있지?’라는 물음을 던지고 나름의 답을 구상해 보는 ‘사고력 훈련’을 동반하는 것
이 철학의 근본입니다. 철학과의 교과목은 전공필수와 전공선택 과목으로 나뉩니다. 전공필수는 아래의 4개 영역에 해당하는
과목들이며 졸업 전까지 각 영역별로 한 과목을 의무적으로 이수하여야 합니다.

학과목에 대하여
서양철학사 영역 철학이라는 학문과 논의가 형성된 과정들을 탐구하는 수업입니다. 철학의 밑바탕이자 핵심이 되는 과정이며
해당과목에는 서양고대철학, 서양근세철학, 독일고전철학, 현대유럽철학, 현대영미철학이 있습니다.
동양철학사 영역 마찬가지로 철학의 역사에 대한 수업이지만 동양철학은 서양철학과는 전혀 다른 관점과 내용들을 다루기 때
문에 별도의 과정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해당과목으로 도가철학, 불교철학, 한국철학사, 중국선진철학, 인도철학사가 있습
니다.
논리와 이론철학 영역 논리학은 생각의 올바른 형식이나 법칙에 대한 학문이고 이론철학은 ‘인생이란 무엇인가’와 같이 현상
이나 대상 자체의 본질(本質)을 묻는 탐구방법입니다. 형이상학, 기호논리학, 인식론, 과학철학이 이 영역의 주요 과목들입니다
윤리와 실천철학 영역 인간이 어떤 방식으로 행동하고 어떻게 해야 하는지에 대한 실천적인 문제를 다룬 분야입니다. 윤리학,
미학, 사회철학이 이 영역의 과목에 해당합니다.
고려대학교 인재 양성 ¡ 진로 가이드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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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학과의 미래
철학과는 미래가 불투명하다?

문과대학 ‘7+1 ’프로그램 고려대학교 문과

많은 사람들이 가진 오해와 편견과는 달리 철학 전공이라고 해서 꼭 취직이 불투

대학내에서는 정규 교환학생 제도 외에 별도

명하거나 박봉에 시달리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철학은 돈이 되지 않는다’는 통념과

로 문과대학 ‘7+1’프로그램이라는 학부 재학
생 교류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철학
과 학생들은 고려대의교환학생 제도뿐만 아니

는 달리 경제 · 경영 분야는 물론이고 철학과 전혀 무관해 보이는 분야의 유명인사
들 중에도 철학과 인문학 공부를 자신의 영역에 적극 활용한 분들이 아주 많습니다.

라 문과대학 고유의해외파견 프로그램을 통해

골방에 앉아 고리타분하거나 뜬구름 잡는 이야기만 할 것 같은 철학자의 이미지와

외국에서 공부하고 새로운 문화를 경험할 기회

그들이 어떻게 달랐는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철학을 공부했음에도 불구하고’가

가 더 넓은 편입니다.

아니라 ‘철학을 공부했기 때문에’가능했던 그들의 이야기입니다.

열린책들장학금 도서출판사 ‘열린책들’에서
오직 고려대 철학과 재학생들만을 대상으로 별
도의 장학재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매학기학

마이크로소프트의 창시자 빌게이츠

업성적이 우수하고, 학부 이후에도 철학을 계
속 공부할 뜻이 있는 인재들을 대상으로 장학
금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철학과교수장학금 재직 중인 철학과 교수들
의 장학금으로 가정형편이 어려운 학생의 등
록금을 지원하고 있으며 해마다 그 수혜 학생
이 늘고 있습니다.

교직과정 설치 철학을 전공한 학생들 중 교
직에 뜻이 있는 학우들을 위해 교직이수과정을
별도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교직이수과정을 별

많은 사람들이 그를 기업인
으로만 알고있지만, 그는 1만 4
천여 권의 장서를 보유한 독서광이
기도 하며 인문학 독서를 평생 계속
한 사람 이기도 합니다. 그는 언론 인
터뷰에서 “인문학이 없었더라면 컴퓨터
도 없었을 것이며, 나 또한 당연히 없었을 것이다”라는 유명한 말
을 남겼습니다.

도로 이수한 학생에게는 중 · 고등학교교사임용
시험을 볼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집니다

애플의 창립자 스티브잡스
잡스는 대학교 중퇴 후 오토가와 고분이라는 승

мπ҆ɜ@ߒ।
소피의 세계
요슈타인 가아더. 장영은 번역. 현암사. 1996
무엇보다도 철학사를 윤리와 사상 수업시간처
럼 외우고 요약하는 식이 아니라 소설로 접할

려를 만나 선불교와 동양사상을 접하였고 “불
교를 접한것이 내 인생의 가장 중요한일 중
하나”라고 말했습니다. 그는 불교의 참선적
사유와 IT기술을 융합하여 아이폰의 심플하
면서도 매력적인 디자인을 발명하였습니다.

수 있다는 점이 매력적입니다. 소피가 철학자
들의 생각을 편지로 주고받으며 대화하는 과
정을 따라가가면서 쉽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동양철학 에세이
김교빈,이현구 공저. 동녘. 2006

너무나도 유명한 영화배우 이소룡
무술과 영화가 철학과 무슨 관계가 있을지 의아하신분
들도 많겠지만, 이소룡은 워싱턴대학에서 철학을 전공하

책을 읽으며 동양철학이 신비롭고 고리타분한

였습니다. 그때 배운 철학적 지식과 사고력을 통해 이소룡

이야기라는 것이 단지 편견이었음을 깨닫게 되

은 무술에 대한 자신의 이론을 정립하고 영화촬

었습니다. 무위자연이니 인의예지니 하는 표현
들이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한다는 뜻을 담고
있는지, 또 그런 주장들은 어떤 의미가 있고 어

영에 있어서도 자신의 철학을 담아내기위해 노
력하였다고 합니다.

떤 한계가 있는지에 대해서 알 수 있습니다.

철학, 영화를 캐스팅하다
이왕주. 효형출판. 2005

비디오아트의 창시자 백남준
백남준은 도쿄대에서 미술사, 음악사, 미학을

우리가 보고 즐기는 영화에도철학적 고찰이 고

전공했습니다. 후에 지도교수로부터 예술을

스란히 담겨있다면 영화를 통해서도 우리는 삶

잘하기 위해서는 철학을 공부해야 한다는 조

에 대한 고민과 지혜를 얻을 수 있습니다.

언을 듣고 철학고전 독서에 매진하였다고 합
니다. 그가 예술분야의 거목이 되기까
지의 과정에는 철학공부가 가장 훌륭한 밑거름이 되
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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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을 가는 후배에게
전공에 대한 오해? 이렇게 다를 줄이야!
철학하면 왠지 골방에 틀어박혀 깊은 사색에 몰두하는 이미지가 떠오르고 ‘사고력’이

ؑמɸ۾@מĚĜЃ

가장 중요한 것인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철학 공부를 하면서 느낀 건 철학자들도 ‘그

철학 TopicCourse, 서양고전의이해,

시대의 자식들’이라는 점입니다. 사고력도 중요하지만 철학자들이 살았던 시대적 상황

동양고전의이해, 철학이란무엇인가,

과 그들의 사상은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사고력뿐만 아니라 역사적 지식도 매우 중
요합니다.

형식논리학, 인문학방법론, 서양사상
의이해, 동양사상의이해
유교철학, 불교철학, 도교철학, 형이
상학, 윤리학, 인식론, 기호논리학

원전이냐, 해설서냐? 그것이 문제로다!

중국선진철학, 중국송명철학, 한국철

철학자들이 쓴 원전을 직접 읽는 게 최선이지만 너무도 난해해서 좌절을 맛보기 십상

학사, 한국성리학, 서양고대철학, 현

입니다. 그러다보면 해설서, 개론서에 눈이 가게 되는데 그러한 책들은 어디까지나 ‘한

대유럽철학, 중국양한위진철학, 독일
고전철학,철학적인간학, 인도철학사,

사람의 해석’에 지나지 않고 스스로 이해하고 생각하는 힘을 기르기엔 좋지 않습니다.

서양근세철학, 사회철학, 해석학, 문

어디까지나 해설서는 ‘약간의 도움’일 뿐이고 가급적 원전에 도전하시길 권합니다. 알

화철학, 과학철학, 고급논리, 귀납논

쏭달쏭하고 힘겹더라도 그걸 이겨내고 느끼는 깨달음이나 감동은 원전에서만 느끼실

리, 수리철학, 논리철학, 종교철학, 현

수 있습니다.

상학, 미학, 심리철학, 언어철학
동양철학연습, 서양철학연습, 동양철
학원전연구, 서양철학원전연구, 특정

고려대 철학과만의 강점!

학파의철학연구, 불교철학특강, 도가

타 대학의 철학과에서 개설된 과목들은 서양철학 혹은 동양철학에 다소 편중된 경향

철학특강, 유교철학특강, 서양고대철

이 있는 반면 고려대학교 철학과는 동양철학과 서양철학을 균형 있게 고루 공부할 수

학특강, 서양현대철학특강, 서양고대

있는 곳입니다. 게다가 교수님들도 각각의 영역에서 학문적 업적을 쌓으신 최고의 분들
로 구성돼 있어 타 학교에서 교환학생이나 학점교류를 통해 고려대 철학과 강의를 듣

철학연습, 논리학연습, 한국철학특강,
한국철학연습, 윤리학특강, 실천철학
연습, 이론철학연습

기 위해 찾아올 정도입니다.

철학, 그것을 논하며
철학은 기본적으로 깊은 사고력과 비판능력을 필요로 하며 지식을 단순히 만들어
내고 수용하는 것을 넘어서 이를 재구성하고 해석하는 능력을 배양합니다. 세상은
수능시험과 같은 5지선다형 문제풀이가 아니고 토익점수처럼 모든 걸 일률적으로

ʅǷ@¡@@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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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철학과는 46년에 창립되어 동양철학, 서양
철학 양쪽에서 한국철학계를 선도하는 위상을
대내외적으로 인정받고 있습니다.

계량화할 수도 없습니다. 우리는 스스로 사고하고 세상을 다양한 관점에서 고찰하
고 해석하는 능력을 갖추며 ‘창의적인 사람’, ‘통찰력을 갖춘 사람’이 될 수 있습니

६@ڀĳέ@ঊত

다. 철학 전공의 전망은 실로 무한합니다. 철학은 실용적이지 않지만 철학 없이는

독일 브레멘대학과의 정기교류 이외에 세계 여

그 어느 것도 실용적이지 않습니다. 철학의 힘은 무한하고, 여러분의 가능성 역시

러 대학 등과 학술교류를 하고 있습니다.

무한합니다. 여러분의 가능성을 활짝 펼쳐나갈 수 있는 기회가 있는 곳, 고려대 철
학과라면 올바른 선택을 하신 겁니다.

।Ĝ@ҜԽ@ِĸ՜
철학연구소 54년에 창설되어 오랜 역사와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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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을 자랑하는 국내의 대표적인 철학 관련 연
구기관입니다.

철학과 학생회 학생 간 학술적 연구와 소통을 목표로 1981년에 발족하였고 다양한
학과행사를 주관하고 있습니다. 과 내에서 열리는 다양한 세미나와 소모임을 지원,
홍보하는 역할을 주로 담당하고 있습니다. 전공수업 세미나 한 학기가 시작되면 그
학기에 개설되는 수업에 대해 심층적으로 공부하고 토론하는 세미나로 전공수업
에서 다루는 주요 저작들을 심층적으로 강독하며 공부의 폭과 깊이를 넓히는데 큰
도움을 얻는 학생들의 자발적인 모임입니다. 독서모임 전공과목과는 별개로 인문
학의 주요 고전들을 학생들의 자발적 관심에 따라 선정하고 강독하는 소모임으로
학부시절에 읽고 토론할 가치가 있는 인문학의 고전들을 접하고자 개설되었습니다.
영화감상 소모임 영화사에 의미 있는 고전적 영화나 철학적 함의를 담고 있는 예술
영화를 주로 선정하여 감상하는 소모임입니다.
고려대학교 인재 양성 ¡ 진로 가이드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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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사학과

문과대학, Since 1989
Department of Korean History

한국 사학(史學)의 자존심
고려대학교 한국사학과는 1946년 8월 15일, 새로운 역사의 시작을 준비하여야 하는 민족적인 요구에 부응하여 문과대학에 설립
된 사학과에 그 연원을 두고 있습니다. 고려대학교 한국사학과는 사학과의 학풍과 업적을 계승하고 한국사 연구와 강의의 전문화
를 기하기 위하여 1989년에 기존의 사학과를 한국사, 동양사, 서양사로 분과하면서 독자적인 학과로 출범한 후 오늘에 이르고 있
습니다. 지난 반세기 동안 학계의 연구 흐름을 이끌어 온 고려대학교 사학과와 한국사학과는 다수의 뛰어난 학자들을 배출하여 한
국역사학계의 발전에 지대한 공헌을 하였습니다. 졸업생들도 사회의 각 분야에서 활발한 활동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한 교과 과
정의 강의는 물론 학생들 간의 자체적인 세미나가 활발하게 실시되고 있고 현장경험을 위한 답사도 전공시대별로 꾸준히 이루어
지고 있습니다. 여기에 지난 5년간 BK21 한국학교육연구단으로써 많은 연구업적과 함께 한국사연구 진작을 위한 다양한 혜택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http://koreahistory.korea.ac.kr(학부), http://khistory.korea.ac.kr(대학원)

한국사를 통해 현재 한국의 미래를 예측한다
역사를 모르고 한 나라의 오늘과 내일을 파악할 수 있을까요? 그럴 수 없습니다. 한국사학과는 한국의 오늘과 내일을 마련하
는 가장 기초적이고 중요한 학과로, 한국사, 동양사, 서양사를 모두 포괄하는 사학과와 달리 외국사에 대한 기본적인 학습을 배
경으로 한국의 역사를 집중적으로 연구하고 탐구합니다. 기존의 사학과에서 발전적으로 분화되어 안정적인 학과 체제를 갖추
어 나감에 따라, 기존의 교수님들 이외에 더 많은 교수들이 부임하면서 상고사에서 현대사에 이르는 한국사의 각 시대를 모두
포괄하는 짜임새 있고 훌륭한 교수진을 갖추게 되었습니다. 한국 대학의 사학과 또는 한국사학과 가운데 이렇게 전공별로 교
수진이 골고루 잘 갖춰져 있는 곳은 없을 것입니다. 고려대학교 한국사학과는 고대사, 고려시대, 조선전기, 조선후기, 개항기,
일제강점기, 현대사 등 한국역사의 전 시기에 걸친 부분에 대해 세부적이고 발전적인 연구방법과 이론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한국사학의 엔진
비판적인 안목에서 미래가 나온다!
한국사학도가 되기 위한 첫 번째 관문은 바로 비판적인 안목을 지니

이런 학생 한국사학과에
• 한국사 시간이나 동아시아사 시간이 즐겁고 유쾌하다.

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학교에 다닐 때 학교의 규칙이 있듯이 사회에

• 남들에 비해 한국사에 대해 가지고 있는 애정이 크다.

도 규칙이 있습니다. 학교에서 내세우는 법, 가치 등을 무비판적으로

• 역사 시간이 졸리지 않고 과거의 흔적을 재평가 해보고

수용하기보다 한번쯤 의심해보고 재해석 해보는 것이 예비 한국사학
도로서 해야 할 일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기존의 규범, 가치, 방법 등
을 의심하고 비판적인 관점에서 생각해보면 문제점을 발견할 수 있
을 것입니다. 사회 속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이 대학생이

싶은 욕망이 든다.
• 과거의 기억을 소중히 여기고 현재에 적용하여 사용
한다.
• 한문을 비롯해서 각종 외국어에 대한 기본 소양을 갖
추고 있다.

되고 나서는 사회의 기존 가치, 규범에 대해서 생각해 봐야 할 때가
올 것입니다. 물론 그냥 단순히 비판적 사고를 갖자는 게 아닙니다. 여러
분들의 비판적 사고가 한국사학을 움직이는 원동력이 될 뿐만 아니라 한국 사회의 미래를 여는 싹이 되기 때문입니다. 주의할
점은 비난과 비판을 구분해서 사용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기본 배경 지식 없이 무턱대고 비난하는 것은 매력적이지 못합니다.

전공 수업 한국사의 기틀을 마련하고 한국사와 관련된 것이라면 뭐든지 파고들라!
고려대학교 한국사는 한국사 전반에 대한 전문적 지식을 습득하고 습득한 학문을 바탕으로 한국사를 재평가하면서 한국의 보
다 나은 미래를 여는 시각을 만들어내는 과목으로 한국사와 가장 관련 깊은 고등학교 교과목을 고른다면 한국사와 동아시아사
과목입니다. 따라서 고등학교 시절 역사 문제에 자신 있는 학생들은 한국사라는 과목이 굉장히 친근하게 다가올 겁니다. 대학
에 들어오면 더 깊이 있게 한국사에 대해서 배우게 되는데 특히 국가형성의 기원을 시작으로 각 시대의 전반적인 이해와 전문
적인 학습을 할 수 있습니다.

학과목에 대하여
한국의 고대사를 쉽게 풀이해보자! 선사시대, 초기국가, 삼국시대, 남북국시대, 후삼국시대 등 한국 고대의 역사와 문화에 대해
문헌학, 고고학, 금석학, 인류학 등 다양한 연구방법론을 융합해 역사적으로 연구합니다.
한국의 근현대사를 모르고 넘어갈 수 없지! 한국 근현대사 일제강점하의 민족운동과 분단시대의 민주화 및 통일운동의 전개과
정에서 보인 사상적, 이론적 바탕을 역사적으로 고찰합니다.
중세시대에는 무슨 일이 있었을까? 한국 중세사 한국의 중세시대의 특정 문제를 택하여 이와 관련된 논저와 사료를 중심으로
연구하도록 하는데, 왕조의 성립과 멸망에 대해서 자세히 알 수 있는 수업입니다.
한국 사학도가 되기 위한 가장 기본적인 교양에 대해서 알아보자, 기초 공통 기한국사의 전반적인 발전 과정과 이에 대한 전반
적 이해를 강화하기 위해 관계되는 연구논저를 중심으로 연구합니다.

고려대학교 인재 양성 ¡ 진로 가이드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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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사학과의 어제와 오늘
ࣥѾ@ॕŗ͙
국제 교류 프로그램 본인의 희망에 따라 고
려대학교와 교환학생 프로그램을 맺은 세계의

1946년 설립된 사학과에서 출발하여 1989년 한국사학과로 발전하였습니다. 2000
년부터 학부제로 운영되다가 2014년부터 다시 학과제로 전환되어 전공 교육이 강
화되었습니다.

명문대학에서 강의를 들으면서 국제적인 감각
을 키우고 역사학 지식을 넓힐 수 있습니다.

국내 최초 외국인 교수 초빙 한국사특강
고려대학교 한국사학과에는 특별히 외국인 교
수님도 계십니다. 외국인 교수님께 한국의 역
사에 대해서 배우는 시간은 다른 나라의 입장
에서 한국사를 새롭게 조망하게 합니다.

정기답사 “역사는 발로 쓰는 것이다”라는 말

한국사학과의 미래
분단시대의 한국을 넘어
통일시대의 세계로 뻗어나가라

이 있습니다. 학기 별로 역사적 의미가 큰 유적

선진국들의 오늘이 있기까지 어떤 배경이 있었는지 알고 계시나요? 그들 국가 모

을 답사함으로써 한국사에 대한 안목을 기르게

두에게 공통적인 것은 자국사를 포함한 역사에 대한 깊은 지식에서 출발했다는 점

됩니다. 답사는 한국사학도만이 누릴 수 있는

입니다. 즉 역사학의 기본이 갖춰져 있었기 때문에 그들의 오늘이 가능했던 것입니

대학생활의 낭만이기도 합니다.

다. 한국사학이 나아가야 할 한 방향도 한국사학을 한국 내에서만 분석하는 것이 아
니라 세계로 뻗어나가 한국을 알리는 역할을 해야 한다는 데 있습니다. 자신의 역
사를 세계사 속에서 깊이 이해하고 또 이를 국민들이나 세계인에게 알려야 경쟁력

мπ҆ɜ@॥Ĺԓ।
한국 문화유산 산책(청소년 권장도서 선정)
고려대학교 한국사연구소 편, 새문사, 2012
이 책을 통해 우리 문화유산에 대한 지식을 먼

을 가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오늘날 한국사학은 심도 있는 연구를 통해 국민들이
한국사 이해의 폭을 넓히도록 하고 세계인에게 한국사를 보급할 수 있는 다양한 방
법들을 찾아야 하는 역할을 해야 합니다. 영어 및 다양한 외국어로의 한국사 번역
작업이나 강의 및 관련서적 출판, 한국사를 알릴 수 있는 다양한 미디어 개발 등을

저 습득한다면 현장에서 더 많은 것을 볼 수 있

예로 들 수 있습니다. 한국사 전공자가 세계를 향해 뚫고 나갈 길은 무수히 많습니

을 것이고, 또한 현장답사를 통해 내용을 더욱

다. 우리가 만들어 내야 합니다. 앞으로는 이와 관련하여 국가적인 차원에서의 정책

선명하게 이해하게 될 것이다.

이 개발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장차 다가올 통일시대 한국사학의 미래는 활짝 열어

• ‘역사 연구에서 현장 답사는 무엇보다 중요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한국사학도를 꿈꾸는 모든 학생들의 가슴 속에 한국사학을

하다. 꼼꼼한 답사의 결과물인 이 책은 우리
문화유산에 관심 있는 사람이라면 꼭 한 번

세계에 널리 알리고자 하는 사명감이 함께 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읽어볼 만하다.’(동아일보)
•‘우리 문화유산을 답사할 때 휴대용으로 참고
할 수 있도록 만든 문화재 안내서’(중앙일보)
•사진 자료와 함께 한국 문화유산에 대한 주
요 핵심 지식을 개관하였다.
•여행이나 답사길에 언제나 휴대하고 다니면
서 적재적소에 활용할 수 있도록 만들어졌다.
•전국 여러 유수대학 강의 교재로 채택 중

한국사

블루오션
●

케이팝(.SRS̪¡̪한국대중가요)과 드라마가 주도하는 한류가 세계

한국의 저력

로 확산되면서 해외 연구자들 사이에 한국학이 블루오션으로 떠
오르고 있습니다. 이는 한국 경제가 급속히 발전하고 세계적으로
한류가 퍼지면서 한국 사회와 문화에 대한 관심이 커졌기 때문인

고려대학교 한국사연구소 편, 새문사, 2014

데, 한국사는 바로 미래 블루오션 한류 · 한국학의 원천이라고 할

선사시대부터 현대까지 한권으로 읽는 한국사

수 있습니다. 즉, 한국을 세계에 알리기 위해서라도 하드웨어에

• ‘4세대 통사를 겨냥한, 요즘 세대에 맞춘’

치중했던 과거와 달리 채워 넣어야 할 구체적이고 깊이있는 콘텐

책(동아일보)
• 전문성과 참신성이 잘 조화된 시대 맞춤
형 한국사 책

츠가 필수적이라는 의미입니다. 한국사학과는 바로 그 콘텐츠를
높은 수준으로 추구하는 곳입니다.

• 고대사에서 현대사까지 쉽고 친근하게 마스
터할 수 있는 새로운 책
• 시대를 앞서가는 맞춤형 한국사 교양 교재
• 전문성과 참신성, 풍부한 사진 자료, 다양한

길을 가는 후배에게

읽기 자료, 산뜻한 편집까지 글로벌 시대에

이렇게 다를 줄이야! 고교시절 생각했던 전공에 대한 오해

어울리는 새 한국사 교양서

고교시절 배우는 학문은 너무 타율적이고 획일적이었습니다. 대학 와서 크게 달라지는
건 없을 거라고 생각했지만 그렇지 않았습니다. 대학에서는 여러분들이 공부하고 싶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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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과목만 공부할 수 있습니다. 꿈을 만드세요. 그 꿈에 맞는 대학이 바로 여러분의 학
교가 될 것입니다.

선배, 선배, 선배!
지방에서 서울로 올라오는 학생들의 경우 처음에 적응하지 못하고 방황하는 학생들이
많습니다. 이때가 바로 선배의 도움을 받아야 할 때입니다. 경험은 돈 주고 살 수 없는

고등학교 때 전공을 너무 쉽게 정해 버리는 친

값진 지식입니다. 자신과 고향이 비슷한 선배면 더 좋습니다. 선배에게 고민을 털어 넣

구들이 있습니다. “전과하면 되지, 복수전공하

어 보세요. 자신의 가슴이 뻥 뚫리는 걸 느낄 수 있을 것입니다.

면 되지!” 등 굉장히 쉽게 말합니다. 현실은 다
릅니다. 신중하시기 바랍니다. 자신에게 맞는
공부라고 생각하는 곳을 선택하세요!

이때는 꼭!

ؑמɸ۾@מĚĜЃ
전공세미나를 통해 전공에 대한 기본 소양교육 중심

전공 영역
기초공통, 한국고대사, 한국중세사, 한국근현
대사 등

고적조사실습, 한국역사입문, 역사학개론 등 전공 기초과정 중심

주요 교과목
한국역사입문, 역사학개론, 한국문화의 기원,
삼국·남북국시대사, 고려전기사, 고려후기사,
조선전기사, 조선후기사, 한국고중세사료선독,

한국고대사, 고려시대사, 조선전기사, 조선후기사, 한국근현대사 등 각
시대사 중심의 전공 심화과정 중심

한국사적해제, 한국근대사, 한국근현대경제사,
한국현대사, 한국사학사, 한국여성사, 한국지
역사, 한국독립운동사, 한국상업사, 북한사의
이해, 북한의한국사연구동향, 기록학개설, 고

한국고중세사료선독, 한국금석학, 한국사적해제 등 전공 고급과정

적조사실습 등

중심
전공세미나, 교양과목 등

ʷ،π@F@।পH।ԩ@ۜࠛ@ঢʷI
학생회 차원의 정기답사활동 정기적으로 학생회 차원의 정기답사활동을 통해 역사
적 가치에 대해 재평가하고 비판하는 시간을 갖는 모임입니다.
근현대사 사료 선독 수업방 근현대사 사료에 대해서 미리 공부하고 토론을 통해 역
사를 재평가 해보는 시간을 갖습니다.

한국역사입문, 역사학개론, 고적조사
실습 등
한국문화의 기원, 고려전기사, 조선전
기사 등 시대사
한국사적해제, 한국고중세사료선독,
한국여성사 등 고급 과정

산악회 등산을 통해 선후배간의 친목을 도모하고 역사적인 장소를 답사함으로
써 역사적인 지식을 넓히는 곳입니다.
회가 있으며, 시대별로 공통적인 관심을 갖고 있는 학생들끼리 서로 토론을 통해

ʅǷ@¡@ڀ
नÃ@ч@րԟ֯۽

더 나은 역사적인 안목을 기를 수 있습니다. 자신의 문제의식에 따른 모임을 새로

•2013년 중앙일보 평가 ‘최우수’ 학과 선정

각종 세미나 학회 고대사, 고려시대사, 조선시대사, 근현대사 등 시대별 세미나 학

만들어 시작할 수도 있습니다. 대학 생활은 결국 자신이 만들어가는 것이니까요.

@ؽܙশݘ@ۉ

•2단계 BK21 인문학 분야 평가 교육부장관
상 수상

६@ڀĳέ@ঊত
미국, 영국, 중국, 일본의 유명대학과 학술교

학계 ¡ 연구계 교수, 교사, 박물관 학예연구사, 연구행정직, 역사유적전문가 등

류 및 학생교환

언론 ¡ 출판 ¡ 문화계 신문 ¡@방송기자, 방송PD ¡@작가, 출판기획자 ¡@집필가, IT 콘텐츠제작자,
프리랜서 등
정부 ¡ 공공기관 ¡ 법조계 정부부처 및 공공기관 공무원(역사 ¡@문화재 관련), 판사, 검사, 변호사,
회계사, 외교관 등

।Ĝ@ҜԽ@ِĸ՜
한국사연구소

금융계 ¡ 회계분야 일반기업체, 은행, 증권, 보험 등 금융기관과 회계법인

Ğͷ@ۜÿ@ч@֫ॼ
한국사능력검정시험, 한자능력시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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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학과

문과대학, Since 1946
Department of History

역사를 통해
인간 삶의 전반을 탐구하다
1946년 8월 15일, 새로운 역사의 시작을 준비해야 하는 민족적인 요구에 부응하여 고려대학교 문과대학에 사학과가 설립되었습니
다. 이후 한국전쟁의 발발로 한때 시련을 겪기도 했지만, 전쟁이 끝난 1953년부터 사학과는 급속도로 발전하기 시작하였으며, 그
결과 60~70년대에 배출된 졸업생들이 현재 사회 각계각층에서 중추적인 역할을 담당하기에 이르렀습니다. 1989년 사학과는 한
국사학과, 동양사학과, 서양사학과의 3개 학과로 나누어졌다가, 2004년 3월 동양사학과와 서양사학과를 통합, 사학과라는 명칭을
다시 사용한 후 현재에 이르고 있으며, 한국사학의 경우 한국사학과가 그 역사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http://kuhistory.korea.ac.kr

과거를 탐구하여 현재를 이해하고 올바른 미래를 설계하라
‘사학(史學)’이란 역사를 학문적 입장에서 고찰하고 연구하는 학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역사란 무엇일까요? ‘역사’
라는 말은 사람에 따라 매우 다양한 뜻으로 사용되고 있지만, 일반적으로는 ‘과거에 있었던 사실’과 ‘조사되어 기록된 과거’라는
두 가지 뜻을 지닙니다. 둘 중 어느 것을 사용하든 역사는 ‘과거’라는 시간을 다루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역사는 지식의 보고’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는 역사가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종교, 철학 등 모든 방면에 걸친 지식이 포함되어
있는, 과거 인간 생활에 대한 지식의 총체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종종 이미 지나가버린 과거를 탐구하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
냐고 반문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는 잘못된 생각입니다. 예를 들어 우리가 자동차를 운전하고 있다고 합시다. 한창
달리는 중에 앞에 장애물이 놓여있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이 장애물을 잘 피해가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바로 백미
러로 뒤를 살핀 후 방향을 바꾸어야 합니다. 이렇듯 ‘과거’를 제대로 살피지 못하면 앞으로 나아갈 수 없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역사를 탐구해야 하는 가장 큰 이유입니다. 우리는 역사를 탐구함으로써
과거의 사실을 토대로 현재를 바르게 이해할 수 있으며 이를 바탕으
로 올바른 미래를 설계할 수 있습니다.

이런 학생 사학과에
• 세계사, 국사, 한국 근현대사 시간이 가장 재미있다.

사학의 엔진
끊임없이 탐구하여 진실에 접근하라!
옛날 이야기 하나 할까요? 옛날에 앞을 보지 못하는 장님 5명이 처

• 평소 역사에 대해 폭넓은 관심과 애정이 있다.
• 지적 호기심이 왕성하고 탐구하기를 좋아한다.
• 문화나 역사와 관련된 풍부한 독서를 즐긴다.
• 각종 자료나 학설 등에 얽매이지 않는 열린 사고와
상상력을 지녔다.

음으로 아프리카로 여행을 떠났습니다. 장님들은 그 곳에서 단 한 번
도 들어본 적 없는 ‘코끼리’라는 동물을 만납니다. 앞을 볼 수 없으니 코
끼리를 만져보고 어떻게 생긴 동물인지를 판단합니다. 그런데 장님 5명이 판단한 코끼리의 모습이 모두 제각각 입니다. 한 장
님은 코끼리의 코만을 만져보고 긴 물 호스같이 생긴 동물이라 판단하고, 다른 장님은 코끼리의 다리만 만져보고 기둥처럼 생
긴 동물이라 판단하죠. 또 다른 장님은 코끼리의 귀를 만지고는 넓은 보자기 같은 동물이라고 하고, 이어 다른 장님들은 코끼
리의 상아와 몸통을 만지고는 각각 뿔을 닮은 동물, 커다란 벽 같은 동물이라고 했습니다.
이 이야기에서 등장하는 장님들은 바로 우리입니다. 장님들이 만져보는 코끼리의 여러 부분은 사료(史料)이고, 코끼리 자체는
진실을 의미합니다. 사학은 이처럼 제한된 과거의 사실들을 바탕으로 진실에 다가가는 작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야기 속의
장님들처럼 어느 한 부분만을 가지고 판단하면, 제대로 된 진실을 찾을 수 없습니다. 코끼리라는 ‘진실’을 찾기 위해, 코도 만져
보고, 귀와 다리, 상아와 몸통까지 만져보는 것, 그리고 그렇게 만져본 것들을 바탕으로 하여 ‘코끼리’라는 진실을 찾아내는 것,
이것이 바로 끊임없는 탐구로 진실에 접근하는 과정입니다.

전공 수업 역사에 대한 이해에서 역사에 대한 탐구로
역사에 대한 기본 이해, 역사학개론 역사관의 유형, 시대구분의 원리, 역사인식이론, 사료 연구방법과 비판론 등에 관한 강의를
통해 역사적 사고를 정립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동양사, 서양사입문을 통해 동양사와 서양사의 전 시대를 개괄하여 전반
적인 이해를 높이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역사 탐구를 위한 준비 동양사 사료선독, 서양사 사료선독 동양사, 서양사 연구에 필
수적인 사료를 선정하여 사료독해능력과 분석능력을 키우고 사료를 연구에 효과적으로 이용하는 방법을 훈련합니다. 역사에
대한 본격적인 탐구 세계각국의 역사(예를 들어 중국사, 일본사, 인도사, 미국사, 러시아사 등), 시대구분에 따른 역사(예를 들어
고대사, 중세사, 근현대사 등)를 탐구합니다.

학과목에 대하여
전공 1학기
+2(: 201 역사학 개론 역사관의 유형, 시대구분의 원리, 역사인식이론, 사료 연구방법과 비판론 등에 관한 강의를 통해
역사적 사고를 정립하고자 한다.
+2(: 202 동아시아사 입문 동양사의 전 시대를 개괄하여, 동양사의 전반적인 이해를 높이는 것을 목표로 한다.
+2(: 301 동아시아 고대사 중국사를 중심으로 동아시아 고대의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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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중국문명과 제국체제 중국사를 중심으로 동아시아 고대의 정치·경제·
사회·문화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다.

ࣥѾ@ॕŗ͙

+2(: 중국 근세사 송 · 원 · 명 · 청 시기의 중국사를 중심으로 동아시아 근세

국제 교류 프로그램 학생의 희망에 따라 고

+2(: 서양 고대사 고대 그리스, 로마인들의 정치, 경제적 삶의 커다란 윤곽

려대학교와 교환학생 프로그램을 맺은 세계의
명문대학에서 강의를 들으며 국제적인 감각을
키우고 역사학 지식을 넓힐 수 있습니다. 영어

의 정치 · 경제 · 사회 · 문화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다.
을 파악하고, 아울러 그들의 일상생활의 다양한 국면들을 검토한다.
+2(: 서양 근세사 르네상스 · 종교개혁 시대부터 계몽주의시대까지의 근대

강의 사학과는 전공강의를 영어로 들을 수있는

사회의 형성 과정을 개관한다.

기회를 마련해주고 있는데, 한국인의 눈으로만

+2(: 서양 최근세사 18세기 중엽부터 19세기 후반까지의 정치혁명과 산업

역사를 보는 것이 아니라, 외국인의 눈으로 보
는 역사를 배움으로써 객관적인 시야로 바라볼
수 있는 기회를 얻을 수 있습니다.

문과대학 ‘7+1’프로그램 대학교에 들어오
시면 보통 4학년 즉, 8학기를 다니시게 됩니다.

혁명의 진행과정을 민족주의, 자유주의, 사회주의 등의 이념들과 사회경제적 변화
에 대한 고찰 속에서 정리해 본다.
+2(: 북아시아사 북아시아지역에서 활동해 온 여러 유목민족의 역사를 시
대별로 강의한다.

문과대학 ‘7+1’프로그램은 이렇게 8학기 중 7

+2(: 미국 문화사 미국역사를 그 기원부터 현재까지 개관하되 특히 현대사

학기는 고려대학교에서 공부를 하고 나머지 한

의 위상을 살피는 데 역점을 둔다.

학기를 해외에 파견하여 공부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이를 통해 직접 해외에 나가 공부

+2(: 독일문화사 게르만민족 이동기부터 현대까지의 독일역사를 개관하면

를 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지며 좀더 넓은 시야

서 유럽사 속에서 독일의 위치와 역할 및 의미를 정리해 본다.

로 역사를 연구하는 역량을 기를 수 있습니다.

+2(: 일본사 일본역사의 전시대를 개괄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정치사의 흐

정기답사 사학과는 매년 정기답사활동을 합

름을 중심으로 각 시대의 사회, 경제, 문화의 특성을 파악한다. 이 과정에서 한국사

니다. 동기들과 직접 역사유적지를 둘러봄으로

를 참조함으로써 일본사에 대해 이해를 높인다. 이와 같이 일본사 전반에 대한 이

써 역사공부와 연구에 큰 도움을 받을 수 있을

해를 바탕으로 오늘날 일본적 특수성이라 보여지는 현상들을 스스로 분석할 수 있

뿐 아니라 동기들과의 우정도 끈끈해질 수 있는
일석이조의 기회를 얻을 수 있습니다.

중국·일본 현지 역사유적탐방프로그램 사

는 능력을 갖추게 한다.
+2(: 인도사 인도사에서의 특정 주제를 선택하여 밀도 있는 강의를 한다.

학과에는 격년에 한 번씩 중국이나 일본 현지

+2(: 동아시아 현대사 중화민국 수립 시기부터 중화인민공화국 수립까지

의 역사유적지를 직접 탐방하는 프로그램으로

의 중국사를 중심으로 동아시아 현대의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등을 종합적으로 검

직접 해외에서 현장을 둘러봄으로써 동양사 공

토한다.

부에도 도움을 얻고, 실질적인 연구도 할 수 있

+2(: 중세교회와 세속문화 서양에서 봉건제의 다양한 형태들을 비교 분석

는 훌륭한 시스템을 갖추고 있습니다.

매 학기 외국인 교수 초빙 매 학기마다 외국
인 역사학 교수 1명을 객원교수로 초빙하여 강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2(: 서양의 자본주의와 제국주의 1차 대전부터 ‘현실’사회주의의 몰락에

좌를 개설함으로써 학생들의 시야를 넓히고 국

이르기까지 20세기의 역사를 강의한다.

제교류에 나설 수 있는 길을 열어주고 있습니다.

+2(: 중국 사학사 사(史)의 기원으로부터 시작하여 현대중국의 역사학에 이
르기까지 중국사학의 발전과정을 강의한다.
+2(: 동양사 특강 동양사에서 중요한 주제를 선택하여 집중적으로 강의한다.

мπ҆ɜ@ԓ।
역사란 무엇인가
에드워드 카. 까치글방(까치). 

+2(: 동서문화교류사 고대부터 현재까지 동서 문화의 접촉을 개괄한다.
+2(: 서양사 특강 서양 고대와 중세, 근대 및 현대사에서 특정한 주제를 선
택하여 심층적 이해를 목표로 하는 강의이다.

61년에 출간된 이후 지금까지도 계속해서 읽
혀지고 있는 역사학도의 필독서입니다. 에드워
드 카가 열어놓은 새 지평은 역사가에게 미래

전공 2학기

에 대한 통찰력을 요구하는 한편 역사에 대한
인간의 책임을 강조합니다.

나의 문화유산답사기 시리즈
유홍준. 창비. 2011
간접적으로나마 문화유적지를 답사해 볼 수 있

높이는 것을 목표로 한다.
+2(: 302 동아시아 중세사 위진남북조시기부터 唐代까지의 중국사를 중심으로

는 기회를 얻을 수 있는 책입니다. 저자의 입

동아시아 중세의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다.

담과 필치 또한 뛰어나 쉽게 읽을 수 있는 책

+2(: 동아시아 최근세사 아편전쟁부터 신해혁명시기까지의 중국사를 중심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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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서양사 입문 서양사의 전 시대를 개괄하여 서양사의 전반적인 이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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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동아시아 최근세의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다.

+2(: 중화제국의 분열과 통일 위진남북조 시기부터 당대까지의 중국사를 중
심으로 동아시아 중세의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다.
+2(: 동아시아 근대사 아편전쟁부터 신해혁명 시기까지의 중국사를 중심으
로 동아시아 최근세의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다.
+2(: 서양 중세사 중세문명의 신비를 푸든 데 열쇠가 되는 주제를 중심으
로 중세문화의 주요한 흐름을 파악한다.
+2(: 서양 현대사 19세기의 70~80년대 이후, 적어도 1960년대까지의 서

입시를 준비하는 수험생 여러분! 정시나 수시

양현대사를 개관한다.

어느 한 전형에 all–in하는 것은 금물입니다. 두

+2(: 일본 근대사 근현대 일본의 역사적 흐름을 기초로 정치, 경제, 사회 각

전형을 동시에 준비하되 어느 쪽에 좀더 중점

분야의 주요 사건들을 집중적으로 검토한다. 결과적으로 일본의 특수성과 보편성

을 둘 것이냐를 결정하길 바랍니다. 자신에게
정시전형이 좀더 유리하다면 수시전형도 지원

에 대한 이해를 심화시킨다.

하되 정시전형에 지장을 주지 않는 한에서 지

+2(: 러시아 문화사 러시아의 역사를 그 기원부터 현재까지 개관한다.

원하고, 언어, 수리, 외국어 그리고 사회탐구까

+2(: 영국 문화사 앵글로–색슨시대 이후부터 현대까지의 영국사를 개관하

지 매일 적정시간을 분배 해서 공부하세요. 매

면서 특히 튜더시대 이후에 주안점을 둔다.
+2(: 프랑스 문화사 프랑스사의 형성기 이래의 정치, 사회, 경제, 문화를 개

일 꾸준히 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며 기
출문제 반복해서 끊임없이 푸는 것 잊지 마십
시오. 만약 수시전형이 더 유리하다면 수시전

관하면서, 그 특성을 밝힌다.

형 중에서 어떤 전형이 자신에게 잘 맞을지

+2(: 동남아시아사 동남아시아는 베트남, 캄보디아, 라오스, 타이, 미얀마,

생각해보고 지원하시길 바랍니다. 고등학교 3

말레이시아, 싱가포르, 인도네시아, 필리핀, 브루나이 등 10개국이 포함된다. 본 강

년 동안 열심히 쌓아온 흔적들을 잘 드러낼

의는 10개국의 역사를 개괄적으로 다룬다.

수 있는 전형을 선택하시고, 마지막으로 몇 번

+2(: 이슬람 문화사 이슬람 세계의 형성 이래 오늘에 이르기까지의 역사를

씩 강조하고 싶은 것은 바로 ‘균형’입니다! 생
활리듬과 공부의 균형 모두 잃지 마시고 고려

개관하면서, 문화사를 중심으로 그 특성을 밝힌다.

대학교에 입학하는 그날까지 열심히 정진하시

+2(: 한중 관계사 고대부터 현대에 이르는 한중관계를 개관하되, 특히 근세

길 바랍니다.

이후의 관계를 집중적으로 다룬다.
+2(: 동아시아 비교문화사 韓中日 삼국을 중심으로 각 문화를 비교 고찰하
여 동아시아 문화의 일반성과 특수성을 파악한다.
+2(: 오리엔트 문명사 근동지역의 고대문명의 정치사와 문화사를 개관하되,
그것과 서양의 고전고대와의 연관성에 주목한다.
+2(:서양 사학사 고전고대로부터 현대까지의 서양역사 서술의 실제를 개
관하면서 역사학 이론의 발달과 역사사상의 형성과정을 정리해본다.
+2(: 19세기 유럽사회사 서양사상의 사회운동과 노동운동을 함께 개관하
면서 사회주의 이념의 연원과 그 전개과정을 정리하여 국가정치사와의 관계를 알

।Ĝ@ҜԽ@ِĸ՜
고려대학교 역사연구소
(http://www.kuish.or.kr/)
비교사적, 보편사적, 학제간 역사연구 방법을
개발¡실천하고, 역사연구자 및 연구 성과의 국
제적 교류를 촉진하며, 학문 후속세대의 안정
된 연구 기반을 조성함과 아울러 연구 주제의
개발을 통하여 기초학문의 사회적 기여를 확대

아본다.

할 목적으로 고려대학교 역사연구소가 2005

+2(: 동양사 세미나 동양사의 주요한 문제를 선정하여 교수의 지도아래 학

년에 설립되었습니다.

생들이 연구와 발표를 중심으로 강좌를 진행한다.

본 연구소는 세 가지 범주의 사업을 추진하고

+2(: 일본사 특강 일본사의 중요한 주제를 선택하여 집중적으로 강의한다.

있습니다. 첫째, 정기 학술 세미나, 국내외 전문
가 초청 워크샵, 국제 학술제 등 학술대회. 둘

+2(: 동양사 사료선독 동양사 연구에 필수적인 사료를 선정하여 사료독해

째, 연구소 정기 기관지 발행, 학회 연구 프로

능력과 분석능력을 키우고 사료를 연구에 효과적으로 이용하는 방법을 훈련한다.

젝트 결과물 출간, 역사 교육 및 연구성과의 확

+2(: 서양 혁명사 서양사상에 존재했던 여러 혁명의 발생배경과 전개과정

산을 위한 기획물 출간, 역사 관련 고전 번역

및 그 영향의 역사적 의미를 밝힌다.

출간 등 출판사업. 셋째, 일반인 및 초 ₩ 중등, 대

+2(: 과학혁명과 근대사회의 형성 서양의 역사발전과정에서 과학이 어떻

학교 학생들을 위한 수준별 역사 교양 강좌 프
로그램 개발, 인터넷과 미디어를 통한 역사 대

게 발달해 왔는가를 개관하면서 특히 과학적 사고와 역사적 사고의 관련에 역점

중화 사업 등 교육사업입니다.

을 둔다.

2005년부터 현재까지 다양한 활동으로 역사
학의 발전과 연구의 활성화에 힘써 온 역사연
구소는 보다 폭넓은 국제교류 및 학제간 연구
활동을 통해 역사연구의 새 지평을 확장해 나
갈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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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학과의 미래
‘인간’에 대한 모든 것
요즘 각종 실용학문이나 취업에 유리한 학과가 주목받고 있는 시점에서 이와 관련

서양사학회 2000년대 후반 학술활동을 위

된 모든 삶의 지혜와 경험이 어디서부터 시작되는 것인가에 대하여 생각해 볼 필요

한 소모임으로 창립된 서양사학회는 잠시 휴

가 있습니다. 앞서 말했듯 사학은 ‘과거’라는 시간 속에서, 인간을 둘러싼 모든 것들

식기를 거친 후, 2014년 1학기 재창립되었습

을 탐구하는 학문입니다. 인간의 모든 것을 연구하는 학문이기에, 인간이 존재하는

니다. 서양사학회는 독서와 토론을 통해 각자
의 사유를 생산적으로 재구성하여 논리화 ¡ 체
계화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매 학기 서

이상 사학은 사라지지 않으며, 인간이 발전하는 이상 사학 또한 발전할 것입니다.
따라서 사학의 미래는 무궁무진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양사의 시기별, 주제별 관련 원서와 연구서를
선정, 탐독 및 학습합니다. 서양사학회의 전반
체토의로 이루어집니다.

블루오션

적인 진행은 기조발제에 이은 질의응답 및 전

동양사학회 이전 사기강독학회 ‘서림’의 이

현재 우리는 역사를 바탕으로 제작된 수많은 영화, 드라마 등 여러 콘텐츠들을 쉽게

름을 이어받아 사료뿐만 아니라 동양사와 현대

접할 수 있습니다. 특히 요즘에는 역사적 사실과 함께 상상력을 가미한 이른바 팩

동아시아 이슈들에 대해 고찰, 토론을 나눠보

션(Faction) 장르의 작품들이 각광을 받고 있습니다. 때문에 방송 · 영화계, 게임 산

기 위해 개편된 학회입니다.
주로 21C 떠오른 중국과 캘리포니아 학파

업, 문학계 등에서 역사전공자를 많이 필요로 하고 있습니다.

의 입장을 중심으로 중국, 일본, 한국의 과거
18~20C 역사적 흐름을 돌아보고 현대의 사
학도로서 그리고 민족을 이끌 고대생으로서 한
국과 동아시아의 역사는 어떠한 방향으로 나아
가야 할 지 이야기해봅니다. 동양사에서 소재
를 끌어와 역사적 사건들뿐만 아니라 역사적

길을 가는 후배에게
이렇게 다를 줄이야! 고교시절 생각했던 전공에 대한 오해

맥락이 현대의 교육, 경제, 정치, 사회 등에 어

1. 무지무지 심오하고 어렵다.

떻게 작용하는지 ‘역사적 시선’, 즉 통찰력을 함

2. 전공은 취업과 직결된다.

양하고자 합니다.

3. 입학 전에는 사학과에 입학하면 동양사, 서양사 중 하나만 선택해서 관련 전공만

아마추어리즘 밴드 낭만 2004년부터 활

듣고 연구하면서 공부하는 것 또한 한정적이라 생각함.

동을 시작한 아마추어리즘 밴드 ‘낭만’은 매년
여름, 가을 두 번에 걸친 정기공연을 합니다.

축구 소모임 매주 축구 시합을 진행하고 있
으며, 2014년에는 문과대학 축구리그에서 우
승을 거두었습니다.

@ؽܙশݘ@ۉ
학계 ¡ 교육계 대학교수 및 교사
연구소 문화재, 문화, 역사분쟁 관련 연구소의 연구원(예: 국립문화재연구소, 민족문제연구소)
언론 ¡ 출판 ¡ 문화계 신문·방송기자, 방송PD, 작가, 출판기획자, 집필가, 문화콘텐츠제작자, 극
단연출 등
정부 ¡ 공공기관 ¡ 기타 정부부처 및 공공기관 공무원(문화재청, 지역 문화원, 국가기록원 등), 박
물관 학예사, 판 · 검사 · 변호사, NGO활동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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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oon@kukey.com 장민석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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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주엔 윤동빈(독어독문학과 05학번) 씨가 조선일보 편집국
부국장 이종원(경제학과 77학번) 씨와 사회부 기자 김진명(중어
중문학과 01학번)씨를 만났습니다.
윤동빈 기자가 되고 싶은 학생에게 신문이 사양 산업이라는 목소리는 부
담입니다.

김진명 거꾸로 묻고 싶네요. 어떤 일을 하고 싶다면, 그 일을 통해 무엇을 ‘이루고’ 싶은 건가요? 아니면 다
른 사람들이 유망하다고 ‘말하기’ 때문인가요? 신문기자뿐만 아니라 콘텐츠 생산하는 모든 사람들이 고민하
고 있어요. 콘텐츠 전달 매체가 인터넷으로 바뀌면서 수입창출구조가 아직 마련되지 못했기 때문이죠. 하지
만 기자라는 직업이 없어지진 않아요. 누군가 정보를 발굴하고, 정리하고, 전달하는 걸 전업으로 해야 해요.
누구나 취미로 할 수 있는 일이 아니거든요.

기자는 어떤 것을 이룰 수 있나요
김진명 사회의 부조리에 대한 분노와 약자에 대한 연민을 직접적으로 느낄 수 있어요. 그리고 그 문제를 끄
집어내 정부나 사회의 도움을 이끌어 내고, 나아가 그 사람이 도움을 받을 때의 보람은 겪어보지 않고선 모
릅니다.

이종원 사건기자를 했던 4년 4개월 동안 250여개 시 · 군 중 240개를 가봤어요. 일반인이 할 수 없는 경험
도 했고, 힘들었지만 매일 다른 일을 하니 20여년 동안 지루하다 생각한 적이 거의 없었어요. 또 기사엔 고
민이 있어요. 취재하고, 그 내용을 정리하고, 기사를 쓰고, 토론하는 과정에는 기자 한 사람의 고민 이상의 것
이 담겨있죠. 이것이 쌓여 언론인이 만들어져요. 언론인이 되고자 한다면 신문기자가 좋은 선택이 될 거예요.

윤동빈 군사 분야에 관심이 많은데 군사 전문기자로 입사할 수 있나요
이종원 처음부터 전문기자가 되는 경우는 매우 드물어요. 특정 분야에서 오랜 시간 경력을 쌓은 사람을 뽑
는 경우가 대부분이죠. 의학 전문기자의 경우 박사과정까지 밟은 뒤에 입사하는 게 일반적이에요. 물론 특수
한 경우도 있지만, 입사한 뒤 관심 분야를 집중적으로 취재해 스스로 자기 분야를 만들어 가는 게 더 좋을 거
예요. 사내에 군사 전문기자가 한 명 있는데, 이 분도 일반기자로 입사한 뒤 군사 분야를 집중적으로 취재하
다가 전문기자가 됐어요. 맡고 싶은 분야가 있더라도 처음엔 사회부 기자로 활동 하는 걸 추천하고 싶어요.

왜 사회부 기자가 중요한가요
이종원 사회부는 숨겨진 사실을 끄집어내야 해 껄끄러 운취재가 많지만,‘ 기자정신’을 키울수있어요. 사회
적 약 자의 억울함을 듣고, 이를 사회와 국가가 주목할 수 있게 하는 게 기자의 참 역할이 아닐까요. 이미 안
정된 분야를 취재해선 길러내기 힘든 자질이죠. 사회부 기자는 돕고 싶은 사람들과 도움을 받아야 할 사람
들을 직접 연결해줄 수 있어요.

김진명 힘들지만 이걸 거치고 나면 어떤 문제에 부딪치더라도 해낼 수 있을 거란 자신감이 생겨요. 또 유명
인사서부터 쪽방의 독거노인까지 정말 다양한 사람을 만나다보면, 돈과 사회적 지위에 대한 환상이 깨져요.
사람이 결국 다 비슷하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사회를 보는 눈을 키우는 거죠.

기자의 주관은 어떻게 배제하나요
김진명 수습기간에 그걸 배워요. 이를테면 도움을 받아야 할 사람이 지원을 못 받는 게 공무원의 태만이라
고 단정 짓기 전에 어떤 현실적 조건이 있진 않은지, 구조적 문제가 있진 않은지 살펴보는 법을 배우죠. 모순
에 분노를 느껴도, 미담에 감동을 받아도 기자는 관찰자의 시선에서 그 분노와 감동을 전해야 해요. 특히 대
립자가 있는 문제는 더 신중을 기해야 해요.

이종원 객관성을 확보하기 위해 데스크와 몇 번이고 토론해 균형을 맞추는 과정이 있는 거죠. 취재를 하면
서 느낀 기자로써의 소회는 칼럼으로 쓰면 돼요.

윤동빈 신문사는 학점을 안 본다는 소문이 도는데요.
이종원 F만 아니면 괜찮습니다(웃음). 특별한 자격이나 기술은 고려하지 않으며 기자를 할 수 있는 사람과
아닌 사람을 구분할 뿐입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글을 쓰는 능력이고 다만 시사 상식문제는 신문에 나왔던
기사를 정확히 파악하고 있어야 해요. 시험문제의 일례로 언론에서 초점이 됐던 한 헌법 조항을 쓰라는 문제
가 나왔어요. 오전 10시부터 오후 3시까지 남한산성과 송도 국제도시에서 자유주제로 취재한 뒤 기사를 쓰
는 실무 테스트도 있었구요. 지원자끼리 토론을 할 때는 신문사의 논조에 맞추는 것보다 자기주장을 논리적
이고 당당하게 말하는 게 더 높은 평가를 받으니 유의하세요.

김진명 후배들이 늘 ‘학점은 얼마나 중요하고 토익은 얼마나 중요해요’라고 묻는데, 어떤 기준에 맞추려 노
력하는 것 보다 본인이 어떤 생각을 하고, 글을 쓸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게 더 중요한 것 같아요. 저도 어
떻게 사고하고 글을 쓸지 고민했지, 어떤 자격증을 따고 시험을 볼지에 대해선 고민하지 않았어요.
•본문은ⲳ고대신문 www.kukey.com 취업/직업란Ⲵ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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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리학과

문과대학, Since 1959
Department of Psychology

‘우리는 누구인가?’라는 물음을
던지며 인간을 꿰뚫어본다
1959년 문과대학 교육심리학과로 시작한 고려대학교 심리학과는 지난 50여 년의 역사 동안 한결같이 한국 심리학계의 선구적인
위치를 다져왔습니다. 한국심리학회 회장을 역임하신 성백선 교수님의 공헌으로 시작된 심리학과는 전국 각 대학의 심리학과에서
활동하고 있는 많은 교수님들을 배출했을 뿐만 아니라, 활발한 연구를 통하여 한국 심리학의 발전에 주도적인 역할을 하고 있습니
다. 또한 학과 연구소인 행동과학연구소와 대학교 부속기관인 학생생활연구소 등과 함께, 각종 심리검사와 상담활동을 통해 재학
생들의 적응 및 문제 해결을 돕고 있습니다.

http://psy.korea.ac.kr

인간의 마음과 행동을 과학적으로 연구하는 학문
심리학은 인간의 마음을 과학적으로 탐구하는 학문입니다. ‘마음’이라는 추상적인 것에 대한 호기심의 기원을 따라가 보면, 아
주 먼 옛날까지 거슬러 올라갈 수 있습니다. 고대로부터 인간은 다른 사람의 마음을 알고 좀 더 나은 대인관계를 맺고 싶어 했
습니다. 이에 따라서 고대 그리스시대부터 데모크리토스의 사람을 몸과 마음으로 나눈 ‘심신이원론’과 같은 인간의 마음에 대
한 철학적 관점들이 왕성하게 제안되어 왔습니다. 하지만 19세기 말 빌헬름 분트에 이르러서야 본격적으로 ‘마음’에 대한 과학
적 연구가 시작되었고, 일반적으로는 이를 현대 심리학의 기원이라고 여기고 있습니다. 또한 20세기에 들어서 인간의 마음을 ‘
과학적’으로 탐구해가는 심리학은 자연과학의 발전에 발맞추어 빠르게 발전해 왔습니다. ‘마음’이라는 추상적인 개념에 대해 연
구하기 위해서, 심리학자들은 다양한 개념들과 이론들을 제안하였고, 최면에서부터 최첨단 뇌단층 촬영법까지 동원하고 있습
니다. 이처럼 심리학에서는 인간에 관한 모든 것이 연구주제이며, 그 연구방법에 따라 인문학에서 자연과학에 이르는 광범위한
스펙트럼을 갖는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심리학의 엔진 정밀한 과학적 연구와 분석
여러분들은 가족의 마음을 모두 이해하십니까? 부모님이 왜 내게 이
런 말을 하셨는지, 형제자매가 왜 나한테 이런 행동을 했는지, 살을
맞대며 같이 살아온 가족의 마음을 파악하는 것조차도 쉽지 않습니
다. 인간의 심리는 때로는 의식의 세계를 초월하기도 하기에 가끔은

이런 학생 심리학과에
• 인간에 대한 열정적 호기심, 인간을 이해하는 차가운
이성, 인간을 사랑하는 뜨거운 가슴을 가졌다
• 자신이 문과인지 이과인지 헷갈린다, 문과도 좋고
이과도 모두 좋다.
• 다른 사람의 이야기를 잘 들어주고, 그들의 어려움에
공감할 수 있다.

자기 자신의 생각이나 감정조차 정확히 파악하기 힘듭니다. 이렇게

• 궁금한 것이 생기면 끝까지 쫓아가서 밝혀내고 싶다.

숨겨진 인간의 심리과정을 규명하기 위해 심리학에서는 정밀한 과

• 무언가를 알아내기 위해 단순한 직감보다는 논리적

학적 연구 설계와 이를 바탕으로 한 자료분석이 무척 중요합니다. 여

사고를 즐기는 편이다.

러분들은 아마 지금까지 MBTI와 같은 심리테스트를 한번쯤은 경험
해 봤을 것입니다. 이러한 심리테스트도 엄격하게 설계된 수많은 논리
적 · 과학적인 연구들을 바탕으로 인간의 심리를 파악할 수 있도록 만들어낸 측정도구입니다. 뿐만 아니라 광고, 산업, 조직, 임
상 등 여러 분야에 활용되고 있는 심리학적 원리는 모두 치밀한 과학적 조사와 실험연구가 밝혀낸 발견들에 기초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심리학을 전공하신다면 인간에 대한 지식뿐만 아니라 과학적 연구방법도 배우게 될 것입니다.

전공 수업 열길 물속은 알아도, 한길 사람 속은 모른다
인간의 마음을 파악한다는 것은 말처럼 쉬운 것이 아닙니다. 심리학자들은 마치 마법사처럼 사람의 마음을 읽어내는 힘을 가
진 것이 아니라, 철저한 관찰과 과학적 분석을 통해 심리를 파악합니다. 그래서 심리학은 인간의 모든 행동과 사고과정을 다양
한 수준과 관점에서 연구하고 있습니다. 가장 기초적인 수준에서는 인간 신경계의 구조를 해부학적 관점을 바탕으로 신경세포
의 활동 수준에서 연구하기도 하고 때로는 인간을 이해하기 위해 동물을 연구하기도 합니다. 인간의 사고의 시작점인 오감의
원리를 연구하고 사고와 언어의 관계 또는 주의, 반사행동 등의 원리를 다양한 실험을 통해 연구하는 것도 심리학자의 관심 분
야 중의 하나입니다. 또한 사회의 맥락 속에서 일어나는 인간의 다양한 행동과 대인관계의 원리를 연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기초심리학적인 연구들을 응용하여 우리 일상의 삶에 도움을 주는 응용심리학 분야도 날이 갈수록 확장되고 있습니다.
소비자로써의 인간을 이해하고 조직과 산업 현장에서의 인간을 탐구하고 인간이 겪는 수많은 정신장애들의 원인과 증상을 연
구하고 치료하는 등 여러 응용심리학 분야가 우리의 삶을 직접적으로 도와주고 있습니다. 고려대학교 심리학과에는 이러한 광
범위한 심리학 영역에 6개의 전공이 골고루 분포되어 있으며, 그 전공들을 담당하는 열네 분의 교수님들이 활발한 연구를 통
해 후학을 양성하고 있습니다.

학과목에 대하여
우리는 몸으로 생각할까? 아니면 어디서? 생물심리학 인간 마음을 생물학적 과정으로 규명하고 이해하려는 심리학 분야입니
다. 기본적으로 신체의 신경계통이 인간의 감각과 사고, 그리고 행동을 결정한다는 관점 아래, 신체의 모든 부분에 퍼져있는 말
초신경계통과 뇌를 포함한 중추신경계통을 해부학적으로 연구합니다. 또한 동물들을 이용한 다양한 실험을 통해 인간의 사고
과정에 대한 이해도 시도합니다. 뇌의 어떤 부분에서 우리는 감정을 느낄까? 동물을 길들이는 원리는 인간에게도 적용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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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는 타고나는 것일까 학습되는 것일까? 이런 질문의 답들을 연구하고 가르치
는 분야입니다. 신경해부학, 생물심리학, 학습심리학, 동물심리학, 행동신경과학 및

ࣥѾ@ॕŗ͙

실험 등을 배웁니다.
생각은 하는 것일까, 떠오르는 것인가? 느낌은? 인지(언어, 지각, 실험)심리학 인간

교직이수 일정한 자격을 충족시키면 교사자

의 사고과정을 실험적 방법으로 연구하는 학문입니다. 생각의 시작인 감각에서 사고

격증을 받아, 졸업 후 중등교육계로 진출하는

의 표현인 언어에 이르는 인간사고의 전 과정을 과학적으로 규명하는 학문분야 입니

학교 선생님이 될 수 있는 제도입니다.

BK21 플러스 마음 · 뇌 융합 심리학 사업
단 교육부에서 인재양성과 국가경쟁력 강화
를 위해 인문학과 자연과학을 융합한 이론연
구와 사회, 산업현장에서의 적용을 연구하는
프로그램입니다.

다. 우리는 몸으로 느낄까 아니면 뇌로 느낄까? 우리는 생각도 언어로 할까 아니면
생각하고 나서 언어로 표현할까? 우리는 주의를 집중하는 걸까 아니면 주의가 집
중되는 걸까? 기억이 없어진 걸까 아니면 떠올리지 못하는 걸까? 이런 질문들의 답
을 연구하고 가르치는 분야입니다. 인지신경과학, 정서와 인지, 언어심리학, 인간공
학, 감각 및 지각 심리학, 기억심리학, 뇌와 인간 사회등을 배웁니다.
사회와 문화를 벗어난 인간은 여전히 인간일까? 문화, 비교문화 및 사회심리학 사회
라는 거대한 틀에서, 개인인 인간이 타인과 어떠한 심리작용을 하는지에 대하여 연
구하고 배우는 학문입니다. 문화에 따라서 사람들이 보이는 행위와 심리의 차이를
비교하고, 특정사회에서 사람들의 행동과 생각이 가지는 문화적 의미에 대해서 과
학적으로 연구하고 있습니다. 동양인과 서양인은 다른 방식으로 생각할까? 좋아하
는 것과 사랑하는 것은 양적 차이일까 질적 차이일까? 다른 사람과 함께라면 우리
는 어떻게 달라질까? 이런 질문들의 답을 연구하고 가르치는 분야입니다. 개인과
사회행동, 사회인지, 성숙한 삶과 심리학, 문화와 인간행동, 통일과 심리학, 지역사
회 심리학 등을 배웁니다.
아픈 마음을 이해하고, 함께 대화로 치료한다. 임상 및 상담심리학 개인이 가진
심리적인 문제를 평가하고 이에 대한 예방과 치료를 하는 동시에, 이에 대한 학문
적인 연구를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여러 심리학적인 이론에 근거하여
다양한 방법으로 사람들의 마음을 진단하고, 상담을 통해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마
음의 병을 치료합니다. 이상과 정상의 차이는 양적일까 질적일까? 마음의 병을 고
치면 인간은 행복해 질 수 있을까? 마음의 병을 고치는데 필요한 것은 약일까 사람
일까? 이런 질문의 답들을 연구하고 가르치는 분야입니다. 임상심리학, 집단상담,
이상심리학, 성격심리학, 상담심리학 등을 배웁니다.
나무를 보면 숲이 보인다. 산업 및 조직심리학 심리학적 원리들을 일터에서 일어나
는 현상에 응용하는 학문입니다. 개인차원에서는 조직 속의 개인에 대해 연구하고,
집단차원에서 조직 내 혹은 조직 간 역학관계에 대하여 연구를 합니다. 또, 조직의
효과적이고 효율적인 운영 뿐 아니라 구성원의 개인적인 웰빙(well-being)에도 관
심을 갖고 연구하고 있습니다. 조직의 효율과 개인적인 웰빙은 상충할까? 1+1=?
사람들이 함께 모여 일을 하는 것은 더 효율적일까? 사람들이 보다 행복하게 일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은 무엇일까? 이런 질문들의 답을 연구하고 가르
치는 분야입니다. 산업심리학, 조직심리학, 조직 리더쉽의 심리학, 조직문화와 심
리학 등을 배웁니다.
당신을 사로잡는 30초, 소비자 및 광고 심리학 소비 활동과 관련된, 혹은 그 속에
숨겨진 소비자 심리와 광고와의 상호관계를 연구하는 학문입니다. 겉으로 드러난
소비 행동 자체보다는 그 이면에 숨겨진 소비자의 심리를 밝히는 것에 관심이 있습
니다. 사람들이 정말 원하는 것은 좋은 이미지의 상품일까 좋은 기능의 상품일까?
우리는 감성을 자극하는 광고와 이성적인 광고 중에서 무엇을 더 좋아할까? 광고
를 볼 때 우리의 뇌는 어떻게 반응할까? 이런 질문의 답들을 연구하고 가르치는 분
야입니다. 소비자심리학, 경제심리학, 광고심리학, 심층심리 연구법, 브랜드심리와
마케팅 등을 배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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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리학과의 미래
사람을 알면, 세상이 보인다

мπ҆ɜ@ֱπ।

심리학은 인간과 관련된 모든 학문에 적용될 수 있는 학문으로 그 쓰임새가 무한합

성공적인 삶의 심리학

니다. 현대에 들어 늘어나고 있는 각종 심리적인 문제를 호소하는 사람들을 대상으

조지 E. 베일런트. 나남출판. 2005

로 하는 임상 및 상담심리학, 인간의 뇌와 감각기관들에 대한 연구를 바탕으로 여

하버드 대학교 졸업생들의 삶을 35년 간 추적

러 분야의 산업과 접목되어, 가전제품, 자동차 등과 같은 일상생활과 밀접한 제품
들을 인간이 더욱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개발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는

하여, 성공적인 삶을 산 사람들과 그렇지 못한
사람들의 심리적인 특성을 정리하여 보여 주고
있는 책입니다. 성공적인 삶을 산 사람들의 자

인지심리학, 사회적 양극화와 정치적인 갈등 등과 같은 사회적인 문제와 이에 내재

기방어기제를 이해함으로써, 성공적이고 성숙

된 심리적인 기제를 밝히고 한국인만의 심리적인 특성을 고려하여 갈등의 원인을

한 삶을 살기 위해서 우리가 살아가야 할 방향

파악하며 문제에 대한 근본적인 해결책을 내놓는 문화 및 사회심리학 등 아주 다양

을 제시해줍니다.

한 분야의 심리학이 있습니다. 시행 준비 중인 국민참여재판을 대비하여 배심원들

스키너의 심리상자 열기 : 세상을 뒤바꾼
위대한 심리실험 10장면

이 어떠한 외적인 변인에 영향을 받는지를 확인하여 보다 공정한 재판이 될 수 있
도록 준비하는 일 역시 사회심리학이 담당합니다.
이 밖에도 보다 효과적인 광고를 개발하는 일에는 소비자 및 광고심리학, 인지심리

로렌 슬레이터. 에코의서재. 2005
심리학의 역사에서 인간 본성에 대한 가장 충
격적인 실험과 연구 10가지를 보여주고 있습

학, 생물심리학 등의 분야가 함께 관여합니다. 이러한 특징으로 무엇보다 통섭의 시

니다. 이를 통해 심리학 발전의 흐름과 과학적

대를 맞아, 간문학적 접근이 점점 중요해지는 추세 속에서 심리학은 더욱 빛을 발합

인 심리학에 대해 이해할 수 있고, 기존에 갖

니다. 경제심리학, 교육심리학, 정치심리학, 인간공학 등 심리학은 대부분의 학문과

고 있던 심리학에 대한 오해를 풀 수 있을 것

결합하여 학문의 수준을 높여왔으며, 앞으로도 그 분야가 더욱 다양해질 것입니다.

입니다.

설득의 심리학 : 사람의 마음을 사로잡는
6가지 불변의 법칙

블루오션

로버트 치알디니. 21세기 북스. 2002
실생활과 밀접하게 관련되어있는 ‘설득’이라는
주제를 쉽고 재미있게 이야기하는, 심리학에

●

인터넷의 확산을 비롯한 과학기술의 급격한 발전으로 인해 현대

지혜과학

사회는 유례없는 정보와 지식의 풍성함을 누리고 있습니다. 이렇

대한 흥미를 키울 수 있는 책입니다.

가끔은 제정신 우리는 늘 착각 속에 산다

게 되기까지 그 동안의 심리학에서는 어떻게 하면 지식의 습득을

허태균 지음. 샘앤파커스. 2011

용이하게 하고, 오래 남을 수 있는지에 대해서 연구해 왔습니다.

심리학적인 실험은 물론 실생활에서 경험할 수

하지만 이제는 누가 얼마나 많은 양의 지식을 알고 있느냐 보다

있는 여러 사건들을 통해서 실은 모든 사람들

는 이 지식을 어떻게 활용하느냐가 더 중요한 시대가 되었습니
다. 그리고 지식을 바탕으로 이치를 깨닫고 창조적으로 발전시키
는 것이 바로 ‘지혜’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
혜는 새로운 시대를 선도할 새로운 지적인 능력이 될 것입니다.
지혜를 과학적으로 연구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 착각 속에 살고 있음을 밝히고, 보다 행복하
고 성숙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제안하는 심리학
의 흥미를 높일 수 있는 책입니다.

남자와 여자의 뇌는 같을까?
생물학적으로 밝혀낸 뇌의 성차와 진실
카트린 비달. 김현택 감수. 민음사. 
실생활에서 발견할 수 있는 남성과 여성의 차

●

이제는 행복이다!

이의 근원이 실은 뇌에 있음을 밝히고, 남녀의

긍정 심리학

100여 년 남짓 동안 심리학은 사람의 마음속에 있는 부정적인 성

다름이 차이일 뿐 차등이 아님을 통해 뇌 연구

질을 감소시킴으로써 인간을 행복하게 하려고 노력했습니다. 하
지만 이제는 긍정적인 성질 자체를 고양하여 인간을 행복하게 해
야 한다는 패러다임으로 변하고 있습니다. 이를 ‘긍정심리학’이
라고 합니다. 사랑, 용기, 지혜, 유머, 영성 등 인간의 삶을 풍요롭

가 갖는 사회적인 가치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느끼는 뇌 : 뇌가 들려주는 신비로운
정서이야기
조지프 르두. 학지사. 2006
주로 인간의 사고기능을 연구해 왔던 기존의

게 만들어 온 수많은 특성들이 과학적인 방법을 바탕으로 연구되

뇌 연구에서 발전하여, 뇌의 정서적 기능을 소

고 있으며, 인간을 더 행복하게 만들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

개하고 있습니다. 뇌가 가지고 있는 다양한 속

미 임상분야에서는 이러한 패러다임을 받아들여서 새로운 형태

성에 대해서 이해하고 배울 수 있는 책입니다.

의 예방과 치료법을 개발하고 있으며, 앞으로는 조직, 학교, 지역
사회, 가정으로까지 그 범위가 확대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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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대사회에서 디자인의 최종 목표는 자연스러움입니다. 사람들

인간공학과

이 자연에서 행동하는 모습과 같은 방식으로 제품을 사용할 수

인자신경과학

있도록 디자인한다면 그것이 바로 가장 자연스러운 모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최근 상용화되고 있는 직관적인 형태의 터치패

문화 및 사회심리연구실

드, 말로 명령을 내릴 수 있는 음성인식기능 등은 자연스러운 디

¡http://www.psychology.or.kr/

자인의 시작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보다 자연스러운 디

소비자 및 광고심리 연구실

자인을 과학적으로 연구하는 분야를 인간공학이라고 합니다. 사

¡http://captain.korea.ac.kr/

람들의 행동과 마음에 관심을 가지고 있는 심리학은 이미 이러

생물심리 연구실

한 기술의 아이디어를 제공하고 개발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해왔

¡@http://brainbehavior.net/

습니다. 또한 다양한 첨단기기를 활용하여 실제 인간의 신경학

¡@http://choilab.korea.ac.kr/

적인 흐름을 파악한 인지신경과학은 인문학적인 상상력이 실제

인지심리 연구실

로 얼마나 타당한지를 지지해줌으로써 다양한 제품의 개발에 기

¡@http://coglab.korea.ac.kr/

여해 왔습니다. 인문학적 상상력을 바탕으로 직관적인 아이디어

¡@http://hplab.korea.ac.kr/

를 제공하는 동시에 과학적인 방법을 통해 면밀하게 이루어지는

¡@http://vcn.korea.ac.kr/

심리학적 연구는 미래사회에서 더 인간스럽고, 더 자연스러운
디자인을 개발하는데 중추적인 역할을 할 것입니다.

شڏԟ֬
정신 분석 Psychoanalysis 프로이트와 그 제자들이 발전시킨 개념으로, 감정, 사
고, 행동을 형성하는 데 있어서 ‘무의식’의 역할을 강조한 이론입니다. 인간의 모
든 행동이 주체적이고 의식적이라는 당시의 통념을 깨트렸다는 점에서 커다란 센
세이션을 일으켰습니다. 후대에서도 많은 심리학자들이 그의 이론을 발전시키거나
혹은 비판하면서 심리학의 중흥을 이끌었습니다. 여러분의 무의식은 지금 어떤 일
을 하고 있을까요?
자기효능감 Self-Efficacy 어떠한 문제나 상황을 맞닥뜨렸을 때, 이를 스스로 해결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믿는 기대와 신념을 말하는 심리학적인 표현입니다. 일반적으
로 자기효능감이 높을수록 일에 대한 집중력도 높아집니다. 여러분도 높은 자기효
능감을 가지고 소망하는 바를 이루시기를 바랍니다.
인지 Cognition 기억, 주의, 사고, 신념, 판단등과 같은 정신적인 과정을 일컫습니
다. 이를 주제로 연구하는 심리학적인 분야는 상당히 다양한 편입니다. 인지과정을
마음속에서 일어나는 정보의 흐름이라고 간주하여 과학적으로 연구하는 분야는 ‘
인지심리학’이라고 부릅니다. 이 가운데에서 사회라는 맥락에서 일어나는 정보의
흐름을 연구하는 분야는 ‘사회인지’이고, 최근 발달되고 있는 뇌 영상 기법을 활용
하여 인지 과정과 뇌의 활동을 연결시켜서 연구하는 분야는 ‘인지신경과학’이라고
합니다. 심리학과에 진학하여 공부하고 싶은 본인의 ‘인지과정’을 상상하는 것도 미
래의 심리학도로써 의미 있는 일이 아닐까요?

Ğͷ@ۜÿ@ч@֫ॼ
임상심리전문가, 상담심리사, 상담심리전문가, 발달심리사, 발달심리전문가, 산업
및 조직심리사,산업 및 조직심리전문가, 범죄심리사, 범죄심리전문가, 건강심리사,
건강심리전문가, 인지학습심리사, 인지학습전문가, 임상심리사, 정신보건임상심리
사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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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מɸ۾@מĚĜЃ
대학 오기 전, 이런 것 알아야 한다!
대학은 놀러 오는 곳이 아닙니다. 따라서 대학교의 전공을 정할 때는 자신의 흥미와
적성이 무엇보다도 중요합니다. 최근 심리학이 사회적으로 각광받고 있으며, 사회

심리학의 기초Ⳓ&ⳓ, 심리통계, 심
리통계실습, 심리학 연구와 활용
생물심리학, 학습심리학, 감각 및 지

에는 주로 심리학의 흥미로운 부분이 알려지면서 실제로 많은 고등학생들이 심리학

각 심리학, 성격심리학, 인지심리학,

과에 지원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심리학은 여타의 전공들과 마찬가지로 때로는 어

발달심리학, 사회심리학

렵기도, 지루하기도 한 과목입니다. 공부하는 분야의 스펙트럼이 넓다는 것은 다양

행동인지신경과학 행동신경과학, 신

한 분야를 한 번에 공부할 수 있다는 점에서 매력적이기도 하지만, 실제로 공부하는

경심리학, 심리생리학 실험 및 실습,

것이 자신이 원했던 것과는 다른 것일 수도 있다는 뜻이 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언어심리학, 기억심리학, 의사결정

따라서 심리학을 전공하고자 마음먹을 때에는 자신이 경험할 미래의 어려움에 대

심리학, 인간관계와 정신건강, 임상

해서 충분히 숙고해야 합니다. 물론, 그 전에 심리학에서 공부하는 것들에는 어떤

심리학, 심리검사, 상담심리학, 이상
심리학, 행동수정, 성인노인심리학,

것이 있는지 알아보아야겠지요. 하지만 충분히 고려한 다음에도 심리학에 대한 열

문화와 인간행동, 사회인지 사회와

정이 샘솟는다면, 여러분은 이미 심리학도로써의 첫 걸음을 훌륭하게 뗀 것입니다.

산업적 응용 산업심리학, 조직심리
학, 소비자심리학, 뉴미디어 심리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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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고심리학, 통일과 심리학
행동인지신경과학, 행동유전학, 행

심리학과 기획단 심리학과 내외에서 진행되는 여러 행사를 총괄하고 기획하며, 학

동신경약물학 및 실습, 동기와 정서,

우들간의 화합을 도모하는 과내 자치기구입니다.

인지신경과학, 주의와 반응선택, 사

싸이코 드라마 개인의 심리적 문제를 파악하고 치유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심리

회신경과학, 인간관계와 정신건강,
심층심리연구법, 건강심리학, 집단

극을 직접 경험함으로써 참가자의 마음을 편안하게 해주는 동시에 심리학을 좀 더

상담, 심리측정 및 실습, 학교심리학,

가깝게 느낄 수 있도록 하는 31년의 역사를 자랑하는 동아리입니다.

정신재활, 성숙한 삶과 심리학, 집단

심리학 연구반 심리학에서 연구하는, 혹은 연구하기를 바라는 다양한 수준의 주제

역동 사회와 산업적 응용 인적자원

를 선정하여 이에 대해서 공부하고 토론함으로써 심리학적인 사고능력을 배양하는

개발과 심리학, 디자인과 인간행동,

것을 목적으로 하는 학술 동아리입니다.
LPS Living Psychologists’Society 심리학 혹은 인문학적인 책을 읽고 이에 대해

브랜드심리와 마케팅, 여가와대중문
화, 법과인간행동, 사용자경험과 심
리학, 리더십의 심리학

토론하면서 심리학적인 사고 능력을 기르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학술동아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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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리학과의 가장 큰 특징은 인문계에 포함되었음에도 자연과학과 관련된 지식도 폭넓게 공부할
수 있어 인문학적 소양과 자연과학적 지식을 모두 쌓을 수 있다는 점입니다. 또한 대인관계 능
력, 문장력, 논리력, 연구 능력 등을 쌓을 충분한 기회를 얻게 됩니다. 하나의 전공 안에서 넓은
스펙트럼의 공부를 할 수 있는 점이 가장 큰 장점으로 졸업 후 다양한 분야로의 진출이 가능합
니다. 최근 미국에서는 의학전문대학원, 법학전문대학원 등에서 심리학과 출신의 학생을 선호하
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특히, 의학전문대학원 합격자 중 심리학과 출신은 전체에서 2번째
로 많으며, 인간 행동의 폭넓은 이해를 바탕으로 법학전문대학원에서 원하는 인재로써의 모습
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처럼 심리학을 전공한다는 것은 심리학에 대한 지식을 얻는 데서 그치
는 것이 아니라, 이를 활용하여 자신의 능력과 미래를 무궁무진하게 발전시켜 나갈 수 있다는 것
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학계 ¡ 교육계 교수, 상담교사, 심리학교사, 연구원 등
의료계 의사, 상담전문가, 임상심리사, 발달심리전문가, 신약 개발 연구원 등 언론 · 문화계 기자,
이미지 컨설턴트 등
정부 ¡ 공공기관 ¡ 법조계 정부부처 및 공공기관 공무원, 교도관, 법조인, 범죄 프로파일러 등
기업계 광고 및 홍보전문가, 시장 및 여론조사 전문가, 경영 컨설턴트, 노무사

고려대학교 인재 양성 ¡ 진로 가이드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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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학과

문과대학, Since 1963
Department of Sociology

한국 최고를 넘어서
아시아 사회학의 중심으로
고려대학교 사회학과는 1963년에 설립되어 현재는 12명의 교수, 390여 명의 학부생, 100여 명의 대학원생으로 구성된 한국 최대
의 사회학과로 성장했습니다. 그 동안 약 3천여 명의 졸업생들을 배출했고, 이들은 한국사회의 각계각층에서 자신의 성장과 사회의
발전을 위해 일하고 있습니다. 사회학과는 학생 교육을 충실히 하는 것은 물론이고, ‘한국사회연구소’를 중심으로 한 연구활동을 통
해 사회학을 현실 사회에 적용하고 응용하는 일에도 역점을 두고 있습니다. 또한 해외의 유명 대학의 사회학과 및 연구소들과 교류
협력 네트워크를 발전시켜 가며 한국을 넘어서 아시아 사회학의 중심으로 성장하고 있습니다.

http://socio.korea.ac.kr

‘인간과 사회’, 그 숨은 원리 찾기
사회학은 18세기 프랑스 혁명과 산업혁명 이후 일어난 사회의 큰 변화를 배경으로 등장했습니다. 급변하는 사회현상을 기존의
학문이 아닌 과학적이고 새로운 방법으로 이해하고 설명하려고 했고 이후 ‘사회과학’의 핵심으로 성장했습니다. 사회학은 단
순히 ‘큰’ 사회에 관해서 공부하는 것은 아닙니다. 사회는 사람들이 모여 관계를 맺고 상호작용을 하며 만들어 가는 것으로 사
회를 아는 것은 그 안의 개별적인 인간들의 사회적 삶을 연구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즉, 사회학은 사회의 현상을 현상 그 자체
로 보기보다는 현상의 뒤에 어떤 원리가 숨어 있는지, 사회는 개인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또 반대로 각 개인은 사회에 어
떤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해 연구합니다. 사회학을 공부하면 우리가 사는 사회와, 사회 속의 인간에 대해 보다 깊이 들여다볼
수 있는 시각을 기를 수 있습니다.

사회학의 엔진
사회학적 상상력을 위한 의심과 호기심
“이 세상에 불변하는 진리는 단 하나밖에 없어. 인간관계, 작용과 반

이런 학생 사회학과에
• 나는 ‘사회 · 문화’ 과목이 정말 재미있다.

작용, 원인과 결과.” 영화 매트릭스에서 메로빈지언이 한 말입니다.

• 나는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궁금하다.

세상은 수많은 사람 간의 수많은 관계와 그 관계들이 만들어 내는 더

• 나는 사회에 문제가 왜 이렇게 많고, 대체 왜 생기는지

큰 관계, 그 사이에서 생겨나는 수많은 원인과 결과로 이루어집니다.
사회학은 처음에 사회가 왜 이렇게 예측할 수 없이 변할까, 무엇이
사회를 변화시키는가라는 질문에서 시작했습니다. 사회학을 여는 질
문이 말해주듯이, 사회학의 핵심은 사회현상의 원인을 찾아보고 보
이지 않는 이면을 들여다보려고 애쓰는 호기심과 의심입니다. 집단

궁금하다.
• 나는 TV를 볼 때나 책을 볼 때, 뭔가 한 번 삐딱하게
꼬아서 본다.
• 사회 문제가 곧 내 문제 같고, 가만히 보고 있자니 엉덩
이가 근질근질하다.
• 다양한 시각을 가진 다양한 사람들과 이야기 나누는
것이 좋다.

간의 대립, 새로운 사회 현상 등에 대해 관심을 가지고 여러 사람의

• 나는 이 사회가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지 궁금하다.

이야기를 들어 보세요. 여러 분야의 책을 읽고 내용을 꼭꼭 씹어 소

• 나는 사람이 대접받고 정의가 승리하는 사회를 만들고

화시키고, TV도 보고, 토론회도 보고, 이들을 한편으로는 비판적 관

싶다.

점으로 바라보면서 사회를 움직이는 원리가 무엇인지 생각해 보세요.
그것이 사회학의 시작이며, 사회학의 목적이며, 사회학의 미래입니다.
사회현상을 모두 설명하는 ‘절대적 이론’이란 없지만 새롭게 등장하는 사회 현상을 더 잘 설명하고, 앞날을 예측할 수 있는 이
론을 여러분이 제시할 수 있을지도 모릅니다.

전공 수업 탄탄한 이론과 방법, 그리고 인간이 상호작용하는 모든 지점의 학문
고등학교에서 일반사회 중 ‘사회 · 문화’라는 과목을 혹시 유심히 보셨나요? 사회 · 문화 과목에서 배운 관점(이론)과 연구 방법,
이 두 부분이 대학에서 전공하는 사회학 공부의 기본이랍니다. 또한 사회학은 인간과 사회의 생활양식을 분석하며 사람들 간의
상호작용과 사회의 구조와 변화를 탐구하여 보다 나은 미래사회의 대안을 찾아나가는 학문입니다. 그래서 다양한 사회현상과
문제를 종합적이고 객관적으로 이해하는 지적 능력과 통찰력을 개발하는 것이 교과목의 중요한 한 영역입니다. 고등학교에서
배운 ‘사회 · 문화’ 과목에서는 간단히 살펴본 여러 주제들이 대학에서는 사회학의 중요 분야가 됩니다.

학과목에 대하여
사회를 제대로 보기 위한 ‘분석의 틀’, 이론 꽁트(Auguste Comte)에서 마르크스(Karl Marx), 베버(Max Weber) 등 사회학 거장
들의 이론을 배우고 잘 다지는 것이 사회학의 시작입니다. 사회 현상의 보이지 않는 이면을 보기 위해서는 현실을 분석, 해석
하는 방법을 배워야 하는데 고전 사회학 이론에서 배울 수 있는 것은 그러한 해석의 방법과 뿌리입니다. 변화해 가는 사회를
설명하기 위해 등장하는 각종 현대 사회학 이론은 상당수가 고전 사회학 이론에 일정 부분 근거를 두고 있습니다. 따라서, 사
회학적 기초를 다지는 ‘사회학적 상상력’, 고전 사회학을 공부하는 ‘사회학 발달사’와 현대 사회학을 살펴보는 ‘현대사회학이론’
은 우리 학과의 필수과목입니다.
과학적 연구의 시작, 통계와 연구 방법론 이론을 뒷받침하는 자료를 어떻게 모으고 가공할 것인지에 대해 연구합니다. 복잡한
사회현상에 대한 과학적 연구를 지향하며 자료의 정확도를 높이기 위한 방법을 배웁니다. 따라서 우리 학과에서는 ‘사회 조사
방법’과 ‘사회통계’를 필수과목으로 지정하여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밖에 ‘사회조사실습’, ‘질적연구방법’ 등이 있습니다.
고려대학교인재
인재양성
양성¡·진로
진로 가이드북
가이드북
고려대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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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야’를 정해 분석해 보기, ‘○○사회학’ 주요한 사회학의 분야에는 가족사회학, 경
제사회학, 교육사회학, 노년사회학, 노동사회학, 도시사회학 농촌사회학, 문화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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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 범죄사회학, 사회심리학, 역사사회학, 예술사회학, 정치사회학, 젠더사회학, 조
직사회학, 종교사회학, 지식사회학, 환경사회학 등이 있습니다. 선택한 분야에서 어

교직과정 설치 본인이 원한다면 지원을 통

떠한 사회적 현상이 나타나고, 어떻게 변해 왔는지, 어떻게 변해갈지 살펴보게 될

해 교직이수과정을 밟을 수 있습니다. 관련 필

것입니다.

수 과목과, 4주간의 현장실습을 거쳐 교직이수
가 가능합니다.

문과대학 ‘7+1’프로그램 고려대 전체로는
교환학생 프로그램(SEP)과 방문학생 프로그램
(VSP)을 운영하고 있지만, 이와는 별도로 문
과대학이 독자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제도입니

사회학과의 어제와 오늘
1963년 근대적 사회변동의 시대적 요청으로 학과가 창설되었습니다. 초창기부터

다. 기존에는 국제어문학부에서만 시행했지만,

지금까지 사회분석과 사회발전을 위한 패러다임과 방법론을 찾으려 노력하고 사회

인문학부로 확대되어 사회학과 학생들도 수업

발전에 필요한 수많은 전문인력을 배출하였습니다. 현재 53주년을 맞이한 사회학

료의 90%를 지원받으며 해외에서 공부할 수

과는 우리 사회에 필요한 인재양성과 지식을 창출하는 역할에 앞장서고 있습니다.

있습니다.

다양한 국제교류 프로그램 사회학과는 동
아시아 지역 대학들과 네트워크를 형성하고 있
어서 학술대회 등 교류가 용이합니다. 그 밖에
도 세계 주요대학의 사회학과와 네트워크가 구
축되어 있어 다양한 국제교류 프로그램에 참여
할 기회가 있습니다.

사회학과의
‘사회’가 아닌 곳이 어디 있을까?
여성, 의료, 노동 등 우리가 살아가는 환경 속에서, ‘사회’가 아닌 곳을 찾기가 더 힘
이 듭니다. 특히 요즘 같이 기술의 발전 속도가 빨라지고, 사회도 엄청난 속도로 변

мπ҆ɜ@ԓপ।
세계명저 사회학 30선

화하는 때에는 새롭게 등장하는 사회적 현상에 대해서 깊이 들여다 볼 줄 아는 사
람이 점점 더 많이 필요합니다. 청소년 문제, 왕따 문제 등이 심각해지면 그에 맞

다케우치 요우. 지식여행. 2009

는 정책을 세우기 위해서 범죄사회학과 가족(내의 청소년과 아동)사회학을 연구하

본격 사회학 입문 ‘소개서’입니다. 사회학이 무

는 사람들이 필요합니다. 예상하지 못했던 경제적 타격에 해서는 경제학자들이 우

엇인지, 사회학을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하는지

선적으로 연구하겠지만 그 타격을 경험하고, 움직이는 사람들과 사회를 연구할 경

모르는 사람들에게 저자가 재미있게 읽은 사회

제사회학자도 필요하겠지요? SNS가 유행하면서 온라인 공간에서 일어나는 현상

학 명저30편을 해설과 함께 소개하고 있습니
다. 이 책을 통해 사회학에 대한 감을 잡고, 소

들을 파악할 정보사회학도 비중이 커질 것입니다. 세계화로 인해 외국인과 이주배

개된 책들 중에 마음에 드는 책을 한 권쯤 골라

경 소수집단들이 증가하면서 한국사회는 다민족, 다문화사회로 변해가는데 이주민

읽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과 선주민이 공존하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 이민연구에 대한 수요는 증가할 것입니

사회학에의 초대

다. 이렇게, 사회학의 미래와 역할은 변화하는 인간 사회와 더불어 무궁무진합니다.

피터 L. 버거. 문예출판사. 1995
저자의 ‘사회학’에 대한 사회학적 고찰이 가득
담겨있습니다. 위에 소개한 책을 먼저 읽고 천
천히 이 책을 보는 것을 추천합니다. 이 책에

블루오션

서는 사회학과 인문학의 친화성과, 사회학이
●

경제적 · 사회적으로 여러 분야에서 사회 갈등이 심화되고 있고,

있습니다. 조금은 어렵지만, “사회학이란, 실에

사회 갈등

이것은 국가적으로도 많은 관심을 기울이고 있는 분야이기도 합

매달려 움직이던 꼭두각시가 어느 날 문득 고

해결 분야

니다. 기업과 노동자 간의 관계나, 경제적 · 사회적 상위 계층과 하

제시하는 문제 의식에 대해서 깊게 고민하고

개를 들어 자신의 몸에 달린 실이 어디서부터

위 계층간의 갈등, 기성 세대와 청년 세대 간의 세대 갈등, 보수

온 것인가를 올려다보는 것과 같다”라는 저자

와 진보 간의 이념 갈등 등 다양한 형태의 갈등을 분석하고 관리,

의 멋진 정의에 매혹되어서라도 충분히 읽어

해결하는 ‘갈등 해결 컨설턴트’가 있습니다.

볼만한 책입니다.

●

정책은 여러 각도로 사회에 영향을 미칩니다. 형사 정책, 경제 정

정부정책

책, 의료 정책, 복지 정책, 이민 정책 등을 만들 때에는 단순히 법

관련분야

이나 경제에 능통한 사람뿐만 아니라 그 정책이 적용되는 ‘사회’
에 대해 깊고 넓은 시야를 가진 사회학자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이런 이유로 정책연구원도 역시 블루오션이라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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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빠르게 변하는 사회에도 유행은 금방 왔다가 사라집니다. 앞으로

트렌드 분석

다가올 트렌드에 대해서 분석하고 예측하는 것 역시 현실문제에

관련분야

민감한 사회학 전공자들이 진출할 수 있는 좋은 분야입니다.

●

사회학을 공부한 사람은 사회 현상에 대한 폭넓은 이해를 하기

언론 관련

때문에 신문, 방송 등 언론 분야에서 기자, PD, 앵커 등으로 활약

공부는 하루 이틀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수

분야

할 수 있습니다.

능 준비 역시 체력도 지켜 가며 꾸준히 해야 합
니다. 무리해서 잠을 줄이지 말고, 짜증이 나고
답답하면 밖에 나가 바람도 잠시 쐬고 심호흡
도 한번하고 들어오세요. 목표를 분명히 세우

●

법학대학원 제도가 정착되면서 학부 과정에서는 법을 가르치는

고, 최선을 다한다면 좋은 결과가 있을 것입니

법 관련분야

학과가 없습니다. 미국 등 선진국에서는 법률대학원을 진학하려

다. 최선을 다했다면 혹시 결과가 충분치 않아

는 학생들이 학부 과정에서 사회학을 전공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도 적어도 ‘후회’는 하지 않을 것입니다.

유능한 법률가로 성장하기 위해 사회학과에서 법과 사회에 관한
과목들을 공부하는 센스가 필요합니다.

●

앞에서 설명했던 ‘사회통계’와 ‘사회조사방법’이 특히 중요시 되

데이터 분석

는 분야입니다. 컴퓨터를 이용해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고, 자료

관련분야

를 정리하며 쓸모 있게 구성하는 것이 어느 때보다 중요해진 지
금, 데이터 분석 관련 분야에서 사회통계를 전공한 사람들의 수
요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길을 가는 후배에게
이렇게 다를 줄이야! 고교시절 생각했던 전공에 대한 오해
사회학을 모르는 기성세대 중에는 사회학을 공부한 사람들이 그냥 사회를 비판만 하고
데모만 해서 사회 혼란을 일으킨다는 잘못된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리고 사회학은 졸업 후에는 취업하는데 별 도움이 안 되는 교양 학문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사회학은 사회문제를 진단하고 비판하기도 하지
만 실용적으로 사회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대안을 제시하기도 합니다. 인구학, 복지사회
학, 의료사회학, 도시사회학, 농촌사회학 등이 바로 응용사회학으로서 사회문제 해결에
적극 기여하는 학문 분야입니다. 그리고 사회학을 공부한 졸업생 중에는 공직, 기업, 언
론, 사회조사 및 마케팅, 시민단체, 학계 등에서 사회학적 상상력과 분석 능력을 활용하
여 성공한 사람들이 많습니다. 이렇듯 사회학은 매우 실용적이고 현실적인 학문입니다.

이때는 꼭!
고등학교까지 나를 괴롭혔던 교실에서 벗어나 새롭게 맞는 ‘대학’이란 공간은 새
내기 때 느끼는 자유만큼이나 금방! ‘훅!’ 지나가 버립니다. 이것저것 신나게 즐기
는 것도 좋지만, 놓치지 말아야 할 것들을 꼭꼭 잡아가며 대학생활을 하는 것도 보
람차겠죠?
기본적인 전공지식을 차곡차곡 잘 쌓아 가야 앞으로의 공부가 수월해
지겠죠? 새로운 환경에서 새로운 사람들을 만날 기회도 많습니다. 여러 소
모임, 동아리에 기웃기웃 해 보고, 열심히 활동 해보세요. 동기들과 MT도 가고, 학
생회에 참여해 보는 것도 좋습니다. 이런 활동적인 경험들 말고도, 책도 많이 읽을
수 있는 때가 바로 이 시기이기도 합니다. 다양한 책들을 접하고, 다양한 사람들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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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야기할 기회를 만들어 여러분의 세상을 넓히기 좋은 때가 바로 1학년 신입생 때
입니다!

ؑמɸ۾@מĚĜЃ
·

Academic English, 사고와표현,
핵심교양, 필수적으로 들어야 하
는 전공과목 위주(사회학적상상
력, 사회학발달사, 현대사회학이
론, 사회조사방법, 사회통계)

·

1. 특화 과정(special course): 트
렌드 분석 관련(사회조사방법, 질

전공 공부와 더불어, 책 읽기도 멈추면 안 됩니다. 특히 사회학도는 세
상 돌아가는 일에 많은 관심을 기울이고 있어야 하니까요. 신문이나 주간
지를 읽어가며 세상에 대한 눈을 열어두고, 현상에 대한 분석을 담은 글을 자주 써
보는 것도 좋습니다. 또, 전공 공부를 제대로 시작하게 되면서, 앞으로 자신이 가야
할 길에 대한 고민을 시작하는 것도 좋습니다. 혹시 교직이수에 관심이 있다면 2학
년까지 신청할 수 있는 교직이수 지원도 놓치면 안되겠습니다.

적연구방법, 사회통계) / 정부 정
책 관련(노년사회학, 의료의사회
학, 복지사회학, 비교사회정책, 사
회불평등과 사회정책, 이민정책) /
교직(일반사회교과교육론, 일반사

대학에 들어와서 안정 되어가는 시기입니다. 자신을 본격적으로 다질
수 있는 시간으로 전공에 대한 지식도 어느 정도 쌓여 진짜 ‘내 지식’으로

회교재연구및지도법, 일반사회교

활용이 가능해집니다. 이 때부터는 각종 공모전에도 참여해 보고, 대외 세미나나 모

과논리및논술) / 미디어분석(정보

임에서 전공 지식을 마음껏 펼칠 수 있는 기회를 만들 수 있습니다. 물론, 전공에 대

사회학, 문화사회학) / 법과사회(

한 많은 공부가 뒷받침이 되어야 합니다. 또한, 이 때는 교환학생을 다녀오기에도

법과사회, 범죄사회학)

좋은 시기입니다. 학교 차원의, 또는 단과대학 차원의 교환학생 프로그램을 주의 깊

2. 일반 과정(general course): 이
론(현대사회학이론,

사회학발달

게 보고 기회를 잡는 것도 좋습니다!

사) / 역사(역사사회학) / 응용(경
제사회학, 식품과사회, 가족사회
학, 사회심리학, 정치사회학, 여
성사회학, 조직과환경, 인구와도
시 등등)

본격적으로 대학을 떠나 사회의 어느 분야에서 내가 일할지 준비해야
하는 시기입니다. 배운 것들을 정리하고 아직까지의 경험과 배운 것들을 어
디에서 잘 펼칠 수 있을지, 어떻게 자신을 보여줄 기회를 잡을 것인지 차근차근 정
리하고 준비하며 졸업을 준비해야겠습니다.

ʷ،π@F@।প
H।ԩ@ۜࠛ@ঢʷI
여민락 30년 전통을 지닌 풍물패 소모임
비몽 실력파 밴드 소모임
UMAK 힙합과 보컬을 겸비한 음악공연 소
모임

악동 신명 나는 댄스동아리

ԓপ।Ĝॴ@ۉԓِ@ٱĸঢʷ
ԓপ।Ĝ@ॴԓ
사회학 콘서트 학계, 언론, 리서칭, 마케팅, 언론 등 각 분야에서 뛰어난 활약을 보
여주고 있는 사회학과 선배들을 연사로 초청하여, 각계의 입문 과정과 현장 상황에
대한 경험담을 재학생들에게 들려 주는 자리를 매년 마련하고 있습니다.
졸업생 환송회 고려대학교 사회학과의 교수님들과 재학생은 물론이고, 과거 사회학

FC악칠 끈끈한 팀워크를 가진 축구 소모임

과를 거쳐 갔던 많은 선배들이 한 자리에 모여, 졸업생들의 졸업을 축하하고 앞길을

횃불 사회과학 학회

격려하는 행사입니다. 사회학과 공동체의 결속력을 높이고, 졸업생들과 재학생들이

한근 한국 근현대사 학회

함께 교류함으로써 진로와 대학 생활에 관한 정보를 공유하는 자리이기도 합니다.

고민한 척 인문철학 학회

ԓপ।Ĝِ@ۉĸঢʷ
고려대 사회학 콜로키움 고려대 사회학 콜로키움은 1995년 봄학기부터 시작하여
2015년 봄학기까지 20년에 걸쳐 200회의 학술 포럼을 가졌습니다. 사회의 중요
한 시기마다 매번 한국의 시대 상황에 적합한 아젠다를 선정하여 학술 발표와 토
론의 장을 마련함으로써, 고려대 사회학과는 한국 사회학의 발전과 사회 정책 개
발에 기여해 왔습니다.
한국사회연구소 심포지엄 한국사회연구소는 사회학과 소속 연구소로 1996년에 창
립되어 사회학 콜로키움, 심포지엄, 공공성 아카데미 등 학술 및 교육 사업을 지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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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 왔습니다. 또한 연구소에서 발행하는 『한국사회』는 한국연구재단의 등재 학술지
로서 수준 높은 학술논문들을 출판하고 있습니다.

Ğͷ@ۜÿ@ч@֫ॼ

ʅǷ@¡@ڀ
नÃ@ч@րԟ֯۽

사회조사분석사자격증

한국 최대의 사회학과(학부 및 대학원 과정)
선후배, 동기 간의 긴밀한 유대관계

@ؽܙশݘ@ۉ
졸업생 수 2012년 총 3,269명
졸업 후 사회진출 현황
확인 가능한 04학번 이상 졸업생 1,610명 대상으로
일반기업 809명(50%) 광고 및 홍보, 마케팅, 헤드 헌터 등 다양한 직종의 회사에서 활약
금융업 216명(13%) 은행원, 회계사 등
학계 167명(10%) 교수, 국책연구기관 및 전문조사기관 연구원, 강사, 해외유학 등
언론 ¡ 출판 ¡ 방송계 135명(8%) 방송기자, 신문기자, 아나운서, PD, 출판업 등
정계 ¡ 공무원 111명(7%) 정부부처 공무원, 공기업, 국회의원 등

६@ڀĳέ@ঊত
중국 후단대, 싱가포르 국립대, 일본 와세다대,
동경대, 미국 유타주립대, 러시아 상트페테르
부르크 사회학부와 교류협력관계에 있습니다.

।Ĝ@ҜԽ@ِĸ՜
한국사회연구소 고려대학교 부설 연구소입니
다. 연구인력의 결집과 제도적 뒷받침을 통해

교육 78명(5%) 중고등학교 교사, 전문학교 교사, 교직원 등

한국사회와 국제지역사회의 제 현상들을 거시

자영업 34명(2%)

적ㆍ미시적 차원에서 분석하고, 앞으로의 사회

법조계 10명(1%) 판사, 검사, 변호사 등

변동의 궤적을 추적하여, 더 나아가 정책적 대

기타 30명(2%) 시민단체 활동가, 사회복지사 등

안에 대한 모색을 목적으로 합니다.
http://www.isrku.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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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문학과

문과대학, Since 1987
Department of Chinese Classic

한문으로 동아시아를 품는다
한문학과는 문학 ¡@역사 ¡@철학을 아우르는 동양학 전반에 대한 기초적 소양을 익히고, 한문 원전에 대한 체계적 이해 능력을 함양
하는 것을 목적으로 1987년에 설립되었습니다. 20세기 초에 이르기까지 우리나라의 지적 ¡ 문화적 성과의 대부분은 한문으로 기
록되었기 때문에 이들을 정리 ¡@번역하는 것은 다양한 학문 분야에 기여하는 바가 클 뿐 아니라 지금 우리의 사유와 문화를 풍요롭
게 하는 자산을 제공하는 소중한 작업입니다. 이에 한문학과는 각 분야에서 이 일을 담당할 수 있는 젊은 전문가를 키움으로써 인
문적 ¡@국가적 요구에 부응하고 있습니다.

http://kuweb.korea.ac.kr/genesys

들리는가, 그대! 옛 선인들의 목소리가!
한자와 한문의 차이 또는 그 관계를 알고 있습니까? 알파벳과 영어, 또는 한글과 한국어의 관계와 같습니다. 다시 말해, 한자는
‘문자’이고 한문은 ‘글’ 혹은 ‘문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한문학이란 한문이라는 언어로 쓰인 모든 글을 연구하는 학문이며 고
대부터 지금까지의 동아시아 전체에 걸친 인문학 전반을 포괄하여 연구하는 학문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한문학은 특정 분야
만을 연구하는 다른 어떤 학문보다도 폭넓다고 감히 말할 수 있습니다. 한문학을 공부하면서 한학자는 동아시아 전반의 역사
사료를 탐구할 수 있고, 고대부터 현대까지의 문학과 철학을 현대의 시선뿐만 아니라 당대의 시선으로 심도 있게 공부할 수 있
습니다. 또한 경전을 공부하면서 자연스럽게 몸과 마음에 익혀지는 고아한 정신은 천 년의 목소리가 가진 무게를 느끼게 하며
또한 그렇게 익혀진 마음가짐은 분명 어떤 분야에서 살아가든 스스로에게 커다란 자산이 될 것입니다.

한문학의 엔진 동양의 몽환적인 세계인
지식과 상상의 보고를 탐구하기
제우스, 헤라클레스, 뱀파이어, 좀비 등 우리에게 알려진 서양의 신
화와 이야기들은 많습니다. 오히려 너무 많이 알려져서 이제는 식상
할 지경입니다. 하지만, 그리스 신화에 나왔던 하늘의 신 크로노스
(Κρóνοç)를 알아도 동양의 거신(巨神) 반고(盤古)를 아는 사람이
드물고, 가이아(Γαια^)를 들어 본 사람은 많아도 여와( )를 아는 사

이런 학생 한문학과에
• 한자, 한문에 대한 거부감이 없고, 한자 · 한문을 좋아
한다.
• 한 가지에 몰두하면 누가 불러도 모를 정도의 집중력
을 가지고 있다.
• 인문학을 공부해 기초 역량을 키워 깊이 있는 사람이
되고 싶다.

람은 드뭅니다. 고대 동아시아의 신화는 고대 유럽의 신화와 견주어

• 동양학을 공부하고 싶거나 관심이 많다.

전혀 밀리지 않는 아름다움과 신비함이 있음에도 아직도 많은 사람

• 국가적 사명을 띠고 다양한 분야의 한자로 된 자료들을

들에게 장막이 드리운 듯 침침히 가려져 있습니다. 한문학을 공부하
는 데 필요한 것은 인내와 지긋함이라고 합니다. 수불석권(手不釋卷)

정리, 번역하고 싶다.
• 남들과는 다른 특별한 전문성을 가지고 싶다.
• 한문학이 궁금하고 한문학을 공부하고 싶다.

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어둠 속을 헤매는듯한 답답함에도 끝까지 손
에 든 책을 놓지 않고 탐구하다 보면 어느새 미답지 한 가운데 거대하
게 서있는 반고를 찾은 자신을 발견할 것입니다. 뉴턴은 스스로 거인의 어깨에 올라서 있다 했습니다. 여러분이 바로 그 거인
이 될 수 있습니다.

전공 수업 知彼知己! 不敗漢文!
우리말의 70% 이상이 한자어라는 걸 알고 있나요? 한자는 낯설고 어렵게 느껴지지만 우리 삶과 아주 밀접히 연결되어 있습
니다. 한문학과에서는 한자(漢字)를 기본으로 하여 문학적인 접근은 물론 한문을 바탕으로 하는 전반적인 영역을 공부합니다.

학과목에 대하여
옛 선인들의 풍류를 느껴라! 한시 고전시가라는 이름으로 고등학교 교과서에서 가끔 나오던 이백과 두보를 기억하십니까? 수
능에 얽매이지 않고 진정으로 한시를 음미해 볼 수 있습니다. 중국과 한국의 한시를 감상하고, 그 이론까지 공부할 수 있게 과
목이 개설되어 있습니다.
한문으로도 글 썼다니까요? 한문산문 한문으로 이루어진 산문을 두루 다루는 교과목입니다. 마찬가지로 중국과 한국의 한문
산문을 모두 다루고 있습니다.
옛날 소설은 어땠을까? 한문소설 한문으로 된 소설이라고 너무 딱딱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지금의 우리가 현대소설을 즐겨
읽듯이 옛날 사람들에게는 그 시대를 즐기는 소설이었습니다. 우리의 조상님들이 어떤 이야기를 즐겁게 읽었는지 탐구해 볼
수 있습니다.
비평은 요즘만 하나? 예전에도 했다! 한문학 비평 문학비평가라는 직업이 있습니다. 예전에도 글을 쓰면 그 글에 대해 비평을
하기도 했습니다. 과거에는 비평이 어떤 식으로 이루어졌는지, 오늘날과는 조금 다른 한문학 비평에 대해 공부하는 분야입니다.
공자 왈, 맹자 왈, 이게 바로 경전이지! 경학 한문을 공부한다 하면 왠지 떠오르는 게 바로 ‘공자 왈, 맹자 왈’이지 않나요? 경학
이란 유교 경전을 공부하는 학문을 말합니다. 흔히들 말하는 ‘사서삼경’이 유교 경전에 해당됩니다.
이런 좋은 글귀를 한문을 모르는 사람에게도 알려줘야지! 한문번역 한문 번역을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한자의 구성 원리를 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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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야 합니다. 문자 자체를 연구하는 한자학부터 고전 번역을 위한 이론까지 공부
할 수 있습니다.

ࣥѾ@ॕŗ͙
한문을 공부하는 초학자부터 선생님까지!
모두가 어울리는 반 분위기! 한문학과가

한문학과의 어제와 오늘

고리타분하다 생각하나요? 우리 학과처럼 가

고려대학교 한문학과는 설립한 지 오래 된 학과는 아니지만 사회적 분위기와 정책

족같이 단란하고 즐거운 학과는 없을 겁니다!

에 따라 여러 번 부침을 겪어 왔습니다. 2014년 학과제로 회귀하면서 한문학과는

선배는 물론, 교수님까지 참여하는 학과의 굵
직굵직한 행사는 대학 생활의 활력소입니다!

학－문-정-풍류가 어우러진 한문학과 학
술고적답사! 매년, 꽃 피는 봄이 오면 불어오
는 봄바람과 함께 떠나라! 한문학을 공부하는
사람에게, 실제 문화유산의 현장을 보고 느끼
는 것은 중요한 공부입니다. 고려대학교 한문
학과는 매년 학생들이 직접 조사하고, 공부하
여 자체적으로 프로그램을 기획하여 답사를 갑
니다. 학술적인 답사이기도 하지만, 한문학과
교수님, 대학원생, 학부생이 모두 어우러지는 ‘
정’과 ‘풍류’ 가득한 행사이기도 합니다.

다시 한 번 시험대에 서 있습니다.

한문학과의
溫! 故! 知! 新!
한문은 편지를 쓰고, 글을 지으며, 시를 노래하고, 관공서에서 문서를 작성하며, 장
부에 기록을 남겼습니다. 하지만 우리나라는 이례적으로 빠르게 글을 한문에서 한
글로 바꾸어 갔고, 그 여파로 현대에는 한문을 한글처럼 자연스럽게 독해할 수 있
는 사람이 한 손으로 꼽을 정도로 줄었습니다. 우리의 역사가 반만 년이라 하더라
도, 과거와의 소통이 이렇게 단절된다면 반만 년이 무슨 소용일까요. 현대의 한문학

мπ҆ɜ@॥О।

자들은 역사적 사명을 가지고 과거와의 징검다리 역할을 수행하고 있고, 각 분야에
서 이 일을 담당할 수 있는 젊은 전문가를 키움으로써 인문적 · 국가적 요구에 부응

한학입문

하고자 합니다. 나아가 중국·일본을 비롯해 세계의 한국학 · 동양학자들과 어깨를 나

심경호. 황소자리. 

란히 하고 담론을 생산해내는 학자의 요람이 되고자 하는 비전을 가지고 있습니다.

처음 한문학을 접하는 한문학도를 위한 한학
입문서입니다. 16개의 강의로 이루어져 일반
인들도 쉽게 읽을 수 있도록 집필되어 있습니
다. 한문학이 무엇인지, 어떤 것이 있으며 어
떤 것을 공부하는지 알 수 있어, 한문학에 관
심이 있는 사람이라면 한번 쯤 읽어보면 좋
은 책입니다.

블루오션
●

2007년 한국고전번역원이 국가출연기관으로 출범했습니다. 한

한문고전번역

국고전번역원은 고전번역을 통해 국가브랜드를 향상하고 지식문

연구원

화자산확충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한국고전번역원은 국립 연
구기관으로써 한국고전번역원은 한문고전 전문가들을 정규 연구
직으로 채용하고 있습니다. 또 한국고전번역원 산하 권역별 거점
연구소에서도 한문고전 번역 전문가들을 전임 연구원으로 임용
하고 있습니다.

●

리라이터는 ‘글을 다시 고쳐 쓰는 사람’을 뜻합니다. 신문사나 출

리라이터

판사에서 글을 손질하는 사람을 뜻하기도 하지만, 여기서는 이미
번역된 한문 고전을 다양한 독자들을 고려하여 수준에 맞게 다시
손질하는 직업군을 말합니다. 한문고전 리라이터가 되기 위해선
한문 해독능력과 뛰어난 우리말 실력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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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단 한문학과에 발을 들인 이상 자퇴를 제외하고는 과와 완전히 이별할 수 있는

한문학과는 2014년 학과제로 전환되어 현재

방법은 없고 인원이 적은 학과인 만큼 입학한 사람 하나하나가 모두 소중하고 귀한

과도기에 있습니다. 그러나 전공필수과목으로

존재들입니다. 이 점 명심하시고, 자신이 도저히 한문에 취미를 붙일 수 없다고 생

지정된 수업들은 대개 커리큘럼이 완성되어 있

각한다면 서로가 불행해지는 사태를 최대한 미연에 방지하는 것이 좋을 것입니다.

는 수업들이기 때문에 큰 부담이 없으리라 생
각됩니다. 이제부터 전통을 만들어나가야 하
는 수업들의 경우에도 워낙 선생님들의 역량

길을 가는 후배에게
이렇게 다를 줄이야! 고교시절 생각했던 전공에 대한 오해

이 뛰어나신데다 학생들을 후배로 여기고 아
끼시기 때문에 잘 못하더라도 수업에 적극적
으로 참여한다면 수강이 후회되는 수업은 없
을 것입니다.

한문학을 공부하는 데 가장 필요한 능력은 물론 한문 독해와 활용능력입니다. 다
만, 우리 분야에 대해 조금 더 공부할 생각이 있다면, 자신의 문학적 소양에 대해서
도 고민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때는 꼭!

14학번부터 학과제로 전환되면서 1학년 때부터 본격적으로 한문학의
기초를 배울 수 있게 되었습니다만, 바로 본 전공을 듣기보다는 핵심교양이
나 외국어, 영어강의 같은 졸업필수요건이 되는 수업을 우선적으로 수강하기를 권
합니다. 물론 전공필수과목은 놓치지 않고 들어야 하며 교양 가운데 기초한문, 생활
한자는 한문학과생이 전공수업을 듣기 전에 미리 들어볼 만합니다.

자신이 무엇을 공부하고 싶은지 돌이켜볼 수 있는 시간입니다. 학수
번호상에서는 소설, 비평을 3학년에 적합한 과목으로 구분해 놓았지만 한
시, 산문, 역사서, 서예, 소설, 비평이라는 넓은 선택지 가운데 자유롭게 자신의 취
향에 따라 선택하여도 무방합니다. 2학년의 두 학기는 전공필수과목이 2과목씩 배
당되어 있어 한문에 익숙하지 않다면 다소 힘든 시간이 될 수도 있습니다.

목적성이 더욱 심화된 전공과목을 들을 수 있습니다. 교직이수자라면
필수적으로 들어야 하는 교직전공관련수업을 비롯하여 일부 학생들이 흥
미를 가질 만한 고문서, 자연과학에 관한 수업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학부공부가 완성되는 단계입니다. 한문학과 생도가 졸업을 위해 필수
적으로 제출해야 하는 졸업논문의 완성을 돕기 위한 수업이 있고, 심화과
정의 학생들을 위한 여러 특수분야의 수업과 그 분야에서 뛰어난 성과를 거둔 선생
님들이 계십니다.

고려대학교 인재 양성 ¡ 진로 가이드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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شڏԟ֬
典故라는 말이 있습니다. 시문을 쓸 때에 옛 일을 끌어다 사용하여 자신이 하고자 하

ʅǷ@¡@@ڀ
नÃ@ч@րԟ֯۽

는 말을 대신하게 하는 것입니다. 이 글을 읽는 분들이 모두 우리들을 後生可畏케
하였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한문학과는 타 문과대학 계열 학문에 비해 과
고유의 특성이 강하여 호불호가 갈리는 편입
니다. 전국 한문학과 가운데 교수진이나 재학

Ğͷ@ۜÿ@ч@֫ॼ

생의 수준은 경력이나 입결로 볼 때 단연 돋보

한자능력검정(한국어문회), 한자급수자격검정(대한검정회), 상공회의소한자(대한상

입니다. 선생님들의 경력에 대해서는 여기에서

공회의소), 실용한자(한국외국어평가원), 한자급수인증시험(한국교육문화회) 등

다 언급할 수 없으니 한문학과 홈페이지의 경
력란 소개로 대신합니다.

ʷ،π@F@।পH।ԩ@ۜࠛ@ঢʷI
६@ڀĳέ@ঊত

문과대학 한문학과/반 학생회 25년째 한 번도 끊이지 않는 역사를 자랑하는 한문

일본, 중국, 기타 다른 해외 대학 및 기타 연

학과/반 공동 학생회는 어느 한쪽으로 치우지지 않고, 공평무사한 생활을 위해 항

구기관들과 활발히 교류하고 있습니다. 지난

상 노력하고 있습니다.

2014년 2학기에는 한문학과가 주관한 일본

청한서당 한문학과의 아이돌, 송혁기 교수님께서 진행하시는 경서강독모임으로 저

메이지(明治)대학과의 국제학술대회, 고려대
학교 한자한문연구소가 주관한 난징(南京)대
학 역외한적연구소와의 국제학술대회가 있었
습니다.

학년, 고학년, 대학원 선배까지 높은 수업 수준을 자랑하는 학과 스터디 모임입니다.
노로세(Nolose) No lose! 절대 지지 않는다! 불패라는 반의 이름을 따서 만든 한
문학과/반 밴드입니다.
축협 축구협회를 줄여서 ‘축협’이라고 부르는 축구동아리입니다.

।Ĝ@ҜԽ@ِĸ՜
고려대학교 한자한문연구소 2005년 3월
17일 설립하여 한국고전번역원의 권역별 거점

@ؽܙশݘ@ۉ

연구소 협동 번역 사업을 수주하여 한국문집
번역의 일익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학계 교수(한문학과, 국어국문학과, 철학과, 사학과, 중어중문학과 등), 한국학중앙연구원 ¡ 한국
국학진흥원등의한문문헌전문연구원, 한국고전번역원의 전문위원 등 한문 번역전문 연구직(전
체 졸업자의 약 25%)
교육계 중 ¡ 고등학교 교사, 한국고전번역원산하 고전번역교육원 한학교수, 대학교 교직원(전체
졸업자의 약 5%)
정부·공공기관 ¡ 기업계 ¡ 언론계 정부기관 및 공기업, 대기업과 금융기관, 언론사(전체졸업자의
약 50%)
기타 한적전문사서, 동양서전문번역자, 한문고전리라이터, 한의사(전체졸업자의약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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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문학도로써 앞으로 어떤 진로를 택하는 것이 좋을지에 대해 한문학과를 졸업한
뒤 다양한 전공 영역에서 교수로 임용된 선배들의 말을 들어본다.

김영진 후배들에게 권하고 싶은 미래 진로는 전공 학자 외에도 전문 번역가나 인문학 출판 기
획자 및 저술가, 그리고 박물관 학예사 같은 직종입니다. 이를 위해서는 경서, 그 중에서도 특히
맹자를 중심으로 기초를 다지고, 한자학 · 동아시아한문학· 문헌학과 관련된 강좌들을 폭넓게 공
부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신의 인생 목표를 설정하고 이를 성취하기 위해서 하나하나 착실하게
준비하기 바랍니다. 또 해외 체험의 기회가 있을 때 놓치지 말고 견문을 넓혔으면 좋겠습니다.

김영진 한문학과 87,

우리가 공부하는 한문학이야말로 당시 세계와 소통하던 개방적이고 국제적인 학문이었습니다.

성균관대학교 한문학과 교수

이 찬 동양철학 그 중에서도 동아시아 성리학 전공인 저는 한문학과에서 기른 한문 독해능력
이 연구에 큰 자산이 되었습니다. 또 한문학과에서 배운 문사철을 넘나드는 통섭적 시각도 전
공 공부를 심화하는 데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전통시대 학문은 오늘날과 달리 분과 학문으로
나뉘어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후배들에게 특별히 권하고 싶은 진로는 없습니다. 그러나 무엇
을 택하든 본인이 가장 행복해 할 수 있는 일, 애정을 가지고 마음 설렐 수 있는 일을 택하기 바

이 찬 한문학과 87,
한림대학교 철학과 교수

랍니다. 어느 한 분야의 전문가가 되기 위해서는 꽤나 긴 시간이 필요한데 우리의 삶은 그에 비
해그리 길지 않기 때문입니다.

김성중 한문교육과 교수로써 저는 한문학도에게 한문문법, 한문학개론, 경서강독, 한국한문학
사, 동아시아 한문학 명작 선독 및 비평과 같은 과목들이 특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후배들이 부에서 익힌 지식을 바탕으로 한자 및 한문교육 관련 분야로 적극적으로 진출했으면
합니다. 근래 한자·한문교육 영역이 다소 침체되는 감이 없지 않지만 자신감을 갖고 전문지식을
바탕으로 앞길을 개척하길 바랍니다.

김성중 한문학과 89,
계명대학교 한문교육과 교수

주광호 주역철학 전공자로써 한문학과에서 얻은 한문 독해 능력은 학자로 큰 자산이 되었습니
다. 특히 한문학과에선 문사철 영역을 골고루 다루었기 때문에 다양한 분야의 한문 텍스트를
접할 수 있었습니다. 현대사회에서도 한문을 필요로 하는 분야는 많습니다. 그런데 점점 한문을
읽을 수 있는 이들은 적어지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 분야에 대한 수요는 계속 있을 것입니다. 반
면 할 수 있는 이들은 점점 줄고 있지요. 따라서 한문 전문가들이 대우받는 세상이 올 것입니다.

주광호 한문학과 90,
동덕여자대학교 교양교직학부
철학전공 교수

열심히 공부하면 좋은 결과는 저절로 따라옵니다. 대학의 교육 현장도 좋지만, 한문 번역이나 전
통 문화 콘텐츠를 기반으로 한 문화·예술·출판 기획 등의 분야를 관심 있게 살펴보기 바랍니다.

백광호 한문학과 강좌 중 어느 것 하나 중요하지 않은 것이 없지만, 문사철의 기본텍스트를 다
루는 강좌는 전공 선택이라도 반드시 수강했으면 좋겠습니다. 또 단순히 한문 구절들을 이해하
는 것을 넘어 현대적으로 적용하고 활용할 수 있도록 자신의 능력을 개발했으면 합니다. 저는
후배들에게 특정한 진로를 권하고 싶진 않습니다. 다만 현재 남들이 좋다고 하는 진로를 찾기보
다 자신이 좋아하는 것을 할 수 있는 일을 찾았으면 합니다. 자신이 평생 즐길 수 있는 분야가

백광호 한문학과 91,
전주대학교 한문교육과 교수

무엇인지 탐색하는 대학 4년을 보내기 바랍니다.

박원기 저는 중국어의 음운과 어법의 역사를 연구하는 일로 업을 삼고 있습니다. 그래서 연구
대상이 중국의 고대 문헌인 경우가 많습니다. 자료를 검토하는 과정에서 한문학과에서 닦은 한
문 독해능력이 매우 요긴하게 쓰이고 있습니다. 우리 한문학과는 그야말로 모든 영역에 열려 있
는 학과입니다. 저처럼 학계로 나갈 수도 있지만 그 밖의 진로도 많습니다. 심지어 ‘한문’을 일
반 취업에 연결시키거나 현실에 다양하게 적용할 수도 있습니다. 저는 대기업에 재직하고 있는

박원기 한문학과 93,
원광대학교 중어중문학과 교수

과 선배로부터 마케팅에도 한문학과의 전공지식이 얼마든지 활용될 수 있다는 말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우리가 공부하는 내용들이 깊이 있는 사고력을 길러주기 때문에 실용적인 영역에서
도 얼마든지 빛을 발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한문학과에서 배운 지식을 창의적으로 발전시켜
다양한 영역에 적용시켜 보길 권합니다.
•본문은 “고대신문 www.kukey.com 취업/직업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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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어영문학과

문과대학, Since 1946
Department of English Language and Literature

국제화 시대로 나아가는
인재양성의 요람, 영어영문학과
고려대학교 영어영문학과는 1946년 8월 문과대학 내에 설치되었습니다. 약 70년의 역사와 전통을 자랑하는 영어영문학과는 진지
한 학문 탐구와 영어 구사력의 실질적 향상이라는 목표를 바탕으로, 권위 있는 교수진과 함께 영어학과 언어학, 영미문학을 비롯하
여 아일랜드 및 영연방 문학에 이르기까지 여러 장르에 걸쳐 다양한 과목을 개설하고 있습니다. 특히 유능한 원어민 교수들이 담당
하는 <전공영문글쓰기>를 비롯한 영작문, 회화 과목들은 영어능력 향상에 직접적인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혹시 문과대학 출신들
은 취직하기가 힘들다는 편견을 갖고 있나요? 걱정 뚝! 실제로 많은 졸업생들이 교수, 시인, 작가, 문학평론가로서 문학의 길을 계
속 걷고 있는 한편, 기업체, 금융계, 정계, 관계, 언론계 등 사회 여러 분야에도 많은 선배들이 진출해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습니다.

http://english.korea.ac.kr

글로벌 인재육성의 과정
글로벌 인재육성에 가장 적합한 학과인 영어영문학과는 어떤 목표를 두고 있을까요? 첫째, 다양한 기초 교과목의 학습을 통해
서 영어학 및 영미문학을 폭넓게 이해하고 둘째, 사회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비판적 사고력과 창의력을 기르며, 셋째, 국제어인
영어로 자유롭게 의사소통할 수 있는 능력을 키우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영어영문학과에서는 영국과 미국을 비롯한 영어권 국
가들의 문학작품을 정밀하게 읽고 예리하게 비평하면서 인간의 내면, 영미권 사람들의 의식 및 생활과 전통을 깊이 있게 이해
하고자 노력합니다. 아울러 언어학적 측면에서 영어의 구조와 특성을 이해하고, 21세기 국제화 시대에 한국과 다른 국가들과
의 바람직한 관계를 모색하는 창의적 인재를 양성합니다. 요컨대 영어영문학과는 인간 삶의 원리에 대한 통찰력과 함께 사회
와 역사의 바탕인 개인적, 공동체적 삶에 대한 식견을 갖춘 교양인을 육성하고, 또한 전문분야에서 올바른 목표와 발전적 비전
을 제시할 수 있는 인재를 양성하여 국가와 사회에 기여하려는 원대한 목표를 갖고 있습니다.

영어영문학의 엔진
능동적으로 학문의 주체가 되라

이런 학생 영어영문학에
• 영어뿐만 아니라 국어와 다른 외국어에도 남다른 관심

영어영문학과에서 성공한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흔히 말하

을 가지고, 사회 과목을 통해서 외국 문화, 역사, 사회,

듯 학점을 잘 받는 것일까요? 학점만 높다고 그 학과에서 성공했다

경제 등에 흥미를 느낀다.

고 할 수는 없습니다. 학점이 아무리 좋아도 자신의 전공에 흥미를
느끼지 못한 채 어쩔 수 없는 의무감만으로 공부하는 학우들도 있습
니다만 그리 행복해 보이지는 않는 게 사실입니다. 중요한 것은 영
어영문학과 전공과목을 이수하면서 더욱 능동적으로 자신이 그 학
문의 주체가 되는 것입니다. 단순히 수동적으로 작품을 읽고 책의 내
용을 외우는 식의 태도가 아니라 내가 바로 책 속의 주인공이 되어

• 모두가 다 잘하는 영어. 하지만 난 그 중에서도 특출
나게 지성이 담긴 영어를 구사하고 싶다!
• 글로벌 인재로 거듭나기 위해서 세계로 뻗어나가고
싶다.
• 셰익스피어, 찰스 디킨스 등 유명 작가들의 작품을 심도
있게 배워보고 싶다.
• 영어라는 언어 자체를 분석하고 알아가고 싶다.

‘이것이 바로 내 삶의 한 단면이고 축’이라는 생각을 갖고 적극적으로
학습하는 태도가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 영미소설에 흥미가 부족한 학
생의 경우 자신이 그 소설 속의 다채로운 상황에 처한다면 어떤 감정과 생각이
들지, 적극적으로 자신을 책 속의 살아 움직이는 인물에 투영해보는 사고가 필요한 것입니다. 일단 전공 공부에 애착이 생기면
당장 학점이 잘 나오지 않는다 해도 차츰 흥미가 커져가고 학습량도 많아지면서 학습법 또한 개선되리라 확신합니다. 파이팅!

전공 수업 언어와 서구권 문화를 품은 수업하기
영어영문학과에 진학하기 위해서는 단순히 영어만을 공부하면 ‘끝’이라고 생각하는 학생들이 많겠지만, 이는 100% 틀린 말입
니다. 영어영문학과에 들어오기 전에 학생들은 기본적인 수준의 영어는 구사할 줄 알아야 합니다. 여기에 더해 영어영문학과에
서는 시, 소설, 희곡 등과 같은 문학을 다루기에 고등학교 교육 과정에서의 언어 영역에 대한 이해가 요구됩니다. 또한 서구의
역사, 사회, 문화에 대해 배우기 때문에 사회탐구 영역에서 배우는 사회에 대한 이해 능력이 필요합니다. 종합하면, 영어영문학
을 탐구하기 위해서는 먼저 언어, 사회탐구, 외국어 영역에 대한 기본적인 능력을 함양해야 할 것입니다.

학과목에 대하여
영어, 어디까지 할 줄 아니? 심도 있는 ‘영어학’ 영어학은 언어 현상으로 영어에 대한 역사적, 이론적 고찰을 다룹니다. 영어학
개론, 영어발달사, 영어학연구, 영어학습이론과 전략 등을 배웁니다.
셰익스피어? 현대문학의 뿌리인 ‘영미문학’ 영미문학 과목은 영미문학과 영어권 문학에 대한 역사적, 이론적 탐구를 포함합니
다. 영미시개론, 영미희곡개론, 영미문학과 영화, 현대미국소설, 19세기영국소설, 미국산문, 영국희곡, 영미문학과 젠더 등을 배
웁니다.
실제 영어를 구사하는 데 도움이 되는 ‘실용영어’ 속으로 책에 씌어 있는 영어를 독해할 줄만 안다면 당신은 벙어리에 지나지 않
습니다. 실용영어는 전공과목의 기초로, 국제적 의사소통 수단으로써 통합적 영어 능력을 함양합니다. 전공영문글쓰기, 영어구
문론, 번역연습, 영어교과교재연구 및 지도법 등을 배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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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공영어강의 전체 전공과목 중 60% 넘는
과목이 영어 강의로 진행되는 영어영문학과의
영어실력은 외국 유학생 못지 않게 높아진다
고 자부합니다.

문과대학 ‘7+1’프로그램

영어영문학과의 미래
과거에도 빛났지만, 앞으로는 더욱
빛날 영어영문학과!
IMF사태 이후 한국사회에서는 인문학을 전공하면 마땅한 특기나 기술이 없어서 취
직의 어려움이 뒤따른다는 말이 퍼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는 한국사회에 국한된

영어영문학과에

입학한 학생들은 8학기 중 1학기를 전공 언어
를 모국어로 하는 나라에서 공부하는 기회를

현상으로 보입니다. 왜냐하면 외국의 추세를 보면, 이공계 혹은 경영대학원에서도
점차 인문학의 필요성을 느껴 교과 과정까지 개편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는 과학

가질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현지 이수과목 학

속에 인간의 삶과 문화에 대한 이해를 곁들임으로써 과학만능주의를 극복하고, 인

점을 인정받고, 해당 학기 본교 등록금의 90%

간에 대한 이해를 경영철학과 연결하고 실무지식의 한계를 넘어서 보다 유연하고

가량을 해외대학 등록을 위한 장학금으로 지

창의적인 사고를 키우려는 노력의 일환입니다. 이처럼 인문학이 강화되는 흐름 속

원받습니다.

국제 인턴십 프로그램 3~4학년 재학생 중

에서 국제적으로 경쟁력을 키우기 위해 영어와 인문학을 함께 다루는 영어영문학
과는 일석이조의 효과를 얻는, 그야말로 글로벌 인재의 산실이라 할 수 있습니다.

희망자를 대상으로 해외 소재 한국 및 외국
공관·기업·민간기구로 파견하는 프로그램을 진
행 중입니다.

블루오션
●

영어영문학을 전공하여 영어와 영미문화에 대한 지식을 쌓은 후,

мπ҆ɜ@ٙشٙО।

외국계

경영학 혹은 경제학을 이중 전공할 경우 모건스탠리, 메릴린치,

셰익스피어 4대 비극

금융회사

AIG 등 세계적으로 유명한 금융회사에 취업하기 용이합니다.

●

UN, UNICEF 등 세계적으로 유명한 공익기관, 민간단체 등에서

글로벌 기관

자신의 꿈을 펼치는 데에 있어서, 영어영문학과를 기본으로 하고

및 단체

직업에 따른 세부적인 학습을 병행하게 된다면 앞서 말한 기업,

셰익스피어
학과와 상관없이 교양을 갖춘 고등학생이라면
한 번쯤 읽어봤을 법한 셰익스피어의 작품. 영
어영문학과에서는 영미문학을 매우 비중 있게
공부하는데, 영미권의 대표적인 극작가 셰익스
피어의 작품을 미리 읽어본다면 전공 공부에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단체에 취업하기 용이합니다.

올리버 트위스트, 위대한 유산
찰스 디킨스
셰익스피어뿐 아니라 영미권의 대표적 문학 작
가로 꼽히는 찰스 디킨스의 소설 또한 영어영
문학과 수업에서 깊이 있게 다루기 때문에 이
러한 작품을 미리 접해 본다면 학업에 도움이
될 것입니다. 이외에도 제인 오스틴, 에밀리 브

길을 가는 후배에게
여러분께서 어학이나 문학에 관심이 있으시다면 영어영문학과에서 공부하면서도
흥미를 느끼실 것이라고 생각해요! 특히 영어영문학은 다양한 분야와 연결되기 때

론테, 마크 트웨인, 제임스 조이스, 버지니아 울

문에, 영어영문학과를 통한다면 21세기 각종 전문직을 향한 취업의 문이 활짝 열리

프 등의 훌륭한 소설가들의 작품을 미리 경험

게 된답니다. 또한 외국인 교수님들과 교류하며 준비된 글로벌 인재가 되는 과정을

해보는 것도 좋을 듯합니다.

밟아 나가실 수 있습니다. 어떠한 일을 하든 서구 세계를 제대로 알 때 21세기에 경

영어 글쓰기의 기본

쟁력을 갖출 수 있기에 영어와 영미문화를 공부하는 영어영문학과는 원대한 꿈을

윌리엄 스트렁크 2세. 인간희극. 2007

가진 여러분을 보다 넓은 세계로 초대합니다.

단순히 중, 고등학교 교과서를 통한 영어 공부
가 아닌 외부 서적을 통한 영어 글쓰기는 어떻
게 성취해야 하는지에 대한 체계적인 선행 학
습은 영어영문학 전공을 용이하게 해 줄 것입
니다. 중 · 고등학교 영어 교과서 이외의 다른

영문과 학생 클럽 영문과 학생들의 자치 활동을 위해 결성된 모임으로, 학우들 간

영어 서적을 통해 ‘어떻게 영어로 글을 잘 쓸

의 소통의 장이며, 각종 수업 교재, 학업 전반과 관련된 정보와 의견을 나눌 수 있

수 있는지’에 대해 미리 공부해 보는 것도 바
람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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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곳 http://goyoung.cyworld.com

영문과 취업을 위한 모임 고대 영문과 4학년 학생 중 취업을 원하는 분들에게 정보
를 제공 http://kueng.cyworld.com
고려대학교 영어영문학과 연극반 http://www.freechal.com/6101
노래패 http://www.freechal.com/incomple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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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공영문강독, 스크린영어, 시사영어

고려대학교 영어영문학과 작가연구반 http://www.freechal.com/kuauthor

와 토론, 영어학입문, 영미문학입문

독서모임 이카로스 http://club.cyworld.com/icarus-ku

영미시개론, 영미소설개론, 영미희곡
개론, 영어학개론, 응용언어학개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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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법, 영어음성학, 전공영문글쓰기,
고전영문학의 흐름, 근대영문학의 흐

학 ¡ 교육계 영어영문학, 경영학, 법학, 언론학, 정치학 등 다양한 분야의 대학 교수, 중 ¡ 고교 교

름, 미국문학의 흐름

사, 정부 · 민간연구소 연구원 등
기업계 대기업, 국내 일반 기업체, 광고대행사, 홍보대행사, 외국인 회사 등

번역연습, 영미문학과 영화, 미국영

언론계 신문기자, 방송PD, 방송작가 등

화, 미국흑인문학, 특수장르문학, 초

출판 ¡ 문화계 작가, 번역가, 통역가, 출판업자 등

기영국소설, 19세기영국소설, 현대영

정부 ¡ 공공기관 ¡ 법조계 정부부처 공무원, 판 · 검사, 변호사 등

국소설, 현대미국소설, 19세기미국문

금융계 ¡ 회계분야 은행, 증권, 보험 등 금융기관과 회계법인 등

학, 19세기영국시, 현대영국시, 영미
시연구, 미국시, 영어권문학의 이해,
셰익스피어, 영국희곡, 미국희곡, 비
평이론, 영국산문, 미국산문, 중세르
네상스문학, 영어발달사, 영어통사론,
영어음운론, 영어의미론, 영어학연구,
영어습득론, 영어의 사회언어학
최근영미문학, 영문학과 계몽주의, 초
기미국문학, 미국소수민족문학, 문화
이론연구, 영문학과 법, 영미문학과젠
더, 심리언어학, 영어교과논리 및 논
술, 영어교과교육론, 영어교과교재연
구 및 지도법, 영미문학특수과제I, 영
미문학특수과제II,

영어학특수과제,

응용언어학특수과제

Ğͷ@ۜÿ@ч@֫ॼ
TESOL(Teaching English to Speakers of
Other Languages) 영어 외의 모국어 사용
자를 위한 영어교육, 무역영어자격증, 국제무
역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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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어독문학과

문과대학, Since 1963
Department of German Language and Literature

‘German’이라 쓰고
‘게르만’이라 읽는다
Wir studieren Germanistik!
독어독문학과는 1963년 설립된 이래 2천여 명의 문학사, 150여 명의 석사 및 50여 명의 박사를 배출했고, 이들은 현재 학계, 교육
계, 기업계, 법조계, 출판·문화계, 언론, 정부 및 공공기관 등에서 중추적인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독어독문학과는 현재 Regensburg
대학교, Tübingen대학교와 교육협력 프로그램을 운영 중이고, 이를 통해 많은 학생이 단기연수 또는 교환학생으로 독일에 다녀오
고 있습니다. 2013년에는 Bonn대학교 및 일본의 Tsukuba대학교와도 대학원 차원에서의 교류가 시작되었습니다.

http://germanistik.korea.ac.kr

유럽의 중심에서 지역전문가로의 비상을 준비하다
20세기에 독일은 세계사에 학문과 예술, 정치와 경제 및 문화 전반에 지대한 영향을 미쳤습니다. 독일은 특히 유럽의 통합과정
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담당해 왔습니다. 이에 따라 우리나라에서도 독일어 구사능력을 갖춘 독일 관련 전문가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는 추세입니다. 고려대학교 독어독문학과에서는 독일어 구사능력을 갖추고 이를 바탕으로 독일, 오스트리아, 스위스 등
의 독일어권 어문학과 문화를 공부할 수 있습니다. 수업은 유럽언어공통참조기준(CEFR)에 맞춰 수준별로 제공되고 전공 커리
큘럼은 독일어 구사능력을 바탕으로 독일어문학 전공의 후속세대, 독일문화에 정통한 지역전문가, 전문번역가를 양성할 수 있
도록 체계적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다양한 독일어 문학작품을 이해하고 분석하는 능력을 키우고, 인간과 사회에 대한 깊은
이해와 통찰을 통해 삶의 방향을 결정하고 자신을 성찰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합니다. 또한 독일인의 대중문화, 생활문화, 정
치와 경제, 사상, 문화와 예술 등에 대한 심도 깊은 이야기들은 왜 독일이 작지만 강한 나라인지, 그리고 오늘의 대한민국을 사
는 여러분이 독일을 통해 무엇을 배우며 추구할 수 있는지 알려줍니다.

독어독문학의 엔진 지적 호기심을 채울때
“네 아들의 머리 위에 놓인 사과를 활로 쏘아 맞추면 아들을 살려
주겠다.” 어릴 적 누구나 한 번쯤 들어봤을 이 이야기는 독일 고전
주의를 빛낸 작가 프리드리히 쉴러(Friedrich Schiller)의 빌헬름 텔
(Wilhelm Tell)에서 비롯되었습니다. 빌헬름 텔이 명중시킨 사과는 자
유를 향한 스위스 국민의 저항과 투쟁을 상징합니다. 이처럼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야기 중에는 유서 깊은 독일어권 역사와 문화를 바탕

이런 학생 독어독문학에
• 독일어를 비롯한 외국어 공부에 남다른 열정과 애정
을 느낀다.
• 독일, 오스트리아, 스위스 등의 독일어권 문화에 대해
관심과 흥미를 가지고 있다.
• 독일에서는 어떻게 인문사회과학, 자연과학, 예술 등이
두루두루 발달했는지 궁금하다.
• 헤르만 헤세, 프란츠 카프카 등의 작품을 통해 인문학적
상상력을 채우고 싶다.

으로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독일어를 배우면서 독일인의 사고와 문
화양식을 배우고 독일어로 쓰인 문학작품을 읽으면서 좀 더 넓은 세계
에 들어서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고 자신의 사고의 지평을 넓힐 마음가짐이 되
어 있다면 당신은 이미 독어독문학을 공부할 준비가 되어 있는 것입니다. 시간과 공간을 넘나들며 다양한 사람들과 다양한 삶
의 모습들을 체험할 준비가 되었습니까?

전공 수업 독일인의 삶, 그 세계 속으로 나아가기
독어독문학과에 입학하면 학년 때부터 전공에 대한 부담을 느끼지 않아도 됩니다. ‘교양독어초급’과 ‘교양독어중급’, ‘전공독
어’과 ‘전공 독어’ 수업을 년 동안 수강하고 나면 학년부터는 모든 수업이 Free Pass! 전공 커리큘럼은 크게 독일어 학습,
독어학과 독문학, 독일문화, 번역으로 나누어 생각해 볼 수 있는데, 독어학 분야는 독일문화에 관한 지식 습득과 더불어 언어에
대한 심층적 이해, 문화 간 의사소통능력의 신장과 실용적인 목적의 독일어 습득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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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과대학 ‘7+1’프로그램 8학기 중 1학기를
독일 바이에른 주에 위치한 Regensburg대학
교에서 공부하는 제도로 본교 수업료의 90%에
해당하는 금액이 장학금으로 지급되며, 연수 후
최대 15학점까지 전공학점으로 인정받게 됩니

독어독문학과의 미래
언어능력과 문화적 소양을 갖춘
유럽 전문가로 유럽 대륙으로 진출
유럽연합의 출범과 함께 유럽연합 제1의 언어인 독일어의 국제적 위상은 꾸준히
증대되는 추세입니다. 또한 독일어는 인문사회과학, 법학, 의학, 약학 등의 분야에

다. 이미 100여명의 학생이 이 프로그램을 거

서 역사와 전통을 자랑하는 언어입니다. 유럽연합과 FTA가 체결됨에 따라 우리나

쳤으며, 만족도가 대단히 높은 프로그램입니다.

라와 유럽 국가들 사이의 교류와 협력이 확대되고 있으며 이에 따라 독일어 구사

Tübingen 대학교와의 학생교환 프로그
램 매학기 선발되는 1~3명의 학생이 장학금

능력은 문화적, 사회적, 학문적 접근을 용이하게 만드는 도구로써 더욱 더 중요해
질 것입니다. 또한 독일어를 학습하는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체득되는 독일어권 국

을 받으며 Tübingen 대학교에서 최대 1년 동

가에 대한 이해는 유럽 사회의 발전과 변화에 빠르고 능동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안 공부할 수 있습니다.

국제적 감각으로 작용할 것입니다. 이는 정치와 경제, 문화의 교류 차원에서 우리

일본 독일어 캠프 참여 일본에서 연 2회 열

나라에서도 점차 수요가 증가하는 유럽전문가로 성장하는 데 반드시 필요한 능력

리는 Interuni-Seminar에 참여할 초청학생을

입니다. 독어독문학을 전공하는 학생이라면 누구나 꿈꾸는 유럽대륙으로의 진출,

선발 후 파견합니다. 일체 비용 지원과 6박 7일
동안 일본학생들과 다양한 활동 참여와 독일어
를 배우며 다양한 문화체험을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생각하는 유럽전문가의 미래는 어떤 모습입니까? 여러분은 어떤 미래를
꿈꾸고 있으십니까?

KISDaF 매년 8월에 독일 원어민 선생님과
함께 하는 독일어 캠프입니다. 3박 4일 동안
국내 여러 대학에서 모인 학생, 초청 받은 일

블루오션

본 및 중국 대학생과 어울리며 보다 새롭고 재
미있는 방식으로 독일어를 배울 수 있는 기

●

독어독문학을 공부한 후에는 독일어 능력과 독일문화에 대한 지

회입니다.

문화

식을 바탕으로 다양한 분야로 진출할 수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커뮤니케이션

문화 번역가 또는 문화 커뮤니케이터라는 새로운 영역에 도전해
볼 만합니다. 국제적 소통이 증대하고 교류가 활발해짐에 따라

мπ҆ɜ@ʮشʮО।

해당 언어권에 정통한 전문가가 필요합니다. 두 문화의 교량 역

시인과 사상가의 나라, 독일이야기 1·2

할을 하게 될 문화사절은 단순히 언어 전달에 목표를 두는 기존

임종대 외. 거름. 2000

의 통번역에만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문화에 대한 이해를 전제로

독일어권 국가들을 중심으로 중부 유럽의 역

하고 그것을 전달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사와 문화, 철학과 예술, 정치와 경제를 통해
독일에 대한 이해를 넓힐 수 있는 책입니다.

릴케와 한국의 시인들
김재혁. 고려대학교출판부. 2006
역사·문화적으로 서로 다른 시인들의 만남을

독일은 2012년 1,881억 유로(약 273조원)의 흑자를 기록했을 정

무역수지

도의 미국, 중국에 이은 경제대국입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1위 독일진출

BMW, BENZ, AUDI 등의 자동차 회사를 시작으로 BASF와 BAY-

통해, 어려운 듯 보이는 시인들의 정신세계를

ER 등의 화학기업까지, 세계적으로 널리 알려진 다국적기업을

엿볼 수 있는 책입니다.

비롯해 매우 안정적인 기업이 많은 나라입니다. 또한 그리스와

어느 사랑의 실험

남부유럽의 재정 건정성 악화로 인해 유럽연합이 적극적으로 그

알렉산더 클루게 외. 창비. 2010

들에게 자금을 지원해주고 있는데, 이를 주도하는 것도 독일입니

독일문학의 특성을 농축해서 보여주는 다양한

다. 더불어 요즘 유럽에서는 독일어를 배우려는 열풍이 불고 있는

형식과 주제를 포괄하고 있으며 독일인 특유
의 사고 방식과 생활감정을 실감할 수 있는
책입니다.

빈에서는 인생이 아름다워진다
박종호. 김영사. 2011

데, 각국의 젊은이들이 독일에서 일을 하고 싶어 한다고 합니다.
그만큼 독일은 경제가 안정적이고 전망이 좋다는 이야기입니다.
굳이 국내 기업만 생각하지 말고 외국, 특히 독일에서 일자리를 구
해보는 것은 어떨까요? 독어독문학과에서 배운 독일어 실력과 문

화가 구스타프 클림트, 음악가 구스타프 말러,

화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국제적으로 활동할 수 있는 감각을 길

건축가 오토 바그너, 심리학자 지그문트 프로

러 보십시오. 시인과 사상가의 나라 독일, 조금만 그곳으로 눈길

이트 등의 인물들을 통해 빈의 발자취를 느낄

을 돌린다면 당신은 이미 독일에 매료되어 있을 것이고, 당신이

수 있는 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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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있는 그곳이 바로 당신의 블루오션이 될 것입니다.

길을 가는 후배에게

이때는 꼭!

독일 원어민 선생님과 한국인 교수님이 함께 담당하는 전공독어 수업
에 집중하십시오. 독일어가 어렵거나, 부끄러워서 적극적으로 하지 못하겠
다고요? 원어민 선생님과 스스럼없이 어울리는 것만큼 성공적으로 독일어를 빨리
배우는 방법은 없습니다. 전공공부 설계가 궁금하다면 지도교수님을 찾아가 한번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대학생활의 로망을 꿈꾸
는 여러분에게 선배로서 해주고 싶은 말이 많
습니다. 그 중에서도 학과를 정할 때 고민하는
후배들에게 “대학 입학은 끝이 아니라 새로운

봄 학기에는 독일의 Regensburg로 7+1 해외연수를 다녀오십시오.

시작”이라는, 평범하지만 간과할 수 없는 진실
을 이야기해주고 싶습니다. ‘전공’이란 어느 한

1년간 착실히 준비한 독일어 실력을 발휘할 수 있는 기회이기도 하며 유럽

분야를 전문적으로 연구한다는 의미입니다. 여

여러나라를 여행하면서 좋은 추억을 만들 수 있습니다. 대학생의 로망, 유럽여행이

기서 주목해야 할 단어, 찾았나요? 바로 ‘한’입

이제 아주 가까운 현실로 다가옵니다.

니다. 내가 선택한 하나의 분야만을 4년 동안
공부하고 탐구하는 일, 물론 쉽지만은 않은 일
입니다. 그러나 하고자 하는 마음과 실천에 옮

탄탄한 독일어 실력을 바탕으로 언어학과 문학수업을 즐기십시오. 언
어학 수업에서는 커뮤니케이션과 문화를 배우며 독일어의 묘미를 발견하
고, 문학수업에서 다양한 문학작품을 읽으며 번역본에서는 느낄 수 없었던 감동을

기려는 적극적 자세만 갖추고 있다면 아무 문
제도 아닙니다. 학부에서의 전공 학습이 대학
원 진학과 취업에도 지대한 영향을 끼친다는
사실을 잊지 않아야 합니다.

발견한다면 독일어의 매력에서 헤어나올 수 없을 것입니다. 독일어와 독일문학에 점
점 빠져드는 자신을 발견할지도 모르니 주의하시고, 만약 본인의 여건이 허락한다면
국제처에서 제공하는 Tübingen 파견 장학생 프로그램의 문을 두드려 보십시오.

난 이럴 때!

조지훈 시인의 글인 호상
비문(虎像碑文)으로 만든

최고의 응원가 ‘민족의 아리아’. 고려대학교 학

어느 때보다 바쁜 1년을 보내면서, 그동안 쌓은 독일어 실력이 걱정된
다면 인문 국제 인턴십에 참여해 보세요. 즐겁고 유익한 시간을 보낼 수 있
습니다. 대학원 진학 또는 취업이 걱정된다면 주저하지 말고 교수님들을 찾아뵙고

생들의 가슴을 뭉클하게 만드는 최고의 응원
가로, 이를 외칠 때 살아있는 고대생임을 느낍
니다.

이경주2008

유익한 정보를 얻으시기 바랍니다

شڏԟ֬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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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공교과목 이름에서 보이는 ‘CEFR’은 유럽

슈탐티쉬(Stammtisch) ‘단골손님용 식탁’이라는 뜻으로 한 달에 한 번 독일에서 온

Framework of Reference for Languages’

언어공통참조기준, 즉 ‘Common European

선생님들, 교환학생들과 자유롭게 어울리며 회화를 배우는 모임입니다.

를 줄여 부르는 말 입니다. 유럽평의회에서 마

아인토프(Eintopf) ‘냄비 요리’를 가리키는 말로, 학생들이 함께 자율적으로 독일어

련한 이 기준은 유럽의 여러 언어를 배울 때 모

를 공부하는 모임입니다. 물론 학과에서 전폭적으로 지원하는 공부 동아리입니다.

두 적용되는 수업, 학습, 평가의 기준입니다. 수

http://cafe.daum.net/eintopf

준별 등급은 A1(시작단계), A2(초급단계), B1(
중급단계), B2(중상급단계), C1(상급단계), C2(

독일어권 문화연구소 공동연구프로젝트를 수행하고 전문 학술지의 발행과 더불어

최상급단계)의 6단계로 나뉘어져 있고 6단

저명 독일학자 초청 학술강연회 및 심포지엄을 개최하며, 독일어와 독일문화, 독일

계 중에서 B1(중급단계)에 해당하는 시험인

어문학 전반을 연구합니다. 활발한 번역출판 활동도 전개하고 있습니다.

Goethe-=HUWLͤNDW B1에 합격한다는 것은 일

http://ifdk.korea.ac.kr

상적인 상황에서 의사소통을 하는 데 전혀 어

@ؽܙশݘ@ۉ

려움이 없다는 것을 증명합니다. 또한 C1(상
급단계)에 해당하는 TestDaF(Test Deutsch
als Fremdsprache) 시험에서 좋은 성적을 거
둔다면 곧바로 독일대학에 입학할 자격이 주

학계 ¡ 교육계 독어독문학 관련 분야의 대학, 교수 및 중등학교 교사

어집니다. 이 시험은 고려대학교에서 치를 수

기업계 건설, 무역, 항공, 의료, 자동차 분야 기업체의 해외 영업, 마케팅 전문가

있고, 시험에 대비한 집중강좌도 수강할 수 있

출판 ¡ 문화계 작가, 번역가, 통역사, 출판업자

습니다.

언론계 신문기자, 방송작가, 아나운서, 프로듀서
정부 ¡ 공공기관 정부부처 공무원, 한국무역협회,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법조계 판검사, 변호사
금융계 ¡ 회계 은행, 증권, 보험 등의 금융기관과 회계법인

고려대학교 인재 양성 ¡ 진로 가이드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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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어불문학과

문과대학, Since 1963
Department of French Language and Literature

프랑스 언어와 문화, 현재와 미래의
정확하고 창조적인 비전을 제시하다
불어불문학과는 1963년 창설되어 2013년으로 50주년을 맞이했고 이러한 전통과 오랜 역사를 지닌 학과입니다. 그간 불어불문학
과가 배출한 2,500여 명에 이르는 동문들은 문학, 어학, 문화, 예술, 경제, 정치, 외교 분야 등에서 우리 사회가 요구하는 핵심 인재
로 자리매김하고 있습니다. 불어불문학과에서는 프랑스어와 프랑스 문학을 심도 있게 연구하여 현재와 미래에 대한 창조적인 비전
을 제시할 수 있는 인재 양성을 목표로 삼고 있습니다. 중세부터 현대에 이르는 불문학 관련 과목부터 실질적인 불어 구사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는 다양한 강의 개설과 모든 전공 학생들에게 한 학기 동안의 외국 연수 기회를 부여하고 있습니다. 또한 한국-프
랑스 간 문화 및 사상의 교류를 위한 ‘번역’과 인문학 탐구의 다양성에 주안점을 둔 교과과정을 설치, 운영하고 있습니다. 자유로움
(liberté)과 다양성(diversité)을 바탕으로 세계문학을 주도하고 있는 프랑스문학을 공부하고, 서양 인문학의 전통과 그 맥락 속에서
프랑스라는 나라를 이해하여 인간과 세계에 대한 새로운 비전에 눈 뜨는 시간을 갖게 될 것입니다.

http://www.kufra.org

찬란한 문화의 중심 프랑스, 국제화 시대의 중심으로
프랑스는 고대 그리스와 로마의 찬란한 문화의 계승자로, 프랑스 문학과 철학은 세계적인 인문학의 흐름을 주도해 왔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만큼 인류 인문학사에서 프랑스가 지닌 영향력은 참으로 막강합니다. 유럽의 중심에서 인문주의를 노래했던 16세
기의 르네상스, 엄숙하고 절제된 면모를 보였던 17세기의 고전주의, 18세기의 계몽사상과 낭만주의, 상징주의를 비롯한 다양한
19세기의 사조들을 이끌어 왔기에 프랑스 문학과 프랑스의 사상을 알면 인문학의 역사와 가치를 조명할 수 있다는 항간의 언
급들은 결코 과장된 표현이 아닙니다. 실용적인 차원에서 단순히 프랑스어를 배워 연관 분야에서 일해보겠다는 결심만으로는
많은 것을 간과하는 것입니다. 불어를 배운다는 것은 어찌 보면 인문학의 전통과 사상을 배운다는 것을 의미하고 깊고 풍부한
프랑스어권 문화와 삶의 바다에 깊이 빠져 들어간다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 바다를 사랑하고 그 깊이의 풍부
함에 매료된 사람에게는 바다가 그러하듯 불어불문학은 우리의 상상을 뛰어넘는 정신적 풍요로움과 섬세하고 깊이 있는 시대
정신을 끝없이 제공하는 정신적 보고로 제 역할을 기꺼이 감당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 전체에서!

이런 학생 불어불문학에

불어불문학의
프랑스어를 기반으로 인문학 보기

• 프랑스어를 잘 구사할 능력과 의지를 가졌다고 생각

불어불문학에서의 성공은 능숙한 불어실력과 불어문화권에 대한 다

• 프랑스 문화 분야의 전문가가 되기 위해 유럽 전반의

양한 경험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불문학도로서의 진짜 성공은

한다.
• 인문학 및 문학 전반에 대한 이해도가 높다.
흐름에 민감하다.
• 외국어 공부를 좋아하고, 우리말 번역에 재능이 있다.

인문학 연구에 대한 애정과 탐구노력에서 비롯됩니다. 이는 서구 인문
학의 흐름을 프랑스 문학과 철학이 주도해왔다는 역사적 배경과 사실에
서 기인합니다. 불어불문학과는 프랑스 문학을 깊이 탐구할 수 있도록 시, 소설, 희곡 등에 대한 탐구 기회는 물론 그들의 문화,
역사, 철학을 깊이 만날 수 있는 다양한 교육 활동을 제공합니다. 또한 이를 위한 불어실력을 갖출 수 있도록 모든 전공 학생들
에게 한 학기 동안 외국 연수를 할 기회를 제공하고 원어 강의 개설을 통해 실생활 속에서 자연스럽게 불어를 접하도록 안내하
고 있습니다. 그러나 불어불문학과에서의 공부를 이 가운데 하나만을 취하는 단순한 도구로만 바라본다면 그것은 반쪽 성공이
될 것입니다. 불어불문학의 세계에서 인문학의 뿌리와 현대 사회까지 이르는 철학적 흐름과 영향력마저도 더불어 바라보려 노
력해보시길 강력하게 권합니다. 그러면 어느 순간, 한층 성숙해진 여러분을 발견하게 되실 것입니다.

전공 수업 프랑스어로 시작해 번역까지 배우는 수업들
불어불문학과의 전공수업은 프랑스어를 익히기 위한 기초 언어 수업과 시, 소설, 언어에 대한 기초이해를 시작으로 언어트랙,
문학트랙, 번역트랙의 세 가지 심도 있는 전공분야로 나아갑니다. 언어트랙에서는 프랑스 문법, 말하기, 글쓰기, 역사와 문화, 미
디어 등에 대해 수업하며 자유롭게 프랑스어를 익히도록 돕습니다. 문학트랙에서는 프랑스의 시와 문학, 소설, 희곡, 비교문학
을 다루며 고전에서 현대에 이르는 프랑스 문학 전반을 망라합니다. 마지막으로 번역트랙에서는 프랑스의 문학적인 글부터 비
평적인 글을 글감으로 삼아 번역을 연습하고 번역이론을 배움으로써 뛰어난 프랑스어 번역가를 키워내고 있습니다.

학과목에 대하여
더 이상 불어에 bonjour만 아는 일은 없다! 프랑스어 습득 불문학의 가장 기초인 불어를 습득하도록 마련된 수업입니다. 고등
학교에서 프랑스어를 심도 있게 공부하지 못한 학생들이 빠른 시간 안에 프랑스어를 이해하고 구사하도록 다양한 과목이 개
설되어 있습니다. 교양불어, 전공불어, 집중불어, 프랑스어 말하기, 프랑스어 글쓰기, 프랑스 언어학의 이해, 프랑스어 문법 등
이 있습니다.
어린왕자는 내가 정복한다! 프랑스 문학 프랑스의 역사와 철학이 녹아 들어 있는 문학을 통해 인문학의 세계에 초대합니다. 프
랑스 문학사와 프랑스 시의 이해, 소설과 작가, 프랑스 희곡과 시나리오, 프랑스 현대소설과 시, 프랑스 고전시, 고전산문, 프랑
스 문학과 비평의 흐름, 비교문학 등의 과목이 개설되어 있습니다.
프랑스를 알면 세계가 보인다! 프랑스 문화에 대한 공부 프랑스 문화 익히기를 통해 자연스럽게 프랑스어권의 삶과 만나도록
안내합니다. 프랑스의 언어와 역사, 프랑스어권 언어와 문화, 프랑스어와 미디어 등을 수업하며 프랑스인의 삶을 깊숙이 들여
다봅니다.

고려대학교 인재 양성 ¡ 진로 가이드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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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랑스어 한국어 두 가지가 자유자재로! 불한, 한불 번역과 실무불어에 대한 공부
번역과 프랑스 문학 전문가를 양성하기 위해 불어불문학과는 BK21PLUS 사업에

ࣥѾ@ॕŗ͙
전공원어강의 실질적이고 효율적인 프랑스

참여하여 대학원생들의 연구 환경을 진작하고 있습니다. 불한대조분석, 문학과 번
역, 번역의 이해, 프랑스 소설과 번역, 번역분석과 평가, 프랑스어 텍스트번역연
습, 실용텍스트번역, 한불번역의 실제와 같은 과목이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어의 학습을 돕기 위해서 전공강의의 상당부분
을 프랑스어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국제 인턴십 프로그램 국내 최초, 최대 규
모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단순히 국
내에서만 인턴십 경험을 쌓는 것이 아니라, 외
국 현지에서 다국적 기업의 인턴을 경험할 수
있는 기회가 됩니다.

문과대학 ‘7+1’프로그램 불어불문학과 전
학생에게 프랑스 현지의 학교에서 한 학기 동
안의 연수기회를 제공합니다. 프랑스어와 프랑

불어불문학과의 미래
세계의 중심, 블루오션
프랑코포니(Francophonie)는 프랑스어권 국가를 나타내는 말입니다. 프랑코포니
회원국은 정회원국 32개국, 준회원국 23개국, 참관국가 13개국으로 이루어지며, 현
재 세계적으로 프랑스어 상용인구는 약 1억 2천 8백만 명, 상용하진 않으나 사용하

스 문화를 직접 몸으로 체험할 수 있는 기회를

는 인구는 약 7천 2백만 명입니다. 또한 프랑스어 학습인구는 약 1억 명 정도로 추

제공하여 학생들의 학습능력을 극대화시키고

정됩니다. 이는 영어 학습 인구 다음으로 많은 숫자입니다. 이렇게 많은 나라에서

있습니다. 이 기간 동안 얻은 학점은 고려대학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많은 수의 사람들이 프랑스어 구사능력을 갖길 희망하고, 대

교의 학점으로 인정이 되기도 합니다.

부분의 국제기구에서 프랑스어를 공식 언어로 사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프랑스어

소규모 모임 학과 교수가 정규수업과는 별

가 공식 언어인 국제기구는 UN, WHO, WTO, NAFTA, OECD, IOC 등이 있습니다. 프

도로 지도하는 소규모 학습모임을 의미합니다.

랑스어가 이처럼 널리 사용되고 있다는 것은 불어불문학의 미래가 그만큼 밝다는

졸업요건 DELF B2 프랑스어 언어 구사능력

것을 보여줍니다. 세계는 불어를 사용하고 프랑스 문화를 이해하는 인재를 요구하

을 평가하는 시험인 DELF를 B2단계까지 취득

고 있습니다. 불어불문학의 미래는 세계를 향해 열려 있습니다.

하여야만 졸업이 가능하게 함으로써 학생들의
불어구사 능력을 확실하게 책임집니다.

불문인의 밤 불어불문학과의 졸업생과 재학
생이 모두 참여하는 행사로, 불어불문학과 졸

길을 가는 후배에게

업 후 다양한 분야에서 성공한 훌륭한 선배와
의 교류를 통해 친목을 다지고, 진로에 대한 멘

이때는 꼭!

토링까지 제공합니다.

프랑스어 수업에 열중하자

문학 및 번역에 관심을 가져보자문학 및 번역에 관심을 가져보자

진로에 대해 진지하게 고민해보자

나의 선택에 책임을 지는 사람이 되자

Ğͷ@ۜÿ@ч@֫ॼ
1.DELF/DALF 1985년 처음 시행된 프랑스어 공인인증 시험이다.
가. DELF DELF의 각 자격증은, 응시자의 전반적인 언어능력을 판단하기 위해 청
취, 독해, 작문, 구술 네 가지 평가내용으로 구성되어 있다. 각 자격증 시험의 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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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에 따라 소요시간과 난이도는 점진적으로 향상된다.
•DELF A1 프랑스어 입문 단계(약 80 ~ 100시간의 실용학습)
•DELF A2 프랑스어 초보 단계(약 160 ~ 280시간의 실용학습)
•DELF B1 프랑스어 실용구사 단계(약 350 ~ 400시간의 실용학습)
•DELF B2 프랑스어 독립구사 단계(약 550 ~ 650시간의 실용학습. 가장 어
려움)
나. DALF DALF C1과 C2에서는 두 가지 분야(인문, 과학)가 제시되며 응시자는 이

수험생활은 대학생활 시작을 위한 과정일 뿐!

중 한가지를 선택하여 시험에 응시하게 된다.

수험생활 시절에 저는 이 생활만 무사히 끝내면

•DALF C1 프랑스어 자율활용 단계(약 800시간의 실용학습)

모든 것이 제 마음대로 다 잘 풀릴 것이라고 생

•DALF C2 프랑스어 완성 단계(약 900시간 이상의 실용학습)

각했고, 수험생활이 인생의 전부인 줄 알았습니
다. 수험생활의 과정과 결과에 제 인생 전부가
걸려있다는 생각에 두려움과 압박감이 컸고, 혹

2. TCF TCF는 프랑스어 레벨을 측정하기 위한 시험으로서, 직업적 혹은 개인적인

시나 내가 원하던 대학에 진학하지 못하는 결과

목적에 의해 자신의 프랑스어 능력을 단순하고 신뢰성 있으며 신속한 방법으로

가 나오면 어쩌나 하는 두려움으로 하루하루를

확인 받고자 하는, 프랑스어를 모국어로 사용하지 않는 모든 사람을 그 대상으
로 한다. 본 시험의 주관처는 프랑스 공공기관인 CIEP(국제교육연구센터)이다.

보낸 것 같습니다.
그런데 대학에 진학한 뒤 깨달은 엄청난 진리
는 수험생활의 결과가 인생을 결정짓지 않으며

성적은 유럽공용 외국어능력 등급표에 따른 여섯 단계를 기준으로 하여 각 응

수험생활이 인생의 전부가 아니라는 것이었습

시자의 레벨을 나눈다. TCF는 만 16세 이상 횟수에 제한없이 응시 가능하지만

니다. 수험생활은 대학생활에서 필요한 기본적

두번째 시험에 응시하기 위해서는 첫번째 시험 응시일로부터 60일이 경과되어

인 학습능력을 기르는 기간이라고 생각해주세

야 한다. 모든 응시자에게는 성적표가 발급되며, 본 성적의 유효기간은 2년이다.

요. 제 경우는 계획한 공부를 제대로 해 뿌듯했
던 날보다는, 계획한 공부를 잘 하지 못해 ‘이러
다 원하는 대학에 들어가지 못할 것 같다’는 두

3. TEF TEF는 전 세계에서 인정되며, 프랑스 고등교육 유학, 혹은 프랑스어권 국가

려움으로 보낸 날들이 더 많았던 것 같습니다.

로의 이민 등에 있어서 유용하게 사용된다. 또한 프랑스 대학 제1기 과정에 등록

돌아보면 수험생활 하루하루가 내가 원하는 꿈

하고자 할 경우에도 프랑스 교육부에서 인정하는 자격증이다.

을 위한 노력의 일부라고 생각했다면 스스로가

* 유의사항 프랑스 대학 제1기 과정에 등록하고자 하는 경우, TEF 필수시험은 물론
선택시험 중 작문시험에도 응시하여야 하며, 작문시험에서는 16점 이상 (5등급)

자랑스럽고 더 열심히 할 수 있지 않았을까 하는
후회와 아쉬움이 남습니다.
수험생활은 인생의 과정 중 극히 일부일 뿐입니

을 취득하여야 한다. 프랑스 대학 제1기 과정 이상 혹은 기타 다른 에꼴에 등록하

다. 무엇을 위해 원하는 대학을 목표하는지를 먼

고자 하는 경우에는 언어능력 제시에 관한 사항을 선택한 대학 및 에꼴 측에 직접

저 생각하고 자신의 꿈에 한걸음 다가가고 있

문의한다. 캐나다 이민 요청 시에, 캐나다 연방정부는 TEF 필수시험과 선택시험

는 것이라고 스스로에게 용기를 주세요. 여러분

(구술과 작문)에의 응시를 필수사항으로 요구한다. TEF 응시에 있어서는 어떤

이 꿈을 위해 학생의 신분으로 할 수 있는 ‘공부’
를 하고 있는 이상 이미 대한민국 최고입니다.

자격증 및 학위도 응시자격으로서 요구하지 않으며, 응시횟수에도 제한이 없다.
성적의 유효기간은 시험일자로부터 1년이며, 성적증명서는 각 응시자의 해당 시
험시행처에서 배부한다.
* 2009년 6월 21일 서울 시험 후 TEF 시험은 한국에서 실시되지 않는다.
4. FLEX FLEX(Foreign Language EXamination)는 한국외국어대학교가 시행하고
있는 외국어능력시험으로 응시자격과 응시횟수에 제한이 없으며 누구나 자유롭
게 응시 가능하다. 듣기 ₩ 읽기, 말하기, 쓰기 세 가지 평가내용으로 구성되어 있
으며, 응시하고자 하는 영역을 선택하여 응시할 수 있다. 단, 듣기 ₩ 읽기는 분리
하여 응시할 수 없다.
5. SNULT FLEX(Foreign Language EXamination)는 한국외국어대학교가 시행하
고 있는 외국어능력시험으로 응시자격과 응시횟수에 제한이 없으며 누구나 자
유롭게 응시 가능하다. 듣기 ₩ 읽기, 말하기, 쓰기 세 가지 평가내용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응시하고자 하는 영역을 선택하여 응시할 수 있다. 단, 듣기 ₩ 읽기는 분리
하여 응시할 수 없다. 이 시험은 정부기관, 공공기관, 은행 및 일반 기업의 의뢰
를 받아 해외 파견 요원이나 유학생을 선발할 평가도구의 필요에 의해 개발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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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67년부터 기관대상으로만 시행되다가 2008년 8월부터 일반인을 대상으로 한
제1회 SNULT 정기시험이 시행되었다.

ؑמɸ۾@מĚĜЃ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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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과정
교육
목표

교과목

연계전공

졸업 후
활동분야

공통

•재학생과 졸업생 구분 없이 어울리는 끈끈한 소모임

문법,
독해,

64.6%

64.9%

회화,

(672
철학,

정보
산업의
인재
양성

프랑스
문화,
문학,
언어학,
번역학

사회학,
언론학,
예술학,
미술사,
미학,
연극,

문화비평,

•2008년에 결성. 쭉~ 이어지고 있는 불문과 아마추어 밴드

언론·홍보,

•ESTO = ‘Let it Be’

예술경영,

•남녀노소 모두가 참여할 수 있는 소모임

행사기획,

•FC 발롱과 함께 최고의 활동력을 보여주는 소모임

통·번역
전문가

지역개발
분야의
인재
양성

•한 학기에 1번 공연
2KO¢O¢ 불문과 등산 소모임

영화
국제화¡

•실력보다는 열정
•여학우도 참여 가능(축구 또는 매니저)

작문

문화¡

•1996년 창단 이래 과반 내 가장 왕성한 활동을 하고 있는 소모임 중 하나
•매년 문과대학 리그, 교내 총장배, 고대컵 참가

프랑스어
기초

FC발롱 불문과 축구팀

•Oh là là! = ‘어머나!’

프랑스문

경영학,

국제경영·

•2013년 2학기에 새로 생긴 소모임

화, 실용

경제학,

행정·외교·

•가벼운 등산 후 시원한 뒷풀이(친목모임!)

법률

프랑스어, 정치·외교
경영프랑

학, 행정

스어

학, 법학

전문가

La Scène 불문과 연극 소모임
•1년 1회 원어 연극(불문인의 밤) 앞으론 대강당 공연 등도 기획 중
•졸업하신 선배님, 교수님 등을 뵙고 모두의 주목을 받는 연극 배우가 될 수 있는

불어불문
인문학의
최고급
인재
양성

국어국문 학자, 문학
프랑스

학, 동·서 예술창작 ,

문학,

양 외국어

비평가,

언어학,

문학,

문화전문

번역학

문예창작

언론인,
출판
편집인

기회
•열심히 하는 만큼 남는 것도 많고 뿌듯한, 끈끈한 소모임
Meringue 불문과 프랑스문화예술학회
•2주 1번씩 모여 프랑스 문화, 예술에 대해 이야기하는 학회
•중광 와인, 영화 감성, 시 ₩ 소설 읽고 토론하기
•자유롭게 놀면서 유익한 지식을 얻는 것이 목적
•재학생, 신입생, 편입생, 이중전공생, 외국인 모두 환영
* 각 소모임 별 모집시기가 다르니, 이 점 유의해주세요!

ѨَĜ@ͭࢼρِĸ՜@ِĸ@ॕ@ࣤ܇ч@।ք۽ؽ
고려대학교 학내 학제간 연구지원사업
1) 인문학 레토릭 연구
(과제번호 K0402951)
•연구책임자 전성기, 연구기간 2005.01~2005.12, 연구비 9,600,000원
2) 통치수사학 연구
(과제번호 K0619291)
•연구책임자 이영훈, 연구기간 2006.09~2007.08, 연구비 9,000,000원
3) 건강지능(Health Literacy) 연구
(과제번호 K0820611)
•연구책임자 이영훈, 연구기간 2008.03~2009.02, 연구비 10,000,000원
4) 번역문학 연구
(과제번호 K0930991)
•연구책임자 이영훈, 연구기간 2009.05~2010.02, 연구비 10,000,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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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동서양 번역의 역사비교 연구
(과제번호 K1030761)
•연구책임자 조재룡, 연구기간 2010.03~2011.02, 연구비 5,000,000 원
6) 외교문서 번역 연구
(과제번호 K1131241)
•연구책임자 이영훈, 연구기간 2010.03~2011.02, 연구비 5,000,000 원

६@ڀĳέ@ঊত
고려대학교 문과대학 국제어문학부 차원에
서 실시하는 7+1 제도를 활용하여 불어불
문학과에서는

리용카톨릭대학교(Université

Catholique de Lyon) 산하 프랑스 언어문화

한국학술진흥재단 및 한국연구재단 인문사회분야 지원사업

연수원(Institut de Langue et de Culture

1) 학문적 글쓰기의 수사학적 탐구 이론, 역사, 사례

Françaises)에서 연수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

(과제번호 KRF-2005-079-AM0033)
•연구책임자 이영훈, 연구기간 2005.09~2006.08, 연구비 313,390,000원
2) 번역인문학을 위한 번역의 비평적 · 이론적 탐구 번역문법, 번역해석학, 번역수사
(과제번호 KRF-2006-321-A00079)
•연구책임자 전성기, 연구기간 2006.07~2007.06, 연구비 172,350,000원
3) 번역비평을 통한 번역글쓰기 탐구 인문학적·학제적 접근

합니다. 해외연수는 2학년 1학기까지 등록을
완료한 학생에 한해 2학년 2학기부터 연수 참
가 가능하나 3학년 1학기에 연수 참가를 권장
합니다. 해당 연수원에 대한 정보는 다음 사이
트에서 확인하세요!
프랑스 리용카톨릭 언어문화연수원
http://www.ilcf.net/

(과제번호 KRF-2007-321-A00182)
•연구책임자 전성기, 연구기간 2007.08~2008.07, 연구비 179,988,000원
4) 인문학 탐구로서의 번역과 인문학 교육으로서의 번역교육
(과제번호 KRF-2008-321-A00145)
•연구책임자 전성기 , 연구기간 2008.07~2010.06, 연구비 219,822,000원
5) 클레망 마로의 오비디우스 번역에 나타난 시인의 흔적
(과제번호 KRF-2008-332-A00236)
•연구책임자 손주경, 연구기간 2008.07~2010.06, 연구비 38,100,000원
6) 동서양의 문화 번역론 비교 연구 ‘문화적 간격’ 분석을 중심으로
(과제번호 KRF- 2008-332-A00238)
•연구책임자 조재룡, 연구기간 2008.07~2010.06, 연구비 37,814,438원
) 장폴 사르트르의 전기비평에 대한 서사 구조 분석
(과제번호 KRF-2009-351-A00323)
•연구책임자 지영래, 연구기간 2009.09~2010.02, 연구비 12,686,470원
) 프랑스 명작소설 번역평가 번역DB 구축, 번역품질 평가, 번역사전 편찬
(과제번호 KRF-2008-322-A00103)
•연구책임자 이영훈, 연구기간 2008.07~2011.06, 연구비 1,881,798,000원
단행본 출간
1) 텍스트분석 방법으로서의 수사학
•저자 전성기 외, 출간연도 2005년, 출판사 유로서적
2) 인문과학의 수사학
•역자 박우수 외, 출간연도 2003년, 출판사 고려대학교 출판부
3) 학문적 글쓰기의 수사학적 탐구
•저자 이영훈 외 학문적 글쓰기의 수사학 연구팀, 출간연도 2010, 출판사 청운
학술대회 논문집 출간
1) Traduction et critique
•pour commémorer le 500éme anniversaire de la naissance d'Etienne Dolet(̪· 1546)
2) Henri Meschonnic et critique de la traduction
•저자 이영훈, 손주경, 조재룡 외, 출간연도 2009, 출판사 Institut d'études de
traduction et de rhétoriqu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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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학술대회 공동개최 및 주관
1) Comparative rhetoric Asia and the Western World

।Ĝ@ҜԽ@ِĸ՜
번역과 레토릭연구소(Institute for the Study
of Translation and Rhetoric, Institut d'études
de traduction et de rhétorique)는 2005년 3월
28일 레토릭연구소로 설립되었고 2009년 8월
1일: 번역과레토릭연구소로 개칭하였다. 이 연
구소 설립의 취지는 인문학을 위한 기초담론
으로서의 번역과 레토릭에 대한 중요성을 인
식하고 그 다양한 학문적 이해를 바탕으로 제
학문들 간의 교류를 활성화하여 그 사회적 응
용을 도모함이다.

•공동개최 한국수사학회, 한국서양고전학회
•후원 고려대학교, 한국학술진흥재단
•일자 2006년 11월 10~12일
2) Québec / Corée autour de la traduction
•공동개최 한국번역비평학회, 한국퀘벡학회
•후원 고려대학교, 한국학술진흥재단, 한국문학번역원, 대산문화재단, 주한프랑
스대사관, 주한퀘벡주정부대표부
•일자 2007년 11월 15~18일
3) Colloque international ‘Traduction et critique’ pour commémorer le 500éme anniversaire de la naissance d'Etienne Dolet(1509·1546)
•공동개최 BK21 번역비평가양성사업팀, 한국번역비평학회, Société d'histoire lit

설립 목적은 다음과 같다.
¡ 국내 번역 문화에 대한 비평적 이해
¡ 인문학을 위한 기초담론으로서의 레토릭
정립
¡ 번역과 레토릭의 화두아래 학제간 연구
성과의 교류
¡ 국제화 시대의 의사소통 및 의사결정 모
델의 활용
¡ 토론 문화의 정착
주요 목적사업은 다음과 같다.

téraire de la France
•후원 고려대학교, 주한프랑스대사관, 대산문화재단, 프랑스명작소설번역평가연구단
•일자 2009년 9월 24~27일
4) Etudes de langue et littérature franÇaises en Asie du Nord-Est pour le XXIéme
siécl enjeux et perspectives
•공동개최 한국불어불문학회, 고려대학교 불어불문학과
•후원 고려대학교, 주한프랑스대사관, 한국연구재단
•일자 2010년 12월 10~11일

1) 월례 학술 세미나, 국내외 전문가 초청 워
크샵, 국내 국제 학술대회 개최
2) 번역과 레토릭 관련 교재, 사전, 연구 도
서의 발간
3) 연구발표회, 공동 연구, 강독회, 공개 강좌
4) 온라인 및 오프라인 간행물의 발간
5) 번역과 레토릭 관련 문헌 및 멀티미디어
자료 데이터베이스 구축 및 활용
6) 국내외 번역과 레토릭 관련 연구기관과
의 교류
7) 토론, 협상, 컨설팅 관련 사회 · 민간 단체
와 협력 사업

기타 학술활동
1) 제 1,2회 전국대학생 Debate Competition 공동개최 및 후원
•공동개최 전국경제인연합회
•일시 2005년 4~5월, 2006년 11월
2) 독서일기 워크숍 공동개최
•공동개최 및 후원 (주)워드씨피엘 느낌표독서교실
•일시 2005년 10월 6~14일
3) 프랑스어 번역주간 공동개최 및 후원
•개최 BK21 번역비평가양성사업팀
•일시 2009년 11월 4~6일

@ؽܙশݘ@ۉ
출판 ¡ 문화계 작가, 번역비평가, 번역가, 통역가, 출판업자, 문화 · 예술 관련 직종
학계 ¡ 교육계 프랑스어문학, 법학, 사회과학 등 학문연구, 대학 교수, 중 · 고교 교사, 정부 ¡ 민간
연구소 연구원 등
금융계 ¡ 회계 분야 은행, 증권회사, 보험회사 등 금융기관 및 회계 관련기관
언론계 신문기자, 방송PD, 방송작가, 감독 등
정부 ¡ 공공기관 ¡ 법조계 고시 및 임용시험을 통한 정부 부처 관료, 법조인, 국가정보원 직원 등
기업계 대기업 등 국내 일반 기업체, 광고대행사, 홍보대행사, 외국계 회사 등

■ 지난 5년간 불문과 학부 취업률
* 5년 평균 : 69.46% (고려대 평균 : 6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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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

2011

2012

2013

2014

고려대

74.3%

64.6%

64.9%

66.6%

69.1%

불문과

66.7%

70.6%

73.7%

66.7%

69.6%

ۜݘ@ٱڱπL@ՆĊθ@щ͉҆ɜ@
불어불문학과에서는 무엇을 하는가
불어불문학과에서는 가장 넓은 의미에서의 ‘인문 정신’을 함양하며, 이를 통해
과거의 인문주의자들과 오늘을 사는 우리를 시대를 뛰어 넘어 만나게 한다. 모
든 것을 자유롭게 또 자율적으로 검토하고 비평함으로써 불어불문학과에서는
길들여진 시각에서 벗어나는, 상투적이고 은폐된 장막 이면에 무엇이 존재하
는지를 자문하는 계기의 순간을 우리가 맛볼 수 있게 한다. 동시에 이미 확립되
어 굳어진, 때로는 강제되는 길을 가는 대신 다른 노정을 택해 새로운 여정을
시작하게 한다. 그리고 매 순간마다 무엇이 확실한 것인지 무엇이 진실된 것인
지를 따져보게 함으로써, 현실에 안주하지 않고 천길 벼랑에서도 용기내어 한
걸음을 앞으로 내디딜 수 있게 해준다. ‘자유 비평’, ‘자유 검토’의 정신 속에서,
‘회의주의’와 ‘부단한 성찰’을 거쳐 무수한 의문점들을 제기하고 온당한 해법을
찾으려고 했던 르네상스 시기의 인문주의자들의 지향점은 이렇게 해서 불어불
문학과에서 하는 많은 일들과 이어진다.
불어불문학과에서는 세상이 지금보다 천 년도 더 젊었던 시절인 중세부터 바로
지금에 이르는 장구한 시간 동안 시도되었던 다양한 문학적인 시도들과 사상적
인 고투들을 그 맥락 안에서 파악할 수 있게 하는 힘을 길러 준다. 과거와 현재
의 한 개인, 하나의 삶, 나아가 한 사회의 실상들을 간과하지 않는 맥락 안에서
무수한 시도들은 국경을 넘어 우리의 것이 된다. 과거의 위대한 선조들의 업적
을 더없이 장대한 거인에 비유하는 동시에 이를 계승하면서 찬란했던 과거의
유산들 위에 스스로의 독창성을 더한 그래서 결국 거인보다 더 먼 곳을 조망할
수 있었던 후대를 지칭하는 유명한 말인 ‘거인의 어깨를 딛고 선 난쟁이’처럼,
고대문화가 남겨준 기본적인 사상들과 올바른 정신을 소생시켜 현재의 문학과
사상, 현재의 삶과 사회에서 발견되는 타락상을 쇄신하고 더 개선시키고자 했
던 노력의 순간순간들이 불어불문학과에서 배우는 시간 동안 늘 이야기된다.
불어불문학이 늘 고민했던 ‘인간’에 대한 이해와 ‘인간 내면의 비밀’, 달리 말하
자면 이성적인 판단과 갖가지 사회적인 조건들이 한 인간을 어떻게 제어하는
지, 인간을 억압하는 갖가지 부정적인 것들의 정체는 무엇인지, 감각과 정념들
이 한 인간을 어떻게 변모시키는지에 대한 천착은 한 개인의 정신 상태나 성
격 차원을 넘어, 한 사회의 관습과 풍속에 대한 고찰로 이어지며, 이 부단한 탐
구의 노정 속에서 인간이 드러내고 싶어하는 것, 인간이 숨기고 싶어하는 것들
이 무엇이었는지를 더 깊게 이해하는 길이 조금씩 열린다. 이러한 이해는 나에
대한 이해, 내안에 존재하는 타자에 대한 파악, 그리고 내 주변의 타자들에 대
한 이해와 다르지 않다. 불어불문학과에서는 더없이 사소한 것들일지라도 결
코 소홀히 하지 않고 늘 새롭게 따져보는 실사의 정신을 배양하며, 이를 통해
말과 사물의 본모습, 나아가 그 이면의 깊이를 가늠하는 시각을 길러주면서 인
문학의 원론을 기억하게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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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어중문학과

문과대학, Since 1972
Department of Chinese Language and Literature

아시아의 용에서, 세계의 용으로
1972년 ‘중국어문학과’로 시작한 고려대학교 중어중문학과는 1984년 ‘중어중문학과’로 개칭되었고, 현재까지 1천여 명의 졸업생
을 배출했으며 이들은 다방면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중국과의 교류에서 한국을 대표하는 굳건한 교두보 역할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1976년에 설립된 대학원은 지금까지 200여 명의 석사·박사를 배출하였고, 이곳 출신의 우수한 학자들이 중국어문학 관련 논문과
저·역서를 출판하였으며 국내외의 중국어문학 연구를 선도해 가고 있습니다.

http://kuchinese.kr/htm/main.htm

수천 년을 전해온 중국인들의 삶을 통해 오늘을 본다
중어중문학과에서는 중국어에 대한 체계적인 학습 훈련과 중국의 언어, 문화 및 문학에 관한 깊이 있는 이해를 통해, 중국과 관
련한 사회 각 분야에서 요구되는 새로운 인재의 양성을 교육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다양한 커리큘럼을 통해 심화전공 과정에
의한 중국어문학전공 학자 또는 인문학 각 분야의 전문가로서의 가능성뿐만 아니라 다양한 복수전공 및 이중전공 과정의 이수
로 중국 관련의 여러 분야에서 활약할 수 있는 가능성과 기회를 얻을 수 있습니다.

중어중문학의 엔진
한자에 대한 두려움에서 벗어나라
중어중문학을 전공하는 데 가장 큰 걱정거리가 있다면 그것은 한자일
것입니다. 물론, 한자를 잘한다고 해서 반드시 중국어를 잘하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한자를 잘한다면 중국어 구사가 용이한 것은 사실

이런 학생 중어중문학에

입니다. 특히, 중국의 고전 문학을 공부하는 데 있어 한자는 매우 중

• 새로운 세계를 동경하는 사람

요한 위상을 차지합니다. 한자를 공부할 때 이 한자가 만들어진 유래

• 중·고등학교 시절 배운 중국어에 대한 흥미를 간직

와 점점 어떠한 방향으로 변해 갔는지, 어떠한 이야기가 숨어있는지
등을 학습하면서 적극적인 학습 태도를 가져보세요. 한자는 더 이상
지루한 암기의 대상이 아닌 재미있는 이야기를 가진 하나의 대상으

하고 있다.
• 가깝고도 먼 중국인들의 삶이 너무나도 궁금하다.
• 중국의 어학, 문학, 문화를 동경하며 심화된 지식과
역량을 갖고자 하는 사람

로 여겨질 수 있습니다.

전공 수업 세계의 중심이었던 중국을 배워 세계의 중심이 되도록
흔히 중어중문학과 진학에 요구되는 대표적인 능력이 한자와 중국어라고 생각하는 학생들이 많습니다. 물론, 중어중문학을 효과
적으로 학습하기 위해서는 한자와 중국어 실력이 요구됩니다. 하지만 대학에는 기본적인 외국어 학습을 위한 교양강좌가 개설되
어 있기 때문에 이를 통해서 대학에 진학하고서도 중국어를 처음부터 쉽고 흥미롭게 배울 수 있습니다. 따라서 중어중문학을 전
공하는 데 있어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중국학에 대한 흥미와 열정입니다. 중어중문학과에서는 중국어만을 배우는 것이 아닙니다.
중국어학과 중국문학, 중국의 문화에 대한 여러 과목을 수강하면서 중국학 각 분야에 대한 지식을 심화하고 나아가 발전시킬 수
있는 역량을 기르는 곳입니다.

학과목에 대하여
학과에서는 크게 중국어, 중국어학, 중국고전문학, 중국현대문학,
중국문화 분야로 크게 나누어 과목이 개설되어 있습니다.
중국어 분야에서는 중국어 듣기, 말하기, 쓰기, 읽기 등의 능력을 극대화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중국어로 진행되는 수업을 통해서 유학을 가지 않
아도 자유자재로 중국어를 구사할 수 있는 실력을 목표로 합니다.
중국어학 부분에서는 중국어의 역사와 구성 원리 등을 배우고 중국학을 연
구할 수 있는 기초를 다지게 됩니다. 중국 문학부분에서는 중국인들의
삶과 그들의 이야기를 담고 있는 고전과 현대문학 작품들을 탐구합니
다. 시경 등의 시가, 소설, 산문 중 유명한 고전 문학부터 루쉰 등 저명
한 중국 현대작가의 작품 강독까지 다양한 중국의 문학을 탐구합니다.

중어중문학과의 어제와 오늘
고려대학교 중어중문학과는 1972년 설립되어 국내 중국어문학의 연구와 교육을 선도해 왔으며 시대적 요구에 부응하여 사회
각 분야가 필요로 하는 인재를 길러왔습니다. 본과는 많은 경험과 우수한 교수진의 열정을 통해 수준 높고 체계적인 학습을 위
한 교육 과정이 구축되었습니다. 본과의 교육 목표는 중국어 구사 능력의 극대화는 물론, 중국 어학, 문학 및 문화에 대한 깊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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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해를 도모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교육 과정을 통해 중국과 관련한 분야를 포
함한 재계, 관계, 정계, 학계, 교육계 등 각계에 종사하는 천여 명에 달하는 많은 인

ࣥѾ@ॕŗ͙

재를 양성해 왔습니다.

전공 원어 강의 한국어와 원어로 강의의 모
든 과정이 이루어집니다.

교직과정 설치 졸업 이후에 중국어 관련 교직
진출을 목표로 한 학생들을 위한 과정입니다.

문과대학 ‘7+1’프로그램 국제어문학부에 1

중어중문학과의 미래
20세기까지는 미국, 21세기는 중국

학년 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학기 동안 중국의

2000년에 들어서 중국이 급격히 부상하게 되었습니다. 폭발적인 인구와 넘치는 자

북경사범대학에서 수학하는 제도입니다.

원, 그리고 광대한 영토를 바탕으로 중국은 세계의 공장이 되어 놀라울 정도로 발

국제 인턴십 프로그램 3~4학년 중 희망

전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렇게 급성장한 중국은 우리나라와 지리적인 측

자를 대상으로 해외의 한국 및 외국공관 · 기

면과 문화적인 측면에서 가장 가깝기에 가능성이 많은 새로운 기회의 땅입니다. 이

업 · 민간기구에 파견하는 프로그램입니다.

러한 상황에서는 당연히 중국어를 구사할 줄 알고 중국의 역사와 문화에 친근한 인

진로워크숍 다양한 분야에서 활동 중인 선

재가 각광을 받게 됩니다. 이러한 인재가 되기 위해선 어떻게 해야 할까요? 맞습

배들이 후배들의 진로 상담을 위한 멘토링을

니다! 중어중문학과가 답입니다! 중어중문학과는 앞으로 대한민국 인재들의 요람

진행합니다.

이 될 잠재성을 충분히 가지고 있습니다. 이제 여러분의 선택만이 남아있습니다!

мπ҆ɜ@ܿܿشО।

블루오션

현대중국을 찾아서
조너선 D. 스펜스. 이산. 

●

한류열풍은 중국에서도 대단합니다. 중국 문화와 역사에 대한 풍

청왕조의 위대한 황제들부터 20세기 중국을

문화 콘텐츠

부한 지식과 더불어 유창한 중국어 실력까지 갖춘 인재라면 무궁

이끌어온 위인들을 중심으로 중국 현대사를 소

사업

무진한 발전이 기대되는 중국 시장에 진출하여 중국 문화를 선도

개하고 있습니다.

해 나가는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넓고 넓은 중국 시장!

중국경제 : 시장으로의 이행과 성장

여러분의 손안에 있습니다.

배리 노턴. 서울경제경영. 2010
경이롭게 발전하고 있는 중국 경제의 배경부터
발전 전략까지 중국경제의 모든 것에 대한 설
명이 들어있는 책입니다.

21세기 중국정치
서진영. 폴리테이아. 2011
중국의 사회주의적 성공이 현재와 미래의 중국

길을 가는 후배에게
이렇게 다를 줄이야! 고교시절 생각했던 전공에 대한 오해
1. 중어중문학과는 중국어만 배운다. - 아닙니다. 중국어를 바탕으로 중국의 문학

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게 되는지에 대한 책입

과 영상예술, 그리고 그 바탕이 되는 중국의 사상까지도 폭넓게 배우는 곳입니다.

니다. 이를 통해서 중국 정치와 사회를 이루는

2. 한자를 모르면 진학이 불가능하다. - 아닙니다. 대학에 진학해서도 충분히 습득

바탕에 대해 알 수 있습니다.

할 수 있습니다.
3. 옛날 책만 읽는다. - 아닙니다. 고전은 물론 현대에 출판된 각종 서적을 읽고 운

ؑמɸ۾@מĚĜЃ

용할 줄 아는 능력을 기릅니다.

교양 중국어 초급, 교양 중국어 중급,
전공 중국어 등
중국어 강독, 중국어 회화, 현대 중국
어 문법, 중국 문학사, 현대 중국사회

이때는 꼭!

의 이해 등
중국어작문, 중국어의이해, 중국고전
독해 연습, 중국 시가 문학, 중국 고전
소설, 중국현대소설등

중국어의 기초를 다지고 흥미를 가지세요! 흥미를 가지는 것이 무엇보
다 중요하답니다.

중국고전소설, 중국문학과영상문화,
중국어 교과 교육론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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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문학에 대한 수업을 들어보는 것을 추천합니다. 중문과에 대한
생각이 많이 달라져요.
교환학생이나 파견학생 프로그램을 꼭! 꼭 다녀오시길 바랍니다. 간접
적으로만 경험하던 중국을 생생하게 느낄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거예요.
중국이라는 나라는 정말 무궁무진한 나라입니

졸업 후의 진로는 생각 이상으로 다양하니 진로를 넓게 잡으세요.

다. 그 크기와 수많은 사람들 뿐만 아니라 그
자체로 무한한 가치와 생명력을 가지고 있는
그들의 문화까지. 어느 하나 배우지 않을 것이
없고 놀라지 않을 것이 없습니다. 실제로 중국

Ğͷ@ۜÿ@ч@֫ॼ

은 지난 5,000년 동안 세계의 문명을 선도하
는 나라였고, 문화였습니다. 그 긴 시간 동안

HSK 한어수평고시 제1언어가 중국어가 아닌 사람의 중국어 능력을 평가할 목적으

중국은 매일 아침 곳곳에 자신의 에너지를 전

로 중국한어수평고시위원회에서 주관하는 국가급 표준화 고시

달하는 인류의 태양이었습니다. 그러한 태양
이 지난 100년에서 200여 년 동안 잠시 구름
에 가리기도 했지만, 이제 서서히 가려져 있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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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빛이 다시 발하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그
들이 내뿜는 빛을 다시 한 번 받아들일 준비를

緣(연) 중국어 토론 동아리로 중국어에 관심 있는 우리 학교 한국 학생은 물론, 중

해야 합니다. 우리의 조상들이 중국이라는 거

국에서 유학 온 유학생도 함께 참여해 중국어 실력 향상은 물론, 상호 우의를 도모

대한 나라 옆에서 그들의 빛을 받아 우리 나름

할 수 있습니다.

의 삶에서 새로운 창조를 했던 것처럼, 우리 또

脫(탈) 중국어 연극반으로 1970년대에 창설되어 지금까지 이어지는 역사가 유구

한 중국과의 경제, 문화를 비롯한 모든 부분에

한 동아리입니다. 이곳에서 중국어 능력도 기를 수 있고 개인의 끼를 마음껏 발산
할 수 있습니다.

서 교류를 통해 그들의 빛을 받고, 그것을 이용
해서 우리 나름의 삶과 가치를 발전시킬 수 있
어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중국을 배우고 또
이해해야 합니다. 중국의 거대한 에너지를 나

ʅǷ@¡@@ڀनÃ@ч@րԟ֯۽
2013년 2014년 중앙일보에서 시행하는 전국 학과 평가에서 연속 최상위등급(모

의 발전, 우리 모두의 발전으로 이용하실 준비
가 되신 분들, 중어중문학을 통해 그 꿈을 이루
시기를 바랍니다.

두 1위) 판정을 받았습니다. 국내에서 타의 추종을 불허하는 우수한 역량을 가진
학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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되어 중국의 언어, 문학, 역사, 사상, 문헌 등에

중국학연구소 고려대학교 교수들이 주축이
대한 연구를 수행하는 역할을 하고 있는 연구

중국의 북경사범대학, 상해복단대학, 화동사범대학 등 명문대학과 꾸준히 교류하고

소입니다. 학술지 발간, 학술대회 개최, 학술 강

있으며 향후에도 더 많은 학자와 교류 예정입니다.

연회 개최 등을 통해 중국의 모든 분야에 대한
여러분의 지적 호기심을 충족시키는 활동을 하

@ؽܙশݘ@ۉ

고 있습니다. 관심 있는 행사에 적극적으로 참
여하시기 바랍니다. http://www.kucsi.ac.kr

중국어문연구회 중국어학과 문학 분야 등

졸업생 수 2,200여 명

에 관련한 활동을 하고 있는 순수 학술단체입

졸업 후 사회진출 현황

니다. 1988년 본과 교수들과 대학원생이 주
축이 되어 결성된 단체로서, 지금은 중국어문

학계 대학 교수, 교사, 어학원장, 대학원 진학

학계를 선도하고 있는 우리나라의 대표적 학

언론 ¡ 출판 ¡ 문화계 신문 ¡ 방송기자 ¡ 방송PD ¡ 작가, 아나운서, 영화번역가, 동시통역사, 출판

술단체로 인정받고 있으며 지금까지 60여권

사 편집인 등
정부 ¡ 공공기관 ¡ 법조계 정부부처 및 공공기관 공무원, 판 · 검사, 변호사, 주한 외국대사관 등
기업계 ¡ 금융계 일반기업체 · 해외(특히 중국)파트, 은행, 증권, 보험 등 금융기관과 회계법인, 관
세사, 무역사무직 등

의 논문집을 발간했으며 정기적으로 국내 학
술대회를 개최하고 있으며 부정기적으로 국제
학술대회도 개최하고 있습니다. http://www.
sinology.or.kr/sclk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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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어노문학과

문과대학, Since 1974
Department of Russian Language and Literature

국제화 시대, 러시아어 구사능력을
갖춘 글로벌 인재로 거듭난다
한반도를 비롯한 동북아 정세에 대한 러시아의 영향력을 예견하고 러시아와 수교를 맺기 훨씬 이전인 1974년 창설된 노어노문학
과는 러시아어 언어 습득을 통하여 학술적인 측면과 실용적인 측면을 익히고 비판적인 해석 능력을 갖춘 전문인을 양성해왔습니
다. 노어노문학과는 러시아어와 러시아문학에 대한 포괄적이고도 기초적인 학문 탐구를 토대로 국제 환경에서 선도적인 역할을 담
당할 러시아 전문가를 육성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러시아어와 문학, 지역학 등의 다양한 교육을 통하여 국제화, 개방화의 추세에 맞
추어 러시아어의 실용적 능력을 배양하며, 학문의 심층적인 응용 학습을 통하여 전인 교육의 완성과 함께 고급 러시아어 구사 능력
을 갖춘 전문 인력 양성을 도모하고 있습니다.

http://www.kuruss.com/

러시아의 언어와 문학, 나아가 사회문화 전반까지!
노어노문학은 러시아연방을 비롯하여 독립국가연합의 각 공화국, 그리고 동유럽 제국에서도 공통어로 사용되는 러시아어와 러
시아 문학에 관하여 연구하는 학문입니다. 정치, 경제, 문화, 과학, 기술 분야에서 한러 교류가 증진함에 따라 러시아에 대한 학
문적인 관심이 높아져서 더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되었습니다. 자유로운 러시아어 구사력의 배양은 필수적인 전제가 될 것입니
다. 본 학과에서는 기초과정에서부터 고급과정에 이르는 단계별 문법교육과 아울러 다양한 회화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으며
러시아어학 전공 교수들과 러시아인 객원교수가 보다 효율적인 러시아어 학습법의 개발과 전수를 위해 전력을 다하고 있습니
다. 또한 러시아어에 대해 학술적 흥미를 갖고 있는 학생에게는 일반언어학 및 역사언어학의 다양한 방법론을 통해 러시아어
학 연구의 기초를 제공합니다.

노어노문학의 엔진 러시아어권 문화에 대한
관심과 흥미가 모든 것을 가능케 한다!
외국어는 그 언어만 집중적으로 공부한다고 해서 완성되는 것이 아

이런 학생 노어노문학에
• 국어와 러시아어를 비롯한 외국어에 대한 관심과 열정

닙니다. 그 언어를 사용하는 나라의 문화를 이해하고 배워야 진정한

이 그 누구보다 대단하다.

외국어 학습이 되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다른 외국어처럼 러시아어

• 풍부한 독서활동을 통해 인문학적 소양을 쌓았다.

도 마찬가지입니다. 일단 러시아어권 문화와 예술, 경제, 시사 등에

• 러시아어권 문화에 대한 흥미가 있어 다양한 제반 체험

대한 흥미를 갖고 알아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러시아어는 영어와 달

학습 및 활동을 하고자 한다.
• 다양한 나라의 여러 측면에 대해 관심이 있고 기초 지식

리 어순으로부터 자유롭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그렇기에 문장 내에
단어의 위치가 어디에 오든지 말의 의미가 통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래서 러시아어를 공부하는 입장에서 부담이 적기 때문에 쉽게 흥미

을 가지고 있다.
• 나와 우리의 울타리를 벗어나 세상을 향해 마음의 문을
활짝 열고 소통하고자 한다.
• 타 문화를 존중하며 그러한 문화를 만들며 살아온 사람

를 가지고 공부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노어노문학과에서 러
시아어 곳곳에 녹아있는 순수하고 위대한 슬라브족의 정신을 느끼며

들의 다양한 의식을 알고 싶다.
• 공부를 해도, 친구들과 놀아도, 혼신을 다해 집중하는

흥미롭게 러시아어를 공부할 수 있습니다.

것을 즐긴다.

전공 수업 러시아의 모든 면모를 정복하다!
세기에서 오늘날에 이르기까지 러시아 문학은 세계 문학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면서 서구는 물론 인류 정신문화의 거대한 한
축을 이루어왔습니다. 본 학과에서는 이러한 러시아 문학과 문호들의 창작세계를 시대별, 장르별, 작가별로 조망하는 다양한 교
과목인 러시아 문학기행, 러시아 문학과 영상예술, 근 · 현대 러시아 소설의 수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 서구 문학의 큰
틀 속에서 러시아 문학이 차지하는 비중과 의의를 밝히고, 가깝게는 한국근대문학 형성 과정에서 러시아 문학이 미쳤던 영향관
계를 탐색함으로써 학생들의 학제적 사고를 자극하는 것도 본 학과에서 각별히 의미를 두고 있는 부분입니다. 또한 노어노문학
과에서 일단 가장 기본적이고도 중요한 것은 러시아어라는 언어를 이해하고 습득하는 것이므로 러시아어를 단계적 · 체계적으
로 학습할 수 있도록 러시아어의 구조, 러시아어 연구, 중급러시아어, 고급러시아어, 러시아어 회화 등의 학과목들이 개설되어
있습니다. 이렇듯 러시아어, 러시아어 문학 그리고 문화까지 배워 나가면서 노어노문학이라는 학문을 진정으로 맛보게 됩니다.

학과목에 대하여
러시아어를 파고들자! 러시아어학 중급러시아어, 중급러시아어작문, 중급러시아어회화, 고급
러시아어, 고급러시아어회화, 러시아어학의 이해, 러시아어 연구, 러시아어의 구조, 러시아어사
러시아문학으로 러시아어 배우기! 러시아문학 세기 러시아소설, 세기 러시아문학사
19세기 러시아문학사, 러시아 문학특강, 도스토예프스키, 푸슈킨, 톨스토이, 러시아문학 특수주제
그 나라의 언어를 배우려면 먼저 문화를 알자! 러시아문화 영화로 보는 러시아문학
러시아 문화특강, 러시아문학과 영상예술, 러시아 문학기행, 러시아 사회의 이해, 러시아 지역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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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어노문학과의 어제와 오늘
ࣥѾ@ॕŗ͙
교환학생 프로그램 매 학기 러시아의 모스
크바 국립 대학교와 상트페테르부르크 대학교,
우크라이나의 끼예프 국립 대학교에 교환학생
을 파견합니다. 미래의 한 · 러 관계에서 중추적

1974년 노어노문학과가 창립된 이래로 40주년을 기념하는 행사가 2014년 11월
말에 있었습니다. 이 행사는 현재 사회 각계 각층 다양한 분야에 종사하는 졸업 선
배님들을 비롯하여 재학생들이 어우러져 갖가지 좋은 이벤트를 가지는 시간이었습
니다. 특히 우리학과의 자랑이자 전통인 극예술연구회를 비롯한 학과소모임 재학
생들이 자신들의 끼와 재능을 다른 졸업 선배님들 그리고 재학생들에게 보여주는

인 역할을 담당하게 될 고급 인력을 양성하고

뜻 깊은 시간도 있었습니다. 이러한 학부시절의 원어연극활동 그리고 교환학생들

자 학생들에게 직접 러시아에서 공부하며 문화

과의 간단한 러시아어 회화소통을 통한 러시아어 활용은 사회에 나가서 러시아 어

를 접할 기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문학을 전공할 수 있는 혹은 비전공 분야일지라도 이를 충분히 응용할 수 있는 용

문과대학 ‘7+1’프로그램 국제어문학부희망

기와 능력을 주고 있습니다. 이처럼 우리 학과는 구성원 전체가 훌륭하게 사회에서

자 전원이 4년(8학기) 중 1학기 이상을 해외 현

제 몫을 해낼 수 있는 역량을 발휘할 수 있도록 오늘도 힘차게 나아가고 있습니다.

지 언어권 대학에서 수학하는 제도(학기 단위
로 운영) 학생들이 학문으로 노어노문학을 접
하는 것보다 실제로 파견되어 문화, 역사 등
폭넓게 배우기 위해 시행되는 제도로써 많은
학생들이 러시아, 벨라루스 등 러시아어를 사
용하는 국가에서 어학연수를 하고 있습니다.

국제 인턴십 프로그램 3~4학년 재학생 중
희망자를 대상으로 해외 소재 한국 및 외국
공관 · 기업 · 민간 기구에 파견하는 제도입니다.

외국어는 많이 알면 알수록 큰 힘이 됩니다. 영어, 중국어, 일

мπ҆ɜ@ȧشȧО।

본어와 같이 우리에게 친근한 언어도 있겠지만 독일어, 러

러시아어 연구

시아어 등과 같이 우리에게 생소한 언어도 있습니다. 사실,

김진원. 고려대학교출판부. 2000

영어, 중국어, 일본어와 같은 언어는 이미 그 언어에 재능

러시아어로 된 언어학 용어에 대한 우리말 안
내서입니다. 러시아어를 학문적 연구대상으로

이 뛰어난 사람이 넘쳐나는 것이 현실입니다. 웬만큼 잘하

선택한 학생들을 위한 길잡이로써 음성론에서

지 않고서는 경쟁력을 갖추기 쉽지 않다는 것입니다. 하

부터 텍스트론, 의미론에 이르기까지 러시아어

지만 노어노문학을 공부하게 된 학생은 이미 블루오션

학 전반에 걸쳐 기본적인 용어 개념에 대한 설

을 개척한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미처 개발되지 않

명과 기본 이론들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보다

은 엄청난 자원과 정치경제적 잠재력을가지고 있으며 장

깊이 있는 연구의 시작과 성숙을 가능하게 해
주는 길잡이 책입니다.

국가대표 러시아어 완전 첫걸음
이경희. 북커스베르겐. 2011
‘미녀들의 수다’ 출연진으로 구성된 제3외국어

차 통일 한국과 국경을 접하게 될 러시아의 지정학적 중요
성을 감안할 때, 이 지역 관련 전문가의 수요는 무궁무진하
다고 할 것입니다. 본 학과를 졸업한 동문들은 사회 각계에
진출하여 선도적인 역할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국내 러시아 관

교재입니다. 쉬운 것부터 배우고, 나라와 문화

련 학과가 설치된 대학의 상당수 교수들이 본 학과 출신이

그리고 언어에 대한 관심을 가짐으로써 제3외

며 그 밖에도 많은 동문들이 뛰어난 어학적 소양과 러시아

국어에 입문할 수 있는 책으로, 최소한의 학

사회문화 전반에 걸친 안목을 토대로 외교, 언론, 무역, 정

습량으로 최대의 학습효과를 거둘 수 있도록
돕습니다.

러시아어로 작문하기
안지영. G.A 부드니코바. 랭기지플러스. 2009
러시아어 기본 문법을 중심으로 해당 문법을
최대한 활용하여 바르게 글쓰기를 하는 방법

보, 행정, 법조, 항공 등 다양한 분야에서 러시아 관련 최고
전문가들로써 활약하고 있습니다. 사회 각 분야로 진출할
가능성과 여건은 현재도 다른 인문학 분야에 비해서 상
당히 좋은 상태이며 한 · 러 교류에 대한 관심이 확대되
면서 노어노문학 전공자들이 극동아시아를 무대로 활

을 중점적으로 다루고 있는 학습 교재입니다.

발히 활동할 수 있는 기회를 얻고 있습니다. 언론계나 무

기초적인 문법 공부를 어느 정도 한 후에 러

역계 진출이 가장 활발한데 예를 들어 언론사의 해외 특파

시아어에 대한 공부를 미리 하고 싶은 분에
게 추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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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어노문학과의 미래
노어노문학 전공 자체가 블루오션,
제한 없이 어느 분야에서나
Welcom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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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이나 국제부 데스크에서 일을 하기도 합니다. 또한 전문적

인 러시아에 대한 지식을 바탕으로 국가 기관이나 공기업으로 진출하기도 하고, 남
북한 문제에 있어서 언어와 지역문제에 전문 지식을 가진 인재의 요구가 절실하므
로 국제기관에서의 활동 또한 매우 낙관적이며, 전문통역, 번역가로의 진출 가능성
도 상당히 높은 편입니다.

블루오션

고교시절에는 정말 집, 학원, 학교, 도서관 외
에 가본 곳이 별로 없는 것 같습니다. 이곳저

●

과거 소련은 거대한 영토와 강인한 경쟁력을 자랑했으나, 소련

시장 개혁

붕괴 이후 쪼개진 나라들은 별로 경제발전을 이루지 못한 채 살
아가고 있습니다. 러시아, 중앙아시아를 포함한 다양한 cis국가

곳으로 놀러 다니고 싶은 것 꾹 참으면서 공
부했는데 여러분들도 그러셔야 됩니다. 왜냐
하면 대학에 오면 정말 이곳저곳 놀러다닐 수
있으니까요! 원하는 대학, 과에 진학하고 싶은

들의 시장 개혁은 다양한 직업분야의 좋은 전망이 되어가고 있습

열정으로 공부, 또 공부! 이것만이 답이 아닌

니다. 노어노문학을 공부하는 학생들 역시 블루오션으로 눈여겨

가 싶습니다.

볼만 합니다.

●

오늘날 한류는 세계적으로 뻗어나가고 있습니다. 러시아 쪽으로

한류 문화

역시 한류가 힘을 뻗히기 시작한 현재, 한류 문화 역시 노어노문

ʅǷ@¡@ڀ
नÃ@ч@րԟ֯۽

학과의 블루오션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고려대 출신의 박형규 전 교수님, 석영중 교수
님, 그리고 김선명 선생님께서 러시아 정부에
서 수여하는 푸쉬킨메달을 받으셨습니다.

현재 우리나라와 일본 등 몇몇 국가 사이에서는 무비자로 국가를

●

러시아,
카자흐스탄,

오갈 수 있는 협정이 체결 중입니다. 이 협정이 러시아, 카자흐스

६@ڀĳέ@ঊত

탄, 우크라이나로도 확장될 거란 분석이 있는데요, CIS국가들인

모스크바 국립 대학교 (ǈƿǏ), 상트페테르부르

우크라이나

만큼 러시아어 인재가 필요합니다. 노어노문학을 공부하는 학생

크 국립 대학교(ǍǫǝƿǏ), 벨로루시 국립 대학

이라면 역시 노려볼만 하지 않을까요?

교 (ƽƿǏ), 민스크 국립 언어 대학교 (ǈƿǇǏ),

무비자 협정

ǆƿǏ, ǆƿǇǏ, 극동 국립 대학교(ǀƾǐǏ), 카

체결

자흐스탄 국립 대학교 (ǆǜǣ ǉǏ ǤǨ.ǜǧǸǐǜǬǜǝǤ), 유라시아 국립 대학교 (ǁǉǏ ǤǨ.
Ǉ. ǉ. ƿǯǨǤǧǽǞǜ), 키예프 국립 언어 대학교

길을 가는 후배에게
이렇게 다를 줄이야! 고교시절 생각했던 전공에 대한 오해
대학에 가면 내가 원하는 수업을 무조건 다 들을 수 있을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대

(ǆƿǇǏ), 러시아 민족 우호 대학교 (ǌǏǀǉ)

Ğͷ@ۜÿ@ч@֫ॼ
러시아어 자격증 TORFL, 외무고시

학에 들어와서 보니 수강신청의 승리자가 되어야만 재밌고 인기 있는 강의를 들을
수 있더군요! 광클릭! 지금부터 연습하십시오.

이때는 꼭!

1학년 때 동아리 활동을 해보세요! 자기 취미에 맞는 동아리를 찾아서
과에서 벗어난 새로운 인맥을 만들어 보도록 하세요. 고려대학교는 비공식
동아리까지 합치면 400여 개의 동아리가 있으니 선택권이 정말 많겠죠

교환학생에 꼭 지원해보세요! 고려대 등록금만 내고 해외의
대학교에서 공부할 수 있는 기회는 흔치 않으니까요! 그리고 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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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을 많이 다녀 보세요. 1학년 여름방학에 유럽여행을 많이들 가는데, 꼭 이때가 아
니어도 좋고 유럽이 아니어도 좋지만 기회가 된다면 가능한 많은 나라를 여행해 보

ؑמɸ۾@מĚĜЃ

는 게 좋은 것 같아요. 세상을 바라보는 시각도 넓어지고 생각이 트이는 듯한 느낌
을 받을 거에요!

공통교양과목과 핵심교양과목, 전공
탐색 과목 학습을 통한 노어학 및 노
문학에 대한 포괄적 이해 증진
노어학과 노문학 2개영역으로 나누어

집중적으로 진로를 정할시기에요! 좀 더 구체적이고, 전문성있게 공부
를 하셔야해요.

각 영역의 기초 탐구 및 기본적인 내
용 학습 - 중급러시아어(외국어강의),
중급러시아어 회화, 러시아어의 구조,
러시아어 번역 연습
세분화되고 구체화된 2개 전공영역에
대한 전문학습 - 근대러시아소설, 러

شڏԟ֬
‘소련’ 이라는 명칭의 공식 명칭은 ‘소비에트 사회주의 공화국 연방’입니다. 러시

시아 문학강독과 번역, 고급러시아어

아어로는 Союз Советских Социалистических

회화, 근대 러시아 문화와 시, 고급 러

Республик (СССР)라고 합니다. 영어로는 공식명칭이 Union of Soviet

시아어

Socialist Republics (USSR)입니다. 소련의 붕괴 이후 독립한 10개 공화국의 연합체

노어학은 회화 중심, 노문학은 작가

를 CIS (Commonwealth of Independent States) 국가라고 합니다. 공식 한국어 명

중심의 심화학습을 통한 노어 및 노문

칭은 ‘독립 국가 연합’이고, 현재 총 9개의 공식 회원국(아르메니아, 아제르바이잔, 벨

학 관련 전문성 제고 - 슬라브 언어

로루시, 카자흐스탄, 키르기즈스탄, 몰도바, 타지키스탄, 우즈베키스탄)이 있습니다.

와 문화, 러시아 사회와 문화, 도스토
예프스키, 러시아어 교과교육론, 러시

입니다. 러시아어의 공식명칭은 Содружество Независимых

아 문학과 논술, 러시아 문학과 대중

Государств이며, 줄여서 СНГ라고 합니다. ‘러시아’의 공식 명칭은 ‘러시

문화, 러시아 문학과 한국문화, 러시

아 연방’입니다. 러시아어로는 Российская Федерация (РФ)라고

아사회의 이해, 러시아어 토르플

하며, 영어로는 Russian Federation(RF)입니다.

ʷ،π@F@ِĸ՜H।ԩ@ۜࠛ@ঢʷI
러시아 연극연구회 36년간 러시아 문학 작품을 전문으로 공연해온 단체입니다. 또
한 정기적으로 러시아 문학, 작가, 연극에 관한 세미나를 열어 러시아 문화에 대한
애정을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http://blog.naver.com/rusdrama/
러시아어회화연구회 러시아어 회화 실력을 증진하기 위해 만들어진 소모임입니다.
이스끄라 고려대학교 노어노문학과/반 축구동아리입니다. 다른 과, 반, 학교 축구 동
아리들과 친선경기를 펼치고 있습니다.

@ؽܙশݘ@ۉ
졸업생 수 약 1,500명
졸업 후 사회진출 현황
학계 ¡ 교육계 러시아문학, 러시아지역학, 법학 등 학문연구, 대학 교수, 정부 ¡ 민간 연구소 연구
기업계 국내 대기업, 광고대행사, 홍보대행사, 외국인 회사 등
언론계 신문기자, 방송PD, 방송작가 등
출판 ¡ 문화계 작가, 번역가, 통역가, 출판업자 등
정부 ¡ 공공기관 ¡ 법조계 공공기관 공무원, 판 ¡ 검사, 변호사, 정부 부처, 국가정보원 등
언론계 신문기자, 방송PD, 방송작가 등
금융 ¡ 회계 은행, 증권, 보험 등 금융기관과 회계법인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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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Ĝ@ҜԽ@ِĸ՜
알렉산드르 푸슈킨

러시아CIS연구소

러시아

CIS연구소는

1987년 국내 최초로 『노한사전』 발간하였으
며, 대한민국 정부 및 러시아정부의 지원금

나 경이의 그 순간을 기억하오

벽지에서 유배의 그 암흑 속에서

내 앞에 그대가 나타났었소

내 나날들은 숨죽인 채 지루하게 흘러갔소

스쳐가는 환영처럼

신성도, 영감도,

해 온 본 연구소는 후학 양성과 졸업생들의

순수한 미의 영처럼

눈물도, 삶도, 사랑도 없이

성곡적인 사회진출을 위해 노력을 기울이고

을 받아 여러 관련 학술연구프로젝트를 수행
하였습니다. 다수의 연구원과 교수들을 배출

있습니다.

희망 없는 슬픔의 괴로움 속에서도
소란한 세상의 불안 속에서도

이제 내 영혼이 일깨워졌소

한러대화지원실

여기 그대도 다시 나타났으니

sian Dialogue, KRD)는 2008년 한·러 정상
회담 이후 한반도의 평화와 글로벌 네트워크

부드러운 그대 목소리 오래도록 내게 울렸고 스쳐가는 환영처럼
사랑스런 그대 모습 꿈속에 보였소

한러대화 (Korea-Rus-

구축을 위해 러시아와의 협력이 필수적이라는

순수한 미의 영처럼

인식하에 양국에서 시행키로 합의되었습니다.
한러대화의 주요사업은 <한러대화 KRD포럼>

세월이 흘렀소 격렬한 돌풍이

가슴은 환희로 고동치고

예전의 꿈들을 흩어 놓았고

그 속에 다시 모든 것들이 살아났소

러시아센터 러시아정부재단 <루스키 미르>

나 그대의 부드러운 목소리

신성이, 영감이,

와의 협약에 따라 고려대학교 러시아CIS연구

천사 같은 모습마저 잊었었소

삶이, 눈물이, 사랑이

과 <한러 대학생 대화>입니다.

소 산하에 2009년 4월 러시아센터가 설립되
었습니다. 현재 러시아센터는 러시아 관련 최
신도서와 CD, DVD, IT 자료를 1,000여 점 이
상 구비하고 있으며 러시아
어문화 관련 대중강좌와 러시

ǟ⋯⋯

아 영화제의 운영, 해외 저명
학자 초청학술대회 개최, 러시

ǕǦǤȧȬȞȜȡ

ǴȣȢȠȡȲȫȧȘȡȢșȠȗȡȢȖșȡȰș
ǤșȤșȘȢȠȡȢȝȓȖȜȟȔȥȰȦȯ
ǟȔȞȠȜȠȢȟșȦȡȢșȖȜȘșȡȰș
ǟȔȞȗșȡȜȝȫȜȥȦȢȝȞȤȔȥȢȦȯ

아 관련 컨설팅과 교재개발 및
통번역서비스 등 대사회 서비
스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ǗȦȢȠȟșȡȰȓȩȗȤȧȥȦȜȕșțȡȔȘșȚȡȢȝ
ǗȦȤșȖȢȗȔȩȬȧȠȡȢȝȥȧșȦȯ
ǜȖȧȫȔȟȠȡșȘȢȟȗȢȗȢȟȢȥȡșȚȡȯȝ
ǝȥȡȜȟȜȥȰȠȜȟȯșȫșȤȦȯ
ǭȟȜȗȢȘȯǖȧȤȰȣȢȤȯȖȠȓȦșȚȡȯȝ
ǥȔȥȥșȓȟȣȤșȚȡȜșȠșȫȦȯ
ǝȓțȔȕȯȟȦȖȢȝȗȢȟȢȥȡșȚȡȯȝ
ǧȖȢȜȡșȕșȥȡȯșȫșȤȦȯ
ǗȗȟȧȬȜȖȢȠȤȔȞșțȔȦȢȫșȡȰȓ
ǧȓȡȧȟȜȥȰȦȜȩȢȘȡȜȠȢȜ
ǖșțȕȢȚșȥȦȖȔȕșțȖȘȢȩȡȢȖșȡȰȓ
ǖșțȥȟșțȕșțȚȜțȡȜȕșțȟȲȕȖȜ
ǙȧȬșȡȔȥȦȔȟȢȣȤȢȕȧȚȘșȡȰș
ǝȖȢȦȢȣȓȦȰȓȖȜȟȔȥȰȦȯ
ǟȔȞȠȜȠȢȟșȦȡȢșȖȜȘșȡȰș
ǟȔȞȗșȡȜȝȫȜȥȦȢȝȞȤȔȥȢȦȯ
ǝȥșȤȘȪșȕȰșȦȥȓȖȧȣȢșȡȰș
ǝȘȟȓȡșȗȢȖȢȥȞȤșȥȟȜȖȡȢȖȰ
ǝȕȢȚșȥȦȖȢȜȖȘȢȩȡȢȖșȡȰș
ǝȚȜțȡȰȜȥȟșțȯȜȟȲȕȢȖ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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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어일문학과

문과대학, Since 1983
Department of Japanese Language and Literature

일본에 관한 모든 것은 여기에
고려대학교 일어일문학과는 1983년에 개설된 이후 1,000여 명의 졸업생을 배출, 현재 학계, 언론계, 공직, 기업체 등 사회 각 분야
에 진출하여 탁월한 전문성과 능력을 통해 본 학과의 위상을 드높이고 있습니다. 본 학과는 뛰어난 교육 및 연구 여건을 바탕으로
이룬 그 간의 학문적 성과를 대내외적으로 인정받아 <BK21(두뇌한국21)>, <BK Plus>, <HK(인문한국)프로젝트> 등 굵직한 국가 주
도 프로젝트의 연구책임기관으로 선정된 바 있습니다. 또한, 각종 대학평가에서도 매년 「전국 최상위 학과」로 평가를 받고 있는 명
실공히 일본관련 분야의 국내 최고 연구¡교육기관입니다

http://www.kujap.com/

가깝고도 먼나라 ‘일본’을 파헤친다!
일본은 거리상으로는 가장 가까운 나라이면서도 과거사 문제, 독도문제 등으로 인해 우리에게 유난히 멀게 느껴지는 나라이기
도 합니다. 하지만 우리 주위를 한 번 둘러보면 당장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각양각색의 일본산 공산품을 시작으로 음식, 영화,
애니메이션 등 일일이 다 열거하기 힘들 정도로 많은 ‘생활 속의 일본’에 적잖이 놀라게 됩니다. 우리는 이러한 현상의 원인과
그 배경에 대해 보다 객관적이고 체계적으로 접근할 필요가 있습니다. ‘일본이 어떻게 지금과 같은 경제대국의 위상을 얻게 되
었고, 우리가 접하는 일본문화가 어떠한 과정을 거쳐 생성, 유입되었는가, 그리고 향후 일본의 국가적 진로에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가?’에 대해 우리 나름의 해답을 이끌어내야 할 때가 바로 지금입니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한일 간의 바람직한 동반자 관
계 구축은 물론, 더 나아가 세계를 이끌어나갈 전향적인 동아시아상의 정립 역시 가능할 것입니다. ‘일어일문학’에서는 ‘일본어
(日本語)’라는 언어만이 아니라, 문학 또는 문화를 뜻하는 한자 ‘문(文)’을 함께 포함하기에 일본의 언어, 문학, 사회, 정치, 경제,
문화를 조망하는 일본과 관련된 인문학 및 사회과학 전반에 대해 탐구
하고 연구합니다. 타 학교의 일어학과, 일본학과와는 그 접근방식이
적잖이 다르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런 학생 일어일문학에
• 일본어가 좋고 관심이 있다.

일어일문학의 엔진

• 대중문화를 통해 일본을 알기 시작했고, 앞으로 더욱 더

감정적이 아닌 이성적 차원에서 일본어와 일본의 실상을 배우고

• 일본인을 포함한 외국인과 교류하면서 우리 문화를 적

이를 전향적으로 응용하는 능력을 기릅니다. 일어일문학은 2,000년
이란 장구한 인적, 물적, 사상적 교류의 역사를 이해하고 향후 100년
을 조망, 준비할 수 있는 지식을 쌓을 수 있습니다. 이런 지식을 바탕

전문적으로 일본을 공부해보고 싶다.
극 홍보하고 우리 문화와 상대방 문화의 융합을 꾀하
고 싶다.
• 일본 전문가가 되어 미래의 한 · 일 관계는 물론 동아시
아를 이끌어 갈 글로벌리더가 되고 싶다.

으로 세부적인 일에 대해 꼼꼼하게 준비, 대응하는 장인정신적 기질
을 기를 수 있습니다. 또한 개개인의 역량을 총동원하여 당면한 문제를
신속하게 해결할 수 있는 디지털 유목민적 정신을 기를 수 있습니다.

전공 수업 ‘일본어’로 시작해서 ‘일본’으로 끝나는 일어일문학 공부하기
일본을 연구하기 위해서는 먼저 일본어에 대한 깊이 있는 지식과 능력이 선행되어야 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일본어 능력이란,
기초적인 일상회화가 가능한 수준의 능력이 아닌 언어의 4가지 기능 즉, 말하기, 듣기, 읽기, 쓰기에 통달하여 모든 분야에서 일
본인과의 자유로운 의사소통이 가능할 정도의 일본어 능력을 말합니다. 일본인과 자유롭게 대화하고, 일본어로 된 문헌과 자
료를 완벽히 이해하며, 일본어로 자신의 의견을 설득력 있게 주장할 수 있는 수준이 되지 않고서는 일본을 연구할 수 없기 때
문입니다. 이러한 일본어능력은 1, 2학년을 대상으로 한 일본어 습득 과정을 통해 자연스럽게 체득하게 되며, 3, 4학년 과정에
서는 일본어학, 일본문학, 일본학과 관련된 보다 전문화된 전공과목을 학습함으로써 일본 전문가로서의 초석을 다지게 됩니다.

학과목에 대하여
일본어를 배우는 첫 걸음, 교양 일본어 교양과정 교양일본어초급 ¡ 중급, 시사일어, 실무일어, 영상일어, 전공일어 I·II
일본인처럼 일본어 구사하기, 전공 일본어 일본어 작문 I·II, 일문독해 I·II, 일본어 회화 I·II
일본의 문학을 감상하고 이해하기, 日本文學 ‘문학이란 무엇인가’ 일본문학의 이해 일본문학의 이해 I·II, 일본근현대문학과 영
상문화, 일본문학과 미디어, 일본문학 연구 I·II.
일본이란 무엇인가, 日本學 ‘일본 알아보기’ 일본문화의 이해 일본문화사 개론, 일본역사의 이해, 일본정치경제문화의 이해
언어학적 관점에서 본 일본어, 日本語學 ‘언어학, 일본어학의 첫 걸음’, 일어학 기초 일본문자와 발음의 이해, 일본어학의 이해
I·II, 일본언어문화의 세계
2천 년을 흘러온 일본 문학의 살아 숨쉬는 역사, 일본 문학사 일본고전문학사, 일본근현대문학사
일본 거장의 작품에 대한 나의 감상, 나의 평가, 일본문학의 감상과 비평 일본근현대소설의 이해, 일본고전명작 선독, 일본근현
대명작 선독, 일본전통시가의 이해, 일본전통극의 이해, 일본고전문학의 세계, 일본근현대문학의 세계, 일본고전문학 연구, 일
본근대문학연구, 일본문예평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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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문학과 일본문학은 어떻게 다를까, 비교 문학 한일비교문학입문
일본 해부해 보기, 일본 연구 일본학 개론, 일본 지역 연구, 현대 일본론

ࣥѾ@ॕŗ͙

세계 속에서의 일본, 일본과 국제사회 현대한일관계론, 일본과 국제사회, 유라시
아와 일본의 문화 I·II

일어일문학과 자체파견 교환학생 제도 고

일본어 들여다보기 일어학 연구, 한일어 대조연구, 일본어음운음성연구, 매스미디

려대학교 일어일문학과에서 주관하는 교환학

어 일본어, 일본어 어휘연구, 일본어 구문연구

생 프로그램으로 본 학과와의 협정 대상 일본
대학교에서 공부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일어

일본어는 어떤 언어인가, 일본 언어론 일본어사, 일본어 의미론, 일본어 화용론

일문학과 소속의 학생만 지원 가능하며 일본

이제는 우리가 일본어 선생님, 日本語敎育學

대학 등록금, 기숙사비 전액 및 생활비가 일

일본어를 가르친다는 것은, 일본어 교육의 이해 일본어 교육 개론, 일본어 교과교

부 지원됩니다. 자매교로는 테즈카야마학원대

육론, 일본어 교육사

학, 군마여자대학, 메지로대학, 무사시대학, 아

일본어 가르쳐 보기 일본어 교육 실습, 교재연구 및 지도법

키타 국제교양대학 등이 있습니다.

일본 대학 간 정기 교류회 & 선배와의 대화
고려대학교 일어일문학과에서는 매년 정기적
으로 일본의 우수 대학들(도쿄대학, 와세다대
학, 일본대학, 리쓰메이칸대학, 중국 일본학연

일어일문학과의 어제와 오늘

구센터, 대만 정치대학 등)과 정기 교류회를 갖

1970~80년대 일어일문학과 창립된 당시 주된 역할은 아시아에서 유일하게 고도

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일본 대학의 학생, 교

경제성장을 달성하고 가장 먼저 선진국 클럽에 진입한 일본을 이해하고 이를 한국

수님과 직접 토론하며 견문을 넓힐 수 있고, 일

에 소개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21세기에 접어든 지금 한국 일어일문학

본인 친구들과 사귈 수도 있습니다. 뿐만 아니

의 역할은 단순한 이해와 소개를 넘어 일본을 치밀하게 해부하고 분석하며 더 나

라 교류회를 일본 대학이 주최하는 경우에는
직접 일본으로 가 교류회에 참석하는 흔치 않
은 경험도 할 수 있습니다. 또한 학기마다 거의

아가 일본의 국가적 진로에 긍정적, 건설적 영향을 미칠 수 있어야 합니다. 각종 대
안을 제시하며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적극적인 과제를 수행해야 하는 시점입니다.

매월 개최되는 <선배와의 대화>는 고려대학교
일어일문학과 출신 선배님들을 직접 학교로 초
대해 사회진출 경험을 듣는 자리로, 선배 졸업
생과 후배 재학생 사이의 진솔한 대화를 통해
다양한 주제의 상담이 이루어지는 일어일문학
과만의 특색이자 자랑입니다.

교환학생 제도 고려대학교 국제처에서 주관
하는 교환 학생 프로그램으로 본교와 교환 학

일어일문학과의 미래
일본은 5.4조 달러의 시장 규모를 가진 세계 3위의 경제대국임과 동시에, 우리나라
와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전반에 걸쳐 매우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는 나라입니다.
일본은 산업 전반의 우수한 기술력과 방대한 시장 잠재력을 자랑하는 매력적인 시

생 협정을 맺은 세계 여러 유명 대학에서 공부

장 중의 하나로, 과거에는 이를 기반으로 한 경제교류가 주를 이루었습니다. 그러나

할 수 있는 제도 ESP, VSP 등 다양한 제도와

최근에는 일본 내 한류의 영향으로 민간차원의 교류가 더욱 활발히 진행되고 있어

혜택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현재(2012년) 일본

양국은 서로에게 있어 중요한 경제 파트너이자 문화 파트너라는 인식이 점차 확대

49개 대학 및 전 세계의 유명 대학들과 협정
을 체결하고 있습니다(도쿄대학, 교토대학, 와
세다대학, 게이오대학, 메이지대학 등).

문과대학 ‘ 7+1 ’ 프로그램 고려대학교 문과
대학에서 주관하는 교환학생 프로그램으로 본

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한국의 학계, 경제계, 언론계, 정부 기관 등에서는 일본의
언어, 문화, 사회, 경제 등에 대한지식을 종합적으로 갖춘 일본 전문가의 양성이 절
실히 요구되고 있는 바, 일어일문학 전공자의 사회진출 전망은 실로 밝다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참고로 본 학과의 취업률은 본교 문과대학 학과들 가운데에서도 상

교 문과대학과 특별 협정을 맺은 외국 대학에

위권을 자랑하고 있습니다(2010년 취업률 76.1%. 전국 일문과 중 최고취업률, 중

서 공부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총 8학기 중 1

앙일보 2011년 대학평가).

학기를 외국대학에서 수학할 수 있게 하는 제
도로서 해당 학기 고려대학교 등록금의 90%
를 장학금으로 지급합니다. 이는 국제어문학부
희망자 전원을 대상으로 합니다. 토호쿠대학,

ʅǷ@¡@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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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이타마대학, 무사시대학, 아키타국제교양대
학 등이 있습니다.

중앙일보 대학평가 인문사회계열 3년 연속 최상위(2010~2012)L@<BK21(두뇌한국
21)>, <BK21Plus>, <HK(인문한국)프로젝트> 등 국가사업 책임연구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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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학과는 이하와 같은 일본 대학과의 교환학생 교류를 하고 있습니다. 고쿠사이쿄요 대
학(ຐ皭⚊竄ᆼᘕ), 군마현립여자대학(僺篓쫨䣊ሯᗸᆼᘕ), 간사이대학(畅憑ᆼᘕ), 와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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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대학(➎䞪㽬ᆼᘕ), 교토대학(Ǥ湍ᆼᘕ), 도시샤대학(ḛ䗰ᆼᘕ), 리츠메이칸대학(䣊

번역과 일본문학

ઠ笂ᆼᘕ), 메이지대학(⟆㈌ᆼᘕ)등 약 49개의 일본의 대학과 교류 중

김춘미. 도서출판 문. 
대부분의 한국인들은 일본문학과 외국의 문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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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연구센터는 고려대를 대표하는 HK[인문한국] 지원사업 수행 연구소 가운데 하나로
전임교수 6명, 연구교수 등 박사급 연구인력 20여명을 보유하고 있는 우리나라 최대의
일본연구 기관입니다.

작품을 한국어로 번역된 번역서로 접하게 됩니
다. 이 책은 이러한 ‘번역’의 문제를 일본문학과
결부시켜 다양한 관점에서 다루고 있어, 미래
의 번역가를 꿈꾸는 학생에게 번역에 대한 깊
은 시각과 통찰을 제공해 줄 것입니다.

일본 전통극의 이해
김충영, 지식을 만드는 지식, 2013
일본 전통극과 관련된 기본 사항들을 작품 소

블루오션

개와 곁들여 알기 쉽게 다룬 책입니다. 3대 일

동아시아 대중문화 전문가, 일본문학 번역가, 한일 통역사, 일본 금융, 제조업, 사회보

함께 일본전통극에 대한 흥미를 유발하고 이

장, 외교, 법률 행정 전문가, 일본 IT업계의 전문요직 가능, 범국가적 문제해결 전문가
(종군위안부, 독도, 과거사, 경제공동체, 안보협력, 통일 등)

본 전통극인 노, 분라쿠, 가부키의 형성과정과
해를 도울 수 있는 장르별 주요 작품을 소개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모르는 일본인
최관. 고려대학교출판부. 

길을 가는 후배에게

이 책은 뭐라고 쉽게 설명하기 어려운 일본
과 일본인에 대해 다양한 관점을 통해 그 본질
을 균형 잡힌 시선으로 볼 수 있도록 알기 쉽

이렇게 다를 줄이야! 고교시절 생각했던 전공에 대한 오해

게 쓴 책입니다. 일본과 일본인에 관심이 있지

일본문화의 애니메이션, 드라마, J–POP 뿐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일본의 언어, 문화,

만 어떻게 접근해야할 지 막막할 때 좋은 지침

역사, 정치 외교 관계에 대하여 풍부한 지식을 쌓게 된다면 동아시아 관계에 있어서
우리나라와 일본의 위치, 앞으로의 발전 관계에 대한 새로운 인식을 배울 수 있습니다.

서가 될 것입니다.

설국
가와바타 야스나리. 책사랑. 2010
‘설국’은 저자인 가와바타 야스나리에게 19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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년 노벨문학상을 안겨준 작품으로, 일본 문학

졸업생 수 약 2,000명

한 취향은 사람마다 모두 다르지만, 일본 문학

졸업 후 사회진출 현황

을 공부하고자 하는 사람에게는 반드시 읽고

을 세계에 알린 계기가 되었습니다. 문학에 대

넘어가야 할 일본의 20세기 대표 문학입니다.
학계 ¡ 교육계 약 14% 대학교수, 중 ¡ 고교 교사, 정부 및 민간 연구소 연구원 등

일본은 지금 무엇을 생각하는가?

기업계 약 38% 국내 대기업, 일본 대기업, 공사, 항공산업, 기타 외국계 기업 등

문정인 · 서승원. 삼성경제연구소. 2013

언론계 약 1% 신문기자, 방송PD, 방송작가, 아나운서, 리포터, 동시통역사 등

일본 최고 전략가들과의 인터뷰를 통해 일본

출판 ¡ 문화계 작가, 번역가, 통역가, 출판업자 등

의 본심을 철저하게 파헤친 책으로 일본의 전

정부 ¡ 공공기관 및 법조계 약 4% 일반 공무원, 외교관, 국가정보원, 법무법인, 판사, 검사, 변호
사, 변리사, 국제변호사, 일본법 전문가 등

략 구상, 일본의 주요국 외교전략, 일본과 한
반도, 일본의 미래 구상 등을 담고 있습니다.

금융계 약20% 은행, 증권사, 회계법인, 일본전문 투자설계사 등
국제 통상계 약 23% 국제 통상업체, 해운업체, 무역진흥기구, 상공회의소 등

인문과학과 일본어의 접점(人文科學と日
本語の接点)]
고려대학교 일본연구센터 일본어학 교육연구
실. 도서출판 문. 2012
인문과학적 소양의 함양과 일본어 능력의 향상
이라는 두 가지 목표를 염두에 둔 개론서로, 일
어일문학과 개설 전공과목에서 다루는 내용을
체계적으로 정리한 일어일문학 입문도서로 미
래의 인문학도가 될 학생들에게 그 전망과 방
향을 제시해 주는 지침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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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어서문학과

문과대학, Since 1983
Department of Spanish Language and Literature

이 시대의 진정한 블루오션,
라틴문화의 메카
스페인어와 라틴아메리카에 대한 이해가 세계화의 흐름 속에서 매우 중요하게 부상되던 1983년, 고려대학교 서어서문학과가 설
립되어 스페인어권 연구에 새로운 장을 마련하였습니다. 서어서문학과는 스페인, 라틴아메리카, 미국 등에서 수학한 권위 있는 교
수진과 다양한 분야에 대한 체계적인 학문연구로 한국 서어서문학계의 중심역할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특히 스페인어와 스페인어
를 사용하는 국가의 문학과 문화를 연구하여 스페인어권 국가와의 교류 확대에 중요한 역할을 담당할 수 있도록 교과과정이 만들
어져 있으며, 스페인, 멕시코, 콜롬비아, 칠레, 우루과이, 아르헨티나, 페루 등지의 대학과 교환학생 협정을 맺어 학생들 간의 상호
교류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http://www.koreaspanish.com/

라틴아메리카를 넘어서 전 세계로 뻗어나가는 히스패닉!
스페인어는 유럽의 스페인과 중남미 대부분의 국가를 비롯하여 미국의 캘리포니아, 텍사스, 플로리다주 등의 중남부 지역, 필리
핀, 아프리카 북부지역과 적도 기네아 등에서 약 5억의 인구가 모국어로 사용하고 있는 중요한 언어로, 사용언어를 인구수 기
준으로 할 때, 중국어, 영어, 힌두어에 이어 세계 4위에 해당하며 국가 기준으로는 세계 2위의 언어로 유엔을 비롯한 주요 국제
기구들이 스페인어를 공용어로 채택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스페인어는 정치, 외교, 통상, 문화 등 국제교류활동에서 그 어느 언
어보다도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으며 이러한 중요성 때문에 미국과 유럽을 비롯한 대다수의 선진국가들에서 스페인어가
제 1외국어로 선택되고 있고, 2000년대에는 스페인어가 세계 경제에서 가장 중요한 제 2외국어로 부상될 것으로 국제 전문가
들은 평가하고 있습니다. 특히 중남미의 경우, 90년대 중남미국가의 경제개혁과 수입개방정책에 따라 우리나라와의 교역이 확
대되어 우리의 주요 수출시장으로 자리잡고 있으며, NAFTA(북미자유무역협정), MERCOSUR(남미공동시장) 등 지역경제 블록
화로 경제, 정치적으로도 중요한 지역으로 부상하고 있어 스페인어 능력
을 갖춘 전문인력의 필요성이 크게 대두되고 있습니다.

서어서문학의 엔진
스페인의 정열과 낭만을 느끼자!
서어서문학과에서 스페인어를 자유자재로 구사한다는 것은 분명 큰
장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만으론 서어서문학과에서
성공적으로 학업을 이수하기엔 부족합니다. 그렇다면 무엇으로 이러
한 부족함을 채울 수 있을까요? 바로 스페인의 ‘문화’에 대한 열정
입니다. 서어서문학과에서는 다소 생소할 수 있는 스페인의 문화를
배우기 때문에, 스페인 사람들의 생활방식, 역사, 민족의 특성 등을
공부하게 됩니다. 이러한 문화들은 우리나라 문화와 다소 차이가 있
기 때문에 쉽게 흥미를 잃게 되기도 합니다. 하지만, 여기서 포기하면

이런 학생 서어서문학에
• 문학수업에 대한 흥미와, 언어학에 대한 열정이 있고
이 두 가지를 모두 공부해 보고 싶다.
• 중, 고등학교 시절 우연히 접한, ‘돈키호테’의 매력에
푹 빠졌다.
• 사회 시간에 배운 잉카, 아스테카, 마야 문명의 신비함
을 통해 알게된 스페인과 라틴아메리카 문화의 향취를
느껴보고 싶다!
•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는 영어, 중국어가 아닌 스페인어
에 대해서 생각해왔다.
• FC 바르셀로나와 레알 마드리드의 경기를 보며 느꼈던
스페인의 낭만을 직접 체험하고 싶다.
• 전 세계적으로 전도유망한 라틴아메리카 시장에 도전장
을 내밀고 싶다.

안 됩니다. 스페인 문화에서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도 있지만, 화끈하
고 따뜻한 정을 중요시 하는 스페인 문화는 우리나라의 문화와 닮은 부
분도 있습니다. 이렇게 스페인 문화에 대해서 애착을 가지고 그 고유한 특징에서만 느낄 수 있는 정열과 낭만을 느낀다면 서어
서문학을 성공적으로 학습할 수 있으리라 확신합니다.

전공 수업 스페인어만 잘하면 되는 건가?
대답은 당연히 NO! 입니다. 물론, 중 · 고등학교 재학 시절에 스페인어를 배웠다면 학과 공부를 수월하게 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서어서문학과는 스페인어 뿐 아니라 스페인어권 문화 학습에도 큰 비중을 둡니다. 스페인어권 문화는 스페인 및 라틴
아메리카 사람들의 사고방식, 문학 등을 포함하며, 이를 제대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 지역의 역사, 문화, 언어 등에 관한 종합
적인 학습이 필요합니다.

학과목에 대하여 스페인과 라틴아메리카의 역사와 문화를 느낍시다!
Hola! 초급부터 고급 스페인어까지! 스페인어학 스페인어 구사능력의 배양을 위하여 문법, 작문, 시청각 스페인어, 강독, 회화,
번역 등의 다양한 과목을 유기적으로 연계하여 학습합니다.
돈키호테? 흥미진진한 스페인 문학 및 문화를 배워보자! 중세, 황금세기, 근 · 현대로 이어오며 근대소설의 기원을 열고, 유럽 바
로크 문학의 정점에 오르며 찬란하게 피어오른 스페인 문학의 흐름을 이해하고 각 장르별 주요 텍스트 독해를 통해 스페인의
역사와 문화, 더 나아가 서구문화의 정신세계에 대한 이해를 높입니다.
찬란한 마야, 아스테카, 잉카 문명! 라틴아메리카 세계를 알아보자! 20세기에 들어와 가장 창조적이고 역동적인 작품들을 쏟아
내며 전 세계적으로 주목을 받는 라틴아메리카 문학 학습을 통하여 이 지역의 역사와 문화에 대한 이해는 물론, 더 나아가 서
구와 비서구의 경계선상에서의 성찰적 사유를 통하여 글로벌/지역 문화를 조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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히스패닉의 언어와 문화를 배운다! 서어서문학과는 갈수록 중요성이 커지는 미래
사회 스페인어 전문가를 기르기 위해서 말하기, 읽기, 듣기, 쓰기에 대한 체계적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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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을 통해 원어민과의 의사소통에 어려움이 없는 언어구사능력을 배양하도록 하
는데 주안점을 두고 있습니다. 이와 더불어 스페인어 언어학에 대한 다양한 이론들

문과대학 ‘ 7+1 ’프로그램 국제어문학부에

을 학습하여 스페인어 언어구조 및 실제언어, 사회ㆍ문화에 대한 이해가 증진될 수

입학한 학생들은 8학기 중 1학기를 반드시 전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러한 스페인 언어학 뿐 아니라 스페인 및 라틴

공어를모국어로 하는 나라에서 공부합니다. 이
경우, 현지 이수과목 학점을 인정하고, 해당 학

아메리카 문학에 대한 체계적인 이해를 통해 인문학에 대한 소양을 함양하는 한편,

기 등록금은 해외대학 등록을 위한 장학금으로

스페인어권 국가들의 역사, 사상, 문화, 정치, 경제에 대한 학습을 통해 스페인 및

90% 가량 지원됩니다.

라틴아메리카에 정통한 진정한 글로벌 인재를 양성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국제 인턴십 프로그램 3~4학년 재학생 중
희망자를 대상으로 해외 소재 한국 및 외국공
관 · 기업 · 민간기구로 파견하는 프로그램을 진
행 중입니다.

진로워크숍 다양한 분야에서 활동중인 선배
들의 멘토링 프로그램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전공 스페인어 강의 스페인어를 구사하시는
외국인 교수님의 강의가 다수 개설되어, 학생

서어서문학의 미래
미국과 중국의 G2?
스페인을 필두로 히스패닉도 있다

들이 유학을 가지 않고도 스페인어 실력을 개

스페인, 라틴아메리카 및 미국 내 히스패닉 사회에서 약 5억의 인구가 모국어로 사

발하는데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용하고 있는 스페인어는, 사용 인구수 기준으로 중국어, 영어, 힌두어에 이어 세계
4위에 해당합니다. 이렇게 세계적으로 높은 위상을 차지하고 있는 스페인어가 우리
나라에는 아직 많이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이것은 기회입니다! 급부상하고

мπ҆ɜ@ԷشԷО।
일생에 한번은 스페인을 만나라
최도성. 21세기북스. 2009

있는 스페인 및 라틴아메리카의 중요성으로 인하여 스페인어 전공자에 대한 수요
도 급격하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예로 세계무역시장이 개방화 되면서 멕
시코, 칠레와 같은 라틴아메리카 국가와의 교역이 증가하게 되어 수많은 대기업에

풍부한 여행 이야기와 스페인의 문화 · 예술 · 역

서 스페인어 전공자는 매우 각광받고 있습니다. 서어서문학을 전공하게 되는 당신

사적 지식이 통합된 새로운 개념의 여행서로,

은 대한민국이 찾고 있는 1%의 인재가 될 것입니다.

열정적이고 매혹적인 스페인의 다양한 모습을
함께 접하며 보다 빠르게 스페인에 친숙해질
수 있게 큰 도움을 줄 것입니다.

돈 키호테

블루오션

스페인이 낳은 가장 위대한 문학 작가인 세르
반테스의 대표적인 작품으로, 서어서문학에서
빼놓을 수 없는 중요한 작품입니다. 어느 출판
사의 작품이든 미리 읽어둔다면, 당연히 전공

●

세계시장이 점점 개방화의 길로 들어서면서 라틴아메리카 국가

시장 개척의

들과의 경제 교류의 기회가 급격히 증가함과 더불어 스페인어 전

선두주자

공자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스페인어과가 개
설된 국내 대학이 극소수여서 스페인어에 대한 사회적 수요를 충

시간에 다른 학생들보다 앞서 나갈 수 있겠죠?

족시키고 있지 못한 실정입니다. 여러분들은 고려대학교 서어서
문학과의 취업률이 국제어문학부에서 1위인 것을 알고 있으십니
까? 만일 여러분들이 서어서문학과에 들어오신다면 라틴아메리
카 블루오션의 주인공이 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할 수 있습니
다. 여러분들이 그 기회의 주인공이 되는 것은 어떠십니까?

Ğͷ@ۜÿ@ч@֫ॼ
FLEX, DE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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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ؽܙশݘ@ۉ
학계 ¡ 기업계 교수, 국제무역 등
언론 ¡ 출판 · 문화계 언론사, 방송국 등
정부 ¡ 공공기관 · 법조계 사법부, 행정부, 외교통상부, 입법부, 국가정보원, KOTRA, KOICA,
약 4% 일반 공무원, 외교관, 국가정보원, 법무법인, 판사, 검사, 변호사, 변리사, 국제변호사,
일본법 전문가 등
금융계 ¡ 기타 금융기관 등

스페인어를 구사할 줄 아는 대한민국 1%의 인
재가 되세요. 흔히 스페인하면 축구 강국, 열정
적인 토마토 축제, 집시, 히스패닉을 떠올리기
마련입니다. 이러한 이미지들을 꿰뚫는 하나의
키워드는 바로 ‘정열’입니다. 스페인어권 문화
의 핵심은 이러한 정열과 낭만이라고 할 수 있
습니다. 단순히 지켜보기만 했던, 그들의 삶과
문화를 함께 배워보면 영어, 중국어, 일어와는
아주 색다른 삶을 느낄 수 있습니다. 스페인어
는 재미 뿐 아니라 직업의 유망성 또한 보장해
줍니다. 스페인어는 활용 가능성이 매우 높은
언어로 급부상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스페
인어를 바탕으로 세계로 뻗어나가는 글로벌 인
재가 되기를 희망합니다.

오제근2011

ؑמɸ۾@מĚĜЃ
교양 스페인어 초급, 교양 스페인어
중급, 스페인 문화의 이해, 라틴 아메
리카의 이해
시청각스페인어, 중급스페인어연습,
스페인어 산문 강독, 중남미 단편 소
설 강독, 고급 스페인어 회화
스페인어 음성 · 음운 · 형태론, 스페인
어 어원 및 계통론, 중남미 문화사, 서
중남미 지역학, 서문학사, 스페인 시
스페인어 통사 · 의미 · 화용론, 스페인
문학과 신화, 스페인 문학과 여성, 중
남미 식민지 시대 문학, 중남미 문학
비평

६@ڀĳέ@ঊত
7+1 해외연수

।Ĝ@ҜԽ@ِĸ՜
스페인 ¡@라틴아메리카 연구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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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어학과

문과대학, Since 1989
Linguistic Department

인류와 문화의
영혼을 담는 언어를 깊이 보다
언어의 독창적 사용은 인간 고유의 능력이며 특전입니다. 언어를 바탕으로 과학과 예술, 학문이 존재하며 사회와 문화 그리고 인류
문명이 형성됩니다. 이러한 언어를 과학적으로 연구하는 언어학은 전통적으로 인류문화 연구의 필수 분야로 여겨졌으며, 근래에는
인간정신의 본질을 밝히는데 중요한 공헌을 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인문학적 필요성에 발맞추어 1989년 문과대학 내에 본 학과
의 학부 과정이 개설되었고, 현재는 대학원에도 언어학 전공의 석사와 박사 과정이 설치되어 학문의 첨단성과 실용성에 초점을 맞
춘 교과 과정을 바탕으로 고급 인력 양성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http://kling.korea.ac.kr/

당신은 무엇으로 소통하는가
‘인간은 사회적 동물이다’라고 흔히 말합니다. ‘사회’라는 것은 사람들 사이의 관계로 이루어집니다. 그 관계를 만들 때 필수적
인 것이 바로 의사소통인데 언어는 그 의사소통을 담당합니다. 사람들은 언어를 지식을 전달하기 위해, 무엇을 기억하기 위해
그리고 자신을 표현하기 위해 사용합니다. 사람과 사람 뿐 아니라 문화와 문화, 시대와 시대 사이를 연결해주는 것이 바로 이
언어인 것입니다. 그만큼 언어는 사람이 사람이기 위해, 또 보다 나은 사람과 사회를 만들기 위해 쓰일 수 있는 가장 아름답고
도 효과적인 도구입니다. 언어학은 이 강력하고 역사적인 도구인 언어와 그 언어로 일구어낸 수많은 과실을 공부하는 학문입
니다. 그렇다고 단순히 언어, 글자에 대한 학문만은 아닙니다. 각 나라에서 쓰이는 언어들의 구조와 원리뿐만 아니라, 인간이
지닌 가장 특별한 능력인 ‘언어’로 이루어질 수 있는 다양한 철학적, 과학적, 사회적 현상의 기원과 과정을 포괄적으로 연구하
기에 제일 좋은 학문입니다.

언어학의 엔진 하나하나 쪼개보는 노력

이런 학생 언어학에

‘나는 사과를 먹었다.’ 이 문장에서 우리가 언어학적으로 분석할 수
있는 요소는 몇이나 될까요? 우선 음운론으로 분석한다면 ‘나는’에
세 번 반복되는 ‘ㄴ’이 각각의 위치에서 어떻게 다르게 소리가 나는
지 조사해볼 수 있습니다. 형태론의 관점에서는 ‘먹었다’의 과거 시제
형태소 ‘-었다’를 분석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언어학에서는 일단 뭐
든 쪼개고 봅니다. 언어학은 기본적으로 ‘분석’이 도구가 되기 때문
에 분석하고 조사하고 또 그 과정을 탐구하는 것을 즐긴다면 더 없
이 훌륭한 언어학도가 될 수 있습니다. 또한, 언어학에서 다루는 ‘언

• 국어, 영어, 제2외국어⋯ 언어들이 정말 재미 있다.
• 문장을 끊어 읽거나 쪼개 읽는 습관이 있다.
• 한 번 책을 읽으면 놓을 줄을 모른다.
• 사람마다 다른 말투, 다른 억양, 사투리가 정말 신기
하다.
• 미국식 유머, 일본식 농담이 우리나라의 농담과 달라
서 신기하다.
• 휴대전화의 음성인식과 컴퓨터 자동번역 기능의 작동
원리가 신기하다.

어’는 인류의 역사와 그 뿌리를 함께 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언어는
항상 바뀌고 있습니다. 역사를 따라가는 학문적 여행을 떠나길 주저하
지 않는다면, 언어학은 여러분을 웃는 얼굴로 맞이할 것입니다. ‘분석’이라는 가방을 매고 언어의 거대한 산맥을 탐험할 준비
가 되셨습니까?

전공 수업 소리와 문자 그 사이에서
한 때 돌풍을 일으킨 ‘뿌리 깊은 나무’라는 드라마를 보셨나요? 드라마를 보지 않았더라도 여러분은 충분히 한글이 왜 창제되
었는지 알고 있을 겁니다. ‘나랏말이 중국의 문자와 맞지 아니하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만큼 소리와 문자는 언어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두 개의 기둥을 이루고 있습니다. 때문에 소리가 입 안에서 어떻게 생겨나는지, 그 소리가 가진 느낌은 어떠한지, 개별
언어마다 특별한 소리가 가진 특별한 의미는 어떤지 연구하는 것은 언어학에서 가장 기본적인 내용입니다. 그 소리를 우리 눈
에 보이게 표기하는 것이 바로 문자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말과 글은 그 성격이 매우 달라서, 같은 내용이라도 말로 전달되는 것
과 글로 전달되는 것에는 엄청난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문자가 언제부터 생겨났고 언제부터 그 다른 차이를 만들어내게 되
었는지, 우리가 당연하게 누리고 있는 문자의 혜택을 얻기까지 얼마나 많은 시간이 걸렸는지 공부하는 것 또한 언어학에서 중
요하게 다루는 내용입니다.

학과목에 대하여 분석하고, 조사하고, 고민하고, 생각하자, 언어로!
‘아’ 다르고 ‘어’ 다르다, 음성학과 음운론 대부분의 언어들은 글보다는 소리로 먼저 전달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만큼 소리는 언
어의 가장 중요한 부분 중 하나입니다. 이런 소리가 어떻게 발생하고 어떻게 전달되는지를 연구하는 것이 음성학과 음운론입
니다. 음성학은 좀 더 물리적인 소리에 주목을 하고, 음운론은 한 언어에서 그 소리가 가진 기능과 유효성에 대해 공부하는 것
이 큰 차이입니다.
먹-다, 먹-고, 먹-으니, 먹-었다, 형태론 형태론은 단어가 만들어지는 과정, 한 단어의 다양한 형태에 따라 의미가 달라지는
과정 그리고 그 원인을 공부하는 과목입니다. 국어시간에 배운 적이 있을 것입니다. ‘의미를 가진 최소의 단위’인 형태소, 그것
을 분석하고 공부하는 것이 형태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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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love you, 나는 사랑해 너를? 통사론 형태론이 단어의 의미와 변형을 공부한다면,
통사론은 그 단어들이 이루는 한층 큰 범위인 문장에 관해 공부합니다. 단어들 사

ࣥѾ@ॕŗ͙
제2외국어 강좌 수강 언어학과가 속한 문과
대학 국제어문학부에서는 졸업 규정으로 제2
외국어 강의를 전공 수준의 교양 강의로 12학
점을 수강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기타 현대이론언어학, 기호학, 전산언어학, 그
리고 실용언어학을 특화할 예정입니다.

이의 관계, 문법, 문장이 가지는 의미 등을 분석합니다.
내가 말한 건 그게 아니라⋯ 의미론과 화용론 우리는 가끔 이야기를 할 때 상대방
의 의도를 오해하곤 합니다. 내가 받아들이는 말의 의미와 상대가 의도한 의미가
다르기 때문이지요. 이 차이점을 만드는 것이 말의 의미이고 이것을 연구하는 분
야가 의미론입니다. 그리고 상황에 따라, 발화자 - 청자의 관계에 따라 말의 의미
가 달라질 수 있는데, 이렇게 언어와 담화 상황 간의 다양한 관계를 공부하는 분야
를 화용론이라고 합니다.
일본어와 한국어 문법이 비슷해요! 역사비교언어학 지리적인 거리가 가깝다는 이
유만으로는 한국어와 일본어가 문법과 발음이 비슷하다는 것을 충분히 설명할 수
없습니다. 역사적으로 많은 충돌과 접점이 있었던 만큼 언어도 비슷해진 것이지요.

мπ҆ɜ@شض।

또한 독일어 화자들은 영어를 비교적 쉽게 말할 수 있고 스페인어와 이탈리아어 역

언어 : 풀어 쓴 언어학개론(3판)

시 매우 비슷합니다. 이 비슷한 언어들의 뿌리를 찾아 올라가 비교하며 공통점과 차

강범모. 한국문화사. 2010

이점을 발견해내고 더 나아가서 가장 초기 상태의 언어가 어떠하였나를 연구하는

모든 언어학 분야에 대해 예와 함께 알기 쉽게

것이 바로 역사비교언어학입니다.

풀어 쓴 언어학 기본서입니다.

장미 = 열정, 과연? 기호학 어떤 사람에게 장미는 사랑의 상징이고 어떤 사람에게

뿌리 깊은 나무

는 가시 돋힌 새침하고 도도한 사람을 연상시킬 것입니다. 이렇게 단어, 사물, 혹은

이정명. 밀리언하우스. 2006

추상적인 이미지가 사람에게 불러일으키는 이미지와 그 관계가 형성되는 과정, 그

한글 창제를 둘러싼 치열한 머리 싸움과 음모!
언어학도라면 왜 글자가 그렇게 중요한지 느
끼게 될 것입니다.

구술문화와 문자문화
월터 J.옹. 문예출판사. 1995

리고 결과를 다루는 분야가 기호학입니다.
법정에서는 법정용어, 병원에서는 의학용어, 사회언어학 분명 같은 사람인데 다른
상황에서는 다른 말투와 다른 단어들을 쓰는 사람을 본 적이 있나요? 상황이 바뀔
때마다 그 안에 숨겨진 다른 인격이 튀어나오는 것이 아니라, 사회에 따라 분위기

말과 문자가 어떻게 다른지, 왜 다른지 이해하

와 그에 걸맞다고 생각되는 언어가 달라지는 것입니다. 성별, 나이, 직업 등에 따라

기 쉽게 설명해주는 책으로 한국어에 대한 언

달라지는 언어학적 현상을 연구하는 것이 사회언어학입니다. 이외에도 사전을 편

급도 있습니다.

찬하는 사전편찬학, 컴퓨터와 컴퓨터 언어를 이용해 언어학적 연구를 수행할 수 있
도록 공부하는 전산언어학, 언어 처리 체계를 인지심리적 기능과 행동의 관점에서
분석하는 심리언어학, 언어 장애를 관찰하여 분석하고 치료하는 언어병리학도 언
어학과에서 다루는 분야들입니다.

언어학과의 미래
과거가 곧 미래인 학문
이 세상에서 주마다 한 언어가 사라지고 있다는 사실을 아시나요? 언어는 해당 언
어의 사용자들이 죽거나, 해당 언어를 사용하길 꺼려하거나 하는 등의 이유로 해당
언어를 보존할 길이 없어졌을 때 세상에서 사라지고 맙니다. 사라지는 건 이렇게 빠
르지만, 언어가 만들어지고 제대로 사용되기까지는 수없이 많은 세월이 걸립니다.
그만큼 단기간에 쌓을 수 없는 소중한 인류의 문화와 지혜가 언어에 담겨 있습니
다. 언어학자들은 이들 언어에 담긴 지혜와 문화를 연구해 후대에 전해줄 수 있도
록 준비하는 과정을 밟습니다. 또한 현대 언어들의 변화 과정과 원인을 분석해 앞
으로 어떤 변화가 일어날지 예측하기도 합니다. 비단 언어학에 한하지 않고, 언어학
으로 발견해 낼 수 있는 사회 문제나 현상을 다른 분야의 학자와 협력하여 공부하
기도 합니다. 이처럼 사회과학과 인문학의 경계에서 다른 학문과 미래에 든든한 기
반이 되는 언어학은, 연구 방법 자체로도 무궁무진한 영역으로 펼쳐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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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루오션
●

아이스크림 브랜드 ‘끌레도르’를 들어본 적 있나요? 우리학교 언

네이밍

어학과 교수님 중 한 분이 직접 이름 지으신 브랜드입니다. 언어
학에서만 배울 수 있는 음운론적 지식과 기호학적 지식은 이와
같은 상호나 지명 등을 지을 때 사용됩니다. 모든 언어학자가 이
와 같은 성공적인 네이밍을 해낼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특별한

언어학을 공부하면 다른 공부가 따라와요.

감각과 창의성을 갖추어야 합니다. 여러분이 바로 그 창의성과

언어학은 원리를 다루는 학문이므로 다른 무

특별한 감각을 지니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수한 학문들과 합심하여 무한한 분야에 적용
될 수 있습니다. 저는 지금 영국 University of
Sussex에서 인류학을 공부하고 있고, 본교에

●

우리말로 ‘말모음’ 혹은 ‘말뭉치’라 하는 코퍼스는, 말 그대로 우

코퍼스 분석

리가 실제로 사용하는 언어들의 예들을 모아놓은 거대한 데이터

서는 ‘법과 행정’이 제2전공이며 부전공으로는
역사학을 하고 있습니다. 행정학 과목은 수강
해본 적이 없지만, 인류학, 법학, 역사학에서

베이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코퍼스를 수집, 분석하는 것

언어학과 관련한 내용이 단 한 과목에서라도

은 최근 전산언어학과 통계 프로그램의 발달로 예전보다 훨씬 용

빠진 적이 없습니다. 인류학에서 언어학은 증

이해졌으며, 언어학에서 필수적인 연구 방법입니다. 이를 활용해

거(민족지 등을 통해 수집된 자료)를 분석하는

실제 언중들의 언어 사용 실태를 파악할 수 있고, 코퍼스를 통해
분석한 결과로 우리는 사전을 편찬할 수도, 해당 단어가 어떻게
변화해왔는지 분석할 수도 있습니다.

데에 쓰입니다. 가령 한 물건을 지칭하는 단어
가 이 부족에는 있지만 다른 부족에는 없다든
지, 한 물건에 관한 단어가 엄청나게 많다든지,
어떤 단어를 말할 때 특별히 주춤하거나 기뻐
하거나 하는 감정을 드러낸다든지 하는 특징을
언어학 혹은 언어학적 도구나 방법으로 분석하

●

어떤 집단의 입장을 대표하는 문서를 작성하기란 쉬운 일이 아닙

여 파악하는 것은 해당 문화를 이해하고 드러

문서 작성

니다. 적절하고, 간결하면서도 원하는 바를 확실히 전달할 수 있

내는 데 가장 중요한 과정입니다.

대변인

어야 하지요. 언어학에서 공부할 수 있는 담화 분석과 사회언어

역사적으로 문자의 발명, 활자의 발명과 기존

학적 지식은 이러한 일에 적합한 능력을 배양할 수 있게 해주지
만, 아직 많은 사람들이 그 사실을 발견하진 못하고 있습니다.

의 지배적인 언어에서 벗어나 개별 언어를 좀
더 발전시키는 과정은 해당 국가 혹은 지역의
문화를 눈부시게 발전시키는 결과를 가져왔으
며, 심지어는 지금 존재하고 있는 사상을 만들
어낸 원인으로 규명되기도 합니다. 영미법과
같은 판례 위주의 법체계에서도 성문법은 중

길을 가는 후배에게

요하지만, 특히 우리나라와 같이 대륙법 체계

언어학, 이것만은 생각과 다를 거에요

하나하나의 의미와 쓰임이 판례의 결과를 뒤집

언어학은 사실 대표적인 인문학이면서도 동시에 사회과학입니다. 공부하면 공부할

를 따르고 있는 나라에서는 법전에 쓰인 단어
을 수도 있습니다.
이렇기 때문에 언어학을 공부하면 공부할수록

수록 왜 이 학과가 국제어문학부에 있나 싶을 정도로 사회학적이고 과학적이고 역

학문의 길이 더 다양하게 나뉘고 많은 분야로

사적입니다. 또 가끔 통계나 컴퓨터 같은 문과대학에조차 속해 있지 않는 분야들도

뻗어나간다는 것이 보여서 정말 재밌고 행복합

공부하게 됩니다. 저도 처음 언어학과 수업을 들었을 때 컴퓨터 언어로 프로그래밍

니다. 사실 다른 학문을 공부할수록 언어학을

을 하고 통계 프로그램을 사용하는 과목을 들어서 엄청 고생했었습니다.

하고픈 열정이 불타오른답니다.

음운론 공부할 때에는 내가 언어학을 하는 건가 해부학을 하는 건가 하는 생각도
들었지요. 하지만 뭐든지 기초가 탄탄해야 더 성장할 수 있는 법. 전혀 상관없어 보
이는 과목들은 사실 매우 기본적인 언어학의 토대이고 앞으로 더 재밌고 흥미로운
언어학을 공부하기 위한 과정입니다. 문과대학 국제어문학부에 속해 있다고 말과
글을 배우고 문학을 하고 인문학적인 소양만을 쌓을 것이라는 생각은 접어두세요.
언어학은 여러분이 생각하는 그 이상으로 복잡하고 종합적인, 그래서 끝없이 재미
있는 학문이거든요.

1학년에게 한마디
수강 신청은 학점 관리 때문에 정말 듣고 싶은 수업을 포기하지 않도록 신중하게 결
정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이 진짜 공부하고 싶은 과목들을 공부하면 자연스레 노
력하게 되고 학점도 좋아집니다. 특히 전공이 아직 정해지지 않은 후배님들이라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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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시기만큼 전공에 대한 고민을 할 수 있는 좋은 시기가 없습니다. 1전공 뿐 아니
라 2전공 지원할 때에는 선택권이 더 넓어지기 때문에 더 큰 혼란의 파도가 찾아옵

ؑמɸ۾@מĚĜЃ
공통교양과 핵심교양, 전공관련교양
(영문강독, 교양외국어 1, 2)
일반언어학, 음성학, 도구로써의 컴퓨
터, 의미론, 기호학, 세계의 언어, 언어
와 첨단과학
음운론, 의미와 해석, 언어학사, 언어
자료와 컴퓨터, 통사론, 언어와 컴퓨
터, 언어와 논리, 화용론, 형태론, 인
지기능문법, 언어이론응용, 담화분석,

니다. 선배 말 친구 말 듣고 2전공 정했다가 후회하는 학우들을 많이 봤습니다. 지
금이 바로 전공관련교양, 전공탐색 선택교양 등의 수많은 예비단계를 부담 없이 선
택해서 즐기실 수 있는 시기입니다.
언어학과 전공배정을 이미 받고 들어온 후배님이라면 언어학과 관련 소양을 쌓는
것이 앞으로의 대학 생활에 엄청난 도움이 될 것입니다. 그렇다고 언어학과 전공을
미리 신청해서 들으시라는 게 아닙니다. 몇몇 수업은 1학년에게도 무리가 없지만
진짜 전공을 듣고 싶다면 2학기 때부터 도전하시기 바랍니다. 1학기 땐 아직 시험
답안을 제대로 작성하는 법도 모를 때입니다. 언어학과와 관련된 핵심교양 수업을
수강하시면 언어학과 교수님들뿐만 아니라 언어학이라는 매우 폭넓고 추상적인 학
문과 좀 더 친해질 수 있을 거예요.

광고언어학(화상), 언어유형론, 언어
와 커뮤니케이션, 언어와 문학, 어원
론 개설, 영화와 언어이론, 문자론, 시

شڏԟ֬

각 기호학, 언어병리학

조음 소리를 만들어내기 위해 사용되는 발음 기관의 모든 움직임을 이르는 말

컴퓨터언어교육공학, 역사비교언어

음소 언어의 체계를 이루는, 언어적으로 의미가 있는 가장 작은 소리의 단위

학, 번역학 입문, 언어와 미디어, 생성

형태소 단어를 기준으로, 의미를 가지는 최소의 단위

문법, 개별언어, 언어와 철학, 인구어
학 개설 언어학연습, 언어학강독, 문

개별언어 a language 한국어, 영어, 스페인어 등 한 문화권에서 의사소통의 수단

법론, 번역이론, 응용기호학, 사회언

으로 사용되는 언어

어학, 알타이어,언어학특강, 언어습득,

※ 일반 언어 language는 인간이 가진 모든 언어적 능력을 전반적으로 이르는 말

아프리카어, 인구어, 중동어

조어

proto-language 한 언어의 가장 초기단계의 언어. 역사 비교 언어학을

통해 재구성
재구성 reconstruction 추측과 가정을 통해 언어를 다시 구성해내는 것

ʷ،π@F@ِĸ՜
언어학과에는 여러분이 즐길 수 있는 다양한 소모임 활동이 있습니다. 밴드부 ‘말’,
축구부 ‘언축’, 독서토론부 ‘일미리’가 대표적이며, 현재는 중앙동아리 소속인 야구
모임 ‘징크스’도 언어학과의 소모임이었답니다. 이 외에도 얼마든지 즐거운 각종 활
동을 할 수 있습니다. 언어학과에는 언어정보연구소도 있습니다. 이곳에서는 여러
분에게 지식을 전달하기도 하고, 자연언어 텍스트 및 정보처리의 새로운 이론과 기
술을 연구합니다.

@ؽܙশݘ@ۉ
기업계 광고회사, 통역회사, 시장 및 여론조사 관련 사무원, 음성기술을 이용한 소프트웨어 개발
업체, 기계번역이나 자동인터넷 검색 등과 같은 정보·전산처리업체, 영어 학습 프로그램과 한국어
(한국학, 한국문화) 학습 프로그램 개발업체 등
연구소 언어학연구원, 국립국어원, 사설언어연구소 등
언론 ¡ 출판 ¡ 문화계 언론사, 신문기자, 방송PD, 리포터, 작가, 번역가, 통역가, 평론가, 출판업자,
출판사, 교구, 교재개발원, 번역회사, 국내외 언어교육원 등
정부 ¡ 공공기관 ¡ 법조계 정부부처 공무원, 법조인 등
금융계 ¡ 회계분야 은행, 증권, 보험 등 금융기관과 회계법인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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몇 개 국어 하시나요?
여러 언어를 구사할 수 있는 폴리글랏(polyglot)과 언어들을 학문적으로 연구
하는 언어학자는 다릅니다. 그래서 언어학자가 폴리글랏이 아니어도 전혀 이
상할 게 없으며, 오히려 언어학과는 무관한 사람들이 폴리글랏인 경우도 많습
니다. 하지만 언어에 대한 기본적 원리에 친숙한 언어학자이기에, 개별 언어
에 관심이 많고 배우려는 욕심도 많고 이해도 역시 비교적 높다고 생각합니다.

언어영역 잘 해야 하나요?
수학능력시험 과목으로 지
정되는 ‘언어영역’은 사실 말
하자면 ‘한국어 수행능력 판단 시
험’입니다. 국어 또한 개별 언어이니 이
역시 위의 질문과 연결되는 답변이기도 하네
요. 언어학과의 과목을 전체적으로 살펴보았을 때 개
별 언어에 대한 이해도보다는 전반적인 언어를 분석하
는 것과 그에 따른 지식을 쌓는 과정이므로, 수능 성적과
언어학과 공부가 아예 무관하다고 할 수는 없지만 그렇다고 결
정적인 요소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글을 잘 쓰게(혹은 잘 읽게), 말을 잘하게 되나요?
개인의 언어 능력에 따라 달린 문제입니다. 그러나 코퍼스를 통해
보다 많은 어휘를 접할 기회가 있고, 음운론 및 의미론, 기호학을 공
부하면서 어떤 소리가 어떤 의미를 전달할 수 있고 어떤 상황에서는 말이 어떤
쪽으로 해석될 수 있는지, 또 말하고자 하는 것이 상대방에게 무슨 기호로 받
아들여질지 파악하는 과정을 거친다면, 그렇지 않은 사람보다 더 적절하고 매
끄러운 언어 수행 능력을 갖출 수 있는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합니다.

어떤 언어를 배우나요?
위 질문들과 비슷한 종류의 질문으로, 전공이 뭐냐 누군가 물으셨을 때 언어학
과라 답하면 반사적으로 되돌아오는 질문입니다. 어느 나라 언어? 한국어? 영
어? 일본어? 정확한 답은 ‘전부 다 혹은 하나도’입니다.
언어학은 전반적인 개념의 언어 혹은 그 원리를 배우면서 구체적 언어를 사례
로 이용하는 학문이므로, 많은 언어를 배우면서 그 안에 보편적인 혹은 특수한
원리를 공부하는 과정에서 이 언어 저 언어 다 접하게 되니까 ‘전부 배운다’라
고도 할 수 있고, 그렇다고 그 사례들의 언어를 사용할 수 있을 정도로 배우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하나도 배우지 않는다’라고도 답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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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명과학부

생명과학대학, Since 1996
Division of Life Sciences

모든 생명체의 본질을 파악한다
생명과학부는 생물학과와 유전공학과가 통합하여 만들어진 기초 생명과학을 선도하고 있는 학부입니다. 일반생물학을 비롯하여 유
전학, 세포생물학, 분자생물학, 생화학, 미생물학 등의 기본 생명과학 학문들로부터 인간, 동물, 식물, 미생물 등 모든 생명체들의 생
명현상의 원리를 배우고 탐구하며, 교직과정도 개설되어 생명과학 교사도 양성합니다. 즉, 세상에서 가장 높은 가치인 생명의 종합
안내소라 할 수 있는 생명과학부는 세계적 수준의 교수진, 대학원까지 이어진 탄탄한 커리큘럼으로 한국 최고의 자리에 있습니다.
수많은 타 대학들의 벤치마킹 대상으로 각광받는 과학 고대의 자랑, 고려대학교 생명과학부입니다.

http://ls.korea.ac.kr/

인간은 어떻게 살아있고, 어떻게 잘 살 것인가!
이 세상의 최대 미스테리란 역시 ‘생과 사’ 아닐까요? 가끔 우리는 왜 인간은 살아있는 존재와 죽어있는 존재로 구분되는지 우
리는 어떻게 살아가는 것인지에 대한 심오한 고민을 합니다. 또 내가 태어날 때 물려받은 부모님의 유전자, 사람과 비슷한 행
동을 보이는 원숭이 등 각각의 개체를 잇는 생명의 신비로운 특성들은 호기심을 자아내는 동시에 흥미롭기 그지없습니다. 생
명학은 이러한 생명체의 신비로운 현상을 이해하고 그 원리를 이용하여 인류가 당면한 의약품, 식품, 환경, 에너지 등의 문제를
풀어나가는 학문입니다. 그리고 그 목적은 바로 사람을 포함한 모든 생명체의 ‘본질’을 파악하는 것에 있습니다. 그렇기에 생명
과학은 단순히 ‘과학’이라는 이론적 의미에서 그치지 않고, 법학 · 심리학 · 사회학 등에도 유용하게 쓰이는 학문입니다. 즉 인간
의 본질을 잘 이해하여 인간과 자연과의 관계를 해명하는 것이 바로 생명과학입니다.

생명과학의 엔진 생명과학을 넘어 응용으로
생명과학은 사람을 포함한 모든 생물의 본질을 찾는 학문입니다.
다시 말해, 주어진 개체의 탄생으로 돌아가 본질을 찾아내는 이른바
회귀의 학문이라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인간의 한 유전적 특성을

이런 학생 생명과학에
• 생물, 화학, 물리 등 기초 자연과학의 고수다.
• 과학적 사고력과 창의성, 즉 과학적 센스가 탁월하다.

알아냈다고 가정해봅시다. 유전자 특수적인 문제가 검출되어서 원인

• 과학을 통해 인류를 구할 수 있다고 믿는다.

을 살펴보았더니 특정 돌연변이 유전자였습니다. 이렇게 김빠지는

• 생명에 대한 호기심이 많다.

한 문장이 생명과학의 결론일까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이 문장
은 결론이 아니라 또 다른 도식을 끌어낼 하나의 명제로 쓰입니다. 생명
학의 진정한 가치는 기초과학에서 판명된 진실을 사회학 · 심리학 · 법률학 등으로 대표되는 다른 학문에 적용할 때 발현됩니다.
생물통계학, 생물화학, 생물정보학, 생물과학을 위한 미적분학, 생명물리학 등 생명과학의 분류가 다른 학문에 비해 다양한 것
도 이런 이유입니다. 전혀 다른 것으로 보일 수 있는 두 가지를 연결해낼 수 있는 응용력, 생명과학의 핵심은 여기에 있습니다.

전공 수업 ƒ(화학) + {ƒ(생물)} + ƒ(물리) = 생명과학
세 친구가 모여 함께 TV를 본다고 생각해 봅시다. 마침 TV에 나오는 연예인은 세 친구 전부 좋아하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
이유를 물어보니 각자 좋아하는 이유가 다릅니다. 왜일까요? 그 연예인을 보고 좋다고 판단한 관점이 제 각각이었기 때문입니
다. 한 친구는 그의 생김새를 좋아했고, 한 명은 그의 품성을, 한 명은 그가 선전하는 라면을 좋아했습니다. 이렇듯 한 개체를 보
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생명과학은 한 개체를 여러 관점에서 분석하는 것을 기본으로 합니다. 만약 한 개체의 유전자를
분자 단위로 쪼개 알아내겠다고 한다면 생물학의 관점에서 알아봐야 하겠지요? 또 그 개체 내부의 화학반응은 당연히 화학적
관점에서 봐야 할 테고 다르게는 공학적으로도 볼 수 있습니다. 이처럼 기초과학의 갈래 안에서 생명과학은 보는 관점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 생명과학은 분자생물학, 생화학, 세포생물학, 유전학, 생명공학 등 생명체를 보는 관점에 따라
유형을 달리합니다. 그리고 각 기초과학적 관점에서 산출된 결론들은 사회과학의 범위를 가리지 않고 응용됩니다. 이렇듯 생명
과학은 과학의 전 범위를 크게 아우릅니다.

학과목에 대하여
유전 및 세포의 작용 원리를 파헤친다! 유전학, 세포생물학 체내에서 일어나는 생명현상을 세포 수준에서 연구합니다. 유전물
질의 발현이나 복제, 분해 등 현상의 기초 지식들을 배우고 세포들 간에 상호작용이나 원리 등을 배우는 학문이라 할 수 있습
니다. 유전학, 기능유전체학, 세포생물학, 생물정보학 등을 공부합니다.
생명현상의 분자수준 작용원리가 궁금하세요? 분자생물학, 생화학 생물체의 물질 조성, 생물체 내의 화학반응 및 분자들 간에
상호작용 등을 연구하는 학문입니다. 화학적 관점에서 생물체를 바라보는 연구방법으로 생화학, 분자생물학, 생물물리화학, 구
조생물학 등을 배웁니다.
생명을 조작할 수 있다?! 생명공학, 미생물학 생물체의 유용한 특성을 이용하기 위해 인위적으로 조작하는 기술입니다. 유전
자 조작, 세포 배양, 미생물이나 효소의 이용 등이 그 예죠. 학과목으로는 줄기세포학, 미생물대사학, 미생물유전학, 인체대사
체학 등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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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명과학부의 어제와 오늘
ࣥѾ@ॕŗ͙
Global Class(세계 석학 원격공동강의)
및 BT 전문가특강 교실에서 이론을 배우고
연구실에서 연구하는 것으로 끝이 아닙니다.
세계 생명과학 권위자의 특강으로 넓은 세상
을 보는 안목을 기릅니다.

생명과학부는 1996년에 출발한 학부조직으로 2000년에 통합된 생물학과와 유전
공학과를 전신으로 하고 있습니다. 2002년에는 생명과학대학의 단일학부 조직으
로 성장합니다. 현재는 2006년에 통합된 생명과학대학의 생명과학부로 2015년부
터 녹지캠퍼스의 생명과학관에서 자연계캠퍼스 하나과학관으로 이전하여 또 한
번의 도약이 기대됩니다. 하나과학관 4,000여 평의 공간과 200억 원 규모의 최첨
단연구기기, 동물실, 식물 배양실 및 온실과 쾌적한 강의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세계 유명 대학 공동 연구 및 공동 학위 프
로그램 세계 유수 대학들과의 교류를 통해 폭
넓은 시야를 가질 수 있습니다. 공동 연구뿐 아
니라 공동 학위프로그램으로 생명과학도로서
의 자긍심을 키웁니다.

생명과학 인턴쉽 프로그램 고려대학교 생
명과학부는 단순히 학문을 가르치는 데 그치지
않습니다. 업무를 통해 전문적 지식, 실무능력
을 키울 수 있도록 합니다.

교직과정 설치 과내 교직이수 프로그램을 통
해 학교 교사로 진출도 가능합니다. 교직 과정

생명과학부의 미래
Life Science, 21세기의 생명을
책임지다
유전자 조작을 이용해 내 자녀를 원빈, 김태희의 얼굴로 태어나게 할 수 있을까요?
터무니 없는 소리 같아 보이지만 생명과학 앞에 펼쳐진 미래엔 가능한 일일지도 모

은 중고등 교과목의 생명과학 접목과 교생실

릅니다. 예전에는 유전자 조작 식품 (GMO)이라는 게 만들어질지 아무도 짐작하지

습 시스템까지 체계적으로 갖추어져 있습니다.

못했습니다. 난치병의 치료는 생각지도 못했습니다. 그러나 생명과학의 발전은 짧
은 시간 내에 이 모두를 가능케 했습니다. 생명과학은 실로 연구할 분야가 무궁무

६@ڀĳέ@ঊত
뉴욕소재 Histogenetics 해외파견인턴쉽 싱

진하고, 그 쓰임새도 응용에 따라 무한대로 변할 수 있습니다. 어제까지 불가능하다
고 믿어왔던 것이 거짓말처럼 내 눈 앞에 펼쳐집니다. 멋지지 않나요? 진정한 인류

가폴 난양대와 교환학생 프로그램

애를 실현하기 위해 생명 과학은 이토록 21세기를 자극합니다.

мπ҆ɜ@ԩϿĜ।

블루오션

캠벨 생명과학 포커스
Campbell Biology in Focus,
바이오사이언스. 2014
생물학에 대한 이해를 높일 수 있도록 풍부한

●

생명과학 및 공학 기술을 이용한 의약학 및 산업신소재 개발, 의

생명과학

약학, 미생물 활용 기술, 식물관련 환경, 농업관련 연구를 하는 직

연구원

업입니다. 분자생물학, 세포생물학, 생화학적 지식이 주로 필요하

그림과 문제를 제시한 책입니다. 과학 탐구 질

며 고부가가치가 있는 생명공학 기술 개발에 주력함으로써 앞으

문을 제시해 탐구기술을 연습해보고, 가설을

로 없어서는 안 될 직업군입니다.

만들어보고, 실험을 설계하고, 실제 연구 결과
를 분석해볼 수 있도록 안내해주고 있습니다.

생명과학 개념과 현상의 이해
Reece 외 3인. Pearson Education Korea. 2011
광범위한 생명과학의 기본 개념을 설명하고,

●

생물학관련 데이터를 컴퓨터로 정리, 분석, 이용하는 방법을 연구

생명정보

하는 직업입니다. 연구소나 의료기관, 바이오산업체, 제약회사 등

학자

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는 떠오르는 직업입니다

생명 과학 지식을 생명과학 분야뿐만 아니라
다른 과학 분야와 더 나아가 사회문제에 이
르기까지 연결시킨 책입니다. 논리적인 그림
과 사진들로 복잡한 내용들을 이해하기 쉽고
전체적인 개념을 잡을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길을 가는 후배에게

생명과학
Raven 외 4인. 녹문당. 2012

이렇게 다를 줄이야! 고교시절 생각했던 전공에 대한 오해

생물학적 현상이 무엇이고, 그 현상이 어디서

여러분도 이미 알고 있듯이 중학교, 고등학교와는 다르게 대학교는 보통 4년 공부합니

부터 왔는지 알 수 있도록 안내하는 책입니다.
챕터 별로 명확한 주제를 제시, 가설 설정부터
검증까지 친절한 설명이 돋보입니다.

다. 그런데 이 4년을 어떻게 활용해야 할지 감이 잘 안 잡히실 거예요. 연애도 하고 싶
고, 내가 원하는 공부도 하고 싶고 여러 동아리 생활도 해보고 싶고 하고 싶은 모든 것
들을 4년 안에 다 하려면 머리가 뒤죽박죽이 될 겁니다. 여러분을 위해 대학 4년을 최
적으로 보낼 수 있는 팁을 알려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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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때는 꼭!

대학 시절의 꽃, 새내기! 선배들은 입을 모아 말합니다. ‘새내기 때로 돌아
가고 싶다’고요. 그만큼 이 1학년 시절은 절대 그냥 보낼 수 없는 시기입니다.
입학 전 2박 3일로 동기, 선배들과 떠나는 새내기 새로 배움터(새터)부터 고대인이 되
는 3대 관문인 사발식, 4.18 구국대장정, 고연전까지 신나는 행사를 맘껏 만끽합니다.
물론, 연애와 학점관리도 빼먹지 않는 센스를 발휘해야겠죠.

생명과학은 모든 생명현상에 대한 기초를 연
구하는 미래 지향적인 학문입니다. 인체 및 모
든 생명체들에 대한 아직도 해결되지 않은 많
은 궁금한 것들을 밝히면 인류 발전에 이바지

후배들이 들어오고, 본격적인 전공 수업을 듣는 시기입니다. 이 때쯤이면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생명관련 학문인 의학,

슬슬 내가 어떤 직업을 갖고 싶은지에 대한 구체적인 생각을 해야 합니다. 그

약학, 농학, 보건학, 환경, 식품 등 많은 학문의

에 맞춰 자신이 원하는 학회, 동아리에 들어갑니다. 학회 및 동아리 활동을 통해 다른
과 다른 학교 친구들과 교류하며 다양한 지식과 경험을 쌓아야 합니다. 또한 교환학생
을 가고자 한다면 토플 점수를 딸 최적의 시기입니다.
더욱 심화된 전공 공부가 요구되는 시기이며 학생들은 교환학생을 나가거
나 군대를 가는 것도 고려하는 시기입니다. 교환학생 제도를 통해 세계 대학에
서 공부하며 자신의 진로를 확실히 하거나, 인턴이나 공모전 등에 참가해 실질적 능력
을 키워나가는 시기입니다. 이중전공, 복수전공 등으로 타 전공의 수업도 듣습니다.

근간이 되는 기초를 담당하고 있어 많은 분야
로 진출할 수 있습니다.

ؑמɸ۾@מĚĜЃ
일반생물학, 화학의 기초, 생물통계
학, 생명물리학
미생물학, 세포생물학, 유기화학, 생
태학, 생명과학 실험
유전학, 생화학, 생리학, 분자생물학,
구조생물학, 기능유전체학, 식물분자

취직과 대학원 진학 등 졸업 후 행로를 준비하는 시기입니다. 연구 논문
작성과 실습 등이 주를 이룹니다. 이미 연구실에 들어가서 졸업논문 실험을 진
행하는 학생들도 많이 있습니다.

생물학
신경생물학, 암생물학, 면역학, 줄기
세포학, 염증생물학, 생물정보학, 바
이러스학, 단백질 생화학, 생명과학인

ʷ،π@F@।পH।ԩ@ۜࠛ@ঢʷI

턴쉽

생명과학부는 자주적 학생회 및 학번별 커뮤니티 활동이 활성화되어 있습니다. 전공

Ğͷ@ۜÿ@ч@֫ॼ

학술 동아리 LALS, 봉사동아리 디딤돌(이화여대 연합동아리), 농구동아리 장수하늘소,

교직과목 이수 후 생명과학 교사 자격증 취득

야구동아리 LS Helix, 당구동아리 당구벌레, 밴드동아리 소리하나, 축구동아리 ATGC,
LOIC 생명과학실천단 등이 있습니다.

ʅǷ@¡@ڀ
नÃ@ч@րԟ֯۽

।Ĝ@ҜԽ@ِĸ՜
소속 연구소로는 생명공학연구소, 곤충연구소,
국가생물방어연구소, 대기온도센서 연구단 등
이 있고, 생화학, 분자생물학, 세포생물학, 유전
학, 암생물학 연구실 등 현재 35개 연구실이 있

국가석학으로 선정된 최의주 교수님을 비롯하여, 분자세포생물학회 마크로젠 과학자

습니다. 고급 환경에서 다양한 연구를 할 수 있

상을 김윤기, 안지훈, 구승회, 손현규 교수님이 4회 연속으로 수상하여 국내 생명과학

는 곳, 바로 고려대학교 생명과학부입니다.

분야를 선도하는 우수한 교수진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2014년애는 본 학부의 식물연
구 그룹이 과학기술창의상(국무총리상)을 수상한 바 있습니다. 또한 상위조직인 대학
원 생명과학과는 BK21 PLUS 사업에 선정되어 학생들이 등록금 걱정없이 연구에 전
념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شڏԟ֬
분자생물학(Molecular Biology) 유전물
질과 관련된 원리를 분자수준에서 탐구하고
연구하는 학문

@ؽܙশݘ@ۉ

생화학(Biochemistry) 생물체는 어떻게 물
질을 조성하는지, 생물체 내에서의 물질의 화

연구기관 생명공학연구소, 화학연구소, 한국과학기술연구소, 식품의약품안전처, 질병관리본

학반응은 어떤 과정을 거쳐 일어나는지 화학적

부, 한국식품개발원, 독성연구소, 식품위생연구원, 농촌진흥청, 국립보건원연구원, 종합병원연

방법으로 연구하는 생물학의 한 분과

구소 등
기업계 식품, 바이오, 의공학, 환경보존 개선, 대체에너지 개발분야 등의 엔지니어, 기업체의 마케

생물공학 생물의 여러 기능을 공학적 시각에

팅·총무·인사 등 다양한 부서로 진출

서 해석하는 학문. 즉 생물적 기능 체계를 공학

학계 ¡ 교육계 국내외 대학원이나 의학전문대학원 진학, 교사, 대학교수 등

적으로 구축하고자 하는 학문 분야

정부¡ 공공기관 · 기타 변리사, 정부부처 및 공공기관 등

고려대학교 인재 양성 ¡ 진로 가이드북

115

생명공학부

생명과학대학, Since 1951
Division of Biotechnology

인류의 번영을 위한
Keyword, 생명공학
고려대학교의 생명공학관련 전공들은 1951년에 생명현상의 연구를 위해 설립된 후 2006년에 관련 전공들로 재편성되어 생
명과학대학 생명공학부로 통합되었습니다. 현재 26명의 교수진과 650여 명의 학부생, 200여 명의 대학원생으로 구성되어 있
으며, 생명과학대학은 2011년 중앙일보 대학평가 생명공학분야 1위를 차지하였습니다. 이에 속한 생명공학부는 국내 최대의
BT(BioTechnology)학부로 세계적인 수준으로 도약하기 위해 더욱 노력하고 있습니다.

http://bio.korea.ac.kr/

식물생명공학 · 동물생명공학 · 분자생물공학을 산업화하자
생명공학(Biotechnology)이란 생물체의 유용한 특성을 산업에 이용하기 위해 생화학적인 공정을 연구하는 학문으로 산업적으
로 유용한 제품을 만들거나 이러한 제품을 만드는 공정을 개선하기 위한 모든 기술을 연구합니다. 생물학이 단순히 생명현상
에 대한 연구를 목적으로 한다면 생명공학은 한발 더 나아가 이러한 생명현상 지식들 중 유용한 것을 골라 산업 전반에 응용,
적용한다는 차이점이 있습니다. 또한 생명공학은 크게 식물생명공학, 동물생명공학, 분자생물공학 등을 연구 대상으로 합니다.
식물생명공학은 식물의 성장 및 발달을 이해하여 친환경적이고 생산성이 높은 작물이나 고기능성 작물을 만드는데 목적을 두
고 있습니다. 동물생명공학은 동물생리나 동물의 유전정보를 연구하여 인간의 질병을 치료하기 위한 신약 개발, 이종장기 개
발, 유전자 치료에 관련된 연구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분자생물공학은 화학을 바탕으로 생명현상을 분자수준에서 해석하고 주
로 의약품과 식품 및 화학 산업 등의 분야를 대상으로 합니다.

생명공학의 엔진 섬세함과 상상력
현재 DNA의 구조가 나선형이라는 것은 일반적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는 사실입니다. 바로 이 구조를 처음 제시한 사람들은 왓슨과 크
릭입니다. 그들은 어떻게 이 구조를 알아냈을까요? 하늘에서 뚝! 하
고 떨어진 것은 아니겠죠? 이들 보다 앞서 여성과학자 프랭클린은
X선 회절 분석을 통해 DNA를 위에서 본 모습을 사진에 담아내었습
니다. 왓슨과 크릭은 이 사진을 보고 DNA의 구조에 대해 생각해내
게 되었습니다. 단순히 일정한 간격으로 배열된 무늬를 보고 나선구

이런 학생 생명공학에
• 생물에 많은 흥미를 가지고 있다.
• 성격이 섬세하고 꼼꼼하다.
• 풍부한 상상력과 기발한 아이디어가 많다.
• 논리적으로 생각하여 결과를 도출해내는 것을 좋아
한다.
• 평소 호기심이 많아 여러가지 실험을 하는 것을 좋
아한다.

조임을 알아낼 수 있었던 것은 바로 섬세한 관찰을 토대로 나선구조를
생각해내는 상상력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거대한 생명현상에서 우리가 연
구하는 부분은 아주 작은 부분일 것입니다. 이러한 연구를 위해 생명공학도로서 섬세함과 상상력은 필수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전공 수업
2학년 세포생물학I,II , 미생물학I,II, 동물생리학, 동물분자유전학, 해부조직학, 식물생명공학, 식물병리학, 유기화학I,I I, 효
소학, 미생물생리학 3학년 분자생물학I,II, 유전학I,I I, 생화학I,I I , 기능유전체학, 발생공학, 질병미생물학, 세포 및 조직공
학, 동물소재공학, 대사조절학, 면역공학, 유전자공학 및 실험, 동물분자육종학, 식물조직배양공학, 산업식물육종학, 화훼과학,
천연물공학, 식물이차대사조절학, 식물진균학, 식물약학, 식물병제어학, 미생물생명공학I,II, 합성생물학, 생물물리학, 생물화학
공학, 의약생명공학 4학년 암생물학, 내분비학, 생식의학, 줄기세포공학, 형질전환모델링, 생명정보공학, 리보핵산공학, 바이오
매스 및 바이오에너지공학, 산업미생물학, 식물유전자원공학, 생명공학현장실습, 생명공학인턴십

학과목에 대하여 생물체의 유용한 점을 산업에 응용하자
생물의 연구를 위한 기본과목
분자생물학 DNA의 구조와 특성을 바탕으로 생명현상을 분자수준에서 이해하는 학문 세포생물학 생물체의 기본 단위인 세포
의 구조와 기능에 대해 연구하는 학문 미생물학 미생물의 생명현상을 과학적으로 연구하여 정리한 학문 동물생리학 동물의 구
조적 요소들의 여러가지 기능을 연구하는 학문 식물생리학 식물 체내의 물질대사, 호흡, 생장과 같은 생리현상을 연구하는 학
문 유전학 부모의 형질이 자손에게 나타나는 현상인 유전을 연구하는 학문 생화학 생물체의 생명현상을 화학적 방법으로 이
해하는 학문

응용 과목
| 식물생명공학 |
식물병제어학 식물의 생장을 방해하는 병에 대해 알아보고 식물의 생산성을 높이는 방법을 생각합니다.
산업식물육종학 식물의 생산성과 가치를 높이기 위한 식물체의 육종 방법을 탐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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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훼과학 관상식물을 과학적으로 연구하여 생산하고 유통과 이용에 관한 부분을
폭넓게 공부하는 분야입니다.

ࣥѾ@ॕŗ͙

채소 및 허브학 채소작물의 재배와 생산 및 기능성 허브류에 관한 이론과 기술을

국외 대학 교류 및 학제 간 공동 학위 프
로그램 2006년부터 고려대-푸탄대-싱가포

| 동물생명공학 |

르 국립대는 생명공학 부분에서 공동프로그램
을 진행하여 학생과 교수를 교환하고 강의 커

해부조직학 조직의 자세한 구조와 미세한 형태를 다루는 과학입니다.
발생공학 세포공학이나 유전자 공학의 기술을 이용해 발생 초기 단계의 배에 인위

리큘럼을 공동개발하고 있습니다.

적 조작을 하는 기술에 대한 연구와 개발을 하는 학문입니다.

Group study program 활성화 및
Open-lab(학부연구원)운영 Group study

대사조절학 체내에서 일어나는 다양한 대사 경로가 어떻게 조절될 수 있는지에 대

program은 학생들이 수강하는 과목들을 잘
이해할 수 있도록 선배 멘토를 지원해주는 스
터디그룹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Open-lab은
학기마다 1번씩 운영됩니다. 학부생들이 자신

해 알아보는 학문입니다.
면역공학 질병의 원인을 밝히고 치료법을 개발하기 위해 면역현상을 연구하는 학
문입니다.
내분비학 동물의 몸속에서 호르몬이 분비되는 현상들을 연구하는 학문입니다.

이 관심 있는 전공의 실험실을 방문하여 어떠

동물소재공학 동물성 식품을 비롯한 각종 부가가치의 생산 또는 연구용 소재로 중

한 연구가 이루어지는지 살펴 보고 교수님과

요한 자원동물에 대하여 품종, 혈통관리, 번식관리, 생산물 품질관리 및 마케팅 등

대화의 시간을 갖는 프로그램입니다.

단계별 기초지식을 배웁니다.

실험 교육 콘텐츠 혁신 및 첨단화 우수한

| 분자생물공학 |

교육 프로그램을 통하여 학생들이 체계적으로
실험을 진행할 수 있도록 도와주며, 학교에 구

효소학 효소의 구조와 기능의 상관관계를 알아보고 효소의 분리, 정제 및 반응 매

비 되어있는 첨단 실험 도구들을 이용하여 실

커니즘을 이해하는 학문입니다.

험해볼 수 있습니다.

합성생물학 다양한 생체부품들을 이해하고 생체회로의 구성과 작동원리를 학습

취업설명회 개최 전공 관련 취업설명회를 개

합니다.

최하여 취업을 원하는 학생들이 원하는 정보를

분자바이러스생명공학 바이러스의 복제와 숙주와의 상호작용에 대해 기초지식과

얻을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응용지식을 알아봅니다.

생명공학 기업체 인턴쉽 추진 학교에서 기
업체와 학생들을 연결해주어 우수한 학생들이
기업에서 인턴십을 할 수 있도록 추천해줍니다.

мπ҆ɜ@ԩϿĚ।
MT 생명공학
최광열. 장서가. 2008
생명공학과에 진학하려는 학생이나 진로 지도
를 하는 교사에게 좋은 길잡이가 되고자 엮은 책
입니다. 쉽고 재미있게 읽을 수 있습니다.

생명공학으로의 초대
Ray V. Herren. 라이프사이언스. 2006
생명공학도의 기초입문서. 생명공학에 필요한

바이오매스 및 바이오에너지공학 재생에너지 중 바이오매스를 통한 바이오에너지
와 생화합물생산에 대한 과학적이고 공학적인 이해를 돕습니다.
생물화학공학 미생물의 배양, 반응동력학, 살균, 불용화 효소 등에 대해 배웁니다.

인간의 삶을 풍요롭게 하는
생명공학의 어제와 오늘, 그리고 미래
1973년 유전자 조작 기술 개발 이후 생명공학 기술이 보건 의료분야와 농 축 수산
분야 등에 다양하게 이용되면서 질병이나 식량 부족, 자원 부족 등과 같은 많은 문제
들에 대한 끊임없는 연구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후 시작된 ‘인간 게놈 프로젝
트’를 통해 2003년에 ‘인간 게놈 지도’가 완성되면서 또 다른 문제 해결 방법의 실

기초 학문 분야에 대한 설명은 물론 각 분야의 특

마리를 찾아가고 있기도 합니다. 아직까지는 DNA의 암호를 풀어낸 것에 불과하기

징과 기능이 포괄적으로 소개되고 있습니다. 각

때문에 앞으로 각각의 암호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밝혀낼 수 있어야 합니다. 그 암호

장의 초반에는 학습목표를 명확히 제시했으며 핵

의 의미는 질병을 일으키는 유전자를 찾아 치료제를 개발하거나 인간의 진화를 밝히

심용어와 확인학습 등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생명공학, 판도라 상자의 열쇠인가?
찰스 콜슨. 홍성사. 2009

는데 큰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이기에 많은 사람들은 인류가 농업혁명, 산업혁명, 정보
혁명의 시대를 지나 이제는 생명공학이 미래를 주도하는 시대에 살게 될 것을 예언합

이 책은 21세기 생명공학에서 윤리와 공공정

니다. 무엇보다 생명공학이 인간의 삶의 질을 한 차원 더 높여줄 수 있다고 생각하기

책에 대한 큰 논쟁이 일어날 것이라고 확신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DNA 지문 감식법은 현재는 정보가 불충분해서 이용에 한계가

하고 있습니다. 논란이 되고 있는 많은 문제

있지만 인종별 데이터와 각 개인별 데이터가 축적된 경우 범인을 체포하거나 친자확

들 속에서 생명공학이 발전함에 따라 꼭 짚고
넘어가야 할 시대적 요청에 대한 답을 제시하
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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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하는 학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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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이 100% 가능하게 되는 등 여러 가지 사안에 강력한 증거로 사용될 수 있습니다.
또한 유전 공학에 의한 유용 단백질의 생산은 더욱 효과적이고 가격이 저렴하며 더

욱 정제된 형태가 될 것이므로 질 좋은 의약품과 식품 첨가물 등을 싼 값에 생산할 수
있을 것입니다. 현재의 유전 공학 기술로도 제초제에 견디는 농작물, 해충에 강한 농작
물 등 유전자 변형 생물을 만들었고 또 새로운 것들의 개발이 가능할 것으로 예측되기
때문에 인류가 겪게 될 식량 문제를 해결할 대안으로 여겨지기도 합니다.

블루오션
●

당뇨병은 인슐린 호르몬이 부족할 때 발생되는 질병입니다. 이를 치

생물의약

료하기 위해서는 체외에서 생산된 인슐린을 체내에 공급해 주어야

저는 고등학교 때 물리를 너무 좋아해서 다른
대학교 전자과에 입학했었습니다. 전공에 대
해 자세히 알아보지도 않고 “난 물리가 좋으니
까 당연히 전자과로 진학해야지!”라고 생각하
며 학과를 결정했습니다. 막상 대학에 와보니

합니다. 생물의약 분야 기술을 활용하여 인공적으로 인슐린 유전자

제가 생각했던 공부 내용과 배우는 내용의 큰

를 미생물에 집어넣어 많은 양의 인슐린을 생산하여 이를 당뇨병 치

차이로 많이 방황했었습니다. 저는 순수 물리

료에 이용할 수 있게 됩니다. 장기이식이 필요한 환자를 위해 유전자

쪽을 공부하고 싶었는데, 실상은 프로그래밍과

재조합 기술과 면역억제 기술을 이용하여 이종 장기를 생산하고 환

같은 응용 학문에 더 중점이 있었기 때문에 흥
미를 끌지 못했습니다. 그러던 중 우연히 생물

자들에게 이식하는 방법과 질병 치료를 위한 신약 개발 등을 연구하

학 교양 수업을 듣게 되었고 생명현상을 이야

고 있습니다.

기하듯 차근차근 풀어나가는 생물학의 논리가
재미있어, 고려대학교 생명공학부에 다시 들어

●

공장에서 배출된 하수나 생활하수 등을 분해하는 미생물의 연구를

오게 되었습니다.

생물환경

통해 물을 정화하는 방법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또한 대기오염의 경

잘못된 선택 후 얻은 깨달음을 통해 전공에 대

우에 미생물을 이용한 대기 탈황장치나 탈취제를 만들어 공기를 정
화하기도 합니다.

해 충분히 고민하여 학과를 결정하고 좀더 만
족스러운 대학 생활을 할 수 있었습니다. 자신
의 전공이라는 것은 4년동안만 공부하는 것이
아니라, 어쩌면 자신의 인생에서 오랜 시간을

●

연료용 에탄올을 개발하고 메탄 발효를 통해 석탄 연료를 대체할 방

함께할 학문입니다. 그래서 좀 더 신중히 고민

바이오에너지

법을 찾고 있습니다. 또한 녹말을 이용한 플라스틱 대체 제품을 만들

하여 선택해야 하는 것입니다. 물론 고등학생

및 자원

어 환경오염 방지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 대학교 수업을 들을 기회도 없고, 수능 공
부만 하기에도 벅찬 시간일 수 있지만 흥미 있
는 전공에 관련된 다양한 책을 보거나 관련 연
구소 탐방, 전공 선배와 이야기 나누기 등 여
러가지 간접경험을 통해 후회 없는 선택을 했

길을 가는 후배에게

으면 합니다.

이렇게 다를 줄이야!
생명공학부라고 하면 흔히들 의 · 치전원이나 약대를 준비하기 위해 진학하는 학부로 많이
생각합니다. 그러나 막상 전공을 배워보니 다양한 분야로의 길이 많이 열려 있었습니다. 일
단 생물학 자체가 범위가 워낙 넓기 때문에 크게 동물생명공학, 식물생명공학, 분자생물공
학 등으로 나눌 수 있고, 그 안에서도 더욱 세분화된 전공들이 있어 연구를 목적으로 한다
면 갈 수 있는 전공의 길이 무궁무진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동물생명공학의 경우 화장품
회사나, 제약회사, 축산회사 등에 취직해서 화장품이나 약품 연구를 하거나, 가축의 생산성
과 품질을 향상시키는 일을 하게 됩니다. 식물생명공학의 경우에는 유전자 조작 식품 생산
에 기여해서 원하는 식물체의 생산력을 향상시키거나 제초제나 농약 등을 개발해서 농산물
의 생산력을 향상시키거나 우수한 품종을 개량하는 일을 하게 됩니다. 분자생물공학의 경
우에는 생물학 현상을 분자적 개념으로 접근하여 모든 생물학 분야에 많이 쓰이며, 동물학
이나 식물학을 연구하는 방법으로 많이 사용됩니다. 또한 이처럼 다양한 연구의 길 외에도
법을 공부하여 생명공학에 관련된 특허 업무를 담당하는 변리사도 될 수 있으며, 경영이나
경제를 이중 전공하여 제약회사의 마케팅 부서로 취직하는 학생들도 있습니다. 이처럼 생
명공학 내에서도 진출할 수 있는 분야가 무궁무진하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고 자신에게 잘
맞는 직업을 찾아보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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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때는 꼭!

ؑמɸ۾@מĚĜЃ
전공과정을 들어가기에 앞서 ‘생물
학’, ‘화학’ 등 기초 학문을 배우게 됩
니다.
‘세포생물학’, ‘미생물학’, ‘유기화학’
등이 3, 4학년 진입 전 수강하면 좋

20살, 다양하게 도전하라! 억압되어 있던 생활에서 벗어나 자유로운 생
활을 만끽하세요. 학과 모임에도 꼭 참석하고 술도 마시는 경험을 해보세요.
본격적인 전공 수업을 듣기 전 교양 위주의 수업을 듣기 때문에 약간의 시간적 여유
와 마음의 여유가 있을 때입니다. 따라서 다양한 인맥 쌓기와 취미활동을 해볼 것을
추천합니다.

은 과목들입니다.

기초 전공 공부 워밍업! 이때부터는 기본이 되는 전공 수업을 듣게 됩

‘분자생물학’, ‘유전학’, ‘생화학’ 등
‘암생물학’, 생명정보공학’ 등 보다 심

니다. 기본과목들이니 차근차근 잘 배워두어 기초를 다져두기를 바랍니다.

화된 과정을 배우게 되고 졸업 전 취

또 자신의 전공과 관련된 공모전에 참여하거나, 관심 있었던 주제의 실험실에서 학

업과 현장체험을 위해 ‘생명공학현장

부연구생 생활을 하며 자신과 세부전공의 적합성을 찾기 바랍니다. 전공의 어느 한

실습’, ‘생명공학인턴십’ 등의 과목이
개설되어 있습니다.

세부 분야에만 집중하기 보다는 다양하게 섭렵하여 자신과 가장 잘 맞는 분야를 찾
아보세요.
미래 직업을 설계하다. 1·2학년을 통해 자신의 전공에 대한 전반적인
이해가 되었다면 자신이 흥미 있는 세부전공들을 몇 개 골라 집중적으로
수업을 들어봅니다. 앞으로 자신이 무엇을 하면 잘 하고 즐길 수 있을 지를 생각해
보며 자신의 진로를 결정합니다. 1·2학년 때 다양한 경험을 해봐야 진짜 자신에게
맞는 진로를 찾을 수 있겠죠? 예를 들면 회사에 취직하기로 마음먹었다면 공인영
어 점수, 관련 자격증 취득을 위해 공부해야하고 기업체 인턴십 등의 기회도 놓치
지 않고 해봐야 합니다. 1·2학년 때 쌓아둔 인맥들이 많다면 더 쉽게 많은 정보도
얻을 수 있을 것입니다.
꿈은 이루어진다. 자신이 선택한 진로에 도전해보세요. 4년동안 간절
히 원하고 노력해왔다면 반드시 좋은 결과가 있을 거에요. 제약회사 취업
을 원한다면 먼저 자신이 가고자 하는 회사의 채용일정이나 기본 정보들을 알아내
야 합니다. 그 후 원서를 지원하고 1차 합격이 되었다면 면접을 보게 됩니다. 자신
이 그동안 이 직업을 얻기 위해 항상 노력해 왔다는 것을 보여준다면 좋은 결과는
당연합니다.

Ğͷ@ۜÿ@ч@֫ॼ
생물공학기사(Engineer Bioprocess)
생물분류기사(Engineer Biology Classification)

ʷ،π@F@ِĸ՜H।ԩ@ۜࠛ@ঢʷI
LOIC Life Officer In and out Campus의 줄임 말로 생명과학대학의 기획봉사캠페
인을 실시하는 동아리입니다. 이면지로 공책 만들기, 아프리카 아이들에게 안경 보
내기, T-Project 등 다양한 형태의 캠페인을 통해 환경에 대한 사람들의 관심을 높
이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FREAKS FREAKS는 생명과학대학의 밴드 동아리로 멤버들이 대부분 생명공학부
학생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15년이라는 짧지 않은 전통을 가지고 있으며 매 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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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 정기 공연을 합니다.
ATGC 생명과학대 내의 유일한 축구동아리! 이름에서부터 생명과학이 느껴지지
않나요? 11년도 고려대학교 총장 배 축구대회에서 무려 준우승까지 차지한 실력
파 동아리입니다.
상록패 늘 푸르름을 열어가는 상록패는 고려대학교에서 몇 안되는 사물놀이 동아

ʅǷ@¡@ڀ
नÃ@ч@րԟ֯۽

리입니다. 대부분의 구성원이 생명공학부 학생으로 이루어져 있고, 그 실력은 고려

김형기 교수팀 뇌종양줄기세포와 혈관세포

대학교에서 최고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의 상호작용 조절에 의한 악성뇌종양 억제 확

KUAS Korea University Association for Synthetic biology의 줄임 말로 iGEM을
준비하는 사람들이 모인 동아리 입니다. iGEM은 국제 합성생물학 대회로 합성생물
학에 관련된 주제를 선정하여 여러 가지 실험을 통해 얻은 결과를 발표하여 우승자

인 (2014. 8)

유승권 교수팀 암 유전자 없이 iPS세포 제조
성공 (2014. 6)

황광연 교수팀 프롤릴 tRNA 합성 효소의 허

를 가려내는 대회입니다. 생명과학대학 내의 유일한 학술 동아리로 합성생물학이나

브 추출물에 의한 억제 기작 규명 (2013. 10)

실험에 관심이 많은 학생들에게 추천합니다. 물론 이 외에도 여러분이 만들고 싶은

한성옥 교수팀 Cellulosome기반 신개념 BT

동아리가 있다면 뜻이 있는 사람들을 모아 직접 만들 수도 있습니다. 자신에게 맞
는 동아리를 찾아서 활동하는 것도 대학생활의 또 다른 낭만이겠죠?

Tool 개발 (2013. 9)

김종훈 교수 연구성과 ‘2012년도 학술적가
치가 높은 연구성과 TOP 5’에 선정 (2013. 2)

@ؽܙশݘ@ۉ
졸업생 수 약 600여 명(생명공학부로 개편한 2006년도 이후)
졸업 후 사회진출 현황
학계 ¡ 연구소 교수, 교사, 생명공학연구소, 보건환경연구소, 의약관련연구소, 농촌진흥청, 농림수
산관련연구소, 해양연구소, 기타 기업체연구소
기업계 의약, 환경, 식품, 비료, 화장품 등의 제조 · 판매업체, 이오기기회사 등
정부 ¡ 공공기관 ¡ 법조계 변리사나 변호사, 환경 · 보건직 공무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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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공학과

생명과학대학, Since 1968
Division of Food Bioscience & Technology

식품, 세상에 인간이 있다면
언제까지나 함께할 그것
식품공학과는 고려대학교 생명과학대학 소속으로 국내최대의 식품공학 전문 교육기관입니다. 2008년에는 CJ로부터 70억 원의 연
구자금을 유치하여 자연계 캠퍼스에 식품안전 전문 연구소를 설립하였는데 이와 같은 큰 규모의 투자유치는 국내에서 흔치 않은 성
과였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앞으로도 교육, 연구, 그리고 산업체와의 협력을 통한 식품공학 분야의 무궁무진한 발전이 기대되는 학
과입니다. 현재는 다양한 식품 및 바이오 분야에서 10개 연구실이 운영되고 있으며 대학원생들의 국내, 해외 유명 연구실로의 파견
이 이뤄짐과 동시에 국제공동연구 또한 활발히 이뤄지고 있습니다.

http://foodscience.korea.ac.kr/

식품 없이 아무도 생존할 수 없다
식품공학이란 말 그대로 ‘식품’을 연구하는 학문으로 식품의 중요성은 많은 말을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사람들이 활동하기 위
해 에너지는 필수이고 식품이 바로 그 에너지원입니다. 따라서 식품은 인간이 존재하는 한 지구상의 모든 곳에 어떤 형태로든
존재하여야만 할 것입니다. 기술의 발달과 시대의 흐름은 식생활 문화에도 많은 변화를 가져왔습니다. 바쁜 일과로 시간이 부
족한 현대인들에 맞게 개발된 수백 가지의 즉석조리식품은 가장 단적인 예일 것입니다. 이 과정에서 많은 역할을 담당하는 것
이 바로 식품공학입니다. 이제 식품공학은 음식을 단순히 열량을 내는 1차원적인 역할을 넘어 다양한 기능을 가진 기능성 식
품으로 새로 태어나게 하는 산파 역할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안전하고 가치 있는 식품과 그 원료를 개발하고 식품
생산기술을 첨단화하는 것 역시 식품공학의 몫입니다. 좀 더 건강하고 신선한, 보다 다양하고 유익한 식품을 만들기 위한 식품
공학과의 기술 연구는 지금도 멈추지 않고 있습니다.

식품공학의 엔진
도전하라, 실패하라, 다시 도전하라
식품공학은 식품을 요리하는 학문이 아닙니다. 더 나은 식품을 개발
하는 학문으로 더 맛있고 몸에 좋으면서 편리하고 안전한 식품을 만
들어내기 위한 학문입니다. 그래서 도전정신이 필요합니다. 누가 3분

이런 학생 식품공학에
• 식품 개발을 위한 수없이 많은 임상 실험에서 객관적
으로 사고하고 날카로운 매의 눈으로 결과물들을 관
찰할 수 있다.
• 첨단기술을 식품에 적용할 수 있는 창의성과 응용력
이 뛰어나다.

이면 밥이 될 것이라 예상할 수 있었을까요? 삼각형모양 김밥, 잠깐

• 상상을 감히 실현해 옮길 도전 정도는 두렵지 않다.

끓이거나 전자레인지에 데우기만 하면 완성되는 음식들, 먹으면 건강

• 평소 식품을 좋아하고 관심도 많다.

에 도움이 되는 식품과 약들, 오랫동안 신선도를 유지하는 식품들 전
부 상상이나 할 수 있었을까요? 이것들은 누군가의 도전에서 시작된
것입니다. 처음에는 이 같은 생각들이 무모하다는 비판을 받고 환영 받
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꿋꿋이 도전하고 실패를 거듭하여 우리 식탁에 오를 수 있었습니다. 단 한 번의 시도로 완성되는 발명은
없습니다.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는 우직한 도전정신, 그 배짱으로 지금도 우리의 식탁은 변화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전공 수업 음식을 식품으로 만드는 방법 배우기
식품의 생산, 가공, 저장, 유통, 소비까지 전반적인 영역을 포함하여 건강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음식에 대한 종합적인 이론과
응용 기술을 연구하고, 교육하는 분야가 식품공학입니다. 따라서 식품공학은 화학, 생물학, 공학 등의 지식은 물론이고 생명공
학, 유전공학, 전자공학 등을 모두 응용하는 첨단과학입니다. 우선 식품공학에서 다루는 식품 원료는 식물과 동물에서 기초하기
때문에 화학, 미생물학, 물리학의 지식을 필요로 합니다. 또한 이것을 가공하는 데에는 기술이 필요하고 영양과 효율도 모두 고
려해야 합니다. 그래서 식품공학은 식품의 영양학과 생화학, 유통과 관련된 경제학의 내용까지도 포함합니다.

학과목에 대하여
기본이 있어야 응용을 할 수 있습니다. 기본적인 원리와 성질에 관해 식품화학, 식품생화학, 식품물리화학, 식품저장학
어떤 재료가 좋을까요? 식품 원료에 관해 과실채소류과학, 곡류과학, 과실채소류과학 실습, 곡류과학 실습
어떻게 가공하면 좋을까요? 가공방법에 관해 식품발효공학, 식품가공공정, 식품기기분석학, 식품효소공학, 식품포장학, 식품위
해요소관리학, 식품산업현장실습, 유가공학, 육가공학, 건강기능성식품학
절대 잊어서는 안 되는 위생과 안전성 식품법규, 식품위생학, 식품안정성, 식품분석학, 식품독성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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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공학의 어제와 오늘
ࣥѾ@ॕŗ͙
2010년 생명과학대학 전 학과 모두 BK21
(Brain Korea) 선정 BK21은 Brain Korea
21을 뜻하며 한국 연구재단에서 실시하는 사
업으로 연구중심의 대학, 인재양성, 근본적인

누구에게나 맛있는 식품을 에너지와 영양의 공급원인 식품은 인간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요소라 할 수 있습니다. 과거 배고팠던 시절에는 식품의 대량 생산에 초점
을 맞추어 공정이 발달하였습니다. 하지만 경제 발전 및 품종 개량 등으로 식품 공
급의 양이 향상되고 인간의 생활수준이 향상됨에 따라 더 맛있고 더 질 높은 식품
에 대한 욕구가 늘어나게 되었습니다. 또한 바쁜 현대인의 생활에 맞추어 점차 조

기술 개발을 목표로 삼고 있으며, 지정된 학교

리하기 간편하고 맛있는 식품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였고 이러한 변화에 따라 위

와 학과에 대규모 연구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생적인 생산 공정과 식품의 가치 및 상품성을 높일 수 있는 기술이 요구되고 있습

11,000평 규모의 생명과학관 고려대학교

니다. 또한 냉동냉장 식품, 레토르트 식품 등의 간편 조리 식품과 고부가가치 기능

생명과학대학은 국내 최대 규모를 자랑하며,

성 식품 등의 시장이 활성화되어 있습니다. 식품공학의 길도 이에 발맞추어 한걸

생명과학대학만을 위해 동관, 서관, 녹지관에
최신 시설의 강의실, 강당, 연구실, 실험실을 갖

음 더 나아갔습니다.

춘 특화된 건물을 가지고 있습니다.

CJ 식품안전관 식품공학연구를 위해 특화된
연구소로 2008년 CJ(주)로부터 70억 원의 연
구자금을 유치하여 세워졌으며 식품안전 교육
과 연구의 중심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 기업과의 산학연계 국내외 여러 유명

식품공학의 미래
더 맛있게 더 쉽게 더 건강하게

기업, 중소기업과의 산업체-학교 연계를 통하

식품은 신선하고, 다양하고, 몸에 좋고, 또 맛있어야 합니다. 아무리 좋은 음식이라

여 많은 연구를 함께 진행 중입니다. 산업체는

한들 맛이 없다면 또 아무리 맛이 있는 음식이라 한들 몸에 좋지 않다면 그것은 사

대학에서 우수한 인력과 최신 실험실을 빌리고
대학에서는 다양한 인턴십 기회와 장학금 등
많은 혜택을 받고 있습니다. 이것은 식품공학
과의 엄청난 잠재력을 대변해 주고 있습니다.

람들에게 상품으로 가치가 없습니다. 최상의 맛, 최상의 품질은 식품공학의 궁극의
목표입니다. 이제 식품공학은 어떤 재료로 어떤 식품을, 어떤 기술로 생산해낼 것
인지도 끊임없이 연구합니다. ‘웰빙’ 열풍에서 알 수 있듯이 오래오래 건강하고 싶
은 인간의 소망이 식품공학의 열기를 더하고 있는데, 배부름을 위한 식품의 1차적
인 역할을 넘어 인간에게 건강을 선물하고 편리함과 즐거움까지 선사할 식품들에
대한 요구가 계속되기 때문입니다. 또한 식품시장이 활성화됨에 따라 다양한 식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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들에 대한 검증과 믿을 수 있는 안전한 식탁을 지켜내는 식품공학의 역할도 점점
커져가고 있습니다.

알기 쉬운 식품공학
고정삼. 유한문화사. 2004
실제 대학에서 배우게 되는 식품공학과 유사
한 구성으로 제작되어 어렵고 다가서기 힘든

블루오션

식품공학을 조금이나마 쉽게 접해 볼 수 있는
책입니다. 생소한 개념의 생화학이나 식품연구

식품공학은 기술집약적, 저공해, 에너지 절약의 특성을 지니며 21세기의 생물공학

에 필요한 단위표기, 단위 환산 등 전체적인 내

시대를 주도할 미래형 기술입니다. 또한 사람들의 전체적인 삶의 질이 향상되면서

용을 쉽고 빠르게 만나볼 수 있도록 여러분들

식품의 가치가 재평가되고 있습니다. 단순한 맛을 넘어 건강을 챙기는 방향으로 발

을 도와줄 것입니다.

전이 기대되고 있습니다.

음식혁명
존 라빈스. 시공사. 2002
이 책을 쓴 저자는 바로 미국 최대의 아이스크
림 회사 ‘베스킨라빈스’의 상속자 존 로빈스입
니다. 현시대의 음식과 인간의 관계를 다시 생
각해보게 하는 책으로 음식의 발전방향과 중요

●

다양한 건강기능식품, 의약품 등의 수요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습

건강 기능성

니다. 예를 들면, 체중감량에 도움을 줄 수 있는 물질을 포함하고

식품

포만감을주며 칼로리를 낮춘 식품이나, 눈 또는 간 기능을 향상

성들을 풀어 낸 책입니다. 식품공학에 관심이

시켜주는 음료나 음식, 약품들이 출시되고 있습니다. 사람들의 꾸

있는 학생이라면 앞으로의 식품공학 발전방향

준한 관심과 끊이지 않는 기대감 덕분에 기능성 식품의 연구가

을 가늠해볼 수 있을 것입니다.

촉망 받고 있습니다.

●

조상 대대로 전해 내려오던 전통식품의 과학화는 현대인들에게

전통식품의

많은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한국인이라면 한국 음식을 찾는 것

과학과

은 인지상정일지 모릅니다. 대표적으로 김치가 대량생산, 유통됨
은 다들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김치의 발효과정, 양념 배합 등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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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적으로 체계화하여 더 나은 맛을 찾아가고 있으며, 입맛에
따라 그리고 종류별 특색을 살려 한국의 김치를 하나의 브랜드
로 만들어 가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한과, 전통음료, 전통음식
들의 맛을 재현하는 것을 넘어 새롭게 재해석 하는 연구가 이뤄
지고 있으며, 한국 특유의 맛과 멋은 외국인들의 이목을 집중시
키고 있습니다.
어느 정도의 긴장감과 스트레스는 수험생의
원동력이 될 수 있지만 지나친 스트레스는 자

●

환경과 문화는 쉬지 않고 빠르게 변화하고 있습니다. 식생활문화

식품소재의

도예외는 아닙니다. 따라서 이런 변화에 맞춰 안전하고 부가가치

개발

가 높은 식재료와 가공방법, 유통과정이 꼭 필요합니다. 새로운

졌다고 해서 반성할 수는 있겠지만 슬퍼하지

식품소재의 개발은 멈추어서는 안 될 과제입니다.

는 마세요. 자신을 한 번 더 믿어 주세요. ‘이렇

신을 갉아먹습니다. 우리에게 가장 중요했던
성적이 생각보다 너무 안 올라서, 아니면 떨어

게 했는데도 난 안 돼’라는 마음이 들 때, ‘어떻
게 이뤄낼 것인가’에 대해 고민 하다 보면 놀

길을 가는 후배에게

라운 일이 펼쳐질 것입니다.
여러분은 믿지 않겠지만, 지금 대학생 형, 누
나, 오빠, 언니들은 수험생이었을 때가 행복했

이렇게 다를 줄이야! 고교시절 생각했던 전공에 대한 오해

다는 이야기를 종종 한답니다. 그 시간은 생각

식품공학, 대부분의 고등학생들처럼 전공에 대한 아무런 지식이 없을 때는 그저 ‘식품

보다 행복한 시간입니다. 금방 지나가버리는

에 대해 공부한다.’ 정도로만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물론 이 역시 틀린 말은 아니지만

시간이고, 지금은 지루하고 막막하겠지만 다

식품공학은 예전에 생각했던 것 이상으로 더 고차원적이고 융합 학문적이고 훨씬 근사

시는 돌아오지 않는 시간이기도 합니다. 저는
한 가지 목표를 위해 마음껏 꿈꾸고 노력하는

한 학문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흔히들 식품공학의 ‘식품’이라는 단어에서 전해지는 느

여러분이 멋지게 보입니다. 한 번씩은 누구나

낌 때문에 그저 고등학교 때 친하던 영양사 누나들 혹은 요리사를 떠올리는 경우가 많

거쳐야 하고 이겨내야 하는 이 인생의 과정,

은데, 이것은 오해입니다. 사실 포인트는 ‘공학’ 이라는 단어에 있습니다. 물론 조리과학

멋지게 이겨내시길 바랍니다.

이정화2010

이라던지 미생물, 화학 등 이 모든 게 포함된 것이 식품공학이지만 가장 핵심은 여러 다
양한 학문들을 기본으로 하여 ‘공학적으로’, ‘무엇을 어떻게 가공하여 어떤 새로운 식품
을 개발할까’에 맞춰져 있다고 생각합니다. 전공과목을 배우다 보면 느낄 수 있습니다.

이때는 꼭!

CC! 풋풋함의 대명사, 새내기. 낭만이 넘치는 캠퍼스에서 사랑하는 연
인과 많은 시간을 함께할 수 있는 캠퍼스커플. 이제 스무 살이라면 누군가
를 진정으로 뜨겁게 사랑할 줄도 알아야 하지 않을까요. 두 번 다시 오지 않을 스무
살의 소중한 사랑을 통해 넌 어른이 되어있을 겁니다. 봄여름가을겨울 그(녀)와 함
께 걷는 캠퍼스에서 인생의 아름다움을 꼭 느껴보길 바랍니다.
동아리! 다양한 전공의 사람들과 비슷한 관심사를 가지고 어울릴 수
있는 대학생활의 꽃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 분야에서 엄청난 전문성으로
무장한 고려대 동아리들⋯ 단지 이력서에 한 줄 넣을 동아리가 아니라 평생 소속감
을 느끼며 좋은 사람들과 함께 실력과 추억을 쌓을 수 있는 동아리를 찾아서 열심
히 활동해 보길 바랍니다. 학교생활이 한층 더 재미있고 풍부해질 것입니다.
학생회! 모두가 전공 공부에 허덕이고 이제 슬슬 자기만의 스펙 쌓기
로 바쁜 이 시기에 학생회가 웬 말이냐 하겠지만, 오히려 학년이 올라가서
경험하는 학생회는 학교와 사회에 대한 시야를 넓혀주며 자신만의 리더십과 헌신
그리고 봉사심을 기를 수 있는 최고의 기회가 되어줄 것입니다. 학교와 학과에 애
정을 갖고 다른 이들을 위해 일 할 줄 아는 멋진 후배님들을 기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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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여행! 졸업이 얼마 안 남은 4학년, 혹시 세계 여행을 다녀왔나요?
졸업 전에는 꼭 중장기적인 세계여행을 다녀오길 추천합니다. 넓은 세상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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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니며 만나는 다양한 문화와 사람, 음식 그리고 가치관들은 더 큰 사람으로 만들

일반화학, 일반생물학, 생물통계학,

어줄 것입니다. “나는 어떤 사람이 될 것인가”에 대한 질문에 스스로를 솔직히 만날

생명물리학

수 있는 세계여행을 가보라고 꼭 추천합니다.

식품과학기초, 식품화학, 식품물리
화학, 유기화학, 식품미생물학, 공업
수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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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분석학, 식품생화학, 식품위생

백호 생명과학대학 축구 동아리. 장수하늘소 생명과학대학 농구 동아리. 빛과 소리

학, 식품법규, 식품생물공학, 식품안

영화를 즐기는 영화 동아리. 편집국 생명과학대학의 언론기관. FREAKS 생명과학

전성, 곡류과학, 식품위해요소중점관

대학 밴드 동아리. 아그릭스 생명과학대학 야구 동아리. 상록패 생명과학대학 풍

리학, 식중독세균학, 식품공학, 유가

물 동아리. 여행스케치 여행을 좋아하는 생명과학대학학생들의 여행 동아리. 소리

공학, 근육식품학
건강기능식품학, 식품독성학, 발효산

하나 생명과학대학의 자타공인 가수들의 노래패 모임.

업미생물학, 과실채소류과학, 식품저
장학, 식품산업현장실습, 식품포장공
학, 식품산업인턴쉽,

।Ĝ@ҜԽ@ِĸ՜
식품생물공학 실험실 http://www.biofuels.or.kr

֬ॄĚ।Ĝ

• 지도교수 김경헌 교수님, 연구분야 식품 및 바이오 소재의 개발¡생물공정개발 및

vs֬ॄٙح।Ĝ

근육식품학 연구실 http://wizard.korea.ac.kr/user/kufaculty/4_3-01.html

식품공학과 식품의 원료, 개발, 가공, 유통, 소

• 지도교수 김병철 교수님, 연구분야 식품으로 사용 가능한 다양한 육류의 해부

비에 대해 전반적인 연구를 하여 새로운 식품,

및 생리적 기능 파악, 도체평가, 육류를 이용한 식품개발에 대한 연구를 수행하

새로운 가공방법, 새로운 유통방법을 개발해
내는 학문으로 ‘어떻게 가공하여 어떤 새로운
식품을 개발할까’에 초점을 둡니다. 연구, 개
발, 관련 공무원으로서의 진출이 활발합니다.

식품영양학과 식품의 영양소와 인체의 상호

시스템 생물공학에 대한 연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고 있습니다.
식품미생물학 실험실 http://koreafm.weebly.com
• 지도교수 김세헌 교수님, 연구분야 식품 내 존재하는 미생물에 대한 연구와 이들
을 제어하기 위한 연구를 실행하고 있습니다. 특히 Lactic acid bacteria가 생성하

관계를 통해 건강한 식생활에 대해 최적의 제

는 생리활성 물질에 관한 연구에 중점을 두어 실시하고 있으며 이를 식품산업에

안을 제시하는 학문으로 식품들의 영양소를 고

접목할 수 있도록 우유 및 유제품에 관련된 연구도 연계하여 진행하고 있습니다.

려해서 ‘어떻게 먹을까’에 초점을 둡니다. 영양
학에 특화된 교과과정을 받기 때문에 영양사로
의 진출이 활발합니다.

شڏԟ֬
생명공학(Biotechnology)은 생물이 가지고 있
는 기능을 공학적으로 이용하려는 기술미생물학

식품미생물학 연구실 http://foodmicro.korea.ac.kr
• 지도교수 류지훈 교수님, 연구분야 식중독 발병의 원인이 되는 병원성 세균과
곰팡이의 생리적 특성, 위해 미생물의 살균기술의 개발, 화학적 또는 천연 살
균소독제의 개발, 경쟁적 배제제의 연구 등에 초점을 맞춘 연구를 주로 수행하
고 있습니다.
생물고분자공학 연구실 http://pack.korea.ac.kr

(Microbiology) 보통 육안으로 관찰이 불가능 한

• 지도교수 박현진 교수님, 연구분야 천연 고 기능성 생 고분자를 생산하여 이를

조류 · 진균류 · 원생동물 · 세균 · 리케차 · 바이러

원료로 한 코팅, 필름, 캡슐, 및 몰딩 제품을 생산하여 이들 생 고분자 의 물성

스 등과 같은 작은 생물과 관련된 모든 문제
를 체계화한 자연과학의 한 분야입니다. 생화
학(Biochemistry)은 생물체 내에서 이루어지
는 화학반응, 생물체의 물질 조성 등을 화학적

측정(가스투과 및 기계적 물성)및 물성 변환에 관한 연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식품생화학 및 독성학 연구실 http://kutox.korea.ac.kr
• 지도교수 이광원 교수님, 연구분야 현재 당뇨합병증, 알츠하이머, 비만 등 여러

인 방법으로 연구하는 화학의 한 분야입니다.

가지 생활습관성 질환의 원인으로 알려진 최종당화산물에 천연식물성 소재로

기능성식품 영양이나 맛보다는 생체조절기능

부터 얻은 활성물질을 처리하여 질병 예방 및 치료 효과를 확인하는 연구를 진

을 강화한 식품. 생체조절기능으로는 면역기능

행하고 있습니다.

의 강화, 노화 억제, 질병의 예방과 회복, 체내
의 리듬 조절 등을 들 수 있습니다.

식품위생 및 안전성 실험실 http://wizard.korea.ac.kr/user/kufaculty/4_3-06.html
• 지도교수 이민석 교수님, 연구분야 식중독세균의 생리·생화학적 특성 연구를 기
반으로 제어 및 검출 기술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또한 다양한 식품의 미생물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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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 위해 평가를 통해 안전관리 체계의 선진화 연구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식품생의학 연구실 http://www.nutritionalgenomics.co.kr
• 지도교수 이성준 교수님, 연구분야 지질대사 및 에너지대사 관련 질병의 예방효능을
규명하기 위한 식품화합물 및 각종 천연물의 작용 기작 연구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Ğͷ@ۜÿ@ч@֫ॼ
학과 관련 자격중으로는 식품기사, 위생사, 유

식품생물소재화학 실험실 http://foodchem.net
• 지도교수 임승택 교수님, 연구분야 식품 산업과 기타 산업에 응용될 수 있도록 생물
신소재들을 개발하여 화학 구조 및 물리적 특성에 대한 연구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통관리사, 식품경영관리사 등이 있으며, 관련
시험으로는 행정고시, 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
위생직 공무원, 변리사 등이 있습니다.

식품가공공정 연구실 http://hanlab.korea.ac.kr
• 지도교수 한재준 교수님, 연구분야 식품저장 신기술, 식품포장 소재, 천연 항균/항
산화¡방충물질 탐색 및 식품 포장으로의 적용에 대해 연구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식품과학종합실험실 고대빵, 홈페이지 제작 중~
• 고대빵은 고려대 부설 식품가공라인에서 선보이고 있는 제품으로 자연계 캠퍼스 애
기능 생활관 1층과 하나스퀘어에서 판매되고 있습니다. 고대빵은 1977년 농과대학

ʅǷ@¡@ڀ
नÃ@ч@րԟ֯۽
대내 · 외 평가 “BK21플러스사업선정”
고려대학교 대학원 생명공학과가 교육부와 한
국연구재단이 발표한 BK21플러스사업 최종 선

부속 식품가공실로 발족하여 1998년 자연자원대학 식품과학종합실험실로 개칭하

정결과에서, BK21 PLUS 생명공학원 사업단이

였습니다. 고대빵은 계속적으로 제품품목을 확대하였고 1999년 우유처리 라인, 육

우수한 성적으로 선정되었습니다. 이 사업을 통

제품 가공설비등을 확충하였습니다. 최종적으로 2005년 학교가 법인 지점 사업자
를 등록하였고 상호명을 식품과학 종합실험실로 변경하였습니다. 고대빵에서 나오
는 판매수익금은 교육 및 장학 사업에 사용됩니다.

해 BT분야 탁월한 연구업적을 창출해온 15인
의 참여교수와 약 140 여명의 참여대학원생이
향후 7년간, 정부로부터 약 98억의 국고예산을
지원받을 수 있게 되었는데 이 참여교수 중 7
분이 식품공학과 소속입니다.

@ؽܙশݘ@ۉ

수상실적 한국식품과학회, 한국식품영양과학

졸업생 수 196명(5년 간)

행사에 참여하여 우수논문상, 포스터상 등을

회, 한국미생물생명공학회와 같은 다양한 학술
수상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다양한 국제

졸업 후 사회진출 현황

학술 행사에도 참여하여 본 학과 학생들의 우

년도

졸업생 수

2014년 (2013.08~2014.02)

46명

2013년 (2012.08~2013.02)

37명

2012년 (2011.08~2012.02)

32명

수한 연구 역량을 발휘하고 있습니다.

६@ڀĳέ@ঊত

2011년 (2010.08~2011.02)

35명

해외의 유명 대학교와의 교류를 통해 다양한

2010년 (2009.08~2010.02)

46명

나라의 학생들이 고려대학교의 식품공학과로
지원하여 공부하고 있습니다. 또한 본교 식품
공학과 학생들 역시 해외 대학으로 교환¡방문

졸업 후 사회진출 현황
학계 및 연구소 식품의약품안전처, 보건복지부, WHO, 농림수산식품부, 농촌진흥청, 한국식품
연구원등 국책연구소, 식품·생명 관련 대학원, 의·치·약학 전문대학원, 해외 유명 대학으로 진학

학생을 신청하여 대학 간의 활발한 학생 교

합니다.

문학생으로 참석한 예 University of Hawaii,

류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해외파견 교환¡방

산업계 식품, 제약, 환경, 화학, 생명공학 관련 국내외 기업에 취업, 프랜차이즈 외식기업에서 새

University of Cincinnati, The George Wash-

로운 메뉴, 가공법을 개발, 식품 제조, 유통, 개발 등 다양한 기업에 취직, 기업 및 단체 부설 연구

ington University, California State University, University of California, Kent State

소의 연구원으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University, Chapman University 등과 같은

현재 식품공학과 학생의 졸업 후 진로 현황 대학원진학: 18.2%, 취업: 81.8%

해외 유명 대학에 교환/방문학생으로 수학 중
입니다. 식품공학과에서 수학 중인 외국인학생
의 교류 예: 베트남, 미국, 말레이시아, 중국 등
에서 학생들이 식품공학과로 입학하여 식품공

기타
25%
식품
분야
4%

국공립기관
4%
의약 분야
4%
케이터링 분야
7%

학의 다양한 분야에 대해 공부하고 있습니다.

유통 분야
14%

취업생의 분야별 통계자료
분석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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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생태공학부

생명과학대학, Since 2000
Division of Environmental Science & Ecological
Engineering

지속가능한 미래를 위한 약속,
환경생태공학부
현대의 물질적 풍요 속에서 건강하고 지속가능한 삶인 LOHAS(Lifestyles Of Health And Sustainability)가 새로운 가치로 추구
되고 있습니다. 이런 시대적 요구로 환경생태공학부는 생태학적 원리를 바탕으로 인간과 자연이 공존할 수 있는 길을 찾기 위하여
2000년에 신설되어 ‘Eco-Korea’를 실현할 환경리더를 양성하고 있습니다. 환경생태공학부는 현재 국내 최고의 학부로 자리매김
하였으며, 2020년까지 국제적인 표준 커리큘럼을 확립하고, 2030년까지 세계 최고 학부로 도약하고자 하는 원대한 비전을 가지
고 있습니다.

http://eco.korea.ac.kr/

생태학을 바탕으로 한 통합적 학문
대개 ‘환경공학부(과)’라 불리는 타 대학의 환경 관련 학과와 본교의 환경생태공학부가 같은 학과라 여기는 경우가 많지만 학문
적 접근의 차원에서 차별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환경공학은 오염된 물이나 토양, 그리고 공기 등을 ‘정화 및 오염방지’하기 위
한 학문으로 다소 ‘공학적’인 메커니즘이나 공정들이 많이 응용되는 반면, 환경생태공학은 오염의 예방, 친환경적인 응용 그리
고 환경복원 등 모두를 아우르는 ‘생태학적’ 원리에 기초한 ‘종합적’ 학문을 지향합니다. 생태학적 접근이라는 아주 근소한 차이
가 큰 차별성을 만들고 있는 셈인데, 이는 인간과 자연이 공존하며 사람과 사람이 공감할 수 있는 지속가능한 사회 구현과 지
구생태계 보존을 가능하게 하는 첫 단추 역할을 합니다. 따라서 환경생태공학은 현재의 사후처리적인 환경 문제 접근에서 벗
어나 미래 환경 문제 해결을 위한 사전 예방적 환경관리기술에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생태학을 바탕으로 하여 환경 문제를 통
합적으로 해결하고자 하는 마인드를 가진 여러분, 도전하십시오.

환경생태공학의 엔진 사회 과학적 접근도
자유자재로 드나드는 이과생
고등학교에서의 이과계열 이수, 대학에서의 이공계열 진학으로 대부

이런 학생 환경생태공학부에
• 생물, 물리, 화학 등 기초과학 과목이 재미 있고
자신 있다.

분의 학부생들은 자연과학 및 공학 분야의 수업을 듣고 공부하게 됩

• 환경과 생명 현상에 호기심이 많다.

니다. 그러나 여타의 이공계열 학과들과는 달리 환경생태공학부는 많

• 과학으로 인류의 복지 향상을 도모하고 싶다.

은 부분에서 사회과학적 접근을 필요로 합니다. 환경생태 원리는 물

• 자연환경을 보존하여 인류의 미래를 책임진다는 소명
감을 가지고 있다.

론 환경자원의 경제적 타당성, 정책적 조정과 같은 서로 다른 분야까

• 자연 과학과 사회 과학의 융합에 관심이 많다.

지 아우르는 융합적 시각을 가질 때, ‘현실적인 해결책’을 제시할 수

• 다양한 분야를 포용할 수 있는 Generalist형 인재를

있기 때문입니다. 특히 오늘날에는 과학적 논리만을 토대로 도출한

꿈꾼다.

해결책보다 사회 각 분야 간의 이해관계를 고려한 의사결정과 해결책
을 내놓는 일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합니다.이러한 접근이야말로 경제
성장과 지속가능성을 병행할 수 있는 사회를 만들 수 있는 길이라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전문성과 폭넓은 시야를 겸비한 인재
가 바로 여러분이시길 바랍니다.

전공 수업 생물학과 화학은 기본, 다양한 환경 문제는 통합적으로 접근하는 수업들
환경에는 여러 물질과 에너지가 복잡하게 순환하고 있습니다.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물질과 에너지는 순환 중이고 이에 따라
생태계가 유지됩니다. 이를 올바르게 이해하는 학문이 생태학입니다. 생태학은 화학과 생물학을 토대로 합니다. 우선, 화학 물
질들은 각자 고유의 성질을 바탕으로 반응하기도 하며 순환합니다. 이에 따라 환경적 영향도 각기 다릅니다. 따라서 물질들의
화학적 특성과 상호작용들을 이해하는 것이 환경을 이해하고 관리하기 위한 첫 걸음입니다. 두 번째는 생물학입니다. 화학적
순환에 못지않게 중요한 것이 생물학적 순환입니다. 환경에 존재하는 수많은 생물들이 생물 간의 상호작용 혹은 생물과 화학
물질간의 상호작용을 통해 생태계의 순환을 더 원활하게 해주기 때문입니다. 결국 화학과 생물학에 대한 이해는 환경·생태계의
순환을 더 정확히 이해하고 관리할 수 있게 하는 토대가 됩니다.

학과목에 대하여
생물과 환경과의 상호 관계, 생태학 생태계는 매우 복잡합니다. 물, 온도, 빛, 영양분 등이 지구에서 복잡하게 순환하고 있고,
이에 따라 다양한 크기의 생물 집합들도 영향을 받습니다. 생태학은 이 복잡한 관계를 연구하고 규명하여 올바른 생태계 관리
에 이바지합니다.
환경문제의 과학적인 구명과 해결방안, 환경과학 개발, 자원문제, 에너지문제, 오염문제, 지속가능성 등 환경문제는 굉장히 포
괄적입니다. 이런 광범위한 분야에 대해 과학적으로 분석하여 그에 대한 종합적인 해결책과 대안들을 제시합니다.
올바르게 계획하고 아름답게 가꾸는 생태환경, 환경계획 및 조경학 공간 분석을 통해 국토를 관리하여 올바른 환경계획을 수
립하고, 수립된 계획에 따라 만들어진 환경을 더 아름답게 가꾸는 일을 하는 분야입니다.
지속가능한 생태계 조성 및 복원, 생태공학 결국 이 모든 환경학문들은 지속가능한 생태계를 조성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생태
공학은 위의 학문을 기초로 하여 생태계 복원을 마무리합니다. 흔히 거론되는 생태도시, 생태공원 조성 등이 이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고려대학교 인재 양성 ¡ 진로 가이드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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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생태공학의 미래
WANNA BE GREENER

환경생태공학인의 날 매년 10월에 열리는

‘WANNA BE GREENER’는 우리 환경생태공학부에서

학부의 연례행사로 2010년부터 시작되었습니

내걸고 있는 슬로건입니다. 깨끗한 물과 공기, 도시 곳

다. 교수진, 학부생, 졸업생 등 학부를 구성하
는 모든 구성원들이 함께 학술발표, 동아리소
개, 학생회 보고, 친목모임 등을 공유합니다.

곳에 있는 울창한 숲과 생태공원, 완전 상용화된 신재생에너지, 환경에 부하를 주지
않으며 높은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경제구조 ¡ 이 모든 것이 우리 사회가 궁극적으
로 지향하는 사회의 모습이라고 생각합니다. 사회가 나날이 발전하면서 인류는 높
은 생활 수준과 삶의 질을 끊임없이 요구할 것입니다. 이런 조건들이 충족되는 지

мπ҆ɜ@ডĈԩ࢚Ě।
환경문제(생존을 위한 선택)
이슈투데이 편집부. 이슈투데이. 2010
여러 분야의 기본개념이나 원리를 소개하며,

속 가능한 사회를 구축하기 위해 환경오염의 예방에서 정화까지 통합적인 환경관
리가 필요하게 됩니다. 이러한 시대적인 수요에 맞게 우리 환경생태공학부에서는
생태학적 원리에 입각한 환경생태공학을 발전시키고 이에 맞는 인재들을 배출하여
지속 가능한 사회 구축 및 사회공헌에 이바지하고 있습니다.

최신이슈를 주제로 다룹니다. 청소년이 이해하
기 쉽도록 쓰여 있어 흥미를 자아냅니다.

지구환경보고서 2009(기후의 역습)
월드워치연구소. 도요새. 2009
월드워치연구소에서 매년 테마를 잡아 보고하
는 지구환경보고서로 그 중 2009년 보고서는
전 세계 자연환경과 생태시스템, 그리고 이와

블루오션
기존의 환경공학은 모두 에너지 소비를 통한 환경오염의 정화에 집중되어 있습니
다. 즉 오염을 발생시키면서 정화하는 사후처리 기술과 오염을 저감시키기 위한 청

연관된 인간 사회와의 연관성을 제시합니다.

정생산기술로 대표되는 것으로 인간사회의 발전만을 위한 환경문제의 해결이라고

기후 변화와 그에 의한 사회적 영향을 이해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인간사회를 지탱하고 있는 자연생태의 건강성이 담보되지

수 있는 통합적 관점을 제시합니다.

않는다면 지속가능한 발전은 이루어질 수 없습니다. 즉, 자연친화적이며 지속 가능

지구환경보고서 2008(탄소경제의 혁명)

한 발전은 인간사회와 더불어 자연환경에 모두 이롭도록 도모할 때만 가능한 일입

월드워치연구소. 도요새. 2008

니다. 환경생태공학부에서 다루는 미래 환경문제에 대한 종합적 해결 방안은 지속

환경문제에 윤리적 책임을 넘어 생존을 위한
문제로 접근해야함을 역설하는 책입니다. 탄
소경제의 혁명을 통해 지속가능한 사회로 나

가능한 사회를 위한 환경관리자를 양성하고 국내 환경관련 학과의 한계를 극복합
니다. 바로 고려대학교 환경생태공학부가 블루오션입니다.

아갈 수 있음을 제시합니다. 향후 전공과 관
련된 환경산업을 전망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
을 것입니다.

지구환경보고서 2007(도시의 미래)
월드워치연구소. 도요새. 2007
세계 도시의 풍경과 도시교통의 녹색화, 자연
재해대책, 보건 등에 대한 내용이 담겨있습니

길을 가는 후배에게
이렇게 다를 줄이야! 고교시절 생각했던 전공에 대한 오해
‘환경(과)학’은 환경에 대한 관심이 고조되면서 그 중요성이 부각되기 시작했습니다. 최

다. 전 세계적인 도시화에 대한 환경적 고찰이

근에 급부상한 환경문제들과 사람들의 인식 변화는 미래 환경 분야의 성장을 암시합

가미되어 있어, 국토 관리나 도시 환경 관리에

니다. 그러나 이 분야는 다른 학문들에 비해 역사가 짧은 편이며 새롭게 떠오른 이슈

대해 관심 있는 학생들에게 추천합니다.

들을 정립할 학문적 역할이 지속적으로 요구되고 있습니다. 새로운 분야로서의 불확

생태계와 기후변화

실성도 있지만, 지구적 메가트렌드 상황 하에서 환경 분야는 분명 블루오션이라고 할

생태편집위원회. 지오북. 2011
지구온난화가 몰고 올 생태계의 변화를 추적한
생태보고서로서 어려운 생태학적 분석을 쉽게

수 있습니다. 아직 세계적으로 필요로 하는 전문 인력 수요에 비해 배출된 인재가 적
기 때문에 향후 여러분이 이 분야의 권위자가 될 확률이 더 높습니다. 또한 환경 분야

서술하고 있으며, 생태학의 과학적 지식에 관

는 다양한 분야와 통섭이 가능합니다. 풍부하고 정확한 정보, 실행력, 흔들리지 않는 뚜

심이 많은 학생들에게 추천합니다.

렷한 주관과 판단력을 가지고 준비한다면 어떤 분야에서보다 더 성공한 인재가 될 것
입니다. 이종열2008

।Ĝ@ҜԽ@ِĸ՜
KU-오정 에코레질리언스센터, 환경생태연구
소, 환경GIS/RS센터, 야생자원식물종자은행

ʷ،π@F@।পH।ԩ@ۜࠛ@ঢʷI
에코파일즈 생태환경 조사 및 답사를 통하여 환경을 보전하고자 하는 동아리.
길앞잡이 곤충의 채집과 연구를 하는 동아리.
KUERO 환경구조단. 환경실천을 통한 환경보호를 목적으로 하는 동아리.
기후변화연구회 기후변화 분야를 다루는 학술모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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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경연구회 조경분야에 관심을 가진 학생들의 학술모임.

이때는 꼭!
꼭 학교 생활을 열심히 해봐야 합니다. 사람들과 어울리며 공부 뿐아니라 최대한
많은 경험을 해보는 것이 좋습니다.
많은 고등학교 학생들은 자신이 많은 노력을
자신이 관심 있는 분야의 활동을 해보는 것이 좋습니다. 동아리나 대외활동이 대
표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런 활동들을 통해서 후의 자신의 진로를 고민 할 때 판단
의 근거가 마련된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성적이 잘 나오지 않는다는 생각을 가
지고 지내는 것 같습니다. 만약 자신이 누구에
게도 부끄럽지 않을 만큼 공부를 했다면 성적
에 대한 미련이 생기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
러니 이 글을 읽고 계신 여러분들도 성적이 어

자신의 진로를 본격적으로 고민해보는 시기입니다. 어떤 분야가 나에게 맞는 분야
인지 또는 어떤 분야가 재미가 있는지 등을 알아봐야 합니다. 또한 어학 능력이나 자격증
과 같이 나중에 필요한 것들을 해나가는 것이 필요합니다.

자신이 고민하여 결정한 진로에 전념해야 하는 시기입니다. 수험생 일 때 보다 더

떻게 나오던지 후회가 남지 않을 만큼 열심히
치열하게 하루하루를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이한주2013

ؑמɸ۾@מĚĜЃ

열심히 준비해야 하는 시기라고 생각합니다.

생태학: 생물과 환경과의 상호작용
및 생태계 이해
생태학, 환경생태학, 수서생태학, 환

Ğͷ@ۜÿ@ч@֫ॼ

경과학, 물환경학, 환경토양학 및 실
험, 환경 미생물학, 환경재료과학, 환

한국산업인력공단에서 관리하는 환경카테고리의 자격증 대기환경산업기사, 폐기

경조경학, 조경 표현 기법 및 실습,

물처리산업기사, 폐기물처리기사, 수질환경기사, 대기환경기사, 생물분류기사(동물,

조경 식물학 및 실습, 환경 GIS 및

식물), 자연생태복원기사, 토양환경기사

실습, 실험설계 및 분석
생태독성학, 식물자원학, 보전생물학,

شڏԟ֬

생태계생태학및실험, 생태모형학, 개

생태학 생물 상호간의 관계 및 생물과 환경과의 관계를 연구하여 밝혀내는 학문입

실험, 식물환경학, 미생물자원학, 목

니다. 환경에 대한 연구를 통해 더 나은 관리를 위한 토대를 마련합니다.

질재료과학, 환경생물공학, 조경계획

체 군생태학 및 실험, 수질관리학 및

및 실습, CAD 및 조경설계기초실습,

생태공학 자연파괴를 방지하고 자연과 인간의 공존을 기획하기 위해 생태계가 원

환경원격탐사 및 실습, 환경영향평가,

래 보유하는 정화능력 및 균형을 인위적으로 제어하는 기술입니다. 환경에 대한 이

생태공학, 재생에너지, 자원순환공학

해를 바탕으로 생태계를 복원하기도 하고 오염을 예방하기도 합니다.

미생물생태학, 식물생태학, 동물생태

조경학 쾌적하고 아름다운 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외부공간의 계획 및 설계 등을

학,시스템생태학, 유역환경관리, 응용

연구하는 학문입니다. 관리 및 복원된 환경에 심미적인 가치를 부여하여 환경에 대

미생물학, 생물신소재공학, 환경정책

한 가치를 더욱 드높이는 학문입니다.

학, 바이오매스 이용학, 환경생태공학
세미나 I,생태복원공학, 환경생태공학

환경복원 훼손된 환경을 ‘원래’의 상태를 되돌리기 위한 조치입니다.

세미나 II

환경복구 훼손된 환경을 ‘정상(문제가없는정도)’ 상태로 되돌리기 위한 조치입니다.

@ؽܙশݘ@ۉ
졸업생 수 129명(최근 2년 기준)
졸업 후 사회진출 현황 약 61%(건강보험 연계취업자)
학계 ¡ 연구소 교수, 국립환경연구원, 국립산림과학원, 국토연구원, 환경정책평가연구원, 보건환
경연구원, 기상연구소, 해양연구원, 농업과학기술원등
기업계 오염방지시설회사 등 환경 관련 기업, 산업의환경관리부서, 농약회사, 목재가공/펄프제

६@ڀĳέ@ঊত
MOU
Center for Excellence in CEESMO, ChapmanUniversity

협력협약서 & 약정서
연변대 장백산식물자원 연구 및 이용협력 센터

파트너십협약서

지, 회사, 원격탐사/GIS 관련기업체 등 전공 관련 산업분야

IASA-ESM

정부 ¡ 공공기관 환경부, 산림청, 지방행정기관환경부서, 수자원공사, 토지공사, 환경관리공단, 국

객좌교수 초빙서

립공원관리공단, KIST 등 정부 및 공공기관공무원, UN, UNEP, UNESCO, IBRD, WHO등 국제
기구에서 환경관련 업무 등

중국 연변대학교

금융계 금융, 증권, 마케팅등의 일반 기업체 및 금융기관 등

고려대학교 인재 양성 ¡ 진로 가이드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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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자원경제학과

생명과학대학, Since 1959
Department of Food and Resource Economics

지속 가능한 사회와 경제를 생각하다
1959년에 설립된 식품자원경제학과는 응용경제학분야를 통해 미시적 개별 시장 변화를 분석하고 이를 기초로 식량의 생산 및 유
통과 식품 산업 전반의 정책, 그리고 지역개발과 자원이용 및 환경정책 등 제반 경제문제를 다룸과 동시에 거시적 경제 이론을 바탕
으로 경제문제를 분석하는데 역점을 두고 있습니다. 현재, 이론 및 응용 경제학 분야의 12명의 교수님들과 함께 300여 명의 학부생
과 대학원생들이 같이 공부하고 있습니다. 식품자원경제학과는 2010년 BK21 응용경제 전문인력양성사업단으로 선정되었고, 아울
러 연차평가 2년 연속 1위를 달성하였습니다. Research Papers in Economics(2011)에서 연구 실적 기준 국내 경제학과 중 5위
에 랭크 되는 등 연구 방면에서도 뛰어난 실적을 거두고 있습니다. 현실과는 괴리된 이론이 아닌 식품 · 보건, 자원·환경 관련 문제에
대한 대안을 중점적으로 연구한다는 점에서 식품자원경제학과의 발전 가능성은 무궁무진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http://frecon.korea.ac.kr/

Earth Saver! 지구를 구하기 위해 뛰다
식품자원경제학은 식량, 자원, 환경, 보건 등 인류가 생존하는데 필수적인 조건에 관한 문제를 경제학적으로 접근하여 해법을
제시하고 대안을 모색하는 실용 학문 분야라 할 수 있습니다. 식량과 식품, 자원은 인류가 존재하는 동안에 항상 직면해야 하
는 가장 어렵고 숭고한 과제이면서 동시에 인간의 생존을 위한 필수적 요소라 할 수 있습니다. 때문에 이들 재화가 유통되는
시장은 다른 시장과는 구별되는 독특한 특성(다국적 기업의 독점력, 국민 경제에의 파급력과 공공재적 성격 등)들을 갖고 있습
니다. 이에 식품자원경제학은 경제학, 경영학, 통계학, 경영정보시스템 등의 기법을 이용하여 식품유통과 물류, 식품안전 및 식
량안보, 자연자원과 환경, 생산경영과 애그리비지니스(Agribusiness), 재무금융과 소비자경제, 국제무역과 선물거래(Futures
Trade), 후생과 정보경제에 대하여 연구합니다. 조금 어려운가요? 좀 더 쉽게 표현해보자면 식량, 자원과 같은 인간 삶의 필수
조건들이 인류 모두에게 어느 한 쪽에 치우침 없이 적절히 이로우면서도 효율
적으로 이용되도록 생산, 분배, 유통, 소비 활동의 전반을 연구하는 학문
이라 하겠습니다. 이 과정에서 현재 인류가 당면한 여러 가지 문제들(
지구온난화, 석유위기, 기후변화, 전염성 질병 등)이 이러한 필수조건
등에 직간접적으로 영향과 타격을 주기에 이 모두를 감안하여 국내

이런 학생 식품자원경제학에
• 인류가 현재 살아가는 모습과 미래상에 대한 호기심이
가득하다.

적으로는 국민의 복지를 인류적으로는 공생과 공영을 위한 삶의 방
식과 경제 체제를 함께 모색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합니다. 식품자원
경제학과는 이러한 노력의 선봉에 서서 지구와 인류를 살리는 학과

• 국가와 사회 계층간의 대립과 갈등의 원인을 분석하고
해법을 모색하는데 관심이 많다.
• 기아와 빈곤의 원인을 찾고 해결하는데 일조를 하고

로 그 역할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싶다.
• 기후 변화 문제가 식량과 환경, 인류의 생존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 해법을 모색하고 싶다.

식품자원경제학의 엔진
모두가 공생할 수 있다는 희망

• 인문계열에서 공부를 했지만, 수학이나 통계학에도
관심이 있다.
• 답답한 이론이 아니라 현실의 문제를 해결 할 수 있는

‘경제학’은 본래 냉철한 논리와 사고를 중시하는 학문입니다. 함수, 방

학문을 배우고 싶다.

정식의 형태로 표현되는 ‘수리적인 모델’과 각종 그래프와 통계 자료
를 활용하는 ‘계량적 연구 방법’은 식품자원경제학이 과학으로 성립하기
위한 전제 조건임에 틀림없습니다. 그러나 식품자원경제학이 다루는 농업, 자원, 환경 문제는 ‘인류의 생존’을 위한 것으로 주류
경제학의 시장 이론을 아는 것만으로는 전 세계의 식량문제, 선진국과 개발도상국의 탄소배출량 감축 배분의 문제 등을 해결
하기 어렵습니다. 세계 시민주의적 관점에서 ‘모두가 공생할 수 있다’는 희망이야말로 식품자원경제학을 공부하기 위해 필요한
자세라고 생각합니다. 시장원리에 대한 지식을 단순히 암기하기보다 무엇이 더 중요한 가치인지에 대해서 고민하는 것이 식품
자원경제학도 더 나아가 사회과학도가 되기 위한 첩경일 것입니다.

전공 수업 경제로부터 농식품, 자원, 환경, 보건까지
식품자원경제학의 주요 연구 대상은 식품 산업, 국제 농산물 시장, 자원, 환경, 보건 문제로, 개별 시장의 수요와 공급을 분석하
고 사회적 최적을 달성하기 위한 경제 정책을 모색하기 위해서는 경제학 지식이 필수적입니다. 특히 시장의 수요와 공급 그리
고 사회적 효용 등을 연구하기 위해서는 미시경제학이 중요하며 현실 문제를 연구함에 있어서 경험적 데이터를 다루는 계량경
제학의 분석도구가 필수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고등학교 교과과정에 기초 미적분과 통계, 경제 등을 충실히 공부한다면 전
공 수업에 큰 어려움이 없을 것입니다.

학과목에 대하여
세부 전공 분야들을 공부하기 위한 기본적인 이론과 연구 방법을 습득 경제학 이론 경제학의 전반적인 이론을 공부합니다. 특
히 경제 주체의 행동과 시장의 균형(미시경제)과 GDP와 물가, 실업률 등의 거시 경제 변수들의 관계(거시경제)에 대해서 보다
자세히 공부합니다. 시장과경제, 응용경제수학, 미시 · 거시경제학, 계량경제학, 국제경제 등을 배웁니다.
식량안보 논쟁을 넘어서 파생상품을 활용한 농산물 시장의 합리화까지, 농업 · 식품산업 분야 개기초 경제학 이론을 바탕으로 식
품 및 농업 시장이 갖는 특성에 대해서 공부하며, 보다 나은 농업 및 식품 산업 정책을 모색합니다. 식품마케팅, 식품소비자경
제, 농산 물가격분석론, 식품산업재무관리, 선물옵션, 식품산업조직론 등을 배웁니다.
에너지와 생태적 가치를 고려한 최적 경제 활동 수준 탐색, 자원 · 환경 분야 인류의 경제 활동에 필수적인 ‘자원’의 경제적 특성
고려대학교 인재 양성 ¡ 진로 가이드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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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대해서 공부하며 기후변화 문제 및 지속 가능한 성장을 위한 경제 활동 수준이
어떤 것이며 어떻게 달성할 수 있을지 탐구합니다. 자원경제학, 에너지경제학, 자원

ࣥѾ@ॕŗ͙

가치평가론, 환경경제학, 자원환경정책 등을 배웁니다.
고령화 문제와 기술 발전, 응용경제학의 새 지평 열기, 보건 및 기술경제 분야 보건

효봉글로벌장학금 재단법인 ‘효봉장학회’가

산업의 경제적 특징에 대해서 연구하며, 고령화와 기술 발전이 국민 경제에 어떠한

식품자원경제학과 학부생 및 대학원생에게 장

영향을 미치는 지에 대해서 탐구합니다. 보건경제학, 노년경제학, 위해 요인 분석,

학금을 수여하는 교외 장학 프로그램입니다.
농업경제학과 90학번이셨던 故 조성열 박사를

기술 경제학 등을 배웁니다.

기려 설립된 ‘효봉장학회’는 식품자원경제학과
학생들에게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식품자원경제학과 학부생 논문 공모전 학
과 차원에서 진행되는 논문 공모전입니다. 학

식품자원경제학의 어제와 오늘

부생들의 학문 역량 개발을 목표로 진행되는

식품자원경제학과는 1959년 농업경영학과로 시작해 1969년 농업경제학과로 2000년

이 프로그램은 당선작 및 선정 논문을 논문집 ‘

식품자원경제학과로 명칭을 변경하며 시대의 상황과 흐름에 걸맞은 학과로 발전해나갔

식품자원경제연구’에 게재하며, 투고자에게 최
고 50만 원의 상금 또한 수여합니다.

식품자원경제학과 토론대회 식품자원경제

습니다. 반백 년이 넘는 유구한 역사를 가진 학과이기에 그만큼 사회 여러 분야에서 종
사하시는 선배님들이 있습니다. 지난 2014년 11월, 식품자원경제학과는 학과설립 55주

학과 학우들의 토론대회입니다. 전공인 농업,

년을 맞아 식품자원경제인의 밤 행사를 통해 교수진, 교우, 재학생이 한자리에 모였으며

자원, 환경, 보건 및 경제 일반의 논제에 대

학과가 걸어온 길을 다같이 되돌아보고 소통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해서 토너먼트 형식으로 진행되며, 1~3등에
게 각각 50~100만 원의 상금이 지급되며, 전
공 분야의 시사 상식과 논리력을 갖출 수 있
는 기회입니다.

ؑמɸ۾@מĚĜЃ
식품자원경제학개론, 시장과경제(경

식품자원경제학의 미래
지속 가능한 삶을 위한 솔루션
환경 분야에서 인류의 미래를 위협하는 요인으로 흔히 ‘화석 연료 고갈과 기후

제원론I), 세계와 국가경제 (경제원론

변화’ 문제를 꼽습니다. 우리의 경제 활동은 많은 분야에서 석유, 석탄 및 천연

II), 경제통계학

가스에 의존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자원의 고갈이 생활수준을 크게 낮추고 더

미시경제분석, 거시경제분석, 응용경

나아가 인류의 생존까지 위협할 것입니다. 또한 많은 사람들은 기후 변화가 단순

제수학, 환경경제학, 응용계량경제(

한 환경오염의 문제를 넘어서 식량 생산과 생태계의 안정성에 심각한 악영향을

계량경제 I)
자원경제학, 환경경제학, 국제농산물
무역(국제무역론), 식품산업조직론,

줄 것이라고 예측하고 있습니다. 즉, 지속 가능한 성장의 문제는 경제 활동 방식의
근본적인 변화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 점에 식품자원경제학이 자원, 환경,

식품마케팅, 보건경제학, 계량경제분

농업 문제를 통합적으로 다루는 독특한 학과로서 큰 역할을 하게 됩니다. 바로 인

석 (계량경제 II), 식품산업재무관리,

류의 지속 가능한 삶을 위한 종합적인 대안을 구체화해 나가는 것입니다. 생태적인

식품소비자경제학, 에너지경제학, 자

가치를 파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국민 경제의 최적 경제활동 수준을 모색하고 이

원가치평가론

를 달성하기 위한 구체적인 해결책(이를테면 직접규제, 조세정책, 시장 유통개선방

부동산경제론, 국제금융시장론(국제

안 등)을 탐구하는 것입니다.

금융론), 농산물가격분석, 자원환경
정책, 위해요인경제성분석, 노년경
제학, 국제통상협상론, 상품선물옵
션거래

६@ڀĳέ@ঊত
MOU Center for Excellence in CEESMO,
ChapmanUniversity

블루오션
●

2005년 교토의정서가 정식으로 발효됨에 탄소배출권 거래제는

국제탄소

현실로 다가왔습니다. 2008년 1,000억 달러가 넘는 거래 규모를

시장 전문가

기록한 국제탄소시장은 배출권 자산의 인정범위, 가격결정 메커
니즘 측면에서 식품자원경제학 전공자들이 전공지식을 활용할

협력협약서&약정서 연변대 장백산식물자원

수 있는 블루오션이 될 것입니다.

연구 및 이용협력 센터

파트너십협약서 IASA-ESM
객좌교수 초빙서 중국 연변대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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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각국의 상품과 서비스 및 자본 등의 생산요소가 자유롭게 이동하

국제 통상

는 경제적 측면의 세계화는 더 이상 피해갈 수 없는 현실로 여겨

전문가

지고 있습니다. 식품자원경제학과는 국제경제학 및 개별 시장(농

업, 식품, 보건) 이론을 통해 국제 통상 및 협력 분야의 전문가
로 성장할 수 있는 토대가 될 것입니다.

●

한미 FTA 등으로 생명공학, 보건의료, 제약 등의 분야에서 산

보건 및 BT

업경쟁력을 강화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으나, 이 분야의 효

경제학 분야

율적 발전을 선도할 경제·경영 전공자의 양성은 다소 미흡한
실정입니다. 식품자원경제학과에서는 보건 및 BT 시장을 선
도할 경쟁력을 갖춘 인재를 양성하고 있습니다.

식품자원경제학과는 이론을 기초로 하는 응용
경제분야이기에 국내 및 국제정세의 흐름에 큰
영향을 받고, 사회가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지
따라가지 못한다면 학문을 심도 있게 이해하
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입학 전 책을 많이 읽어

길을 가는 후배에게

기초 상식을 기를 뿐 아니라 뉴스나 신문을 통
해 시사에 대해서도 능통한 것이 중요합니다!

이렇게 다를 줄이야!
수험생들 사이에는 식품자원경제학과에 대한 혼동이 많습니다. 농업 혹은 식품가공
업에 대한 기술을 배우는 학문이라 생각하는 친구들, 이름이 어쨌든 경제학사를 수
여 받고 취업 잘 되는 상경계 학과라는 친구들. 그러나 이 두 가지 모두 매우 왜곡
되어 있습니다. 농업이나 식품가공업에 대한 기술을 배우는 곳은 물론 아니고, 상경

Ğͷ@ۜÿ@ч@֫ॼ
입학 전 기본 경제 지식을 다지 위해 경제 시
험을 준비하며 경제 신문을 틈틈이 읽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계열인 점이 일정 부분 사실이기는 하지만, 식품자원경제학의 정체성은 취업이 잘
되는 상경계에 있지만은 않습니다. 식품자원경제학과의 정체성은 바로 ‘인간의 삶
에 관련된 융합사회과학이자 응용경제학’이라는 데에 있습니다. 보다 나은 인간의

ʷ،π@F@।প
H।ԩ@ۜࠛ@ঢʷI

삶에 대한 관심과 이해를 바탕으로 보람 있는 전공 선택을 원하시는 후배님들을 만

근세기역사연구회 1987년 창립된 인문학

나기를 기대합니다.

학회입니다. ‘진정한 대학생활에 필요한 거의
모든 분야’에 대해 세미나를 통해 공부하고, 학
생들 간의 의견을 나누고 있습니다. 휘모리

이때는 꼭!

식품자원경제학과의 축구 소모임으로, 매주 연
습 경기를 통해 체력을 증진하고, 끈끈한 선후
배 간의 정을 쌓아 나가고 있습니다. 소프 과

과 학생회, 동아리, 소모임, 이중 및 연계전공에 지원 준비, 교양, 기
초 전공과목
선배·교수님들과의 만남, 진지한 진로 탐색, 본격적 전공 수업, 자
격시험, 제2전공에 대한 결정

내 노래 소모임 프릭스 생명과학대 밴드 아그

릭스 생명과학대 야구동아리 상록패 생명과
학대 사물놀이패

شڏԟ֬
지속 가능한 개발 ‘환경과 개발에 관한 세계
위원회’의 보고서 ‘우리들의 공통의 미래’ (Our

진로를 위한 본격적으로 교내 · 외 활동, 전공 수업 집중, 낮은 학점
채우기, 어학 실력 증진하기

Common Future)에 의하면 ‘향후의 세대가
자신의 필요성을 충족하는 능력을 손상시키지
않고, 현재의 세대가 필요성을 충족할 수 있는

사회에 나가기 위한 준비

개발’을 말합니다.

배출권거래제 오염물질 배출 권리를 사고파
는 제도를 말합니다. 오염방지 활동에 대한 권
리와 의무를 명확히 정의하고, 시장을 통한 자
율적 조정을 촉진하여 최소의 비용으로 적정

@ؽܙশݘ@ۉ
학계 ¡ 연구소 농업, 자원 환경 분야의 전문적 지식을 공부하여 관련 국제기구 진출, 교수 및
연구직, 행정고시, 사법고시, 로스쿨, CPA 등의 자격 및 임용 시험, 경제 연구소 등
기업계 CJ와 같은 식품기업, 농촌경제연구소 등의 국책 연구소, 농협, 농수산물유통공사 등의
공기업, 증권사, 은행이나 일반 사기업 및 공기업, 무역업체, 국제 경제기구
기타 환경관련 기관

한 환경을 유지하고자 고안된 재산권제도의
하나입니다.

।Ĝ@ҜԽ@ِĸ՜
KU–오정 에코레질리언스센터, 환경생태연구
소, 환경GIS/RS센터, 야생자원식물종자은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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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외교학과

정경대학, Since 1946
Department of Political Science & International Relations

1등에겐 이유가 있다
1946년에 설립된 고려대학교 정치외교학과는 명실상부한 한국 최고의 학과로 자리 잡았습니다. 1999년에 단일학과로는 유일하게
BK(Brain Korea)21 사업단으로 선정되었고 이후 사업평가에서 1위를 고수했습니다. 뛰어난 성과를 바탕으로 2008년에 BK21 사
업단으로 다시 선정되어 줄곧 우수한 평가를 받았으며, 2013년에는 정치외교학과로써는 전국적으로 유일하게 BK21플러스 사업
단으로 선정되었습니다. 또한 2001년과 2010년 중앙일보 대학평가에서 정치외교학부문 1위를 차지하고 2011-2014년에는 전국
의 정치외교학과 중 최상위 판정을 받음으로써 명성을 드높이고 있습니다. 현재 17명의 명망 높은 전임 교수진과 국제정치-비교
정치-정치사상으로 이루어진 체계적인 커리큘럼 등을 통해 세계적 수준의 교육 · 연구기관으로써 우수 연구인력 및 정책전문가 양
성에 이바지하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하고 있습니다.

http://www.kupolitics.or.kr

9시 뉴스가 어렵지 않습니다
정치는 ‘권력을 유지하며 행사하는 일’이고, 외교는 ‘외부와의 교섭’이라는 뜻을 담고 있습니다. 조금 좁혀서 보면, 학급반장이
여러분을 이끌어 학급회의를 진행하는 것은 반장의 권한을 행사한다는 의미에서 ‘정치’에 여러분이 친한 친구와 카카오톡이나
문자를 주고받으며 서로 간의 이견을 좁히는 것은 외부교섭인 ‘외교’에 해당하는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정치와 외교가 어른들
만의 일인 것 같지만 사실 여러분의 24시간 일상에 녹아있는 많은 행위들이 정치외교와 관련성을 갖습니다. 대통령 선거와 반
장 선거는 절차의 복잡성에서 차이를 보일 뿐 똑같은 정치활동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제 작은 사회를 큰 사회로 나와 주변사
람의 관계를 우리나라와 세계의 관계로 확대해보면 진정한 정치외교의 의미를 보다 쉽게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정치외교학
은 정치와 외교를 학문적인 시각으로 바라보며 더 나은 사회를 모색하는 길을 배우는 학문이라 하겠습니다.

정치외교학의 엔진 날카로운 당신이 주인공!
머릿속으로 여러분의 교실을 상상해보세요. 무엇이 보이나요? 커다
란 칠판과 꾸벅꾸벅 조는 친구들, 쉬는 시간이 되면 곧 언제 그랬냐

이런 학생 정치외교학에
• 사회 과목에 흥미를 느낀다.

는 듯 시끄러워지는 교실이 일반적일 겁니다. 그런데 혹시 그보다 더

• 분석적, 논리적 사고력이 특출나다.

세밀한 것들이 머릿속에 그려지진 않나요? 왠지 지난 쉬는 시간에

• 호랑이의 눈과 같이 날카로운 통찰력을 가졌다.

싸운 듯한 친구들, 내 앞 자리 친구와 그 옆 분단 친구의 쪽지 주고

• 국가 및 사회 전반에 관심이 많다.

받기, 몰래 사귀는 듯 한 남녀친구들의 눈짓 등. 이렇듯 내 친구는 알

• 매일 접하는 뉴스가 딱딱하지 않고 흥미롭게 느껴진다.

아채지 못하는 것을 알아차리는 것을 통찰력이라 합니다. 정치와 외
교 분야는 이렇게 드러난 큰 사실만이 아닌 세부적인 부분들까지 살피
는 노력을 할 때 보다 더 나은 것을 생각해볼 수 있는 분야입니다. 사회의 가
장 높은 곳에서 가장 낮은 곳까지, 전체의 틀을 아우르며 모든 사회 구성원의 이야기를 파악하고 이해하고자 노력하는 자세가
무엇보다 중요하다 하겠습니다. 남들이 꿰뚫어보지 못하는 것을 한 눈에 알아보는 날카로운 눈을 가진 당신! 바로 정치외교학
과가 기다리는 인재입니다.

전공 수업 뿌리 깊은 나무를 배우다
정치 · 외교를 나무에 비유한다면 기본적인 이해는 뿌리에 해당합니다. 이 나무의 가지는 여러 방향으로 자랄 수 있습니다. 왼쪽
으로 자랄 수도, 오른쪽으로 자랄 수도, 왼쪽도 오른쪽도 아닌 중립을 지켜 뻗어나갈 수도 있습니다. 이 나뭇가지가 바로 정치
외교가 말하는 ‘정치사상’입니다. 또 같은 나무라는 본질을 지니고 있어도 모든 나무가 전부 같은 모양을 하지는 않습니다. 토
양에 따라 나무의 모양이 달라질 수 있듯이 정치도 그 뿌린 내린 땅인 국가에 따라 조금씩 다른 형태를 취합니다. 그래서 쌍둥
이처럼 똑같은 정치형태는 없습니다. 이와 같이 다른 곳에서 자라난 정치형태의 유사성과 차이점을 찾아 비교하는 것이 바로
‘비교정치’라 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나무 한 그루를 우리 나라의 정치라고 생각할 때, 숲은 바로 우리가 살아가는 세계의
질서라고 할 수 있겠죠? 우리나라 뿐만 아니라 세계 속의 한국을 생각하는 정치가 바로 ‘국제정치’입니다.

학과목에 대하여
정치의 뿌리를 배운다, 정치사상 사상 없는 정치인이 세상에 있을까요? 정치의 개념이 도입된 시점부터 지금까지 전해지는 정
치의 진리인 사상을 배우는 것이 정치학의 시작이라 할 수 있습니다. 한국정치사상, 동양정치사상, 서양고대 · 중세정치사상, 서
양근대정치사상, 현대정치철학, 동서양정치사상 비교연구, 정치사상세미나 등 동서양과 시대의 구분에 따라 체계적으로 정치
사상을 공부합니다.
세계 여러 나라의 정치를 분석하라, 비교정치 정치 이념에서부터 실제로 존재하는 정치 제도까지 여러 나라 정치의 유사성과
차이점을 비교합니다. 다른 나라 정치의 장단점을 분석하여 한국정치의 발전 방향을 찾는 작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비교정
치개설, 정당론, 정치경제론, 선거와 의회, 의회와 입법과정, 세계의 정치체제, 현대비교정치학의 이해, 정치과정론, 한국정치세
미나, 북한정치론, 중국정치론 등의 과목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우리는 이미 세계화의 시대 속에 있다, 국제정치 글로벌 시대에 살고 있는 우리, 시야를 세계로 넓혀야 할 때입니다. 국제정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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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에서는 여러 나라들이 어떤 외교정책을 펼치며 안보, 경제, 환경, 문화 등의 분야
에서 어떤 관계를 맺고 있는지를 이해합니다. 그리고 그와 관련한 국제기구와 NGO

ࣥѾ@ॕŗ͙
해외복수학위제 일본 와세다대학과 국내최

등의 역할도 살펴봅니다. 국제정치론, 국제관계이론, 20세기 국제관계사, 현대국제
안보론, 국제정치경제론, 국제기구론, 동북아 국제관계론, 한국외교정책론, 미국외
교정책론 등의 과목이 있습니다.

초의 학과단위 복수학위협정을 체결하여 4년
만에 고려대학 및 와세대다학 학사학위를 동시
에 취득할 수 있는 특별한 기회를 제공합니다.

국내외 인턴십 및 교류 프로그램 스웨덴 룬
드대학, 싱가포르국립대학, 하버드대학 케네디
스쿨 벨퍼연구소, 동아시아 연구원(EAI), 정당
사무국 등 국내외 유수 대학 및 기관과 교류협
정을 맺어 인턴 및 교환학생으로 다양한 경험

정치외교학과의 미래
‘앞으로’의 가치가 더 빛나는
정치외교학

을 쌓을 기회가 주어집니다.

학과주도 학생행사 아남민국 모의국회. 정치

우리나라에 민주정치가 도입된 것은 100년이 채 되지 않았습니다. 한국근현대사에

외교를 배우는 학과답게 능동적이고 체계적인

서 근대사도 아닌 현대사에 속하는 기간 동안만의 역사라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학생자치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짧은 역사를 가진 민주국가에서 ‘정치’를 연구한다는 것은 실로 무궁무진한 가능성

학생참가 대회 전국 대학생 모의유엔회의,

이 앞에 놓여있다는 뜻일 것입니다. 현재는 과거의 우리 정치를 분석해 앞으로 더

전국 대학생 안보토론대회 등 전국 규모의 대

나은 정치를 만들어 나아가야 할 과도기입니다. 현 정치에 문제가 있다면 그것을 계

회에 참가해서 고려대학교 정치외교학과의 위

속해서 바꾸어 나아가야 할 의무가 우리에게 있겠지요? 그런 의미에서 보다 많은

상을 떨치고 있습니다.

사람이 ‘살기 좋은 세상이다’라고 생각하게끔 만드는 일이 정치외교학도의 비전이

우당워크샵 전공자들과 교수님들이 한자리

라 할 수 있습니다. 한국적 보편성과 특수성을 잘 조화하여 많은 사람에게 유익을

에 모여 강연을 듣고, 식사를 하며, 운동회 등

주는 정치, 여러분에게는 어떤 모습입니까?

놀이를 함께하는 잔치입니다.

고래(高來) 성공적으로 사회에 진출한 졸업
해 진솔한 대화를 나누는 소모임입니다.

블루오션

교직과정 설치 정치외교는 배우고 싶고, 꿈

여러분이 꿈을 펼칠 미래는 글로벌 마인드를 가진 리더를 원합니다. 핵확산, 경제위

은 선생님이다? 두 마리 토끼 모두 잡을 수

기, 기후변화 등 인류가 당면한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개별국가의 노력을 넘

생들과 재학생들이 저녁식사를 하며 진로에 관

있습니다. 학부 내 교직과정 설치로, 교직이수
를 하면 사회과 선생님으로 진출 가능합니다.

мπ҆ɜ@ڀࠛ܄ĳ।
정치학 이해의 길잡이
한국정치학회. 법문사. 2011

어선 전지구적 협력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지구촌이 힘을 모으려면 국제사회의
작동원리와 구성원들을 이해하고 비전과 전략을 제시할 수 있는 탁월한 능력을 지
닌 지도자가 있어야 할 것입니다. 외교협상 · 국제기구 그리고 세계시민사회를 무대
로 맹활약할 수 있는 인재들에게는 무한한 기회가 주어질 겁니다. 이러한 블루오션
으로 향하는 여정, 반기문 유엔사무총장처럼 정치 외교학 공부에서 시작하십시오.

정치학을 처음 접하는 이를 위한 입문서입니
다. 정치학자 80여 명이 참여하여 만들어 낸
만큼 다양한 시각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길을 가는 후배에게

정치학
아리스토텔레스. 숲. 2009
아리스토텔레스의 명저를 번역한 책으로 마키

이때는 꼭!

아벨리, 헤겔, 마르크스 등 유명한 후대 사상가
들에게 영향을 준 정치의 기본서입니다.

소셜로 정치하라
공훈의 · 김행. 한스미디어. 2012

대학생으로서 기본 교양을 쌓아야 할 시기입니다. 분야를 넘나들며 여
러 가지 수업을 들어보고, 다양한 책을 읽어보며 상상력을 기르는 것을 권

위 책들을 다 섭렵했거나 평소 정치에 관심이

합니다. 앞으로 계속 활용하게 될 외국어나, 대학에서 요구되는 학술적 글쓰기를 익

많은 학생들에게 추천합니다. 트위터, 페이스

혀야 하는 시기이기도 합니다.

북 등 SNS를 자주 사용하는 분들에게 친숙한
형태의 정치를 쉽게 풀어낸 책입니다.

본격적으로 정치학 공부를 시작하게 됩니다. 정치학의 기본이 되는 정
치사상사와 외교사, 비교정치개설 등의 수업을 들으며, 정치학이 어떠한 과
정을 거쳐 형성되고, 오늘날의 모습에 이르게 되었나를 익히는 것이 권장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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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학의 다양한 이론들을 접하고, 이를 비판적으로 검토하는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논문을 읽으며 저자의 논리를 분석하고 현실사회에 비추어
타당한지 검토하며 자신의 생각을 정리하는 훈련을 하게 것이 중요합니다.

그 동안의 공부를 바탕으로 사회 진출을 준비하는 시기입니다. 교양과

인생을 그리는 열여덟, 여러분에게 고합니다.

전공수업을 통해 배양한 식견을 바탕으로 사회를 보는 자신만의 시각을 갖

TV, 선생님, 부모님. 모두 ‘공부하라’는 말과

춘다면, 이후 사회 어느 분야에서건 필요로 하는 인재로서 경력을 개발해나갈 수 있
을 것입니다.

‘꿈을 가져라’라는 말을 동시에 합니다. 그러나
고등학생 여러분의 입장에선 ‘공부 잘 하는 게
성공하는 거라는데, 수능 잘 봐서 좋은 대학 들
어가면 꿈을 이룬다는 말 아닌가?’하는 의문을

شڏԟ֬

갖기도 합니다. 아침에 눈 떠서 밤늦게 야자시

권력(Power) 권력이란 사회 안에서 개체들이 어떻게 연결되어 있는가를 규정하는,

는 걸까? 때론 이런 냉소적인 생각도 했었습니

정치학의 핵심적인 개념입니다. “권력은 부패한다”는 격언에서 드러나듯, 사람들은

간까지 공부뿐인 일상에서 어떻게 꿈을 꾸라
다. 모두 내 입장이 아니니까 다들 그렇게 쉽
게 말하는 거라고 여기고 말이죠. 그러나 이제

쉽게 권력에 대해 부정적인 이미지를 가지고, 이에 대해 말하기를 꺼려합니다. 그러

대학생이 되어 보니 다른 생각을 갖게 됩니다.

나 권력은 언제나 우리 생활에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교통신호를 지킬 때, 상품

여러분 큰 꿈을 가져보세요! 다른 사람이 시키

을 소비하며 세금을 낼 때, 여러분은 이미 국가권력에 의한 행동을 하고 있는 것입

니까, 해야 한다고 하니까 하는 공부가 아니라

니다. 정치학에서는 이러한 권력을 주요 관심대상으로 삼습니다. 권력의 행사자는

자신의 꿈을 따라 인생을 설계해 보세요. 대충

국가기관이 될 수도 있고, 비정부기구, 또는 UN과도 같은 국제기구가 되기도 합니

수능 점수에 맞춰 대학에 들어온 사람과 확고
한 꿈을 가지고 그 꿈을 위해 들어온 사람은 천

다. 정치학은 이러한 다양한 사회조직의 권력관계에 관심을 가지고 어떻게 더 나은

지차이입니다. 그것은 아마사회에 나가서도 마

사회를 이룩할 수 있을 것인가를 고민하는 학문입니다.

찬가지일 겁니다. 당장은 답답한 날들의 연속
일지도 모릅니다. 인생전체를 봤을 때 고등학

।Ĝ@ҜԽ@ِĸ՜
평화와 민주주의 연구소(http://peacekorea.or.kr/)는 1988년 3월 설립 이래 한국

교 3년은 굉장히 짧은 시간입니다. 그러나 여
러분의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3년이기도 합니
다. 그 귀중한 시간 동안 자신이 공부하는 이
유를 찾고, 고등학교 3년을 인생의 초석을 닦

정치학의 발전과 한반도의 평화정착을 위한 학문적 연구활동에 매진하고 있습니다.

는 3년으로 사용하세요. 지금이 여러분 인생

연구소 산하에는 평화통일 연구센터, 민주주의 연구센터 및 EU 연구센터 등이 있으

의 시작입니다.

며, 연구재단 등재 학술지인 <평화연구>를 연 2회 발행하고 있습니다.

@ؽܙশݘ@ۉ

ؑמɸ۾@מĚĜЃ
정치학의 기본탐구, 정치학원론
한국정치사상, 서양고대 · 중세정치사

2013년 기준 졸업생 58명 중 41명 취업(70.7%)으로 취업률 전국 최상위권 / 취업 제외 진학자
12명(20.7%)으로, 90% 이상의 학생들이 취업 또는 진학을 통해 경력을 개발해 나가고 있습니다.
특히, 2013년 행정고시에 차석을 비롯하여 4명 합격, 외무고시에 4명이 합격하였고, 2014년 행

상, 비교정치개설, 정당론, 국제정치
론, 외교사
국제관계이론, 현대정치철학, 국제평

정고시 4명 및 입법고시 1명 합격 등 공적영역 진출이 두드러지고 있습니다.

화연구, 한국외교정책론, 국제윤리학,

학계 대학교수, 연구원 등

민주주의와 헌법, 동아시아정치론, 정

정관계 국회의원, 지방자치단체장, 외교관, 공무원, 국제기구직원
법조계 판사, 검사, 변호사
언론계 신문사 및 방송사 기자, PD
재계 제조, 금융, 컨설팅등 다양한 분야의 기업 임직원

체성정치, 동아시아 국제정치 경제론,
국제무역의 정치경제, 한국정치, 선거
와 의회
현대국제안보론, 정치사상세미나, 비
교정치경제, 유럽정치론, 대외교정책
결정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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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학과

정경대학, Since 1905
Department of Economics

Global Top Class를 향하여
경제학과는 1905년 고려대학교의 전신인 보성전문학교의 개교와 함께 창설된 이재학 전문학과를 모태로 시대적 변화에 적응 · 발
전해온 뿌리 깊은 전통의 학과입니다. 이재학과에서 상학과로, 1959년 정경대학 경제학과로 그 명칭이 변경되었으며 수십 년 동안
한국경제를 이끈 주역을 배출하였습니다. 1999년과 2006년 정부로부터 BK21 1-2차 사업에 선정되었고 2013년 BK21 PLUS에
연속으로 선정되었으며, 중앙일보 전국대학 경제학과 평가에서 항상 최상위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국제적으로는 2005년 ‘Journal
of Asian Economics’ 평가 연구 분야 국내 1위, 2014년 QS 세계 대학평가에서도 49위를 기록하는 등 세계적으로도 그 위상을
인정받고 있습니다. 경제학과는 대한민국의 최고를 넘어 2020년까지 Global Top 20를 목표로 세계적인 명품학과로 도약하기 위
한 노력을 거듭하고 있습니다.

http://econ.korea.ac.kr

삶은 선택의 연속, 그 선택에 관한 학문
인간은 삶을 살아가는데 있어서 항상 선택의 기로에 놓이게 됩니다. 예를 들어 부모님에게 용돈을 받을 때, 우리는 이 한정된
용돈으로 게임기를 살 것인지, 내가 좋아하는 옷을 살 것인지 등에 대해 고민합니다. 만약 게임기를 사기로 결정한다면 옷은 살
수가 없습니다. 이 고민의 지점이 바로 경제학의 시작이자 끝입니다. 즉 경제학은 한정된 자원 내에서 어떻게 하면 최대의 효
용을 얻을 수 있는지, 이 선택을 하였을 때 기회비용은 어떻게 되는지 등에 대한 연구를 합니다. 그리고 이 과정에서 일반적인
법칙을 도출하고 미래 현상을 예측합니다.

경제학의 엔진 하나로부터 열을 끄집어내라!
경제학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분석능력입니다. 고등학교에서 경제를 배운
학생이라면 수요와 공급 곡선에 대해 알고 있을 것입니다. 수요와 공
급 곡선 하나로도 수많은 공식과 이론을 도출해낼 수 있습니다. 하나
의 경제현상은 수많은 요인에 의한 결과이자 다른 현상에 영향을 주
는 요소입니다. 경제학도들은 단일 현상을 그 자체로만 생각하지 말

이런 학생 경제학에
• 평소 사회의 경제 현상에 관심이 있다.
• 논리적이며 인과관계 분석에 흥미가 있다.

고 사회의 다른 요인들과 연관시켜 분석하고 이를 논리적으로 구성

• 여러 사회현상을 모델을 통해 설명하는 데 관심이 있다.

하는 역량을 키워야 합니다. 분석력과 논리력을 키운다면 여러분은

• 각종 경제 지표들을 읽고 분석하는 능력을 키우고 싶다.

최고의 경제학도가 되실 수 있을 것입니다.

전공 수업 경제의 A부터 Z까지 설명하는 사회과학 수업하기
경제학은 사람이 먹고 사는 문제를 다룹니다. 그 분석 대상은 경제에만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사회, 문화 등을 포함합니다. 그
러다 보니 경제학에서는 때로는 직관을, 때로는 수학적 사고를 필요로 합니다. 고등학교 과목으로 따지면 사회·문화, 경제, 수
학(통계, 미분 등), 한국지리 등 많은 과목의 지식이 포함됩니다. 이것이 바로 사람들이 경제학을 ‘사회과학의 꽃’이라 부르는
이유입니다.

학과목에 대하여
상품의 가격은 어떻게 정해지는 것일까, 미시경제학 가계와 기업 등 개별경제주체들 간의 경제 활동이 재화나 서비스 가격에
어떠한 영향을 주는지를 분석하고 설명하는 학문입니다.
우리나라 전체 경제흐름을 파악하는 학문, 거시경제학 모든 개별경제주체들의 경제활동이 한 국가에 주는 영향을 물가, 총생
산, 실업률 등과 연관하여 연구하고 분석하는 학문입니다.
경제이론을 통계적으로 확인해 보는 학문, 계량경제학 경제이론의 실증 분석에 필요한 통계적 방법들을 연구하는 학문입니다.
정부는 우리의 세금을 어떻게 사용하고 있는 걸까, 재정학 국가나 지방 자치단체가 어떻게 경제활동을 하고 있는지, 최대 효율
을 달성하고 있는지에 대해 알아보는 학문입니다.
세계의 경제를 분석해보자, 국제경제학 국제 간에 이루어지는 모든 경제거래를 대상으로 하는 학문으로 국제금융론, 국제무
역론 등이 있습니다.
노동시장에 대해 알아보자, 노동경제학 노동이 어떻게 공급되고 노동에
대한 수요가 어떻게 생겨나는지 노사는 어떠한 관계를 가지고 있는지
알아보는 학문으로 노동시장론, 노사관계론이 있습니다.
자유롭고 공정한 경쟁은 어떻게 이루어질까, 산업조직론 특정한
시장과 산업을 둘러싼 기업들끼리의 경쟁관계로 야기되는 문제
들을 시정하기 위한 정책 혹은 조치를 탐구의 목적으로 삼고
있는 학문입니다.
한국경제 발전의 역사적 특징을 이해하는 학문, 경제사 인간
의 경제생활 발전과정과 그 밖의 사회현상과의 관련을 밝히
려는 학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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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 시장의 윤활유인 화폐에 대해 알아보자, 화폐금융론 경금융 제도 및 환경의
변화와 금융 산업구조의 변화를 연구하며, 장 · 단기 금융시장의 환경, 화폐의 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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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급, 이자율의 결정이론, 통화 금융정책 등을 분석하는 학문입니다.

맞춤형 진로지도 사회 각 분야의 임원과 실

적인 취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합니다.

경제학과의 미래
더 정확하게 분석하고 예측하라!

선배, 후배의 나침반이 되다 사회 각 분야

최근 미국 발 금융위기와 유럽 발 경제위기 때문에 우리 사회는 큰 경제적 타격을

무진을 취업준비생과 연결시켜 맞춤형 진로 지
도를 실시하는 제도로, 취업준비생들이 실질적
으로 필요로 하는 정보를 얻고 그에 따라 성공

에 진출한 선배들과 경제학과 전공자들이 모여
식사를 하며 진로에 대한 고민을 폭넓게 이루
어질 수 있도록 하는 프로그램입니다.

인력양성 사업(BK21 PLUS) 정부와 협력
하여 세계적 수준의 대학원 육성과 우수한 연

받았습니다. 유가상승과 같이 경제에 악영향을 끼칠 요소들이 증가함에 따라 경제
불황의 주기는 과거에 비해 그 기간이 단축되는 추세입니다. 이러한 현실에서 경제
상황을 더욱 정확하게 분석하고 예측해야 하는 경제학의 중요성은 날로 높아져 가
고 있습니다. 특히 우리나라는 미국, EU 등과의 FTA를 체결함에 따라 경제 영토를

구인력 양성을 위해 석 · 박사과정생 및 신진연

전 세계로 확장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국제 경제에 대한 정확한 분석력과 예측력을

구인력(박사 후 연구원 및 계약교수)을 집중적

지닌 경제전문가에 대한 수요는 더욱 높아질 전망입니다.

으로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국내외 인턴십 국회, 공기업, 금융사 등에서
의 인턴십 프로그램입니다.

블루오션

교직과정 설치 사범대를 졸업하지 않고도
고려대학교 경제학과에 설치되어있는 교직이

●

국제금융이란 경제주체 간의 자금거래가 국경을 넘어 이루어지

수과정을 통해 사범대학 졸업생과 동등한 교

국제금융

는 자금의 유통을 의미합니다. 즉, 상품이동에 따른 대금결제 및

원자격증을 취득할 수 있게 하는 제도입니다.

분야

해외차입에 따른 자본이동, 수익을 목적으로써 이루어지는 해외
투자 등의 현상을 말하는 것인데, 그 형태에 따라 재화 및 용역
거래와 자본거래로 구분됩니다. 국제금융은 국제무역거래 및 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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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금융거래에 필요한 자금 조달 및 그에 따른 보다 유리한 자금

고등학생을 위한 알기 쉬운 경제 이야기

운용 기회를 제공해주는 만큼 오늘날과 같은 글로벌 시대에 그

김진영. 한국은행. 2005

중요성이 점점 커지고 있습니다.

경제가 어렵게 느껴지거나 전공 지식이 없는
고등학생을 위해 한국은행에서 도표와 그래프
로 경제를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풀어 쓴 책

●

융합경제학은 경제학과의 학문 지식을 타 학문 분야의 이론 또는

입니다.

융합경제학

연구 성과와 결합하여 사회현상을 분석하고, 사회문제를 해결하

괴짜 경제학

분야

고자 하는 시도를 지칭하는 말입니다. 대표적인 예로 경제학에

스티븐 레빗. 웅진지식하우스. 2005

심리학적 실험 개념을 도입한 행동경제학을 들 수 있고, 최근에

경제학계 ‘인디애나 존스’로 불리는 스티븐

는 에너지 공학이나 뇌 과학 등 자연과학 분야의 학문과도 적극

레빗이 출간한 괴짜 경제학은 마약 거래자나

적인 학문적 연계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또한 모든 인간의 행위

KKK 단원 행태 등 엉뚱한 소재로 경제학을 풀

가 한정된 자원으로 누구나가 지닌 욕망을 충족시키는 일종의 경

어놓은 책입니다.

제적 행위로 볼 수 있는 만큼 앞으로도 이러한 경제학과 타 학문

경제학 콘서트

간 융합 현상은 도드라질 것으로 보입니다.

팀 하포드. 웅진씽크빅. 2006
일상을 지배하는 경제 법칙의 세계를 소개해주
는 책. 일상의 현상들에 최신 경제이론을 접목
시켜 경제학적 고민을 해결해줍니다.

●

죽은 경제학자의 살아있는 아이디어

환경, 에너지
경제학 분야

토드 부크홀츠. 김영사. 2009

중국에서 날아오는 미세먼지가 우리의 생활을 바꿔놓았고 일본
에서 발생한 원자력 발전 사고는 전 세계를 공포에 떨게 했습니
다. 좋은 환경이 우리의 행복한 삶의 필수조건이므로 환경·에너

현대 경제학에 큰 영향을 끼친 경제학 거장들의

지경제학 분야는 앞으로 더욱 발전할 것입니다. 환경·에너지경제

생각을 담아 낸 책으로 서로 반대되는 경제사상

학에서는 기본적으로 환경문제에 대한 경제학적 분석을 통해 적

과 배경에 깔린 생각과 시대의 상황을 통해 경

절한 환경정책을 고안 및 분석하고, 또 평가하는 학문입니다. 환

제학의 이해에 큰 도움이 됩니다.

경·경제학은 환경문제에 대해서 도덕적으로만 접근하여 규범적
인 정책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사회구성원들이 자
발적으로 환경을 보호하는 행위를 할 수 있도록 하는 정책을 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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들지를 고민합니다. 앞으로의 의사결정은 환경 친화적인 방향으로 변
해갈 것이고, 또 그래야 하는 만큼 환경·에너지경제학의 발전 가능성
또한 무궁무진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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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학과 전공자모임 운영진 교수진과 경제학 전공자 ¡ 복수전공자 ¡ 이중전공자 ¡ 부

세계적으로 존경 받는 경제 석학들도 젊은 시

전공자 등의 학생들의 중간에서 학과 내 각종 행사와 프로그램들을 기획·진행하는

절에는 호기심 많은 학생이었습니다. 그들 또

학과 운영진

한 여러분과 같은 시절을 거쳐 왔던 것입니다.

거시 금융 연구회 3학년, 4학년으로 커리큘럼을 나누어 3학년은 거시 금융 관련 세
미나를 월 1회 담당 교수 참관 하에 진행하고, 4학년부터는 자체적으로 스터디를 구
성하여 한국은행 등 금융권을 목표로 스터디를 진행하는 거시 금융 학회
고려대학교 한국 대학생경제학회(KUSEA) 경제학을 통하여 세상을 바라보고, 이
를 통해 한국의 미래주역인 대학생들이 시장경제에 대한 올바른 인식으로 사회를

위대한 성취는 주위에 대한 깊은 관심에서부터
비롯됩니다. 여러분도 여러분이 살고 있는 사
회에 끊임없는 관심을 가지고 사회를 보는 안
목을 키워 나가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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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라보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국내외의 다양한 경제 문제들에 대한 합리적

세계와 한국경제, 경제원론*

인 해결 방향을 제시하고자 하는 취지로 설립된 서울 및 수도권 7개 대학으로 이

미시경제이론, 거시경제이론, 경제원

루어진 연합 학회

론**, 경제수학, 경제의 통계분석, 경

호안스 단과대 내 소식과 그 외에도 대학생으로써 반드시 알아야 할 사회 현상을

제학사, 노동시장론, 정치경제학개론,

호안(虎眼)으로 바라보고 해석해주는 신문사
퍼블릭스 학업의 스트레스도 풀고 동시에 끈끈한 동료애를 함께 나눌 수 있는 열

국제무역론
계량경제학, 전략과 정보의 경제학,
한국 경제사, 한국현대경제사, 화폐금

정의 야구 동아리

융론, 재정학, 국제금융론, 경제발전

노래속으로(Into the Song) 음악에 대한 열정을 마음껏 펼칠 수 있는, 오랜 전통

론, 노사관계론, 경제변동성장론, 경

의 고퀄리티 노래패

@ؽܙশݘ@ۉ

제통합론, 동서양고전의 경제학, 사회
경제학, 시사경제
한국경제론, 동아시아경제사, 수리경
제학, 한국경제세미나, 사회복지경제
학, 고급이론세미나

학계 해외유학, 대학 교수, 연구소연구원 등 국 · 내외 대학원 진학을 통해 경제학을 보다 폭넓게
배운 후 대학 교수가 되거나 국가 및 기업경제 연구소의 연구원이 될 수 있습니다. 학계로의 진출
은 경제학 전공자로써 경제학을 가장 많이 활용할 수 있는 분야이며 국가 및 기업의 방향을 결정
하는 핵심적인 역할 등을 수행할 수 있습니다.

شڏԟ֬

금융계 한국은행, 금융감독원, 산업은행, 수출입은행, 예금보험공사, 시중은행, 보험사, 증권사 등

기회비용 하나의 재화나 서비스를 선택하였

금융계에 해당하는 직장은 한국은행이나 금융감독원 등 금융권 공기업이나 정부기관, 그리고 시

을 때, 포기해야 하는 차선의 재화의 가치를 말

중은행, 보험사 및 자산관리회사 등을 들 수 있습니다. 금융 역시 경제학의 주요 연구대상이니만

합니다. 효용 재화나 서비스를 사용함으로써

큼 경제학전공자가 금융계에 진출하기 위한 상대적 ¡ 절대적 유리함은 두말할 나위가 없습니다.

얻는 주관적 만족의 기준입니다. 희소성 사람

기업계 삼성, 현대, SK 등대기업 및 중견기업 등

들이 바라는 것보다 그것을 충족시킬 수 있는

국내외의 주요 대기업이나 중견기업, 그 외에도 각종 민간 회사 등이 포진되어 있는 기업계는 진

재화나 서비스가 부족한 것을 나타내는 말입니

출가능 직군이나 직렬이 다양한 만큼 상당히 큰 가능성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기업들은 그

다. 인센티브 경제주체를 원하는 방향으로 행

운영 목적이 이윤의 극대화이기 때문에 실증적이고 정량적인 사고를 몸에 익힌 경제학 전공자들

동하게 만들기 위해 제공하는 것들을 의미합니

의 경우 업계의 진출 준비 단계에서나 진출 이후 모두에 유리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다. 시장실패 시장을 통한 경제행위가 사회

정부 ¡ 공공기관 기획재정부, 산업통상자원부, 국세청, 외교부등 국가고시 등을 통해 공직으로 진

적으로 효율적인 결과를 낳지 못할 때를 이르

출하는 것은 경제학을 전공으로 하는 학생들에게 매우 선호되는 선택입니다. 국가고시 및 공무원
시험은 경제학을 필수 ¡ 선택과목으로 지정하고 있기 때문에 경제학을 전공으로 한 학생들이 공
직 진출에도 큰 이점을 지니고 있습니다.
로스쿨 진학 및 법조계 로스쿨 진학뿐만 아니라 법조인으로써 활동을 하는 데에도 경제학 전공
자는 타전공자들이 갖지 못하는 많은 이점들이 있습니다. ‘산업조직론’, ‘법경제학’과 같은 과목
의 경우 최근과 같이 지적재산권 등 유 · 무형 자산의 가치가 중요시되고 관련 소송 역시 증가하
는 추세에서 정확한 분석 및 판단을 하는 데 도움을 줄 것입니다. 또 ‘계량경제학’과 같은 과목은
통계수치 아래 숨어있는 유의미한 결론을 이끌어내고, 가설을 검정하는데 도움을 줄 것입니다.
언론계 및 컨설팅회사 등 세계적으로 경제가 동조화 되면서 경제 분야의 중요성이 더욱 커지고

는 말입니다. 이자율 자금을 대차할 때 부과
되는 사용료를 의미합니다. 인플레이션 통화
량 증가 등의 이유로 화폐가치가 상대적으로
하락하고, 물가가 전반적으로 상승하는 경제
현상을 의미합니다. 환율 한 국가의 통화와
다른 국가의 통화 간의 교환 비율을 의미합니
다. 환율은 해당 국가 통화의 대외가치를 나타
내는 것으로써 경제학에서 매우 중요시됩니다.

있습니다. 이에 많은 언론사에서 경제학적 지식을 가지고 사건을 분석하고 보도할 수 있는 인재
들의 수요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또한 컨설팅 분야에서도 다수의 경제학과 졸업생들이
활약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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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계학과

정경대학, Since 1963
Department of Statistics

호랑이의 눈으로 세계와 미래를 보다
고려대학교 통계학과는 사회적 혁신의 기운과 산업화의 물결이 태동한 1963년에 국내 최초로 경제 및 사회 개발과정에서 발생하
는 현실적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는 인재 양성을 위하여 설립되었습니다. 타 대학 통계학과가 수리적 이론에 치중하는 자연계열에
속한 반면, 고려대학교 통계학과는 사회계열에 위치하여 이론과 실용성을 갖춘 미래 지향적인 인재 양성에 적합한 프로그램을 자
랑하고 있습니다. 우수한 교육과정 및 교육환경과 더불어, 금융통계와 빅데이터 분석을 포함하는 다양한 응용분야에서 뛰어난 연
구자이자 교육자로 인정받는 훌륭한 교수진을 갖춘 고려대학교 통계학과는 지속적인 투자와 노력을 통해 세계적 수준의 학과를 향
한 발전적 진화를 지금도 거듭하고 있습니다.

http://stat.korea.ac.kr

통계, 의사결정을 위한 필수적인 도구
통계학과에서는 데이터를 수집하고 분석하는 법과 더불어서 분석결과를 활용한 의사결정 및 미래 예측 기법을 배우게 됩니다.
예를 들어, 보험회사의 보험금 지급 문제에서 보험사의 기대 이익은 보험료 수입과 향후 발생하는 보험금 지급액을 뺀 수치로
정의됩니다. 따라서 지속적으로 사고를 내 보험금을 계속해서 타내는 가입자가 있다면 보험사는 손해를 입게 되고 따라서 이
를 막기 위해 보험사는 여러 가지 수단을 동원하게 됩니다. 일반적으로, 한 번 보험금을 받은 가입자의 향후 보험료는 상승하
게 됩니다. 즉 보험사는 상습 사고자의 보험료를 상향 조정하여 손해를 최소화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이 보험료의 상승분이 너
무 높게 책정되면 보험 가입자의 이탈률이 높아질 것이며 또한 너무 낮게 책정되면 지급 보험금 상승으로 인한 손해를 회사가
감수해야 합니다. 따라서 보험사는 사고를 낸 가입자가 어쩌다 실수로 사고를 낸 건지, 상습적으로 사고를 내는 덜렁이인지를
파악해야 합니다. 덜렁이에게 더 높은 보험료를 물려야 하니까요. 이걸 어떻게 해야 할까요? “당신 다음에도 사고 낼 거야?”
라고 물어볼 수도 없습니다. 이때 통계 전문가를 동원합니다. 통계 분석
전문가는 과거의 사례, 가입자의 연령대, 성별 등의 자료를 분석하여
‘필요한 수준의 이윤을 내기 위해서는 얼마나 보험료를 올려야 하는

이런 학생 통계학에

지’, ‘상습범이 될 확률이 상당히 높은 운전자는 어떠한 특성을 가지

• 수학을 좋아하고 컴퓨터와 친하다.

고 있으며 이러한 운전자에게 어느 정도의 보험료를 책정해야 하는

• 분석적 사고력이 뛰어나다.

지’ 등의 질문에 답변을 제시합니다. 이처럼 통계학과에서 배우는 리

• 언론에서 통계가 많이 나오는데, 과연 믿을만한 내용

스크 관리나 분류기법을 포함한 여러 통계 분석 방법들은 매우 중요
한 역할을 하게 됩니다.

인가 꼭 체크한다.
• 내 생각을 전달하기 위해서는 데이터가 가장 강력한
수단이라고 생각한다.

전공 수업 통계학 과목들, 어렵진 않나요?
통계학은 수학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학문이며 따라서 기본적인 수학 지식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엄청난 수학 실력을 갖춰야
만 통계학을 공부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흔히들 통계학이란 말을 들으면 고교 수학과정의 ‘확률과 통계’를 떠올리면서 ‘가위
바위보의 경우의 수를 다시 구해야 하나’ 또는 ‘나는 그 부분을 잘 이해하지 못했는데 어쩌나’ 등의 고민에 빠집니다. 단언컨대,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고려대학교 통계학과는 고교 교육과정 변화에 민첩하게 대처해 왔습니다. 미적분이 인문계 수학에
서 빠지자 통계학과 전공과목인 통계 수학을 가장 먼저 배운 후에 응용과목으로 들어갈 수 있게 교육과정을 개편해서 교과 과
정만 잘 따라가도 실력이 쌓이게 배려하였습니다. 또한 인문계열에 위치한 통계학과의 특성 및 학생들의 배경지식에 근거하여
교수님들이 맞춤 수업을 제공하여 어렵고 지루한 수업이 아닌 활기차고 상상력을 자극하는 수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고교과
정에서 확률과 통계가 함께 나오는 데에서도 알 수 있듯이 불확실성을 모형화 하는 통계학의 여러 방법론의 습득을 위해서는
기초적인 확률지식이 꼭 필요합니다. 그러나 굳이 예습을 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교수님들의 탁월한 강의가 모든 문제를 해결
해 줄 것입니다. 여러분은 열정만 가지고 오시면 됩니다.

학과목에 대하여 학년별 통계 밟기
1학년 통계학의 개념을 잡고 필요한 수학 지식을 쌓는 시기로 통계적 사고, 기초통계학, 통계수학 그리고 행렬 이론 등을 수
강하게 됩니다.
2학년 다음 단계로 나아가기 위한 통계 이론, 통계적 방법론 그리고 통계 프로그램을 배우게 됩니다. 통계 이론의 첫 걸음으
로 확률론입문을, 그리고 통계 분석을 위한 방법론의 첫 걸음으로는 회귀분석, 통계적 방법 등을 수강하게 됩니다. 빠르고 정
확한 데이터 분석을 위해서는 컴퓨터를 활용해야 하며 이를 위해 SAS 그리고 R과 같은 여러 통계 프로그램의 기초적인 지식
을 또한 이 시기에 축적하게 됩니다.
3학년 보다 깊은 수준의 이론 및 통계적 방법론들을 이 시기부터 배우게 됩니다. 통계학의 핵심 이론은 수리통계학을 통해 자
료수집의 방법은 통계조사론과 실험계획법을 통해, 그리고 보다 깊이 있는 분석과 연구를 위한 컴퓨터 지식은 중급전산통계
를 통해 배우게 됩니다.
4학년 배운 통계적 지식을 바탕으로 보다 전문적인 분야의 방법론을 배우는 시기입니다. 데이터마이닝(data mining)을 통해
서는 가능한 여러 빅데이터의(big-data) 분석방법을 접하게 됩니다. 금융통계와 보험통계를 통해서는 주식, 연금, 리스크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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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 그리고 보험 등의 분야에서 사용되는 통계적 분석 및 예측 방법을 배우게 됩니
다. 또한 법과 통계학에서는 CSI 드라마에서 볼 수 있는 법정과 수사과정에서 이

ࣥѾ@ॕŗ͙
국외 인턴십 프로그램 네덜란드의 국제통

루어지는 여러 형태의 통계적 문제에 대한 해결 방안을 배웁니다. 이와 더불어 의
학 통계, 계량 경제 등의 여러 분야에서 사용되는 통계 분석 기법 들을 각 주제 별
로 배우게 됩니다.

계기구(ISI), 호주의 Commonwealth ScienWLͤF and Industrial Research Organization
(CSIRO), 미국의 Partnerships in Prevention
Science Institute 등 해외 대학 및 연구기관.

국내 인턴십 프로그램 밀워드브라운미디어
리서치, 한국거래소, Ernst & Young, 한국 인

통계학과의 현재와 미래
인간의 일생과 마찬가지로 각 학문 역시 출생이 있고 부흥기가 있습니다. 통계학은

터넷 진흥원, 통계청, Accenture, Deloitte, 우

어느 위치에 있을까요? 이제 막 이륙하여 힘차게 하늘을 날기 시작하여 안정권에

리투자증권, 네이버, 대우증권, KOBACO를 포

접어드는 비행기의 위치가 현재 통계학의 위치입니다. 우리나라의 경우 ‘정부 3.0’

함한 다양한 국가기관, 산업체 및 연구소 등

혹은 ‘데이터 기반 정책 결정’이라는 용어가 공공연하게 국가 기관에서 사용되고 있

에 인턴 파견.

는 것 자체가 통계학의 중요성과 위치를 입증하고 있습니다. 또한 모든 분야에서 통

인력양성사업(BK21PLUS) 정부와 협력하

계학 혹은 데이터 사이언스의 역할이 커지고 있습니다. 경제 분야에서 사용되는 물

여 석·박사급 창의인재 양성, 창의성에 기반한

가 지수를 포함한 여러 지수들, 언론에서 언급되는 여론조사 및 선거 예측조사, 의

새로운 지식과 기술의 창조를 지원하기 위한
프로그램.

ʅǷ@¡@ڀ
नÃ@ч@րԟ֯۽

학 부분의 임상실험, 마케팅 분야의 데이터 마이닝 기법, 농업 분야의 수확량 예측,
희귀 동물 개체 수 예측, 보험 및 연금 상품 개발, 환경 부분의 기후 변화 예측 그리
고 공업 분야의 실험 설계 등 현재 통계 전문가를 요구하는 부분은 셀 수 없이 많
습니다. 이러한 통계 전문가에 대한 미래 수요는 어떻게 변화할까요? 최근 급격하
게 떠오르는 ‘빅데이터’에 대한 논의는 통계 전문가의 미래에 대한 한 단면을 보여

@전국 통계학과 중 교수 1인당 국제 논문 수1

주고 있습니다. 정치, 경제, 문화, 사회, 과학 등의 모든 분야에서의 발전으로 인하여

위(2009), 교내 연구소 평가 사회과학분야 1

축적되는 데이터는 그 다양성, 복잡성 그리고 양의 측면에서 급속도로 증가하고 있

위(2010), BK21플러스 사업팀 선정(2013), 통

고 이를 이용한 정확한 분석에 대한 요구 역시 높아지고 있으며 이러한 현상은 미

계학분야 세계 100대 대학에 선정(영국 QS사)
(2013~)

।Ĝ@ҜԽ@ِĸ՜

래에 계속적으로 나타날 것입니다. 과연 이렇게 방대한 창조의 블루오션에 뛰어들
어 능력을 발휘할 수 있는 전문가는 누구일까요? 바로 이론적 바탕을 가지고 데이
터를 분석할 수 있는 통계 전공자일 것입니다.

통계연구소 1975년 설립하여 전문적 연구
역량을 가진 교수진과 박사급 연구원들이 사
회과학 응용, 대량자료의 통계적 모형화, 조사

길을 가는 후배에게

설계와 분석, 수리금융, 생물통계학 등 다양한
분야에 걸쳐 세계 최고 수준의 연구 성과를 창

이렇게 다를 줄이야!

출하고 있습니다.

처음 만나는 사람에게 ‘통계학’을 전공한다고 말하면, 대부분의 사람들이 비슷한 반
응을 보입니다. “어려운 공부하시네요!” 이 글을 읽고 있는 여러분에게도, 통계학이
란 다른 세상의 이야기같이 느껴지실 겁니다. 저 역시 그러한 걱정을 안고 입학했
지만 통계는 단순히 낯선 학문이 아님을 깨달았습니다. ‘확률과 통계’라는 다소 딱

아직 끝나지 않은 입시로 힘든 하루를 보내는

딱한 이름으로 고교 교과 과정에 포함되어 있기도 하고, ‘빅데이터’라는 트렌드와

분도 있고, 상대적으로 여유로운 시간을 보내

도 밀접한 관련이 있는 학문이며, 선거철 여론조사와 같이 익숙하게 지나치는 형태

는 분도 있을 것입니다. 조금 뒤처졌다 싶은 사

로도 존재합니다. 이렇게 사회 곳곳에 존재하는 만큼 통계학은 쓰임새가 다양합니

람이 앞으로 나가거나 잘나가던 사람이 미끄
러지는 등 삶에는 수없이 많은 반전이 있습니
다. 하지만 당장의 유혹에 넘어가지 않고 자기

학문’이라는 표현보다는 ‘논리적인 학문’이라는 표현이 더 적절하다고 생각합니다.

삶에 진지한 자세로 노력하는 친구는 언제든

통계학과에서의 4년이 지나고 나면, 자신이 보다 전문적이고 논리적인 능력을 갖

지 반드시 그 결실을 맺고 있었습니다. 고3 수

추게 되었음을 느낄 수 있을 겁니다. 이렇게 쓰임새가 다양한, 전문적인 능력을 갖

험생활의 경험은 어려움이 올 때마다 ‘내가 이

춘 사람들을 회사에서 선호하는 것은 어쩌면 당연한 일일지도 모릅니다. 당장 나라

런 것도 해냈는데’라는 생각으로 흔들리지 않

가 망할 것만 같았던 IMF 시절조차도 통계학 전공자들의 취업률이 96%가 넘어갔

고 버틸 수 있는 힘이 됩니다. 여러분도 그런
뿌듯한 경험 하나씩 가질 수 있게, 오늘 생활에
최선을 다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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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또한 수학이 필요한 학문이지만 수학이 전부는 아닙니다. 통계학은 ‘수학적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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던 것이 바로 그 증거입니다.

이때는 꼭!

봄기운이 올라오는 3월, 꿈꾸던 캠퍼스 생활을 시작하며 많은 걸 하고
싶은, 또한 할 수 있는 학년입니다. 학과 공부가 그다지 힘들지 않은 시기이
기 때문에 여행이나 독서, 혹은 친구들과 다양한 만남 등을 통해 생각에만 그쳤던
일들을 행동에 옮기시기 바랍니다. 또한 새로운 목표를 어떻게 세울 것인지 고민해
볼 수 있는 기회로 삼기를 바랍니다.

мπ҆ɜ@ࣃĊ।
괴짜통계학
김진호. 한국경제신문사(한경비피). .
노스트라다무스가 희대의 예언가라고 생각
하시나요? 아니면 사기꾼이라고 생각하시나
요?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 결과가 판이
하게 달라지는 재미있는 통계 사례들을 모은
책입니다.

기대 반 긴장 반 속에 본격적으로 전공을 접하게 되는 시기입니다. 생
소한 개념이 쏟아져 나올 뿐더러 일반적으로 영어로 강의를 수강하게 되므
로 힘들어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단순히 이 때의 경험으로 “난 통계랑 안
맞아!”라고 판단하면 안 된다고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차근차근 나아가다 보면 재
미를 느낄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루 종일 공부만 하기에는 너무 아까운 시기이기
도 합니다. 교내 외의 여러 활동을 통해 다양한 경험을 하고, 넓은 시각을 얻을 수
있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쉬운 통계학입문
고지마 히로유키. 지상사. 2009.
중학교 수준의 수학으로 통계학을 쉽게 설명
한 입문서. ‘이런 것이 통계구나’라는 감을 잡
기에 좋은 책입니다.

세상에서 가장 재미있는 통계학
아트후프만 · 울코트스미스저. 궁리출판사. .
그림이 포함되어 있어 이해하기 쉬운 책. 방송
과 신문에서 나오는 ‘신뢰수준 95%에 오차는
플러스 마이너스 5%.’ 등의 말이 무엇인지 알

졸업한 이후의 삶에 대해 본격적으로 생각하게 되는 시기입니다. 자
격증 준비를 위해 과감히 휴학하는 친구들이 생겨나고, 어렴풋이 대학원

고 싶다면 읽어 볼 만한 책입니다.

우연의 과학

생활에 대해 생각해 보는 친구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지나치게 고민하는 것은 좋지

다케우치 케이. 윤출판. 2014

않습니다. 1~2학년 때의 다양한 경험을 토대로, 내가 하고 싶은 일은 무엇인지 생

우연이란 무엇이며, 우린 우연에 어떻게 대처

각하고, 정했다면 망설임 없이 나아가세요. 잘못 선택했다 하더라도 다시 도전할 기
회는 충분합니다.

해야 할까? 우연은 예측할 수도, 이해할 수도
없습니다. 이 질문에 대해 평생 수리통계학을
연구한 저자 다케우치 케이는 우연을 확률론
에서 시작하며 우리에게 차근차근 설명합니다.

벌거벗은 통계학

어느 정도 전공 공부에도 적응하였고, 대학 생활을 마무리하는 시기입
니다. 하루하루 최선을 다해 살지만 ‘무엇을 위해 열심히 살았는가?’에 대
한 대답은 명쾌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멀리 있는 불빛에 도달하기까지, 가까이 있
는 불빛들이 길을 안내하고 있음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무슨 일을 하든, 자신에 대
한 확신과 믿음만큼 중요한 것은 없습니다.

찰스 윌런. 책읽는수요일. 2013
경제학자 찰스 윌런이 야구와 골프에서 광고
와 선거에 이르기까지 숫자의 의미를 해석해
주는 책입니다. 오늘의 흐름을 정확히 읽어 내
일의 변화를 예측하는 통계의 힘을 익히고 싶
은 사람이라면 누구라도 이 책이 도움이 될
것입니다,

Ğͷ@ۜÿ@ч@֫ॼ

괴짜가 사랑한 통계학

보험계리사, 리스크관리사, 재무 분석사, 사회조사 분석사, SAS Certified Pro-

“지금 즉시 전국의 전봇대 개수를 이야기해 보

grammer and Analyst

시오”라는 질문에는 뭐라고 대답해야 할까요?

그레이엄 테터솔. 한겨레출판. 2009.

통계학적 사고로 기상천외한 문제들을 풀어가
는 책입니다

@ؽܙশݘ@ۉ
졸업 후 진로는 매우 다양하며 거의 산업계 및 학계 분야에 진출이 가능하다.

६@ڀĳέ@ঊত

2010~2014년 졸업생 수: 284명 - 2010~2014년 기준 평균 취업률: 87% (최대 97%)
각 취업 분야별 분포

¡@해외 인턴십 및 단기 연수(국제통계기구, 호

금융계(국책금융기관, 민간금융기관, 증권회사, 보험회사): 53%

¡@MOU 체결 : 한국거래소, 밀워드브라운미디

기업계: 17%, 학계,연구소,기타: 30%

주, 미국 및 일본의 대학 및 연구기관)
어리서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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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학과

정경대학, Since 1955
Department of Public Administration

대한민국을 디자인하다
1955년 국내 최초로 설립되어 한국의 행정과 더불어 꾸준히 발전해 온 고려대학교 행정학과는 그동안 수많은 관계, 정계, 법조계
인재를 배출하여 왔습니다. 졸업생들 상당수가 오늘날의 대한민국을 디자인하고 만드는 과정에서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였으며, 현
재에도 사회 각 분야에 다양하게 진출하여 지도자적 역량을 발휘하고 있습니다. 또한 고려대학교 행정학과는 한국 행정학이 아시아
행정학의 허브로 자리 잡고 세계적 위상을 높이는데 크게 기여하고 있으며, 해마다 이루어지는 학과 평가에서도 전국에서 가장 우
수한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특히 2015년 단일학과로는 행정고등고시 정원대비 최고수준의 합격률을 자랑하는 등 고려대학교 행
정학과는 대한민국의 수많은 뛰어난 인재들이 거쳐 간 곳입니다.

http://kupa.korea.ac.kr

보다 좋은 국가를 위해 [행정하다]
행정이 무엇일까? 선뜻 떠오르지 않지만, 여러분은 오늘도 행정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행정은 어디에서나 쉽게 볼 수 있는데, 여
러분이 오늘 아침 뉴스에서, 신문에서 흔히 보고 들었던 정부의 활동들 역시 행정이기 때문입니다. 행정은 오래전부터 인류와 함
께했으며, 지금 이 순간에도 여러분의 학교생활을 포함하여 삶의 곳곳에서 우리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사람과 사람이 모여 살면
서부터 공동체는 해결해야 할 많은 문제들을 안게 되었고, 누군가는 공동체의 지도자가 되어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고 보다 나은
삶과 사회를 만들기 위해 노력해 왔습니다. ‘행정하다’라는 말은 바로 이처럼 인간의 삶과 국가사회를 발전시키기 위해 국가와 공
동체를 다스리며 더 좋은 사회를 꿈꾸고 디자인하는 일을 말합니다. 공익을 실현하고 공공의 복리증진을 위해 인간사회 전반을
고민하며, 보다 나은 삶을 위한 국가의 운영 방식과 제도를 디자인하고 실현해내는 것, 이를 배우는 학문이 바로 행정학입니다.

행정학의 엔진 공동체를 생각하다.
‘

이런 학생 행정학에
’ 잘 아시다시피 훈민정음은 이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세종대왕님이 한글을 만든 까닭은 백성들이 글을 몰라 하고
자 하는바가 있어도 하지 못하는 것을 안타까워하였기 때문이라는 내
용입니다. 어떻게 하면 공동체의 삶을 보다 편안하고 좋게 만들 수 있
을까? 어떤 정책을 펼치면 사회가 더 나아질까? 행정을 하는 이에겐
이처럼 공동체를 생각하고 배려하는 마음이 가장 필요합니다. 나 혼자
만 잘 살겠다고 국가의 관료들과 정치가들이 자신들만의 이익을 추구

• 분석력과 논리력이 뛰어나다.
• 창의적으로 문제의 원인을 파악하고 해결하는 능력을
갖추었다.
• 정부의 역할 및 기능에 관심이 있으며 국가운영에
관한 꿈이 있다.
• 공익과 공공성을 추구하는 공공문제에 관심이 많고
가치가 있는 일을 하고 싶다.
• 독서를 통한 풍부한 성찰로 폭넓게 세상을 배우고 있다.

하면 나라가 잘 운영될 수 있을까요? 사랑하는 가족을 비롯해 많은 사
람들이 모여 함께 사는 삶이기에 우리는 아름답게 더불어 살아가는 사
회를 만들어야 하고, 그렇기 때문에 행정학을 하고자 한다면 무엇보다도 공익
을 위한 봉사정신과 공공문제 해결능력이 필요한 것입니다.

전공 수업 배워서 남 주는 행정학
인간 사회는 참으로 다양하고 복잡합니다. 여러분과는 어딘가 다른 많은 사람들이 어울려 사는 세상이기에 공동체를 위해서는 많
은 생각과 공부가 필요합니다. 행정학은 이러한 특징을 지닌 사회를 진단하고 처방하기 위한 학문으로 다양한 학문을 필요로 합
니다. 여러분 이 학교에서 배웠던 지식들과 배워야할 지식들이 모두 행정학에서 필요하며, 매우 유용하게 쓰일 수 있습니다. 그러
나 맹목적이고 애매하게 모든 학문이 필요하다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어떤 공부를 하더라도 ‘공공가치’를 제대로 인
식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흔히들 ‘배워서 남 주냐’고 하는데, 행정학은 정말 ‘배워서 남 주기’위한 학문입니다. 의사 선생님들이
학창 시절에 수학, 과학 등을 배우고 그것들을 응용하여 사람의 몸을 치유하듯이, 행정학은 그보다 더 폭넓게 다양한 학문을 배
우고 융합하여 사람 사는 사회를 진단하고 치유하는 학문입니다. 여러분이 지금 무엇을 배우든, 더불어 살아가고자 하는 따뜻
한 마음씨가 있다면 행정학을 배우는 데 커다란 밑거름이 될 수 있습니다. 세부과목들은 좋은 정부를 만들기 위한 조건들이 무
엇인지를 돌이켜보게 합니다.

학과목에 대하여
정부도 조직이다! 행정 ¡ 관리 분야 공공부문 조직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한 다양한 이론과 기법을 다룹니다. 정부 조직이 어떻
게 운영되어야 효율적이고 좋은 조직이 되는지에 대해 배울 수 있습니다.
정부의 일을 배우자! 정책 분야 사회문제 해결을 위한 수단으로써 정책에 대한 이해와 분야별 정책을 다룹니다. 행정은 우리
일상에 적용되는 정책들을 디자인하고 실행하는 것이므로 정책에 대한 이해가 중요합니다.
정부도 환경이 중요해! 행정¡ 정책 환경 분야 공공부문을 둘러싸고 있는 법적 ¡ 정치적 ¡ 경제적 ¡ 제도적 환경을 다룹니다. 공부
할 때 주변 환경이 중요하듯 행정 역시 행정을 둘러싼 다양한 환경에 대해 배우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어떻게 공부하지? 방법론 분야 행정학을 공부하는데 있어 필요한 연구방법과 이를 활용한 사례분석을 다룹니다. 어느 학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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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야나 나름의 공부하는 방법이 있기에 행정학에서도 행정학 연구를 위한 방법론
이 필요합니다.

ࣥѾ@ॕŗ͙
국내외 인턴십 프로그램

감사연구원, 권

익위원회, 신용보증기금, 국회예산정책처, 국
회입법조사처, 한국조세연구원, 한국산업인
력공단, 한국행정연구원, 지방행정연구원, 환
경정책평가연구원, 한국증권거래소, 한국리서

행정학과의 어제와 오늘
년 명의 졸업생을 시작으로 행정학과는 현재까지 많은 졸업생을 배출하였
습니다. 학생들이 가장 선호하고 진출이 두드러지는 분야는 역시 관계 및 법조계였

처, 한국갤럽, 수자원공사, 한국지역난방공사,

습니다. 고등고시를 통해 많은 졸업생들이 정부에서 근무하였고, 한국의 발전을 이

한국도로공사, 한국석유공사, LH공사, 한국전

끌어 왔습니다. 또한 기업계로의 진출도 활발하여 행정학을 통해 습득한 정책결정

력공사, 한국자산관리공사, 한국 수출입 은행,

및 분석력, 정부-기업 관계의 이해 등을 바탕으로 산업발전의 중추적인 역할을 담

Hewitt, OECD 서울사무소 등 유수 기업에서
인턴십 프로그램을 실시합니다.

행정고시위원회 행정학과 학생들의 행정고

당하였습니다. 최근에는 공기업 및 금융계에 진출하는 졸업생들이 증가하고 있으
며, 각종 정부부처 및 대학교에서는 행정학 전공자를 필요로 하고, 대학원 진학률
역시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시를 지원합니다.

호림원 행정고시 일반행정직 및 재정경제직
준비반입니다.

국제교류 프로그램

Global Citizenship

Summer Institute(GCSI)

행정학과의 미래
인류를 위한 위대한 도전
공동체를 위해 용기를 내어 실천하는 삶은 위대하고 아름답습니다. 만약 아무도 더
나은 사회를 만들기 위한 도전을 하지 않았다면 우리가 오늘날만큼 살 수 있었을까

мπ҆ɜ@ॴ܄।

요? 나만 잘 살겠다는 욕심을 버리고 타인을 생각하는 마음이 없었다면 과연 우리
가 오늘날처럼 함께 살 수 있었을까요? 세종대왕이 왕이라고 혼자만 잘 먹고 잘 살

목민심서: 마음으로 읽는 다산 정신

고자 했다면 이순신장군이 자기 목숨만 챙기며 숨어 살았다면요? 역사 속에서 누

정약용. 풀빛. 2005

군가는 항상 공동체를 위해 노력해왔고 그래서 여전히 많은 이들의 가슴 속에 멋진

목민심서는 지방에 파견되어 백성을 다스리는
조선 시대 목민관이 지키고 갖춰야 할 자세와
지식을 정리한 책으로, 행정을 하는 이들에게
정약용이 전하는 조선의 행정학 교과서라고 할

기억으로 남아있습니다. 사랑하는 가족을 위해, 친구를 위해, 그리고 사람들을 위
해, 자신이 꿈꾸는 좋은 사회를 위해 여러분이 직접 다양한 정책들을 공부하고 디
자인해보고 싶지 않으세요? 고려대학교 행정학과는 대한민국의 행정학을 대표하

수 있습니다. 행정이 무엇인지, 공공의 업무에

는 학과로서 학계에서, 정부에서, 사회에서 필요로 하는 뛰어난 행정학도들을 배출

임하는 이들에게 필요한 가치가 무엇인지 이해

하는 곳입니다. 세상을 위해 무언가 가치 있는 일을 해보고 싶어 했던 여러분의 꿈

할 수 있는 책입니다.

을 펼쳐보세요. 행정은 위대하고 참 멋진 일이니까요!

국가는 내 돈을 어떻게 쓰는가
김태일. 웅진지식하우스. 2013)
이 책은 세금을 누구에게 얼마나 거둘 것인가,
정부는 왜 비효율적일까, 적자 난 민자 사업에

블루오션

왜 세금으로 지원할까, 국가는 왜 빚을 질까⋯
등등 알고 싶었지만 쉽게 들을 수 없었던 국가

●

행정학은 그 자체로 다양한 학문이 융합된 종합학문입니다. 행정

재정을 이해하는 단단한 행정학 필독서입니다.

행정학이 곧

학 전공자들은 남들이 갖지 못하는 폭넓은 관점으로 세상을 바라

논란이 된 국가 재정에 관한 핫 이슈들을 조목

블루오션

볼 줄 알기 때문에 정부 조직과 기업을 비롯한 여러 조직의 구성

조목 짚어주고 세상을 이해하는 내공을 쌓아주
게 만드는 책입니다.

원으로서 큰 장점이 됩니다. 행정학이라는 학문이야말로 바로 블
루오션인 것입니다. 학문의 다양성은 국내 타 대학과 차별화되는
고려대 행정학과만의 고유한 특성이자 자랑입니다. 이는 교수님
들의 박사학위가 행정학, 정책학, 정치학, 법학, 사회복지학, 도시
계획학, 경영학 등으로 다양하다는 데에서도 확인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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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을 가는 후배에게
이렇게 다를 줄이야! 고교시절 생각했던 전공에 대한 오해
고등학교 때까지는 행정이 무엇인지 모르고 막연하게 더 좋은 사회를 만드는 것은
정치인만이 하는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저는 돈을 많이 벌지 않아도, 사랑하는 사
람들을 위해 더 좋은 사회를 만드는 일을 하고 싶었습니다. 학생 때는 그것을 구체
적으로 다루는 학문이 무엇인지 모르는 채 막연하게 동경만 품고 있었습니다. 대
학에 와서 행정학원론수업을 들으며, 행정학이야말로 더 좋은 사회를 만들기 위한

Slow and steady wins the race! 결코 포기
해서는 안 됩니다. 저 또한 지나온 시간들이
기에 많이 어렵고 힘들다는 걸 잘 알고 있습니
다. 하지만 고등학생인 저에게는 고려대학교에

학문이며, 행정학을 배우는 한 사람 한 사람은 모두가 social designer라는 교수님

꼭 가고 싶다는 꿈이 있었기에, 토요일 저녁 모

의 말씀을 듣고 나서야 제가 하고 싶었던 일이 행정학이었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든 학생들이 집에 가고 학교에 아무도 남지 않
을 때조차 끝까지 남아 포기하지 않고 공부했
습니다. 졸음이 오면 서서 공부하고, 많이 힘들

‘책임감 없는 지식인은 악마다’를 가르치신 선배님

고 포기하고 싶을 때에도 이겨낸 시간이야말

지금은 은퇴하신 김영평 교수님이라는 분이 계십니다. 행정학과 선배님으로서 모

로 여전히 제가 가장 자랑스럽게 생각하는 부

교 교단에서 정책학을 가르치셨던 분으로, 2학년에 진급하여 전공을 잘 모를 때 그

분입니다. 수능을 볼 때, 마지막 10분을 남겨두

분의 수업을 들었었기에 제가 그분께 갖는 특별한 기억은 없습니다. 그러나 ‘책임

고 수학 문제 몇 문제가 도무지 풀리지 않아 전
부다 포기하고 싶을 때가 있었는데, 그 때도 포

감 없는 지식인은 악마다’라고 수업시간에 던지셨던 그 한마디가 저를 뜨겁게 사

기하지 않고 지금껏 달려왔던 시간들을 생각하

로잡았습니다. 저는 그 때부터 막연하게 ‘책임감 있는 사람이 되어야지’라고 생각

며 노력하였기에 마침내 좋은 결과를 얻을 수

만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최선을 다해 책임감을 갖추기 위해 노력해왔습니다. 사

있었습니다. 대학생활은 여러분이 상상하는 것

회의 리더를 꿈꾸는 사람으로서, 또한 인간으로서 책임감이야말로 제가 갖춰야할
가장 중요한 덕목 중의 하나가 된 것입니다. 그렇게 불변의 멋진 가치관을 갖고 살
아오신, 또 저에게 심어주신 교수님이 제 선배님이라는 하나의 이유만으로도 고대

이상으로, 여러분이 지금 인내하는 것을 보상
받고도 남을 만큼 자유롭고 아름답고 행복합니
다. 여러분에게 어떤 순간이 와도, 어떤 환경이
닥쳐도 포기하지 않고 달려가시기 바랍니다.

는 제게 참 고마운 곳입니다.

이때는 꼭!

대학 생활의 영양분을 공급하자! 대학생이 되고 성인이 되면서 그 동
안 하지 못했던 것들을 할 수 있게 되었지요? 술집에도 들어갈 수 있고, 또
밤을 지새우며 친구들과 놀 수도 있고요. 하지만 1학년은 어느 때보다 경험해야 할
것도 많고 배울 것도 많은 때입니다. 앞으로 알찬 대학생활을 하기 위한 토대를 만
드는 때이니까요. 문을 열고 나와 많은 경험을 하길 바랍니다. 여행도 다니고 책도
많이 읽고 또 고등학교 내내 꿈꿔왔던 연애도 하면서 대학 생활의 낭만을 느껴보세
요. 국회의원도 찾아가 보고 시장도 만나보고, 머리에 떠오르는 것들은 모두 해보길
바랍니다. 단, 건전한 것들이어야겠지요? 시간이 지나도 뜻 깊게 남을 수 있는 추억
을 만드세요. 그러한 추억들은 대학 생활뿐만 아니라 내 삶 전체의 원동력이 될 것
입니다. 마지막으로, 대학 생활에 있어서 학점관리는 기본이라는 사실은 꼭 명심해
야겠지요? 특히 로스쿨 진학을 희망하는 학생들은 학점 관리에 특별히 신경을 써
야 한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길 바랍니다.

고민을 시작하자!
이제부터는 진로에 대해 고민해야 합니다. 내가 진짜로 원하는 것이 무엇
인지 진지하게 고민하기 바랍니다. 아무리 힘든 시련이 닥치더라도 변하지 않을 수
있는, 내가 정말로 원하는 진로를 찾기를 기원합니다. 진로를 결정 했다면 이를 위
해 무엇을 준비해야 하는지 탐색해보세요. 더 놀아도 된다고 말해주고 싶지만 안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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깝게도 사회의 일원이 되어 내가 마음속에 품고 있는 가치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정
말 많은 노력이 필요합니다. 진로를 먼저 결정한다면 남들보다 더 많은 준비를 할

ؑמɸ۾@מĚĜЃ

수 있겠지요? 행정학도가 갈 수 있는 길은 그 누구의 길보다 넓습니다. 우리가 행정
학과에서 배우는 공공성의 가치는 그 무엇보다 따뜻하고, 행정학에서 가르치는 의

공통교양, 핵심교양, 행정학원론 등

사결정의 과정은 그 무엇보다 심오합니다. 여러분은 무엇이든 될 수 있습니다. 고민

기초 과목 학습

하고 또 고민하세요. 그리고 준비를 시작하세요.

행정이론, 정책학, 조사방법론, 지방
행정, 인사행정, 예산과 재무관리, 공
공철학과 윤리, 복지정책, 조직론, 정

모든 역량을 집중하자! 이제부터 모든 내가 쏟을 수 있는 역량을 모두

부행태론, 행정리더쉽과 윤리, 정책

발휘해야 합니다. 여러분은 이미 많은 경험들을 해 보았고, 또한 고민도 많

분석, 공공경제학, 공공정책과 사회

·

변화, NGO와 시민참여, 공공선택론,

이 했습니다. 준비는 완벽합니다. 이제는 실행해야 할 때이지요. 내가 원하는 진로

정보체계론, 정부규제론 등

로 가기 위해 모든 힘을 쏟으세요. 뒤를 돌아볼 시간이 없습니다. 시간은 매우 빠르

비교정책, 비교정부, 공공관리,

게 지나갑니다. 어느새 시간은 흘러 목표에 가까워진 나를 보거나 혹은 그 목표에

정부회계와 감사, 도시관리와 정

서 멀어져 버린 나를 볼 수 있게 될 것입니다. 당연히 여러분은 전자에 위치해 있겠

책, 환경정책, 행정사례분석, 정

지요?

책의 규범적 분석, 공공관리자
를 위한 행정법, 복지국가론, 과
학기술정책, 도시계획론, 공공정
책형성론, 지역개발론, 복지국가

결국에는 이루어져 있다! 많이 힘든 시기가 될 것입니다. 저도 그랬고

론, 조직행동 및 심리, 정부혁신

제 친구들도 같은 시기를 거쳤으니까요. 많이 지쳐있고 앞길이 막막할 수

론, 부패의 정치경제학 등

도 있습니다. 다른 것을 해봐야 하나 고민도 되겠지요. 하지만 자신이 선택한 길에
확신을 가지기를 바랍니다. 결국에는 그 꿈이 이뤄져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모두가
지난날들을 떠올리며 미소 짓는 날이 오기를 기원합니다.

شڏԟ֬
• 공익 공익이란 행정이념의 최고 가치입니다. 이는 행정인의 활동에 관한 최고
의 규범적 기준으로서, 개인의 이익보다도 사회 전체의 이익을 우선적으로 고려
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공익이란 사익을 초월한 도덕적 규범적인 것으로서 실
체가 뚜렷하게 존재한다는 입장(실체설)과 공익이란 실체가 존재할 수 없고 사
익을 조정하는 과정을 거쳐 점증적으로 형성된다는 입장(과정설)이 있습니다.
• 2'$ 2'$(2IILFLDO 'HYHORSPHQW $VVLVWDQFH, 국제개발협력)는 ‘개발도상국의
사회 · 경제적 발전을 위해 지원되는 공적자금’을 의미합니다. 우리나라는 전후
50~60년대 원조를 받는 나라에서, 이제는 원조를 주는 나라로 비약적인 발전
을 하였고 지난해에는 ODA 국제정상회의를 주관하기도 했습니다. ODA는 단순
히 시혜적 의미를 넘어 공공재에 대한 투자의 성격을 지니며, 국제사회의 일원
으로써 글로벌 공공재에 대한 투자로 보아야 합니다. 우리나라의 정부정책 성
공사례를 개도국에 수출하는 의미 있는 역할을 행정학 전공자들이 주역이 되어
진행하고 있습니다.
• 거버넌스(협치) 기존의 정부(Government) 중심의 기능과 역할의 한계를 보완하
는 차원에서 민간과 정부가 사회문제 해결에 공동으로 대응하고 문제를 해결하
는 새로운 형태의 운영방식을 의미합니다. 거버넌스의 유형으로는 정부주도형,
시장주도형, 시민사회 주도형 등 다양한 형태가 있지만 가장 바람직한 유형은
결국 사회적 공익성을 핵심가치로 하여 보다 활성화된 시민사회와 새로운 기능
과 역할을 부여받은 정부가 유기적으로 결합하여 당면한 사회적 과제를 보다 효
과적이고 민주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단계에 이르는 것입니다. 행정학의 연구범
위도 정부 중심에서 시민사회로 점차 확대되어왔으며, 행정학전공자들 또한 정
부뿐만 아니라 시민단체에서도 활발히 활동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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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학과 학생들은 차세대 공공부문의 리더가 되기 위해 아래와 같은 자격시험을
준비합니다.

• 행정고등고시 행정부의 5급 행정직군 및 기술직군 공무원을 선발하기 위한 시
험으로, 매년 1회 행정안전부 채용관리과 주관으로 실시되며, 「국가공무원법」

ʅǷ@¡@ڀ
नÃ@ч@րԟ֯۽
2014년 중앙일보 학과평가 최상위 등급, ‘전
국 행정학과 평가 1위’. 중앙일보 2014년 9

제33조의 국가공무원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않는 사람으로서 최종시험일 기준

월 1일 대학 평가에서 고려대학교 행정학과가

으로 20세 이상 이면 학력과 경력에 상관없이 누구나 응시할 수 있습니다. 3차

최상위등급을 받았습니다. 전임1인당 학생수,

시험인 면접시험에 합격한 자는 5급 행정직 공무원으로 임용됩니다. 2014년도

논문수, 국제논문수, 저역서, 자체연구비, 교외

행정고시에서는 총 10명의 행정학과 학생이 최종 합격하여 고려대학교 내 단일
학과로는 가장 많은 합격자를 배출한 학과로 명실 공히 고급행정공무원의 등용

연구비와 재학생 1인당 장학금, 취업률 및 중
도 탈락률 등 모든 지표에서 최상위 등급을 차
지하였습니다.

문으로서 역할을 수행하였습니다. 특히, 행정학과 내 행정고시위원회의 적극적
인 지도와 지원 아래 2014년도에는 행정고시 2차 합격생 10명 전원이 100% 최
종 합격하는 쾌거를 이룩하였습니다.
• 로스쿨 변호사를 양성하기 위한 전문대학원과정으로 법학 이외의 학문을 전공

६@ڀĳέ@ঊত
Global Citizenship Summer
Institute(GCSI)

으로 이수한 학부졸업생을 대상으로, 실무 위주의 법률 교육을 시행하는 법학전

행정학과는 국제기구 진출을 희망하는 학생들

문대학원입니다. 로스쿨 제도가 도입된 후 학부 전공과목과 관계없이 4년제 대

의 글로벌 마인드를 고취시키고 국제교류 증진

학 졸업자는 로스쿨 진학을 위한 법학적성시험(LEET)을 통과하여 3년 과정을 이

과 글로벌 인재 양성을 위해 홍콩대학과 대만

수하면 변호사자격시험에 응시할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집니다.

국립대학과 함께 여름 국제대학 프로그램을 운
영 중입니다. 4주 간 운영되는 이 프로그램에
는 서류심사와 면접으로 선발된 5명의 학부생

ʷ،π@F@।পH।ԩ@ۜࠛ@ঢʷI

들이 매년 참여하고 있습니다.

• 행정학과 정경5반 학생회(http://pa5.cyworld.com)

।Ĝ@ҜԽ@ِĸ՜

• 행정학과 전공자모임(http://club.cyworld.com/kupamajor)

1960년 행정문제연구소로 설립된 정부학연구

• 사과+만남 사회과학 학회

소는 50년이 넘는 기간 동안 행정학 분야의 다

• 맥박 사회과학 학회

양한 이론과 정책에 관한 연구를 진행하였고,

• 난생처음 밴드

국내외 저명 학자들을 초청하여 콜로퀴움과 세

• 폭풍농협 농구동아리
• PAST 축구동아리

미나를 개최하였으며, 행정학 분야의 권위 있
는 학술지 「정부학연구」를 발간하는 등 국내
행정학 분야의 대표적인 연구기관으로 자리매

• 교수님과 함께하는 영화/야유회/복학생 소모임

김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정부학연구소는 국내

• BK21 아시아 행정학 허브 교육·연구사업단

최초로 방법론 프론티어 시리즈를 발간함으로

• 정부학 연구소(http://www. igskorea.re.kr)

써 행정학을 넘어 사회과학 분야에서 방법론

• 정책컨설팅 그룹 KULAP(http://club.cyworld.com/KULAP)

연구를 선도하고 있습니다.
5개 센터로 구성된 정부학연구소는 한국 정부
의 문제점을 규명하고, 적실성 있는 대안을 찾

@ؽܙশݘ@ۉ

아내어 이를 이론화 하려는 노력을 통해 행정
학 분야의 세계적인 Think–tank로 발전해나

최근 3년 동안 행정학과 졸업생은 2012년 74명, 2013년 86명, 2014년은 70명으로 총 230명
입니다. 일반적으로 행정학과 졸업생들은 아래와 같은 다양한 사회분야에서 활약하고 있습니다.

갈 것입니다.

•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공직자
• 법학전문대학원(Law School)
• 입법고시를 통한 국회 행정전문가
• 공사, 공기업 등의 공공기관
• 국제기구 및 해외협력기관
• 시민사회 및 비정부조직(NGO)
• 학계와 교육계 및 연구기관
• 대기업과 금융 및 보험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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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학과

이과대학, Since 1954
Department of Mathematics

논리의 끝을 보겠다
고려대학교 이과대학 수학과는 1952년에 문리과대학 수물학과로 출발하였다가 1954년 수물학과가 수학과와 물리과로 분리되고
1963년에 문리과대학이 문과대학과 이과대학으로 분리되면서 현재의 명칭을 갖게 되었습니다. 수학과의 교육 목표는 인류 사회의
발전을 위하여 수학과 관련된 어떠한 분야에서도 능동적으로 일할 수 있는 미래의 인재 양성입니다. 본 학과는 순수 수학 강의와
컴퓨터를 이용한 교육 및 실습을 통하여 수학 교육의 다양성을 추구하고 있으며, 보험 수학에 관련된 강좌를 개설하여 학생들의 호
응을 얻고 있습니다. 또한 국내 다른 대학이 아직 많이 시도하지 않은 실습 연계 수학 과목들을 개설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2011년
중앙일보 대학평가에서 이공계열 최상위권 학과로 선정되기도 하였습니다.

http://math.korea.ac.kr

모든 학문의 기초!
수학이란 어떤 학문일까요? 수학은 수, 양, 구조, 공간, 변화, 함수 등의 개념을 연구하는 기초과학입니다. 수학의 논리체계와
대상을 바라보는 방법은 모든 과학의 언어가 되어 자연과학, 공학 등에 광범위하게 응용됩니다. 특히, 수학이 지닌 학문적 논리
체계는 빈틈이 적어 최근에는 인문, 사회과학분야의 논문에서도 수학적 방법론을 이용하는 경우가 많아졌습니다. 수학은 기원
전 300년경 수학자 유클리드로부터 시작되었으며 현대수학은 17세기 유럽에서 시작되었습니다. 현대수학이 발전하기 시작하
면서 많은 수학이론들이 나오게 되었고 특히 20세기 초반부터 수학의 전공이 점점 나눠지고 이에 걸맞은 새로운 수학이론들
이 생기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수학이론들은 자연과학 및 공학의 다양한 분야에 응용되었고 인문사회 영역까지 영향을 끼쳤으
며, 또한 현대철학의 정립에도 큰 도움을 주었습니다. 특히 컴퓨터가 발전하면서 ‘4색 문제’를 증명하고, 대수기하학이 발전하며
‘페르마의 마지막 정리’를 증명할 수 있게 되었듯이 수학은 아직도 다양하게 발전하고 있습니다.

수학의 엔진
수학적 두뇌, 끊임없이 생각하라!

이런 학생 수학과에
• 수학! 수학!! 수학!!! 제일 좋아하는 과목은 수학이다.

수학과가 하는 일들은 다른 학과와는 달리 결과가 가시적으로 드러

• 고등학교 때 배웠던 수학은 한계가 있는 것 같다.

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수학과가 하는 일은 추상적 내용들이 주를

• 주변 애들이 나를 분석적이라고 말한다.

이루기 때문입니다. 물론 응용 수학의 영역으로 들어가면 컴퓨터를
쓰는 작업도 하지만 순수 수학은 결론을 도출하기 전까지 모든 일련

• 어떤 일이든 원인을 알고 싶다.
• 주변 상황을 나의 언어로 해석하고 싶다.

의 과정을 머릿속으로 생각해야 합니다. 실험은 기계가 해주지만 수학
은 자신의 머릿속에서만 일어납니다. 다른 실험기구가 필요 없는 수학,
가만히 앉아서 생각을 하는 수학. 나름 매력적이라고 생각되지 않나요? 또 우리는 종이와 연필만으로도 간단하게 수학을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조금 자세히 이야기하자면 끊임없는 인내가 필요한 학문이죠. 끊임없는 인내력으로 자신의 머리가 계속 돌아
가게 해야 합니다. 논리력보다 더 중요하게 갈고 닦아야 할 능력인 끈기, 지금 당신의 실험기계는 끊임없이 생각하고 있습니까?

전공 수업
고교 수학의 발전, 미적분학 고등학교 때부터 배웠던 미적분학은 대학에 들어오게 되면 더욱 다양한 분야에서 사용되게 됩니
다. 다양한 분야에서 사용되는 만큼 미적분학의 난이도는 고등학교 때보다 올라가게 됩니다. 예전에 배웠던 내용들이 나온다고
만만하게 보았다가는 큰 코 다친답니다. 하지만 하나하나 실력을 착실히 쌓으며 공부하게 되면 어렵지 않겠죠?
집합론 수학의 필수 역량이 논리력 이라는 것은 알고 계신가요? 현대 수학의 버팀목이 되고 있는 학문이 또한 집합론이라는
것은요? 고등학교 1학년 때 수학 책에 잠깐 나왔던 ‘집합과 명제’가 확장된 수학이 집합론입니다. 집합론에서는 고등학교 때 배
운 내용과 더불어 함수에 대해서, 그리고 함수를 이용한 성질들에 대해서 배웁니다.
해석학 고등학교 때는 수열의 극한, 함수의 극한을 약간 직관적인 방법으로 배웁니다. 하지만 해석학에서는 이를 보다 엄밀히
정의하고 새로운 정의를 통해 수열의 극한과 함수의 극한, 그리고 연속성을 연구합니다. 해석학은 미적분학을 엄밀하게 형식화
하는 것을 목적으로 시작하였기 때문에 해석학을 배운다면 미적분학의 내용이 새롭게 와닿게 될 것입니다.

학과목에 대하여
좀 더 엄밀한 미적분학을 원해? 해석학 해석학은 미적분학을 엄밀하게 형식화하는 것을 목적으로 시작된 수학의 분야로 수열
이나 함수의 극한 및 무한 급수, 미분, 적분, 측도 및 해석적 함수 등의 개념을 다룹니다. 다루는 함수의 종류에 따라서 실해석
학, 복소해석학, 비선형해석학 등으로 구분될 수 있습니다.
눈에 보이게 그려줘! 기하학 기하학은 도형의 길이, 넓이, 각도 등의 양을 측정하거나 공간의 수학적 특성을 따지는 분야입니
다. 어떤 주어진 문제를 시각적 모델로 바꾸는 것과 아울러 얻어진 시각적 모델에 대한 시각적 직관을 수학적으로 엄밀히 검증
하는 일이 기하학의 주요한 작업입니다.
커피잔이랑 도넛이랑 같다, 위상수학 위상수학은 20세기 들어오면서 만들어진 추상적인 수학입니다. 위상공간이란 개념을 수
학적으로 정의하면서 수학의 여러 분야에 기초적이고 유용한 방법론을 제시합니다.
방정식을 풀어보자, 대수학 대수학은 수를 대신하여 문자를 사용해 방정식을 푸는 방법을 연구하는 학문에서 시작되었습니
다. 고전대수학의 주된 내용은 정수론과 방정식의 해법이었던 반면, 현대의 대수학은 일반적으로 대수적 구조를 연구하는 학
고려대학교 인재 양성 ¡ 진로 가이드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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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분야입니다.
모든 논리의 근본, 집합론 집합론은 어떤 대상들의 모임인 집합을 연구하는 수학
이론입니다. 집합론은 술어논리학과 함께 대부분의 수학기초론 체계의 근본으로
현대 수학을 논리적으로 지탱하는 밑바탕이 됩니다.
알기만 하면 안 되지, 응용수학 응용수학이란 말 그대로 순 수수학에서 도출된
여러 결과나 방법들을 다른 영역의 문제들을 해결하는데 이용하거나, 반대로 자
연과학, 공학에서 생긴 수학적 문제들을 순수 수학적 측면에서 접근하는 수
학의 한 분야입니다.

수학과의 미래
수학의 무한한 가능성의 장
수학을 통해 수리력, 추리력, 분석적인 사고능력, 엄격한 논리체계 및 사물
을 인식하고 이해하는 방법을 배우게 되는데 이러한 것들은 자연과학,공학, 인
문학, 사회과학에 이르기까지 광범위하게 응용됩니다. 그러면 수학에서 공부한 것

мπ҆ɜ@ր।

들이 앞으로의 직업생활과 어떤 관련이 있을까요? 수학은 모든 일, 또는 직업 세

페르마의 마지막 정리

사고력, 의사결정 능력, 형식적인 표현능력, 문제해결 능력 등 수학적인 능력을 갖

사이먼 싱. 영림카디널. 2003
페르마의 마지막 정리가 나오게 된 배경부터

계의 밑바탕이 됩니다. 우리가 어떠한 직업이나 일을 선택한다 하더라도 논리적인
지 않고서는 제대로 과제를 수행하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수학 실력은 과

풀리게 된 과정을 비교적 쉽게 기술하고 있습

학, 행정, 산업, 무역, 교육 등 다양한 분야에 대부분 큰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예

니다. 일반인에게도 많이 알려진 페르마의 마

를 들어 항공 분야의 관제사는 수학의 벡터 원리를 활용하는 것이고, 보험계리사

지막 정리가 풀리는 것을 보면서 전공에 대해

는 확률, 통계 등 수리적 방법을 적용하며 신문 편집자는 통계 그래프의 분석원리

서 이해하기 보다는 수학자들에 대해서 이해를
하게 되는 책입니다.

를 활용합니다.

수학 걸
히로시 유키. 동아일보사. 2008
남자 고등학생 한 명과 여자 고등학생 두 명이

블루오션

수학 배틀을 펼치는 소설 형식을 빌려 토론하
며 느끼는 문제풀기의 즐거움을 경험하게 하
고, 더 나아가 어떻게 수학공부를 해야 하는지
방향성을 제시해주는 책입니다.

●

간단하게 설명하면 같은 방정식들이 좌표평면에 그려지는 그래

순수 수학 :

프들을 연구하는 기하학 분야입니다. 쉬울 것 같이 보이지만, ‘페

대수 기하학

르마의 마지막 정리’를 해결하게 해준 새로운 분야랍니다.

●

금융에 관련된 직종에서 수학이 알게 모르게 쓰인다는 것, 아시

응용 수학 :

나요? 파생상품 업무를 하려면 편미분방정식이나 확률론, 고급

금융 수학

해석학 등 수학과에서 배우는 지식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래서

로지코믹스
아포스톨로스 독시아디스. 랜덤하우스. 2011
러셀의 역설을 생각해낸 영국의 버트런드 러
셀의 드라마틱한 삶과 열정적인 진리 추구의
여정을 재구성한 작품입니다. 당대 수학자들이
수학적 논리의 기반을 세우고자 한 행동을 통
해 어떻게 집합론이 발전해 왔는지 알 수 있습

증권사에서 수학과 전공자들의 수요가 높습니다.

니다. 또한 만화로 내용이 쉽게 구성되어 있어
서 읽기가 편한 책입니다.

뷰티풀 마인드
ko.wilkipedia.org/wiki/뷰티풀마인드(영화)
노벨상을 수상한 미국의 수학자 존 내시의 삶
을 다룬 영화

밀레니엄 문제

길을 가는 후배에게
이렇게 다를 줄이야! 고교시절 생각했던 전공에 대한 오해
내가 알던 수학이랑 대학 수학이랑 다른걸! 고등학교 때 수학을 잘하던 친구들 중 몇몇

www.claymath.org/millenium-probelems

은 ‘나는 수학을 잘하는 것 같아, 수학과에 가서 수학을 공부해봐야겠다’라는 생각을 가

클레이 수학연구소가 채택한 일곱 개의 문제들

지고 많이 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대학교에서 전공으로 배우는 수학은 우리가
고등학교 때 다루었던 수학과는 많이 다릅니다. 수학과에서 주로 다루는 수학은 논리
를 기초로 한 엄밀한 증명들입니다. 고등학교 때처럼 문제를 내주고, 문제에 있는 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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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 배운 공식들을 이용하여 문제를 풀어 답을 구하는 경우보다는, 대부분 가정과 정의
(Definition)를 이용해 정리(Theorem)를 증명하거나 공식을 유도하는 과정을 익히는 공
부를 하게 됩니다. 직관적인 추측이 아닌 수학적인 논리를 이용해 증명하기 때문에 처
음엔 굉장히 어렵고 낯선 학문이라고까지 느끼게 됩니다. 이렇듯 고통스러운 과정을 거

ؑמɸ۾@מĚĜЃ

치는 이유는 정리를 증명하는 과정들이 실생활로의 응용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과정이

일반물리, 일반화학, 일반생물, 일반

기 때문입니다. 지레 겁을 먹고 물러서라고 드리는 말씀이 아닙니다. 수학이라는 학문

지구환경과학 택2, 미적분학

에 뛰어들기 위해선 그만한 각오로 들어와야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도전하세요! 아직 여

해석학, 선형대수, 집합론, 이산수학,

러분이 개척해나가야 하는 수학의 길들은 무한히 많습니다.

정수론, 기하학개론, 미분방정식
복소해석학, 위상수학, 대수학, 미분
기하학, 수치해석, 확률과통계, 확률

이때는 꼭!

과정개론
실해석학, 응용정수론, 금융수학, 보
험수학, 통신수학, 편미분방정식, 조

지금 고려대학교 수학과는 이과대학 소속으로 1학년 때부터 전공과목

합론

을 듣지는 않습니다.(물론 들을 수도 있지만 시간표가 그렇게 하도록 놔두
질 않아요!) 사실 1학년 시간표가 제일 빡빡하긴 하지만 제가 추천해드리고 싶은 것
은 하나 있네요. 수학에 대한 끊임없는 지식적 갈구를 유지하기 위해, 1학년 때 수
학 관련 책들을 읽어 보세요. 1학년 때는 기초과학과 미적분학 같은 것들을 배우기

।Ĝ@ҜԽ@ِĸ՜
계량 금융기술 연구소 및 6개 연구실

때문에 전공에 대한 내용을 쉽게 접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므로 미리미리 전공에 관
련된 내용을 조금이라도 접하여 새로운 깨달음을 얻는것은 어떨까요?(물론 노는 것
도 열심히 하셔야죠! 1학년 화이팅!) 덧붙이자면 1학년 때 해석학을 제발 청강해 주
세요. 2학년 때 수학과 전공들의 따끔한 일격을 맞기 싫으면 말이죠!

شڏԟ֬
측도 집합에 일종의 크기 개념을 부여하는 함수로 볼 수 있으며,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에서 정의되는 길이, 넓이, 부피같은 개념이랍니다.
해석적 함수 수학에서 해석함수란 어떤 좁은 범위에서 수렴하는 테일러급수로 나
타낼 수 있는 함수를 말합니다.
테일러급수 미분 가능한 어떤 함수를 다항식의 형태로 근사하는 방법입니다.
대수적 구조 대수적 구조는 연산이 주어진 집합으로서 몇몇 규칙을 만족하는 것을
말합니다. 예를들면 실수는 덧셈과 곱셈이 정의된 집합으로서 교환법칙, 분배법칙,
결합법칙 등이 성립하는 대수적 구조입니다.
술어논리학 술어논리는 수학, 철학, 언어학, 컴퓨터 과학 등에서 쓰이는 형식 언어
로, 고등학교 때 배우는 명제 논리를 보다 강력하게 확장한 것입니다.
4색 문제 평면을 유한 개의 부분으로 나누어 각 부분에 색을 칠할 때, 서로 맞닿은
부분을 다른 색으로 칠한다면 네 가지 색으로 충분하다는 정리입니다.

ʷ،π@F@।পH।ԩ@ۜࠛ@ঢʷI
수학과 학생회

@ؽܙশݘ@ۉ
학계 ¡ 교육계 수학, 컴퓨터, 금융관련 분야 대학교수, 교사, 연구직등
금융계 금융상품개발, 보험계산 등 보험업계, 증권, 은행, 투자회사 등(‘보험수학’에 관련된 강좌
개설 등 응용수학 교육을 통해 보험 및 금융계 진출이 두드러짐)
기업계 컴퓨터, 전산, 인터넷, 정보통신업계 관련 대기업 및 벤처기업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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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리학과

이과대학, Since 1952
Department of Physics

과학기술의 씨앗으로부터
전자문명의 뿌리로
1952년에 설립된 고려대학교 물리학과는 우리나라 물리학을 선도하고 개척하는 중추적 역할을 담당해 왔습니다. 24명의 교수진과
200명의 학부생, 130명의 대학원생으로 구성된 물리학과는 대한민국 과학기술의 선두주자로서 21세기 지식 기반사회에서 진정한
경쟁력을 갖춘 미래지향적 인재를 양성하고 있습니다. 특히 지난 2013년 BK21(Brain Korea 21)PLUS 사업선정을 계기로 새로운
지평을 열어감과 동시에 더욱 주목받는 학과로 성장해 나가고 있습니다.

http://physics.korea.ac.kr

기초로부터 모든 학문으로
물리학이란 무엇일까요? 물체의 움직임을 연구하는 학문일까요, 원자가 어떻게 운동하는지에 대한 학문일까요? 모두 정답이
면서 오답입니다. 근원적으로 물리학이란 한자 그대로 물체의 이치(物理)를 연구하는 학문이기 때문입니다. 세상 모든 사물이
그 대상이고 결국 여러분 주위에 있는 모든 것의 원리가 물리학의 범주에 들어갑니다. 지금 이 글을 읽고 있는 여러분의 눈은
빛이라는 파동을 받고 있고 이 종이를 들고 있는 여러분의 팔은 몸속의 근육과 뼈와 관절의 도움을 받아 움직이고 있습니다.
정확히 물리가 관여하고 있는 영역입니다. 이로 인해 과거, 과학이라는 학문이 그 씨앗을 싹틔우기 시작할 때부터 물리학은 모
든 과학의 기초로 견고히 뿌려내려 왔습니다. 대학에서 배우는 모든 이공계 관련 학과의 기초학문이자 더 나아가 모든 과학의
기초라고 할 수 있습니다.

물리학의 엔진
무엇이든 질문하며 끊임없이 묻고 답하기
과학적 방법이란 가설을 세우고 객관적으로 검증하는 과정이라고 합
니다. 그러나 어느 교과서에서나 흔히 찾을 수 있는 이러한 말을 되뇌
면서도 실제 그러한 과정을 잘 이해하는 학생은 많지 않습니다. 물리
학을 좋아하는 학생은 천 성적으로 질문하기를 좋아하는데 어떤 현
상이나 문제가 주어질 때 가능한 모든 면에서 스스로 질문하고 답하

이런 학생 물리학에
• 수업시간에 “이건 왜 이래요?”라고 질문해서 선생님을
당황시킨 적이 있다.
• 문제에 부딪혔을 때 포기하지 않고 매달릴 수 있는 끈
기와 집념이 있다.
• 길을 가다가도 문득 눈에 보이는 현상들이 왜 그런지
항상 궁금해 한다.

려고 하는 것이 진정 물리학에서 필요로 하는 과학적 방법입니다. 스

• 지식에 대한 호기심과 열정이 넘친다.

스로 가설을 세웠을 때 그 가설이 왜 옳을까 혹은 그 가설이 틀릴 가

• 직감적으로 판단하는 능력이 뛰어나다.

능성은 없는가 등 이런 모든 질문에 답할 수 있다면 이미 그 현상을

• 자연에서 가장 근본적인 원리를 알고 싶다.

이해한 것입니다. 또한, 물리학은 모든 사물이나 현상의 근본을 파헤
치는 학문입니다. 스스로 묻고 답하는데 게을리 하지 않는 심성을 갖는
것이 물리학을 공부하는데 가장 중요한 덕목이라 할 수 있습니다. 끊임없는 탐구정신과 상상력은 모든 과학의 기본이지만 특히
근본원리를 찾는 물리학에서 더욱 중요합니다. 이론 물리학을 공부하고 싶다면, 수학적 역량을 키우는 것도 큰 도움이 됩니다.

전공 수업 세상의 가장 작은 것부터 가장 큰 것까지
보이지 않는 물리학, 입자/핵 물리학 고에너지 물리학(high energy physics)이라고 불리기도 하며 과학의 가장 기초적인 것을
다루는 학문으로 핵 및 입자물리학 등의 과목이 있습니다.
빛을 다루는 물리학, 원자 분자 물리학 및 광학 빛이라는 세상에서 가장 특이한 파동현상과 빛과 물질의 상호작용을 연구하는
학문으로 대표적인 과목으로 현대광학, 양자광학 등이 있습니다.
부분에서 전체로, 응집물질 물리학 물질을 이루는 원자를 이해하면 그 물질의 모든 상태를 이해할 수 있을까요? 원자나 분자
가 모여 거대한 물질을 이루며 다양한 물질의 상태를 만들어 내는 원리를 탐구하는 학문으로, 고체 물리학, 다체계 물리학 등
이 있습니다.
물리학도 수학이다, 통계물리학 과학은 흔히들 통계가 아닌 실험에 의한 것이어야 한다고들 합니다. 하지만 이것에 대한 고정
관념을 깬 통계물리학은 일반적인 상식으로는 설명할 수 없는 것들을 통계를 통해 학습하는 학문입니다.
모든 생명에도 물리는 있다, 생명물리학 물리, 화학, 지구과학, 생물은 모두 따로 배우지만 모두 연결되어 있는 학문입니다. 그
학문들 중 생물과 물리학이 결합한 생명 물리학은 우리 신체가 움직이는 원리부터 생명의 기초까지를 학습하는 학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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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리학과의 미래
우주의 근본까지 밝힌다
мπ҆ɜ@Рπ।
불확정성: 양자물리학혁명의 연대기
그리고 과학의 영혼을 찾아서
데이비드 린들리. 시스테마. 2009.
양자역학의 태동은 제2의 과학혁명을 가져왔
으며 세계관을 뒤흔들 만큼 인류 사상에도 큰

물리학은 자연의 가장 기본적인 특성을 연구하고 그 결과를 이용하여 복잡한 세계
를 지배하는 원리를 이해하고자 하는 학문입니다. 인류문명 초기에는 과학기술의
씨앗이었으며 오늘날에는 인류가 발전시킨 전자 문명의 뿌리를 형성하여 공학, 생
명과학 등 모든 학문의 기초로 많은 첨단 기술의 근본원리와 정량화된 설명을 제
공해주고 있습니다. 21세기 기술의 발전은 역으로 물리학의 영역을 더 깊고 넓게
확대하고 있습니다. 거대입자 충돌기(LHC)에서는 질량의 기원을 설명할 수 있는

영향을 미쳤습니다. 이 책은 양자역학이 태동

‘신의 입자’ 힉스 보존을 찾고 있으며 나노 기술은 나노 물리학의 발전을 가져와 양

하는 과정을 마치 옆에서 지켜보듯이 생동감

자현상이 왜 원자 세상에서 일상생활로 이어지지 않는지 이해할 수 있는 토대를 마

있게 전달하고 있습니다. 이 책을 읽으면서 독

련하고 있습니다. 우주 및 만물의 기원에 감춰진 비밀을 서서히 벗겨갈 수 있을까

자는 양자역학을 탄생시킨 주인공이 되어 새로

요? 여러분이 한 번 도전해 보십시오.

운 과학적 틀을 만들기 위해 각고의 노력을 기
울이고 개념적인 어려움 앞에서 고뇌하는 독특
한 경험을 할 수 있습니다. 이런 경험은 물리학
의 향기를 영혼으로 느끼게 해줍니다.

ʷ،π@F@।পH।ԩ@ۜࠛ@ঢʷI
학생물리연구회 현재 20년이 넘는 오랜 전통을 자랑하는 물리학 스터디 그룹으로
회원상호 간의 협력을 통해 창의력과 탐구력을 기르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물리
학의 더욱깊은 이해를 위해 기초 이론 탐구 및 실험, 공개 세미나, 실험 전시회 등을
개최, 꾸준히 활동하고 있으며, 전통만큼 돈독한 친목을 자랑합니다.
암실 물리학과 학생 중심의 사진동아리로 70년대 물리학과 소모임인 ‘자연과학사
진연구회’에 그 뿌리를 두고 활발히 활동하고 있습니다. 가족 같은 분위기에서 자신
이 직접 찍은 흑백 수동 필름카메라 사진을 손수 현상하고 인화하는 묘미를 느낄 수
있으며, 활발한 출장사진 촬영 및 전시회를 개최하고 있습니다.
전산물리연구회 전산물리학 특화 스터디 그룹으로 물리학의 거의 모든 영역과 연결
되어 필수 분야가 되어가고 있는 컴퓨터 이해 및 활용 연구회입니다.
KUPHY ‘사람으로 배우는 야구’를 모토로 하는 물리학과 학생 중심의 야구 동아리
입니다. 총장배 야구대회에서 매번 8강 이상의 성적을 올리고 있으며 교내 다른 야
구동아리와 연대하여 야호리그를 창설하였습니다. 몸은 땀에 젖고 마음은 사람에
젖는 곳, KUPHY입니다.
농구소모임 물리학과 학생 중심의 농구 동아리로 KAIST 등 타교 농구동아리들과
도활발한 교류를 가지고 있으며 매 학기 총장배 교내경기에 출전하는 등 활발한 활
동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연구소 나노과학연구소(Institute of Nanoscience) 외 7개 연구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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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을 가는 후배에게
물리가 어렵고 도무지 가까이 할 수 없다고요?
물리를 공부하다 보면 사람들이 궁금해 하는 근본적인 질문에 대한 답을 조금씩 알게

ؑמɸ۾@מĚĜЃ

됩니다. 이 과정이 앎에 대한 기쁨을 느끼게 해주는데 오로지 대학만을 목표로 기계처

미적분학과 행렬, 다변수 미적분학,

럼 고등학교에서 공부했을 때와는 차원이 다른 기쁨을 느끼게 해줍니다. 또한 물리는

일반물리학, 일반화학, 지구환경과

우리의 생활과 밀접히 맞닿아 있어 ‘물리’라는 산을 하나하나 넘다보면 훨씬 넓은 세상
속에 자신이 서 있음을 느낄 수 있습니다. 아울러 이렇게 새롭게 알게 된 이치들을 하나

학, 일반생물학
기초물리학, 일반역학, 수리물리학,
파동물리학, 해석학, 선형대수학, 물

씩 쉽게 풀어 누군가에게 설명했는데 그 상대방이 ‘아!’하는 탄성으로 반응할 때, 그 기

리화학,논리회로설계, 물성전자공학

쁨은 감출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공부하다 보면 훌쩍 커져서 보통사람들이 잘 보지 못

현대물리학, 전자기학, 양자역학, 물

하는 넓은 세계를 보고 있는 자신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차별화된 눈을 갖는다는 것은

리교과교육론, 과학논리 및 논술, 미

세상에 대한 보다 많은 통찰력을 갖는다는 의미이고, 그 통찰력은 곧 세상을 읽는다는

분기하학,복소해석학, 반도체공학

것을 의미합니다. 멋진 물리의 세상으로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통계물리학, 전산물리학, 고급물리실
험,현대광학, 고체물리학, 핵및입자
물리학,생물물리학, 나노공학

@ؽܙশݘ@ۉ
많은 학생들이 물리학을 전공하게 되면 나중에 진로는 어떻게 될까 고민할 것입니다. 물리학은

شڏԟ֬

그야말로 기초과학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방향으로 진로를 정하실 수 있습니다. 아래에 여러분

양자역학 분자, 원자 혹은 그 이하의 작은 세

들의 성향에 따라 진로를 설명해보았습니다. 또한, 최근 물리학과 졸업생 현황을 보면 40% 정도

상을 지배하는 근본 원리를 모은 학문 체계로

가 석 박사과정에 진학하여 학계와 연구직을 지향하고, 50% 정도가 취업을 통하여 산업계로 진
출하고 있으며, 10% 정도는 정부 관료 및 공공 기관의 일꾼으로 진출하여 한국의 교육, 과학, 산
업발전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뉴튼의 고전역학을 대신하여 보어, 하이젠버
그, 슈레딩거등에 의해 탄생하였다.

양자장론과 표준모델 물질을 이루는 기본입

나는 물리학이 너무 좋아, 더 발전시켜나가고 싶다! 학문영역으로의 진학

자와 그들 사이의 상호작용을 기술한 물리학

물론 모든 학생들이 물리학이 좋아 물리학과로 진학하겠지만, 특히 더 깊이 물리학을 공부하고

체계로 중력을 제외한 세 가지 힘을 하나로 통

싶은 학생들이 있을 것입니다. 이런 학생들은 우선 대학원으로 진학한 뒤 물리학자로서의 길을

합한 이론이다. 우주 및 물질의 기원을 상당부

가시면 될 것입니다.

분 잘 설명하고 있으나 한계가 있다.

초끈이론 양자역학과 아인슈타인의 일반상대
물리학이 좋지만 좀 더 실용적인 것을 배우고 싶다! 다른학문과의 접목

론을 통합하기 위한 입자물리학의 한 연구분야

물리학은 기본적으로 모든 공과대학과 정보통신대학 학과들의 기초 지식으로 활용되고 있습니

이다. 현재 연구가 한창 진행 중으로 그 성공여

다. 따라서 물리학을 배워놓으면 공과대학이나 정보통신대학 계열 학과의 전공수업을 듣는 것이
굉장히 쉽습니다. 따라서 이중전공이라는 제도를 잘 활용해서 공과대학과 정보통신대학의 전공
을 학습하게 되면, 그전공을 살려서 자신의 적성에 맞는 진로를 선택하실 수 있습니다.

부는 아직 알 수 없다.

나노 물리학 일상 생활과 같은 거대 세상과
원자및 분자와 같이 매우 작은 세상의 중간에

내가 좋아하는 물리! 남들도 좋아하게 만들어주고 싶다! 교사로서의 물리학도

서는 양자현상이 부분적으로 살아 있다. 양자

여러분이 진학할 때 교사에 대한 꿈을 가지고 들어올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막상 찾아보

현상과 고전현상이 공존하는 독특한 세상을 기

니 과학교육과가 없어서 교사에 대한 꿈을 포기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물리학과는 교직이수

술하는 물리학의 한 연구분야이다.

라는 제도가 있습니다. 이 제도를 활용하시면 사범대학생들이 배우는 과목들을 이수하게 되면
서 나중에 교사가 되기 위한 인증을 받을 수 있으므로 자신이 좋아하는 물리를 학생들에게 가
르칠 수 있습니다!
난 현대의료에도 관심이 있다! 생명관련학과와의 연계
고려대학교는 연계전공이라는 시스템을 통해 이중전공이 아닌 새롭게 생겨난 전공을 공부할 수
있습니다. 물리학과에는 여러 가지 연계전공 특히 생명과 관련된 학과들과 연계한 전공들이 있습
니다.생물 및 의학물리학, 의과학, 나노바이오정보학이 바로 그것입니다. 생명과 관련된 일을 하
고 싶은 학생들은 이쪽으로 전공을 선택하시면 됩니다.

고려대학교 인재 양성 ¡ 진로 가이드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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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학과

이과대학, Since 1953
Department of Chemistry

글로벌 과학 인재의 산실
고려대학교 화학과는 1953년에 신설되어, 세계적으로 경쟁력 있는 화학 인재를 배출하는 요람으로서 자리하고 있습니다. 화학과
에서 배출된 3,400여 명의 졸업생들은 현재 학계, 연구소, 기업체에서 중추적인 역할을 맡고 있으며, 이 배경에는“Excellency in
Research & Teaching”을 기치로 한 세계적 수준의 연구, 강의능력을 갖춘 19명의 우수한 교수진, 그리고 선배들과 교수님들의 열
정을 이어받은 200여 명의 학부생이 자리하고 있습니다. 화학과는 미래 산업을 구성할 나노, 바이오, 환경, 에너지 분야에서 발전
의 메카로 발돋움하고자 합니다. 이러한 원대한 목표에 기여하고자 하는 열정적인 젊은 인재를 위한 곳, 고려대학교 화학과입니다.

http://chem.korea.ac.kr

Central & Ubiquitous !
Ubiquitous는 ‘어디에나 있는, 아주 흔한’이라는 의미입니다. 화학이 바로 이 유비쿼터스 자체입니다. 아스피린, 스마트폰의 액
정장치, 기능성 화장품, 하이브리드 자동차의 전지까지 화학은 우리 삶의 ‘중심’에 있으며 동시에 ‘모든’부분에 기여하고 있습
니다. 화학자들은 물질들의 다양한 성질과 이들 간의 상호 변환에 관해 연구합니다. 이런 과정을 통해 우리 삶에 유용한 새로
운 물질들을 확인하고 이들의 대량생산 등이 가능 하도록 합니다. 동시에 화학자들은 환경문제에 대한 답도 제시하고 새로운
에너지원의 확보에도 기여합니다. 화학자의 목표는 물질들의 다양한 성질과 상호 화학반응을 연구하여, 유용한 물질을 경제적
으로 얻어내는 것입니다. 즉 화학자는 최첨단 기술의 개발과 각종 환경문제의 해결, 그리고 새로운 에너지원 개발에 있어서도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합니다.

화학의 엔진
Chemistry? Chem is try!

이런 학생 화학에

여러분이 알고 있는 화학법칙과 신물질은 결코 한 순간에 발견된 것

• 화학만큼은 재밌고, 내가 생각할 때 소질이 있는 것

이 아닙니다. 어떤 원리를 발견하기 위해서나 새로운 물질을 찾아내
기 위해 수많은 실험과 관찰이 수행되어야 합니다. 이러한 여정은 대
부분의 경우 계획되어 있는 것이 아니고 선인들의 발자취를 그냥 따
라가는 것만도 아닙니다. 늘 새로운 가능성을 확인해보고 남이 하지
않았던 방법을 추구해야 하는데 어쩌면 그렇게 긴 시간과 막대한 비
용을 투자해도 의미 있는 결과를 얻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지
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화학법칙과 새로운 물질들을 이러한 과정의

같다.
• 회를 먹을 때 레몬즙을 뿌리면, 산-염기반응을 떠올리
는 등 생활화학의 달인인 것 같다.
• 실험에 흥미가 있고, 여러 가지 화학 실험도구와 기기
를 직접 다루어 보고 싶다.
• 문제를 해결할 때, 여러 가지 경우의 수를 고려하는
통찰력있는 두뇌인이다.
• 인간의 생활을 널리 이롭게 하는 물질을 탐구하고 싶
은 ‘홍익인간’의 정신을 지녔다.

결과로 얻어진 것들이고 그것들이 우리의 삶을 획기적으로 변화시켰
습니다. 이 때문에 화학을 공부하고자 하는 학생이 지녀야 할 가장 중
요한 자세는 자신이 하고 있는 탐구에 대한 믿음, 그리고 이를 성취할 인
내심 등일 것입니다. 얻어진 데이터가 기존의 이론으로 설명하기 어려울 때 새로운 패러다임을 제시할 동기를 얻으며, 원하는
물질을 얻기 위한 화학 변환이 실패할 때 새로운 돌파구를 찾아낼 수 있는 도전정신도 필요합니다.

전공 수업 수학과 물리의 반석 위에 화학의 꽃을 피우는 수업하기
이과대학에는 “수학과에서는 수학을, 물리학과에서는 수학과 물리를, 그리고 화학과에서는 수학, 물리, 화학을 잘해야 한다.”라
는 우스갯소리가 있을 정도로 화학과 전공과목은 수학(미적분학, 행렬)과 물리의 기본 지식을 갖춰야 제대로 공부할 수 있습니
다. 이는 수학, 물리가 화학의 근본 원리를 탐구하는 물리화학분야의 논리전개에 필요한 기본 도구이기 때문이며 여기서 배운
내용은 다시 다른 세부전공을 공부하는 데 기초가 되기 때문입니다. 고등학교 화학을 통해 잘 다진 기초가 1학년 때 배우는 일
반화학을 이수할 때 아주 큰 힘이 될 것입니다. 2학년부터 전공과정에 진입하면 화학의 각 주요세부전공(분석화학, 물리화학,
유기화학, 무기화학, 생화학)과 기타 심화선택과목을 차근차근 배우게 됩니다. 또한 1학년부터 3학년까지는 매 학기마다 이론
과목과 연계된 실험 실습을 하게 됩니다. 화학에서 실험은 자연을 접하고 이해하는 가장 첫 단계이기 때문입니다.

학과목에 대하여
화학의 기초, 물리화학 물리학의 기본원리인 열역학과 양자역학의 개념을 습득하고 이를 적용하여 화합물의 성질 및 화학반응
을 공부합니다. 수학, 물리에 대한 충분한 이해가 있어야 수월하게 공부할 수 있습니다.
탄소의 화학, 유기화학 유기화합물의 명명법, 구조/성질 관계, 반응성, 반응메커니즘과 합성, 분광학적 분석법에 대해 공부합니
다. 근대적인 의미의 연금술이며, 화학의 꽃이라 불리는 분야입니다.
전이금속을 비롯한 방대한 원소들에 대한 화학, 무기화학 무기 화학물질(탄화수소화물 및 유도체를 제외한 물질)에 대한 특성,
결합, 반응 및 실생활에서의 응용에 대하여 공부합니다. 일상생활에서 많이 접하는 재료물질, 화학공장에서 필수적인 촉매 등
과 연관됩니다.
이 혼합물에는 뭐가 얼마만큼 들어있을까?, 분석화학 시료의 성분원소와 화합물을 측정하기 위한 분석법을 공부합니다. 적정,
산염기 평형, 기초전기화학, 분광분석 등에 관한 기본지식을 다룹니다. 「 CSI」,「 싸인」같은 드라마에 등장하는 혈액분석, 시료분
고려대학교 인재 양성 ¡ 진로 가이드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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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이 분석화학과 연관되어 있습니다.
생물의 화학 그리고 내 몸의 화학, 생화학 생명 현상에 중요한 화학과 화합물을 다

ࣥѾ@ॕŗ͙
URP(Undergraduate Research Program) 화학에 입문한 학부생들이 실제 대
학원 실험실의 최신 기기와 화학계의 최근 근
황을 접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학부생연구프

루는 분야입니다. 대사과정과 효소에 의한 생화학반응의 촉매, 생합성과정 등에 따
르는 물리화학적인 면도 살펴보게 됩니다.
환경화학 환경화학에서는 에너지 문제를 중심으로 여러 가지 오염에 대해서 논의
하고 환경 친화적인 대체 에너지에 대하여 생각해 봅니다. 환경과 에너지 문제는 모
두의 삶과 밀접히 연결되어 있는 만큼 단순한 학문적 관심이 아닌 개인, 사회 공동

로그램입니다. 2008학년도 신입생부터 URP

체 모두에 있어서 인간의 능동적 역할을 강조합니다.

이수가 의무적으로 적용됩니다.

나노화학 나노미터 크기의 물질의 합성, 특성화, 물리 및 화학적 성질, 응용에 대하

CCP(Creative Challenger Program)

여 공부하며, 특히 현재 연구동향에 관한 지식을 습득하여 나노-바이오, 나노-정보

학부생들이 자신이 관심 있는 분야를 심도 있

등의 새로운 다학제간 연구에 필요한 창의성과 적응력을 기릅니다.

게 연구할 수 있도록 연구비를 지원받아 연

고분자화학 고분자화합물의 물리 · 화학적 성질, 합성과정에서의 반응속도 및 열역

구, 학회참석 등을 하는 프로그램으로 매년 화
학과 학부생들이 팀을 이루어 적극 참여하고
있습니다.

학,그 메커니즘 및 공업적인 응용을 살펴봅니다.
의약화학 의약품 개발 과정에서의 약품의 화학적 특징, 신약개발 등의 전반적 영
역을 공부합니다.

мπ҆ɜ@ট।
고분자화학 연구실에서 무슨 일이 일어
나고 있을까
진정일. 양문. 2007
진정일 현 고려대학교 석좌교수가 근무한 고분
자화학 연구실에서 일어난 다양한 일화가 담겨

화학과의 미래
현실에 안주하지 않음으로
수수께끼 풀기

있는 책입니다. 학생들에게 간접적인 체험과
열정을 제공하고, 화학을 공부하는 학생들에게

화학이 눈부신 발전을 이루었지만 화학자가 해석할 수 있는 현상과 물질은 아직까

동기를 부여합니다.

지도 그 범위와 깊이가 상당히 제한적입니다. 오늘의 화학은 그 벽을 허물기 위해

역사를 바꾼 17가지 화학이야기

노력하고 있습니다. 우리 주변에는 아직도 화학자의 발견과 분석을 기다리는 수많

제이 버레슨. 페니 르 쿠터. 사이언스북스.

은 물질이 있으며 그러한 발견이 인간에게 어떠한 새로운 혜택을 가져다 줄지는 아

2007
일상에서 쉽게 발견할 수 있는 화학물질을 역

무도 모릅니다. 또한 오늘날의 이론체계를 뒤집을 수 있는 차세대 패러다임이 등장

사적인 사건과 연관시켜서 소개하는 책입니다.

해서 현재의 이론으로는 설명이 불가능한 아주 복잡한 분자들의 다양한 성질들을

과학과 역사가 결코 동떨어진 것이 아님을 알

말끔하게 설명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한편 화학은 기초과학이기 때문에 생명공학, 화

려주며 화학에 관한 전문적인 지식이 없더라도

학공학, 신소재공학과 같은 다양한 응용 분야와 접목할 수 있습니다. 이로 인한 파

무리없이 읽을 수 있습니다.

급효과는 우리의 상상을 초월할지도 모릅니다. 이처럼 화학자들은 현실에 안주하

멘델레예프의 영재들을 위한 화학 강의

지 않고 계속해서 자연에 존재하는 여러 가지 물질들의 수수께끼를 풀어냅니다. 화

백성혜 외 13인. 이치사이언스. 2011
대학의 일반화학수업에 대한 기초를 가늠해 볼

학은 인류의 더 나은 미래를 약속할 수 있습니다.

수 있는 책입니다. 다루는 개념이 대학교 일반
화학교재와 크게 다르지 않기 때문에 내용이
다소 어려울 수도 있지만, 화학에 관심 있는
학생이라면 한번쯤 읽어볼 것을 추천합니다.

화학으로 이루어진 세상
K. 메데페셀헤르만 · F. 하마어, H–J.크바드베
크제거. 에코리브르. 2007

블루오션
●

생물체 내에서 일어나는 여러 현상들은 기본적으로 화학적인 원

바이오 분야

리(생체화합물들의 상호작용)에 기초를 두고 있고 아직도 알아내
야 할 내용이 많습니다. 생리작용을 나타내는 물질들과 그들 간

우리 생활과 화학이 얼마나 밀접한 연관이 있
는지 다시 한 번 되새겨볼 수 있는 책. 화학을

의 화학적인 상호작용을 분광학을 이용한 구조 확인이나 상호작

공부하고 있는 저도 책을 읽고 나서‘화학지식

용자리를 찾아내는 방법 등으로 규명하게 됩니다. 이러한 분야로

이 이렇게나 방대한 영역에서 쓰이는구나!’라

화학센서나 프로테오믹스 등이 있습니다.

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화학에 관한 전문적인
지식이 없더라도 교양을 쌓기에 좋습니다. 물
론 화학을 알고 읽으면 그 재미가 배가 됩니다.

●

석유로 대변되는 화석연료 물질들은 에너지원으로만이 아니라

에너지 분야

다양한 화학제품의 원료물질로 사용됩니다. 그러나 화석연료는
매장량이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전혀 새로운 관점에서 에너지원
과 기초 원료 화학물질을 찾아야 합니다. 따라서 태양에너지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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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용할 수 있게 하는 새로운 반도체의 발견이나, 새로운 화학원
료로서 바이오매스 등 아직까지 무궁무진한 연구 기회가 주어져
있습니다.
●

지난 세월 동안 화학지식의 잘못된 사용이 여러 환경문제를 야

환경 분야

기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그 해결에 있어서도 화학은 적극
적인 자세를 취하고 있습니다. 수질 및 대기환경의 개선, 친환경

@ؽܙশݘ@ۉ
학계 · 교육계 화학 관련 전공 분야의 대학
교수 및 중·고등학교 교사
기업계 의약, 석유화학, 반도체, 신소재관

플라스틱, 친환경 배터리 등 화학이 푸른 지구를 위해 다시 뛰고

련 대기업 및 중소기업

있습니다.

연구소 국책 연구소(한국과학기술연구원,
한국화학연구원 등) 및 기업 연구소
기타 기타 일반기업, 전문직(변리사 등),

길을 가는 후배에게
이렇게 다를 줄이야!

의 · 치의학전문대학원
※ 자연과학, 생명과학, 반도체, 신소재공학
관련분야의 연구소, 산업체로의 진출이
우세합니다. 최근에는 대학원 진학률이

고등학교에 다닐 때는 화학을 ‘수학이나 물리보다는 쉽고, 생물보다는 어려운 과목’이

높아지고 있고, 의약, 석유화학, 신소재

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대학교에서 화학을 전공하면서 든 생각은 ‘맙소사! 어느 과

분야 기업체진출이 활발합니다.

목이나 똑같이 정말로 어렵구나!’였습니다. 그만큼 고등학교에서 배우는 지식은 대학
에서 배우는 지식과는 양적, 질적으로 큰 차이가 있습니다. 어떤 학문을 전공한다는 것
은 그 과목만을 4년 동안 파고든다는 것과 같은 의미입니다. 따라서 대학에 진학해서
전공을 결정할 때, 교과서를 읽어도 이해가 가지 않는 내용, 수많은 시험과 과제의 폭
풍이 불어닥치더라도 그것을 ‘즐기면서’ 해낼 수 있는지가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따
라서 이 글을 읽는 고등학생은 ‘쉬워 보이는 과목’이 아니라 ‘재밌는 과목’을 전공으로
결정하면 좋겠습니다.

이때는 꼭!

인생에서 딱 1년. 입시, 취업에 대한 부담 없이 즐기시길 바랍니다.
학우들과 MT, 미팅, 입실렌티, 고연전, 동아리 활동 등 즐길 수 있는 기회
가 많답니다. 평생 남을 추억도 만들고 좋은 사회생활 경험도 쌓게 됩니다. 꾸준히
학업도 유지하세요!
본격적으로 전공에 입문하게 됩니다. 전공은 범위가 굉장하고 심도
있는 학습을 요구하므로, 체계적인 학업 계획을 세우는데 공을 들여야 합
니다. 한편으로는 후배들을 위한 행사들을 진행하는 즐거운 시기입니다.
양자, 무기화학 등 어려운 전공과목을 배우는 학년입니다. 학업 노하
우가 생기고, 도서관과 친해져야 합니다. 또한 진로에 따른 비전공(대학원·
고시)공부도 시작하게 됩니다.‘ 학부생연구프로그램’을 이용한 연구실 체험을 추천
합니다.
수업 부담은 줄어드는 반면, 진로에 따라 화학과 대학원, 의 · 치의학
전문대학원, 취업, 고시 등을 준비하셔야 합니다. 체계적인 계획을 통해 꿈
을 이루는 시기입니다.

Ğͷ@ۜÿ@ч@֫ॼ
화학분석기능사, 위험물관리산업기사, 수질환경기사, 의 · 치의학교육 입문검사
(MEET, DEET), 약학대학 입문자격 시험(PEET)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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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구환경과학과

이과대학, Since 1968
Earth and Environmental Sciences

지구의 모든 것을 밝히다
지구환경과학과는 지난 1968년 지질학과로 출발한 오랜 역사를 자랑하며, 1991년에는 지구과학 부분에서 최초로 전략광물자원
연구센터가 한국연구재단의 우수연구센터로 지정되었습니다. 이어 1999년에는 BK21 지구과학 대형사업단에 새롭게 선정되었고
2006년에는 2단계 사업에, 2013년에는 BK21+사업에 연속 선정됨으로써 석·박사 과정 대학원 학생들의 등록금과 생활비를 지원
하고 있고 국내·외 학회참가와 단기 또는 장기 해외방문 연구 등의 다양한 기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고려대학교 지구환경과학과는
국내·외 최고 수준의 교수진과 수십억 원에 달하는 첨단 실험연구시설을 갖추고 학부 학생 및 대학원 학생들을 지도하고 있습니다.

http://ees.korea.ac.kr

우리 삶의 터전을 연구하다
‘지구가 다치고 있어요!’ 초등학교 때, 이런 포스터나 표어 짓기를 한 적이 있지 않나요? 공부하라는 엄마 말씀만큼 많이 들은
단어 중에 ‘지구온난화’라는 단어가 있지 않나요? 모두가 공감하는 이야기일 것입니다. 그런데, 지구가 어떻게 다쳤는지 자세
히 설명해보라고 하면 열 명 중 여덟 명은 우물쭈물합니다. 곰곰이 생각해보면 우리는 지구라는 우리의 삶의 터전에 너무 익
숙해져 있는 탓에 지구가 어떤 문제를 가지고 있는지 제대로 모르고 있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지구환경과학과는 지구의
모든 환경, 즉, 암권(암석환경), 수권(강, 지하수, 바다 등 물이 있는 환경), 생물권(생물이 살아가는 영역), 기권(대기를 중심으로
하는 영역) 그리고 빙하권(얼음으로 덮인 환경)에서 일어나는 모든 현상과 변화를 연구하고 이것이 미래에 끼칠 영향까지도 예
측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국가발전에 큰 공헌을 하는 여러 경제활동(예를 들어 광물자원 개발, 공기 중 이산화탄소 제거
등) 또한 지구환경과학자들의 손을 필요로 하는 영역입니다. 이처럼 지구는 우리가 발을 딛고 지탱하는 곳인 동시에 먹는 음식
을 취할 수 있는 터전일 뿐만 아니라 모든 인류의 삶이 이뤄지는 무대
가 되기에 지구과학과 직 · 간접적으로 연관되지 않는 분야는 거의 없
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런 학생 지구환경과학에
• 지구와 친구가 되고 싶은 학생이라면!

지구환경과학의 엔진 궁금함이 곧 답이다

• 눈 앞에서 벌어지는 지구현상에 궁금증이 많은

사촌동생이 묻습니다. “왜 땅은 딱딱한 거야?” 여러분은 어떻게 대답

• 차분히 독서하고 성찰하는 것이 좋은 학생이라면!

하시겠습니까? 우리가 태어나기 전부터 딱딱하니까 그냥 그런 줄 알
라고 말하든지 쿨하게 모른다고 말하든지 둘 중 하나일 것 같습니다

학생이라면!
• 원인과 결과 관계에 예민한 학생이라면!
• 자연을 느끼고 싶은 학생이라면!

만, 혹시 여러분 중 ‘정말 땅은 왜 딱딱한 거지?’라는 의문을 품은 사람
이 있다면 잘 생각해보시기 바랍니다. 자신이, 사람들이 당연하다 여기는 모
든 것들에 의문과 호기심을 갖는 사람은 아닌지 말입니다. 혹시 여러분은 당연한 우리의 환경에 기꺼이 질문을 던질 수 있는
그런 사람입니까? 만약 그렇다면, 여러분은 지구환경과학과가 원하는 인재상입니다. 지구의 문제는 ‘왜’라는 물음을 가진 자만
이 풀어나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전공 수업 환상의 짝꿍 지질학과 환경학
‘지구를 공부한다’는 말은 무슨 뜻일까요? 지구의 크기를 구할 수도 있고, 지구에 사는 생물을 연구할 수도 있고, 지구의 역사
를 알아볼 수도 있습니다. 모두 맞는 말입니다. 지구환경과학은 그 중에서도 지구를 땅과 환경의 결합체로 생각하고 공부합니
다. 그래서 지질학과 환경학을 합해 지구환경과학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지질학은 쉽게 말해 우리가 밟고 있는 땅이 어떤 특
징을 가지는지, 어떠한 변화 가능성을 가지고 있는지를 알아보는 학문입니다. 환경학은 예측하시다시피 과학적으로 판명할 수
있는 지구상의 모든 환경을 분석하는 학문입니다. 지구환경과학과 입학 후 1년은 이과대학 소속으로 핵심, 선택, 전공 관련 교
양과 기초과학 과정을 습득합니다. 본격적인 전공수업은 2학년 때 시작되며 지구물질과학, 지구물리, 지구화학 등 지구환경과
학의 기초내용이 되는 수업을 듣습니다. 3학년은 보다 심도 높은 전공수업을 듣게 됩니다. 퇴적시스템, 토양환경학 등 1·2학년
때 배운 내용과 심화된 내용을 연결하여 수학하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4학년은 지구환경과학을 세밀하게 나눈 전문적 실습교
육이 이루어집니다. 야외지질학실습, 환경과학실습 등이 그 예입니다.

학과목에 대하여 지구환경과학 무엇을 배우나요?
우리가 모르는 사이 움직이고 있는 땅을 추적하자! 암석, 고환경, 구조지질학 분야 심부지구에서 일어나는 역동적인 변화를 관
찰하고 연구합니다. 지구 깊은 곳에서 분출한 마그마와 용암이 지각으로 분출하고 이것이 풍화되어 이동·퇴적되기도 하며, 더
깊게 쌓여 변성이 일어나면 다시 지구 깊은 곳에 놓이게 되어 처음부터 다시 순환하는 과정에서 일어나는, 모든 지구의 활동
에 관심을 갖고 연구하는 분야입니다. 과목으로는 화성암석학, 변성암석학, 퇴적시스템, 지구물질과학, 구조지질학, 지체구조
학, 지질공학 등이 있습니다.
이어질 시대의 에너지를 찾아라, 광물및 에너지 자원 분야 지하 깊이 묻혀 있는 개발가능하고 유용한 자원, 즉 광물자원과 에너
지자원을 연구하는 학문입니다. 지구화학, 응용광물학, 광물 · 에너지 자원학, 석유지질학 등의 과목을 공부합니다.
지구가 감추고 있는 숨은 속을 볼 수 있다고? 지구물리학 분야 지층에 기록된 과거 지구자기장 변화를 알아볼 수도 있고 이를
응용해 유적지 · 유물의 연대측정을 하기도 합니다. 전기 · 탄성파 탐사법을 이용하면 폐기물 매립지 침출수가 움직이는 경로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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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인할 수도 있고 건축에서 필요한 지표 아래의 사정까지도 예측할 수 있는 연구
를 수행합니다. 지구물리학, 지구물리탐사, 고지자기학, 환경지구물리학 등의 과목

ࣥѾ@ॕŗ͙

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우리 모두를 위한 맑은 공기와 물이 현실이 될 때까지! 환경 및 응용지질 분야 천

멘토링프로그램 ‘멘토’,‘ 멘티’라는 단어. 여

부암권, 수권, 기권 등 우리의 실생활에 가장 가깝게 위치한 지구 요소(권역)들에서

러분 알고 계시죠? 선배가 후배에게 본인의 지

벌어지는 현상에 관심을 가지는 분야입니다. 더 나아가 우리가 숨 쉬는 공기, 마시

식과경험을 토대로 1:1 교류하는 시스템을 말
합니다. 고려대학교 지구환경과학과는 이런 멘

는 물 등에서 발생하는 문제의 원인과 이를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과학적으로 연

토링 프로그램을 적극 도입하여 보다 효율적인

구하는 분야입니다. 자연수지구화학, 토양환경학, 환경모델링, 대기화학, 해양환경

학문 성취를 이뤄내고 있습니다.

학, 수리지질학 등을 배웁니다.

국제 인턴십 프로그램 세계 유수의 대학에

배우고 익힌 것을 직접해보는 시간! 전문적 실습교육 이론 및 연구 방법에 대한 체

서 본인의 전공을 수학할 기회가 생긴다면 얼

계적이고 전문적인 지식을 습득한 뒤, 환경과학실습과 야외지질학실습 등과 같은

마나 기쁠까요? 고려대학교 지구환경과학과에

현장실습을 통해 수동적 교육이 아닌 살아있는 교육을 느낄 수 있습니다.

서는 국제 인턴십 프로그램을 이용해 해외에
서 지구환경과학에 대한 심도 높은 공부를 할
수 있습니다.

교직과정 설치 사범대학이나 교육대학에서
만 가능한 줄 알았던 교직 이수, 지구환경과학
과에서도 가능합니다. 지구과학을 공부하고 싶
고 선생님도 되고 싶었던 친구들은 이 기회를
놓칠 수 없겠죠?

지구환경과학과의 미래
변하지 않을 절대 강자
산업혁명 이후 인간의 삶이 편리해진 것은 사실입니다. 기계가 인간의 노동시간을
단축시켰고 동시에 생산의 양적 · 질적 발전이 엄청났습니다. 하지만 오늘날 우리 삶
의 질은 어떠한가요? 이상기후가 나타나고 1년 중 더운 날이 추운 날보다 훨씬 많

мπ҆ɜ@ݖĸডĈĜ।
지질학
Mark A S Mcmenamin. 북스힐. 2010
우리가 살고 있는 지구에 대한 이야기를 101
개의 주제로 풀어낸 책입니다. 기본적인 광물

고 왠지 모르게 몸도 약해져갑니다. 지구환경과학 분야는 21세기 과학기술에 있어
인류의 삶의 질 향상과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핵심 주제로 부각되고 있습니다. 당
연히 관련 분야의 고급인력 수요는 대폭 증가할 것입니다. 특히, 최근 석유 자원 수
급 문제가 국가산업의 측면에서 재인식되고 유가 폭등이 사회적 이슈가 되는 등 지
구과학 분야의 고급인력 양성은 국가적 차원에서 크게 부각되고 있습니다. 물론 전

정보부터 다양한 학문과 연계된 흥미진진한 콘

세계적으로도 이러한 고급인력에 대한 수요가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추세입니

텐츠들이 돋보입니다.

다. 지질학과 환경학은 이제 지루한 학문이 아닙니다. 앞으로 가장 강대할 산업은

기후의 역습, 지구환경 보고서

환경산업이라는 OECD와 ETDC의 예견이 말해주듯이 말입니다.

월드워치연구소. 도요새. 2009
매년 지구 환경 변화를 분석해 펴내는 책입니
다. 표와 그래프가 적절히 사용되어 있어 전공
자가 아닌 사람들도 이해하기 쉬운 것이 특징

블루오션

이며, 우리 일상생활과 밀접한 내용들로 이루
어져 있어 흥미롭습니다.

●

응용지질기사는 광상학, 광물암석학, 구조지질학, 지질공학, 탐사

지구의 이해, 지구환경과학개론

응용지질기사

공학을 아우르는 전문가입니다. 최근 들어 지질학적 특성이 중요

John Grotzinger. 시그마프레스. 2009

및 기술사

한 대규모 토목공사, 지하수 오염복원 같은 환경관련 분야 전체

지구환경과학의 입문서라 할 수 있습니다. 우

를 통틀어 그 수요가 증가하고 있는 직업군입니다.

주 속 지구, 지구의 광물, 대기, 해양, 생명체 등
자세한 챕터 구성으로 지구환경과학 공부를 시
작하는 학생에게 적합합니다.

●

광산, 석유 및 가스 등 에너지사업을 위한 조건을 분석, 연구합니

광물 에너지

다. 엔지니어링 컨설팅 회사, 광산 및 석유회사, 기업의 자원개발

자원 탐사

부서, 정부기관 및 연구소 등 다양한 곳에서 광물 에너지 자원탐
사를 필요로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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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발 사업이 주는 나쁜 영향을 예측하고 분석함으로써 보다 지속

환경 영향

적인 개발을 가능케 하는 환경지킴이입니다. 환경에 대한 관심이

평가사

증폭된 요즘 새롭게 떠오르고 있는 핫한 직업입니다.

شڏԟ֬
화강암 대리석이 아니라 화강암이야! 우리가 건물 내부에 반들반들하게 깎아 벽
재나 바닥재로 사용하는 암석을 흔히 대리석이라고 아는 경우가 많다. 하지만 석
영, 장석, 흑운모, 백운모, 일부 각섬석 등의 눈에 보이는 입자로 이루어진 엄연한
화강암이라는 사실!
현무암 현무암은 무조건 구멍이 숭숭 뚫려 있다고? 제주도 돌하르방이 현무암이라

청춘, 열아홉이라 쓰고 수험생이라 읽는다. 문

는 사실은 누구나 다 알 것이다. 그 이미지가 너무 강해서인지 구멍이 뚫린 현무암

과, 이과. 그 다음엔 물리, 화학, 생물, 지구과

과 구멍이 없는 현무암 중 현무암을 골라 보라고 한다면 ‘첫 번째 것만 현무암이겠

학⋯ 여태껏 여러분에게 내밀어진 선택지는 이

지’라고 생각할 사람들이 많을 것이다. 물론 현무암에서 일반적으로 구멍이 많은 성
질(vesicular)을 보이기는 하지만 현무암일 수 있는 조건은 ‘눈에 보이지 않을 정도

게 전부였을 거에요. 단순히 ‘난 국어보다 수학
이 좋으니까 이과에 가야지’하는 마음으로 가
볍게 선택할 수 있는 것들이었죠. 다른 무엇보

로 작은 휘석과 각섬석 입자들로 이루어진 어두운 빛의 암석’이기만 하면 크게 문

다 수능에서 어떤 과목을 치면 더 점수를 잘 받

제가 없다. 즉 꼭 구멍이 있을 필요는 없다는 사실!

을지를 생각해 선택하면 되는 쉬운 문제들이
었습니다. 이 책을 보고 있는 여러분, 어떤 생
각이 드나요? 수학과 국어 둘 중 하나를 택하

ؑמɸ۾@מĚĜЃ

던 여러분에게 갑자기 너무 많은 선택지가 주
어지진 않았나요? 당장 여러분은 원하는 대학

일반전공탐색, 교양 수업

교와 전공을 선택해야 합니다. 대학에 입학하

지구물질과학, 지구화학, 대기화학, 수리지질학, 화성암석학, 지구물리학,

면 스스로 시간표를 짜야하고, 어떤 동아리를

자연수지구화학, 해양환경학

들어야 할지, 휴학은 언제 해야 할지, 궁극적으

지체구조학, 광물에너지자원학, 환경지구물리학, 지하수환경학, 구조지
질학, 지구물리탐사, 변성암석학, 퇴적시스템, 토양환경학

로 어떤 ‘스펙’을 쌓을 것인지 등 수도 없는 선
택의 관문과 싸워나가야 합니다. 앞으로 여러
분 앞에 놓일 모든 선택들을 하나하나 수행해

환경과학실습, 응용광물학, 지구원소순환, 환경모델링, 원격탐사·GIS, 야

나가는 것이 힘들 수도 있습니다. 선택이라는

외지질학실습

권리 뒤엔 막중한 책임과 의무가 따르는 법이
니까요. 벽에 부딪힐 수도 있습니다. 선택을 하
다보면 욕심이 생기기도 하고 생각한 대로 현

।Ĝ@ҜԽ@ِĸ՜

실이 따라주지 않을 때도 있어요. 그럼에도 불
구하고 여러분들이 향할 미래는 밝고 따뜻합니

전략광물자원연구소. 광물 · 광상학연구실. 지구물리학연구실. 구조지질학연구실.

다. 고등학교 땐 수능이라는 큰문에 가려 보이

지구화학연구실. 지하수문학연구실. 대기환경학연구실. 지질공학연구실. 퇴적암석

지 않던 거대하고 화려한 진짜 세상이 보입니

학연구실. 토양환경학연구실

다. 대학교는 그렇습니다. 자유를 만끽하는 친
구들이 옆에 있고, 선택이라는 기회를 손에 쥔
나 자신이 만들어나가는게 바로 대학입니다.

@ؽܙশݘ@ۉ

지금은 시한부처럼 수능까지 남은 디데이를 세
며 공부하는 것이 우울하고 지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수능은 시한부가 아니에요. 여러분이

학계 ¡ 교육계 환경, 지질, 해양, 자원, 건축 관련 분야의 대학교수, 국책연구소(한국지질자원연

새로운 사람으로 태어나는 해방의 날이죠. 얼

구원, 환경연구원, 환경정책평가연구원, 지질자원연구원, 해양연구원 등) 연구원, 기업연구소 연

마 남지 않았습니다. 대학생이 됩시다. 자유와

구원, 교사등

열정이 기다리는 대학생이 됩시다. 열아홉 수

산업계 석유, 광물자원, 수자원과관련된 공기업, 환경공학, 건축공학, 자원개발등 관련 대기업

험생 여러분, 힘내세요!

및 벤처기업 등
기업계 ¡ 금융계 건설, 기계, 금속재료 분야의 기업체, 일반 대기업의 마케팅 부서, 회계 및 금
융회사

Ğͷ@ۜÿ@ч@֫ॼ
응용지질기사, 토목기사, 수질환경기사, 토양
환경기사, 폐기물환경기사, 광해방지기사 등

ʷ،π@F@।প
H।ԩ@ۜࠛ@ঢʷI
지구환경과학과 학생회

고려대학교 인재 양성 ¡ 진로 가이드북

151

화공생명공학과

공과대학, Since 1962
Department of Chemical & Biological Engineering

We are designer!
1962년에 공과대학 최초로 설립된 화학공학과는 변화하는 학문과 산업발전의 흐름을 적극 반영하여 2002년 화공생명공학과로 개
칭, 지금까지 이어져오고 있습니다. 화공생명공학은 산업 전반의 주춧돌 역할을 하는 학문으로, 현재 22명의 교수진과 400여 명의
학부생들, 150여 명의 대학원생들로 구성되어 있으며, 교육과 연구에 매진한 결과 2011년 BK사업단 평가에서 전국 2위, 영국의
대학평가기관 QS가 발표한‘2014 세계 대학 평가 학과별 순위’에서 세계 50위를 달성하는 등 그 노력의 결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http://cbe.korea.ac.kr

물질과 경제, 생명을 아우르다
화학과? 화공생명공학과? 화(化)자가 들어가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화공생명공학과를 화학과와 비슷한 학문을 한다고 생각
합니다만 사실 두 학과는 전혀 다른 내용을 배웁니다. 화학과는 어떤 물질을 만들어내는 것에 있어 경제성에 관심을 두기보다
는 화학현상 그 자체에 관심을 가집니다. 반면 화공생명공학에서는 천연자원, 생물자원으로부터 인간의 문화생활에 필요한 물
질을 만드는 화학, 물리 및 생물공정의 개발, 설계, 운전 및 관리운영에 관한 내용을 배우면서 ‘우리가 원하는 화학 및 생물제
품 등을 어떻게 하면 싸고 빠르게 많이 만들어낼 수 있을까’하는 생산의 공정과 경제성에도 관심을 많이 기울입니다. 그렇다
면 ‘생명’이라는 단어는 왜 포함된 걸까요? 과거에는 화학공학에서 어떤 물질을 만들어낼 때 절대적으로 석유에 의존했습니
다. 하지만 오늘날에는 생명공학의 발전으로 미생물을 이용해서도 우리가 원하는 제품을 만들 수 있게 되었습니다. 더욱이 석
유가 고갈되어가고 석유 사용에 따른 환경오염 문제 등으로 다양한 공정을 개발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이에 시대
의 흐름에 맞게 생명공학 분야를 접목함으로써 화공생명공학과라 명명
하게 된 것입니다.

화공생명공학의 엔진
숲을 볼 줄 알면 화공생명공학이 보인다
다른 학과에서는 결코 얻을 수 없는 화공생명공학과만의 매력은 전
체를 바라볼 수 있는 넓은 시야를 기를 수 있다는 점입니다. 특정한

이런 학생 화공생명공학에
• 수학과 물리를 잘한다. 더불어 화학과 생물에도 관
심이 많다.
• 어떤 현상에 대해서 해석하고 예측하는 것을 좋아
한다.
• 어릴 적 이런저런 복잡한 장치를 만들어서 움직이고
작동시키는 것을 좋아했다.

분야를 깊숙이 파고들어 하나의 나무만을 집중적으로 보는 것이 아니
라, 우리 학과는 여러 분야를 폭넓게 섭렵하며 전체를 살핍니다. 화공생
명 엔지니어라면 제품을 만들 수 있는 큰 그림을 그려서 각각에 알맞은 전공자들을 배치할 줄 알아야 합니다. 숲을 볼 수 있는
능력을 갖춘다면 학문영역에서 우위를 차지할 수 있습니다. 이런 이유 때문에 화학공학과 출신의 CEO들이 공과대학 출신 중에
서는 가장 많습니다. (국내 500대 기업 CEO 중 화공과 출신 35명, 경영학 151명 및 경제학 62명에 이어 3위)

전공 수업 화공생명이니까 화학과 생물만 배운다?
화공생명공학과에서는 전문적인 과학지식은 물론 이를 응용한 다양한 ‘공정’을 설계하고 개발할 수 있는 지식을 배우게 됩니
다. 즉, 화학공학 및 생명공학의 다양한 현상들을 모멘텀, 에너지, 질량 흐름의 수지/균형 측면에서 표현하고, 화학 및 생물 반
응을 열역학적으로 분석도 하며 이를 이용하여 반응기와 분리기를 설계할 수 있고 이런 장치들을 배열하여 하나의 공정을 만
드는 일련의 과정에 대해서도 배우게 됩니다. 따라서 화공생명공학과 4년을 충실하게 공부했다면 공정이라는 기본 흐름 위에
서 고분자, 나노, 생명공학 분야에서의 과학지식을 토대로 간단한 형태의 공정을 설계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게 됩니다. 물리화
학, 열역학, 유체역학, 열 및 물질전달 등의 물리학적 내용이 필요하고 이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미분방정식도 풀 줄 알아야 하
는 등 수학적인 자질이 필요하다는 점도 꼭 기억하세요!

학과목에 대하여
화공생명공학과에서는 1, 2학년때 기본적인 수학, 화학, 물리화학, 수학, 유기화학등 기초적인
과목을 공부하고 3학년 이후의 고학년이 되면 자신의 선호도에 따라 공정, 소재 또는 생물 분야의
트랙을 선택하여 학과목을 수강할 수 있습니다. 화공생명공학과에서는 자신의 취향에 맞추어 다양
한 분야의 전공지식을 습득할 수 있도록 학과목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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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공생명공학의 과거와 현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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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사회에서는 대부분의 에너지를 석유를 통해서 얻고 운송수단의 원료로서도 석
유를 사용합니다. 뿐만 아니라 일상생활에 사용되는 대부분의 물건이 석유를 원료

고려대 화공생명공학과에서는 매년 “에너지인

로 하는 물질인 플라스틱, 고무 등으로 만들어졌습니다. 따라서 석유를 정제해서 원

력양성 사업”의 일환으로서 고등학교 초청행

하는 물질로 바꾸는 기술에 대한 필요성이 증가하였고 1888년 MIT에서 화학공학

사를 1년에 1회 개최하고 있으며, 고등학교에
서 신청하면 학생들을 초청하여 교양강좌와 실
험실 탐방 등의 활동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학과과정이 설립되면서 학문으로 화학공학이 시작됩니다. 20세기에는 화학공학을
발전시킬 수 있는 수지식 이론, 이동현상, 반응속도식을 이용한 반응공학, 공정제
어, 수학적 모델링 기법 등이 도입되면서 공정을 해석함에 있어서 지금과 같은 화
학공학으로 발전하였습니다. 현재 화학공학은 단지 석유기반의 산업에 그치지 않

мπ҆ɜ@টĚԩϿĚ।

고, 산업 모든 전반에 걸쳐 응용되고 있습니다. 아직 산업 전반에 있어 석유가 차지
하는 비중을 절대적으로 무시할 수 없지만 석유는 언젠가는 고갈이 되고 그 대안으

화학교과서는 살아있다

로 다양한 해법이 제시되어야 합니다. 대표적으로 생명공학에 기반한 생물공정을

도서출판 동아시아

이용하는 방법이 있는데 이는 어떤 제품을 생산하는데 있어 세포나 효소를 이용하

한국화학공학회에서 2013년에 발행한 이 책
은 화학공학과 교수님들이 저술한 책으로 우리

여 제품을 생산하는 방법입니다. 산업적 제품생산에 있어 생물공정을 통하여 생산

학과의 이관영 교수님도 저자로 참여하고 있기

되는 제품이 이제는 무시할 수 없이 많아졌고 이를 반영하여 화학공학과는 화공생

때문에 많은 도움이 될 것입니다.

명공학과로 변모하였습니다.

화공생명공학의 미래
화공생명공학과에서는 나노기술, 생명기술, 정보 소재기술, 환경 및 에너지 기술들
을 연구하고 있으며 미래에 활용될 수 있은 최첨단 제품을 대량 생산할 수 있는 기
술을 개발할 것입니다. 또한 인류의 숙원인 대체 에너지 문제와 지구 온난화 문제,
가난한 국가의 식수 해결 문제 등에 대한 해답을 구할 것입니다.

블루오션
●

미래의 화공생명공학은 기술의 융합을 통하여 새로운 전기를 마

공정

련하고 있습니다. 화공생명공학은 나노기술, 생명기술, 정보기술,
에너지 환경기술과 이들의 융합기술을 통하여 미래의 발전을 주
도하는 역할을 담당하고 있으며, 개발된 미래의 기술을 실제 생
활에 구현할 수 있는 길을 열어줄 것입니다.

●

나노기술은 21세기를 이끌어갈 첨단기술로 주목 받고 있으며 반

나노기술

도체, 디스플레이, 의약품, 의료기술, 첨단소재 등 다양한 분야에
서 화공생명공학자들의 연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특히 원자 수
준의 조작을 통하여 정보를 측정하고 제어하며, 이를 활용하여
의학적으로 진단치료 등에도 활용할 수 있는 수준으로 발달하고
있습니다.

●

생명기술은 게놈지도를 기반으로 유전자의 구조와 생명의 신비

생명기술

를 밝혀내어 인간의 병을 치료하고 유용한 물질을 생산하는데 선
구자적인 역할을 해나가고 있습니다. 이러한 연구 분야로는 생명
의 메커니즘을 분자수준에서 밝히는 분자생명과학, 인체조직 및
인공혈액 등을 개발하려는 의생명공학, 생물정보학, 유전자조작
을 기반으로 기능성 미생물을 개발하는 미생물 생명공학, 바이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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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약품을 대량생산할 수 있는 생물공정 기술 등이 있습니다.

●

정보기술 분야에 있어서 전자소재의 재료공정에서는 화공생명공

정보기술

학자들의 역할이 매우 중요합니다. 반도체, 디스플레이, 센서소자
들의 제조공정에서 화공생명공학적인 개념이 활용되며, 원하는
물성을 구현하기 위해서는 화학공정의 설계가 필수적입니다.
대학교 4년이라는 기간이 얼마나 긴 기간인지
생각해야 합니다. 여러분이 고3이라고 생각을

●

에너지 분야에서는 수소에너지, 태양광에너지와 같은 재사용이

에너지

가능하고 지속적인 사용이 가능한 에너지의 개발과 연료전지, 수

/환경 기술

니까? 중학교 2학년입니다. 그 때부터 지금까

소스테이션과 같은 새로운 에너지원의 활용기술 개발에서 많은

지 얼마나 많은 내용을 배웠습니까? 생각해보

연구들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환경기술 분야에서는 수질, 대기,

세요. 대학교 4년 동안 더 얼마나 많은 내용을

토양 등에 발생할 수 있는 환경오염물질들을 화공생명공학적인

배우게 될까요? 학과를 잘 선택해야 하는 이

기술들을 활용하여 처리, 방제할 수 있는 기술을 연구하고 있습

해보았을 때 4년 전에 여러분은 몇 학년이었습

유가 여기 있습니다. 엄청나게 많은 양을 배우
게 됩니다. 그 내용 또한 서로 많이 다릅니다.

니다. 이러한 분야들에서 화공생명공학자들이 주도적으로 연구

수능이라는 같은 시험을 비슷한 성적으로 들

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어온 사람들이었을지라도 4년 동안 서로 다른
전공을 듣게 되면 앞으로 전혀 다른 인생을 살

●

21세기의 가장 중요한 패러다임 중의 하나인 기술의 융합은 화공

융합기술

생명공학 분야에서도 빠르게 진행되고 있으며, NT/BT/IT/ET 분

게 됩니다. 꼭 적성에 맞는 학과를 선택하세요.
특히 우리 학과는 전공에 따라서 다양한 삶을
살게 됩니다. 저 같은 경우는 그다지 많은 생

야의 기술이 융합하여 새로운 기술 분야를 창출해내고 있습니다.

각은 없었지만 다행스럽게도 적성과 잘 맞아서

생물전자소재, 나노바이오센서, 생물정보학 등 다양한 분야가 등

대학원 공부까지 하고 있습니다.

장하고 있으며, 이러한 기술들은 의료, 에너지, 통신, 전자, 식품,

하지만 주변의 친구들 중에 그렇지 않은 사람

환경 등의 다양한 분야에 혁신을 가져다 줄 것으로 기대됩니다.

들을 정말 많이 봐왔습니다. 수능을 다시 응시
하려고 하고, 도피성으로 편입이나 다른 학과
지원을 고민하거나 결정하는 모습들을 지켜보
면서 12년 동안 준비해서 들어온 대학교인데

شڏԟ֬

한 순간의 선택이 대학생활을 흔들 만큼 지대

지속 가능한 에너지 우리가 지금 사용하고 있는 석유는 무한한 것이 아니고 매장

습니다. 학교 명성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자신의

량에 한계가 있습니다. 미래에 예상되는 에너지의 고갈 사태에 대비하여 지속적으
로 사용할 수 있는 에너지원(태양광, 풍력, 조력 등)을 효율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한 영향을 미치는 모습에 너무나도 안타까웠
적성에 맞는 전공입니다. 수능시험을 볼 때의
긴장감으로 신중하게 자신이 갈 학과를 고르
시길 당부합니다.

기술을 개발해야 합니다.
정보소재기술 컴퓨터나 TV에 사용되는 다양한 부품들(반도체, LCD, OLED 등)을
생산할 수 있는 기술로서 화합물에 대한 이해로부터 시작해서 이를 생산할 수 있
는 기술을 필요로 합니다.
나노기술 아주 작은 크기의 규칙적인 구조를 가진 물질을 만들면, 일반적인 물질에
서 보이지 않았던 특이한 성질이 나타납니다. 이러한 성질을 이용하면 지금까지 인
류가 꿈꾸어 왔던 다양한 소재(구부러지는 디스플레이, 초강도를 가진 가벼운 소재
등)를 만드는 것이 가능해 집니다.

길을 가는 후배에게
화공생명공학은 화학과 생물만 배우는 학과가 아닙니다. 화학과 생물을 기초로 해
서 실제적인 제품을 생산하는 최첨단 기술을 가능하게 하는 것이 교육의 목적입니
다. 물론 화학과 생물도 기초 학문으로 중요하지만 실제적인 응용을 위하여 열역학,
반응공학, 전달현상, 생물공학 등을 배우고 실제적인 장치와 제품을 설계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도록 교수님들과 함께 노력합니다. 단순한 기술의 습득을 넘어서서 교수
님들과 함께 다양한 분야의 문제에 대하여 연구를 어떻게 시작하고 어떻게 성공적으
로 마칠 수 있는지 배워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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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때는 꼭!

ʅǷ@¡@ڀ
नÃ@ч@րԟ֯۽
· 2014년도 QS 세계 대학 평가에서 화공분야
세계 50위
· 2014년도 중앙일보 대학종합 평가 등급 상
· 2014년도 부설 연구소(융합화공시스템연구
소) 고려대 평가 1위
· 2013년도 부설 연구소(융합화공시스템연구
소) 고려대 평가 2위

활동적이어야 합니다. 1학년 때는 지금까지 해보지 못했던 여러 가지
활동을 마음껏 해보세요. 여행, 동아리, 학생회, 학회 등 재미있고 즐거운 활
동은 많이 있답니다. 걱정 없이 맘 편히 할 수 있는 시절은 이때가 유일하니 마음껏
활동하시기 바랍니다. 단, 공부를 손에서 완전히 놓는 것은 안 됩니다. 1학년 때 하
는 공부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학점 챙기면서 충분히 활동할 수 있으니 두 마리
의 토끼를 모두 잡으세요. 화공생명공학과의 특성상 해야 할 공부도 많고 할 일도
많아 학업 외 다른 활동을 하지 않고 학교를 다니는 경우가 많습니다. 학과 공부만
하고 학과 사람만 만나다 보면 사고가 편협해질 수 있습니다. 다양한 사람들과의
교류는 자신을 좀 더 발전시킬 것입니다.

자신의 전공에 대한 큰 그림을 그려보세요. 지금까지 배워보지 못했
던 새로운 학문을 처음 접하는 시기입니다. 어렵고 이해 안 가더라도 무작
정 외우지 말고 왜 이런 과목을 배우는지 교과과정은 왜 이렇게 구성되어 있는지를
고민하다 보면 자신의 전공을 훨씬 쉽게 이해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가능하다면 교환학생을 다녀오는 기회를 누리셨으면 합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과 다른 세상을 보고 느끼는 것만으로도 한층 더 성숙해지
는 자신을 볼 수 있습니다. 다른 나라에 가서 큰 부담 없이 공부하고 체험할 수 있
는 기회는 이때가 유일합니다.

취업 준비를 하셔야 할 때입니다. 공대라고 취직이 그냥 되는 것은 아
닙니다. 다른 단과대, 다른 학교에 비해서 훨씬 쉽다는 것이지 준비하지 않
으면 당연히 어려운 것입니다. 이제는 상당한 영어실력을 요구하는 회사도 많아졌
고, 공대의 경우 회사 면접을 볼 때 전공 관련 내용을 묻는 경우가 많이 늘었다고
합니다. 철저하게 준비해서 원하는 회사에 취직하고 졸업하기 전까지는 그동안 못
했던 일들을 열심히 한다면 후회 없는 대학생활이 될 것입니다.

Ğͷ@ۜÿ@ч@֫ॼ
화공 기사 자격증 시험, 화공 기술사 자격증 시험

ʷ،π@F@।পH।ԩ@ۜࠛ@ঢʷI
고려대 화공생명공학과 학생회가 운영되고 있으며 매년 대학원 생들과 연합 MT(봄)
와 체육대회(가을) 행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화공생명공학과 학생회 이외에도 학과
를 넘어선 다양한 동아리 활동이 여러분들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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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학과에는 “융합화공시스템 연구소”가 부설 연구소로 있으며, 화학 공정, 에
너지, 환경, 나노, 생명기술 등을 연구하고 있습니다. 우리 학과 부설 연구소는 고
려대의 자체평가에서 최고의 우수한 연구한 성과(2014년도 1위, 2013년도 2위)
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६@ڀĳέ@ঊত
고려대 화공생명공학과는 미국 퍼듀 대학교 화
학공학과와 파트너쉽 체결하여 고려대 학생을
파견하여 공동연구를 수행하고 있으며, 퍼듀대

@ؽܙশݘ@ۉ
졸업생 수 3,234명
졸업 후 사회진출 현황 학부 취업률: 84%, 대학원 취업률: 92%

교수님이 1학기 동안 고려대에서 강의를 하는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외에도 미
국 캘리포니아 대학 (UCSB), 미국 표준연구소,
일본 와세다 대학 등 10여개 기관과 상호 협
력 양해각서를 교환하고 있으며, 매년 해외 석
학 초청 강연을 약 20회 정도 개최하고 있습

학계 총장(서강대, 한경대 등), 교수(고려대, 서강대 등), 해외유학 (Purdue, Georgia Tech,
Imperial College 등)

니다. 해외 연구자들과 연구도 활발히 진행하

기업 최고 경영자(현대 엔지니어링 등), 공장장(SDI, SK 이노베이션 등), 연구원(삼성, SK,, LG,
한화, 롯데 케미칼 연구소 등), 프로세스 엔지니어(삼성, SK, LG, 한화, 롯데 등), 공정설계 엔지
니어(삼성엔지니어링, 현대 엔지니어링 등), 생산기획, 상품기획(삼성, SK, 한화, 롯데 케미칼 등

표하고 있습니다.

여 매년 약 30편의 국제 공동연구 논문을 발

컨설팅, 사업평가, 투자자문, 해외취업(ProSim, MSI-Kenny, Chrysler 등)
연구원 국책연구소(에너지기술연구소, KIST, 화학연구원 등), 기업체 연구소 (SDI, LG 화학, SK
이노베이션, 한화 케미칼, 롯데 케미칼 등), 해외 연구소 (NIST, PNNL, ORLN, Max-Planck 등)
공무원 산업통상자원부, 미래과학부, 한국연구재단, 학술진흥재단 등
기타 변리사, 기술사, 환경영향평가, 변호사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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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소재공학부

공과대학, Since 1966
Department of Materials Science and Engineering

21세기의 연금술로!
고려대학교 신소재공학부는 1966년과 1969에 각각 신설된 금속공학과와 요업공학과에서 출발해 2005년 신소재공학부로 개편되
었습니다. 첨단 소재산업을 이끌어 나갈 인재 양성을 위해 40여 년 동안 꾸준히 발전해 온 신소재공학부는 23명의 교수진과 600여
명의 학부생, 400여 명의 대학원생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국내 유수의 연구기관 및 산업체와의 산학연 연구 협동체제가 긴밀하게
갖추어져 있습니다. 고려대학교 신소재공학부의 연구 성과는 세계에 내놓아도 손색이 없을 만큼 그 수준이 높다고 할 수 있습니다.

http://mse.korea.ac.kr

신(新)소재공학! 신(神) 소재를 꿈꾼다
신소재공학은 다양한 소재의 성질을 융합, 개발하여 새로운 혹은 더 나은 소재를 개발하기 위한 연구를 하는 학문으로 신소재
공학도들은 새로운 소재를 개발하고 응용하여 완벽한 소재의 발견을 고대하며 연구하고 있습니다. 다양한 산업재료 및 첨단 신
소재의 개발과 관련한 신소재공학도들의 연구는 급속도로 변화하는 현대 과학기술시대에 필수적이라 할 수 있습니다. 특히, 국
가산업 경쟁력에 중요한 IT/반도체, 자동차 및 에너지 산업 등 필요한 산업재료의 제조 및 생산기술의 필요성은 날로 증대되고
있습니다. 아울러, 선진국으로 도약하기 위해서는 고부가가치산업에 필요한 신소재 등 첨단재료 분야의 연구 및 개발이 시급한
상황입니다. 이러한 시대적 요구에 부응하여 신소재공학부는 다양한 신소재를 연구 및 개발하며, 나아가 교육기관, 산업체 및
연구소에서 필요로 하는 유능한 인재를 육성하는데 중점을 두어 강의하고 연구합니다.

신소재공학의 엔진
시도하는 자에게 기회가!
세계적인 판타지소설 ‘해리포터’의 투명망토! 투명망토는 주인공 해

이런 학생 신소재공학에
• 수학, 물리 및 화학에 대한 흥미와 열정이 넘친다.

리포터의 몸을 투명하게 하여 그를 감추고 위기에서 구해냅니다. 어

• 일상생활에서 접하는 다양한 소재에 관심이 많다.

찌 보면 말도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말도 안 되는’ 일들이 가

• 휴대폰과 같이 일상생활에서 접하는 물건을 보면

능할 수도 있다고 믿는 믿음과 안 되는 줄 알지만 1%의 가능성을 보
고 실패와 시도를 거듭하는 시행력은 신소재공학 연구의 필수 재료
들입니다. 신소재공학의 연구들은 과거 연금술사들의 노력을 닮았습

그 구성이 궁금하다.
• 칠전팔기의 노력 하나는 나를 따를 이가 없다.
• 영어공부를 열심히 해서 원서를 읽을 실력을 갖출
각오가 되어 있다.

니다. 연금술사들은 값싼 재료를 이용하여 금과 같은 귀한 재료를 만
들어내는 데에 엄청난 시간과 자원을 쏟아 부었지만 결국 금을 만들 수
는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 과정에서 공업용 다이아몬드와 높은 투과율을 자랑하는 투명한 재료를 개발하였습니다. 이러한 과
학자들의 무한한 시도가 현재의 과학과 기술을 가능토록 했습니다. 새로운 것을 끊임없이 시도하고픈 여러분, 고려대학교 신
소재공학부에 도전하십시오.

전공 수업 미적분학을 기초로 물리, 화학 및 생물이 빛을 발하다
공학도는 자신의 전공 이외에도 다양한 분야의 지식을 갖추고 있어야 합니다. 새로운 소재를 발견하고 실생활에 접목시키려면
수학, 물리, 화학, 그리고 생물 등 모든 분야의 지식을 갖추고 있어야 합니다. 예를 들면, 새로운 암세포를 소멸시키는 화학재
료가 발견되었는데 이를 인체에 사용할 수 있는지 알아보기 위해서는 물리, 화학적 지식뿐 아니라 생물학적 지식 또한 필요합
니다. 또한 새로이 발견한 재료가 화학적 혹은 생물학적으로 어떠한 반응을 보이는지 그리고 안전한지 확인하기 위해서는 공
학의 기초가 되는 미적분학을 능숙히 다룰 수 있어야 합니다. 수학의 기초가 탄탄하다면 신소재공학 연구 준비는 완료입니다.

학과목에 대하여 재료의 신이 되자
어떤 금속을 사용해볼까? 금속공학 금속의 제련 · 정제 · 가공에 관한 이론과 기술을 연구하고 응용하는 학문입니다. 현대 문명
의 기초가 되는 각종 철강재료 및 비철금속재료를 다룹니다.
더 작고 좋은 전자제품을 위한 반도체공학 반도체의 재료, 반도체 소자를 제조하는 공학 분야입니다. 냉장고, 텔레비전, 세탁
기 등의 가전제품과 의료기기, 컴퓨터, 휴대폰 등 전자제품에 사용되는 반도체의 기술적 성능을 개선하거나 새로운 기능과 성
능을 갖춘 반도체를 개발합니다.
더 강력하고 가벼운 플라스틱을 개발해 보자! 고분자공학 고분자는 20세기 전반에 태동하여 중반의 산업의 획기적인 발전과
더불어 눈부신 혁명을 불러왔습니다. 고분자공학은 바로 이 고분자를 연구합니다.
단단하고, 높은 열에 견디는 안정된 세라믹! 세라믹공학 세라믹은 산화물, 탄화물, 질화물과 같은 비(非)금속 무기재료의 개발
과 응용을 연구하는 학문분야로서 물리, 화학, 전기, 전자공학이 망라된 첨단 공학 분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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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소재공학부의 미래
무한한 가능성

산학연 고려대학교는 튼튼한 산학연 연구단

아직까지도 과학자들이 발견하지 못한 소재의 수는 엄청납니다. 새로 발견된 소재

지를 갖추고 있습니다. 산학연 연구단지는 유

가 있다고 해도 활용할 수 있는 기술이 없어 사용하지 못하고 있는 훌륭한 소재도

럽연합의 결성 NAFTA와 WTO의 출범 등 국
제적인 산업 환경의 급격한 변화에 대처하고
21세기의 고도화, 정보화 시대를 대비하기 위

많습니다. 신소재공학의 가능성은 무궁무진합니다. 새로이 발견된 소재가 새로운
과학과 기술을 야기하고 이들이 접목되어 세상을 더욱 풍요롭고 아름답게 할 수 있

한 새로운 개념의 산업체, 대학, 연구기관의 협

을 것입니다. 현존하는 어느 소재보다 단단하고 가벼운 소재가 만들어질 것이고 이

동체제가 필요해짐에 따라 본교가 1992년부

를 이용해 어떠한 운송수단보다 빠른 운송수단이 개발될 수도 있으며 불치병의 치

터 추진한 것입니다.

료도 가능케 될지 모릅니다. 세계적 스포츠카 람보르기니는 새로이 탄소섬유로 무

ABEE 한국공학교육인증원(Accredita-

장되어 더욱 가벼워져 빠르고 튼튼한 자동차로 거듭났습니다. 뿐만 아니라 소재의

tion Board for Engineering Education of Korea)의 약자로, 고려대학교는 ABEEK 인증을 받
고 시행하고 있는 학교 중 하나입니다. ABEEK

자기력을 이용해 열차를 선로 위에 부상시켜 움직이게 하는 자기부상 열차도 여러
분이 만들어나가는 새로운 세상의 일부가 될 것입니다.

는 대학의 공학 및 관련 교육을 위한 교육프
로그램 기준과 지침을 제시하고, 인증 및 자문
을 시행함으로써 공학 교육의 발전을 촉진하고
실력을 갖춘 공학기술 인력을 배출하는데 기여
하기 위하여 설립된 사단법인 인증기관입니다.

기타 프로그램 세계 유명대학과 공동연구 및

블루오션
●

자기부상열차가 개발됨에 따라 주목받게 된 초전도체는 개발되고

초전도 재료

응용되어 시작한지 얼마 되지 않기에 발전 가능성이 무궁무진합니

공동학위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매년

다. 아직은 비용 부담 때문에 활용성이 떨어지는 분야이지만 비용

많은 학부생들을 교환학생 프로그램을 통해 미

부담과 기술적 난관만 넘는다면 엄청난 소재로 거듭날 것입니다.

국, 유럽, 호주, 일본등으로 파견하고 있습니다.
●

나노기술은 10억분의 1m 크기의 세계에서 원자나 분자의 조작

나노소재

을 통한 새로운 극미세 소자, 신소재를 창출할 수 있는 기술을 말

мπ҆ɜ@֭՜۩Ě।

합니다. 또한 나노기술은 새로운 방식의 정보처리, 저장기술 등

재미있는 나노과학기술 여행

의 개발에 활용이 가능합니다. 재료 분야의 경우, 철강보다 10배

금동화. 양문출판사. 2006

강하고 무게는 1/5인 고순도, 고강도 소재 개발이 가능합니다. 더

일상생활에서 응용되고 활용되는 나노의 세계

작고 튼튼하고 안전한 소재를 위해 갈수록 주목받는 분야입니다.

와 기술들을 설명하는 책으로 우리 조상들이
이용한 나노기술과 최첨단 기술에 활용되는 나
노기술, 우리나라 나노기술의 현황 등에 관하

●

에너지 생성, 저장, 변환과 환경에 관련된 재료를 학습합니다. 지구

여 정리하고 있습니다.

에너지

온난화가 지속되면서 급부상한 에너지 · 환경 산업에 앞장서도록

미래사회와 신소재

환경재료

신소재공학부에서 에너지환경재료를 공부합니다.

박상준. 기전연구사. 2007
초금속 재료와 세라믹스 재료, 복합재료, 바이
오 재료 등 세상을 바꾼 신소재들에 관한 이야
기를 담은 신소재 개발 개론서입니다.

길을 가는 후배에게

Ğͷ@ۜÿ@ч@֫ॼ

대학 입학 전에는 여러분의 흥미를 키우기 위해 많은 기본 전공서와 과학 교양서를 찾

변리사, PEET, 행정고시, 세라믹산업기사, 광

아보고 대학 입학 후에도 꾸준히 전공과 관련된 책과 기사를 접하도록 하세요. 이론

학산업기사, 전자산업기사

적 지식뿐 아니라 실용적인 부분도 튼튼한 ‘훌륭한 공학도’의 발판이 될 것입니다. 또
한 공대에서는 어떤 학과든 미적분학이 기본이 되기 때문에 수학을 잘 해야 하고 그
렇지 못하다면 친해져야 합니다. 마음 단단히 먹으세요. 힘든 만큼 자부심과 성과로부
터 얻는 만족감도 크다는 것을 아셨으면 합니다. 여기에 흥미를 더한다면 공부가 재미
있고 시너지 효과를 낼 것입니다. 고려대학교가 여러분의 열정을 쏟을 수 있는 공간이
되길 기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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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의설계
공업수학1, 2, 재료전자기물성, 재료구조물성, 재료기계물성, 물리화학 1, 2
X-선결정학, 전자및반도체재료공학, 재료공학실험1, 2, 재료열역학, 열전달
및확산, 상평형론
너무 늦게 공부를 시작한 것이 아닌가 하는 생

전공논문1, 2, 재료공학실험3, 4

각에 불안해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자신을
믿고 꾸준히 공부한다면, 원하는 성적을 이룰
수 있다는 것을 꼭 강조하고 싶습니다.

이때는 꼭!

ʅǷ@¡@ڀ
नÃ@ч@րԟ֯۽

동아리활동, 봉사활동, 교양과목 수강 등 다양한 체험을 할 것!

임대순 교수
한국세라믹학회 회장 취임

전공수업을 통해 진로와 적성을 생각할 것!(학점관리의 중요성)

이종흔 교수, 이경진 교수
“2020년 대한민국 산업을 이끌 미래 100대 기
술과 주역” 선정

열심히 아르바이트하여 배낭여행을 가볼 것!

이종흔 교수
Analytical and Bioanalytical Chemistry의
International Advisory Board member에
임명, ‘노벨상에 근접한 한국인 과학자 16인’에

진로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앞으로 나아갈 것!

선정, 고려대학교 특별포상(연구부문) 수상, 미
래창조과학부 장관상 ‘지식창조대상’ 수상
성태연 교수 한국광전자학회 신임 회장 선출
허무영 교수 2014년도 대한금속·재료학회 춘

ʷ،π@F@।পH।ԩ@ۜࠛ@ঢʷI
신소재공학부 학생회, Mas Forum 전공동아리, FC MSE 신소재공학부 축구동아
리. 신소재공학부 당구소모임, 신소재공학부 독서소모임, 재료강도파괴 실험실 외
21여 개 연구실. 기타 다양한 동아리 및 학생회 자체 활동

계학술대회에서 POSCO 학술상을 수상
이해근 교수 세계 최초로 2세대 고온초전도
선재간의 저항 없는 초전도 접합기술 개발에
성공
김영근 교수 한국과학기술한림원의 2015년도

@ؽܙশݘ@ۉ

정회원으로 선정

졸업생 수 2012년–130명, 2013년–132명, 2014년(8월)–31명

६@ڀĳέ@ঊত

대학원 진학

취업

(수/%)

2012

연도

기타

(수/%)

군입대,공무원시험 준비 등
(수/%)

계

52(40%)

74(57%)

4(3%)

130

2013

50(38%)

71(54%)

11(8%)

132

2014(8월)
계

8(26%)

17(55%)

6(19%)

31

110

162

21

293

졸업 후 사회진출 현황
학계 ¡ 기업계 정보기술, 나노기술, 생명기술및 환경 ¡ 에너지기술 분야의 대학 교수, 대기업및 반

해외대학과의 조인트 워크샵 개최
1) 2014. 12. 11. Korea University – UC San
Diego Materials Science Workshop
2) 2015. 02. 10. Virginia Tech – Korea University Research and Education Partnership
Program

।Ĝ@ҜԽ@ِĸ՜
첨단소재부품개발연구소

도체, 정보통신 분야 기업의 엔지니어 등
연구원 한국과학기술연구원(KIST), 한국기계연구원, 전자통신연구소, 한국화학연구소, 한국기계
연구원, 생산기술연구원, 한국가스공사 등의 전문연구원
정부 ¡ 공공기관 ¡ 법조계 교육과학기술부, 지식경제부, 특허청, 감사원 등 관계 진출, 변리사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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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사회환경공학부

공과대학, Since 1963
School of Civil, Environmental
and Architectural Engineering

자연에 인간을 더하다
1963년 12월 설립된 고려대학교 건축사회환경공학부는 도로, 교량, 댐 등 기간산업의 계획, 설계, 시공 및 상하수도, 대기오염 등
을 연구하는 ‘사회환경공학’, 초고층 인텔리전트 빌딩의 건축구조설계를 통해 인간의 기능성과 미적 감각이 살아있는 최적의 공간
을 창조하기 위한 ‘건축공학’ 두 학문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BK21 사업에서 4년 연속 건설 분야 1위를 지키고 있는 우수한 교수
진과 탄탄한 커리큘럼을 자랑하고 석사, 박사과정 학생들의 등록금과 생활비 지원, 국외학회 참가, 해외방문 연구 등의 다양한 기
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http://ace.korea.ac.kr

인류의 시작을 함께하고 여전히 우리와 함께 한다
건축사회환경공학부는 건축이라는 축을 중심으로 ‘건축공학’과 ’사회환경공학’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기 위해 만들어진 학부
입니다. 크게 건축을 집을 짓는 기술이라 했을 때, 사회환경공학은 과거의 우리 아버지 세대에 익숙한 토목공학이라 할 수 있습
니다. 토목공학은 영어명을 보면 더 쉬운데요, 바로 Civil Engineering(시민공학)으로 Military Engineering(군사공학)과 상대되는
개념으로 사용되었습니다. 과거 전쟁에서 이기기 위한 군사 공학과 달리, 일반 시민이 자신들의 삶을 위해 만들고 다듬고 했던
일상의 활동으로 사람이 사는데 필요한 필수요소들을 만들면서 자신의 터전에 뭔가를 짓고 환경을 개선하는 것이 토목공학이
기에 토목의 역사는 인류 문명과 그 기원을 함께 한다 할 수 있습니다. 자연재해(홍수)를 막고 농경을 도왔으며 신전 및 피라미
드 같은 거대한 토목구조물에서 쾌적하고 문화적인 삶을 위한 상하수도 시설, 문명의 전파를 돕는 도로와 다리 등의 구조물을
만드는 모든 일이 토목입니다. 상하수도의 보급을 통해 수인성 전염병의 발병을 현저히 줄인 것은 토목공학이 인류 역사에 기
여한 대표적 사례라 할 수 있습니다. 이제 토목공학이 만들어 내는 도로,
교량, 댐, 초고층 빌딩 등의 각종 구조물들은 사회 자본으로서 국가의
발전 정도와 앞으로의 발전 가능성을 가늠하는 하나의 잣대가 되기

이런 학생 건축사회환경공학에

도 합니다. 건축과 토목이 만나 새로운 이름으로 탄생된 ‘건축사회환

• 수학과 과학은 내 손 안에 있다.

경공학’은 ‘인간의 아름다운 삶 구현’을 위한 가장 기초적이고 중요한

• 공간감각력 및 설계도에 대한 이해도가 뛰어나고 협

학문으로 자리매김하고 있습니다.

동심이 강하다.
• 큰 건물을 성공적으로 건설하여 엄청난 성취감을 맛
보고 싶다.

건축사회환경공학의 엔진
미래를 상상하며 준비할 때

• 사회 환경을 내 손으로 업그레이드시키고 싶다.
• 지구온난화, 기후변화의 위협에서 인류를 구해내고
싶다.

현재 우리나라는 약 5천만의 인구를 넘어섰습니다. 최근에는 대도시
의 인구 증가와 경제성장으로 인하여 공간 활용의 중요성이 더욱 강조되
고 있습니다. 수평적으로 분산된 도시 기능을 초고층 건물에 집약시키고 지하도로망을 건설하고 지상의 공원을 개발하여 21세
기형 쾌적한 도시 개발 사업을 진행해야 합니다. 또한 영토의 개념과 더불어 해저자원 개발이 본격화되어 제2의 해양시대가 올
것이며 바다는 각국의 주요한 승부점이 될 것입니다. 지구온난화 및 이로 인한 기후변화는 인류가 당면한 또 다른 위협입니다.
대규모 도시홍수, 슈퍼 태풍뿐만 아니라 심각한 가뭄에도 대처할 수 있는 시스템이 구축되어야 합니다. 안전한 도시, 안전한 국
가 건설을 위해 전 세계가 움직이고 있습니다. 우주에 대한 인류의 오랜 열망 역시 지속적으로 팽창하고 있으며 우주에 인류가
정착하기 위해서는 거주 시설이 필요합니다. 지구와 다른 우주 환경을 대비해 달에 월면기지를 건설하는 등 본격적인 우주시대
에 인류는 또 하나의 큰 산을 넘어야 합니다. 다가올 미래에 예상되는 인류의 삶의 질 향상에 자신의 연구가 도움을 준다는 사
명감을 갖는다면 훌륭한 건축사회환경공학도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전공 수업 평형을 유지하려는 자연, 그 평형을 중요시하는 건축사회환경공학 과목
자연은 신기하게도 급작스러운 변화를 피해 평형을 유지하려는 성질을 가지고 있습니다. 물리에서의 렌츠의 법칙, 화학에서의
르샤틀리에의 원리가 바로 그것입니다. 이는 실생활에서도 쉽게 발견됩니다. 공기가 건조하면 물의 증발이 빨라지고 습하면 증
발이 느려져 수증기의 밀도가 평형을 유지하게끔 합니다. 이처럼 자연은 늘 변화를 피해 평형을 이루고자 하는 속성이 있습니
다. 하지만 평형까지의 시간이 인간이 적응하기에 너무 짧거나 길다면 인간에게 문제를 야기하게 되겠죠? 건축사회환경공학은
이러한 자연의 평형을 다루는 학문이기에 평형을 기본으로 다루는 ‘구조역학’이 기본입니다. ‘구조역학’은 쉽게 말해, 구조물이
받는 힘과 그 힘들의 평형을 다루는 학문으로 이를 공부함으로써 비, 바람, 지진, 구조물의 손상 등에 의한 갑작스러운 힘의 변
화를 대비할 수 있게 하는데 이러한 평형을 이해하고 예견하기 위해 수학이 필요합니다. 더 나아가 그 평형을 변화시키기 위해
서 요구되는 물리, 화학, 지구과학 역시 빼놓을 수 없는 기초학문이라 할 수 있습니다.

학과목에 대하여
인류문명의 기반, 구조공학 구조공학은 기초적인 구조 자체에 대한 학문으로 강구조공학, 콘크리트공학, 동역학, 구조역학과
같은 학문이 여기 해당됩니다. 오늘날 구조공학은 토목구조물의 기능적 측면 뿐만 아니라 경제성, 안정성, 그리고 미적 가치의
상승도 추구하고 있습니다.
종합적인 예술, 건축구조공학 건축구조를 분류하면 시공 및 건축구조 분야로 나눌 수 있는데 시공 분야는 설계된 건축물을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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능성, 효율성, 안정성 등을 고려하여 현실 세계로 이끌어 내는 것이 주요 목표이고
건축구조 분야는 주로 건물의 안정성, 사용성 등을 고려하여, 건물의 수치적인 해석

ࣥѾ@ॕŗ͙
건축공학’, ‘사회환경공학’ 모두를 포함하
는 학부 고려대학교는 전 세계 30개국 100
개교와 함께 최고 수준의 교환학생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본 학부의 학생들은 주로

을 바탕으로 보다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건물을 만들어내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모든 기술의 기본, 시공 및 재료공학 초고층 건축물 건설기술 개발, 시공 자동화, 효
율적인 지역방재 방안, IT 기술을 이용한 현장관리 시스템 등의 연구를 진행합니다.
인간 생활에 필수 요소, 수자원공학 인류의 생존 및 산업활동에 필수적인 요소인
물(수자원)을 확보하고, 공급하는 문제, 물이 흐르는 깨끗하고 쾌적한 환경을 만들

UC Berkley, University of Illinois (Urbana-

고 가꾸어 가는 일, 나아가 자연재해로부터 인간을 보호하는 실질적인 연구를 수

Champaign) 등과 같은 미국소재 대학교와 홍

행합니다.

콩과학기술대학교(HKUST)와 싱가포르국립
대학(National University of Singapore) 등
과 같은 아시아 소재 대학교를 선호하고 있
습니다.

다양한 학 · 석 · 박사 연계과정 학부와 석사

기반부터 튼튼히, 지반공학 토질역학 기초공학, 암반역학 등 지표면 상의 흙과 암
반의 거동을 역학적인 이론을 이용하여 공학적으로 설명하고 해결할 수 있도록 정
립된 학문입니다.
과학발전의 필수, 환경공학 수질, 폐기물, 대기 및 토양오염 등의 분야를 포함하는

과정을 통합한 학 · 석사연계과정, 석사와 박사

학문으로서, 깨끗하고 안전한 생활환경을 제공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

과정을 통합한 석 · 박사통합과정을 운영하여

다. 오염물질의 현재 상태, 오염물질 양의 변화추세와 물질이 평형을 이뤘을 때의

단기간 내에 학위 취득이 가능하도록 하고 있

상태 등을 알아내는 방법과 더불어 궁극적으로 오염물질의 처리와 이동에 관해 연

습니다. 특히 본 학부의 대학원은 BK21 플러
스 사업에 선정되어 대학원 학생들에게 등록금

구하여 인간에게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는 학문입니다.

과 생활비를 지원하고 있으며, 국외 학회 참가

효율적인 배분, 교통공학 교통수단의 발달과 함께 생겨난 교통의 문제를 공학적

와 단기 또는 장기 해외방문 연구 등의 다양한

인 시각으로 판단하고 해결안을 모색, 사회 환경문제를 공학적으로 해결합니다.

기회도 제공하고 있습니다.

녹색사회의 건설, 에너지 공학 신재생에너지, 대체에너지 등 친환경 에너지 생산 및

활발한 산학연계 활발한 기업과의 연계로

효율적 에너지저장 문제를 해결하여 미래 녹색사회 건설에 기여하는 학문입니다.

학생들에게 다양한 경험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특히 현장실습이라는 과목이 존재할 만큼 산업
체와의 연계를 중요시하고 있습니다.

건축사회환경공학부의 미래
학문융합을 통한 더 높은 도약
스마트폰으로 혼잡하지 않은 도로를 검색해 빠른 시간 내에 도착한 적이 있으신가
요? 위성과 무선으로 통신해 길을 안내해주는 GPS라는 기계를 아시나요? 이는 모
두 건축사회환경공학부에서 연구하는 교통공학과 통신공학의 무선통신기술, 그리
고 기기를 만드는 기계공학과 전자공학 등과의 융합학문 연구로부터 얻어낸 발명
품입니다. 이뿐이 아닙니다. 건축공학과 전자공학이 융합된 자가점검빌딩, 환경공
학과 기계공학이 만나 오염물질 배출을 최소한으로 줄이는 친환경자동차 등에서도
찾아볼 수 있습니다. 현대는 학문 간의 벽을 허무는 학문융합의 시대라고 합니다.
학문 간의 융합으로 서로의 학문을 보완해주는 시너지 효과를 얻기 위해서 입니다.
고려대학교 건축사회환경공학부가 ‘건축공학’, ‘사회환경공학’을 통합한 이유도 바
로 여기에 있습니다. 자연과학끼리, 나아가 인문과학까지도 융합한다면 더 큰 학문
의 발전을 이룰 수 있을 것입니다.

블루오션
●

석기시대부터 인류의 조상들이 비, 바람, 추위, 그리고 적으로부

사회인프라

터 종족을 보호하기 위해 동굴을 판 것이 사회인프라전공의 효시

(건축구조 ·
구조 · 지반

라 할 수 있습니다. 이렇듯 인류의 역사와 함께하는 사회인프라전

공학) 전공
분야

프라 전공은 “새로운 것을 만드는” 하드웨어에 주안점을 두고 우

공은 인간이 만든 모든 창조적인 환경을 의미합니다. 즉, 사회인
리의 지구에 건물, 교량, 댐, 도로, 터널 등 Mega Structure를 세
우는 역동적인 학문 분야로서 건설분야의 꽃이라 할 수 있습니다.

164

고려대학교 인재 양성 ¡ 진로 가이드북

●

건설 구조물이 점점 대형화되고 복잡해지면서 구조물의 생애 전

건설시스템

주기에 걸쳐 관리해야 할 요소들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

경영 및 관

라 향후 건설경영, 계획 및 관리 분야의 수요는 지속적으로 증가

리(교통 · 시
공 · 재료공

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또한 교통 분야의 경우 국내외로 교통문

학) 전공
분야

으로 한 실시간 첨단교통체계 시스템과 같은 연구가 지속적으로

제가 더욱 심각해지고 있다는 점을 비추어 볼 때 IT기술을 바탕
발전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안녕하세요. 후배 여러분! 입시스트레스로 많
이 힘드시죠? 저도 겪었고 제 친구도 겪었으
며 대한민국의 많은 청소년들이 겪는 일이기에
고생 끝에는 반드시 봄날이 온다는 짧은 말씀

●

물은 인류의 생존을 위해 필수의 요소이기도 하지만, 재해의 원

으로 학과소개와 격려를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물과 환경

인으로 방어의 대상이 되기도 합니다. 이렇게 양면성을 가진 물

하지만 작은 볕이 되도록 한 가지 팁을 드리면

(수자원 · 환
경) 전공

을 잘 다스려 풍부한 수자원을 확보하고 또 재해를 최소화하는

공부하면서 쌓인 스트레스를 날려버릴 자신만

분야

도 크게 변화고 있어 이 일이 더욱 어렵게 만들고 있습니다. 여기

것은 단순한 일이 아닙니다. 최근에는 기후변화로 인해 강수패턴

의 방법을 찾으라는 것입니다. 제 경우는 고등
학교 때 공부가 안 되고 슬럼프가 올 때마다 대
학가면 꼭 하고 싶은 일을 적어서 한숨 돌리곤

에 인구증가, 도시화, 공업화 등으로 인해 환경오염이 가속화되

했습니다. 참 잘했던 일이었던 것 같습니다. 오

고 있고, 이에 따라 깨끗한 물의 확보가 더욱 어려워지고 있습니

히려 스트레스 푸는 시간 아끼다가 슬럼프가

다. 미래 사회에 가장 중요한 자원이 “물”이 될 거라는 이유가 여

몇 배로 길어지는 친구들도 있습니다. 그러니

기에 있습니다. 미국의 케네디 대통령은 “Anyone who can solve

여러분 쉬엄쉬엄! 아시지요? 스트레스를 이기

the problems of water will be worthy of two Nobel prizes - one
for peace and one for science”라는 유명한 말을 남기기도 했습

고 꼭 힘내셔서 모두들 원하시는 것들 이루시
길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파이팅!
강성훈2010

니다.

●

지구 온난화, 이상기후 변화 등 국제 사회는 심각한 환경/에너지

기후 및

위기를 직면하고 있습니다. 인류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도모하기

에너지공학

위해서 기존 화석연료를 지양하는 태양광, 풍력, 지열 등 신재생

전공 분야

에너지에 대한 학문적 접근과 연구가 나날이 중요해지고 있습니
다. 또한 신재생에너지를 미리 저장해두었다가 필요한 시간대에
사용할 수 있는 효율적 에너지저장시스템 분야도 우리의 녹색 미
래를 가능하게 할 핵심 산업으로 성장할 것이 기대됩니다.

●

인구밀도의 증가와 발맞추어 미래의 구조물은‘더 높이, 더 넓게,

초고층 건물

더 멀리’라는 목표 아래 지속적으로 거대화되고 있습니다. 또한

및 초장대

전 세계적으로 각종 구조물의 실질적인 역할과 더불어 상징적 의

교량 분야

미가 더해진 요즘 100층 이상의 초고층 건물과 수 km의 초장대
교량, 해저 터널 등 미래 지향적 구조의 설계 및 시공분야는 지속
적으로 발전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길을 가는 후배에게
설계의 최종 성과물로 도면(설계도)이 만들어지게 되지만 실제 설계 과정은 많은 공학
적 계산을 요구합니다. 예를 들어 초고층 건물이라면 이 건물을 구성하는 수 많은 기둥,
보, 벽, 바닥 등 모든 부분에 작용하게 되는 힘(외력)을 계산하고, 또 이 힘에 견딜 수 있
도록 공학적 계산을 통해 그 모양, 크기, 형식 등을 결정합니다. 이렇게 결정된 모양, 크
기, 형식 등을 그림 형태로 나타낸 것이 설계도입니다. 이 설계도를 가지고 마치 레고
를 조립하듯이 건물을 만들어 나가게 됩니다. 학부과정에서는 이 전체 과정을 모두 배
우게 됩니다. 졸업하고 취업을 하게 될 때 설계도를 만드는 과정까지를 위주로 할지, 설
계도를 가지고 실제로 만드는 과정을 위주로 할 지를 결정하게 됩니다. 전자의 경우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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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통 설계회사, 후자의 경우가 시공회사에 해당합니다. 현대건설, 대우건설 등이 대표
적인 시공회사이고, 현대엔지니어링, 삼성엔지니어링 등이 대표적인 설계회사입니다.

ؑמɸ۾@מĚĜЃ
일반물리, 일반화학, 미적분학, 물리

Ğͷ@ۜÿ@ч@֫ॼ

학, 공업역학, 창의설계 등

기술고시 토목직, 환경직, 건축직, 전공 관련 각종 기술사 건축기술사, 구조기술사, 토

생태하천수리학, 공업수학, 유체역학,

질 및 기초 기술사, 환경기술사, 시공기술사, 교통기술사, 수자원개발기술사 등, 전

환경공학, 구조역학, 미래와첨단구조,
재료역학, 초고층공학, 건축시스템의
이해, 건축설계 등

공 관련 각종기사 건축기사, 토목기사, 환경기사, 측량기사, 교통기사, 신재생에너지
발전설비기사, 에너지관리기사, 대기환경기사 등

수자원전산해석, 기초공학, 철근콘크
리트구조설계, 강구조설계, 수치해석,
에너지열역학, 기본구조동역학, 응용

ʷ،π@F@।পH।ԩ@ۜࠛ@ঢʷI

에너지공학, 물환경플랜트공학, 해안

건축사회환경공학부 호연반 학생회 ‘하늘과 땅 사이에 넘치도록 가득 찬 넓고도 큰

및항만공학, 첨단건설재료및실험, 교

원기’라는 뜻인 호연지기의 ‘호연’에서 호를 범 호(虎)로 바꿔 큰 원기를 가진 호랑

통공학, 건축계획학, 건축설비시스템

이라는 좋은 뜻을 담고 있습니다. 1~4학년, 대학원생 선배님, 교수님까지 가족 같

공학, 건설관리론, 암반역학 등
도시급배수망전산설계,

토질및기초

설계, 환경영향분석, 수자원시설물

은 분위기에서 공부하고 있습니다.
Romance 춤, 노래, 연기, 악기연주 등 말 그대로 종합예술동아리로 끼와 열정이

설계, 교량공학, Prestressed Con-

넘치는 20대에 멋진 추억을 만들 만한 동아리입니다. 1년에 한 번 호연제를 열어

crete설계, 전산구조해석입문, 생태

대규모 공연도 하고 있습니다.

하천공학, 가치공학, GIS의 공학적응

호연 UTD, FC싸커홀릭 공부도 튼튼한 체력이 받쳐줘야겠죠? 1~4학년 그리고 대

용, 교통계획, 종합설계, 현장실습 등

학원생 선배까지 가입되어 있는 축구 동아리로 ‘선배라고 챙기기 없고 후배라고 봐
주기 없는’ 스포츠맨쉽 가득한 동아리입니다.
EASEL 정기적인 모임에 그림을 그리는 미술동아리로, 예술적인 재능도 살리고 제
도 연습도 할 수 있습니다. 교수님 중에서도 EASEL 출신이 있을 만큼 역사가 매
우 깊습니다.

ʅǷ@¡@ڀ
नÃ@ч@րԟ֯۽
•2002년 대학교육협의회평가 종합 최우수
• 2004년 중앙일보평가 2위
•2005년 BK21 사업 선정평가 1위
•2007년 BK21 사업 2차년도 연차평가 1위
•2009년 BK21 사업 4차년도 연차평가 1위
• 2009년 중앙일보평가 1위
•2010년 BK21 사업 5차년도 연차평가 1위
• 2011년 QS Ranking 141위
• 2011년 BK21 6차년도 최종평가 1위, 한국연구재단 이사장 표창
•2012년 QS Ranking 85위
• 2013년 BK21 플러스 사업 선정(전국 4개 학교)
• 2014년 QS Ranking 69위

६@ڀĳέ@ঊত
•전 세계 30여 개국 100여 개 학교와 학생교류협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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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University of Illinois (Urbana-Champaign), 싱가폴국립대, 홍콩과기대 등과 학
생 및 연구 교류
• University of Technology, Sydney(UTS)와 박사복수학위프로그램 운영

।Ĝ@ҜԽ@ِĸ՜

мπ҆ɜ@éԓপডĈĚ।
건축물은 어떻게 해서 무너지는가

방재과학기술연구소(설립년도–1994년 5월)

Mario Salvadori. 기문당. 1998

방재과학기술연구소는 국민생활의 안위를 위협하고 막대한 재산피해를 유발하는

건축물 붕괴의 유명한 예와 그에 따른 건축공

각종 인적 및 자연재해에 대비하는 데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설립되었습니다. 각

학적인 지식을 설명해주어 가장 처음 건축공

종 재해의 원인에 대한 적량적 연구를 통해 재해발생을 예측하고, 이에 대응한 설
계, 시공 및 유지관리 기준을 설정하기 위한 각종 최첨단 기술을 연구개발하고 있
습니다.

학을 접할 때, 건축공학에 대한 흥미를 유발할
때 좋을 듯합니다.

뿌리에서 새순까지
이창남. 기문당. 2002

초대형구조기술연구소(설립년도–1998년 11월)

크고 작은 3,000여 개 건축물의 구조설계와 구

본 연구소는 구조물의 설계와 기술개발의 향상을 위하여 설계, 구조, 시공 등 제분

조안전진단을 전문으로 해온 저자의 풍부한 실

야의 연구와 더불어 각종 설계지침서 작성, 전문인력 양성, 산학협동 연구수행을 목

무경험을 토대로 건축구조의 뿌리에서 새순까

적으로 설립되어 운영되고 있습니다.
지하공간기술연구소(설립년도– 2005년 3월)

지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서술되어 있어서 건
축공학도에게 많은 도움이 될 것입니다.

지하공간기술연구소는 지하공간 건설분야의 원천 핵심기술의 개발과 성과 확산을

인물로 읽는 환경 이야기 지구별에서 함께
살아가기 박강리. 해나무. 2008

통해 지하공간 건설기술의 발전과 지하공간의 활용성 증대를 위해 노력하고 있습

환경전문가들의 주장과 그것이 우리에게 주는

니다. 특히 NATM 및 TBM 공법 중 다수의 핵심 기술을 연구하여 국내 터널 기술

시사점, 환경이 오염되고 지구가 파괴되는 원

발전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인을 살펴보면서 환경문제를 새롭게 인식할 수

환경정책기술연구소(설립년도–1995년 4월)
환경정책기술연구소는 환경의 보전, 예방, 처리, 그리고 정책적 대안마련을 위한 종
합적인 관리와 연구의 수행을 위하여 고려대학교 부설 연구기관으로 설립되어 오
늘에 이르고 있습니다.

있도록 도와주어 환경공학에 관심 있는 학생
들에게 환경공학의 필요성을 인식시킬 수 있
을 것입니다.

기후는 역사를 어떻게 만들었는가
브라이언 페이건. 중심. 2000 (윤성옥 역)
기후가 인류의 역사를 어떻게 바꾸어 왔는지

@ؽܙশݘ@ۉ

를 살펴봄으로써 기후변화로 인해 미래 인류
사회가 어떻게 변하게 될지를 가늠해 볼 수 있
을 것입니다.

학계@¡@교육계@¡@연구소 각 전공분야의 대학교수, 한국건설기술연구원, 국토개발연구원, 한국교
통개발연구원, 한국철도기술연구원, 한국지질자원연구원, 한국해양연구원, 한국과학기술연구원
(KIST) 등 각종 연구소
기업계 대우건설, 삼성물산, 현대건설, GS건설, 대림산업, 현대산업개발(주), 포스코건설, 롯데건
설, SK건설, 쌍용건설, 한화건설, 현대엔지니어링, 삼성엔지니어링, 포스코엔지니어링 등
공공기관 한국전력공사, LH공사, 한국도로공사, 한국가스공사, 한국수자원공사, 한국철도공사,
인천국제공항공사, 서울특별시도시철도공사, 서울시지하철공사, 부산항만공사, 한국공항공사, 한
국지역난방공사, 한국수력원자력 등
정부@¡@기타 기술고시(토목직, 건축직, 환경직) 및 공무원 시험을 통한 공무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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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학과

공과대학, Since 1963
Department of Architecture

창조적이고 지속가능한 삶을 짓는다
1963년 12월 고려대학교 이공대학 내에 건축공학과로 신설된 본 학과는 선진 국가 건설에 이바지하는 전문 건축인 양성을 목표
로 정진해왔습니다. 현재 2,450명의 학사와 557명의 석사 및 75명의 박사를 배출했으며 국내외의 건축계에서 건축가, 엔지니어,
공무원, 연구원, 교육자 등 다양한 모습으로 왕성히 활동하며 사회 발전에 이바지하고 있습니다. 2003년부터 5년제 건축학교육 프
로그램을 도입해 미래지향적이고 선도적인 건축인들을 배출해내고 있으며, 2011년에는 국제적 기준에 부합하는 건축학인증을 획
득하였습니다. 또한 2007년부터는 미국, 일본, 중국, 이탈리아, 대만, 호주의 주요 대학 건축학과와 정기적인 워크샵을 진행하고 있
습니다.

http://archi.korea.ac.kr

사회의 건축문화를 선도하는 전문지식의 학습
건축학은 단순히 건물을 설계하고 만드는 학문만은 아닙니다. 건축학은 자연, 인간, 사회, 문화의 전반적인 이해를 통해 사람이
자연과 함께, 문화적인 삶을 즐길 수 있도록 건축문화를 선도하고 연구하는 학문입니다. 우리들이 매일 마주치는 거리의 건물
들과 풍경 그리고 도시나 농촌의 모습들도 건축학을 배운 전문 건축가들이 연구하고 설계하는 하나의 큰 그림들입니다. 그 안
에서 건물들은 도시의 풍경을 멋지게 만들고 도로와 공원들은 사람들에게 충분한 휴식공간을 만들어 사람들이 서로 소통하고
쉴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 줍니다. 지속가능한 발전을 통한 삶의 질 향상, 건축학이 만드는 또 다른 세상입니다.

건축학의 엔진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통한 삶의 진화
건축학과는 우리가 눈으로 보는 모든 것을 설계하고 아이디어를 제안합
니다. 과거, 현재, 미래의 모든 건물과 도시들은 전부 건축가들의 머릿
속 상상력과 아이디어에서 시작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 안
을 들어다 보면 과거에는 1층의 한옥에서만 삶을 살아가던 시대에서
오늘날에는 초고층 빌딩과 아파트, 복합문화시설과 특수한 시설들까

이런 학생 건축학에
• 미술과목 및 공작수업에서 공간에 대한 호기심과
창의력이 무한하다.

지 모든 것들이 건축가의 상상과 전문적인 기술적 소양으로 이루어

• 공간 지각력과 손재주가 뛰어나다.

낸 결과물들입니다. 앞으로 다가올 미래의 삶 속에 우주의 도시와 바

• 기능적이고 실용적인 공간을 창조하는 예술적 재능과

다 속 건물들을 설계할 수 있는 것도 모두 건축가의 상상력과 아이디
어에서 출발할 것입니다. 이러한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이해하고 종

미적감각을 지녔다.
• 아름다운 스케치와 건물표현 능력을 가졌다.
• 사물에 대한 호기심과 환경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있다.

합적으로 설계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학문들의 이해와 함께 넓은 세
상으로의 여행과 경험이 필요할 것입니다.

전공 수업 사람과 건축환경의 이해를 통한 효율적인 설계 습득
건축설계는 단순히 공간을 구획하고 건물의 형태를 디자인하는 작업은 아닙니다. 사람들 간의 행태를 연구하고 자연기후, 지역
적 문화, 건물의 기능을 분석하여 합리적이고 쾌적하며 심리적 안정감을 줄 수 있는 효율적인 설계를 요구하는 과목입니다. 또
한 하나의 건축물을 창조하는 작업을 진행함에 있어서는 차별화된 아이디어와 사람들에게 자신의 디자인과 건축적인 철학을
전달할 수 있는 논리력이 필요합니다. 건축설계라는 학문은 창의적인 사고력, 주변 맥락을 이해하는 통찰력, 시대적 요구를 수
용할 수 있는 아이디어를 통한 디자인능력을 필요로 합니다. 또한 다양한 분야의 독서 경험, 사람들에게 자신의 의견을 전달할
수 있는 프리젠테이션 실력, 건축설계를 표현할 수 있는 스케치 실력 등도 요구됩니다.

학과목에 대하여 지속가능한 건축부터 미래지향적인 건축까지
건축설계 건축학 전공의 핵심 과정인 설계 수업은 2학년부터 시작하여 5학년 졸업설계로 마무리가 됩니다. 규모가 작은 주
택설계, 갤러리부터 도시의 맥락을 다루는 복합건축물과 현시대에 매우 중요하게 다뤄야하는 보존 및 증/개축 설계 등 다양한
프로젝트를 경험합니다.
구조의 이해 건축물을 튼튼하고 안전하게 만들 건축의 뼈대를 이해하고 다양한 형태와 방식으로 건축을 설계할 수 있도록 도
와주는 과목입니다.
도시계획 및 설계 도시가 어떠한 메커니즘 속에서 작동하고 다양한 도시 문제 해결을 위해 어떠한 방법을 사용할 수 있는가를
연구한 후, 창의적이고 합리적으로 도시를 만드는 기법을 배우는 과목입니다.
서양건축사 단순히 현시대의 문제점과 기술력만을 가지고 건축설계를 하는 것이 아닌, 건축의 역사와 시대상을 읽고 현시대의
발전가능성을 모색하는 등 시대를 읽고 반영하는 건물을 만들게 도와주는 과목입니다.
건축재료학 건축재료는 건물의 내 · 외부를 만들고 디자인할 때 고려해야 하는 중요한 요소로, 요리에 재료가 중요하듯 건축물
의 색과 재질을 고려하여 건물에 옷을 입히는 조미료와 같은 과목입니다.
생태건축 생태건축은 자연적으로 에너지를 만들고 저장하며 이용할 수 있는 친환경 시스템의 도입으로 제로 에너지 건축물을
설계하고, 옥상녹화, 태양에너지, 우수를 이용한 지속가능한 건축을 실현하는 과목입니다.
건축프로그래밍 사용자와 건축물의 기능에 맞는 최적화된 설계를 돕는 건축프로그래밍은 학교, 연구소, 기업, 문화시설, 장애인시설
등 특정 사용자들이 이용하는 시설에 맞게 동선을 계획함으로써 좀 더 실용적이고 편리하게 건물을 이용할 수 있게 하는 과목입니다.

고려대학교 인재 양성 ¡ 진로 가이드북

169

건축학과의 어제와 오늘
ࣥѾ@ॕŗ͙

건축물 자체의 디자인을 넘어 문화적 icon으로서 도시, 사회, 문화 등을 주도한다.

전문학위 프로그램 고려대학교의 전문학사
학위는 한국건축학교육인증원(KAAB)이 제시
하는 인증규준을 준수하고 건축학교육 전문학
위 인증을 취득한 프로그램으로, 캔버라협약
(CanberraAccord) 인증기관들과 유네스코-

건축학과의 미래 국제적인 경쟁력을
갖춘 건축 전문가 되기

세계건축가연맹(UNESCO-UIA) 건축학교육인
증기구(UVCAE)가 동시에 인정하는 전문학위

과거 건축학과의 진로는 건설회사, 건축설계사무소, 엔지니어링업체 설계사 또는

프로그램입니다.

엔지니어 회사와 같은 건축설계를 전문적으로 다루는 분야와 건축설계, 도시설계,

국제 인턴십 프로그램 국내는 물론 미국과

환경, 역사, 도시 및 기술 공학 등 다양한 분야의 대학교수가 주를 이루었으나 요즘

유럽 등 건축디자인 선진국의 유명한 건축가

들어 건축학의 분야가 다양해지면서 학문들 간의 융합을 통해 그 진로의 폭이 넓어

사무실에서 방학 중에 경험하는 인턴십은 실
무경험기회를 누릴 수 있는 최적의 기회를 제
공합니다.

전공 영어 강의 외국인 교수님들의 건축설계

지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건축의 세계시장이 개방되고 기술과 문화의 진보로 해외
건설회사 및 설계사무소 그리고 정부 공공기관 등 건축 관련 디자인 분야로의 진출
이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으며 공공디자인, 공공문화발달, 도시마케팅, 건축마케

및 학과 과목 개설을 통해 국제적인 경쟁력을

팅 등 국책기관 연구소와 공공투자기관 등의 건설자문위원으로 그 활동범위가 커

갖추고 추후 실무에 적용할 수 있는 건축 어휘

지고 있습니다. 또한 국가의 장벽이 무너진 현재의 세계 건축시장에서는 국제적 경

및 언어 습득 능력을 배양합니다.

쟁력을 갖춘 건축 전문가가 되는 것이 중요합니다. 언어를 넘어 국제적인 건축계의

실무형 교육 운영 실무 건축사와 전임교수
와의 Team Teaching 설계수업 방식을 통해

흐름을 인지하고 그 안에서 일어나는 기술, 문화, 설계의 방향 등을 다양한 나라의

전문적인 실무경험과 함께 학교에서 기초지식

건축계와 소통하고 최신 동향을 몸으로 익힘으로써 한국뿐만 아니라 다른 나라에

부터 단단히 다지며 배울 수 있다는 장점을 지

서도 건물을 설계하고 도시를 만들어 나가는 능력이 중요합니다. 또한 그 안에서 여

니고 있습니다.

러 가지 특수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전문가가 되어야 합니다. 예컨대 도시 문제

졸업전시회 매년 건축학과 학생 설계 작품집

와 노약자를 위한 공간, 환경문제, 복잡한 구조적 문제, 다중적인 문화 코드들에 대

발간 및 졸업전시회를 개최하고 있으며, 졸업

한 문제 등에 직면했을 때 유연하게 대처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고 한국이라는 지

생과 사회 건축계 관련 전문가들을 초청해 우
수한 작품을 수상합니다.

ؑמɸ۾@מĚĜЃ
제도 및 기초설계, 표현기법, 공통교

역성의 가치를 인지하는 건축인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블루오션

양, 핵심교양
●

지구온난화와 급격한 기후 변화에 따른 건축물의 생애주기

생태건축

를 연구하는 학문

구조역학, 건축재료학

●

지속가능한 건축을 현실로 만들어주는 태양열, 지열, 우수,

도시계획 및 설계, 건축설계 3, 건축

건축설비 시스템

옥상녹화를 통한 에너지 활용 학문

●

세계적으로 인정받고 있는 초고층설계 1등인 한국의 기술과

초고층 빌딩분야

노하우를 배우는 학문(빌딩시스템)

●

개발도상국의 도시와 노후화된 도시를 정비하고 새롭게 계

도시개발

획하는 학문

CAD, 건축과 도시의 이해, 서양건축
사, 건축설계 1, 건축설계 2, 구조의
이해, 건축시설계획, 단지계획, 건축

설계 4, 건축환경계획 1, 건축환경계
획 2, 건축시공학, 건축프로그래밍,
건축구조계획, 건축법 및 제도
건축과 행태, 근대건축사, 건축설계
5, 건축설계 6, 건축설비시스템, 건
축디자인, 현대건축사
건축의장, 인테리어계획론, 한국건축
사, 건축설계 7, 건축설계 8, 빌딩시
스템, 건축실무계획, 도시개발, 조경
설계, 건축마케팅, 인턴십

ʷ،π@F@।পH।ԩ@ۜࠛ@ঢʷI
AGENDA, 호스케치, Framing, HOBO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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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때는 꼭!
1학년 때는 건축학에 관한 독서와 다양한 건축물과 도시 답사를 통한
건축물에 대한 이해가 필요합니다. 여행하고 사진을 찍고 좋아하는 건축물
을 스케치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건축과 친해지고 이해할 수 있는 능력이 생깁니다.

мπ҆ɜ@é।
건축학과에서 배운 101가지
매튜 프레더릭. 동녘. 2008
건축학도들이 알아야 할 건축 용어들이 그림과
짧은 글로 설명된 책입니다. 설계의 가장 기초

건축의 맛을 알고 재미를 본격적으로 느끼는 시기입니다. 작은 주택
설계와 건축학의 기초 지식을 쌓으면서 건축물의 모형을 만들고 해외 유명
작가들의 작품을 공부하는 시기입니다.
3학년부터는 국내·외의 다양한 건축공모전에 참여하고 친구들과의 협
업을 통한 건축개념과 자신의 건축툴을 개발하는 시기입니다. 캐드, 포토

가 되는 선 그리기 에서부터 설계 주안점, 건축
물을 찾는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는 법 등 101
개의 항목을 간단명료한 문장과 단순한 그림으
로 깔끔하게 설명합니다.

좋은 길은 좁을수록 좋고 나쁜 길은 넓을
수록 좋다
김수근. 공간사. 2006

샵, 일러스트와 3D 프로그램을 통해서 자신이 생각한 건축물을 구현하는 ‘표현력’

한국건축계의 1세대 대표 건축가인 건축가 김

을 구체적으로 요하는 시기입니다.

수근씨의 학창 시절 건축에 관한 기억과 도시
에 관한 이야기를 쉽게 정리한 책입니다. 행

이제 의젓한 고학년입니다. 인턴십의 기회를 통해 국 · 내외의 설계사

복을 설계하는 건축가에 대한 이야기와 한국
전통공간에 대한 공간론의 이야기를 담고 있

무소에서 실무 경험을 쌓으면서 자신의 진로를 고민하고 결정하는 시기입

습니다.

니다.

세계건축기행
김석철. 창작과 비평서. 1997.

졸업과 졸업전시회를 위해 전진하는 시기입니다. 5년간의 학습했던
결과물의 총 결정체인 졸업전시회에 매진하고, 유학 및 취업 등 자신의 진
로를 위한 고민을 통해 결정을 내리는 시기입니다.

세계의 도시와 건축물 중 가장 탁월한 예술적
인 건축물만 사진과 함께 소개하는 건축 에세
이입니다. 건축가의 건축유산 하나하나에 대한
해박한 지식에 문인적 감수성으로 새로운 의미
를 불어 넣은, 건축에서 역사와 문화를 읽을 수
있는 필독도서입니다.

ʅǷ@¡@ڀ
नÃ@ч@րԟ֯۽
전공을 선택함에 있어서 적성과 재능도 중요하지만 그전에 자신의 흥미와 즐거움
을 찾을 수 있는 전공을 선택할 것을 권합니다. 특히, 건축학과는 한가지 재능만

대한건축학회, 한국건축가협회, 캐나다-한국
수교 50주년 기념, 도코모모 등 다양한 국내

을 가지고 공부할 수 있는 학문이 아니라 다양한 경험과 학문적 노력이 쌓여서 결

¡외 설계공모전에서 매우 우수한 성과를 거두

실을 맺는 학문이므로 건축학과에 대해 무한한 애정을 가진 학생이 지원하는 것

고 있습니다.

이 중요합니다.

६@ڀĳέ@ঊত
@ؽܙশݘ@ۉ

고려대학교와 교환 프로그램을 맺은 학교와
는 교환학생 프로그램을 진행하여 현재 아일

졸업생 수 학부생 2,703명

랜드, 캐나다, 영국 등으로 파견 나가 있습니

졸업 후 사회진출 현황

다. 교환학생 프로그램 외 방학 중 이태리 밀
라노 공대, 대만 공학대학 등 워크샵을 진행하

학계 ¡ 연구소 대학 교수, 공공투자기관, 국책기관연구원 등

고 있습니다.

기업계 건설회사, 설계사무소, 엔지니어링업체설계사 또는 엔지니어링 등
정부 ¡ 공공기관 ¡ 법조계 정부기관 및 공공기관의 공무원

Ğͷ@ۜÿ@ч@֫ॼ
건축사 자격증, 건축기사 자격증, 건축산업기
사 자격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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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계공학부

공과대학, Since 1964
School of Mechanical Engineering

나를 편리하게 해주는
모든 것들에 대하여
1964년에 설립된 고려대학교 기계공학부는 현재까지 4,500여 명의 학부 졸업생과 1,300여 명의 대학원 졸업생을 배출하였으며,
졸업생들은 국내외 기계분야는 물론 주요 산업과 연구 분야에서 중추적인 리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기계공학부는 현재 29명의
교수진과 70여 명의 외국유학생을 포함한 680여 명의 학부생, 250여 명의 대학원생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BK21 PLUS사업단 선
정과 공학교육인증(ABEEK) 교육, 외국 대학과의 교환학생 프로그램 및 다양한 산학연 연계 프로그램 운영 등을 통해 글로벌 시대
를 선도하는 인재를 양성하고 있습니다.

http://me.korea.ac.kr

가장 넓고, 가장 오랜 역사를 가진 공학
기계란 뭘까요? ‘기계’라 불리는 물건은 정말 다양하지만 이들의 공통점을 한 마디로 정의 내리기는 쉽지 않습니다. 기계의 사
전적 정의는 ‘동력을 써서 움직이거나 일을 하는 장치’이지만 조금만 더 생각해보면 이 정의가 우리가 오늘날 기계라고 부르는
모든 것들을 포함할 수는 없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단적인 예로 스마트폰이 있습니다). 결국 기계의 범위를 점점 넓혀가다
보면 ‘인간의 편의를 위해 만들어진 모든 물건’, 에너지(사람의 힘, 열에너지, 전기에너지 등)를 이용해 특정한 일을 수행하면서
우리를 편리하게 해주는 그 어떤 것도 기계가 될 수 있게 됩니다. 그렇다면 기계공학은 ‘인간의 편의를 위한 모든 것들을 설계
하고 만드는 것과 관련된 연구를 하는 학문’으로 모든 공학의 기초가 될 수 있겠습니다. 기계는 기원전에 만들어진 바퀴나 나
사와 같이 간단하지만 매우 유용한 발명품들로부터 출발했기에 그 역사가 오래되었으며, 그 역사만큼 기계공학에는 공과대학
안에 있는 다른 학과의 내용을 거의 전부 아우를 수 있을 정도의 다양한 분야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기계공학부에서
는 어떤 특정한 분야에 대해 구체적으로 배우기보다는, 폭넓게 적용될
수 있는 근본적인 원리를 주로 배우게 됩니다.

이런 학생 기계공학에

기계공학의 엔진 무엇이든 상상하고
더 나은 미래를 위해 도전하라!

• 수학과 물리, 화학은 내 손 안에 있다.

어린 시절 읽었던 동화에서 이런 장면을 본 적이 있을 것입니다. 주

• 독서를 통한 인문학적 소양으로 상상력의 연료를 꽉

• 상상력이 무궁무진하고 한번 시작한 일은 어떻게든
끝을 본다.
채웠다.

인공이 제법 큰 유리구슬을 들고 문지릅니다. 그러면 그 구슬 안에

• 기계가 너무 사랑스럽다.

자기가 보고 싶어 하는 사람이 무엇을 하고 있는 지가 실제로 펼쳐져

• 무얼 보든 “저건 어떻게 움직이지?”를 늘 상상하고

나옵니다. 대화도 합니다. 이것은 무엇일까요? 바로 현대의 영상통화
폰입니다. 기계공학은 이렇게 과거의 인류가 한번쯤 상상해 보았던

궁금해한다.
• 나는 대기업 CTO가 꿈이다.

바람들을 현실의 세계에서 실제로 만지고 보게 하는 학문이라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무심히 거는 전화, 습관적으로 타는 자동차, 비행기 등
모두 과거의 인류가 간절히 바랬던 축지법이 적용된 우리 주위의 일상 기계들입니다. 기계는 이렇듯 작동의 편리함과 높은 효
율, 친환경성, 안정성을 추구하면서 더 나은 세상을 만들고 싶어하는 인간의 욕구를 반영합니다. 이러한 욕구가 상상력을 낳고
이를 발전시켜나가는 노력에 힘을 기울이고자 하는 바람이 바로 기계공학도의 힘을 탄생시킵니다.

전공 수업 모든 기계공학은 수학으로 통한다
공상 만화나 영화에서는 무엇이든 뚝! 하면 바로 만들어지지만 아직까지 우리 일상에서의 기계는 (장인들이 한 땀 한 땀 손으로
만든 것도 있겠지만) 대부분 대규모로 작업되어 나오는 것들입니다. 애플 아이폰은 수천만 대가 동일한 디자인과 사양으로 제
작되고, 자동차 역시 한번 설계되면 5년 이상 동일한 틀을 유지한 채 만들어집니다. 이와 같은 특성상 기계 제작 과정에서는 주
어진 조건에서 최적의 작동성능을 제공하기 위한 고민은 물론 대량생산을 위한 효율적인 방법과 이윤을 남기기 위한 경제적인
요소도 함께 고려되어야 합니다. 즉, 기계를 설계하고 제작하는 전 과정에서 정량적인 분석이 필요한데, 이를 위한 도구가 되는
것이 바로 수학입니다. 여기에서의 수학은 고체역학, 유체역학, 동역학 등 기계 작동에 관여하는 자연의 법칙을 수학적으로 표
현하는 것과 이 식을 이용하여 주어진 상황을 풀어 나가는 문제 해결 능력을 포괄하는 개념입니다. 다시 말해 기계공학의 세부
분야는 매우 다양하지만 그 밑바탕에는 항상 수학적인 기초가 놓여 있다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학과목에 대하여 지속가능한 건축부터 미래지향적인 건축까지
고체 · 재료 분야 기계를 구성하는 고체 재료에 걸리는 힘, 변형량 등을 계산해서 외부의 환경에 견딜 수 있는 내구성을 고려하
여 설계하고, 기계를 이루는 여러 가지 재료(금속, 세라믹, 플라스틱 등)의 특성 및 선정에 대해 연구하는 분야입니다. 고체역학,
공학재료학, 유한요소법, 재료거동학 등의 과목이 있습니다.
열 · 에너지 분야 1700년대 증기기관이 만들어진 이후로 열기관에 대한 연구가 진행되었고 열역학이 탄생하였습니다. 이 분야는 고
등학교 물리2에 있는 열역학 관련 내용과 연관이 있으며 화학적인 지식도 필요로 합니다. 열역학, 열전달, 냉동, 공기조화, 에너지공
학, 내연기관 등의 내용을 다루게 됩니다.
유체 분야 공기나 물 등의 유체 속에서, 움직이는 기계요소들이 일으키는 유체의 유동을 연구하는 분야입니다. 유체의 움직임을 서
술하기 위해 수학적 표현이 필요하며 미적분이 특히 중요합니다. 유체역학, 유체기계, 열유체응용설계, 응용유체역학 등이 있습니다.
고려대학교 인재 양성 ¡ 진로 가이드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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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역학 · 제어 · 로봇 분야 대부분의 기계요소들은 가만히 있지 않고 움직이기 때문
에, 기계의 움직임을 분석하고 원하는 대로 제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분야는
고등학교 때 배우는 뉴턴의 운동법칙과 전기회로에 대한 기본지식을 필요로 하며,

ࣥѾ@ॕŗ͙
다양한 산학연계 프로그램

동역학, 자동제어, 메카트로닉스, 로봇공학 등을 배웁니다.
산학장학생이

생산 · 설계 분야 ‘어떤 기계를 만들 것인가?’라는 질문 못지 않게 중요한 것이 ‘어

란 대학과 기업이 서로 협력하여 학기 중에

떻게 만들 것인가?’입니다. 이 분야에서는 기계를 생산하는 과정과, 기계를 만들기

는 회사로부터 일정 규모의 장학금 지원을 받
고, 졸업 후에는 해당 기업에 취업할 수 있도

위한 설계방법에 해당하는 기계제작 및 실습, 기구학, 전산기이용기계제도, 전산기

록 보장받는 프로그램입니다. 현대자동차그룹,

응용설계, 기계요소설계, 생산공학 등을 배우게 됩니다.

포스코, 두산인프라코어, 현대중공업, LG디스

바이오 · 나노 분야 고체역학, 열역학, 유체역학 등 전통적인 기계공학의 내용을 기

플레이, LG이노텍 등 여러 대기업에서 이러한

초로 하여 생체와 관련된 분야에 응용하거나, 마이크로/나노 규모에서 일어나는 현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졸업 후 안

상을 기계공학적인 이론으로 해석 및 연구하려는 분야입니다. 이러한 매우 작은 크

정적인 진로를 원하는 학생들에게 인기를 끌
고 있습니다.

PA C E 센 터 PA C E ( P a r t n e r s f o r t h e

기의 기계를 일컬어 MEMS(Micro Electrical Mechanical System)라고 부르며 이
와 관련된 초소형기전공학, 생체공학 등을 배우게 됩니다.

Advancement of Collaborative Engineering
Education)는 제너럴 모터스, 휴렛패커드, 썬
마이크로시스템즈, 지멘스 등 세계적인 기업
들이 파트너 사로 참여하는 국제적 산학 협력
프로그램입니다. 고려대학교는 미국 MIT 공과
대학을 비롯, 캐나다, 독일, 스웨덴, 멕시코, 중
국 등 전 세계 35개 대학에 이어 2006년 36
번째 PACE 대학으로 선정되었으며, 이 프로

기계공학부의 어제와 오늘 튼튼한
학문적 기초와 다양한 응용분야 교육
기계공학은 모든 산업의 기초이면서 첨단산업을 구현하기 위한 필수적인 학문분

그램을 통해 산학협력 프로젝트 추진은 물론

야라고 할 수 있습니다. 발전소와 자동차와 같이 한 종류의 에너지를 다른 종류의

제품 개발 전 과정을 효율적으로 추진할 수

에너지로 바꿔주는 장비도 다양한 자원을 이용하여 중간 또는 최종 생산품을 만들

있는 글로벌인재 양성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

어내는 플랜트도 로봇이 활용된 자동화된 생산설비도 건설현장에서 사용되는 건

니다. 또한 PACE 프로그램 경연 대회(PACE
Competition)를 통해 학생들이 PACE 관련 교
과목에서 수행한 과제물을 GM 엔지니어들 앞
에서 발표하는 기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설기계도 하늘을 나는 항공기도 미지의 우주 탐사를 가능하게 하는 우주선의 개발
도 기계공학이라는 학문의 도움 없이는 불가능 했으며, 최근 활발한 연구가 진행
되고 있는 첨단분야의 연구도 기계공학에 대한 의존도가 매우 높기 때문입니다. 우
리 기계공학부에서는 졸업생들이 위와 같이 다양한 분야에서 자신의 기량을 충분
히 발휘할 수 있도록 기계공학 전공자가 갖추어야 할 튼튼한 기초분야 교육뿐 아

ʅǷ@¡@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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니라 미래에 다가올 새로운 분야에 잘 적응할 수 있도록 다양한 응용분야의 교육
에도 힘쓰고 있습니다.

¡ 기계공학 학문분야 평가 대학 및 대학원 전
국 1위(한국대학교육협의회 주관, 교육인적
자원부 평가)

¡ 2012~2014년 QS 세계대학평가 Mechanical, Aeronautical & Manufacturing
부문 51~100위로 평가

기계공학부의 미래
더 편리한 세상을 꿈꾸라,
다른 학문과의 융합을 도모하라

६@ڀĳέ@ঊত

기계가 더 진화할 수 있을까요? 기계로 일어나고, 기계로 먹고, 기계로 놀고, 기계

¡ 동아시아 4개 대학 정기 워크샵 개최(고려대

로 사람을 만나고 기계로 건강을 유지하고 기계로 잠을 자고 기계로 여행하고 기계

학교, National Chen Kung University, Hok-

로 아름다움을 가꾸고 때론 기계로 숨을 쉬고 기계가 수술을 하기도 하는 세상에서

kaido University, The Hong Kong Polytechnic University)

요. 그러나 기계의 꿈은 계속 진화하고 있습니다. 이제까지의 원리와 가치체계를 뒤
집을 또 다른 기계를 꿈꿉니다. 그래서 날개 없는 선풍기가 나왔고 전기나 기름 없

¡ 일본 게이오 대학과 정기 교류회 개최

이도 자동차는 달립니다. 기계가 기계를 계속 진화시키고 있는 셈입니다. 현재 기계

¡ 다양한 해외 유수 대학과 교환학생 프로그

진화의 최종목표는 기계를 통해 인간이 세상의 안과 밖을 자유자재로 넘나드는 것

램 운영

입니다. 더 멀리 우주까지 더 빠르게 지구를 한 바퀴 돌며 더 작아져 우리 몸의 세
포 속까지 넘나들고, 더 닮아 우리가 하는 일을 똑같이 해내고 더 편리하게 우리의
삶을 만들어주는 그런 기계입니다. 이 모두를 가능하게 하기 위해 학문융합은 유행
처럼 지나가는 시대적 이슈가 아니라 기계공학에서도 철저히 적용되는 원리입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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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새로운 분야로의 발전이 매우 빠른 현대 기술의 특성상 단일 학문만으로는 접
근이 어려운 분야가 점차 늘어나고 있기 때문인데 특히 기계공학의 경우 포괄하고
있는 분야가 넓어 어느 분야보다 학문융합이 활발히 이루어집니다. 전기공학, 재료
공학, 화학공학, 생명공학 등과 같은 공학적 융합과 함께 인문학적 소양은 새로운

мπ҆ɜ@ŢĊĚ।

것을 만들어내는 창조의 힘으로 작용합니다.

특이점이 온다
레이 커즈와일. 김영사. 2007
세계적인 미래학자 레이 커즈와일이 펼치는 급

블루오션

진적인 미래 기술에 대한 예언서입니다. 800
페이지가 넘는 방대한 내용이지만 풍부한 사
례를 바탕으로 설득력 있게 의견을 제시하고

●

혼다의 ‘아시모’와 같은 휴머노이드 로봇뿐만 아니라 무인 정찰¡

있어 미래에 관심이 많은 학생이라면 꼭 읽어

로봇공학

탐지로봇, 초소형 로봇, 수술을 위한 의료용 로봇 등 다양한 분야

볼 만합니다.

분야

로의 응용이 가능합니다.

인간이 초대한 대형참사
제임스 R. 차일스. 수린재. 2008
타이타닉 호, 우주왕복선, 체르노빌 원전, 비행
기 사고 등 기계에 의해 발생하는 각종 사고

●

친환경적인 에너지원에 대한 수요가 날로 증가하고 있는 상황에

에너지 분야

서 고효율 태양전지, 풍력발전기 등 대체에너지 생산을 위한 장

를 미리 방지할 수 있는지를 다룬 책으로, 공

치와 연료전지, 2차전지 등 전기를 저장하고 사용하기 위한 배터

학을 전공하는 엔지니어들에게 큰 도움이 되

리에 대한 연구가 높은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는 책입니다.

의 원인을 분석하고 어떻게 하면 이러한 사고

나노기술의 이해
서갑양. 서울대학교출판문화원. 2011

●

극소 암세포 검지기술, 치매질환을 유발하는 단백질 연구, 소량의

바이오

혈액을 통해 질병을 진단하는 랩온어칩(Lab on a chip), 인공피

엔지니어링

부, 인공조직 등을 만들기 위한 조직공학(tissue engineeing), 수

한 소개와 여러 응용 가능성에 대해 소개하고

분야

술용 장비를 만드는 의생명공학(biomedical engineering) 등 생

있는 책입니다.

명공학 분야와 연계된 바이오 분야의 연구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

제2의 기계 시대 인간과 기계의 공생이 시
작된다

습니다.

기계공학은 물론 각종 공학 분야에서 차세대
기술로 각광받고 있는 다양한 나노기술에 대

에릭 브린욜프슨, 앤드루 맥아피. 청림출판.
2014

ʷ،π@F@।পH।ԩ@ۜࠛ@ঢʷI

인공지능에서 무인 자동차와 로봇공학에 이르
기까지 기술의 최근 발전 사례들을 살펴보고,

어울수레, 카시모프, 모엔, 기우회, L.E.F.T, 무적카메라

기술이 현재 빚어내는 경제적 상황들을 분석하
였습니다. 특히 풍요와 격차라는 과정에서 두

।Ĝ@ҜԽ@ِĸ՜
차세대기계설계기술연구소

가지 경제적 결과를 탐구하며 생존을 위한 최
상의 전략을 찾아내고 번영을 위한 새로운 길
을 제시하고 있는 흥미로운 도서입니다.

@ؽܙশݘ@ۉ
졸업생 수 4,500여 명
졸업 후 사회진출 현황
기계공학은 발전할수록 더욱 새롭게 발견할 것
기계공학부 졸업생들은 기계, 자동차, 중공업, 엔지니어링, 건설, 전자, IT, 금융분야 등의 다양한
산업체뿐 아니라 변리사, 기술고시, 공무원, 공기업에도 진출하고 있으며, 또한 많은 졸업생들은
본교 또는 외국 대학원에 진학하여 수학한 후 연구소의 연구원, 대학의 교수 등으로 임용되어 활
발한 연구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들이 무궁무진합니다. 인간의 상상력이 남아있
는 한, 기계공학은 그 상상력을 동력으로 삼아
끝없이 발전해나갈 것입니다. 다른 분야도 동
일하지만 특히 기계공 학을 전공으로 삼으려는
학생이라면, 끊임없이 미래를 상상하고 새로운
것을 찾아나가는 습관을 가져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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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경영공학부

공과대학, Since 1968
School of Industrial Management Engineering

공학을 디자인하다
1968년에 공업경영학과로 설립되어 꾸준히 발전해 온 산업경영공학부는 13명의 교수진과 300여 명의 학부생으로 구성되어 있고
1,900여 명의 졸업생을 배출하였습니다. 제조분야는 물론 모든 산업분야에서 대한민국의 기술력을 이끌어가는 중추적 역할을 해
왔으며, 연구활동을 국내외 학계에서 널리 인정받아 2004년 교육인적자원부 평가에서 대학 및 대학원 모두 전국 1위를 차지하였
습니다. 현재 뛰어난 교수진, 대학원, 그리고 학부 학생들이 다양한 산업공학 분야에 대해 교육·연구를 활발히 수행하고 있습니다.

http://ie.korea.ac.kr

산업현장의 지휘자
산업공학은 ‘산업’이라는 오케스트라를 지휘하는 지휘자라 할 수 있습니다. 야구로 비유하자면 ‘산업’이라는 구단에서 선수들
의 포지션과 타순을 적재적소에 배치하는 감독이라 할 수 있겠고 언론사로 비유하자면 ‘산업’일보의 다양한 기자들이 써온 기
사를 자르고 붙이는 편집장이며, 군대로 비유하자면 ‘산업’이라는 군단을 지휘하여 전투에서 승리하게 하는 야전사령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학문적으로 표현하자면 산업공학은 산업시스템을 구성하는 모든 분야를 조화롭게 설계, 계획, 관리하는 방법
을 다루는 학문이라 할 수 있습니다. 경영 마인드를 바탕으로 다기능 기술을 갖추고 고도화된 지식경제 사회를 주도적으로 리
드해가는 산업 오케스트라의 지휘자, 바로 산업공학자입니다.

산업경영공학의 엔진 효율적으로 계획하기
“띵동~ 띵동~ 택배 왔습니다.” 세상에 어느 누가 기다리던 택배를
마다할까요? 인터넷 쇼핑몰에서 주문하고 기다리는 시간은 왜 이
리 길게 느껴지는지 택배를 받아본 사람들은 모두 알 것입니다. 그런
데 이 택배는 정말 효율적으로 배달이 된 것이 맞을까요? 택배를 받
는 차례는 어떻게 정해졌을까요? 산업공학의 물류시스템은 이처럼
다양하고 복잡한 조건, 거리 등을 고려하여 효율적으로 택배를 전달
하는 계획을 세울 수 있도록 해줍니다. 더 나아가 공장의 생산성, 데
이터 수집 같은 공학적 분야에도 큰 기여를 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

이런 학생 산업경영공학에
• 문제를 분석함에 있어 분석적이고 논리적으로 생각
한다.
• 어떤 일을 하든 최적화된 방식으로 하고 싶다.
• 나무뿐만 아니라 숲도 볼 줄 아는 안목을 가졌다.
• 공학적 계획과 설계에 관심이 많다.
• 컴퓨터에 관해서도 아주 관심이 많다.

니라 사람의 습관에 따른 인간공학적 설계까지 가능하게 합니다. 통계
자료, 데이터를 토대로 계획을 만들어주는 산업공학! 어디 하나 빠질 데 없
는 학문입니다.

전공 수업 복잡한 현실문제를 효율적으로 해결하는 기법을 배우기
‘나비효과’라는 말이 있습니다. 나비의 작은 날갯짓이 거대한 태풍이 될 수 있다는 이론입니다. 하지만 그 날갯짓은 그대로 사
라져버릴 수도 있습니다. 세상의 많은 변수들은 같은 행동에서도 다른 결과를 낳게 하는 요인들입니다. 공학에서는 통제 가능
한 여러 가지 변수를 ‘산업공학’적으로 조작해 최적의 결과를 얻어냄으로써 목표를 달성합니다. 하지만 변수의 특성상 ‘100%’
가 존재하기 어렵고 인간이 적게는 수천 많게는 수백만 가지의 상황을 모두 통제한다는 것은 실제로 불가능합니다. 산업공학
에서는 변수의 특성을 고려하여 확률 및 통계적 지식, 통제 가능한 상황을 만들어내는 수학적 지식(선형대수학 등), 수천, 수백
만 가지의 상황을 다룰 수 있도록 도와주는 컴퓨터 지식(프로그래밍, 자료구조 및 알고리즘 등)을 통하여 주어진 상황 및 변수
를 최적의 상태로 설계합니다. 산업공학의 목표는 기초적인 설계 위에 여러 가지 상황과 변수를 통제하는 학문 등을 통하여 상
황을 개선하고, 완성하는 것입니다.

학과목에 대하여
대용량의 데이터를 분석하여 그로부터 유용한 지식을 발견하는, 통계 분야 대용량의 데이터를 분석하고 복잡한 실제 시스템을
수리적으로 모델링하는 기법을 배우는 학문으로, 공업통계, 수리통계 및 실습, 응용통계 및 실습, 데이터마이닝, 예측모델, 실
험계획법 등이 있습니다.
계산을 부탁해요, 프로그래밍 분야 수리적 문제를 해결하는 데 있어 수많은 경우의 수를 계산하는 것은 더 이상 인간의 몫이
아닙니다. 컴퓨터에게 명령을 내리기 위해 필요한 컴퓨터 언어 및 실습, 자료구조 및 알고리즘, 객체 지향 프로그래밍 및 실습
등을 다룹니다.
일도 계획이 있어야 한다, 설계 및 계획 분야 시스템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한 시스템 설계 및 계획을 배우는 분야로, 최적
화, 생산계획, 작업설계 및 실습, 시스템 설계 등의 과목이 있습니다.
돈 문제 애매하시죠? 금융 및 회계 분야 회계, 투자, 금융의 기초를 알고,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분야입니다. 일반회계 및 원
가계산, 금융공학, 기술경영 전략 및 실습, 투자경제성분석 등이 있습니다.
물건의 수배송 전략, 물류 분야 생산 분야의 기초인 동시에 가장 핵심이 되는 물류 분야입니다. 생산관리, 정보시스템설계, 기
업전산화, 소프트웨어 개발방법론 등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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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인간공학 제품에 대한 사람의 편의를 도모하고 작업장에서
의 사고를 예방하는 분야입니다.

ࣥѾ@ॕŗ͙
학과제 다른 학과와 합쳐진 형태로 운영되고
있는 타 대학의 산업공학과와는 달리 고대 산
업경영공학부는 단일 학부로 구성되어 있습니
다. 진정한 산업공학을 전공하고 싶다면 고려
대학교로 오세요!!

산업경영공학부의 어제와 오늘
공업 위주의 정책으로 비약적인 성장을 이룩한 60~70년대 한국의 산업을 이끌어
온 산업공학은 이후 80년대까지 생산/제조업, 물류/유통업 등 1·2차 산업 위주로

학과 이름 산업공학은 대학별로 이름이 다양

집중되는 경향이 짙었으나 90년대 이후 3차 산업의 발달로 많은 변화를 겪었습니

합니다. 서울대 ‘산업공학과’, 연세대 ‘정보산업

다. 현재는 공업 위주의 분야 이외에도 의료, 교육, 경제/금융, 재무관련 업종과 같

공학과’, KAIST ‘산업 및 시스템공학과’입니다.

이 서비스 산업에 종사하는 경우도 많으며 공공산업, 교통산업과 같은 공적인 산업

산업공학은 과목 내에도 많은 소 분야를 가지

에도 관여하며, 정보시스템, IT관련 컨설턴트, 데이터베이스 관리와 같은 IT관련 업

는데, 각각의 이름은 각 대학 산업공학과의 특
징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고려대학교는 ‘산업

종에도 많은 산업공학도들이 종사하고 있습니다.

경영공학부’이며, 이는 산업공학에서 전통적으
로 다루어왔던 제조분야뿐 아니라 최근 화두가
되고 있는 서비스 분야에도 중점을 두고 있는
특징을 반영하고 있습니다.

학술교류 여름 방학마다 POSTECH, KAIST,
서울대학교, 고려대학교, 연세대학교가 FIELD
CAMP라는 학술교류에 참여합니다. 올해 FIELD
CAMP에서는 고려대학교가 1등을 하였습니다.

산업경영공학부의 미래
현미경? NO! 인공위성? OK!
세상은 어떻게 변화하고 있을까요? 마찰로 불을 지피던 시절, 도자기가 처음 만들
어진 시절, 한글이 처음 만들어진 시절, 그 시절 우리는 삶을 어떻게 예측하고 계획
했을까요? 우리동네 소식만 알 수 있었던 시절과는 달리 지금은 세계 어느 곳이든
정보를 수집할 수 있게 되었고 세상을 넓게 보는 것이 가능해졌습니다. 산업공학은

мπ҆ɜ@ԖؽĈٙĚ।

많은 자료들을 관리하는 데이터베이스와 유사합니다. 산업공학도들은 상황을 크게

공학의 마에스트로 산업공학

보고, 각 분야에서 수집된 정보를 토대로 편리하게 관리하고 계획하는 관리인 역할

대한산업공학회. 한승. 2010

을 수행합니다. 아직 미개척지인 넓고 큰 우주를 생각하면 우주까지 관리하는 광활

시중에 대학에서 사용하는 개론 형식의 전문

한 우주의 관리인이 될 수도 있겠죠?

서적들은 많이 출간되어 있지만, 고등학생이
나 일반인들이 산업공학을 쉽게 이해할 수 있
는 내용의 책은 찾기가 쉽지 않습니다. 이 책
은 산업공학도를 오케스트라의 지휘자에 비유
하여 쉽게 설명함으로써 이해도를 높였습니다.

산업공학개론
WAYNE C. TURNER. 김성인. 청문각. 1997

블루오션
●

금융 및 경제활동에서 일어날 수 있는 현상들을 수학 및 통계이

금융공학

론을 접목해 해결하고자 하는 학문입니다. 외국에서는 관련 대학

‘공학의 마에스트로 산업공학’이 일반인들의

원까지 있을 정도로 유망한 학문이며, 각종 금융권에서 성공사례

이해를 위해 써진 책이라면, ‘산업공학개론’은

를 보이고 있어 앞으로의 발전이 기대되는 첨단 학문입니다.

산업공학을 전공하고자 하는 학생에게 산업공
학이 무엇을 배우는 학문인가에 대한 전반적인
지식을 주는 책입니다. ‘산업경영공학부’의 개

●

현재 사회에서 IT를 거치지 않고 이루어 질 수 있는 산업은 거의

론 과목인 ‘산업공학개론’책이니 미리 읽어보

IT 컨설팅

없습니다. 이런 IT 분야의 비효율성을 제거하고 새로이 모델링해

고 이해한다면 ‘산업공학개론’의 학점을 잘 받

주는 일로 미래 유망 업종 중 하나입니다.

을 것이라고 기대해도 좋습니다.

경영학 콘서트
장영재. 비즈니스 북스. 2010
‘경영학 콘서트’는 경영관련 서적이지만 ‘공학’
을 기반으로 하는 경영에 대해 설명해놓았기

다양한 분야에서 쏟아져 나오는 데이터를 효과적이고 효율적으

데이터

로 분석하여 필요한 정보를 추출하고 이 정보를 적재적소에 적용

사이언스

하여 올바른 의사결정을 이끌어 내는 과정을 연구하는 학문으로

때문에 경영자를 목표로 산업공학에 입학하고

산업공학에서 주로 배우는 통계, 최적화 컴퓨터 기술을 근간으로

자 하는 학생들에게 ‘경영공학’에 대한 대략적

하고 있습니다.

인 설명을 해주는 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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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을 가는 후배에게
이렇게 다를 줄이야!
고등학교 때 막상 ‘산업경영공학’을 들으면 ‘경영’이라는 단어에 혹하기가 쉽습니다. 하
지만 산업경영공학은 순수 경영학과는 많은 차이가 있습니다. 산업경영공학은 시스템
을 운영하고 경영하는 수리적 혹은 컴퓨터 기법들을 배우는 학문으로 충분한 수학적 배
경과 논리적인 사고를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대학교 입학이 전부가 아니므로 목표를 세우
시기 바랍니다. 또한 자신의 적성에 맞는 과
에서 열심히 공부할 수 있도록 노력하는 것 또

난 이럴 때!
고려대학교 산업경영공학부는 다른 학과들과 합쳐진 학부 형태가 아닌 순수 산업공학

한 중요합니다. 이 가이드북을 읽고 전공에 대
해 생각해보는 것도 좋은 방법 중 하나입니다.

으로 이루어진 학부입니다. 따라서 선배들과의 결속력이 좋고 과에 대한 관심과 애정
이 많은 선배들로부터 필요한 정보를 얻기가 수월합니다. 또한 산업공학에서 학문적

ؑמɸ۾@מĚĜЃ

으로 유명한 교수님들로부터 수업을 들을 수 있고 진로나 학문에 관해 조언을 받을 수

일반 물리학 및 연습, 일반 화학 및

있습니다.

연습, 미적분학 및 연습, 선형대수,
공업통계, 컴퓨터 언어 및 실습, 산
업 시스템 공학개론

شڏԟ֬

일반 회계 및 원가 계산, 자료 구
조 및 알고리즘, 수리 통계 및 실습,

오퍼레이션스 리서치(Operations Research) 시스템 운영에 관한 문제를 과학적 및

응용 통계 및 실습, 경영공학개론,

수학적으로 모델링하여 시스템 전반을 이해하고 운영상의 문제점을 개선하는 최적

OR-1 및 실습, 객체 지향 프로그래

의 방법을 연구하는 학문

밍 및 실습, 작업 설계 및 실습, 공학

데이터마이닝 대용량의 복잡한 데이터로부터 통계/확률/최적화 등의 과학적인 방

수학, 생산시스템 공학 및 실습

법을 통해 유용한 정보를 이끌어 내는 과정을 연구하는 학문

생산계획, 정보 시스템 설계, 기업 물
류개론, 인간공학 및 실험 1, 기술경

생산/물류 물품을 제조하는 일련의 과정/제품이 제조되는 시점부터 소비자에게 전

영 전략 및 실습, OR-2 및 실습, 최

달되는 시점까지 전반적인 흐름을 최적화하는 활동

적화응용, 데이터마이닝, 최적화 이

인간공학 사람의 편의와 안전을 도모하고 기계와 컴퓨터를 쉽고 편리하게 사용할

론, 품질 경영, 품질 공학, 생산통제,

수 있는 연구를 수학적이고 공학적인 관점에서 행하는 학문

금융공학
메타 휴리스틱, 물류 시스템 설계, 제
품개발, 시스템 설계 1, 시스템 설계

ʷ،π@F@।পH।ԩ@ۜࠛ@ঢʷI

2, 시스템 분석

O.B.F 최적 2012년도 최적반 학생회.
OPTIMAL 산업경영공학부 학부생과 대학원생들로 이루어진 축구소모임.
OPSERVER 산업경영공학부 학부생으로 이루어진 소모임. ‘5,000원 프로젝트’와

Ğͷ@ۜÿ@ч@֫ॼ
품질경영산업기사, 품질경영기사, 품질관리기

같은 실용적인 프로젝트도 수행하면서 여행도 다니는 친목 학술 모임

술사, 산업안전산업기사, 산업안전기사, 산업

http://club.cyworld.com/ClubV1/Home.cy/55102924

기사, 물류관리사, 유통관리사, 생산관리

@ؽܙশݘ@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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졸업생 수 2,366명
졸업 후 사회진출 현황
관공서 15명, 일반회사 1800명, 공공연구소 160명
대학교수 45명, 언론계 9명, 사업 50명, 기타 287명
학계 · 연구소 경영과학, 생산시스템, 응용통계, 확률, 물류, 전자상거래, 정보시스템, 금융공학, 기

2014년 중앙일보 대학평가 산업공학 부분 최
우수 선정

६@ڀĳέ@ঊত
2014년 교환학생 수 : 4명

술경영전략, 서비스경영공학 분야 대학교수, 정부산하 연구소, 기업체연구소
정부 · 공공기관 · 법조계 공공기관 및 정부기관 공무원 등
기업계 대기업 및 IT 분야기업의 엔지니어, 기업체의 일반 행정 업무, 경영 컨설턴트, 생산관리,
데이터분석 등 관련 업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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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전자공학부

공과대학, Since 1966
School of Electrical Engineering

불을 얻은 프로메테우스,
전자를 탐하다
전기전자공학부는 1966년, 1968년, 1992년에 각각 설립된 전기공학과, 전자공학과, 그리고 전파공학과가 세계 선도학과로 발전
하기 위하여 1996년 하나로 통합되어 설립되었습니다. 40여 년의 값진 시간동안 배출된 6,000여 명의 학사, 1,800여 명의 석사,
그리고 400여명의 박사는 학계, 연구소 및 산업체 전반에서 중추적인 역할을 수행하고 있으며 그 뒤를 이어 900여 명의 학부생과
400여 명의 대학원생들이 50여 명의 교수님들의 지도를 받으며 미래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IT(Information Technology, 정보기
술)라는 커다란 틀 아래 성장해온 전기전자공학은 오늘날 대한민국의 경쟁력 그 자체가 되었습니다. 특히 고려대학교 전기전자공학
부는 그 경쟁력의 정점에 서서 1·2차 BK21, BKPlus 프로그램 연구중심대학으로 선정되었으며, WCU 및 다수의 국가와 산업체 지
정 연구소 등을 유치하여 왔습니다. 2017년 50주년을 맞을 전기전자공학부는 IT강국을 향한 미래지향적인 비전을 바탕으로 세계
로 뻗어나갈 준비를 빈틈없이 진행하고 있습니다.

http://ee.korea.ac.kr

불가능을 가능으로 바꾼 꿈의 실현
전기전자공학은 인류의 꿈과 상상을 하나씩 현실로 만들어가는 학문입니다. 그리스 로마 신화의 프로메테우스가 신의 미움과
저주를 이겨내면서 가까스로 얻어낸 불로 인류 문명이 발전했듯이 프로메테우스의 뒤를 이은 수많은 IT공학도들은 인류에게
‘전기, 전자’를 가져다주기 위해 고난과 역경을 딛고 연구에 매진하였습니다. 그 결과 인간은 예전에는 보이지도 알지도 못했던
문명의 총아를 제어할 수 있게 되었고 그 힘을 바탕으로 어두움에 불을 밝히고, 차가움에 열을 더하며, 다른 행성과의 거리마저
도 가깝게 만들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는 모두 불가능을 가능이라는 이름으로 바꾼 꿈의 실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인간의
감각으로는 실체를 알 수 없는 전기, 전자를 통해 여러분은 지금보다 더 풍요롭고 꿈과도 같은 미래를 보시게 될 것입니다. 혹
시라도 의심이 되신다면 지금 주머니 속의 스마트폰, 길거리의 LED조명, 인터넷을 파도치는 수많은 데이터를 생각해 보세요.
바로 과거의 꿈이며, 전기전자공학이 만들어가는 풍요로운 미래의 작은 하나의 조각입니다.

전기전자공학의 엔진 끊임없이 탐구하라!
전자레인지, 전화기, 과속 탐지기, 포스트잇 등 인간의 삶에 필수가
되어 버린 것들은 어떻게 개발되었을까요? 정답은 ‘실패’입니다. 수
많은 시도 끝에 익숙해져버린 실패, 그리고 치명적일 수 있는 실수,
이것들이 지금의 세계를 만들어 낸 초석입니다. 천재 과학자로 불
리는 에디슨도 너무나 유명한 말을 남겼죠? ‘실패는 성공의 어머니’
전기전자공학은 실패의 기반 위에서 믿음과 열정으로 꽃을 피운 학
문입니다. 보이지도 들리지도 않는 소재를 이용해서 무언가를 만들

이런 학생 전기전자공학에
• 수학, 물리, 화학 등의 과목이 지루하지 않다.
• 호기심이 왕성하고 원인과 결과를 분석하여 상관관계
를 찾는데 재능이 있다.
• 집중력이 뛰어나며 풍부한 독서활동과 성찰로 어느
한 분야에 치우치지 않는 사고를 지녔다.
• 게임을 하다가도 ‘어떻게 만들었을까’를 한번쯤은
생각해 봤다.
• 새로 나오는 전자기기는 써보지 않고는 못 배긴다.

어 내기 위해 끊임없이 새로운 개념을 찾고, 진리를 탐구하며 노력한
자들에게는 결국 컴퓨터, 스마트폰, TV, 인공지능, 초고속 통신망과 같은
꿈의 결과물이 찾아왔습니다. 창의성과 인내심의 끝에 놓여있는 전기전자공학의 왕좌가 다음 대관식의 주인공을 기다리고 있
습니다. 그 주인공이 여러분일 수 있음을 명심하세요.

전공 수업 탐구하고 이해하고 대화로 푸는 수업
전기전자는 실체가 보이지 않는 미지의 개념이었습니다. 따라서 이들을 제어하여 원하는 동작을 하도록 만들기 위해선 아주 밑
바닥부터 그 실체를 파고들어야만 합니다. 수학에서 왜 배우는지 몰랐던 미적분과 확률, 너무 먼 개념으로만 느껴졌던 물리나
화학의 원자, 전자의 이야기들을 통해 전기전자의 특성에 대한 기초를 다지며 대학의 공업수학, 일반 물리/화학 등의 과목을 학
습합니다. 이 기초 학문 위에 본격적인 과목들이 더해져 전기전자공학을 완성해 나갑니다.

학과목에 대하여 인간의 삶을 더 풍요롭고 여유롭게
내가 제일 잘 나가! 반도체 및 나노 정보통신기기를 소형화시키고 다양화시키는 반도체의 특성과 응용방법을 배우고, 마이크
로 이하인 나노의 세계를 통해 미래 소재에 대한 가능성을 공부합니다. 전자기학, 반도체 공학, 나노공학 등의 과목이 있습니다.
전자 기기 속의 숨은 사령관, 집적회로 반도체 및 나노소자를 이용하여 칩 또는 마이크로 칩이라 불리는 회로를 만듭니다. 스
마트폰이나 컴퓨터의 부품, 가전기기의 컨트롤러 등이 만들어집니다. 전자회로, 아날로그 집적회로, 디지털 집적회로 등을 다
룹니다.
생활을 더 즐겁고 풍요롭게, 신호처리 및 멀티미디어 생활에서 더 빠르고 가볍게, 더 높은 품질로 사용자들에게 제공하기 위한
기술을 연구하고 모든 신호의 본질을 밝혀 나갑니다. 신호 및 시스템, 디지털 신호처리, 멀티미디어 통신 등의 과목을 배웁니다.
R2D2를 현실로, 제어, 자동화, 지능 시스템 기계를 제어하여 자동화 과정을 통해 기계가 정해놓은 일을 홀로 할 수 있게 하며,
인공 지능을 통해 스스로 판단을 내리게 하는 기술을 연구합니다. 제어공학, 지능시스템, 로봇 공학 등의 과목이 도움이 됩니다.
현대 생활의 원동력, 전기에너지 지난 정전 사태를 통해 그 중요성이 너무나 부각된 전기 에너지 관리 기법 및 효율적인 시스
템을 연구합니다. 전력공학, 에너지 관리 시스템, 전력 경제를 통해 배웁니다.
한계를 뛰어 넘다, 컴퓨터 및 정보망 지금보다 더 빠르고 효율적인 컴퓨터 시스템을 연구하고 네트워크 활용 기법을 배웁니
다. 광고 속 질문 “듀얼코어나 쿼드코어가 대체 뭐야?”에 대한 답은 디지털 시스템, 컴파일러, 컴퓨터 시스템, 운영체제 등의
과목 안에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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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계를 뛰어 넘다, 컴퓨터 및 정보망 지금보다 더 빠르고 효율적인 컴퓨터 시스템
을 연구하고 네트워크 활용 기법을 배웁니다. 광고 속 질문 “듀얼코어나 쿼드코어

ࣥѾ@ॕŗ͙
유수의 기업체 연구소 산업체 및 국가 고급
연구소와의 산학연 공동 교과 프로그램을 운
영하고 있습니다.

학점에 포함되는 현장 실습 대기업 인턴

가 대체 뭐야?”에 대한 답은 디지털 시스템, 컴파일러, 컴퓨터 시스템, 운영체제 등
의 과목 안에 있습니다.
세계를 가깝게, 통신 및 네트워크 더 빠른 인터넷, 더 안정된 통신 환경, 새로운 통
신 시스템을 연구합니다. LTE, RFID, 유비쿼터스가 궁금하시면 통신이론, 디지털 통
신, 무선 네트워크 등의 과목을 배워보십시오.

연수 프로그램, 학기 중에 학점을 채우면서 경
험과 취업 두 마리 토끼를 잡게 해드립니다.

신입생-재학생 간 멘티-멘토 시스템 자
칫 적응하기 어려운 대학생활에 힘을 채워드
립니다.

전기전자공학부의 어제와 오늘
60년대는 한국 전쟁 이후 산업화의 토대가 마련된 시기로 전화 교환원이나 라디오
조립원, 공장 노동자 등이 인기 직종이었으나 전문 기술 관련 종사자는 3%에 불과

мπ҆ɜ@۾Ţۜ۾Ě।

했고, 기술 활용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70년대에는 중화학 공업의 급속한 성장으

수학 없는 물리

로 대기업 중심의 사회구조로 재편되었고, 대기업 직원이 단연 선호 직종이었습니

Paul G. Hewitt. 피어슨. 2007

다. 80년대에는 삶의 질이 점차 높아지면서 반도체와 컴퓨터 분야의 산업이 태동

물리 기초 전공서로 과학의 개념에서부터 역

하였고 해당 직종에 대한 전기전자 엔지니어들의 관심이 높아지기 시작했습니다.

학과 선형운동, 뉴턴의 법칙과 에너지, 포물체

90년대에는 IT 수요와 공급이 폭발, 인터넷과 컴퓨터의 급속한 발달로 IT 기업에

운동과 위성운동 및 물성과 일반 상대론에 이
르기까지 물리에 대한 내용을 상세하게 설명

대한 젊은 엔지니어들의 도전이 급증했습니다. 2000년대에는 IT 기술의 지속적인

하고 있습니다.

발전과 이동통신 기술의 급속한 발전으로 반도체 산업, 휴대폰 산업, 이동통신 산

실용주의 프로그래머

업직군에 대한 선호가 크게 증가하였습니다. 세계 경제 위기로 인한 경기 침체 속

앤드류 헌트, 데이비드 토머스. 인사이트. 2007

에서도 반도체, 컴퓨터, 이동통신, 디스플레이 등 전기전자 전공의 직업군은 여전

프로그램 개발자를 위한 탈무드입니다. 코딩

히 각광을 받고 있습니다.

시의 가이드라인부터, 설계에 대한 격언, 프로
젝트 관리에 대한 조언, 사람들과의 관계에 대
한 지혜까지 프로그램 개발의 전 과정을 다루
고 있습니다.

같기도 하고 아니 같기도 하고
로얼드 호프만. 까치글방. 1996

전기전자공학부의 미래
현실로 기술을 사람으로

화학의 근원과 다양한 화학 문제들을 예와 함
께 설명한 저서입니다. 쌍둥이의 삶, 분자모방,

과거 수많은 사람들이 미래를 예측하고 꿈꿔 왔습니다. 우리 전기전자공학과가 생

분자의 합성, 화학에서의 삶 등 화학에 대한 이

길 때 즈음의 꿈이 지금은 현실이 되었고, 그 꿈을 실현시킨 기술의 핵심이 바로 전

해를 돕는 책입니다.

기전자공학임을 쉽게 알수 있으실 것입니다. 꿈같은 미래를 현실로 만들 핵심 기술
을 연구하는 우리 학부는 앞으로도 혁신적인 미래 기술의 연구를 게을리 하지 않을

ʅǷ@¡@ڀ
नÃ@ч@րԟ֯۽
2014년 중앙일보 학과 평가 최상위
2014년 QS 세계대학평가 100대 학과

것입니다. 머지않아 우리의 힘으로 마이너리티 리포트에 나온 접히는 전자 신문, 스
타워즈에 나오는 인간형 안드로이드나 홀로그램, 스마트한 전력 관리를 위한 스마
트 그리드, 에반게리온과 같은 뇌파 인식 컨트롤 시스템 등 영화나 애니메이션에서
볼 수 있었던 기술을 현실화시킬 것입니다. 기술로 인간의 삶을 풍요롭게 하는 공학
의 심장, 전기전자공학의 진수를 우리 전기전자공학부가 함께합니다.

Ğͷ@ۜÿ@ч@֫ॼ
전기기사, 전자기사, 변리사, 행정고시(기술고
시) 등

६@ڀĳέ@ঊত
미국, 독일, 프랑스, 일본 등 세계 유명 대학,
기업, 기관과 인력교류와 교환/방문학생 제도
활성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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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루오션
●

차세대
디스플레이

차세대 유기 디스플레이, 플렉서블 디스플레이 등

●

소형 미디어 기기의 확산과 더불어 더욱 중요성이 부각되는 디지

디지털

털 컨텐츠 제작 유통사업, 전자책 등

컨텐츠 사업

●

차세대 이동통신 기반으로 자리 잡은 클라우드 서비스, 와이파이

클라우드

보다 빨라진 무선 이동통신, 무엇을 더 할 수 있을까요?

호기심을 가지고 시도해 보는 적극적인 자세가
공부만 하는 것보다 훨씬 좋습니다. 새로운 것

서비스

을 창의적으로 생각하고 만들어 내고 이해하는
것이 얼마나 사회에 큰 도움을 주는 것인지 자
부심을 가질 수 있습니다.
●

항공, 자동차, 의료기기 스마트 컨트롤 사용으로 무인 자동차, 스

스마트

스로 스캔하여 결과를 찾아주는 의료기기, 더 이상 꿈이 아닙니다.

컨트롤

ؑמɸ۾@מĚĜЃ
일반물리, 일반화학, 미적분학 및 연
습, 컴퓨터언어 및 실습
공업수학, 전기회로, 디지털시스템,
확률 및 랜덤프로세스, 데이터 구조

이때는 꼭!

및 알고리즘, 물성전자공학
전자회로, 전자장, 반도체공학, 컴퓨

기초 과목들을 소홀히 하지 않으면서 인문학이나 경제학에도 관심을
가졌으면 합니다.

터구조, 신호와 시스템, 전력공학, 통
신 시스템, 운영체제, 제어공학, 디지
털 신호처리, 전기기기, 데이터네트
워크, 전력시스템 해석

대학 졸업 후의 진로를 더 진지하게 생각 했으면⋯ 대학원을 갈지, 유
학을 갈지, 취직을 할지, 이때부터 준비하면 좋습니다.

*메카트로닉스, 교류기기, 전기품질
공학, 전력경제, 아날로그 집적회로,
VLSI설계 및 실험, 이동통신 공학,

조금 더 도전할 걸. 전공 시험에만 허덕이지 않고 날 세상에 내보일 수
있는 수많은 기회들을 그저 넘기지 마세요.

정보 및 부호화 이론, 통신 신호처리,
초고주파공학, 통신네트워크설계, 나
노공학, 전기전자재료공학, 병렬 컴
퓨팅, 컴퓨터비젼, 객체지향 프로그

교수님과 친구들에게 더 가까이 다가가세요. 앞으로의 남은 인생의 지
표가 되고 버팀목이 될 사람들입니다.

램 언어 및 실습, 디지털 제어, 전력
전자공학, 반도체프로세스, 디지털영
상처리, 로봇공학개론, 지능시스템,
제어시스템설계, 신재생에너지, 에너

ʷ،π@F@।পH।ԩ@ۜࠛ@ঢʷI
하나와 영, 핸즈, 꼬마전구

지관리 시스템, 전동기제어, ASIC설
계, 통신시스템설계, 전파공학, 광전
자공학, 전자신소재공학, 기초양자전
자공학, 반도체응용특론, 컴파일러,

।Ĝ@ҜԽ@ِĸ՜
전기전자연구소

턴인식, 멀티미디어통신, 임베디드
응용소프트웨어, 인터넷 프로그래밍,
지니어 리더십, 디지털집적회로, 융
합컴퓨팅, 무선네트워크

@ؽܙশݘ@ۉ
졸업생 수 8,200여 명(학사, 석사, 박사)
졸업 후 사회진출 현황

* 4학년엔 전기/전자/전파 중 어느 한 분야에
집중하여 과목을 선택하게 됩니다. 너무 많은
과목이 나열되었지만 대부분의 학생이 그 중
1/3만 배울 수 있습니다.

학계 · 연구소 교수, 교사 및 해외 명문 대학원, 전자통신 연구원, 전자부품 연구원, 기초전력 연구
원, 한국 전기 연구원, 국가 보안기술 연구소, 항공전자 연구소 등
기업계 반도체, 컴퓨터, 가전, 이동통신, 전력 관리, 에너지 관리, 통신 서비스, 항공, 조선, 자동
차등 산업 전반
정부 · 공공기관 · 기타 공무원, 변리사, 회계사, 세무사, 변호사 등

고려대학교 인재 양성 ¡ 진로 가이드북

183

의(예)학과

의과대학, Since 1928
College of Medicine

민족을 위한 의학, 사회가 원한 연구,
세계를 향한 의술
겨레의 아픔을 어루만지기 위해 태동한 의과대학은 순수 민족자본으로 최초의 여의사 양성교육을 실시하고, 민족의 아픔을 인술로
치유하며 현재까지 7,500여 명의 졸업생을 배출하며, 역사적으로 한국 의료계를 앞장서서 이끌어나가는 중추적인 역할을 해왔습
니다. 고려대학교 의과대학은 국내에서 유일하게 안암병원과 구로병원 두 곳의 국가 지정 연구중심병원을 보유한 의학교육기관으
로 2013년도 BK21 플러스사업 선정 등으로 연구분야의 우수성을 공인받았습니다. 또한 세계연구중심대학 연합체인 Universitas
21(U21)의 국내 유일 회원대학으로 국제적으로 표준화된 보건의료 교과과정 도입, 연구중심 환경의 교육 프로그램 협력 등을 통해
대한민국 의학교육의 표준을 선도해 나가고 있습니다.

http://medicine.korea.ac.kr

인간 스스로를 공부하다
의학은 인간의 몸을 다루는 학문입니다. 인간이 스스로의 몸에 대해 공부하여 질병이나 상해를 치료하고 예방하기 위한 학문인
것입니다. 이렇듯 다루는 대상이 ‘인간’ 자체이기에 의학은 치밀하고 조심스러운 접근이 요구됩니다. 또한 인체라는 것은 기계
와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복잡하고 그 구성 요소들이 서로서로 긴밀히 연관되어 있기에 분석적이고 종합적인 사고 역시 요
구됩니다. 예를 들어, 머리가 아프다고 해서 머리 부분만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라 여러 장기들이나 척추 등 다른 부분에서도
문제가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의학의 발전을 통해 인간은 더 오래, 더 건강하게 살고 싶다는 꿈을 이루어왔고 이는 앞으로
도 이어질 것입니다. 의학은 인간 자체를 위한 학문입니다.

의학의 엔진 인간을 이해하고 사랑하라!
장기려 박사님을 아시나요? 그분은 작은 예수, 살아 있는 성자, 바보
의사, 한국의 슈바이처 등으로 불리며 평생 동안 낮은 곳에서 환자만
을 위해 모든 것을 다 바치며 사셨던 의사이십니다. 의학을 배웠고
의사라고 해서 모두 이렇게 장기려 박사님처럼 타인에게 모든 걸 바
치며 살 수는 없지요. 그러나 의학이라는 학문과 의사라는 직업 자체
가 기본적으로 남을 돕는 직업이기에 의사는 타인을 이해하고 배려
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사명감이 있어야 합니다. 자신이 의사라
는 직업을 가지고 있는 이상 그 본분에 충실하여 환자를 열심히 돌보

이런 학생 의학에
• 과학실험과 과학이 재밌고 잘해낼 수 있다.
• 타인을 잘 이해하고 배려할 수 있다.
• 의학 드라마나 의학 소설을 통해 꾸준히 의사의 꿈
을 키워왔다.
• 아픈 사람들을 보면 마음이 아프고 꼭 돕고 싶다.
• 끈기가 있어서 오랜 공부를 소화할 수 있다.
• 빠르고 냉철한 판단력을 가지고 있다.

고 치료해야겠다는 그런 마음 말이죠. 진단과 치료 과정에서 그런 것
이 필요함은 물론, 의사가 되기 위한 길고 힘든 길을 겪는 과정에서도
타인을 위하는 사명감이 필요합니다. 기본적으로 의학을 열심히 공부하
고 실력을 키워 환자들을 더 잘 진료할 수 있도록 준비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런 학문적 기반을 토대로 정확하고 빠른 판단
을 할 수 있는 능력 역시 갖추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지엽적으로 외과 등의 과에서는 실제 수술하는 기술을 갖추는 것 역시 중
요합니다. 다른 과들도 각 과의 특성에 맞는 능력이 요구되겠죠?

전공 수업 생물학, 그리고 화학에서 뻗어나가는 학문
인간도 역시 하나의 동물입니다. 아니, 더 나아가서 생물입니다. 그렇기에 생물에 대해 개괄적으로 배우는 생물학이 의학의 기
본이 될 수 밖에 없습니다. 여러분이 중, 고교 교육과정에서 배웠던 생물 과목이 의학의 가장 기초가 되는 것이죠. 그러나 의학
은 생물학의 한 가지에서 수많은 갈래로 나누어집니다. 해부학을 비롯하여 생화학, 생리학, 약리학, 조직학, 근골격학, 발생학,
소화기학, 내분비학, 신경과학, 심혈관학, 호흡기학, 신장학, 미생물학, 병리학, 기생충학, 임상의학, 면역학, 감염학, 혈액학, 종
양학, 순환기학, 정신과학 등등 일일이 다 열거하기도 어려운 수많은 분야로 나누어져 그 분야의 심층적인 내용을 담게 되는 것
이죠. 또한, 인체의 수많은 활동들은 기본적으로 인체 내의 물질 대사, 즉 화학 반응을 기본으로 하기 때문에 화학 역시 의학의
기본이 됩니다. 이렇듯 의학은 생물학, 그리고 화학에서 뻗어나가는 학문이라 할 수 있습니다.

학과목에 대하여 인체에 대한 ‘모든 것’을 공부하라
연구실에서 학문적으로 공부하자, 기초의학 의학의 기초가 되는 학문으로 질병과 손상에 대한 학문적인 접근 방법에 초점을
맞춥니다. 인체 해부학, 생리학, 생화학, 미생물학 등이 이에 해당합니다.
인체를 해부하여 그 구조를 조사하는 학문, 인체 해부학 실제 인체를 방부제 처리하여 만든 해부학 실습용 시신 ‘카데바’를 직
접 해부하며 인체에 대해 공부합니다. 의사가 되기 위한 공부에 상당히 큰 비중을 차지하는 과목입니다.
병원에서 실제로 부딪히며 공부하자, 임상의학 진단과 치료와 같이 실제 환자를 진료하는 것에 중점을 둔 학문으로 내과, 외과,
소아청소년과, 정형외과, 산부인과, 이비인후과, 안과, 피부과, 비뇨기과, 정신건강의학과 등이 있습니다. 병원에 가면 실제로 흔
히 볼 수 있는 과들이 바로 이 임상의학에 속하는 것들입니다. 의학은 큰 틀에서 위와 같이 분류할 수 있으며 인체의 ‘모든’ 요소
를 다룰 수 있도록 수많은 분야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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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학의 어제와 오늘
ࣥѾ@ॕŗ͙
전공 영어 강의 전 세계를 무대로 하는 의
학의 특성상 국제 공용어인 영어 능력 역시 의
사에게 필요한 능력이 되었습니다. 따라서 원

과거의 의학과 졸업자들은 대다수가 졸업 후 의료직으로 취업하거나 의사로서 대
학병원에서 일하면서 교수직을 병행하였습니다. 그러나 최근에는 생명과학분야 가
부각되면서 연구원으로 진출하는 졸업생이 늘고 있고, 이밖에도 법률, 언론(의학전
문기자), 행정, 경영 등의 분야로 진출하기도 합니다.

서를 이용한 전공 영어 강의를 통해 학생들이
영어 실력을 늘릴 수 있도록 돕고 있습니다.

국제교류 프로그램 국제적 안목과 리더십을
갖춘 경쟁력 있는 전문의료인 양성을 위해 전
세계 대학 연합기구 및 의대생연합체의 다양한

의학의 미래
과학 기술의 발전과 함께

국제 컨퍼런스와 교류행사에 참여하고, 해외
임상실습과 교환학생 파견, 하계대학 참가 등

의학은 점점 더 어떻게 발전할까요? 의학의 발전은 곧 과학의 발전과 함께 합니다.

세계 많은 의과대학들과의 교류를 통해 재학생

현재에도 로봇 기술과 접목되어 수술에 로봇의 도움을 받고 있고 미래에는 아예 로

의 국제사회 진출을 장려, 지원하고 있습니다.

•Universitas21 Medical Clinical Placement 고려대학교 의과대학 재학생 전 세
계 11개국 17개 대학병원에서 임상실습 가능

•International Elective Clerkship Pro-

봇이 수술전체를 진행하는 시대가 올지도 모릅니다. 또한 다양한 생명 공학 기술을
통해 유전자 차원에서 병을 치료할 시대가 올 것이고 지금보다 몇 배 더 오래 살 수
있는 길도 열릴 것입니다. 인간의 무병장수는 인류의 탄생 이래 인간의 가장 큰 소
망 중 하나였습니다. 먹으면 영원히 살 수 있다는 불로초를 애타게 찾았던 진시황

gram 싱가포르국립대 용루린의대, 미 일리

의 이야기를 아시나요? 비록 그는 그 꿈을 이루지 못했지만 미래에는 무병장수가

노이대 시카고의대 등 유수 의과대학 임상실

꿈만은 아닐 것입니다. 의학의 발전이 인간의 삶을 얼마나 더 바꾸어 놓을지 궁금

습 학생 파견

하지 않으신가요? 각 시대에 따라 떠오르는 의학 분야는 변해왔습니다. 최근까지는

•세계 의대생 연합 행사 Asian Medical Student's Association, International Federation of Medical Student’s Association,

피부과, 성형외과 등 현재 흔히 인기과라 불리는 분야들이 각광을 받았습니다. 그
러나 이런 인기과나 떠오르는 분야들은 시간이 흐름에 따라 현재도 계속 바뀌고 있

World Korean Medical Student’s Organi-

습니다. 늘고 있는 노인 인구로 인해 수요가 늘어나고 있는 재활의학과, 정신적 스

zation 등 전 세계 의대생들과의 학술 경연

트레스가 많아진 현대인을 돌보는 정신과 등 인간 삶의 변화에 따라 주로 요구되는

및 토론 활동, 문화 교류행사

의학 분야 역시 변하는 것이죠. 또 가까운 미래에는 어떤 분야가 대세로 떠오를지

•International Federation of Medical

모릅니다. 이를 한번 예상해보는 것은 어떨까요?

Student's Association 활동 전 세계 의
대생 연합 소속 87개국 간 기초 및 임상연구
교환학생 프로그램 운영

•Universitas21 Health Sciences Sum-

길을 가는 후배에게

mer School 의대, 간호대, 보건과학대, 약
대, 치대를 아우르는 보건의료계 다학제 간

이때는 꼭!

특수 하계대학 프로그램 운영

해외 의료봉사 프로그램 Universitas21

의예과 1~2학년

UN MDG initiative, Universitas21 Global

의학과 4년으로 들어가기 전의 예비 과정인 이 시기는 의학을 본격적으로 배우기 전에

Learning Partnership Program, 라파엘클리

기초 학문 수업과 교양 수업을 듣는 시기입니다. 아직 본격적인 공부를 하기 전인 시기

닉 필리핀 의료캠프 등

이기에 상당히 시간이 많이 남고 여유롭습니다. 이런 시기에 여러분들은 무엇을 해야
할까요? 저는 여러분들이 의사로서 꼭 필요하지만 결핍되기 쉬운 소양들을 기르기 위
해 다양한 경험을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의사는 사람을 직접 대하는 직업이기에 타
인을 위한 배려심과 이해심, 대인 관계, 사회성 등이 아주 중요한 비중을 차지합니다. 하
지만 오랜 시간 힘든 의학 공부에 매몰되다 보면 이러한 것들이 부족해지기 쉽기 마련
이죠.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이 이 시기에 다양한 동아리 활동이나 여행, 그 밖의 여러 긍
정적인 활동들을 통해 그러한 소양들을 기르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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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학과
의학을 본격적으로 배우기 시작하는 시기인 본과 1학년은, 수업 시간
과 공부해야 할 양이 급격히 많아지기 때문에 체력적, 정신적으로 많이 힘
듭니다. 절대량 자체가 많은데다가 수업진도는 여러분의 복습 스케줄을 기다려주
지 않기 때문에 우선 매일매일 복습을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생활 패턴 자체
가 자유로운 예과 때와는 많이 다르기 때문에, 의학과 1학년은 다른 무엇보다도 학

мπ҆ɜ@ۉ।
미래의 의사에게
페리 클라스. 미래인. 2008
저명한 소아과 의사인 작가가 의과 대학 진
학을 앞둔 아들에게 보내는 편지 형식을 통

업을 우선순위에 두고 본과의 생활 패턴에 적응을 하며 꾸준히 공부하는 것이 가장

해 의학교육의 형식과 의사라면 지녀야 할 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하루의 대부분을 공부하면서 보내고 시험기간에는 특히 엄

음가짐, 의사로서의 고민과 의문에 대한 문제,

청난 시험 범위에 압도당하는 삶을 살게 됩니다. 이러한 과정에서 몸은 물론 정신

의료행위 등에 관하여 상세하게 설명하고 있

적으로도 피폐해 질 수가 있는데 이 때 가장 도움이 되는 것은 주변 사람들과의 교

습니다.

감이라고 생각합니다. 힘든 과정을 함께 해 나가는 동기들, 이미 그 과정을 거쳐간
선배들의 따뜻한 충고 등이 있기에 그나마 힘든 본과 1학년을 버틸 수 있는 것 같

소설 의과대학
강동우. 문학사상사. 2002
의대에 입학한 청년이 겪는 ‘의사 되기’의 과정

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무리 자신의 공부가 바쁘고 힘들더라도 너무 이기적으로

을 실감나는 묘사와 사실적인 사건을 중심으

나만 바라보기 보다는 조금이라도 여유를 내서 주위를 살펴보기를 바랍니다. 그리

로 그린 성장소설입니다. 실제 의대생의 생활

고 학업적인 면이나 학교 생활에 있어서 어려움을 겪는 사항이 있으면, 혼자 끙끙

을 엿볼 수 있는 소설로 작품 속에는 우리가 잘

대지 말고 선배 혹은 교수님에게 도움을 요청하여 조언을 듣는 것을 추천합니다.

모르는 생활, 학업 그리고 그들만의 속어도 자
주 등장합니다. 예를 들어 ‘옵쎄’란 말이 심심
찮게 나오는데 이것은 영어 옵세시브(Obsessive, 강박적)에서 시작된 의대의 속어로 강박

의학과 2학년은 1학년 때 공부하는 기초의학과 3, 4학년에 이루어

관념에 사로잡혀 공부만 하는 사람을 가리킵니

지는 병원 실습의 중간 단계이며, 임상 의학을 공부하게 됩니다. ‘신경학’,

다. 이처럼 의대생의 생활을 엿보는 것도 그야

‘소화기학’ 등 과별 시간표에 따라 처음으로 임상 교수님의 강의를 듣고, 수술 동

말로 흥미진진합니다.

영상과 실제 환자 이야기를 들으며 임상 술기도 배우게 됩니다. 가장 심적으로, 육
체적으로 힘들었던 시기인 본과 1학년이 지나고 조금은 마음에 여유를 가질 수 있
는 시기입니다. 기초 의학과 달리 환자가 대상이므로 의학의 전 범위가 대상입니다.
따라서 공부할 양은 방대하지만 ‘공부를 위한 공부’보다는 조금씩 의사로서의 책임
감에 공부에 대한 열정이 더욱더 생기게 됩니다. 이 시기에 열정을 가지고 공부 한
다면 탄탄한 기반을 쌓아 좋은 의사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의학과 1, 2학년 2년간 배운 기초와 임상 의학을 기반으로 본격적으
로 흰 가운을 입고 병원에 나가서 임상 실습을 하는 시기입니다. 이렇게 임
상 실습을 도는 의학과 3, 4학년 학생들을 ‘폴리클’이라고 부릅니다. 폴리클이 되어
도 우리는 의사 면허가 없는 학생이기는 하지만 단순히 선배 의사 선생님들을 따라
다니는 것뿐 아니라 담당 환자를 몇 명씩 맡아서 환자에 대해 공부하며, 환자와 대
화를 나누고, 동료들과 토론을 하는 등 실제로 치료에 참여하는 의료진이 되는 만
큼 이전보다 책임감이 커집니다. 3학년 때는 내과, 외과, 소아과, 산부인과 등 보통
‘메이저’라고 불리는 의학에서 가장 핵심적인 파트의 실습을 하게 됩니다. 보통 의
학과 1, 2학년 때보다 개인 시간이 많아지게 되는데, 그만큼 중요한 공부를 하는
시기이므로 공부에도 어느 정도 시간을 투자하는 게 좋습니다. 물론 이 시기에 새
로운 취미를 갖거나 운동, 연애 등 다양한 활동을 하는 것도 바람직하다고 생각됩
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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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부분의 지식 함양을 마친 본과 4학년에는 앞으로 다가올 의사국가
시험을 위해서 복습을 하는 시기임과 동시에 비교적 자신만의 시간을 가질

ؑמɸ۾@מĚĜЃ

수 있는 황금기입니다. 본과 1, 2학년 동안 배운 지식과 본과 3학년 동안 습극한 술
기와 경험을 마지막 일년 동안 갈고 닦아 더 훌륭한 의사로 거듭나실 수 있으실 겁

의예과
의과학입문 I, II, 의학개론, 세포생물
학, 기초의학통합실습 I
분자생물학, 기초의학통합실습 II,

니다. 모의 환자를 통한 임상 진료와 술기를 익히다 보면 어느덧 의사에 한 걸음 다
가간 자신의 모습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지식적인 면 이외에 여행을 다녀 오고 3
학년 때 경험하지 못하였던 과의 실습을 돌면서 의사로 내딛기 전 견문을 마지막으

III, 의학통계학(이론 및 실습), 생화

로 넓힐 수 있는 좋은 기회이기도 합니다. 의대를 꿈꾸시는 여러분들께서는 복습도

학, 봉사, 의학유전학, 과학적 사고의

철저히 하시고 경험도 많이 쌓으셔서 이 귀중한 시간을 훌륭한 의사로 거듭나는 데

표현, 학생연구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해부학, 생화학II, 생리학, 조직학, 기

ʷ،π@F@।পH।ԩ@ۜࠛ@ঢʷI

의학과
초신경과학, 미생물학, 병리학, 기생
충학, 발생학, 약리학, 예방의학(총론,
역학)
신장학, 정신의학, 순환기학, 행동과
학, 임상의학 I, 면역학, 산부인과학,
소아과학, 감염학, 호흡기학, 보건관

KMPC 사진을 통한 친목도모를 목적으로 한 동아리로 매년 정기 사진전을 엽니
다. 건강지기 바람직한 의사상을 모색하기 위한 동아리로 진료활동 및 세미나를
합니다.
그림샘 만화평론을 목적으로 한 동아리로 애니메이션 상영회, 단편집세미나를 진

리, 근골격학, 신경학, 임상진료입문,

행합니다

소화기학, 응급의학, 내분비대사학,

한사위 전통문화의 재창조를 목적으로 한 동아리로 매년 정기 공연을 합니다.

혈액학, 종양학, 임상의학Ⅱ, 임상의

MEDICS 체력단련 및 야구지식 고양을 위한 동아리로 다양한 대회에 참가합니다.

학연구, 진단학
필수임상실습, 예방의학(환경, 산업),
임상의학종합 I, II, 응용의학, 의료윤
리와 프로페셔널리즘
선택임상실습, 임상의학종합 III, 임
상진료술기, 봉사 II

오케스트라 클래식 음악활동 및 친목도모를 목적으로 한 동아리로 매년 정기 연
주회를 엽니다.
잠수의학연구회 잠수의학 연구 및 심신단련을 위한 동아리로 스킨 스쿠버 훈련과
하계 원정을 합니다.
연구소 법의학연구소, 바이러스병연구소, 여성의학연구소, 소화기연구소, 줄기세포
연구소, 희귀질환연구소 등 다양한 분야의 30여 개 연구소가 존재합니다.

ʅǷ@¡@ڀ
नÃ@ч@րԟ֯۽
• 의학교육 평가인증 최우수대학 선정 4년인증 획득[한국의학교육평가원]
• 2014년 QS대학평가 Medical분야 151~200순위 진입(100위권 이내 진입 목
표 설정)
• BK21 플러스 융합중개 의과학사업단 국책과제 선정

६@ڀĳέ@ঊত
1. 교류협정 체결 현황
약 17개국 32개 대학 및 기관 간 MOU, SEA(학생교류협정) 등 체결
2. 교류국가 현황
중국, 미국, 캐나다, 영국, 일본, 독일, 싱가포르, 홍콩, 뉴질랜드, 스웨덴, 호주, 멕
시코, 아일랜드, 칠레, 카자흐스탄, 말레이시아, 에디오피아, 가나, 오스트리아, 인
도, 불가리아 등
3. 학생교류 현황
국제 임상실습(International Elective Clerkship) 교환 학생 수(In:Out)–2012학
년도 (9:0), 2013학년도 (23:15)2014학년도 (1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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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국제기구 활동 :
• Universitas21 Health Sciences Group(U21 HSG) 세계 연구중심대학 협력 네
트워크, 회원 수 11개국 17개교, 국내 유일 회원교
• Asian Pacific Rim Universities(APRU) 환태평양 지역 대학 협력 네트워크, 회
원 수 16개국 45개교

Ğͷ@ۜÿ@ч@֫ॼ
의사 국가고시(실기 및 필기시험)

5. 국제 의료활동
• Careers@singapore 고려대학교 싱가포르 보건부 인정리스트 등재(2007), 고
려대학교 의과대학 졸업생의 싱가포르 의사면허 인정, 의료활동 가능

।Ĝ@ҜԽ@ِĸ՜
법의학연구소, 바이러스병연구소, 여성의학연구소, 소화기연구소, 줄기세포연구소,
희귀질환연구소 등 다양한 분야의 35여 개 연구소가 존재합니다.
고려대 정기평가 환경의학연구소 최우수 연구기관으로 선정

@ؽܙশݘ@ۉ
학계 ¡ 교육계 임상의사, 대학병원 소속의사 겸 의과대학 교수, 전문의 등
언론계 ¡ 법조계 · 기업계 의학전문기자, 의학전문 변호사, 대기업 전문의사, 제약의사, 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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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학과

사범대학, Since 1959
Department of Education

백년대계의 초석, 교육학과
고려대학교 사범대학 교육학과는 1959년 문리과대학 문학부의 교육심리학과에서 출발해 1962년 심리학과와 분리된 후, 1972년
신설된 사범대학으로 옮겨 지금까지 2,000여 명의 졸업생을 배출하였습니다. 2010년 교육과학기술부 전국 사범대학 평가에서 모
든 부분 A등급을 받은 고려대학교 사범대학은 21세기 한국중등교육의 주춧돌 역할을 하고 있으며 그 중에서도 교육학과는 학교 교
육과 사회 교육 현장에 도움이 되는 교육학의 학문적 과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고려대학교 교육학과는 교수님들의 연구실적, 연구
비 수주액, 국책연구소 설치 등에서 타 대학교를 훨씬 앞서 있으며, 이는 중앙일보 평가에서 부동의 1위를 차지한 데서도 알 수 있
습니다. 교육학과에서는 교육의 주체이자 대상이 되는 인간과 사회를 전문적이고 과학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교육학 이론을 탐구
하며, 학교와 기업 교육을 책임질 훌륭한 학자와 교원 양성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http://edu.korea.ac.kr

인재를 키워 국가사회와 인류사회에 이바지하다
인재가 국력이 된 시대가 도래하였고 교육이 그 인재를 양성합니다. 일반적으로 사범대학에 속한 교육학과라고 하면 중 · 고등
학생을 대상으로 한다고 생각하지만, 교육학은 노인과 아동, 특수아를 대상으로 하는 교육, 기업과 산업 교육, 나아가 평생 교육
까지를 아우르는 학문입니다. 교육학과를 졸업하게 되면 교육학 중등2급 정교사 자격증을 받게 됩니다. 교육학과의 전공을 수학
하면서 이중전공을 통해 사범대학 내 다른 학과의 전공을 이수하여 이중전공 학과에서 발급되는 교과의 교사 자격증을 받기도
합니다. 사범대학이 아닌 단과대학 소속 학과를 이중전공하여 교육학 이외의 학문에 대한 식견을 넓힐 수도 있으며, 심화전공
을 통해 교육학을 보다 깊이 있게 배울 수도 있습니다. 교육학적 전문 지식과 기술을 학교현장에 적용하는 교사, 국제적 감각
을 지닌 인력개발 전문가, 다양한 교육문제를 창의적으로 해결하는 교육전문가, 독립적인 교육관련 연구를 수행하는 전문가와
교육전문요원이 꿈인 후배님들, 교육학과로 오십시오.

교육학의 엔진
교육전반에 대한 끊임없는 관심과 탐구
교육학은 교육이 무엇인가라는 거대담론으로부터 시작해 인간으로서
어떻게 사는 것이 잘 사는 것인지를 고민하며, 왜, 누가, 어디서, 누구에
게, 무엇을, 어떻게 제공하느냐는 아주 구체적인 문제까지 탐구합니
다. 교육학은 어쩌면 인류에 나타난 학문 영역 중 가장 광범위하면서

이런 학생 교육학에
• 공부를 왜 해야 하는지 고민해 봤다.
• 인간은 무엇을 배우고, 어떻게 배우는지, 더 잘 배우
도록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등에 대한 관심과 흥
미가 많다.
• 인간교육, 학교교육 등을 통해 우리 사회를 더 좋은
사회로 만들고 싶다.

도 세분화된 학문체계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만큼 다방면에 대한

• 교육정책, 교육 프로그램 등을 개발해보고 싶다.

이해의 폭이 넓고 깊이가 있어야 합니다. 교육은 교육학 한 분야에만

• 인간의 창의성 증진, 학생들의 진로 지도에 관심

국한된 문제가 아닙니다. 각 시대의 교육학 사조는 물론, 정부의 정

이 높다.
• 타인의 능력을 긍정적으로 인식한다.

책 결정 대상이자 사회적 관심사이며 한 국가의 재정능력에 영향을

• 기업에서도 타인의 잠재력 발휘 극대화를 돕고 싶다.

받을 뿐 아니라 기관 구성원의 삶까지 연결되지 않은 곳이 없습니다.

• 영재아, 특수장애아, 유아, 성인, 노인 등 다양한 대상

여러분에게 가장 익숙한 학교 교육을 예로 들어보겠습니다. 이제까지

의 교육에 종사하고 싶다.

여러분은 주로 학생의 입장에서 교육을 보아왔겠지만 학생을 떠나 교
육자의 입장에서 또 교육과 연관된 다양한 사회 · 경제적 측면까지 고려하
게 되면 많은 것들이 달라 보입니다. 아니 모든 것이 달라 보이게 됩니다. 학생을 둘러싼 모든 것이 교육 요소로 작용하기 때문입니다.
교실에서의 수업은 물론 학생과 교사의 심리, 인성, 교육방법, 교육효과, 진로, 나아가 학교 건물과 시설, 행정 기관과 사회의 제
반 사항에 이르기까지 교육은 상상을 초월하는 수많은 요인들과 함께 합니다. 기업에서의 교육은 어떨까요? 또 사회기관이나
국가의 교육정책이라면요? 귀를 넓히고 눈을 크게 뜨면서 깊이 들여다보고 사고하는 교육자, 그들에게 ‘교육’이 열려있습니다.

전공 수업 교육학, 무엇을 배울 것인가
교육이란 무엇인가? 교육학개론, 교육철학, 한국교육사, 세계교육사, 교육사상가론 등 교육에 대한 기초적이고 근본적 이해를
돕는 것으로, 교육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서의 기본적인 교육관을 정립합니다.
누구에게 가르칠 것인가? 청소년교육개론, 노인교육개론, 여성교육개론, 특수교육학개론, 교사론 등 다양한 대상에 대한 교육
을 학습하여 이들을 위한 교육자의 기본 소양을 갖추게 합니다.
무엇을 어떻게 가르치고 배우나? 교육심리학, 교수학습이론, 교육공학, 교육과정, 교육평가, 인간발달과 학습, 학습동기, 학교상
담과 생활지도 등 교육학의 핵심영역이자 교육의 실제에서 매우 중요한 요소로 왜, 무엇을, 어떻게, 제대로 가르치고 배울 것
인가에 대해 탐구합니다.
더 넓은 시야로 보는 교육! 교육사회학, 교육행정학, 교육경제학, 교육정치론, 교육정책의 이해 등 교육과 밀접히 관련된 학문
분야를 함께 고려함으로써, 교육현상을 보다 깊고 넓게 사고할 수 있도록 합니다.
한국을 넘어 세계로! 세계의 고등교육, 국제교육론, 비교국제교육학 등 글로벌 시대에 발맞추어 세계의 교육에 대한 이해를 바
탕으로 국내의 교육을 발전시켜 나감은 물론 국제무대에서 활약할 교육 관련 인재 양성을 위한 전공을 준비합니다.
학생 때만 교육받나? 이젠 평생교육시대! 평생교육개론, 직업진로설계, 평생교육경영학 등 격변하는 사회 속에서 평생교육은
이제 선택이 아니라 필수! 효율적인 평생교육을 위한 방법과 설계, 실천에 이르기까지 평생교육에 대한 탐구가 이루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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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은 학교에서만 하지 않는다! 기업교육론, 인적자원개발론, 시민교육론, 직업과
윤리 등 교육은 학교에서도 이루어지지만 사회교육기관, 기업, 사이버공간, 가정

ࣥѾ@ॕŗ͙

등도 학교와 함께 교육에 참여합니다. 특히 학교 못지않게 교육을 체계적으로 하는
기업에서의 교육이 중요한 연구 대상이 됩니다.

전공 영어 강의 교육학과는 글로벌 시대에
부응하는 국제적인 교육전문가 양성을 위해 전
공 영어 강의를 개설하고 있습니다.

교환/방문학생 프로그램 일정 학기 동안 고
려대학교와 협정을 맺은 외국의 대학에서 수학
하는 프로그램으로 국외의 교육을 직접 체험해
볼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교육학과의 미래
끝없이 분화와 발전을 거듭하는 교육
인간의 문명은 문자를 통해 지식을 보존하고 전달하는 행위를 통해 발전하였으며
그 과정 자체가 바로 교육이었습니다. 이렇게 인간 문명의 초석이 된 교육은 이제

мπ҆ɜ@ĳڲ।

모든 사람들의 권리가 되었습니다. 더욱이 지식중심사회가 도래하면서 교육의 중
요성이 증대되고 있습니다. 단순히 이전 세대에서 다음 세대로 지식을 전달하는 교

교육학개론

육을 넘어 현재는 교육의 대상과 교육 내용이 매우 넓어지고 다양화되고 있습니다.

김정환 · 강선보, 박영사. 2011

하루가 다르게 변화하고 모든 것이 전문화되는 세상 속에서 이제 일생 동안 교육에

교육과 교육학이란 무엇인지 근본적으로 고찰
하는 책입니다. 교육의 근본적 특성을 파악하
게 하며 아울러 교육학에서 다루는 주요 분야

참여하는 것이 반드시 필요한 일이 되었습니다. 교육이 학교 교실에서만 이루어진
다는 공식이 깨진 셈입니다. 최근에는 교육정책을 입안하고 연구하며 정책을 세우

및 오늘날 교육의 시대적 과제로 부상하는 특

는 교육전문가도 각광받고 있습니다. 꼭 학교가 아니어도 다양한 곳에서 ‘교육’과

수교육, 평화교육, 다문화주의와 교육에 대해

함께 평생을 보내고 싶은 분들, 넓게 열린 문으로 들어오십시오.

서도 다루고 있습니다.

교육심리학
임규혁 · 임웅, 학지사. 2007
교육심리학의 학문적 성격과 역할에 대한 이

블루오션

해에서 시작해, 상담과 정신건강의 이해는 물
론 효과적인 교육평가의 기초까지 다질 수 있
도록 구성되어 있습니다. 교육학의 이론과 실

●

교육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높아지면서 대학 및 연구소의 교수,

교육전문가

석박사급 교육전문가를 비롯하여 각 시도교육청의 장학사 등 교
육의 근원에 대한 기본적 고민을 하는 전문가들입니다.

제의 관계에 대해서 안내합니다.

한국 공교육의 새로운 구상과 전략
권대봉 · 신현석, 집문당. 2003
끊임없이 제기되고 있는 공교육 위기 문제에

●

교육경영자는 각 단계별 교육의 기획, 마케팅, 실행, 평가 등을 운

대해 분석하고 그 해결 방안을 제시하고 있는

교육기관

영합니다. 학교경영자, 유아교육기관 설립 운영자, 대안학교 설립

책입니다. 공교육 위기에 대한 피상적인 접근

경영자

운영자, 기업 컨설팅 전문가, 사교육기관 경영자 등이 있습니다.

실천적 해법까지 모색하는 책으로, 현재 공교

●

학교에서 인간관계에 어려움을 겪는 학생들이 늘어나고 있습

육 위기에 대해 관심을 가진 학생들에게 도움

교육상담

니다. 자신들의 문제를 상담하고 왜곡된 인간관계를 개선하며,

이 될 것입니다.

전문가

상처받은 마음을 치유하는 일이 필요한데, 이를 돕는 전문가들입

이 아니라, 공교육의 근본적 의미 파악에서부
터 시작하여 해외의 공교육 상황까지 조망함으
로써 공교육 위기를 체계적으로 파악하고, 그

니다.

한국의 사회변동과 교육
김경근, 문음사. 2004
교육과 사회의 관계에 대한 고찰을 바탕으로,
한국 사회에서 교육이 사회에 어떤 영향을 미
치고 사회가 교육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살
펴보고 있는 책입니다. 한국 사회에서 특징적
으로 나타나는 ‘교육열’에 대한 이해, 교육과 경

●

교육학과 학생들의 학과 교육과정에는 평생교육사가 되기 위해

평생교육사

필요한 과정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평생교육사 자격증 취득이
용이합니다. 사회 변화로 평생교육에 대한 수요가 증대됨에 따라
평생교육사의 수요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제의 관계, 교육평등과 사회평등의 관계 등 한
국의 주요 교육문제에 대한 과학적인 접근을
하고 있는 책으로, 교육과 사회의 관계에 대해
관심을 가진 학생들에게 도움이 될 것입니다.

길을 가는 후배에게
대학 생활을 처음 해나가는 신입생 여러분들은 여러분들 앞에 펼쳐진 다양한 경험들
을 마주하고, 무엇을 언제 어떻게 해야 하는지 많이 고민될 것이라고 생각해요. 요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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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욱더 심해지는 취업난 탓에 입학과 동시에 소위 ‘스펙’을 쌓기 위해 노력하는 학생들
이 많다고 하는데, 자격증이나 시험이나 학점 같은 것들이 스펙의 전부는 아닙니다. 물
론 이렇게 문서화된 스펙도 중요하지만, 대학 생활을 하면서 만드는 자신만의 이야기
또한 자신을 보여줄 수 있는 중요한 스펙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1, 2학년 때는
시험이나 자격증 준비에 매진하는 것보다 다양한 경험을 쌓는 것이 훨씬 중요합니다.

ʅǷ@¡@ڀ
नÃ@ч@րԟ֯۽
2014 중앙일보 대학평가 학과평가 최상위

이때는 꼭!

।Ĝ@ҜԽ@ِĸ՜
고려대학교 부설 교육문제연구소 교육의 문제

비교적 시간 여유가 있으니 전국 방방곡곡을 다녀본다든지, 해외로 배

와 과제를 종합적으로 연구합니다.

낭여행을 떠나 견문을 넓히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본격적으로

두뇌동기연구소 뇌과학의 발전성과를 교육에

전공을 배우기 전이니 관심 있는 분야의 교양 수업을 잘 골라서 듣는 것도 좋겠습

응용하고, 실험과 설문연구를 통해 동기의 증

니다. 또한 고려대학교 내에는 공식적으로만 100여 개가 넘는 동아리와 학교 단체
가 있는데요, 동아리 활동을 통해서 다른 학과 사람들과 만나볼 수 있고 관심분야
에 대한 활동도 할 수 있겠죠?

진과 저하에 따른 뇌의 활성화와 행동의 변화,
학습효과의 차이 등을 연구합니다. 한국연구재
단에서 지원하는 대학중점연구소입니다.
아시아 에듀 허브 사업단 주로 대학원생들에
게 장학금을 지급하여 우수한 교육학 연구자를

학교 외적인 활동이나 전공과 관련된 전문적인 활동을 해보는 것이 좋

길러내는 정부 재정지원사업의 하나인 BK21

아요. 예를 들어, 교외 봉사나 여러 학교가 함께 하는 연합동아리에 참여하

플러스 사업단입니다. 아시아 교육학 연구의

거나, 자신의 전공 혹은 관심 분야에 관한 학회에 소속되어 활동하는 것이 좋습니

확고한 중심으로 자리잡고 세계 수준의 교육

다. 엇비슷한 경험 수준을 가진 동료나 재학 중인 선후배보다 한층 깊고 넓은 경험

학 연구를 위해 활동합니다.

을 가진 분들도 주변에 많습니다. 사회 각계에 진출한 선배님과의 교류나, 각 분야

고등교육정책연구소 정부의 재정지원사업의

의 최고 전문가이신 우리학교 교수님들과의 교류도 자신의 잠재력을 한껏 발휘할

일환으로 대학교육, 대학원 교육의 발전을 위

수 있도록 하는 중요한 경험입니다.

한 각종 정책 연구를 수행합니다.

ʷ،π@F@।পH।ԩ@ۜࠛ@ঢʷI
제3교육 교육학과 내에서 교육학에 대한 보다 깊이 있는 탐구를 목표로 하는 학
회입니다.
애호박 사회과학에 관한 공부를 함께하는 학회입니다.
비전 음악과 노래를 좋아하는 교육학과 내의 노래동아리입니다.
베이스맨 야구를 좋아하는 학생들이 모이는 야구동아리입니다.
페다고지 함께 모여 축구를 하는 축구동아리입니다.
백년대계 농구를 좋아하는 학생들끼리 모여 만든 농구동아리입니다.

Ğͷ@ۜÿ@ч@֫ॼ
2급 정교사 자격증, 평생교육사 자격증, 행정고시(교육직렬)

@ؽܙশݘ@ۉ
교육계 교사, 장학사, 대학교수
교육학 연구자 교육 현상을 탐구하고 교육 이론을 다듬는 전문 연구자, 한국교육개발원, 한국
교육과정평가원, 한국직업능력개발원, 국가평생교육진흥원 등 국책 연구소나 대학의 교육 관련
연구소 연구원
기업에서의 교육 기업체 인사부서나 교육부서 담당자, 기업연수원 교육 전문가, 기업교육컨설
턴트
교육행정가 행정고시 합격 후 국가 교육 행정가
기타 기업 컨설팅, 금융인, 방송국 PD, 아나운서, 방송기자, 방송작가, 신문사 논설위원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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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어교육과

사범대학, Since 1978
Department of Mathematics Education

백년대계를 위한 밑거름,
국어교육
고려대학교의 건학이념은 ‘교육으로 나라를 구하자’라는 뜻을 가진 ‘교육구국’입니다. 국어교육과는 이러한 건학이념을 따르고 국가
의 미래를 책임질 능력 있는 교원 양성을 목적으로 1978년에 설립되었습니다. 최고의 명성을 가진 7명의 전임 교수님들 아래 30여
년 동안 고려대 국어교육과에서 배출한 1,700여 명의 졸업생들은 중등교원 임용시험 전국 사립대학 중 합격률 1위를 달성하며 교
육계에 큰 기여를 하고 있음은 물론, 현재 학계와 언론계, 광고계와 출판계 및 행정 분야에서도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http://koredu.korea.ac.kr

모든 활동의 도구이자 기본이 되는 학문
흔히 국어교육과라고 하면 고등학교 시절에 공부했던 문법이나 문학만을 공부할 것이라고 생각하는 학생들이 많습니다. 국어
교육과에서는 이러한 문법과 문학의 기초에서 응용까지 체계적으로 공부하는 것은 물론 이를 어떻게 교육할지에 관해 전반적
이고 실제적인 공부를 하게 됩니다. 언어가 우리 생활의 출발이라는 사실은, 생활 속 모든 활동에 국어교육이 중요한 도구이자
기본이 되는 학문이라는 점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해줍니다. 국어교육과는 이렇게 국어에 대한 교육은 물론 타 교과 및 다
양한 분야에 영향력을 미치는 국어의 이해와 사용에 대한 학문을 연구하는 곳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국어교육의 엔진 논리력을 갖추자
국어교육과를 졸업한 학생들은 교육계는 물론 전공과 연계된 다양한
분야에 진출하여 활동하고 있습니다. 어느 분야에 진출하든 간에 국어
교육과라는 전공의 장점을 최대한 살리기 위해서는 논리력이 무엇보
다도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논리력을 기르기 위해서는 평소 풍
부한 독서활동은 물론 자주 글을 써 보고 또 그 글을 여러 번 고쳐 보
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평소에 접하는 여러 주제에 대해 비
판적으로 사고하고 자신의 의견을 조리 있게 말하는 연습을 하는 것
또한 논리력을 기르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이런 학생 국어교육에
• 우리 국어와 문학, 문화에 대한 자긍심과 긍지로
충만하다.
• 평소 풍부한 독서 활동을 하며 논리적인 표현력과
비판적 사고가 뛰어나다.
• 국어 시간만 되면 초롱초롱해지고 작품 속의 화자나
주인공의 심경을 잘 이해한다.
• 타인과의 의사소통 능력이 좋고 남에게 무언가를 가르

전공 수업 국어, 교육 그리고 국어교육
‘국어학의 이해’는 국어와 국어 문법에 대한 전체적인 내용을 개괄하
여 앞으로 공부하게 될 문법 관련 수업들의 밑그림을 그릴 수 있도록
해주는 기초 과목입니다. ‘한국문학의 이해’는 우리 삶에서 문학이란

쳐주기 좋아한다.
• 국어 및 국어교육에 대한 흥미와 열정, 그리고 지적
호기심을 가졌다.
• 타인의 능력을 신뢰하며 타인을 긍정적으로 바라볼
수 있다.

무엇인가를 생각해 보고 문학의 다양한 장르와 특성을 이해하여 앞으
로 공부하게 될 문학 관련 수업 및 문학 작품 감상의 지침을 마련해 주는
기초 과목입니다. [국어교과교육론]은 국어교과란 무엇인지와 국어 과목의 하위영역에 대해 살펴보고 국어의 이해와 표현 교육
및 평가를 중심으로 국어교과의 전반에 대해 이해할 수 있도록 해 주는 기초 과목입니다.

학과목에 대하여 수학에 대해 배우고 가르치게 하는 수업하기
국어교육과의 전공은 크게 세 분야로 나눌 수 있습니다. 국어학, 문학, 교과교육이 모여 국어교육의 삼각형을 만들어 냅니다.

국어학에 관하여 우리말의 뿌리와 규칙에 대해 다룹니다. 구체적인 수업으로는 한국어학의 이해, 한국어음운론, 한국어통사론,
한국어의미론, 한국어사 등이 있습니다. 한국어의 언어학적 특징과 역사적 변천을 이해함으로써 언어생활의 기초를 마련하고
한국어 문법을 올바르게 가르칠 수 있는 실력을 키웁니다.
문학에 관하여 다양한 작품을 통해 삶과 세계를 이해하고 안목과 통찰을 길러줍니다. 문장수사의 이해, 현대시선독, 현대소설
선독, 고전문학사, 고소설강독, 한문학의 이해 등이 있습니다. 문학이론과 작품의 올바른 해석과 함께 학생들이 문학을 즐기고
사랑할 수 있도록 어떻게 가르칠 것인가에 대해 공부하게 됩니다.
교과교육에 관하여 국어교육의 체계와 학교 현장에서 구체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교수법에 대해 배웁니다. 가령, 국어교육론
은 국어교육의 이론적·역사적 배경과 교육과정을 담고 있으며 국어교재연구 및 지도법은 다양한 전달 방법에 대해 탐구합니
다. 중등 문법교육론, 문법과 국어생활, 문학이론 교육론, 시교육론, 소설교육론, 고전산문교육론, 고소설교육론, 독서교육론, 작
문교육론 등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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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Ѿ@ॕŗ͙
최고의 사범대학에서의 교사 준비 고려대
학교 사범대학은 전국 사범대학 평가의 모든
부분에서 A등급을 받으며 전국 최우수 대학
으로 선정되었습니다. 그 중에서도 국어교육
과는 국어교육계의 패러다임을 바꾼 7명의 교
수님들과 최고의 커리큘럼을 가지고 있으며,
1,700여 명의 든든한 선배님들께서 교육계는
물론 행정, 언론, 광고, 출판계에 진출하여 고
려대학교 국어교육과의 위상을 널리 알리고 계
십니다.

길을 가는 후배에게

졸업과 함께 당당한 국어교사로 국어교육
과 학생들에게는 졸업과 동시에 2급 정교사 자

대학 생활을 처음 해나가는 신입생 여러분들은 여

격증이 주어지게 됩니다. 즉 교사가 될 수 있다

러분들 앞에 펼쳐진 다양한 삶의 모습들을 마주하고 무엇을 언제 어떻게 해야 하는지 많이 고민

는 자격이 주어지게 되는 것인데, 이는 사범대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요즘 더욱더 심해지는 취업난에 입학과 동시에 소위 말하는 스펙을 쌓

를 졸업한 학생들만이 받을 수 있으며 사범대
를 제외한 다른 학과 학생들은 자신의 학과에

기 위해 노력하는 학생들이 많다고 하는데 자격증, 시험, 학점과 같은 것들이 스펙의 전부는 아

서 교직이수를 하거나 졸업 후 교육대학원을

닙니다. 물론 이렇게 문서화된 스펙 또한 중요하지만, 대학 생활을 해나가면서 만드는 자신만의

진학해야 받을 수 있는 자격증입니다.

스토리 또한 자신을 보여줄 수 있는 중요한 요소라고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1,2학년 때는 시험

해외에서의 교생실습하기 졸업 전, 교생실

이나 자격증에 매진하는 것보다 다양한 경험을 쌓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습은 필수입니다. 여기에 특별함을 더하여 외
국 대학과 협정을 맺고 있어 해외로 한 달 동안
교생실습을 다녀올 수 있습니다.

이때는 꼭!

비교적 시간적인 여유가 있을 때인 만큼 당장 티켓을 끊어서 전국 방방곡곡을
다녀본다든지, 아르바이트로 돈을 모아 해외로 배낭여행을 떠나는 것도 좋습니다.
본격적으로 전공을 배우기 전이니 학교 내에서 관심 있었던 분야의 교양 수업을 잘 골라서
듣는 것 또한 좋습니다. 그리고 고려대학교 내에는 공식적으로만 100여 개가 넘는 동아리
와 학술단체가 있습니다. 동아리 활동을 통해서 다양한 학과의 사람들과 인간관계도 형성
할 수 있고 관심분야의 활동도 할 수 있습니다.
학교 외적인 활동이나 전공과 관련된 전문적인 활동을 해보는 것도 좋습니다.
예를 들어 외부 봉사에 참여한다든지 여러 학교가 함께하는 연합동아리에 참여한
다든지 자신의 전공과 관련되었거나 관심 있었던 분야의 학회에 소속되어 활동하는 것 등
이 있습니다. 특히 사범대 학생은 졸업을 위해서 필수적으로 멘토링 교육봉사를 60시간 이
수해야 하기 때문에 서울시에서 진행하는 ‘동행’이라는 프로그램에 참여하면 교육봉사 시간
도 이수하고 외부활동도 경험해 보는 좋은 기회가 될 것 같습니다.

ʷ،π@F@।পH।ԩ@ۜࠛ@ঢʷI
국어교육과에는 다른 학과에 비해 많은 학회가 있습니다. 학생들은 자신이 관심 있는 분야
에 대해 교수님들의 적극적인 지도를 받으며 학우들과 열심히 공부할 수 있습니다. 매년 9
월에는 모든 학회가 한 자리에 모여 일 년 동안 탐구한 내용을 발표하는 ‘학술제’를 가집니
다. 학술제에서는 적극적인 발표와 치열한 토론을 통해 서로의 학업 신장을 확인하고, 하나
되는 기쁨을 누릴 수 있습니다.
국어연구반 언어학에 대한 기초적인 공부를 바탕으로 국어 문법의 다양한 내용들을 폭넓고
깊이 있게 공부하는 학회입니다.
교육문예반 교육과 문예에 대한 공부를 하는 학회로서 다양하고 개방적인 주제로 학회원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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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에 자유로운 토의가 진행됩니다.
현대문학반 시, 소설, 비평을 공부하고, 직접 창작과 합평을 통해 현대문학에 대한
이해를 넓힙니다.
아우름 국어교육과 내의 풍물패로 사범대 풍물패인 소리사위에 소속되어 있습니다.

мπ҆ɜ@Ĺشĳڲ

신명나는 풍물의 매력이 가득합니다.

꿈의 교실

참교육실천 예비국어교사모임 역사가 깊은 학회로, 예비국어교사로서 참교육에 대

고봉익. 해와비. 2012

해 고민해 보고 개선 방안을 탐구하는 학회입니다. 교육에 대한 관심과 열정이 남
다릅니다.

저자가 직접 겪은 학생들의 이야기를 토대로
학생들과의 멘토링, 피드백, 상담법 등에 대한
노하우가 쉽고 재미있게 적혀 있으며, 예비 교

고전문학반 고소설, 고전시가는 물론 성현들의 글까지 아우르는 폭넓은 고전문학

사로서 직접 교생실습을 나가기 전에 학생들

을 경험할 수 있는 학회입니다.

을 대하는 법에 대해 배워볼 수 있는 책입니다.

한국어문교육연구소 매년 전국적규모의 학술대회를 개최하고 학회지를 간행하여

우리말의 수수께끼

국어교육의 발전에 공헌하고 있습니다.

박영준 외. 김영사. 2002
한국어의 과거와 현대를 쉽고 재미있게 알아볼
수 있는 우리말의 역사와 변화를 풀어놓은 책

ؑמɸ۾@מĚĜЃ
한문학의 이해, 문장수사의 이해, 국어학의 이해
한국문학의 이해, 현대시선독, 현대소설선독, 고소설교육론, 소설교육론,
한국어통사론, 국어논리 및 논술, 독서교육론, 국어교과교육론, 국어음운

입니다. 우리말의 아름다움과 그 속에 담긴 조
상들의 지혜를 느낄 수 있습니다.

정본백석시집
고형진 엮음. 문학동네. 2008
소월과 만해에 이어 한국현대시의 지평을 넓힌

론등

시인 백석의 작품들을 한 곳에 모으고, 시어에

중등문법교육론, 국어형태론, 국어의미론, 국어사, 중세국어문법, 희곡교

대한 설명을 포함한 시집입니다. 모국어의 확

육론, 문학이론교육론, 고대시가교육론, 구비문학교육론, 국어교과교재

장과 구문의 개척 등을 보여주는 백석 시를 천

연구 및 지도법, 화법교육론 등
현대문학사, 현대문학교육론, 훈민정음의 이해, 문법과 국어생활 등

천히 읽으며 문학에 대한 가치와 아름다움을
경험하기를 권합니다.

문학이란 무엇인가
유종호. 민음사. 1998

@ؽܙশݘ@ۉ

문학에 대한 피상적이고 난해한 접근 대신, 구
체적이고 친절한 설명으로 문학에 대한 이해

교육계 중등교사, 학원강사
학계 교수, 연구원
언론 및 출판계 기자, 피디, 작가, 콘텐츠제작자, 출판기획자 및 집필자

와 태도를 함께 배울 수 있는 책입니다. ‘글이
글을 낳는다. 좋은 글이 좋은 글을 낳고 서투른
글이 서투른 글을 낳는다.’

기업계 일반기업체, 금융관련 기업, 광고 및 마케팅 기업 카피라이터
정부 ¡ 공공기관 각 부서 홍보팀, 교육공무원, 한국교육과정평가원

학생들을 가장 아름답다고 믿는 사람들
어떤 사람들은 돈을 쫓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권력과 화려한 명성이 뒤따라야 좋은 직업이라
고 말합니다. 큰 보수나 사회적 힘과 가깝지 않
은 교직은 다소 시시한 직업처럼 보일지도 모
릅니다. 그러나 학생들을 소중히 여기고, 학생
들과 부대끼며, 학생들이 성장을 보는 일이 마
냥 즐거운 사람들이 모인 곳이 있습니다. 바로
고려대 사범대학 국어교육과입니다.

।Ĝ@ҜԽ@ِĸ՜
한국어문교육연구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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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어교육과

사범대학, Since 1981
English Language Education

대한민국 영어교육, 우리에게 달렸다!
고려대학교 사범대학 영어교육과는 교육자로서의 인성을 갖추고 영어교육에 필요한 교수학습 이론과 실용적 영어 능력 및 지식을
지닌 유능한 영어교사와 영어교육 전문가 양성을 목표로 1981년에 설립된 특수 목적 학과입니다. 영어교육과는 현재 13명의 교수
진(한국인 교수 9명, 외국인 교수 4명)과 학부생 약 300명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학부에서는 영어실력 배양을 위해 모든 영어기
능 과목(듣기, 말하기, 읽기, 쓰기)이 외국인 교수들에 의해 진행되고 있으며, 체계적인 영어교육을 위해 영어학, 영미문학과 문화,
영어교육학 전공의 교수들이 지도하고 있습니다. 영어교육과에 개설되는 거의 모든 과목은 영어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중등 영어
교사뿐 아니라 영어 전문가 양성 및 배출에서 부동의 전국 1위로 한국 영어교육을 선도하는 우리나라 제일의 영어교육과로 발전해
왔고, 멀지 않은 미래에 세계가 주목하는 학과로 발전할 확실한 목표를 갖고 있습니다.

http://eled.korea.ac.kr

최고의 영어 인재 양성을 꿈꾸는 영어교육과
영어교육과는 국가와 지역사회가 요구하는 올바른 교육관을 갖추고, 국제화 시대의 다양한 교육 수요를 충족시켜 줄 중등교사
를 배출할 뿐만 아니라 교육현장에 도움을 주는 교육이론의 개발과 보급에 기여할 교육 전문가를 양성하는데 교육목표를 두고
있습니다. 세계화, 국제화와 더불어 영어교육과는 미디어, 경영, 무역, 외무 등 다양한 분야에서 활동하는 미래 영어 인재를 양
성하고 있습니다. 영어교육과 학생들은 영어에 대한 다양한 이론과 실제 관련 여러 경험들을 바탕으로 가장 효율적이고 체계
적인 영어교육시스템을 연구하고 개발합니다. 아울러 유창한 영어 듣기, 말하기, 읽기, 쓰기 능력을 바탕으로 영어의 구조에 대
한 언어학적 이해 뿐만 아니라 영미문학을 통해 최상위의 영어 사용 용례와 영미 문화를 공부하고 또한 영어교수학습 이론을
통해 이론과 실제 교수 능력을 터득합니다.

영어교육의 엔진
영어에 대한 식지 않는 열정과 자부심!
영어교육과를 꿈꾸고 있는 많은 학생들이 무조건 영어를 ‘잘해야 한

이런 학생 영어교육에
• 영어 공부가 너무 흥미롭다!

다’하는 생각을 지니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영어교육과에서 이미 공부

• 외국인들과 영어로 대화하는 것을 꺼리지 않는다.

하고 있는 많은 후배님들도 그런 생각을 가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 영어로 가르치는 일이 적성에 맞는다.

유창한 영어실력보다는 자신이 진심으로 영어를 좋아하는지, 영어에

• 팝송, 영어권 드라마, 영화, 원서 등에 관심이 많다.

대한 식지 않는 열정이 있는지가 가장 중요합니다. 임용시험의 방식
이 달라지면서 영어로 모의수업을 진행하는 능력을 함께 요구하고

• 풍부한 독서활동과 비평적 사고를 지녔다.
• 외국 여행, 외국 무역 등 국제적인 일을 좋아한다.
• 영어를 전문적으로 사용하는 많은 일을 꿈꾼다.

있어 이런 도전에 임하기 위해서는 영어에 대한 식지 않는 열정이 무
엇보다 중요합니다. 다른 나라의 언어를 배운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나라의 문화, 역사, 그 나라 사람들의 태도, 성향 등 이해해야 되는 것들이 많기 때문입니다. 또한 다른 사람을 외국
어로 교육할 수준이 되려면 그 언어에 대해 통달하고 있는 상태에서 효율적인 교육 방법까지 알아야 할 것입니다. 전공 언어로
모의수업을 진행하려면 떨리는 상황에서도 외국어가 술술 나와야 할 테니 정말 많은 노력이 필요하겠죠? 그래서 무엇보다 강
한 열정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영어교육과에 합격했다고 해서 끝이 아닙니다. 영어교육 분야에 대한 흥미와 열정, 그리고 지
적 호기심이 필요합니다. 팝송을 들으며, 혹은 영어권 드라마나 두꺼운 영어 원서를 보면서 항상 영어를 생활화하려는 열정만
가지고 오세요. 그 다음은 영어교육과가 여러분과 함께 합니다.

전공 수업
영어라는 언어에 대한 본질적 이해를 넘어 영어교수법까지 터득하는 일석이조
영어교육과에서는 유능한 영어 교사가 갖추어야 할 필수 요건인 유창한 영어 의사소통능력 배양에 초점을 두고 전문적 수업
지도 기술향상을 위한 실용 중심의 교육을 제공합니다. 영어의 언어학적인 이해를 위해서는 영어학 분야의 과목들이 영어의
문화적이고 문학적인 이해를 위해서는 영미문학 과목들이, 그리고 영어교육의 실제 응용을 위해서는 영어 교수학습 과목들이
개설되어 있습니다. 외국인 교수의 원어민 강의는 물론 한국인 교수의 영어강의를 포함해서 개설되는 과목의 90% 이상이 영
어강의로 진행됩니다. 외국인 교수들이 담당하는 영어기능과목(영어 청해 및 회화, 영어 독해 및 작문 등)과 영어학 관련 과목
(영어학 입문, 영어의 음운구조, 영어 화용과 의미, 영어의 통사구조 등), 그리고 영미문학 관련 과목(영미아동문학, 영미시 강독,
영미희곡 강독, 영미소설 이해, 영미문화의 이해 등)뿐만 아니라 영어 교육학습 과목(영어교육론, 영어교수이론과 지도, 영어멀
티미디어교육론, 영어평가론 등)까지 배움으로써 영어를 학문적 측면에서 이해하고, 영어를 효율적으로 가르치는 다양한 교수
법까지 터득하는 능력을 갖추게 됩니다. 수능 외국어영역이든 학교 내신이든 여러 영어공인시험이든 간에 상관없이 영어를 꾸
준히 공부해온 학생이라면 영어교육과의 기본 수업을 들을 준비가 이미 되신 것입니다.

학과목에 대하여
일단 영어가 되어야지! 외국인 교수 담당 영어기능과목 영어 청해 및 회화 I, II, III, 영어 독해 및 작문, 고급 영어작문, 고급 영
어독해, 영어발표와 실용영어 등의 과목이 모두 원어민 강의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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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어의 원리, 근본부터! 영어학 관련 과목 영어학 입문, 영어의 음운구조, 영어발달
과 세계영어, 영어의 통사구조, 영문법 교육론, 영어의 의미와 화용, 응용영어학 등
다양한 과목이 있습니다.

ࣥѾ@ॕŗ͙
해외 인턴십 프로그램

영어, 문화? 문학작품 안에 다 있다! 영미문학 관련과목 영미문학 교육(개론), 영미
미국 버지니아주

Fairfax County 공립학교 교육 인턴십 기회
가 주어집니다.

English Cafe 운영 English-only zone(운
초우선 교육관 639호)에서 하루 종일 영어로!

아동문학, 영미희곡 강독, 영미소설 이해, 영미시 이해와 교육, 영미 문화의 이해 등
의 과목이 개설됩니다.
이렇게 해야 제대로 가르치는 거야! 영어교수학습 과목 영어교육론, 영어교수이론
과 지도, 영어습득론, 영어독해교육론, 영어작문교육론, 영어멀티미디어교육론, 중
등영어교육과정 및 교재론, 중등영어 교육측정과 평가 등 다양한 과목이 있습니다.

서림장학재단 연 2억 원을 기부받으며 국제
화 장학 기금 모금 중 2억을 사범대학 장학금
으로 확보하고 있습니다.

채은장학재단 1억 기부 등으로 70% 이상의
장학금 수혜율을 자랑합니다.

국제 교육 실습 글로벌 교육 인재를 꿈꾸며
교생실습을 해외에서 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
집니다. 중국, 인도네시아, 일본 등의 아시아
국가뿐만 아니라 미국 펜실베니아주 Bristol
County 공립학교, 미국 Missouri대학교 사범

영어교육과의 미래
부동의 1순위 외국어인
영어의 위력을 발휘하다
고려대학교 사범대학 영어교육과의 변하지 않는 목표는 유창한 영어 의사소통능력

대학, Florida 주립대 등 전 세계 다양한 해외

배양에 초점을 두고 전문적 수업지도 능력 향상을 위한 실용 중심의 영어교육을 제

대학교의 교육실습생으로 교류할 수 있습니다.

공하는 것입니다. 요즘 아시아권에 있는 중국이 떠오르면서 중국어 열풍도 불고 있

교육봉사 프로그램 방과 후 프로그램 보조교

지만, 영어의 인기와 보편도를 뛰어넘기는 힘든 것이 현실입니다. 중국에서도 영어

사로 활동하거나 관 · 학 협력프로그램, 고려대

열풍이 불고 있는 만큼, 아무리 시간이 흘러도 영어는 가장 먼저 배워야 할 외국어

학교 사회봉사단 등 다양한 곳에서 봉사할 수

1순위의 자리에서 밀려나는 일은 없을 것입니다. 힘든 취업난 속에서도 이처럼 영

있는 환경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어교육과의 전망은 밝고 창창하다고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아무리 힘들어도 영어 교

Into The World 챌린저 프로그램 현직 교

육 하나는 완벽히 시키고 싶은 것이 요즘 부모님들의 마음이고, 가능하면 더 원어

사와 예비교사가 팀을 구성하여 해외교육기관

민같이, 가능하면 더 유창하게 영어를 구사하길 원합니다. 이러한 시대에 영어교육

탐방을 할 수 있습니다.

과는 절대 빼놓을 수 없는 분야입니다.

임용시험 대비를 위한 지원 프로그램 임용
시험실 공간을 확보하고, 학과별 임용시험 특
강을 지원해주며 임용시험 2차 준비생을 위한
강의 클리닉 프로그램도 제공합니다.

블루오션
●

미국 유타대학교와 유타주 교사자격증 취득을 통해 한국뿐만 아

미국 교사

니라 해외에서도 꿈을 펼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질 것입니다. 또

자격증 취득

한 요즘에는 ‘한국어 교육자’라는 직업이 각광받고 있습니다. 한

프로그램

류열풍이 불면서 아시아권뿐만 아니라, 미국, 캐나다 그리고 유
럽권에서까지 한국에 관심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한국어를 배우
려는 외국인도 그만큼 늘고 있어 유창한 영어실력을 바탕으로 외
국인에게 한국어를 가르쳐주는 직업의 수요가 크게 늘어나고 있
습니다. 영어실력뿐만 아니라 외국어교육론까지 익힌 고려대학
교 사범대학 영어교육과 학생이라면 문제 없습니다.

Ğͷ@ۜÿ@ч@֫ॼ
임용시험, 영어교사자격증(2급 정교사), 공인영어성적, 영어교육학 석박사 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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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자 지금 원하는 전공이 있을 텐데요. 지원하기 전에 그 전공에 대해 많이 알아보
고 선택하는 것이 현명한 것 같습니다! 막상 입학해 보면 막연하게 상상했던 것과
다른 공부를 하게 될 수도 있으니까요!

Teaching English As a Second or Foreign Language
Marrianne Celce–Murcia. Heinle & Heinle.
영어 교육의 기본적인 이론적 배경과 실용
적 교실 수업 기술의 적용사례를 소개하는

ʷ،π@F@।পH।ԩ@ۜࠛ@ঢʷI

책입니다. 40명의 권위 있는 전문가가 참여

KUSET 고려대학교 사범대학 영어교육과 학생들을 중심으로 하여, 영어교육 컨텐

적인 조망을 제공합니다. 현직 영어교사와

츠 생산 능력, 실전적인 교수법에 대한 지도 및 연구를 통해 향후 대한민국 영어 교

영어교사 양성기관에 종사하는 교수, 연구

육의 발전에 기여할 인재의 양성을 목적으로 하는 학회입니다.
http://emongenglish.net/
신바람 노래소모임 영어교육과 내에서 노래를 좋아하는 사람들끼리 모인 소모임입
니다. 일주일에 한번 정도 연습시간을 가지며, 매년 가을에 공연을 합니다.

하여 교수학습 방법에 관한 다양하고 포괄

자를 포함하여 앞으로 교사가 되고자 하는
사람들 모두에게 영어교육의 기본적인 이론
적 배경과 실용적인 교실수업기술의 적용사
례를 제공해주고 있습니다.

http://kusinbaram.cyworld.com

The Norton Anthology of Childrens’
Literature Ed.

내츄럴 야구부 영어교육과 야구부입니다. 각 기수별로 5~20명 정도의 야구부원들

Jack Zipe. W. W. Norton

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여러 번 우승했습니다.

영미아동문학을 장르별로 선별해 수록한 책

http://cafe.daum.net/naturalbaseball

으로 영미아동문학을 발달 단계별로 읽을

스터번 농구부 농구를 좋아하는 학생이라면 누구나 참여 가능합니다. 사범대학 내

수 있는 책입니다.

다른 반이나, 다른 단과대 혹은 다른 학교의 농구부와 친선경기를 종종 펼치며 농
구실력을 늘리고 친목을 다지는 동아리입니다.
완전연소 밴드동아리 보컬, 기타, 베이스 ,드럼, 키보드 등의 세션이 있으며, 악기는
들어와서 배우시면 됩니다. 부담 갖지 말고 대학교 밴드에 대한 로망을 이뤄보도록
하세요.http://club.cyworld.com/wanband

।Ĝ@ҜԽ@ِĸ՜
영어교육연구소

@ؽܙশݘ@ۉ
학계 ¡ 교육계 중 · 고등학교 교사, 대학교수, 대학원진학, 국책연구소 연구원, 학원경영자 등
언론 ¡ 출판 ¡ 문화계 신문 · 방송기자, 방송PD · 작가, 출판기획자 · 집필가, 프리랜서, 번역작가, 미
디어 사업 등
정부 ¡ 공공기관 ¡ 법조계 외교관, 정부부처 및 공공기관 관료, 판 · 검사, 회계사 등
기업계 ¡ 금융계 일반 대기업, 중견 기업체, 국내 및 외국계 은행 · 증권회사 · 보험회사 등
※ 최근 추세 교직진출이 아직까지는 많으나 발군의 영어실력을 바탕으로 외국계 회사나 외국
계 기업, 국제 무역 관련 기업, 언론, 교육 사업 등에 진출하는 비율이 교육 분야 진출 비율을 상
회할만큼 점차 높아지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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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리교육과

사범대학, Since 1981
Department of Geography Education

내가 바로 지리정보 전문가,
사회 발전과 함께하는 지리교육과!
사범대학 지리교육과는 1981년 정식으로 설립되었으며 1988년 대학원 석사과정, 1992년 박사과정이 개설되면서 연구 역량을 갖
춘 전문 지리학자와 교사를 양성하기에 이르렀습니다. 현재 5명의 교수님과 150여 명의 학부생이 지리교육과와 함께하고 있으며,
자연지리, 지형학, 도시지리, 경제지리, 사회지리, 역사지리, 문화지리, 지리교육 각 분야의 전문가로 교수진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지리교육과는 세계화와 전문화 시대를 이끌어갈 지리 분야의 전문 인력과 차세대 교사의 지리 지식 및 교수-학습 방법에 대한 수
요에 부응하고, 지리 관련분야의 전문가를 양성하고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세계화와 정보화 시대로의 발전을 통해 지리와 장
소에 대한 관심이 급증하고 있는 현실에 발맞춰 고려대학교 지리교육과는 세계적인 지리학 인재를 배출하는 대한민국 최고의 지
리교육과로 거듭나고 있습니다.

http://geoedu.korea.ac.kr

세계화, 지방화 시대를 이끄는 지리교육
오늘날 현대 사회는 세계화 시대인 동시에 지방화 시대에 들어섰습니다. 교통과 통신의 발달로 세계가 하나로 묶인 세계화 현
상이 일어나는 동시에 역설적으로 세계 각 지역이 더욱 세분화되어 체계적으로 관리되는 지방화 현상이 발생하고 있는 것입
니다. 따라서 다양한 스케일로 자연 환경과 인문 환경을 분석하는 지리학적인 시각은 정치, 경제, 문화, 환경 등의 분야에서 특
히 빛을 발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지리학은 지표상에 나타나는 인문 및 자연 현상의 공간적 분포와 상호 연관성을 연구하
는 학문입니다. 이로 인해 학문의 경계를 넘나들고 융합하려는 시도가 활발한 통섭의 시대에 지리학적인 시각은 큰 힘을 가지
고 있습니다. 주요한 연구대상인 자연환경과 인문환경을 복합적으로 고려할 수 있는 학문이기 때문입니다. 지리교육과는 지리
학적인 사고방식이 중요한 현재, 이를 중·고등학교에서 가르칠 수 있는 지리교육 전문가 양성에서도 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지리교육의 엔진
치밀하고 냉철한 탐구와 비평
지리교육과에서는 지리학의 기본 개념이나 원리, 사고, 연구방법을
통해 국토나 세계의 지역 구조를 학습하고 이를 학생들에게 효과적
으로 전달하기 위한 방법을 익히게 될 것입니다. 따라서 기본적으로
지리교육과에 진학하여 수학하기 위해서는 지리학적 자료의 분석과
비평이 가능해야 합니다. 지리학적 자료는 시간이 갈수록 지속적으

이런 학생 지리교육에
• 여행을 좋아하며, 여행 중의 주변 자연환경과 인문
특성을 관찰하는 것에 흥미를 느낀다.
• 다른 사람을 가르치거나 돕는 일에 열정적이고, 교육
이 모든 것을 변화시킬 수 있다고 믿는다.
• 주변에 대한 관심이 많고 그 속에서 벌어지거나 존재
하는 질서와 규칙을 파악하는 데 흥미가 있다.

로 방대해질 것이며 따라서 이를 냉철하고 과학적으로 분석할 수 있

• 수학과 과학적 지식이 풍부하다.

는 역량은 필수적입니다. 물론 원활한 대화능력과 타인을 가르치거

• 평소에 책을 많이 읽어서 비평적 성찰이나 분석에

나 돕는 일에 열정적이고 솔선수범하는 자세도 사범계열에 속한 지
리교육과 진학을 위해 당연히 필요한 요소이지만 우리나라와 세계

자신 있다.
• 지도를 읽는 것이 즐거우며, 내가 아는 지식을 지도에
표현하는 것에서 기쁨을 느낀다.

의 자연 및 인문현상, 사회에 대한 흥미와 열정, 지적 호기심과 탐구
력도 그에 못지않게 혹은 그보다 더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될 것입니다.

전공 수업 말 그대로 지리와 교육의 환상적인 조합
지리교육과는 ‘지리’를 중 · 고등학교 학생들에게 ‘교육’하는 인재 양성을 최우선의 목표로 삼고 있습니다. 따라서 고등학교 인문
계열의 사회탐구 영역에 속해 있는 한국지리, 세계지리, 경제지리 등의 과목들이 지리교육과와 가장 밀접하게 관련이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인간과 자연, 공간, 지역 등의 광범위한 영역을 통합해내는 지리교육과의 특성상, 지리교육과에 입학하면 다
양한 전문 학과목을 이수하게 됩니다. 지형학, 기후학 등을 통하여 자연지리를 이해하고 경제지리, 도시지리, 사회지리, 문화지
리, 역사지리를 통해 인문지리를 배우게 됩니다. 또한 아메리카 지리, 유럽 지리, 한국 지리와 같이 지역별 범위에 따라 각 지역
의 특성을 이해하고 GIS, 지도학, 계량지리, 지리조사법 등으로 지리적 특성을 표현하고 분석하는 방법을 익히게 됩니다. 지리
의 내용적 영역과 방법을 배운 후 지리교육론, 지리교수론, 지리학습 및 평가 등의 수업을 통해 교사의 역량을 기르게 됩니다.

학과목에 대하여
지리학의 가장 큰 하나의 줄기, 인문지리학 지표에서의 인간 활동에 의한 모든 현상을 기본적으로 자연 환경과 관련하여 이해
하고, 나아가 그 현상의 지역적 특성 및 법칙을 연구하는 학문입니다.
도시와 지리의 관계, 도시지리학 도시의 분포, 분류, 입지, 형태, 규모, 기능, 발달, 도시화 등의 기초적인 문제를 지리학적인 관
점에서 배웁니다.
지리는 홀로 이루어지지 않는다, 경제 ¡ 사회지리학 재화와 용역의 생산, 교환, 소비에 의해 생성되는 공간적 패턴을 연구하고
경제활동의 지역적 차이에 대한 원인과 과정을 분석하고 사회과학이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요소의 분포 등을 과학적 체계에
따라 연구하는 지리학의 분야입니다.
지리에도 역사와 문화는 공존한다, 역사문화지리 역사문화지리학은 역사지리학과 문화지리학이 합쳐진 용어로 역사지리학은
지역공간을 연구의 대상으로 하는 지리학의 한 부문이며 문화지리학은 민속, 종교, 언어 등의 지역적 분포나 특성을 주로 연구
하는 학문을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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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리학의 가장 큰 두 번째 줄기, 자연지리학 인문지리학과 함께 계통지리학의 한 부
문입니다. 자연지리학은 지표면에서의 자연 현상을 연구하는 학문입니다.
지표면의 변화와 그에 따른 인간의 삶, 지형학 지형학은 지표면의 변화를 일으키는

ࣥѾ@ॕŗ͙

원인과 과정을 분석하는 지리학의 한 부분입니다. 지형면의 변화는 인간 삶의 기본

졸업 전 6번의 답사 필수제도 전공담당교

터전의 변화를 이해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수님과 함께 6번의 답사를 완료해야만 졸업할

지리학을 가르치다, 지리교육론 지리교과교육의 구성요소에 따라 즉 지리교육의

수 있는 제도를 통해 실질적인 지리학의 체화

목적과 목표, 지리교육의 발달과정, 지리교육의 심리적 기초, 지리교수방법 및 학습

를 도모하고 있습니다.

이론, 지리교육의 평가 등을 다룹니다.

해외 교육실습 프로그램 마련 해외한인학
교 교육실습생 교류(중국, 인도네시아, 일본 등
5개 학교), 미국 펜실베니아주 Bristol County
공립학교 교육실습생 교류, 미국 버지니아주
Fairfax County 공립학교 교육 인턴십(교과부
지원) 등이 있습니다.

해외 인턴십 지원자를 위한 영어강의법 워
크숍 교육봉사 프로그램 가평군 내 중 · 고
등학교 대상, 사이버 멘토링 봉사 프로그램, 양
주시와 교육협력 MOU 체결하여 다양한 곳에
서 봉사할 수 있는 환경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지리교육과의 미래
대한민국을 넘어선 세계적 수준의
지리전문가
현대사회가 세계화와 지방화 시대를 맞아 지역, 공간, 장소에 대한 관심이 고조되
고 있다고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 이에 따라 지리정보에 대한 수요가 급증하고 있
는 현실을 감안할 때 지리교육과는 향후에도 사회발전에 큰 기여를 할 수 있을 것
으로 전망됩니다. 특히 지리학적 상상력과 사고를 바탕으로 국가행정기관, 방송사,

мπ҆ɜ@ݖπĳڲ
살아있는 지리교과서

언론사, 기업체 등에서 전문가로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도시계획 및 지역
개발에 대한 사회적인 관심이 고조되고 있으며 기업의 해외진출이 활발한 요즈음

전국지리교사모임 저. 휴머니스트. 2011

각 지역에 대한 시각을 제시할 수 있는 지리교육과 졸업생의 활약이 더욱 기대되고

전국 5,000여 지리 교사의 꿈을 담아 만든 대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정보화 시대를 맞아 지리정보 전문가에 대한 수요가 높아지

안지리 교과서입니다. 낱낱의 지리 지식이 아

고 있는 현실을 감안하면 진출 분야의 폭은 더욱 넓어질 것으로 전망됩니다. 최근에

니라 세계를 다면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종합

는 국가기관 뿐만 아니라, 내셔널지오그래피와 같은 국제적인 지리 관련 회사에서

적인 지리 지식을 선보이고 있습니다. 이 책 하
나면 지구의 자연과 그 속에서 사는 사람들의

도 근무하고 있습니다. 교직에 진출한 지리교사의 경우 다양한 수업 자료를 개발하

삶을 이해할 수 있는 기초 지식을 충분히 얻을

고 활용하고 있으며, 학생들의 지적 호기심을 유발할 수 있는 수업을 진행하기 위

수 있습니다. 지리올림피아드를 주관하는 전국

하여 교사 모임에도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습니다. 세상은 넓고 할 일은 많습니다!

지리교사연합회 소속 교사들이 오랜 교육 경
험을 바탕으로 3년 동안의 집필 기간을 거쳐
펴냈습니다. 1권은 자연지리로 사람과 자연의
공존을 위한 지리적 시선을, 2권은 인문지리로

블루오션

다문화 시대에 낯선 지역의 사람들을 이해하려
는 호의적 시선을 담고 있습니다.

우리 자연 우리의 삶
권혁재 저. 법문사. 2011

●

미국에서는 GIS가 나노테크놀로지, 바이오테크놀로지와 함께 3대

GIS 전문가

유망 분야로 각광받고 있습니다. NASA 또는 군 관련 기관들에서도
GIS 인재들을 우대하고, 또한 ESRI라는 세계적인 GIS 업체에서 20

『우리 자연 우리의 삶』은 일제강점기 이래 격

만 명이 수업을 듣고 있으며 GIS 열풍이 일고 있습니다. 따라서 지

변하는 세상을 살아온 저자가 지리학을 공부하

리교육과에서 탄탄히 쌓은 이론적 지식을 배경으로 GIS 전문가로

고 가르치면서 겪은 경험과 성과를 우리의 생

나아갈 수 있습니다.

활과 밀접한 주제들을 통해 담담하게 들려줍니
다. 추억거리에 대한 사진들을 곁들이고 어릴
적의 기억들까지 떠올리면서 이야기를 펼쳐나
가 누구든지 내용을 쉽게 알 수 있습니다. 권
혁재 교수는 고려대학교 지리교육과에 재직하
였고 지형학, 한국지리 등의 많은 저서들을 출
판하였으며, 이 책들은 아직까지 지리학계에서
많은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길을 가는 후배에게
이렇게 다를 줄이야! 고교시절 생각했던 전공에 대한 오해
사실 고등학교에서 배우게 되는 지리학이라고 하면, 한국지리나 세계지리와 같이 단순
히 그 지역의 특성을 기술하는 학문이라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배우는 내용도 지역지
리적 정보가 대부분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학부 과정에서 배우게 되는 지리학의 내용은
다릅니다. 물론 지역지리도 포함하지만, 그보다는 계통적인 접근을 중심으로 교육과정
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단편적인 지역지리적 내용보다는, 지리학의 원리와 이론이 중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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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됩니다. 예를 들자면, 단순하게 어디에는 어떤 기후가 나타나고 어떤 특징이 있다는
것을 외우는 것이 아니라, 특정 기후의 발생 원인을 배워서, 처음 접하는 지역이라도 그
지역의 기후를 유추할 수 있는 사고의 과정을 배우는 것입니다.

ؑמɸ۾@מĚĜЃ
인문지리학개론 인구, 문화, 도시 등

이때는 꼭!

의 기본적인 인문지리학의 내용을
다루는 과목입니다. 자연지리학개론

새내기로서 많은 것을 경험하면 좋을 것입니다. 동아리도 가입하고, 입

기후나 지형과 같은 자연지리학의
기본에 대해 다루는 과목입니다.

실렌티나 고연전과 같은 각종 행사도 참여하면서 고대인으로 거듭나기 바
랍니다. 중앙동아리도 많은 것이 있으니 좋고, 지리교육과 내에서도 답사사진부나
GISCosm과 같은 여러 학회가 있으니 하나 정도는 하는 것이 좋습니다.

지형학 여러 가지 지형 형성의 과정
을 배웁니다. 한국지리총론 우리나라
의 지리적 특성에 대해 포괄적으로
다루는 과목입니다. 경제지리학 입지

본격적으로 학부과정에 들어가는 때이기도 하고, 이중전공이나 연계

론과 자원, 산업 등 경제활동과 관

전공을 신청하는 때입니다. 자신의 흥미를 잘 고려해서 선택하면 좋을 것

련된 지리학을 다룹니다. 도시지리학
도시의 발달과 도시 구조에 대해 배

입니다.

우는 과목입니다. 인구지리학 인구구
조와 이동 등 인구 특성을 지리적으

선생님을 준비한다면 조금씩 임용고시 준비를 할 때이고, 그렇지 않
다면 무언가 다른 준비를 하는 때입니다. 다양한 경험을 위해 휴학을 하고
다른 일을 해보기도 하고, 교환학생을 준비하기도 합니다.

로 접근하는 과목입니다.
문화지리학 종교와 언어 등의 문화
현상을 지리적으로 접근하는 과목
입니다. 지리교과교육론 지리교사로

임용고시나 취업 준비 때문에 가장 바쁠 때입니다. 만약 임용고시를
준비한다면, 임용클리닉이나 교육학 특강을 듣기도 하고, 과 차원에서 준
비하는 지리 임용특강을 듣기도 합니다. 보통 교생실습을 나가는 때이기도 합니다.

서 지리교육을 어떻게 할 것인지 이
론적 접근을 다룹니다. 지리정보론
(GIS) 공간분석의 기초가 되는 지
리정보시스템의 활용에 대해 배우는
과목입니다.

Ğͷ@ۜÿ@ч@֫ॼ

지리조사법 실제 현장에서 인문 · 자
연지리적 특성을 조사하는 방법론을

임용시험 정교사 2급 자격증

배우는 과목입니다. 계량지리학 지리
학을 연구하는 데에 있어 계량적 방법

।Ĝ@ҜԽ@ِĸ՜

론을 배웁니다. 사회지리학 사회 현
상에 대한 지리적 접근을 다룹니다.

미래국토연구소

شڏԟ֬
ʷ،π@F@।পH।ԩ@ۜࠛ@ঢʷI
답사사진부 지리학에서는 야외답사가 매우 중요합니다. 공간상에서 나타나는 지리
적 현상을 눈으로 확인하고, 정보를 모으기 위해 주기적으로 답사를 다니는 학회입

입지 생산 시설, 상업 시설이나 주택 등을 세우
는 토지의 위치에 관한 자원, 시장, 교통, 기후,
노동력 등의 여러 조건. 개재 기회 출발지와 도
착지 사이에 존재하는 방해 요인으로서 흔히 간

니다. 교육토론부 교육관의 정립은 교사로서의 정체성을 가지게 하고 책임감을 가

섭 기회라고 한다. 개재 기회가 많을수록 출발

지게 합니다. 좋은 교사가 되길 희망하는 학생들이 모이는 지리교육과 내의 교육 토

지와 도착지 사이에는 유통량이 감소한다. 따라

론 학회입니다. GISCosm GIS를 이용하여 공간 자료를 분석하는 학습을 하는 학

서 공간의 흐름을 저해하는 개재기회를 줄일수

회입니다. 최근 각광받고 있는 GIS를 공부하고 있으며, 매년 전시회를 진행합니다.

록 물류비는 감소하게 된다. 가채매장량 가채매
장량을 설명하기 전, 광물의 매장량에는 추정매
장량, 확인매장량, 가채매장량 이 세 가지가 있는

@ؽܙশݘ@ۉ

데 가채매장량은 확인매장량의 80% 정도를 의
미한다. 나머지 20% 정도는 채굴비용이나 품질
문제로 경제성이 없어 가채매장량에서 제외시킨

학계 ¡ 교육계 중등교사, 대학교수, 연구원, 교육자료 개발 등

다. 이 가채매장량을 현재의 산출 수준으로 채

언론 ¡ 출판 문화계 신문 · 방송기자, 방송PD, 방송작가, 출판기획, 집필, 문화콘텐츠 기획자 등

굴할 경우 소요되는 연수를 가채연수라고 한다.

정부 ¡ 공공기관 ¡ 법조계 외교관, 정부부처 및 공공기관 관료, 판 · 검사, 회계사, 경찰행정기관 등
기업계 ¡ 금융계 일반 기업체, 은행, 증권회사, 보험회사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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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사교육과

사범대학, Since 1983
Department of History Education

과거를 통해 현재를 분석하고
미래를 예측하다
우수한 역사교사 및 인재양성을 목적으로 1983년 교육부 인가를 받아 설립된 고려대학교 사범대학 역사교육과는 1984년 1회 신
입생을 받은 이래, 한국 역사교육의 선두주자로 활약하고 있으며 각 분야의 권위 있는 교수진에 의해 역사이론, 한국사, 동양사, 서
양사 등 역사 전반과 역사교육론, 한국사 교재 연구 및 지도법, 세계사 교재 연구 및 지도법 등의 교과교육에 관한 부분에 이르기까
지 역사교육에 필요한 내용들을 내실 있게 교육하고 있습니다. 정규수업 이외에도 실제 역사의 현장에서 이루어지는 정기답사와 함
께 대학에서의 역사학 학습을 통해 우리 사회가 요구하는 올바른 역사의식을 가진 역사교사로서의 자질 양성에 힘쓰고 있습니다.

http://hisedu.korea.ac.kr

역사교사로서의 자질을 바탕으로 올바른 역사 교육자를 배출한다
과거를 앎으로써 현재와 미래를 보다 정확하게 인식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행해지는 교육, 이것이 바로 역사교육입니다. 역사
교육도 다른 교육과 마찬가지로 학생들의 역사의식 발달단계에 맞추어 적절하게 조직되어야 합니다. 개인, 가정, 가까운 지역
사회 등의 변천 과정에서 국가와 세계의 변천 과정을 보다 체계적으로 분석하며 무엇이 역사의 변천요인이었으며, 그 결과는
어떤 양상(樣相)을 띠는지를 비판적으로 인식할 수 있도록 합니다. 과거의 경험 또는 지식을 오늘의 삶에 적용하여 더 나은 삶
을 꾸릴 수 있도록 하는 힘을 통해 올바른 역사가를 만들어내고 폭넓은 지식과 교육자로서의 인성을 갖추게 하는 것이 바로 역
사교육이 이루어내야 할 목적입니다.

역사교육의 엔진 비판적인 안목으로
자료를 분석하여 미래를 예측하라!
과거에 잘못했던 혹은 실수했던 일들을 상기시키면 현재의 실수를
줄일 수 있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과거의 깨달음을 통해 배우는

이런 학생 역사교육에
• 역사책이 친숙하고 역사공부가 즐겁다.

지혜입니다. 과거에 존재했던 사실 또는 이론을 통해서 현재의 문제

• 책임감이 강하고 남을 가르치는 것을 좋아한다.

점을 파악하고 미래에 나아가야 할 방향을 제시하는 학문입니다. 현

• 친구들이 역사에 대한 궁금증이 생길 때면 꼭 나를

대 사회에서 소외되는 과거의 일들을 찾아 재평가하고 현재에 적용
하면서 긍정적인 효과를 불러내는 것입니다. 또한 사실로만 받아들
여지는 과거의 기록들을 비판적인 관점에서 재평가할 수 있는 눈을

찾는다.
• 시사 문제를 볼 때, 과거의 역사적인 사건과 비교해
본다.
• 한국사, 근현대사, 세계사 시간만 되면 눈이 동그래지

기르고 현재의 문제점들을 파악할 수 있는 기본적인 역사 지식이 뒷

고 자신감이 넘친다.

받침되어야 하겠습니다.

전공 수업 한국사와 세계사는 기본! 역사교육의 이론과 실제까지 공부하는 수업하기
역사교육이라는 말에는 두 가지 뜻이 내포되어 있습니다. 하나는 ‘역사’를 가르친다는 의미, 다른 하나는 역사로써 교육을 한다
는 의미입니다. 여러분들이 역사교육에 관심이 있다면 한국사와 세계사뿐 아니라 교사로서의 자질과 소양을 갖출 수 있는 교
육학에도 관심을 가져야 합니다. 결국 역사교육은 역사학과 교육학에 대한 전문성을 기반으로 역사라는 과목을 통해 학생들의
전인적 성장이라는 목표 달성에 적합한 예비교사를 양성하는 학문이기 때문입니다.

학과목에 대하여 한국사, 세계사 어느 것 하나 놓칠 수 없다
역사를 어떻게 가르쳐야 할까, 역사교육론 말 그대로 역사를 교육하는 방법에 대한 이론입니다. 역사교육법에 대한 기초와 이
론을 알려주는 학문입니다.
역사는 어떻게 공부하는 걸까? 역사학개론 역사와 역사학에 대한 학문적 이해를 도와주는 역사학개론으로 기본적인 이론과
방법론 및 역사사상들을 정리한 가장 기초적인 역사과목입니다.
현재 진행 중인 역사는 어떻게 변화하고 있을까, 현대세계와 한국 현대사 과목은 한국현대사, 중국현대사, 서양현대사로 나뉘
며 현대사회에서 일어난 역사를 공부하는 과목입니다.
한국의 역사는 어떤 것들이 있었을까, 한국사 고대부터 현대까지 한국의 역사에 대해서 알아보는 학문. 여러분들이 고등학생
시절 국사나 근현대사에서 배웠던 내용에서 조금 더 심화된 내용들이 나오니 걱정 뚝!
세계의 역사도 우리나라 역사처럼 배워볼까? 세계사 조금은 생소할지도 모를 세계의 역사에 대해서 배워보는 학문. 세계를 알
면 한국의 역사를 보는 눈이 더 커질 수 있으니 열의를 갖고 도전해 보시길 바랍니다.

역사교육과의 어제와 오늘
역사교육과에서 배출된 많은 졸업생들은 현직교사로 중 ¡ 고등학교 역사교육을 책임지고 있으며 대학원 또한 많은 학생들이 진
학하여 학문에의 뜻을 펴고 있습니다. 역사의식과 교육자적 자질을 바탕으로 각 분야의 연구소, 박물관, 기업체, 언론계 등 다
양한 분야에서도 왕성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고려대학교 인재 양성 ¡ 진로 가이드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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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사교육과의 미래
한국을 넘어 세계로!

국제교육 프로그램 본교 사범대학에서는 중

역사학과는 그 나라의 성격을 가장 잘 파악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기초가 되는 학

국, 일본, 베트남, 인도네시아, 태국, 싱가포르

문입니다. 역사교육의 목적을 세분해서 보면 민족 전통의 인식과 민족적 긍지를 육

의 12개 한국국제학교에 교육실습생을 파견
합니다. 또한 미국 유타주의 중고등학교에서
2~6개월간 전공교과목을 영어로 가르치는 다

성하고, 국사교육과 아울러 세계사 교육을 통하여 국제 이해력을 증진하며 역사적
인 사고력과 판단력을 기름으로써 바람직한 인간상을 형성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양한 국제교육실습 프로그램을 실시하고 있으

가운데 현대에 떠오르고 있는 세계화에 발맞추어 국제 이해력을 높이기 위한 세계

며 미국 어번대학교, 일본 아키타 에 교환학생

사 교육이 중요한 과목으로 꼽힐 수 있습니다. 따라서 역사교육의 미래는 한국 역

을 보내고 있습니다. 이외에도 일본 훗카이도

사의 틀에서 벗어나 세계 역사를 재평가하고 비평할 수 있는 학문으로 발전해 나가

대학과 협정을 맺어 국제화 협력 프로젝트를
매년 진행 중이며 그밖에 일본 나고야대학, 도

고 있다고 보실 수 있습니다.

호쿠대학과도 협정을 맺고 교환학생 프로그램
을 논의 중에 있습니다.

길을 가는 후배에게
역사라는 과목은 교과서에 나와있는 사실들이 진실인 줄만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같

мπ҆ɜ@َԓĳڲ।

은 사건이라도 바라보는 학자나 학계의 관점에 따라 다양한 학설이 존재한다는 것을

한국사의 재조명

알게 되었습니다. 또한 기존에는 하나의 시대로만 배웠던 상황들이 더 세분화하여 구

고려대학교 한국사연구실. 고려대학교 출판

분될 수 있다는 것들도 배우면서 단순 암기라고 생각했던 역사과목을 새로운 관점으로

부. 2002

바라볼 수 있게 되었습니다.

고려대학교 한국사학과와 역사교육과 교수진
이 집필한 대학 초년생을 위한 한국사 교재. 고
등학교의 한국사교육을 통해 일정한 소양을 쌓
은 대학 신입생들이 한국사를 통해 한국사 인

이때는 꼭!

식의 수준을 한 단계 높이고, 다양한 사실과 관
점을 습득하는 데 참고가 되는 책입니다.

다양한 교양과목을 들으며 폭넓은 배경지식을 가지도록 합니다. 또

역사교육의 입론과 구상
양호환. 책과함께. 2012
서울대 양호환 교수가 역사교육을 연구하면서

한 동아리나 학회 활동을 통해 다양한 학과의 학생들과 교류하는 기회를
가집니다.

발표한 논문을 모은 연구논문집입니다. 역사교
육분야의 개설서를 넘어 지난 몇 십년간 이루

전공과목과 교직과목의 비중을 늘리면서 예비 역사교사로서의 면모

어진 연구의 성과 또한 보여주고 있는 논문모

를 갖춥니다. 심화전공과 이중전공 및 부전공에 대해 고민하는 시간을 가

음집이기 때문에 역사교육전공자라면 꼭 읽어

집니다.

야 할 도서입니다.

청소년을 위한 세계사 서양편, 동양편
이강무 · 우경윤 지음. 두리 미디어. 2004
고려대학교 역사교육과 졸업생인 교사들이 세

진로에 대한 진지한 탐색을 통해 관련된 전공과목들을 보충하고, 진
로와 관련된 본격적인 수업 및 교직수업들을 듣습니다.

계사를 동양과 서양 편의 2권으로 구성하여 지
은 책으로 청소년들의 눈높이에 맞춘 이야기체
의 서술이 흥미와 재미를 더합니다. 우리가 속

교생실습과 임용고시 준비를 통해 예비교사를 향한 준비를 해나갑
니다.

한 동양의 역사와 세계의 역사에 대한 이해를
확장시킬 수 있도록 진지하게 서술하고 있어
역사적 시야를 넓히고자 하는 청소년은 물론

ʷ،π@F@।পH।ԩ@ۜࠛ@ঢʷI

대학생들에게도 추천할 만한 책입니다.

교육연구반 교육연구반은 역사교육과 학우들이 교직에 나가서 현장에 존재하는 교
육 문제들을 답습하지 않도록, 진정한 교사로서 참된 교육을 해나갈 수 있는 교육
자 양성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club.cyworld.com/kuhekyoyook
사회과학반 사회과학에 대해서 연구하는 독자적인 학회로 사회를 구조적·과학적
시각으로 바라보며 사회문제를 분석하고자 합니다. club.cyworld.com/steelapple
문화연구반 문화연구반에서는 사회를 바라보는 무수한 관점 중에서도 ‘문화’를 통해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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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를 바라봅니다. 여기서 ‘문화’란, 지엽적인 의미의 문화가 아니라 삶의 총체적 양상을 뜻
하는 것으로, 우리네의 전반적인 삶 모두, 즉 우리의 ‘일상’을 뜻합니다. club.cyworld.com/
KUHE-Culture
FC히스토리아 히스토리아는 야구, 축구 등 다양한 종목의 운동을 하고 있으며 나
들이와 체육대회를 통해 친목을 증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club.cyworld.com/
ClubV1/Home.cy/51558101
“대학교만 잘 가면 전공은 상관이 없다!”는 학

ʅǷ@¡@@ڀनÃ@ч@րԟ֯۽
세계의 문화 발전과 교류 증진을 도모하고 우호적인 교류확대에 대한 역사 연구를
통하여 전 세계의 상호공존과 평화에 공헌하고 발전적인 미래 비전을 제시하는데
있어서 역사교육과는 선구적 역할을 한다고 평가받고 있습니다. 더불어 ‘청심ACG

생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건 잘못된 생각임
을 곧 알게 됩니다. 4년이라는 대학 생활 동안
공부하게 될 전공에 대한 생각 없이 대학교만
을 놓고 정하게 된다면 분명 대학교에 들어와
서 후회하게 됩니다. 자신이 공부하고 싶어 하
는 것과 자신이 공부하는 것이 일치할 때 더욱

역사대회’와 같은 학생들을 위한 많은 역사관련 대회들도 개최하여 좋은 호응을 받

긍정적인 결과를 가져오게 된다는 것을 경험

고 있으며, 다양한 학회 및 학술지 등에서 우수 논문들을 게재해 좋은 평가와 수많

하게 될 것입니다.

은 수상실적을 기록하기도 하였습니다.

ؑמɸ۾@מĚĜЃ
६@ڀĳέ@ঊত

역사학개론, 한국사개론, 서양사개

역사교육과에서는 독일, 체코, 폴란드, 일본 등 주변국들과 역사 갈등을 겪고 있는

론, 동양사개론

국가의 역사학자 및 역사교육자들을 초청해 유럽과 동아시아의 역사 기억과 갈등

한국고대사, 한국중세사, 중국고대

및 역사교육에 대한 의견을 들어보는 해외 석학 초청 세미나를 수차례 개최했습니

사, 중국중세사, 서양고대사, 서양중

다. 독일 게오르그-에커트 국제교과서 연구소의 팔크 핑엘(Dr. Falk Pingel) 초청강

세사, 일본고대사, 일본근대사 등

연 등 국내외 석학들을 초청해 그들의 고견을 듣고 함께 공유하는 기회를 지속적으
로 제공하고 있으며 최근에는 한국학 연구에 있어서 권위자이신 British Columbia
대학의 Baker교수에서부터 동아시아사 연구의 권위자인 David Robinson교수, 또
한 중국 명청시대 사회경제사의 권위자인 British Columbia 대학의 티모시 브룩 등

·

역사교과교육론,

역사교과교재연

구 및 지도법(한국사), 역사교과교
재연구 및 지도법(세계사 I,II), 역사
교과논리 및 논술,한국근세사, 한국
근대사, 한국현대사, 중국근대사,

수많은 석학들과 초청하고, 강연회를 개최하면서 학생들에게 보다 넓은 지식을 이

서양현대사, 일본문화사, 한국사회

해할 수 기회를 제공하기도 하였습니다.

경제사, 한국사사료학습론, 서양사
특강, 중등역사교육연습 등

شڏԟ֬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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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시아 문화교류연구소

사료 역사 연구에 필요한 문헌이나 유물, 문서, 기록, 건축, 조각 따위를 이르는 말입

(http://e-asia.korea.ac.kr/)

니다.

동아시아 문화교류연구소는 동아시아 지역의

변천사 세월의 흐름에 따라서 변화하는 역사를 살펴보는 것입니다.

문화, 사회, 역사의 상호 교류를 연구함으로써

강독 사료를 읽고 그 의미를 분석하는 과정을 뜻합니다.

각국의 대립을 지양하고 동아시아 국가 간의
균형 발전에 공헌할 수 있는 동아시아학의 학
문적 토대를 마련하기 위하여 2007년 1월에

Ğͷ@ۜÿ@ч@֫ॼ

사범대학에 설립된 연구소입니다.

중등학교 2급 정교사 자격증

문화 발전과 교류 증진을 도모하고 나아가 이

이를 위해 본 연구소에서는 동아시아 세계의
러한 동아시아의 문화교류 연구 및 우호적인
교류 확대에 대한 역사 연구를 통하여, 궁극

@ؽܙশݘ@ۉ
졸업생 수 93명(최근3년)
졸업 후 사회진출 현황

적으로 동아시아 지역의 상호 공존과 평화에
공헌하고 발전적인 미래의 비전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또한 동아시아사 연구자들과의 활발
한 교류와 네트워크를 통하여 동이사아 학문
공동체를 형성하고, 한국사 및 동아시아 역사

진학 5명, 건강보험연계취업자 23명

교육을 선도하는 연구소로 자리잡기 위해 노

학계 ¡ 교육계 대학교수, 중등교사, 학원강사, 연구원 등

력하고 있습니다.

언론 ¡ 출판 ¡ 문화계 신문 · 방송기자, 방송PD · 작가, 국제회의통역사 등
정부 ¡ 공공기관 정부기관 및 공공기관의 공무원, 박물관학예사 등
기업계 ¡ 금융계 일반기업체, 은행 · 증권회사 · 보험회사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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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교육과

사범대학, Since 1971
Home Economics Education

인간 삶의 질적 향상, 중등교사 및
가정교육 전문가 양성의 요람
고려대학교 가정교육과는 1971년 이공대학 생활과학과로 설립되어 40여년의 역사를 통해 중등학교 가정교사를 비롯하여 생활과
학과 관련된 다양한 분야에 사회 지도자를 배출하여 왔습니다. 아동 · 가족학, 가정관리학, 의류학, 식품·영양학, 주거학, 교과교육분
야가 교육과정의 큰 줄기를 이루며, 가정교육과의 철학을 바탕으로 가정교과 내용의 전문지식을 학습할 기회를 제공하고 있습니
다. 또한 인간과 가정을 중심으로 일상생활 속에서의 다양한 문제들에 대하여 체계적·비판적인 과학적 접근 방법을 통하여 가정생
활의 문제를 실천적이고 자주적으로 해결하는 것을 돕고, 가정생활문화의 이상적인 규범을 제시하여 인간 삶의 질적 향상을 도모
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가정 교과 내용의 전문지식 교육, 수업기술연마, 교육방법의 연구를 통하여 기본적 덕성과 교육자적 자
질을 함양합니다.

http://phyedu.korea.ac.kr

생활과학 및 가정현상과 관련된 내용을 다차원적으로 탐구하고 가정교과에 맞는
교육의 원리를 배우는 학문
가정교육과는 생활과학의 내용인 아동 ¡ 가족학, 가정경영 ¡ 소비자, 의류학, 식품 ¡ 영양학, 주거학 뿐만 아니라 교육적 가치를
가지고 있는 가정현상과 관련된 내용을 다차원적으로 탐구하는 교과입니다. 그리고 이에 대한 교육적 가치를 밝혀 일반 교육
학의 이론과 원리를 적용하여 다양한 학습자에게 전달할 수 있도록 가정교과에 맞는 교육의 원리와 방법 등을 배우는 교과입
니다. 더불어 이러한 가정과 교육은 가정생활에서 직면하는 다양한 문제를 해결하고 가족 구성원으로서 기능을 수행하는데 필
요한 생활 역량을 기르기 위한 생활교육, 실생활의 체험과 이에 대한 적용을 강조하는 실천교육, 실천적 추론능력, 의사결정능
력, 문제해결력, 창의력 등을 길러주는 교양교육뿐만 아니라 업무 경험을 통하여 자신의 진로를 탐색하게 하는 진로교육의 성
격을 가진 교과라고 할 수 있습니다.

가정교육의 엔진
통찰력 ¡ 창의성 ¡ 실천력 ¡ 비판적 사고능력
가정교육과에서 잘 적응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요소들이 필요합니다.
첫째, 통찰력이 필요합니다. 가정과 교육은 생활을 대상으로 교육하는
것인데 가정생활과 사회생활은 계속 변하고 있어, 가정과 교육의 내용
과 가치관도 변하게 됩니다. 따라서 가정생활과 사회생활을 관찰하는
통찰력은 필수적으로 요구됩니다. 둘째, 창의성이 필요합니다. 미래의
교사가 되어 다양한 생활을 하고 있는 학생들의 삶을 풍부하고 인간
답게 지도하기 위해서는 교사의 유연성 있는 사고방식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교육현장에서 자유로운 발상을 변화시켜 시험해 볼 수 있는 실행
력은 창의성이 뒷받침되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셋째,실천력이 필요합니
다. 가정교과는 가정생활을 학습의 대상으로 하여 생활방법과 자세,

이런 학생 가정교육에
• 언어능력, 표현력, 추리력, 창의력, 비판적 사고능력,
과학적 분석 능력 등이 뛰어나다.
• 가정 교과와 관련된 서적 및 가정생활 현상과 관련된
시사문제에 관심이 많다.
• 평소에 공작이나 생활소품이나 옷 만들기, 요리하는
것을 좋아하고 관련된 자격증이 있다.
• 인간이나 학습자를 보는 눈이 긍정적이고 발전지향
적이다.
• 교직에 대해 긍정적이고 교육제도, 교육현실에 관심이
많다.
• 책임감이 강하고, 대의원 등 학생들을 대표하는 등의
리더십이 있다.
• 타인을 배려하는 마음과 봉사정신이 투철하고, 예의가
바르다는 소리를 많이 듣는다.

그리고 자립해서 생활할 수 있는 능력을 몸에 익히고 창조력과 실천
력을 기를 수 있도록 가르칩니다. 그렇기 때문에 매일의 생활이 학습
대상이 되고 실천의 장이 되어야 합니다. 넷째, 비판적 사고능력이 필요
합니다. 가정과 교육의 내용과 관련된 대부분은 가정 내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대부분이므로 제3자의 평가가 없고 경쟁도 없이
평가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므로 일상생활에서 “왜?”라는 질문을 가지고 생각하고 행동하며 시야를 넓혀 타당성 있고 편
협 되지 않게 생활하는 태도를 가져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매일의 신문, TV 보도 등 생활과 관련된 것에 문제의식을 가지
고 비판적 사고 능력을 기르도록 해야 합니다.

전공 수업 인간 삶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는 가정교육
가정교육과의 세부전공은 크게 아동 ¡@가족학, 가정경영 ¡@소비자, 의류학, 식품 ¡@영양학, 주거학, 가정교과교육학 등의 6개 분
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 분야별 교과목 중에서 가정과 2급 정교사 자격증을 취득하기 위해서는 기본이수교과목인 아동발
달, 가정경영학의 이해, 교사를 위한 의류학 및 실습, 식품과학의 이해, 주거학, 가정교과교육론, 가정교과 교재연구 및 지도
법 등의 교과목은 필수로 수강해야 합니다.
아동 ¡ 가족학 가정의 인적 요소인 인간의 신체적 ¡@심리적 발달을 이해하고 개인의 발달을 최적화 할 수 있는 환경을 계획하고
실천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 학문입니다. 아동발달, 청년발달, 성인발달과 노화, 전생애발달, 아동가족세미나 및 실습, 부모교
육, 아동가족 연구법 및 실습, 보육학개론, 보육과정, 영유아교수방법, 영유아프로그램 개발과 평가, 놀이지도, 아동건강교육
등의 과목을 배웁니다. 가정경영 ¡ 소비자 가정자원 사용과 소비자 역할을 이해하고 건강가정사의 기본 소양을 습득하여 지역
사회에 봉사할 수 있는 능력을 기르는 것을 목표로 하는 학문입니다. 가정경영학의 이해, 가정자원경영세미나 및 실습, 가계경
제, 가계재무설계상담, 소비자학, 소비자상담실습, 소비자교육, 건강가정론, 건강가정 현장실습, 가정과 문화, 가족생활 교육
론, 가족과 젠더 등의 과목이 있습니다. 의류학 의복의 생산에서부터 유통, 판매, 소비, 폐기에 이르기까지의 과정을 미학적,
사회학적, 심리학적, 위생학적, 인간공학적 측면에서 이해하고 교사 또는 의류산업 분야의 전문가로서의 지식을 갖추도록 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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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것을 목표로 하는 학문입니다. 패션소재, 의복재료의 관리 및 실험, 의복구성의
원리, 교사를 위한 의류학 및 실습, 패션 디자인 및 실습, 패션 의상 제작, 패션의
이해, 복식문화사, 복식 사회 심리, 패션 산업 구조, 패션 마케팅 및 머천다이징, 패

ࣥѾ@ॕŗ͙

션 정보 및 상품 기획 등의 과목이 있습니다. 식품 ¡ 영양학 식품성분의 화학적 특

전공 영어 강의 사범대학의 경우 총 강의

성과 영양학적 기능에 대한 학습을 토대로 개인의 건강한 식생활 환경을 위한 교

의 22% 정도가 수업이 영어강의로 진행되고

육방법에 대해 공부함으로써 교사 또는 식품영양분야의 전문가로서의 지식과 능력

있습니다.

을 기르는 것을 목표로 하는 학문입니다. 생활 속의 식품영양, 식품과학의 이해, 식
품학, 식품학 실험, 조리과학 및 실습, 조리실습, 식품가공저장 및 실습, 식품안정
성, 영양학, 영양교육 및 실습, 생활주기영양학, 식생활교육 및 실습, 기능성식품

мπ҆ɜ@Ã܄ĳڲ।

학 등의 과목을 배웁니다. 주거학 주거학의 기초 이론과 원리를 이해하고, 질적으

가정과 교육의 이론과 실제

로 살기 좋은 주택을 선택하며, 공간의 배치 및 가구 수납공간을 효율적으로 활용

이연숙. 신광출판사. 2010

하는 방법 등과 관련된 실용적인 지식들을 배우는 것을 목표로 하는 학문으로, 주

가정과 교사를 지망하는 이들을 대상으로 가

거학 등의 과목이 있습니다. 가정과 교육학 가정과 교육의 기초 이론과 원리를 이

정교과 교육의 이론과 실제를 다룬 책입니다.

해하여 실제 중 ¡ 고등학교의 수업에 적용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 학문이며, 가정과

아동발달의 이해

교육론, 가정과 교재연구 및 지도법, 가정교과 논리 및 논술 등의 과목을 배웁니다.

정옥분. 학지사. 2006
한국의 아동 발달, 한국전통 아동발달 이론 등
을 다룬 책입니다.

가정관리학
이기영 · 임정빈 외 3명. 신정. 2002
현대사회의 경제적, 사회문화적 특성에 맞는
가정 관리 이론체계를 다룬 책입니다.

패션마케팅
이은영. 교문사. 2000

가정교육과의 어제와 오늘
가정교육과는 1971년에 학과가 설립된 이래 44년간 가정교육 분야의 전문가들을
배출해왔습니다. 가정교육과 졸업생들은 중등학교의 교사 및 교육전문가로서 또는
생활과학 관련 다양한 분야에서 전문가로 활동하며 중요한 사회적 기여를 해 오
고 있습니다.

『패션마케팅 제2판』은 기업들의 성공사례를
토대로 마케팅 원리와 마케팅 개념을 다룬 책
입니다.

패션디자인 아이디어, 문화에서 찾기
김민자 · 이예영, 에피스테메. 2011
패션디자인의 개념과 원리에서부터 영감의 원

가정교육과의 미래
변화하는 시대에 부응하는 가정교육

천이 되는 패션사, 예술 양식, 세계 각 지역의

가정교육과에서는 중등학교 가정과 교사 및 생활과학의 세부 전공의 영역을 통해

문화, 현대 사회의 변화를 살펴봅니다.

가정복지사, 건강가정사, 다문화 가정 상담사, 보육교사 및 보육시설장을 비롯하여

식품과학(식품과 영양의 생화학)

아동상담, 청소년상담, 청소년지도사, 소비자상담, 식품 또는 영양관련 직종, 패션

이경애 외 3명. 라이프사이언스. 2008

디자이너 및 패션마케팅 관련 직종, 건물 디자이너 및 인테리어 디자이너 직종 등

현대인의 건강한 식생활을 위한 전문화된 식품
영양 관련 지식과 정보를 제공합니다.

넓게 보는 주거학
주거학연구회. 교문사. 2005
인간과 주거, 디자인과 주거, 사회와 주거 등의

의 다양한 직업 전문인을 양성합니다. 특히 가정교과는 저출산, 고령화, 다문화 사
회에서 나타나는 문제 등을 치료적 방법이 아닌 예방적 방법으로 다룰 수 있는 교
과이므로 앞으로 가정교과에 대한 중요성과 관련 전공들이 현대사회에서 매우 중
요하게 자리 잡을 것입니다.

내용을 다룬 책입니다.

।Ĝ@ҜԽ@ِĸ՜

블루오션

생활과학연구소 생활과학연구소에서는 인간

●

다문화 가정 상담사와 건강가정사라고 들어 보셨나요?

의 삶에 필수적인 아동과 가족, 의류환경, 식품

다문화 가정

우리나라는 최근 세계화와 더불어 다른 나라에서 온 외국인 근

영양환경, 가정경영 및 소비자 등의 영역에서

상담사

로자나, 결혼 이민자들이 증가하여 다문화 사회가 되었습니다.

과학적인 방법으로 최신의 정보를 수집 ₩ 분석
한다. 이를 바탕으로 삶의 질을 높이고 가정 생
활문화의 발전에 기여하고자 한다.

이에 따라 다문화 가족의 자녀들이 겪고 있는 언어, 교육, 경제,
심리, 문화적인 문제들을 상담을 통해 도움을 주는 역할을 담당
하는 사람이 필요하게 되었는데 바로 그것이 다문화 가정 상담
사입니다. 다문화 가정 상담사는 정부나 학교 및 민간지원센터의
인력 수요에 맞추어 전문 상담을 해주는 사람으로서 자격기본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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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의한 소정의 시험에 합격하고 직무 교육을 이수한 사람을 말
합니다. 건강가정사는 사회복지 문제의 큰 범위 안에서의 다양한
문제 해결의 전문가로 활동할 수 있습니다. 가정 문제의 예방·상
담 등을 통한 개선, 가정 관련 프로그램의 구성 개발 · 연구, 가정
문제 분야의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의 개발과 연구·구성 조직, 다
양한 콘텐츠 개발과 자료 제공 · 작성, 가정 문제 해결을 위한 운
동 · 계몽 활동의 추진은 물론 사회복지 시설과 연계한 다양한 활

나의 수험생활

동이 가능합니다. 건강가정사는 관련 과목을 이수하면 자격을 인

저는 고대에 입학하기 위해 정말 피땀 흘려 공

정받을 수 있습니다.

부했습니다. 쉬는 시간 10분도 아까워서 수업
이 끝나면 10분 동안 영단어를 외우며 보내곤
했습니다. 청소 시간에도 누구 보다 빨리 청소

길을 가는 후배에게
가정교육과에 대한 오해와 진실

를 마친 후에 영어 듣기를 하며 시간을 허비하
지 않으려고 노력했구요. 정말 간절히 원하면
이루어진다고 생각합니다. 자신의 꿈에 간절해
보시길 권합니다.

고등학교 때는 솔직히 가정교육과라는 전공에 대해 잘 몰랐습니다. 그저 여학생들
이 많이 가는 학과라고만 생각했지요. 그런데 대학에 와서 전공수업을 들으면서 가
정이라는 교과가 남녀를 불문하고 누구에게나 생활에 필요한 가장 중요한 기능과
지식을 다루는 교과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무엇보다 제가 전공에 대해 자랑스

Ğͷ@ۜÿ@ч@֫ॼ
중등학교 2급 정교사 국내 사립학교에 선생님
으로 임용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짐

럽게 생각하게 된 것은 가정교과가 사랑과 배려, 헌신, 돌봄 등의 중요한 가치를 학

평생교육사 2급 평생교육사는 평생교육 진흥을

습의 대상으로 다룬다는 걸 알고부터였습니다. 가정교과는 아동 · 청소년들에게 경

위해서 평생교육 및 프로그램의 기획, 진행, 분

험과 체험을 통하여 사랑과 배려, 헌신이나 돌봄과 같은 정서 및 가치를 체득하도
록 하는 교과입니다. 이를 통해 아동 · 청소년들은 기본적인 돌봄의 역량을 갖추게

석, 평기 등 평생교육 관련 업무의 전반적인 영역
을 담당하는 평생교육 현장전문가임
건강가정사 건강가정사는 사회복지 단체나 기

되고, 이렇게 함양된 돌봄의 역량을 어른이 되었을 때 자신의 가족을 넘어 직장, 이

관 등을 비롯한 건강 가정 지원센터, 청소년 문제

웃, 사회를 돌보는 역량으로 확대해 갈 수 있습니다. 가정교과에서 배우는 조리나

해결을 위한 청소년 관련 단체나 상담센터, 학교

옷 고쳐 입기는 자신과 타인을 돌보기 위한 가장 기본적인 기능입니다. 우리는 누

내 가정 문제 상담센터 등의 관련 시설, 심리상

군가로부터 따뜻한 밥 한 끼를 대접받을 때 마음이 따뜻해짐을 느낄 수 있고 나의
터진 옷 솔기를 정성껏 꿰매어 주는 사람의 정성에 감동하기도 합니다. 또한 가정

담 센터에 취업할 수 있는데 건강가정사는 가정
교육과에서 개설되는 관련 과목 이수를 통해 자
격을 인정받을 수 있음

교과를 통해 친환경적 생활태도와 현명한 소비생활이라는 일상적인 생활습관을 통

보육교사 어린이집과 같은 보육시설에서 0~5

하여 더불어 사는 삶을 배우게 됩니다. 가정교육과는 이렇게 생활에 필요한 실제적

세 영유아를 돌보고 교육하며 이들의 신체적, 심

인 기능과 지식을 가르치지만, 동시에 이러한 기능적 경험을 통하여 타인을 돌보

리적 발달을 지원하는 교사나 시설장이 되기 위

는 기쁨을 알게 하고 이를 사회적 돌봄으로 확대하도록 하는 따뜻한 전공이랍니다.

한 자격증을 받는데 필요한 과목들이 일부 개
설됨
임용시험 공립 중등학교 교사로 임용될 수 있

ʷ،π@F@।পH।ԩ@ۜࠛ@ঢʷI

는 국가고시임

가정 경영 학회 가정을 효율적으로 경영하는 방법을 토론 · 연구하는 학회입니다.

شڏԟ֬

의류학 실습 학회 패션의 이해, 시대적 감각에 맞춘 디자인의 변화된 모습 등을 파

패션 특정한 시기에 유행하는 의복이나 장식의

악하기 위해 만들어진 학회입니다.

일정한 형식인간발달: 인간의 수태에서 죽음에

지역학교동아리 지방의 형편이 어려운 학생들을 돕고자 가정교육과 학생들이 모인

이르기까지의 신체적, 심리적 변화 과정을 연구

동아리로 자원 봉사를 통해 아이들과 감정을 공유하고 성적도 올리는 등 많은 아이

하는 학문

들에게 교육적으로 봉사하고 있습니다.

६@ڀĳέ@ঊত
@ؽܙশݘ@ۉ

고려대학교 사범대학은 미국과 유럽, 아시아
등의 대학 또는 교육청, 한국학교와의 협력을

학계 ¡ 연구원 대학 교수, 중등학교 가정과 교사, 연구원
디자이너 건물 디자이너 및 인테리어 디자이너 직종, 패션디자이너 및 패션마케팅 관련 직종

통해 매학기 교육실습생 또는 교환학생을 보
내고 있습니다. 교환학생들은 해외대학 수업

기업계 ¡ 금융계 일반기업체, 은행·증권회사·보험회사, 공무원 등

을 수강하고, 교육실습생은 해외 중 · 고등학교

기타 사설교육기관 강사, 건강가정지원센터, 보육교사, 보육시설장, 아동/청소년 및 소비자관련

또는 한국학교에서 전공 교과목들을 가르치고

상담사, 식품 또는 영양관련 연구원 및 강사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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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학교육과

사범대학, Since 1977
Department of Mathematics Education

수학, 논리적 사고로
추상을 이해하다
고려대학교 수학교육과는 1977년에 설립되어 현재 6명의 교수진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그 동안 1,200여 명의 졸업생을 배출하였
습니다. 졸업 후 진로는 교직 및 교육 관련 분야, 대학원 진학, 컴퓨터 관련 분야, 금융 및 일반 기업체 등으로 다양하며 지금까지 13
명의 수학 및 수학교육 관련 교수를 배출하기도 하였습니다. 수학교육과의 교육과정은 교양과목, 수학, 수학교육학, 교육학 등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부전공 및 복수전공 또는 이중전공 제도를 활용할 경우 더욱 다양한 분야로 진출할 수 있습니다.

http://mathedu.korea.ac.kr

인류의 역사와 함께
수학의 역사는 인류의 역사와 더불어 시작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수학은 천문 관찰과 토지 측량에서 시작하여 기하학,
대수학을 거치며 발전해 왔습니다. 여러분들이 익숙하게 들어봤을 플라톤, 아리스토텔레스, 피타고라스 등 유명한 철학자들 역
시 수학자이자 수학 교수였습니다. 수학의 발전과 더불어 수학교육 역시 인류역사에 꼭 필요한 분야로 자리매김해 왔습니다. 수
학교육과는 바로 수학이라는 순수학문과 교육학을 연계해서 다루는 학문입니다. 학생들은 현대수학 분야인 해석학, 기하학, 대
수학, 위상수학, 응용수학 등 수학 전 분야를 학습합니다. 수학교육과는 순수학문으로서의 수학을 배우며 수학교사가 갖추어야
할 이론과 실습을 연마하도록 하여 미래의 유능한 수학교사 및 창의적인 고급 연구원을 양성하는 데 주력하고 있습니다. 그 결
과 졸업생들이 유능한 교사뿐 아니라, 수학교육학 및 수학을 창의적으로 연구할 수 있는 고급 연구직으로 진출하고 있습니다.

수학교육의 엔진 집중하면 길이 보인다
수학교육과는 수학에 어려움을 가진 학생들을 돕는 교육자를 희망
하는 학생들이라면 그 꿈을 펼칠 수 있는 학과입니다. 얼마 전 텔레
비전에서 소위 스타강사가 출연하여 이야기하는 프로그램을 본 적
이 있습니다. 대부분의 학원 강사들이 크게 성공을 못하는 이유가 다
들 본인은 더 나은 직장을 갖기 전까지 잠시 동안만 이 일을 하는 것
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이라고 하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에 집중
하지 못하게 되고 결과적으로 성공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자신의 전
공을 믿고 가치 있게 생각하는 마인드가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

이런 학생 수학교육에
• 수학에 어려움을 갖고 있는 누군가에게 내가 알고 있
는 것을 전수하고 싶다.
• 인간에 대한 사랑으로 늘 가슴이 따뜻하고, 누군가의
진로에 관심이 많다.
• 수학 분야에 대한 흥미와 열정을 갖추었다.
• 지적 호기심, 창의력, 문제해결 능력이 뛰어나다.
• 다양한 학생들을 품을 수 있도록 여러가지 경험을
즐긴다.

렇게 된다면 꼭 교육자가 아니더라도 수학교육을 연계한 다른 분야
의 연장선상에서도 여러분의 길을 발견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요즘에는
전공과목이라 해도 하나의 전공에 국한된 수업만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수학과 컴퓨터를 연계한 정보보안 분야뿐만 아니라 보험수학 등 새로운 분야들이 있습니다. 수학교육이라 하더라도 수학이라
는 학문, 즉 하나의 나무만을 보는 것이 아닌 수학과 관련된 다양한 분야를 더 넓은 시야로 볼 수 있는 ‘숲을 보는 시야를 가진’
학생이라면 다양한 분야로 진출하고 있는 수학교육과가 꼭 맞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물론 그 근본에 수학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는 학생이라면 더 흥미를 느낄 것입니다. 사물의 공간, 수치 분석 등에도 관심이 있는 학생이라면 어렵게만 느껴지는 전공과
목을 더 수월하고 재미있게 배울 수 있을 것입니다.

전공 수업 수학과와 차이가 뭐지?
수학교육이라고 하면 수학과와의 차이를 언급하지 않을 수 없을 것 같습니다. 교육과정은 교양과목, 수학, 수학교육학, 교육학
등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수학’이라는 학문을 배운다는 점은 유사하지만 수학교육은 교육에 관한 면을 다룬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수학교육과는 우수한 중등교사 및 고급연구 인력의 양성을 위해 수학교사가 갖추어야 할 이론과 실
습을 연마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혹시 친한 친구가 수학문제를 물어봤을 때 본인은 잘 풀 수 있어도 친구에게 설명
을 해주기에는 난해했던 적 없었나요? 수학이론을 잘 안다고 해서 그것이 수학을 잘 가르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
닙니다. 수학과가 수학을 배우고 응용한다면 수학교육과에서는 이를 교육해야 합니다. ‘교육’에 관련하여서는 수학교과 교육론
부터 시작하여 4학년때 기하학교수이론과 지도, 교사를 위한 이산수학, 수학교과교재연구 및 지도법, 중등대수교육연습, 해석
학개념학습과 지도 등의 전공을 통하여 수학교육을 위한 수업을 듣게 됩니다.

학과목에 대하여 수학에 대해 배우고 가르치게 하는 수업하기
현대 수학의 기초, 해석학 무한의 개념을 필요로 하는 해석적 이론에 대하여 엄밀한 논리적 접근을 훈련시켜 논리적 사고력
을 배양합니다.
수학의 기본이론, 대수학과 정수론 다양한 집합의 특성 및 구조에 대한 대수적 이론을 배우면서 논리적 사고력을 배양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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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형에 대해 파헤친다, 위상수학과 기하학 다양한 공간의 위상적 불변량과 기하학
적 성질에 대한 이론적 및 직관적 접근을 훈련시킴으로써 직관적 통찰력과 문제해

ࣥѾ@ॕŗ͙

결능력을 배양합니다.
확률적 현상을 분석하는 확률론 확률적인 현상을 표현하는 개념과 이론을 교육하

전공영어강의 전공과목을 영어로 강의함으

고 금융, 보험, 통신 분야의 응용을 교육합니다.

로써 기본적인 영어실력 향상에 도움을 드립

이산수학에 대해, 수치해석 연속체 모델을 이산화하여 근사값을 찾는 방법, 프로그

니다.

램 구축 및 효율적 개선에 대한 이론 및 실습 교육에 힘씁니다.

교환•방문학생 프로그램 교환, 방문학생

배우면 가르쳐야지, 수학교과교육론 수학교과를 어떻게 가르쳐야 하는지, 교과과

프로그램을 장려함으로써 다양한 기회를 제

목의 개선방안은 무엇인지를 연구합니다.

공합니다.

해외 교생실습 프로그램 사범대학의 경우
미국의 유타주립대학, 미주리주립대학과 교
류협정을 맺고 해외 교생실습 프로그램을 지

수학교육과의 미래

원하고 있습니다. 해외 교생실습을 가면 외국
어로 수학과목을 강의할 수 있는 기회를 얻

아직까지도 교육은 백년지계라고 합니다. 수학교육과는 순수학문에 대해서도 배우

게 됩니다.

지만 그것이 교육과 연결된다는 점이 가장 큰 매력이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수학
이라는 분야는 입시에서도 아직까지 가장 중요한 과목이며 다양한 곳에서의 수요가
많은 분야입니다. 우선적으로 수학교육과를 졸업하면 교직 진출이 두드러지지만 일반

мπ҆ɜ@ր।ĳڲ
Thomas Calculus 12E

기업이나 수학이 라는 전공 특성상 금융계에 진출하여 활발하게 활동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수학을 순수 학문으로만 본다면 연구직만을 생각할 수 있지만 회계, 금
융권으로 눈을 확장시킨다면 충분히 다양한 곳에서 기량을 펼칠 수 있게 됩니다.

Thomas George B. Pearson 2010
대학 미적분학 책의 기본이라 불리는 책. 대학
에 가면 영어강의도 많은데 원서로 공부하는
것을 연습할 수 있는 책이다.

블루오션
●

교사, 강사, 교수 등 수학교육과 졸업생 중 가장 많은 학생들이 공

교직분야

립 및 사립중등학교 교사로 진출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으로는
학원 강사 및 학원 원장으로 일하고 있으며 그 외에 국내외에서
박사학위를 받고 대학에서 교편을 잡고 있는 졸업생이 20여 명에
달합니다. 교수로 진출한 졸업생의 주된 전공은 수학 · 수학교육이
며, 컴퓨터 공학, 물리학, 정치학과 같이 다른 분야의 교수들도 있
습니다.

●

수학, 확률, 통계적 방법을 이용하여 미

보험계리사

래적 상황을 바탕으로 보험의 위험료를
측정하고 보험, 연금, 퇴직연금 등에 대
한보험료 및 보상지급금을 계산하는 업
무를 합니다. 미국에서 가장 좋은 직업 100
위에서 2위에 랭크되었습니다.

●

금융자산운용가는 5년 뒤 유망직종

금융자산

1위에 선정된 분야입니다. 투자분석가

운용가

한미 FTA 이후 새롭게 각광받는 금융
분야 직업에 투자분석가가 올라가 있
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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شڏԟ֬
해석학 미적분학(微積
分學)과 그 발전된 것
으로서의 미분방정식
론 · 함수론 등 주로 함
수를 다루는 수학의 한

고등학교 시절의 기억을 살려 이렇게 글을 남

분야로써 오늘날 현대

깁니다. 수험생활 3년 동안 노력의 대가로 저

수학의 기초를 담당하는

에게 고려대학교를 안겨준 것은 바로 야간자율

수학의 한 분야

학습이었습니다. 야간자율학습이 강제라 느끼

선형대수 벡터 공간, 벡터, 선형 변

는 학생들도 있을 수 있지만 저에게 야간자율

환, 행렬, 연립 선형 방정식 등을 연구

학습은 3년 동안 저를 흔들리지 않게 잡아주고
또 나태하지 않게 해주는 말뚝과 같았습니다.

하는 대수학의 한 분야

학교 선생님들은 공부를 하더라도 집중해서 짧

위상수학 연속적인 일대일 변환으로서 기하학적 도형의

게 하는 것이 더 효율적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불변(invariant)에 대한 성질을 연구하는 학문

사람들마다 다르겠지만 저는 제가 엉덩이를 붙

미분기하 기하학의 문제를 다루기 위해 미적분학, 선형대수학 그리고 다중선형
대수학을 이용한 수학의 한 분야

이고 앉아있었던 절대적인 그 시간들을 믿었습
니다. 물론 매일 늦은 시간까지 반복되는 야간
자율학습에 때로는 다른 생각을 하기도 하고,
친구들과 조금씩 잡담을 하기도 했습니다. 하

Ğͷ@ۜÿ@ч@֫ॼ
임용시험, 전산 회계, 전산세무, 세무회계, 기업회계, 증권투자상담사, 파생상
품투자상담사, 은행FP, AFPK, CFP, 투자자산 운용사, 정보처리기사, 손해사정
인등

루라도 흐트러지지 않고 공부를 했다고 한다면
거짓말이겠죠. 하지만 한 가지 일을 하루에 1시
간씩 매일 10년을 하면 그 분야의 전문가가 된
다는 말이 있습니다.
꾸준하게, 여러분의 목표를 위해 흔들리지 않
고 달려갈 그 무언가를 잡으시라는 말씀을 드
리고 싶습니다. 적어도 3년간은 그것이 강제적

ʷ،π@F@।পH।ԩ@ۜࠛ@ঢʷI
Luxury 편집부. 수학교육과의 재미있는 잡지책을 만드는 소모임
파라독스 농구 소모임
언리밋 선 · 후배와 함께 운동하며 교류할 수 있는 농구 소모임

@ؽܙশݘ@ۉ
졸업생 수 1,200여 명
졸업 후 사회진출 현황
학계 ¡ 교육계 공립 및 사립학교 수학교사, 대학 교수, 연구원 등

이어도 좋습니다. 여러분들이 들인 절대적인
시간과 노력은 여러분들을 배신하지 않을 것
입니다. 모두 고려대학교에 오시는 그 날까지
파이팅 하시길 진심으로 바랍니다.

ؑמɸ۾@מĚĜЃ
집합론 및 교양과목
해석학 1, 선형대수 1, 통계학, 미분
방정식 1, 해석학 2, 기하학, 선형대
수 2, 미분방정식 2, 수치해석
현대대수 1, 위상수학 1, 복소수함수

정부 ¡ 공공기관 통계 분석가, 정부 및 공공기관 공무원 등

론1, 미분기하 1, 현대대수 2, 수학교

기업계 ¡ 금융계 컴퓨터 및 IT 분야 엔지니어, 프로그래머, 일반기업체, 은행 · 증권회사 · 보험
회사 등

과교육론, 위상수학 2, 미분기하 2,
복소수 함수론 2
현대대수 1, 위상수학 1, 복소수함수
론1, 미분기하 1, 현대대수 2, 수학교
과교육론, 위상수학 2, 미분기하 2,
복소수함수론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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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육교육과

사범대학, Since 1972
Department of Physical Education

국내 체육 분야를 선도하다
국민소득 증대와 경제발전에 힘입어 현대의 체육은 국가적 관심 분야로서 대중의 삶의 질을 높이는 결정적 역할을 담당하고 있습니
다. 이러한 시기에 발맞추어 1972년에 체육계의 능력 있는 교수들을 모시고 체육교육과를 설립하게 되었습니다. 초기 1969년에는
이공대학 이학부의 체육학과로 편성되어 있었지만 후에 사범대학으로 편성되어 체육교육과로 다시 태어나게 되었으며, 설립 이후
부터 현재까지 국내 체육교육의 발전에 크게 기여하고 있습니다. 고려대학교 체육교육과는 국내 최고 수준의 임용시험 합격률을 자
랑하며 유능한 체육교사를 다수 배출하였고, 체육교사로 진출한 졸업생들은 한국 체육교육의 주춧돌이 되고 있습니다. 또한 많은 졸
업생들이 체육계 안팎의 다양한 분야로 진출하여 활동하고 있으며, 각자 진출한 분야에서 두각을 나타낼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http://phyedu.korea.ac.kr

신체활동의 잠재적 가치를 최대한으로 발휘하게 하다
체육(體育)이란 ‘계획적이고 의도적인 신체활동을 매개 또는 수단으로 하여 인간의 잠
재능력을 발휘하도록 함으로써 신체적, 정신적, 사회적으로 완전한 인간을 형성하고자 하
는 교육의 한 영역’이라고 정의할 수 있으며 더 나아가 인간의 제 운동을 탐구하는 과학과
기술까지를 포함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체육교육과는 이러한 체육의 이론과 실기를
과학적으로 지도하는 전인적이고 미래지향적인 중등학교 체육교사 양성이라는 근
본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목적을 위해 체육교육과에서는 체육사,
체육원리, 운동생리학, 운동역학, 스포츠심리학 및 운동학습, 스포츠사
회학 등 체육의 이해를 돕는 이론교과수업과 체육
교육의 현장에서 필요한 체육 지도법, 체육교육과
정, 체육학연구법, 트레이닝방법론, 보건교육, 레크리에이션론, 무용,
각종 운동 등 교과수업을 포함한 교과과정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체

이런 학생 체육교육에

육활동을 통해 학생들의 신체적·정신적 건강을 증진시키고 성격 형

• 체육을 좋아한다!

성이나 사회성 증진에도 도움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중등교육과정에

• 학생들을 좋아한다!

서 체육교과의 중요성이 점점 커지고 있으며 전체 수업에서 차지하

• 체육 이론과 실습을 병행하는 데 문제가 없다.

는 비중도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 결단력, 문제 해결력이 좋으며, 지도자적 자질이
다분하다.
• 남을 배려하는 마음이 가득하다.

체육교육의 엔진
흥미와 열정, 따뜻함으로 임하라
체육교육의 근본적인 목적은 체육교사를 양성하는 것입니다. 훌륭한 체육교사가 되려면 원활한 대화 능력도 필요하고 학생들
을 가르치거나 돕는 일에 열정적이어야 하며 솔선수범은 물론이고 상대방을 생각하는 마음까지 있어야 합니다. 또한 기본적인
신체활동 및 운동과 함께 체육교육에 대한 흥미와 열정이 가장 중요합니다. 따라서 현대사회가 필요로 하는 교양인으로서 갖춰
야 할 체육 이론과 실기를 체득하고 연마하여 전문적인 체육수업 지도 능력을 습득해야 합니다. 지도 능력을 습득했으면 교사
로서의 자질을 충분히 가졌는지 스스로를 의심해보고 부족하다고 느낀다면 교육 봉사를 통해 자신을 연마해야 합니다. 이렇듯
좋은 교육자가 되기 위해서는 신체활동과 더불어 학생들을 가르칠 수 있는 능력을 요구하기 때문에 많은 노력이 필요합니다.

전공 수업 스포츠를 이해하고 몸으로 경험하고 경영하라
힘은 어떻게 사용하는 걸까, 운동 역학 운동의 역학적 원리를 제시하고, 실제 현장에서 그 원리를 활용할 수 있도록 돕는 학
문입니다.
사회에서 스포츠란, 스포츠 사회학 사회학의 한 분야를 점유함과 동시에 스포츠 과학 또는 인간과학의 기초적인 연구 부문으
로서 스포츠 현상이나 스포츠에 관련이 있는 사회문제를 사회학의 입장에서 실증적 · 객관적으로 연구하는 학문입니다.
운동선수들의 심리는, 스포츠 심리학 스포츠에서의 심리학적 사실이나 법칙을 밝히고 스포츠를 능률적으로 할 수 있도록 이론
과 심리학적 기술을 제공하고자 하는 학문입니다.
체육을 교육하려면, 체육교육학 체육을 이해하고 교육으로 적용하는 방법에 대해서 연구하는 학문입니다.
운동을 상업화 하려면, 스포츠 경영 마케팅 현대 사회에서 일상생활 속에 깊숙이 침투해 있는 스포츠의 이론과 사회로의 적용
방법을 연구하는 학문입니다.
운동을 하면 몸에 무슨 변화가 생길까, 스포츠 생리학 운동생리학으로부터 생겨난 것으로 스포츠 활동에 대한 순환, 호흡 및
다른 인체계통에 관한 반응을 분석하는 학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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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Ѿ@ॕŗ͙
임용시험 준비반 임용시험을 준비하는 학생
들을 위한 프로그램입니다.

체육교육과의 미래
건강하고 여유 있는 삶을 위한
전제조건으로서의 체육

전공 영어 강의 학생들의 영어 실력 향상을

최근 들어 체육은 일부 스포츠인의 전유물이 아닌 건강한 삶을 추구하는 전 국민이

위해 전체 강의 중 22%에 달하는 전공 수업이

관심을 갖고 참여하는 국가적 관심 분야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특히 주 5일제가 시

영어로 진행됩니다.

행되면서 많은 사람들이 신체활동이나 여가 활동에 많은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따

임해 훈련 각종 해양스포츠의 전반적인 지

라서 체육이 삶의 질을 높이는 역할을 담당한다는 인식의 확산으로 체육 교육의 미

식과 기술 향상 및 자연환경에 대한 가치를 이

래도 현재보다 더 나아질 것입니다. 이런 실정에서 체육 교육은 급증하는 체육 및

해하고, 수상안전과 단체생활을 통한 공동체

여가활동 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해 더욱 더 발전적이고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게 될

의식을 배양하여 스포츠 지도자의 자질을 향
상시킵니다.

분야로 거듭날 것으로 전망됩니다.

해외 교육실습 프로그램 2007년 9월 미국
St. Louis에 있는 미주리 대학교(University of
Missouri)와 협정 체결, 2학기 2~4명의 교육

블루오션

실습생을 교환하였고, 2009년 11월부터는 미
국 플로리다 주립대학교와 협력 체결을 통해

●

스포츠 마케터란 기업이 스포츠마케팅을 통해 회사의 인지도

2010학년도 2학기부터 매학기 2~4명의 교육

스포츠

향상 및 이미지 개선을 할 수 있도록 스포츠와 관련된 각종 행사

실습생을 교환하고 있습니다.

마케터

지원, 선수지원, 스포츠용품 판매 등을 대행하는 분야입니다.
스포츠 마케터의 업무는 크게 세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첫째, 후원업무는 기업 인지도 상승을 위한 스포츠자산 후원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것입니다. 둘째, 스포츠 이벤트 관리는 메
가 스포츠 이벤트 및 스포츠 행사를 기획, 유치, 운영함으로써 이윤
을 창출하고 부가가치를 생산하는 일입니다. 셋째, 상품화 사업은
캐릭터 상품 활용 등 선수의 가치를 상품화시키는 일입니다.
이러한 일들을 하는 스포츠 마케터가 취업할 수 있는 직장은
스포츠마케팅 전문회사, 프로스포츠구단, 경기연맹, 일반 대기
업이나 광고회사 등이 있습니다.

●

스포츠심리상담이란 운동선수들의 심리적 문제를 해결하여 그들

스포츠심리

이 최대한의 기량을 발휘하도록 돕는 훈련법으로 스포츠심리상

상담사

담사에 의해 이루어집니다. 최근 스포츠심리상담에 대한 관심이
커지면서 수요도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스포츠심리상담사의 활
동영역은 더욱 넓어질 전망입니다. 스포츠심리상담사 자격증은
한국스포츠심리학회에서 취득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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ZOO 농구동아리. 체육교육과 과동아리로서 학교 내에서 입지를 다져나가고 있는
동아리. 교내경기를 2번이나 우승해서 고연전에 나가는 영광도 누렸으며 운동선수
출신 선배들도 많아 농구를 체계적으로 배울 수 있습니다.
P.E.T.C. 테니스동아리. 역사가 짧아 배출한 부원이 많지는 않지만, 선 · 후배 간에
정이 두터워 가족과 같은 화기애애한 분위기로 생활하며 테니스에 대한 열정과 열

체육교사를 양성하는 체육교육과는 학생들을

의를 뿜어냅니다. 구성원들 간의 사랑과 믿음을 바탕으로 최고가 되기 위해 끊임없

이해하고, 함께 대화하며, 학생들과 하는 모든

이 노력하는 열정적이고 역동적인 동아리입니다.

일에 열정적이고 솔선수범하는 자세가 필요합

DEMON 야구동아리. 선후배 사이도 친형제처럼 좋고 운동할 수 있는 여건이 충분

니다. 또한 체육을 가르치기 위해서는 운동에

히 마련되어 있어 꾸준한 훈련이 가능합니다. 실력 향상에도 큰 도움이 되며 야구
라는 운동에 흥미를 더욱 느끼게 해주는 동아리입니다.

대한 이론적 지식과 함께 실기 능력을 갖추어
야 합니다. 체육교육과에서는 체육교사로서 갖
추어야 할 여러 가지 지식과 소양을 기르고, 체

F.C. DREAM 선수 출신의 많은 선배들이 실력향상에도 큰 도움을 주고 있으며 체

육 관련 분야의 경험도 함께 쌓고 있습니다. 유

계적인 훈련 시스템과 충분한 운동 장소, 화목한 분위기로 운동할 수 있는 최고의

능한 체육교사가 되기 위한 꿈을 가지고 자신

환경을 자랑하는 축구동아리입니다.

의 한계를 뛰어넘기 위해 노력한다면 누구나

체조동아리 구성원들 간의 사랑과 믿음을 바탕으로 최고가 되기 위해 끊임없이 노

체육교육과의 인재가 될 수 있답니다!

력하는 열정적이고 역동적인 체조동아리입니다.
럭비동아리 다른 운동에 비해 인기는 없지만 한번 접하게 되면 빠져나올 수 없는
매력을 지닌 럭비. 활기차고 활동적인 동아리 분위기로 매 운동시간이 즐겁고, 아
마추어 럭비에서도 수준급 팀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מɸ۾@מĚĜЃ
임해훈련, 기능해부학, 스포츠정보처
리, 체육교육개론, 스키교수법, 육상

엘리제 여학우 축구동아리. 남자축구 동아리에 비해 부족함이 없는 체계적인 시스

교수법, 빙상교수법, 수영교수법, 골

템을 갖추고 있으며, 항상 웃음이 넘쳐나는 축구동아리입니다.

프교수법

수영동아리 수영이라 하면 많이 어려워하는 사람들이 많지만 친숙한 분위기와 단

스포츠생리학, 스포츠사회학, 운동학

계별 운동방법으로 두려움을 이겨낼 수 있게 도와주는 동아리. 운동능력의 향상도

습 및 심리, 여가 레크리에이션 교육

중요하지만 운동을 즐기는 것을 최우선 목표로 하는 동아리입니다.

론, 테니스교수법, 운동과 성장 발달,

배구동아리 선후배 사이가 굉장히 두터워 운동 분위기가 좋은 동아리로 운동능률

보건교육론, 스포츠경영학, 체육진로

을 향상시키기 위해 규칙적인 운동시간을 킵니다.
봉사동아리 일체감 현재 도봉산에 위치한 인강원에서 매주 화요일 지체장애우 분
들에게 야구를 가르쳐 드리고 있으며, 토요일에는 격주에 한 번씩 저소득층 초등학
생들에게 체육 교육기부를 하고 있습니다. 신생동아리로써 역사는 짧지만 동아리

교육 및 상담, 체조교수법, 축구교수
법, 배구교수법, 댄스스포츠교수법
운동역학, 체육사 · 철학, 체육교과교
육론, 체육측정 및 평가, 배드민턴교
수법, 트레이닝방법론, 스포츠심리

명처럼 모든 부원이 하나가 되는 가족 같은 분위기 속에서 즐겁게 봉사도 하고 선,

학, 스포츠 마케팅, 여가복지론, 생

후배간의 끈끈한 정을 느낄 수 있는 동아리입니다.

활체육론, 탁구교수법, 뉴스포츠교
수법, 구급 및 안전관리, 농구교수법,
핸드볼교수법, 특수체육

@ؽܙশݘ@ۉ

체육교과교재연구 및 지도법, 체육교
과 논리 및 논술, 스포츠심리기술훈

학계 · 교육계 공립 및 사립학교 수학교사, 대학 교수, 연구원 등

련, 체육교육연구법, 코칭론, 태권도

정부 · 공공기관 통계 분석가, 정부 및 공공기관 공무원 등

교수법, 스포츠의학입문, 무용교육이

기업계 · 금융계 컴퓨터 및 IT 분야엔지니어, 프로그래머, 일반기업체, 은행 · 증권회사 · 보험회사 등

론 및 실제, 야외활동, 운동처방학

Ğͷ@ۜÿ@ч@֫ॼ
중등학교 2급 정교사 국내 중등학교에 선생님
으로 임용될 수 있는 자격증입니다. 임용시험 공
립중등학교 교사로 임용될 수 있는 국가고시입
니다. 생활체육지도자 국민체육진흥을 위한 체
육지도자의 양성과 자질향상에 기여하는 지도자
를 말합니다. 스킨스쿠버, 수영, 보디빌딩 등 총
42개 종목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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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호학과

간호대학, Since 1942
Department of Nursing

21세기 초고령화 사회,
세계적 간호인재를 키운다
고려대학교 간호학과는 1942년 간호 교육 시작 이래 다양하고 심도 있는 임상 경험과, 연구를 학문에 통합하는 교과과정을 마련하
여 급변하는 세계화 시대의 환경적 요구에 부응하는 교육적 변화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3,500여 명 이상의 졸업생을 배
출한 고려대학교 간호학과는 한국 대학교육협의회의 위탁을 받아 한국간호평가원이 실시한 ‘2006년 대학평가’에서 국내 최상 간
호교육기관으로 인정받았습니다. 이 뿐만이 아니라 세계 유수 대학들과 매년 학술대회와 학술 행사를 통해 교류함으로써 대한민
국 최고의 간호대학으로 거듭나고 있습니다.

http://nursing.korea.ac.kr

인간에 의한, 인간을 위한, 인간의 간호학
간호학은 인본주의에 기반한 응용과학 학문입니다. 간호행위는 건강 또는 질병의 상황에서 치료나 회복과 같은 목적을 가지고
대상자와 이루어지는 상호작용이기 때문에 간호학의 주요 영역은 사람 그 자체, 그리고 인간의 삶 전체를 연구하는 학문 분야입
니다. 간호학은 인간성과 인간 자체를 지향하는 인본주의 과학입니다. 물론 간호학도 다양한 연구와 실험을 통해 이론과 원칙을
정립하고 응용과학의 지식을 도입한다는 점에서 일반과학과 같은 맥락을 갖지만, 인간애와 사명감을 필연적으로 수반한다는 점
에서 정신적, 종교적 영역과도 관련되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쉽게 말하자면 간호학은 인간의 건강을 증진시키거나 회복시켜
인간의 고통을 줄여주고 생명을 보존하는 데 필요한 과학적 원칙을 연구한다는 점에서 과학적이고 이성적입니다. 따라서 간호
학은 인간의 생명과 가치를 생각한다는 점에서 과학(Science)과 인본주의적 정신이 요구되는 예술(Art)이 복합된 학문입니다.

간호학의 엔진 그 누구보다 더한 섬세함
간호학과를 희망하지 않더라도 대부분 나이팅게일이라는 이름은 낯
설지 않을 것입니다. 나이팅게일은 간호학에서 최초로 환경을 강조
한 인물입니다. 간호학에서 환경이란 인간 · 환경의 상호작용 개념으

이런 학생 간호학에
• 생물, 화학, 물리 등 모든 과학과목은 물론 인문학에
도 관심이 많다.

로 사회적 체계, 가족, 사회문화, 환자의 병실, 간호사 및 대상자를 둘

• 배려심이 깊고 스스로를 통제하며 절제할 줄 안다.

러싼 모든 것을 포함하는 것입니다. 간호학의 궁극적인 목적이 건강

• 급변하는 환경에 유연하게 대처할 수 있다.

이니만큼 대상자를 둘러싼 모든 환경에 대한 세심한 주의와 대상에
대한 배려가 필수적으로 요구됩니다. 다양한 학문 분야에서 인간을
가장 직접적으로 대하는 학문 중 하나가 바로 간호학입니다. 따라서
인간의 신체적 질병이나 건강 상태에 대한 분석과 판단뿐만 아니라
대상이 되는 인간의 심리적 상황과 물리적 · 정신적 환경 등을 종합적

• 분석하고 생각하는 것을 좋아한다.
• 체력이 좋고 성실하고 책임감 강하다는 소리를 자
주 듣는다.
• 타인과의 교류를 좋아하며 따뜻한 마음을 갖고 있다.
• 평생 전문직 직장활동을 원하며, 사회에 기여하고 싶다.
• 미래사회를 이끌며 팀워크에 있어 지도자적 자질이
있다.

으로 섬세하게 분석할 수 있는 역량이 필수적입니다. 여러분의 섬세
하고 정밀한 판단과 결정이 인간의 건강과 삶의 질을 좌우할 수 있습니
다. 이렇게 생각하니 정말 설레고 흥분되지 않나요?

전공 수업 과학의 뿌리에 윤리의 열매를 맺는다
이미 말씀드린 대로 간호학은 과학입니다. 기본적으로 인간의 건강 및 간호와 관련된 과학적 지식을 이해하고 적용하기 때문입
니다. 물리 · 화학· 생물 등 다양한 과학탐구 분야에서의 지식이 중요하게 활용됩니다. 특히 인간의 건강과 발달과정, 인간과 환
경의 상호작용 등과 관련된 학문이라는 점에서 생물과학과 밀접한 연관성을 맺고 있습니다. 이렇게 건강 및 간호와 관련된 과
학적 지식과 원리를 이해하고 응용함으로써 전문적 판단을 하는 것은 물론이고 간호학은 윤리의식과 인간 존엄성을 필요로 한
다는 점에서 자연계, 인문계 영역의 한계를 극복해야 합니다. ‘어떻게 인간을 돌볼 것인가’, ‘어떤 방법이 환자의 건강을 증진하
는 최고의 방법인가’를 고민하는 행위를 통해 과학적 지식과 연구뿐만 아니라 인간에 대한 윤리적 이해와 탐구 또한 간호학을
공부하는 데 있어서 중추적인 역할을 하게 됩니다.

교과목에 대하여
튼튼하게! 기본간호학 기본간호학은 전문직 간호에 바탕이 되는 주요 개념을 이해하고 인간의 기본 간호요구를 사정하고 조
정하는 과정을 학습하는 전공과목입니다.
건강하게만 자라다오! 아동간호학 아동간호학은 아동기 단계별 성장 · 발달 과정을 이해하고 발달상의 건강문제 및 아동기 급만
성 특수건강문제와 이에 대한 가족의 반응을 확인하며, 이를 해결하기 위한 통합적 간호접근방법을 학습합니다.
어른도 건강이 최고! 성인간호학 성인간호학은 환경과 상호작용하는 신체적, 심리 사회적, 문화적, 영적으로 통합된 성인을 대
상으로 간호과정을 적용하여 질병을 예방하고 건강을 유지·증진하는데 학습목표를 두며, 간호에 필요한 간호지식과 기술 및 간
호대상자 중심의 가치지향적 태도를 학습합니다.
남자와 여자는 달라! 모성간호학 생식 주기에 있는 여성과 가족의 임신, 분만, 산욕과 관련된 간호요구, 그리고 생식기 건강문
제를 가진 여성과 가족의 간호요구를 사정(査定)하고 조정하는 방법을 학습합니다.
몸도 마음도 건강하게! 정신간호학 정신 건강 및 질병과 관련된 환자의 건강증진 및유지, 질병예방, 회복을 위한 개념을 학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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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고 대내외적 환경과 상호작용하는 인간으로서의 행동반응을 이해하고 행동장애
와 관련된 이론에 기초를 둔 중재법을 학습하는 전공영역입니다.
우리 이웃은 지금 건강할까? 지역사회간호학 지역사회간호 관련 이론 및 지역사

ࣥѾ@ॕŗ͙

회간호과정을 적용하여 개인, 가족, 조직, 집단 및 지역사회를 대상으로 건강관리와

전공 영어 강의 고등학생 때는 수능에 반영

건강증진 방법을 학습합니다.

되는 언어, 수리, 외국어, 탐구영역의 과목들과

간호도 경영이다. 관리가 필요해! 간호관리학 간호의 역사적, 철학적 개념에 대한

체육, 미술, 음악 등의 예체능 과목으로 나뉘듯
이, 대학교에 입학하게 되면 자신의 전공 과목

이해를 통하여 현대 간호의 가치, 이념, 목적 및 역할을 학습하고, 더불어 간호관리

과 교양 과목을 수강해야 합니다. 간호대학의

이론및 과정에 관한 지식을 습득함으로써 다양한 건강관리체계에서 간호전문가로

전공필수 과목들은 상당수 과목이 영어 강의로

서 역할을 수행하기 위한 자질을 학습하는 학문입니다.

진행되어 글로벌 시대의 세계적인 간호 인재로

지금은 고령화 시대! 노인간호학 노인과 관련된 사회, 심리, 생리적 변화를 이해하

거듭나도록 지원합니다.

고, 주요 건강문제를 파악하여 노인의 건강유지 · 증진을 위한 간호 조정 방법을 학

교환 ₩ 방문학생 프로그램

고려대학교에서

마련하고 있는 다양한 교환학생과 방문학생 프
로그램을 통해 본교에만 등록금을 납부하면 해

습합니다.
간호는 과학이다! 기초간호과학 간호학에서 필요로 하는 인체의 구조와 기능 및

외의 유명대학에서 학점을 이수할 수 있는 기

질병의 원인과 발병 기전을 분자수준에서 시작하여 개체수준까지 이해할 수 있도

회를 제공합니다.

록 해부학, 생리학, 약리학, 병태생리학, 병원 미생물학등 기초 간호과학분야의 지

국제교류 프로그램 한국뿐만 아니라 미국의

식을 학습합니다.

간호사 자격증 취득을 지원하는 교육과정을 운
영하며 북미와 동북아 유수 간호대학과의 활발
한 국제학술교류를 하고 있습니다.

간호학과의 미래
그냥 장수가 아니라 건강한 장수
최근 간호학의 추세가 인류 건강증진에 기여하는 전문화된 연구 중심의 간호 교육

영국의 격언 중 이런 말이 있습니다.“The only

인 만큼 세계화 시대에 걸맞은 인재로 거듭날 수 있게 됩니다. 게다가 최근 들어 간

place where success comes before work

호사와 간호관리자에 대한 수요가 급증하는 반면 공급이 그에 따라주지 못하는 현

is a dictionary.” 노력보다 성공이 앞선 곳은

상이 세계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가운데 간호학은 미래가 촉망되는 학문 중 하나로

사전 밖에 없다는 뜻이죠. 이 말을 명심하시면

도약하고 있습니다.

서 자신이 진정으로 노력했는지 진지하게 성찰
하시고 한 걸음씩 묵묵하게 노력의 발을 내딛
으시기 바랍니다.

블루오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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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대간호연구회

●

병원행정과 간호사 등을 직접 관리하는 행정 및 관리 분야입

병원 및 병동

니다.

행정 분야

•Ultra Sound 간호대학 밴드부.
•간호대학 의과대학 연극반.
•간호대학 의과대학 미술반.
•Sharing Choir

간호대학, 의과대학 합

창반.

●

다양한 의료 관련 법적 분쟁을 해결하는 의료 전문 법률가로 활동

의료 전문

합니다.

법률 분야

•FC KUCON 간호대학 축구부

Ğͷ@ۜÿ@ч@֫ॼ
간호사 자격 국가고시, 전문간호사 자격시험,

●

해외 국가의 간호사 자격증 취득을 통해 외국에서 간호 실무를

외국에서의

담당하는 간호사로 취업할 수 있습니다.

간호

보건교육사 자격시험, 보건직 공무원 자격시
험, 미국 간호사 자격시험(NCLEX-RN) 등

●

간호경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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너싱홈, 어린이집 등의 간호경영이 있습니다.

길을 가는 후배에게
이렇게 다를 줄이야!
솔직히 말하자면 저는 성적에 맞추다 보니 간호대학에 오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병원
에서 환자들을 돌보는 사람이 간호사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간호대학에 와서
기초 및 전공 교과목들을 수강하면서 간호학의 매력에 푹 빠지게 되었습니다. 간호사

мπ҆ɜ@Åক।
간호사, 프로를 꿈꿔라!
도나 윌크 카르딜로. 한언. 2005
20년 경력의 베테랑 간호사이자 유명한 강연

가 하는 일은 병원에서 환자를 돌보는 일뿐 아니라 건강한 사람들의 건강유지와 증진

자이기도 한 저자가 밝히는 최고 간호사가 되

에도 중요한 역할을 하며, 나아가서는 간호 행정가, 경영자, 정책가의 역할도 수행할 뿐

기 위해 알아야 할 모든 것과 직장생활 노하우

만 아니라 국제기구에서 일하며 전세계 인류의 건강을 위해 일할 수도 있는 등 매우 다

에서부터 단계별 경력관리까지 백의의 천사를

양하더군요. 그래서 이제는 제가 간호대학에 들어온 것이 너무 좋은 선택이었다고 자

넘어 간호전문인으로 거듭나는 실질적인 방법

신있게 말할 수 있습니다.

이때는 꼭!

을 담았습니다.

장관이 된 간호사 - 평생간호사 김화중의
감동인생
화중. 강빛마을. 2010
장관이 된 간호사」는 평생을 간호사로서 아프
고 소외된 사람들을 보살피고 이들의 보건의

제가 재학생의 입장에서 여러분들에게 조언해드리고 싶은 것은 1학년

료 보장을 위해 애쓰면서 교수, 국회의원, 장

신입생 때부터 소위 ‘스펙’에 매달리지 말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스펙

관에까지 이르렀던 김화중의 감동적인 이야기

에 집착하다 보면 정작 대학생, 그 중에서도 가장 혈기왕성한 새내기로서의 낭만과
생활을 잃게 되기 때문입니다.
2학년 때 배우는 전공기초과목들은 3학년때 배우는 간호학 전공과목
들의 기본이 되기 때문에 열심히 공부해서 이해의 폭을 넓히는 것이 중요
합니다. 2학년 때 공부하는 습관이 들지 않으면 3학년때부터는 더 많이 힘들어 지
거든요~ 하지만, 틈틈이 대학생으로서 쌓을 수 있는 여러가지 경험을 쌓은 것도 필
요합니다.

가 펼쳐져 있습니다. 간호사로서 자신의 일에
열심을 다한 저자의 인생여정이 오롯이 담겨
있습니다.

미스터. 나이팅게일-남자라고 간호사 되
지 말란 법이 있나요?
문광기. 김영사. 2014
꿈을 찾아 상식의 벽에 도전한 한 남자 간호사
의 열정 보고서인 이 책은 지극히 평범한 삶을
살던 남자가 ‘여성의 일’이라는 사회적 편견의
중심에 있는, 간호사를 선택하면서 벌어지는
에피소드와 그곳에서 배운 참다운 인생의 의

3학년이 되면 꼭 고등학생으로 다시 되돌아간 것 같은 생각이 들 정

미를 생생하게 펼쳐낸 에세이입니다.

도로 간호학 전공교과목에 대해 공부해야 할 것이 정말 많습니다. 게다가
임상실습을 시작하게 되기 때문에 체력을 잘 길러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거의 자리에 앉아있을 시간이 없거든요~. 또한, 여름, 겨울 방학 때 인턴십을 하면
추후 진로결정에 도움이 많이 됩니다.

।Ĝ@ҜԽ@ِĸ՜
고려대학교 간호학 연구소는 1997년에 개소
된 이래로, 최신의 간호 연구 동향 및 보건 정
책 등에 대한 세미나와 정기적인 국내.국제 학

5, 6월이 되면 병원 취업설명회가 시작되고 본격적으로 취업을 준비

술대회를 통해 간호 학문발전을 주도하고 있

하는 시기가 됩니다. 따라서, 취업설명회에 적극적으로 참석하고, 졸업한

다. 또한, 간호학 전공자들의 간호연구를 촉진

선배를 만난다 던지 해서 자신에게 잘 맞는 병원과 근무부서에 대해 꼼꼼히 고민하
는 것이 좋습니다. 후회없는 선택을 하기 위해서 이지요~

하고, 간호학 지식체 개발에 공헌하는 전문 기
관으로 간호학 관련 분야의 과학적 조사 및 연
구를 통해 한국 간호학 발전과 간호대상자의
건강 증진에 기여하고 있다.

@ؽܙশݘ@ۉ
졸업생 수 학부 3,496명, 석사 369명, 박사 84명 (2015. 02 기준)
졸업 후 사회진출 현황
의료계 의료기관 간호사, 13종의 전문간호사, 보건간호사(공무원), 조산사등
학계 · 교육계 · 연구직 초·중·고등학교 보건교사, 대학 및 산업장 산업간호사, 대학교수, 국공립, 사
립 연구기관의 연구원 등
간호학 관련 전문 분야 병원경영 행정전문가, 의료전문법률가, 보건업무정보관리자 등
간호사업 경영자 노인장기요양시설(너싱홈, 방문간호센터 등) 운영자, 간호전문 관련 사업 운영
자, 건강증진센터 시설 운영 등
기타 미국, 캐나다, 호주, 일본, 중동 지역 등 간호사 및 전문직 간호 활약, 제약회사, 보험회사,
의료관광업, 의료관련 IT회사, 항공회사 등

고려대학교 인재 양성 ¡ 진로 가이드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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컴퓨터학과

정보대학, Since 1984
Department of Computer Science & Engineering

소프트웨어 및 IT융합연구의 메카
고려대학교 컴퓨터학과는 전산과학과(1984년 설립), 전파공학과(1992년 설립), 컴퓨터교육과(1996년 설립)를 통합하여 2014년
에 신설된 소프트웨어 중심 학과로, 명문사학 중 유일한 소프트웨어 특성화 단과대학인 정보대학 산하에 있습니다. 컴퓨터학과에
서는 최정예 교수진 36명과 1,000명이 넘는 우수한 학부생 및 대학원생이 세계적 수준의 소프트웨어 및 IT융합 연구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컴퓨터학과는 2014년 QS 세계 대학 평가에서 100위내에 진입하였고 국내 순위로는 3위로 올라서면서 도약의 발판을
마련하였습니다.

http://cs.korea.ac.kr

인류 역사에 세 번째 물결을 몰고 온 정보 및 소프트웨어
정보대학은 정보(Information)와 소프트웨어 분야에 대한 교육과 연구를 수행합니다. 21세기는 정보가 곧 재산인 시대입니다.
인류 역사에 있어 정보는 다른 이들보다 앞서 나갈 수 있는 주요한 원동력이었습니다. 예를 들어 전쟁을 할 때에 적의 전력과
전략, 전쟁터의 지형 등을 아는 것은 승패에 엄청난 영향을 미치는 귀중한 정보였습니다. 이미 앨빈 토플러는 ‘제3의 물결’에서
정보사회의 도래를 예측하였고 현재는 정보 없이는 살 수 없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정보만큼 중요한 것이 그 정보를 전달하는
네트워크 기술과 이를 효율적으로 표현 및 저장하고 또한 이와 상호작용하는 방법입니다. 이러한 과제를 어떻게 소프트웨어를
통하여 실현할 수 있는지 연구하는 분야가 바로 컴퓨터학입니다.

컴퓨터학의 엔진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을 내 손으로 만들다
컴퓨터학은 아이폰, 구글, 네이버, 페이스북, 트위터 등 여러분들이 오
늘날 사용하는 생활필수품을 창조하고 발전시켜 온 학문입니다. 조

이런 학생 컴퓨터학에
• 논리적 사고와 표현에 관심이 많다.

금 더 친근한 예를 들자면, 요즘 많이 사용하는 스마트폰의 어플리

• 창의적이고 혁신적이다.

케이션이라든지 컴퓨터 게임 등과 같은 소프트웨어를 연구하고 개

• 내 손으로 게임이나 앱을 한번 만들어 보고 싶다.

발하는 분야가 바로 컴퓨터학입니다. 여러분! 어플리케이션을 다운
받는 입장에서 공급하는 입장으로 게임을 즐기는 입장에서 만드는 입
장으로 변화하고 싶은가요? 그러면 미래의 스티브 잡스와 빌 게이츠를 길러내는 요람인 고려대학교 컴퓨터학과로 오십시오.

영화 속 이야기를 현실로!
예전에 집채만하던 컴퓨터가 책상 위에 올려놓을 수 있는 크기의 데스크톱이 되고 이것이 계속 작아져서 무릎 위에 올려놓을
수 있는 크기의 노트북이 되고 책처럼 손에 들고 다닐 수 있는 패드형식의 컴퓨터를 거쳐 이제는 손바닥만한 스마트폰으로 인
터넷과 연결할 수 있는 시대가 왔습니다. 이러한 것들은 과거에 영화나 드라마를 통해서만 상상할 수 있는 일이었지요. 미래에
는 또 어떤 형태의 전자기기들이 출현할 지 예상하기 힘들 정도로 기술은 빠르게 진보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은 창의력과 혁
신에 바탕을 두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또 어떠한 변화를 기다리고 있나요? 머지않아 인류에 펼쳐질 그 미래를 여
러분의 손으로 만들어 갈 수 있습니다. 고려대학교 컴퓨터학과로 오세요.

전공수업 전공 수업 컴퓨터 언어에서 상상력의 한계까지
복잡해 보이는 정보이고 또 그것이 저장되는 컴퓨터이지만 근본적인 원리는 생각보다 어렵지 않습니다. 0과 1, 단 두 개의 숫
자로 컴퓨터는 작동되고 정보는 저장됩니다. 사람의 눈에는 글자이고 그림이지만 컴퓨터는 0과 1의 배열로 인식합니다. 그런
데, 사람들이 0과 1을 사용해 직접 소프트웨어를 만드는 것은 매우 불편합니다. 대신 “컴퓨터 언어”를 사용하여 컴퓨터와 소통
합니다. 대표적인 언어로는 C++, JAVA 등이 있습니다. 컴퓨터학에서는 우선 컴퓨터의 하드웨어적인 구조를 익힌 다음, 컴퓨터
언어를 이용하여 소프트웨어를 제작하는 다양한 기술을 배웁니다. 컴퓨터 언어를 통하여 여러분이 원하는 모든 소프트웨어를
만들 수 있는데, 유일한 장애물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여러분의 상상력입니다.

학과목에 대하여
사소한 정보 하나도 신속하고 정확하게! 이공계열의 기초과목, 수학 논리적인 수치와 결과가 중요시되는 이공계열에서는 수
학을 제외하고는 학문을 논할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이산수학, 공업수학 등의 전공을 위한 기초적인 수학에 대하여 다룹니다.
정보가 흘러가는 길, 회로 사람에게 혈액이 흐르는 혈관이 있듯이 전자기기들도 정보와 신호가 흘러가는 회로나 하드웨어 기
초에 대해 다룹니다. 논리회로설계, 회로이론, 전기회로, 전자회로 등의 과목이 있습니다.
정보는 어떻게 이루어지나, 자료 정보를 이루는 데이터, 즉 자료에 대해 다루는 분야입니다. 자료구조와 알고리즘, 계산이론,
데이터통신, 데이터베이스 등의 과목을 다룹니다.
정보가 저장되는 집은 어떻게 구성되는가, 컴퓨터 컴퓨터시스템, 컴퓨터구조 등 정보를 저장하고 또 만드는 컴퓨터에 대해 배
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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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의 교통수단, 통신/표현 말 그대로 정보의 교통수단, 즉 정보가 어떻게 전달되
는지에 대해 배우는 과목들입니다, 신호 및 시스템, 무선통신, 인터넷프로토콜, 컴

ࣥѾ@ॕŗ͙
BK21Plus 빅테이터 사이언티스트 양성프
로그램 교육과학기술부로부터 2013년부터
7년간 총 20억원 규모의 지원을 받아 진행 되

퓨터그래픽스, 인터페이스 등을 다룹니다.
경호까지 해준다! 정보보호 정보를 만들고 저장하는 것뿐만 아니라 그것을 보호하
고 조작 하는 방법들입니다. 정보보호, IT리더십, 인턴 실습, 모델링과 시뮬레이션,
인공지능 등이 있습니다.

는 프로그램으로 요즘 컴퓨터학에서 가장 “핫”
한 빅데이터 관련 소프트웨어 전문가를 발굴
하고, 차세대 신성장 사업에 능동적으로 대응
하는 맞춤형 글로벌 연구인력을 양성하는 것
이 목표입니다.

소프트웨어기술과산업 융합전공 미래창조
과학부/정보통신진흥원의 지원으로 진행되는
프로그램으로 SW전공기술, 기술경영, 산업경
영 등의 다학제 연계전공을 통하여 SW기술과
기획 및 기술경영에 대한 기초 지식 및 전공지
식을 습득함으로써 융합적 소양을 지닌 인재

컴퓨터학과의 미래
21세기의 신문화 창출과
디지털 혁명 시대의 선도
좀 더 많은 정보를 좀 더 빠르게, 그리고 좀 더 정확하게 전달하는 것이 컴퓨터학
분야가 지금까지 풀어온 그리고 앞으로 풀어나가야 할 숙제입니다. 인간은 옛날이

양성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우수한 교수뿐

나 지금이나 계속해서 편리함을 추구하고 있고 그 속에서 기술은 점점 발전하고 있

만 아니라, 산업체전문가, 대학원생이 함께 참

습니다. 그래서 전화가 발명되었고 인터넷이 개발되었으며 지구 반대편에서도 바

여 학부생들을 관리 및 지도하며 다수의 인턴

로 옆에 있는 것처럼 연락을 할 수가 있습니다. 조금 더 편했으면 하는 마음, 손 하

및 현장실습 프로그램을 통해 실무위주의 교육

나 까딱하기 싫어하는 게으름, 일명 귀차니즘을 통해 기술은 발전하고 있는 것입니

을 운영 합니다. 더불어, 첨단 강의실 및 개인
학습실 등 학업에 대한 적극적 지원을 통해 창

다. 현대 사회는 더 이상 상상으로 끝나는 시대가 아닙니다. 귀차니즘을 토대로 하

의적이고 도전정신을 갖춘 소프트웨어 전문인

는 상상이 새로운 기술을 낳고 기술이 또 새로운 상상을 낳으며 계속해서 앞으로

재를 양성하게 됩니다.

나아가고 있습니다. 종이처럼 접어서 휴대가 가능한 컴퓨터를 가지고 액정 없이 화
면을 띄울 수 있는 3D 디스플레이를 보며 직접 우리 몸을 움직이지 않아도 마치 텔
레파시처럼 머릿속 생각만으로 상대방에게 정보를 전달할 수 있는 그런 세상. 꿈꿀
수도 없었던 세상을 향해 컴퓨터학 분야는 여러분의 귀차니즘을 해결해 드리고자
지금도 연구를 게을리하지 않습니다.

블루오션
●

인터넷상의 서버를 통하여 데이터 저장, 네트워크 및 콘텐츠 사용

클라우드

등 IT 관련 서비스를 한 번에 제공할 수 있는 컴퓨팅 환경을 말합

컴퓨팅

니다. 향후 IT 공급 업체뿐만 아니라 사용자들은 경쟁력을 갖추기
위해 클라우드 컴퓨팅을 사용할 수밖에 없으며, 다른 국가에 앞서
시장을 선점하기 위한 노력이 가시화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

IoT(사물
인터넷)

사람과 사람 간의 통신을 통한 인간 중심의 정보 활용 방식이 사
람 대 사물, 사물 대 사물 간의 통신으로 확장된 것으로 기존의
단일 미디어를 기반으로 한 서비스에서 다양한 미디어를 이용하
여 지능적으로 정보를 수집, 가공, 처리하여 상호 전달하는 지능
화된 서비스를 제공하는 차세대융합인프라를 말합니다. 사물인
터넷은 사람이 직접 하기에 위험한 일이나 시간이 많이 소요되는
일 또는 보안을 위한 일등을 기계가 대신한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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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을 가는 후배에게
그래, 나의 선택이 옳았어!
고대생이 되었다는 자부심은 직접 느껴보지 않고서는 설명이 안 될 것 같습니다. 사회
곳곳에 진출하여 그 역량을 발휘하고 계신 자랑스러운 선배님들. 여느 학교 부럽지 않
은 쾌적한 시설. 숙명의 라이벌 연대와의 교류, 그리고 고연전은 대학생활의 잊지 못할
추억이 될 것입니다.

비가 온 뒤 땅이 더 굳어지듯이 지금의 시련
과 고비를 잘 견뎌내고 나면 그렇게 기다려왔
던 즐거운 대학의 캠퍼스가 여러분들을 반기고

Ğͷ@ۜÿ@ч@֫ॼ

있을 것입니다. 눈앞에 보이는 것만 보는 근시

네트워크관리사, 정보통신산업기사, 네트워크자격증(MCSE, CNE, BNCE, CCDA,

은 시각으로 여러분의 앞날을 설계해 나갔으면

CCDP, CCNA,CCNP, CCIE), 방송통신산업기사, 통신선로산업기사, 전파통신산업

하는 바람입니다. 수험생 여러분 모두 파이팅!

안적인 시각보다는 미래를 바라볼 수 있는 넓

기사, 무선통신산업기사, 전파전자산업기사, 정보처리산업기사, 전자계산산업기사,
전자산업기사, 사무정보기기응용산업기사 등

ؑמɸ۾@מĚĜЃ
전산수학, 컴퓨터 프로그래밍

ʷ،π@F@।পH।ԩ@ۜࠛ@ঢʷI

이산수학, 자료구조, 계산이론, 논리회
로, 컴퓨터시스템, 컴퓨터구조

전산학술부(약칭 전학부) 컴퓨터학과의 전신인 전산학과 시절부터 30년 동안 이어

데이터통신, 운영체제, 소프트웨어공

진 학회로 전공과목 및 프로그래밍 언어(C#, Python, R 등)와 관련 기술(영상, 보안

학, 데이터베이스, 컴퓨터그래픽스, ,

등)을 공부하는 학회

확률 및 랜덤과정

ALPS(Algorithm Learners & Problem Solvers) 세계적인 대학생 프로그래밍 경

기계학습, 무선통신, 임베디드시스템,

진대회 ‘ACM-ICPC’를 준비하고 알고리즘, 자료구조, C스터디를 진행하는 동아리

인터넷프로토콜, 정보보호, 게임프로

CAT&DOG(Creative Advanced Technology & Development Of Game) 게임의 기
획, 제작, 배포의 전 과정을 경험할 수 있으며 관련 신기술을 연구하는 전공 소모임

그래밍, 모델링과 시뮬레이션, 통신네
트워크

(https://kucatdog.net)
KOSMOS 스터디와 프로젝트를 통해 응용 프로그래밍을 공부하고, 프로그래밍으
로 구현하고자 했던 바를 직접 만들어 보는 전공 소모임
KUICS(Korea University Institute of Computer Security) 매년 모의해킹대회를 개
최하고 있으며 보안/해킹을 다루는 전공 소모임(http://kuics.korea.ac.kr)
KWEB(Korea Univ. WEB Master) 웹 기획부터 제작, 배포의 과정을 공부하며, 최
신 WEB 트렌드 및 기술에 대해 연구하는 전공 소모임(http://kweb.korea.ac.kr)

@ؽܙশݘ@ۉ
기업계 글로벌 IT업체(LG, 삼성, 구글, 마이크로소프트, IBM 등), 인터넷게임전문가, 이동통신
업체, 정보보안전문가, 정보분석가, 금융공학전문가, 데이터베이스관리자, IT컨설턴트, 네트워
크 엔지니어 등
연구소 전자통신연구원, 항공우주연구소, 국방과학연구소, 융합소프트웨어 연구소, 정보통신교
육원, 정보통신정책연구원 등
학계 ¡ 교육계 정보통신 관련 전공 분야의 대학교수 및 교사, IT전문 강사
정부 ¡ 공공기관 ¡ 기타 정보통신을 기반으로 하는 공무원, 법조인, 변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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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이버국방학과

정보대학, Since 2011
Department of Cyber Defense

미래전장, 사이버공간에서
대한민국을 지킨다.
사이버국방학과는 2011년 6월 28일 고려대학교와 국방부의 협약을 통해 신설된 파릇파릇한 학과로, 2012학년도에 처음으로 신
입생을 선발하여, 10명의 교수진과 30명의 새내기로 시작하였습니다. 정보화 시대 사이버공간은 점점 더 사람들의 삶에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으며, 동시에 사이버공간의 특성을 악용하여, 전쟁과 범죄의 도구로 사용하는 일도 늘어가고 있습니다. 이에 세
계적인 정보보호연구기관으로 손꼽히는 고려대학교 정보보호대학원과 국방부가 손을 잡고, 전문 정보보호 엘리트 장교를 양성하
기 위해 사이버국방학과를 신설하게 되었습니다. 사이버국방학과는 이러한 시대적 요구에 부응하기 위해 전액국가장학금과 학업보
조비를 제공하여 우수한 학생들을 뽑는 한편, 세계적 수준의 교수진과 전문적인 교육을 통해 범국가적인 정보보호 전문가를 양성
하고자 끊임없는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http://gss.korea.ac.kr

사이버전쟁을 해결하기 위한 법학, 수학, 군사학, 정책학, 심리학,
컴퓨터공학의 융합학문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사이버공간에서 생활하고 있습니다. 하루라도 인터넷을 들여다보지 않는 삶, 상상이 가시나요? 이젠 실
제로 만나보지도 않은 페이스북 친구, SNS 친구도 참 많습니다. 또 은행업무, 상거래, 공공서비스들도 인터넷을 통해 가능하
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가상세계 한편에서는 사이버공간의 약점과 특성을 악의적으로 범죄에 사용하는 일들이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3.20 사이버대란, 카드사 정보유출 사건 등은 이에 대한 대표적인 사례들입니다. 특히 근래에는 이런 현상들이 국
가 간의 전쟁과 테러에도 악용되고 있습니다. 사이버전쟁이 가능하게 된 것입니다. 사이버전은 단순히 컴퓨터 해킹 차원의 문
제를 넘어서고 있습니다. 또한 사이버공간은 기존의 실제공간과 다른 사이버공간만의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문제는 이에
대한 사이버공간에서의 국가안보 연구가 아직 초보 단계에 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사이버공간의 문제를 규정하고 처벌할 지를 정하는 법의 문제,
정보를 지키고 이를 필요에 따라 풀 수 있는 수학과 암호학의 문제, 컴
퓨터 운영체제 및 프로그래밍, 인터넷과 관련된 컴퓨터공학의 문제,
사이버공간에서의 사람들이 행동하는 방식과 관련된 심리학의 문제,
컴퓨터 국가안보를 위해 어떻게 대응을 해야 할 것인가에 대한 군사
학 및 정책의 문제 모두가 사이버국방학이 담당해야 할 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이버국방학은 사이버공간에서의 테러와 전쟁에 대비
하여, 사이버공간의 특성을 파악하고 이에 맞는 법학, 수학, 군사학,
심리학, 정책학, 컴퓨터공학으로 사이버공간에서의 국가안보에 대한
해답을 내놓는 융합학문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런 학생 사이버국방학에
• 수학, 물리, 화학, 생물 등 다양한 분야를 융합하는 일
에 관심이 있다.
• 다양한 종류의 학문을 공부하는 데 관심이 있다.
• 나와 다른 종류의 사람과의 대화에 흥미를 느끼고
내 것으로 적용시키고 싶다.
• 사람을 살리고 돕는 일에 큰 보람을 느낀다.
• 복잡한 기기나 기계를 보면, 뜯어보고 싶고 스스로 만들
어 보고 싶다.
• 남들이 생각하지 못한 방법으로 문제를 풀거나 대상을
바라보는 등 응용력과 창의력이 뛰어나다.

사이버국방학의 엔진
새로운 것에 도전하는 열정
사이버국방학은 그 역사도 짧고 또 공부해야 할 내용도 많습니다. 하지만 그만큼 새로운 영역으로의 발전가능성도 무궁무진
합니다. 수학과 컴퓨터공학을 기반으로 심리학, 법학, 정책학, 군사학 등 다양한 방면으로 문을 열 수 있고 현실의 삶과도 밀접
한 관련이 있고 또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발전 가능성은 지금 이 글을 작성하는 저도 짐작하기 어려울 정도입니다. 대신 신
설학과라는 점 그리고 생소할 수 있는 방대한 교과목들과 학문 영역을 생각하면, 늘 새로운 것에 도전하는 열정 없이는 적응
하기 힘드실 것입니다.

전공수업 수학과 컴퓨터공학에서 시작해서 군사학, 법학, 정책학, 심리학을 가미하다.
사이버국방학은 쉽지 않은 학문입니다. 아직도 사이버공간에 대한 연구는 초보단계이며, 수학과 컴퓨터공학, 군사학, 법학, 정
책학, 심리학 등 다양한 학문 영역을 포괄하고 있기 때문에 이를 소화하기 위해서는 많은 노력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그 중
에서 큰 뼈대를 이루는 학문은 수학과 컴퓨터 공학입니다. 수학은 정보보호에 있어서는 필수적인 암호를 형성하는 역할을
컴퓨터공학은 사이버세계의 기초를 이루는 컴퓨터와 인터넷을 이해하는 데 필수적인 학문입니다. 거기에 사이버국방학과
학생들은 졸업 후 사이버전(戰) 전문장교로 국가안보를 책임지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얼마간의 군사학 과목을 이수해야 하
며, 또한 사이버공간을 어떻게 법으로 규정하고 증거 등을 수집하며 범법자를 어떻게 처벌할 것인가를 연구하는 법학, 이를
어떻게 실행할 것인가에 대한 정책학, 또 사이버공간에서 생활하는 사람들의 심리를 파악하고 적절하게 대응하는 심리학 분야
를 더하여 배우는 셈입니다. 이들 과목들은 기초부터 배우는 것이 아니라 필요한 영역만 배우는 것이기 때문에 수학과 컴퓨터
공학만큼 세세하게 많이 배우지는 않습니다.

학과목에 대하여
1학년때는 예비장교로 기초이론과 기본소양을 닦습니다. 2학년부터는 소프트웨어 전문가로 고급 소프트웨어 및 네트워크 이론과
기술 교육에 집중하게 됩니다. 3학년은 정보보호 전문가 수준으로 고급 정보보호이론과 기술을 습득합니다. 4학년이 되면 사이버
전쟁 전문가로 단계를 높이며 실습위주의 교육으로 실전능력을 배양하게 됩니다. 사이버국방학과의 교과과정은 실무적인 부분이
많고 생활에서 실제적인 적용이 쉽고 빠른 편이기 때문에 다른 학문 분야보다 빨리 적응하기 쉽고 재미있게 공부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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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이버국방학과의 어제와 오늘
ࣥѾ@ॕŗ͙
학교 생활 적응을 도와주는 예비학교 신
설학과라는 점에서, 그리고 학생들이 학교생
활에 빨리 적응할 수 있도록 사이버국방학과
는 새내기 예비학교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

사이버국방학과는 사이버전에 대응하는 세계 최초의 학과입니다. 하지만 그 이전
에 고려대학교 정보보호대학원이 있었습니다. 2000년에 설립된 정보보호대학원은
오늘날 널리 쓰이는 공인인증서와 그 외 여러 암호체계 개발에 기여하였고 디지털
포렌식 세계대회에서 여러 번 우승하며 다양한 분야에서 다양한 논문이 나오는 세
계적으로 뛰어난 정보보호 전문대학원으로 성장하였습니다. 이런 전통 위에 설립

한 국내 유수의 IT업체를 방문함으로써, 장래

된 사이버국방학과는 여러 어려움 가운데서도 빠르게 성장하였습니다. 2012년 신

의 진로 방향을 세워나가는 데 도움이 되도록

입생을 받은 지 4년차, 2015학번 학생까지 선발하였으며, 암호공모전 등의 여러 수

하고 있습니다.

상 실적과 더불어 빠른 속도로 국제 해킹대회 순위도 올라가고 있습니다. 새로 입

소그룹별 지도교수님의 멘토링 다양한 학

학생들의 실력과 수준 역시 매우 높습니다. 현재 사이버국방학과는 사이버전 및 정

교 배경과 소질을 가진 뛰어난 학생들이 학교
생활에 빨리 적응하고 전공과목에 대한 흥미
와 관심, 나아가 깊이 있는 연구 활동을 갖도록

보보호전문가를 꿈꾸는 어린 해커들과 뛰어난 학생들이 선망하는 이공계열 최고
학과가 되어 가고 있습니다.

하기 위해, 사이버국방학과는 학생들을 소그
룹으로 묶어 지도교수님을 두고 있습니다. 이
를 통해 학생들은 여러 학업과 그 외의 어려움
을 극복하고, 정보보호 엘리트로 빠르게 성장
할 수 있게 됩니다.

매달 지원되는 학업 보조비 재능 있는 학생
들이 부족함 없이 학업에 전념할 수 있도록 국
가 장학금 외에 사이버국방학과는 매달 학업
보조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 보조비는 기
숙사 제반 비용을 충당하거나 그 외 다른 용도

사이버국방학과의 미래
보다 안전하게 사이버공간을
누리는 날
오늘날 편리하게 누리는 인터넷과 사이버공간은 가면 갈수록 우리 삶에서 중요하

로 사용하는 등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게 다가오고 있습니다. 페이스북, 네이버, 다음, 구글 등 하루라도 인터넷과 SNS 없

7년 장교 근무 이후 창업 지원 프로그램

이 살아갈 수 있을까요? 여러 은행에서 제공하고 있는 인터넷 뱅킹, 지마켓, 옥션

2012년 8월 31일 지식경제부와 교육과학기술
부는 사이버국방학과 졸업생들이 7년 장교 근
무를 마친 이후, 창업을 희망할 경우 창업 프로

등을 비롯한 인터넷 쇼핑, 편리하게 행정업무를 처리할 수 있는 전자정부에 이르기
까지 우리의 삶 중 많은 부분이 인터넷과 사이버공간에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

그램과 창업 자금을 지원할 것을 발표한 바 있

런데 내가 자주 가는 사이트가 해킹되어 개인정보가 빠져나가는 일이 생길 때마다

습니다. 이는 이스라엘에서 군 엘리트 인재를

불안감은 더 커지는 것이 사실입니다. 만약에 어떤 나라가 우리나라 정부사이트를

새로운 산업 동력으로 삼는 탈피오트 프로그램

해킹하거나 우리의 인터넷 망을 정지시킨다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누군가가 해

을 한국화한 것으로서, 벤처 창업을 꿈꾸는 사

킹을 통해 원자력 발전소를 정지시킨다면? 상상만해도 끔찍한 일이 아닐 수 없습

이버국방학과 학생들에게는 그 재능을 보다 자
유롭게 펼칠 수 있는 기회가 되리라고 봅니다.

니다. 우리가 안전하게 사이버공간을 자유롭게 누리는 그 날이 오는 것, 이것이 사
이버국방학이 목표로 하는 미래입니다.

블루오션
현재, 전자상거래에 있어서 새로운 혁신분야로 ‘핀테크’가 떠오르고 있습니다. 별다른
프로그램 설치 없이 편하게 인터넷 상거래를 할 수 있는 게 목표죠. 하지만, 그만큼
보안에 대한 위험성과 우려는 커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정보보호에 대한
투자가 절실합니다. 동시에 IoT(사물 인터넷) 시대가 도래하면서, 이제 인터넷은 삶에
보다 밀착하게 될 것입니다. 이에 대한 정보보호에 대한 투자와 기술개발 역시 중요
한 블루오션이 될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 사이버국방 자체가 블루오션입니다. 이 공
간에서 어떻게 전쟁을 근절하고 수행할 지에 대한 교전규칙과 법규는 현재 개척 단계
에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또한 무엇을 어떻게 지킬 것인가에 대한 기술 개발과 모든
계획들이 매우 부족합니다. 또한 현재, 미국과 중국 등의 초강대국의 주요 외교 안건
중 하나가 사이버전이라는 것을 생각할 때, 사이버국방의 중요성과 발전 가능성이 매
우 큰 블루오션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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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을 가는 후배에게
이렇게 다를 줄이야! 고교시절 생각했던 전공에 대한 오해
사이버국방학과에 들어오기 전엔, 사이버국방학과가 보안 관련된 과목만 배우는 줄 알
고 배우는 분야와 길이 너무 좁은 것 아닌가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막상 들어와보니, 보
안뿐만 아니라 프로그래밍, 해킹, 포렌식 등 다양한 과목에 대해 수업이 있어 여러 과목
을 경험할 수 있었고, 그 중에 잘 맞는 것을 선택해 그 분야에 실력을 깊게 기를 수 있어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мπ҆ɜ@ԓێѦĹі।
전략의 역사
로렌스 프리드먼. 비즈니스북스. 2014
단순히 전쟁 전략뿐만 아니라, 인류 역사 가운
데 발전해온 모든 형식의 전략들을 총망라하여
서술한 책입니다. 역사의 발전, 특히 과학, 경
영, 경제학의 발달이 전략을 어떻게 바꾸어왔
는지 생생하게 그려내고 있습니다. 향후 사이

이때는 꼭!

버전과 함께 전략이 어떻게 발전할 지, 그리고
어떤 전략으로 복잡한 사이버공간을 헤쳐나갈

학과 행사 참여와 동아리를 꼭 하세요! 고연전, 입실렌티, 주점 등 많은
행사들이 학교생활을 참여할수록 동기들과의 정이 깊어지고 학교에 대한

지 도움이 될 책입니다.

미래전장
노훈, 독고순, 유지용. 한국국방연구원. 2011

애정과 자부심이 생깁니다. 동아리는 다양한 동아리들이 있으니 잘 골라서 열심히

갈수록 바뀌어져 가는 현대전쟁의 양상을 소

하시기 바랍니다. 물론 학업에도 신경은 쓰셔야겠죠??! 전공과목을 따라가기 위해

개하는 한편, 여기서 사이버세계에 전쟁에 대

선 많은 공부가 필요해요! 코딩공부를 꼭 합시다!

한 대비는 어떻게 되어야 하는 지도 다루고
있습니다. 사이버국방학과 학생들이라면 미래
에 마주치게 될 전쟁 환경에 대해 미리 알아
야 할 것입니다.

전공과목이 갑자기 어려워집니다. 전공과목을ㅤ따라가기 위해선 반드
시 방학 때 많은 노력이 필요해요! 3학년때부터 커리큘럼의 다양화가 시작
되는데 이때 여러 분야의 강의를 들어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료구조나 알고리즘
같은 필수과목은 꼭 들으세요.
사이버국방학과는 사이버전 장교를 양성하는

깊게 공부해보고 싶은 분야에 대해 인턴이나 해킹동아리 등을 통해 좀
더 알아보면 좋습니다.

학과입니다. 중요한 정보를 다룰 일이 많습니
다. 따라서 공개된 언론매체에 실명과 학과가
공개되는 일은 최대한 삼가야 합니다. 정보보
호 분야는 처음 배우는 사람에게 많이 어렵습
니다. 하지만, 사이버국방학과 교수님은 매우

4학년은 이제 들어가서 아직은 잘 모르겠습니다. 보다 실무적인 공부
와 활동이 많아질 테니, 열심히 해야 할 거 같아요.

뛰어난 분들이시기 때문에, 어렵더라도 끝까지
공부하면 반드시 최고의 전문가가 될 수 있습
니다. 끝까지 포기하지 마세요!

ʷ،π@F@।পH।ԩ@ۜࠛ@ঢʷI

ؑמɸ۾@מĚĜЃ

사이버전을 대비하여 설립된 사이버국방학과인만큼, Cykor라는 학과 내 해킹동아

세부 과목? 쉿, 이것은 비밀이라 알려드
릴 수 없어요 사이버국방학과 교과목들은 군

리가 있고, 생긴 지 3년 남짓이지만 뛰어난 실력으로 좋은 성적을 내고 있습니다.
그 외에 농구를 좋아하는 학생들을 위해 농구 동아리가 있습니다. 사이버국방학과
에 대한 오해 중 하나가 군과 관련이 되어 있기 때문에, 비밀 관계상 학내 중앙 동

사기밀로 지정되어 있기 때문에, 사이버국방
학과 교수님과 학생들 외에는 알려드릴 수 없
답니다.

아리 활동을 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동아리 활동에는 아무런 제한이 없습
니다. 사이버국방학과 학생들은 각각의 개성을 살려서 여러 분야 동아리에서도 열
정적으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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شڏԟ֬
디도스(''R6̪· 분산서비스거부)란 말을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디도스란 한 서버에

ʅǷ@¡@ڀ
नÃ@ч@րԟ֯۽
사이버국방학과는 생긴 지 얼마 되지 않았지

비정상적으로 많은 정보를 전송하여, 서버 활동을 무력화하는 공격을 말합니다. 이
것은 해킹과 직접적인 관련은 없지만, 디도스 공격을 수행할 좀비 피시를 만들 때,
악성코드를 통한 해킹이 자주 사용됩니다.

만, 뛰어난 수상실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2012

해킹이란, 해킹(hacking)은 정보 체계가 설계자나 관리자, 운영자가 의도한 것 외의

년 설립 이래 사이버국방학과 학생들은 연합

동작을 일으키도록 하거나, 사용자에게 주어진 권한 이상으로 정보를 열람, 복제,

팁의 일원으로서 세계 해킹대회 데프콘(DEF
CON) 본선에 계속 진출 중이며, 사이버국방학
과 학생들로 구성된 학내 해킹동아리 Cykor는
코드게이트 등을 비롯한 국내 해킹방어 대회에

변경 가능하게 하는 행위를 대체적으로 표현하는 말입니다.
화이트해커라는 말을 많이 쓰는데, 엄밀히는 화이트햇, 블랙햇이라는 말이 맞습니
다. 이것들은 과거 흑백영화 시절, 서부 영화에서 블랙햇은 악당, 화이트햇을 쓴 사

서도, SECCON과 같은 국제 해킹방어 대회에

람은 악당에 맞서 싸우는 총잡이로, 나타낸 데에서 유래한 것으로 화이트햇은 본인

서도 빠르게 성장하여 좋은 성적을 보이고 있

의 해킹 실력을 윤리적으로 정당한 일을 행하는데 사용하는 해커, 블랙햇은 반대로

습니다. 그 외에 사이버국방학과 학생들은 세

비윤리적이고, 범죄적인 데에 사용하는 해커들을 지칭하는 용어입니다.

계 컴퓨터 대회인 ACM ICPC 본선에도 2013
년부터 진출하고 있습니다. 또한 국가암호공모
전에서 최우수상을 받는 등 암호 분야에서도

피싱과 파밍이라는 말도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피싱은 인터넷을 통해 국내외 유명
기관을 사칭하여 개인정보나 금융정보를 수집한 뒤 이를 악용하여 금전적인 이익

뛰어난 성과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런 사이버

을 노리는 신종 사기의 일종입니다. 파밍은 여기서 더 진보된 방식으로 해커가 인

국방학과 학생들의 우수함은 한국정보기술연

터넷 주소를 중간에 탈취하여, 정상적으로 사이트 주소를 입력해도 가짜 사이트로

구원에서 진행하는 국가 차세대보안리더 양성

연결되는 방식의 사기 수법입니다.

프로그램, Best of Best에서도 인정받아 최종
선발 인재 10명 가운데 계속 선발되고 있습니
다. 이처럼 사이버국방학과는 정보보호와 사이
버전에 있어서도, 최고 학과의 위상을 굳건히
다지고 있습니다.

Ğͷ@ۜÿ@ч@֫ॼ
현재 국내의 정보보호관련 자격증은 한국인터넷진흥원에서 시행하는 국가공인자
격증인 정보보안 산업기사/기사, 민간 자격증으로는 개인정보 관리사 (CPPG)이 있

६@ڀĳέ@ঊত

습니다. 국제공인 자격증으로는 정보시스템보안전문가(CISSP), 정보시스템감사사

사이버국방학과는 그 특성상 교환학생과 같은

(CISA)가 널리 인정받고 있습니다. 하지만, 어디까지나 자격증은 그 사람의 능력을

해외교류는 없습니다. 그러나 마이크로소프트

나타내는 일부일 뿐입니다. 너무 자격증을 과신해서는 안 됩니다.

사, 카스퍼스키 등에서의 정보보호담당자 특강
을 통해 세계의 트렌드에 대해서 뒤떨어지지
않고자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ؽܙশݘ@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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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계 군 생활 동안 석 ¡ 박사과정 이수를 통해 사이버전 · 정보보호 전문가를 양성하는 교수의 길

사이버국방학과는 자체 부설 연구소가 없습니

버 수사, 사이버전지휘 등을 맡을 수 있다. 국가보안기술연구소와 같은 정부 산하 연구소에서 연

다. 이는 정보보호대학원이 이미 존재하고 있

구원으로도 활동 가능

기 때문입니다. 정보보호대학원은 현재 다양

기업 기업의 산업기밀, 개인정보유출 등을 막는 보안전문가로 활동할 수 있다. 애플이나 삼성

정부기관 및 연구소 청와대, 국가정보원, 군, 검찰, 경찰등 국가기관에서 중요 정보 보호와 사이

한 분야를 연구하는 17개 연구실이 존재하며,

과 같은 기술경쟁이 치열한 글로벌기업, IT 기업에서 사이버 보안 전문가를 특별 채용하는 경

사이버국방학과 학생들은 방학 기간 동안, 정

우가 많다.

보보호대학원 연구실에서 인턴 활동을 할 수

보안전문업체 안랩과 같은 국내의 주요 보안업체나 ‘시만텍(Symantec)’과 같은 글로벌 정보

있습니다.

보안업체에도 취업이 가능하다. 정보보호산업 육성 정책에 따라 민간 보안 업체가 더욱 늘어
날 전망이다.
로펌 사이버 범죄와 디지털 증거가 늘면서 사이버 수사 능력을 가진 전문가의 수요가 급증하고
있다. 이미 대형 로펌에서 사이버 보안 전문가들을 특별 채용하고 있다.
금융사 임원급 보안 전문가로 활동할 수 있다. 정부가 내놓은 금융전산 보안 강화대책에 따라
자산 10조원 이상 임직원 1500명 이상의 국내 36개 금융사는 보안 전담 임원인 ‘최고정보보호
책임자(CISO)’를 두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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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sol@kukey.com 윤다솔기자

이번주는 이지원(국제어문학부 10학번) 씨가 경기지방경찰청 수사과장
박상융(법학과 83학번) 선배와 동대문경찰서 수사과장 탁기주(경영학과
87학번) 선배를 만났습니다. 인터뷰는 따로 진행됐으며, 고대신문이 좌담
형식으로 정리했습니다.
왼쪽부터 이지원(국제어문학부10학번),
박상융(법학과 83학번), 탁기주(경영학과 87학번)
조상윤 기자 chu@kukey.com

경찰이 되는 데에 여러 방법이 있는데 선배님께선 어떻게 들어오셨나요
박상융 저는 사법시험에 합격해 변호사로 일하다가 1993년 사시 특채로 경찰이 됐습니다. 보통
해마다 경찰간부 5명 정도를 사시특채로 뽑는데 인원과 모집시기는 불규칙해요. 경쟁률도 상당
하고요. 간부후보생을 뽑는 시험도 있어요. 일반, 외사, 통신, 회계 파트가 있습니다. 제가 처음
경찰이 됐을 때 간부후보생들과 함께 경찰 교육을 받았는데 50명 중에 고대 출신이 두 명 있더
라고요. 기타 사이버나 심리분야 특채나 일반 순경 시험도 있어요.
탁기주 저도 사시 특채를 통해 2007년에 입사했는데 그때도 5명을 뽑았어요. 변호사56명이 지
원했었죠. 작년엔 특채를 하지 않았고 올해는 3명을 뽑는데 120여 명이 지원했다고 하더라고요.

여자로서 경찰을 하려니 좀 망설여지기도 합니다
탁기주 현재 여경 비율은 전체의 5% 내외이지만 점차 늘고 있습니다. 경찰간부생과경찰대 신
입생을 뽑을 땐 여성을 의무적으로 10%이상 뽑아야 해 여성의 비율이 늘고있는 추세입니다.
여경이 많아지면서 경찰 내 분위기도 많이 부드러워졌고, 경찰이 친절해졌다는 얘기도 많이 듣
습니다. 꼼꼼함과 법에 대한 지식을 요구하는 수사과에서 여경들의 활약이 특히 돋보입니다.

사회에서 경찰이 검찰보다 못하다는 인식이 강합니다. 경찰과 검찰의 관계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박상융 미국드라마 ‘Law and Order’를 보면 ‘경찰은 수사, 검찰은 기소’라는 말이 나와요. 경찰
과 검찰이 서로 협력하는 바람직한 수사의 메커니즘을 의미합니다. 하지만 한국의 검찰청법에
는 ‘검사가 수사를 지휘, 감독하고 경찰은 복종하라’고 쓰여 있습니다. 이는 서로를 잘 믿지 못
하기 때문에 생긴 법이라고 생각해요. 양 기관이 서로 믿고 함께 일하는 것이 진정한 형사 사
법의 모습입니다.
탁기주 세계적으로 점차 경찰에게 수사권을 주는 추세입니다. 우리나라도 과거에 비해 경찰의
능력이 향상됐지만 아직도 우리나라 법에는 경찰의 수사권에 대해 아무런 언급이 없어요. 검찰이
계속해서 경찰의 수사력을 인정하지 않는다면 오랜 수사기간이나 인력낭비 등 행정 비효율이 생기게
됩니다. 또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에게 돌아가고요.

영화나 드라마에서 비리경찰이 묘사되곤 합니다. 실제로는 그런 일이 있나요
박상융 아예 없다고는 할 수 없습니다. 경찰은 가해자와 피해자, 고소인과 피고소인 사이의 판
단자이자 중재자예요. 그러다보면 어느 한쪽으로부터 유혹을 받을 수 있습니다. ‘경찰은교도소
담장위를걷는다’는 말이있을 정도죠. 자기관리, 절제가 필요한 부분입니다.
탁기주 아무래도 드라마나 영화에선 과장된 부분이 있어요. 부정부패 척결을 위해 금품을 받은
경우에 자진신고를 하는 ‘포돌이 양심방’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대외적으로는 텔레비전 드라마
나 문화콘텐츠를 통해 경찰에 대한 인식을 변화시키려는 노력을 하기도 합니다. 얼마 전 종영
한 ‘수상한 삼형제’의 경우가 대표적인데 경찰에 대한 시민들의 인식을 개선하기 위해 경찰이
드라마 제작지원을 했습니다.

경찰을 꿈꾸는 후배들에게 조언을 하자면
박상융 사건을 해결하고, 억울한 사람들의 누명을 풀어주는 일을 하기 때문에 정말 보람 있습
니다. 과거에 비해 봉급이 오르고 수상체계도 달라지는 등 경찰관 처우도 개선되고 있어요. 예
전에는 법이나 행정을 전공한 학생들이 많이 들어왔는데 요새는 사이버 수사나 과학수사(법의
학)가 중요해져, 다양한 전공을 가지 경찰을 필요로 합니다. 또한 해외에서 근무하는 외사경찰
도 증가하는 추세입니다.
탁기주 다양한 생각을 계급사회에 접목시키면 경찰 사회에 활력과 새로운 변화를 일으키는 계
기가 될 것 같아요. 전공의 제약없이 많은 학생들이 지원하면 좋겠어요.
Ⴋ본문은 “고대신문 www.kukey.com 취업/직업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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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이오의공학부

보건과학대학, Since 2014
School of Biomedical Engineering

공학의 땅에서 생명을 일구어내다.
고려대학교 바이오의공학부는 국내 과학 발전의 위상에 걸맞지 않게 미개척 분야로 남아있던 국내 의공학 분야의 견인차 역할을
하기 위해, 2008년 생체의공학과를 거쳐 2014년 바이오의공학부로 새롭게 개설되었습니다. 세계적 수준의 교수진과 학년당 80
여 명의 학부생 및 대학원생으로 구성되어 있는 바이오의공학부는, 기존에 없었던 의학, 생물학, 공학의 통합적인 심도 있는 교육
과정과, 의공학 전 분야를 선도하는 활발한 연구 활동을 바탕으로 국내 최고를 넘어, 세계적 수준의 교육기관으로 발돋움하려 하
고 있습니다.

http://bmeng.korea.ac.kr

의학+공학= ‘기술로 사람을 살리다’
의공학은 수학, 물리, 화학 및 공학적 원리를 이용해 생물학, 의학적 문제들을 해결하는 융합학문입니다. 의공학이라는 단어를
처음 들으면 막 생겨난 신생학문처럼 생소하게 느껴지지만 그 역사를 거슬러 올라가면 3000년 된 고대 Thebes의 미라에서 발
견된 나무로 만든 엄지발가락이 그 시작을 알립니다. “나무발가락이 왜?”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발가락을 설계하여 보조
물을 만드는 공학적인 방법으로 발가락이 없는 사람의 의학적 문제를 해결했기 때문이죠. 멀리 갈 것도 없이 우리가 쉽게 볼 수
있는 온도계 및 청진기의 발명 또한 의공학 기술의 좋은 예입니다. 과학적, 공학적 기술들이 어떻게 의학적 문제에 적용되는지
와 닿지 않는다면 모두가 한번쯤 가 보았을 병원을 머릿속에 떠올려 보시기 바랍니다. 우선, 병원에 가면 접수를 합니다. 접수를
하면 우리의 이름과 병력, 정보들이 들어가겠죠? 유전자정보와 같이 거창한 정보까지 가지 않더라도 이러한 우리의 생물학적
정보를 기반으로 한 의료시스템 구축도 의공학의 한 분야입니다. 이러한 정보구축을 통해 더 효과적으로 의료발전을 도울 수
있기 때문이죠. 의사 선생님을 만나 증상을 이야기하니 혈액검사와 내시
경을 해 보자고 하십니다. 이때 쉽게 혈액을 분리해서 병원체를 알아
내는 것, 우리 몸 속을 볼 수 있게 해 주는 내시경, 모두 공학을 이용

이런 학생 바이오의공학에

해 의료기술을 증진시킨 의료기기들이고 이것 또한 의공학의 한 부

• 수학, 물리, 화학, 생물 등 다양한 분야를 융합하는

분입니다. 물론 X-ray, MRI, CT 등 우리가 알고 있는 셀 수 없이 많
은 의료기기가 모두 그렇지요. 알고 보니 몸에 종양이 있어서 레이저
치료를 통해 떼어내려고 합니다. 이때 적절한 레이저 세기와 노출 시

일에 관심이 있다.
• 다양한 종류의 학문을 공부하는 데 관심이 있다.
• 나와 다른 종류의 사람과의 대화에 흥미를 느끼고
내 것으로 적용시키고 싶다.

간 등을 계산하여 치료방법을 제시해 주는 것도 의공학자가 하는 일

• 사람을 살리고 돕는 일에 큰 보람을 느낀다.

입니다. 치료가 끝난 후 적절한 약물을 통해 나를 관리해 주고 나의

• 복잡한 기기나 기계를 보면, 뜯어보고 싶고 스스로

상태를 정확히 평가해 주는 것 또한 약물 전달 및 평가시스템을 연구
하는 의공학자들의 몫이지요. 인공장기의 개발과 이식을 통한 질병

만들어보고 싶다.
• 남들이 생각하지 못한 방법으로 문제를 풀거나 대상을
바라보는 등 응용력과 창의력이 뛰어나다.

문제 해결과 같은 분야는 말할 것도 없는 의공학의 가장 큰 분야 중
하나입니다. 이처럼 의공학은 우리 삶과 생명에 매우 밀접하게 연관되
어 의학 전반에 깊이 관여해 인간의 병을 치료하고 더 질 높은 삶을 추구하기 위한 각종 지식과 기술을 연구하는 학문입니다.

바이오의공학의 엔진 서로 다른 것의 징검다리가 되어줄 수 있는 유연성!
어느날, 의사가 공학자를 찾아갑니다. “심장이 고장난 환자가 있는데 심장 하나만 만들어줄래?” 공학자는 당황합니다. “난 심
장이 어떻게 생겼는지 몰라. 심장이 하는 일이 뭔데? 어떻게 이식하는데? 아무 재질로나 만들어도 돼?” 병원에 가면 수많은 의
료기기와 첨단 기술을 응용한 치료법들이 있습니다. 누가 의사에게 이런 기계를 만들어 주고 첨단 치료법을 알려주는 걸까요?
의사는 환자치료에 무엇이 필요한지는 알지만 방법을 알지는 못합니다. 반면, 공학자는 필요가 생겼을 때 문제해결도구를 만
들어 줄 수 있지만 의학에서 무엇이 왜 필요한지는 알지 못합니다. 이런 것이 바로 의학을 아는 공학자가 할 수 있는 일입니다.
위의 예처럼 공학자가 어느 날 인공심장을 만든다고 생각해 봅시다. 심장이 생물학적으로 어떻게 생겼는지 의학적으로 몸에서
무슨 기능을 하는지 어떤 혈관과 어떻게 이어져 있으며 혈액은 어떤 속도로 흐르는지를 정확히 알아 공학적인 방법으로 계산
하고 설계하여야 우리가 필요한 인공심장을 만들 수 있습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인공적으로 만들어진 심장이 어디가 잘못되
면 또 다른 병을 유발시킬 수 있는지, 어떤 재질로 만들어야 몸에서 문제없이 오래 쓸 수 있는지 까지 생각하려면 화학, 수학,
물리, 공학 어느 학문 하나 빠지지 않고 알아야 인공심장을 만들 수 있습니다. 한 명의 의공학자가 혼자서 이 모든 학문을 완벽
히 공부하여 처음부터 끝까지 만들어 낼 수는 없겠지만 의공학자라면 각 분야를 모두 이해하고 각 분야의 전문가들과의 대화
와 소통을 이끌어 줄 수 있는 징검다리 역할을 해야 할 것입니다. 혹은 내가 아는 지식으로 다른 사람의 지식의 도움을 받아 새
롭게 융합된 가치를 창출해 낼 수 있는 역할을 분명히 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전공수업 수학 ¡ 물리 ¡ 화학의 반석에 생물학과 의학을 덧씌우다.
사실 의공학은 참 까다로운 학문입니다. 인간에게 쓰기 때문에 절대적으로 안전해야 하고 정확해야 하며 정밀해야 합니다. 공
학기술의 작은 오차나 부정확한 작동이 인간의 생명을 위태롭게 만들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의공학을 크게 공학과 의학으로 나
누자면 공학에 있어서는 수학 · 물리 · 화학이, 의학에 있어서는 화학과 생물학이 중요합니다. 특히 수학 중 미분 · 적분과 고등방
정식의 풀이는 거의 모든 공학 분야에서 사용되므로 매우 중요하고 물리의 전기회로, 파동, 광학, 열역학은 의공학에서 많이
응용되는 물리분야입니다. 화학은 생명체에서 일어나는 반응을 설명해 주며 각종 진단기기를 개발하는 원리를 제공해 줍니다.
고려대학교 인재 양성 ¡ 진로 가이드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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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중에서도 화학 평형과 반응 원리와 관련된 부분은 기초를 탄탄히 해놓아야 대
학수준의 화학을 이해하는데 무리가 없습니다. 생물학은 의학을 공부하는 기초가

ࣥѾ@ॕŗ͙
차별화된 졸업논문 바이오의공학부에서는

되는데 고등학교 생물에서 소화 및 순환, 호흡, 배설, 자극 · 반응 등의 생리학 파트
가 가장 중요합니다. 이 모든 것을 알아야 하는 의공학, 일견 어려워 보이지만 정
말 매력적인 학문입니다.

정형화된 졸업 논문을 쓰는 것에서 탈피하여
실용적이고 전문적인 논문을 쓰도록 장려하고
있습니다. 매 학기 학과 연구실에서 학부 연구
생을 모집하며 학부연구생은 연구실에서 행해
지는 각종 실험 및 연구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학과목에 대하여
가장 중요한 첫걸음, 기초과학 및 공학 융합 학문은 기초학문에 대한 철저한 이해

이후에는 개인 논문 주제를 가지고 졸업 전, 국

가 선행되어야 합니다. 일반 물리학, 일반 화학, 일반 생물학 및 미분적분학과 공업

제적으로 인정받는 학술지에 논문을 출판하고

수학, 컴퓨터 언어 및 실습, 유기화학 물리화학, 통계학 등 응용과학을 쌓아 올릴 수

졸업할 수 있도록 학생 역량강화에 힘쓰고 있

있는 탄탄한 과학의 기초를 닦습니다.

습니다. 많은 학생들이 자신의 연구결과를 가

인체와 생물에 대한 깊은 이해, 심화 생물학 및 의학 인체가 어떤 구조와 기능을

지고 국제 전문 학술지에 주저자로 논문을 게
재하였고 국내외에서 개최되는 학술대회에도

갖는지 생물은 어떤 방법으로 살아가는지에 대해서 분자적 수준부터 개체 단위까

매년 참석하여 학부생으로서 체험해보기 어

지 속속들이 파헤칩니다. 해부학, 생리학, 분자생물학, 생화학, 세포생물학, 병리학,

려운 연구적 성과를 미리 경험하고 있습니다.

면역학 등을 배웁니다.

해외 대학 인턴 프로그램 바이오의공학부

전기가 인체에 어떻게 쓰일 수 있을까? 의료 전기 공학 전기 공학은 전자 회로나

에서는 훌륭한 학생을 해외 유수 대학의 연구

무선 통신, 컴퓨터 공학을 다루는 학문으로써 의공학에서 가장 널리 쓰이는 공학 분

실로 인턴참여를 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합니

야입니다. 전자기학, 회로이론, 전자회로, 디지털시스템 이론과 설계, 생체정보계측,

다. 미국 등 해외의 대학에서는 의공학과가 가

의공학 프로그래밍 등의 과목을 배웁니다.

장 인기 많은 최상위권 프로그램으로 경쟁이
매우 치열하여 미국에 있는 학생들도 좋은 연

몸 속을 들여다보는 기술에는 어떤 것이 있을까? 의료영상 X-ray, MRI, 초음파, 내

구실에서 인턴 기회를 갖기가 쉽지 않습니다.

시경 등 인체 내부 영상 기술은 현대 의료기술의 총아이며 핵심 기술입니다. 이러

바이오의공학부에서는 현재까지 하버드 의과

한 의료영상 장비들의 원리 및 응용 분야를 의료영상, 의학영상처리 등의 과목을

대학 및 존스 홉킨스, MIT 대학의의공학과로

통해 배웁니다.

약 2~6개월 간 다섯 명 가량의 학생들이 인
턴 방문을 하였으며 이후 이런 프로그램이 더
욱 활발해질 것으로 기대됩니다.

인체는 각종 물질과 어떻게 반응할까? 생체 재료 현대 의학은 각종 의료 기기들을
인체 내에 이식하여 치료하는 기술을 발전시켰습니다. 인공 장기 및 인공 삽입물 연
구에 있어 생체재료에 대한 지식은 필수입니다. 인체에 이식되는 물질은 어떤 것이

연구와 실습 위주의 교육과정 고려대학교
바이오의공학부에서는 학생들의 연구 경험과
실험 능력교육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있는지, 인체가 어떻게 반응하는지에 대해서 배웁니다. 생체 재료, 생체적합성, 의
료용 소재공정 등 의 과목이 있습니다.

따라서, 전공과목을 배우기 시작하는 2학년 때

빛과 인체의 반응을 배웁니다. 의광학 라식 등에 사용되는 레이저 치료기술은 안

부터 4학년까지, 매 학기 실습수업이 개설되어

과 외에도 임상의료의 전 분야에 걸쳐 사용되며 빛과 인체의 상호작용에 대한 이해

있습니다. 매 실습 수업마다 각기 다른 분야의

가 필수적인 분야입니다. 첨단 내시경 등의 분야에도 광학 기술은 필수입니다. 실

전문적인 실험 및 연구 방법에 대해 수강하고
연습하게 되는데 의공학 전 분야 응용에 필수

습 및 기초광학 등을 배웁니다.

적인 세포의 배양 및 분석에 관한 실습, 레이저

사람의 몸을 물리적으로 이해한다면 어떨까? 생체 역학 및 의학 물리 인체의 움직

를 이용한 의광학 관련 실습, 회로의 설계부터

임과 반응들은 물리적인 관점에서 해석할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서 인체를 더 잘

제품의 최종 제작까지 진행해 보는 의료기기제

이해하고 모델링 할 수 있습니다. 생체 및 의학물리, 생체 전달 시스템, 생체 역학

작 실습 등이 개설되어 있습니다. 학생 각자의

및 생체유체역학 등의 과목을 배웁니다.

연구실 생활과, 다른 기관에서 찾아보기 어려
운 집중적인 실습 수업 덕분에 많은 학생들이

의공학의 진수, 융합하여 새로운 것을 창출하다. 의공학 융합 기술 및 응용 의공학

학부교육만으로 갖추기 어려운 역량을 가지고

은 융합 학문으로 기존의 학문들이 합쳐지는 과정에서 새로운 미개척 분야나 문제

졸업해 학계 및 기업계에서 뛰어난 기량을 보

의 돌파구를 찾을 수 있습니다. 신경 및 뇌공학, 조직공학 및 재생의학, 마이크로 및

여주고 있습니다.

나노기술, 바이오 센서 및 바이오포토닉스 등의 과목을 배웁니다.

바이오의공학부의 어제와 오늘
국내 의공학의 역사는 대략 30~40년 정도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초창기 대부분의
의공학과는 서울대 등 국립대를 중심으로 대학원 과정에만 개설되어 있었습니다.
학부 과정에서 의료 기기의 개발 및 연구 인력을 양성하고자 의공학과가 설립된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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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최근에 일어난 일입니다. 그러나 의공학 선진국인 미국에서는 이미 100여 개의
대학에서 의공학과가 가장 인기 높은 학과로 설치되어 운영되고 있고 최근의 통계
에 따르면 미국에서 가장 많은 연봉을 받고 있는 대학 전공으로 꼽히기도 했습니
다. 이제 우리나라에서도 고령화 사회에 접어들면서 의공학에 대한 연구지원 및 투

мπ҆ɜ@щێ٤ۉĚ।

자가 막대해지고 있으며 산업적으로도 의공학이 차세대 먹거리 산업으로 떠오르고

한국의 뇌과학자 세계의 정상에 서다

있습니다. 이러한 국내외적 의공학 위상에 발맞추어 초창기, 전자공학에 치우쳐져
있던 의공학 교육과정에서 탈피하여 생물학, 의학적 교육에도 초점을 맞춘 선진국
형 의공학 교육프로그램이 고려대 바이오의공학부를 시작으로 차차 늘어나고 있습

박방주. 궁리. 2008
대표적 의공학자이자 노벨 생리·의학상의 후
보로 거론되는 세계적 학자인 조장희 박사님
의 전기문입니다. 조장희 박사님은 뇌 영상 분

니다. 국내 의공학의 위상은 아직 미진하지만 세계적 기준에 따른 그 발전가능성과

야에서 세계적으로 손꼽히는 학자로서 PET,

미래 가치에 초점을 맞출 필요가 있습니다.

MRI, CT 등의 기기를 개발하고 특히 MRI의
상용화에 크게 기여한 분입니다. 의공학자가
가져야 할 마음가짐, 학문 특성, 진로의 흐름

바이오의공학부의 미래
Well-Being을 책임집니다
의공학의 궁극적 목표는 질병을 진단하고 치료하며 장애를 극복할 수 있도록 도와

등을 알아볼 수 있습니다.

1% 호기심, 꿈을 쏘는 힘
김성완. 코리아닷컴. 2013
전 NASA의 우주왕복선 개발의 핵심 연구원이
자 항공우주공학의 ‘브레인’으로 불렸던 김성
완 박사님의 저서입니다. 김성완 박사는 항법

주고 나아가서 더욱 건강한 삶을 제공하는 것입니다. 과학기술 및 의학의 눈부신 발

제어 분야의 세계적 권위자로서의 기반을 토대

전은 인간의 수명을 끌어올려 고령사회에 진입하게 하였고 이제는 늙은 몸을 ‘관리’

로 의대교수로 변신하여 의학과 공학의 융합을

하며 사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우리는 이제 ‘사느냐 죽느냐’가 아니라 ‘어떻게 사느

이끌고 있는 의공학자입니다. 의학에 항공우주

냐’가 관심사인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과학기술의 발전에 비해 우리 몸은 너무나
천천히 진화하여 그 속도를 따라잡지 못하고 쉽게 늙고 병들어 버리기 때문에 막대

기술을 접목시킴으로써 능동형 내시경, 수술용
로봇, 재활 로봇 등을 개발하여 국내 의공학 분
야에 큰 발전 가능성을 심어주었습니다.

한 의료비를 절감시키고 빠르고 정확한 진단 및 효과적인 치료를 통해 환자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것이 매우 중요한 시대입니다. 이런 시대에서 의공학은 매우 중요
한 역할을 하게 될 것입니다. 의공학은 의료 전분야에 있어 그 역할을 감당하는데
단순히 의료기기의 개발에 국한된 것이 아니라 진단에서부터 치료, 예측, 후처리 등
우리의 생명과 관련된 모든 단계에서 함께하며 인공장기의 개발, 이식 등 근본적인
질병의 해결책 또한 제시합니다. 또한 막대한 양의 환자 정보와 병원시스템을 구축
하는 생명의료정보 분야 또한 포함하고 있어서, 미래의 의료전반을 책임지는 분야
로서의 역할을 감당할 것입니다.

블루오션
●

뇌는 우리의 사고를 제어하는 장기로 아직까지도 알려진 바가 많

뇌과학 및

지 않은 신비의 영역입니다. 뇌 연구는 의학, 생물학, 컴퓨터, 전

뇌공학

기전자, 심리학까지 총동원되어야 하는 가장 복잡한 분야 중 하
나입니다. 이러한 일을 주관하는 데 있어서 가장 적합한 의공학
은 서로 다른 학문 간의 공동 연구를 통해 뇌 내부를 보고, 뇌기
능을 파악하고, 뇌의 장애를 치료하기 위해 다양한 공학적 지식
을 적용하려 합니다.

●

몸 속을 들여다보는 기술은 너무나 중요합니다. 암과 같은 질병

의료영상

을 진단하고 골절 상태를 확인하는 데에도 필수적이지요. 그런데
아직 몸 속의 밀리미터 단위의 작은 암 같은 것은 보기가 힘듭니
다. 더 정밀하고 세밀한 영상을 얻기 위해 의료 영상 분야는 앞으
로 발전 가능성이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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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피 한 방울로 우리가 가진 병이나 문제점에 대해서 진단할 수 있

랩온어칩

으면 얼마나 편할까요? 마이크로 단위의 액체를 다루는 랩온어
칩(lab on a chip) 기술은 적은 양의 샘플로 혈당이나 질병을 측

ؑמɸ۾@מĚĜЃ

정, 진단하는 기술입니다. AIDS 등 후진국가에서 대책 없이 발생

일반 물리학, 일반 화학, 일반 생물

하는 질병에 대한 진단을 이러한 방법으로 저렴하고 빠르게 할

학, 미적분학, 컴퓨터언어 및 실습,

수 있다면 많은 생명을 쉽게 살릴 수도 있겠지요. 또한, 랩온어칩

해부학

분야의 한 줄기인 올갠온어칩(Organ on a chip)은 우리 몸의 장

물리화학, 유기화학, 공학 수학, 전자

기를 칩 위에서 구현하고 질병 모델 등을 만들어 생물학적 현상

기학, 회로이론, 의학 물리, 생리학,
생체역학, 생체유체역학, 의공학프로

을 규명하고 여러 가지 약물 및 독성을 테스트하는데 사용이 됩

그래밍, 의공학 실험 I, 기초광학

니다. 이를 통해 신약 개발의 비용을 절감할 수 있고 동물실험을

생화학, 분자생물학, 세포생물학, 보

대체하여 윤리적 문제를 해결할 수도 있겠지요.

건통계학, 전자회로, 디지털시스템,
의공학실험 II,III, 의료영상, 생체신호
처리, 생체재료, 의학영상처리, 생체
정보계측, 생체정보학, 생체적합성

●

조직공학은 생체조직을 대체하여 이식할 수 있는 인공피부, 인공

조직공학

뼈 등의 무언가를 만들어 생체기능을 유지, 향상, 복원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 뿐만 아니라 우리 몸의 모든 세포로 분화할 수 있는

병리학, 면역학, 바이오포토닉스, 신
경 및 뇌공학, 의공학 프로젝트, 바이

줄기세포 또한 조직공학의 한 분야인데 최근 역분화 줄기세포라

오센서, 조직공학 및 재생의학, 의료

불리는 세포가 노벨상의 주인공이 되면서 그 관심이 더해지고 있

용소재공정, 마이크로 및 나노기술,

습니다. 조직공학은 이러한 줄기세포를 이용하여 인공장기를 개

의공학 특강, 바이오의공학제도 및

발하고 줄기세포를 이용한 치료제를 개발하기도 합니다.

기업분석, 방사선치료학
●

우리 몸 내부에는 일반적인 현미경으로는 볼 수 없는 매우 작은

나노플라즈

물질들이 있습니다. 이러한 물질들은 생명 현상을 나타내기도 하

모닉스

고, 암세포에서 분비되기도 하며, 치명적인 바이러스 표면에 존
재하기도 합니다. 만약 이런 물질들을 관찰할 수 있다면 생명현
상을 규명하고 질병을 진단하는데 큰 도움이 됩니다. 플라즈모닉
스 기술은 금속 나노입자나 구조를 이용해 이렇게 작은 물질들을
관찰하고, 검출할 수 있습니다. 현재 매우 많은 과학자들이 연구
하고 있는 분야로 발전 가능성이 높은 분야라고 할 수 있습니다.

●

약은 주사를 놓거나 섭취하면서 기능을 합니다. 그런데 약은 단

약물전달

지 병이 있는 위치로만 가지 않고 온 몸으로 퍼지기 때문에 효율

시스템

도 낮고 합병증도 유발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약을 안전하고 효
율적으로 원하는 부위에 원하는 때에 원하는 양만큼 사용하게 하
는 기술이 요구됩니다. 아직은 약물을 운반해 줄 적절한 재료와
기술, 조작 방법 등이 부족하여 많은 연구가 필요합니다.

길을 가는 후배에게
이렇게 다를 줄이야!
의공학은 매우 특별한 학문입니다. 일반 공학과의 가장 큰 차이점을 들자면 그 연구 결
과물의 대상이 인간의 몸과 생체 시스템을 대상으로 한다는 것입니다. 공학적 응용의 대
상이 생명체가 아니라면 문제가 참 쉬울 텐데 이것 때문에 의공학이라는 학문이 아주 독
특한 특성과 어려움을 가집니다. 우선, 생체 시스템은 수시로 변화합니다. 일반적인 공
학적 관점에서는 다루는 시스템이 시간에 따라 변화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인데 우리
몸은 제멋대로 마음대로 아무 때나 변합니다. 이러한 변화는 우리 몸의 피드백 반응이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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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부의 여러 자극 때문이며 이렇게 변화하는 시스템을 맞춰주려다 보니 측정이나 계측
에 있어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둘째로, 인간의 몸을 위한 기술이기 때문에 아주 정밀한
안전성이 요구됩니다. 특히 의료기기를 사용하는 사람이라면 일반인보다 건강하지 않
거나, 예측할 수 없는 질병을 가진 사례가 많을 것이기 때문에 이러한 모든 경우를 고려
한 전기 · 기계적 안전성에 대한 충분한 연구가 동반되어야 합니다. 셋째로는 측정 대상
이 대부분 신체의 내부라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사실 기계라면 보고 싶은 부분을 뜯어서
보면 그만이지만 사람의 몸을 대상으로 할 때에는 최대한 아프지 않게, 흉터남지 않게,
빠르고 쉬운 방법으로 신체 내부를 살펴보아야 합니다. 네 번째 문제는, 의공학자들이
우리 몸에 도움되라고 이것저것 넣고 싶은 것이 많은데 애석하게도 우리 몸은 바깥에서

의공학 분야는 매우 다양하고 학문 간의 연계
와 융합을 추구합니다. 학문 간의 융합은 학문
에 대한 폭 넓은 이해가 기반이 되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배움에 있어 많은 어려움이 따

들어오는 물질에 대해서 거부반응을 보인다는 것입니다. 이런 특성 때문에 각종 삽입물

르겠지만 열정적인 교수님들의 강의와 실제 의

에 대한 재료적, 물질적 특성들이 고려되어야 합니다. 그 외에도 기껏 힘들게 측정한 결

공학을 체험해볼 수 있는 실습 등의 프로그램

과물이 깨끗하고 정확하게 얻어지기 힘들다든가 알 수 없는 변수로 실패한다든가 측정

을 통해 그만큼 여러 학문에 대한 흥미를 키울

한 데이터의 수치화 및 정보화가 어렵다든가 하는 등의 문제들이 많습니다. 이렇게 까
다롭고 어려운 학문이 의공학이지만 그렇기 때문에 이런 일을 할 수 있는 사람도 의공

수 있을 것입니다. 의공학부에서 여러분이 생
각하는 의공학의 길을 밝혀나가시길 바랍니다.

학자 뿐이라는 사실이 굉장히 매력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우리의 연구 결과물
이 정말 사람을 향한 생명을 향한 문이기 때문에 얻을 수 있는 보람 또한 많을 것입니다.

이때는 꼭!

1학년 때는 전공수업보다 기초를 닦아주는 교양 과목을 듣게 되는데
상대적으로 여유 시간이 충분한 편입니다. 따라서 동아리 활동이나 각종 봉
사활동, 과 활동 등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폭넓은 독서와 여행 등을 통해서 세상
을 바라보는 안목을 키우기에 좋은 시기입니다. 또한 대학에서 새로운 인간관계를
잘 형성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바이오의공학과에서 2학년은 가장 무시무시한 학년으로 통합니다. 모
든 학점을 전공으로 들으며 시험 기간에는 며칠씩 밤을 새는 경험을 하게
될 것입니다. 기초 및 심화 의학 · 공학에 대한 수업을 받게 되는데, 아마 가장 어렵
고 많은 양을 배우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이 시기가 지나면 바이오의공학이 무엇
을 목표로 하고 어떤 것이 연구되고 있는지에 대해서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3학년부터는 심화 생물학 및 의학에 대해서 배웁니다. 상대적으로 2
학년때보다는 여유가 있어서 하나에서 두 개 정도 교양 수업도 들을 수 있
으며, 희망자는 연구실에서 학부 연구생으로 일할 수도 있습니다. 3학년부터는 졸
업 이후 진로 계획을 진지하게 생각하고 그 길을 가기 위한 준비를 시작해야 합니다.

4학년 때는 본격적으로 의공학 융합 과목들에 대해서 배우는데 자신
이 전공하고자 하는 분야에 대해 중점적으로 수업을 들으며 연구실에서 개
인 논문작업을 시작합니다. 졸업 준비를 하고 취직과 대학원 진학 등을 준비하는 학
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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شڏԟ֬
생체신호 인체에서 발생하는 여러 신호를 의미합니다. 이때 의공학의 관점에서는

ʅǷ@¡@ڀ
नÃ@ч@րԟ֯۽
· 2012년 생체의공학과 제1회 KU공로대상
·@@@2013년도 천홍구 교수님 대한의용생체공학
회 젊은의공학자상 수상
·@@@대학원 BK21 plus 의료신기술융합사업단
선정
·@@@2015년 이상훈 교수님 제2회 고려대 교우회
학술상 보건의약 부문 수상

이러한 생체신호를 감지하여 생명 활동의 지표를 측정할 수 있습니다.
생체적합성 금속이나 폴리머, 세라믹 등 우리 몸에 이식되는 외부 물질이 면역체계
의 거부 반응을 일으키지 않는 성질을 말합니다. 주로 생체 내부에 이식되는 재료
를 평가할 때 가장 중요한 지표입니다.
바이오포토닉스 생명체에 일어나는 일을 광학적 기법을 통해 관찰하거나 질병을 진
단, 치료하는 학문입니다.
랩온어칩 이름 그대로 ‘칩 위의 실험실’이며 반도체 기술과 나노 기술, 생화학기술의
융합을 통해 구현된 칩 안에서 마치 실험실에서 실험을 하듯이 다양한 생화학적인
실험을 진행할 수 있는 바이오칩을 말합니다.

६@ڀĳέ@ঊত
바이오의공학부에서는 매년 1~2회 가량 세계
적으로 손꼽히는 의공학과인 국립 싱가폴 대학
의공학과와 학술¡문화 교류를 하고 있습니다.

ʷ،π@F@।পH।ԩ@ۜࠛ@ঢʷI
농구동아리–버저비터

양 학교 학생들이 번갈아 서울과 싱가폴을 열

농구를 통해 선 · 후배간 친목을 도모하고자 만들어진 친목 농구 동아리입니다. 교내

흘 정도의 기간으로 체류하며 해당 대학의 연

농구대회 등에 참가하고 있으며, 매주 학교 농구코트를 빌려 활동하고 있습니다. 여

구실 및 대학을 탐방하고 국제적 시야를 기를

학우분들은 매니저 활동을 통해 참여하고 있습니다.

수 있는 장을 마련합니다.

축구동아리–머스클
학부 구성원 간 친목 도모와 체력 증진을 위해 만들어진 축구 동아리입니다. 축구
뿐만 아니라 풋살과 족구 등의 운동도 주기적으로 즐기고 있습니다. 현재 많은 선
배와 후배들이 활동하고 있으며, 축구를 좋아하는 여학우들을 모아 여학생 축구부
도 만들어질 예정입니다.

।Ĝ@ҜԽ@ِĸ՜
Bio-Inspired Materials (BIM) Lab. 평생체를 모방한 구조와 기능을 갖는 첨단의료
용 소재 (인공 뼈, 조직재생용 소재, 임플란트, 약물전달 시스템 등)를 개발하는 연
구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BioMedical Optics Lab. 빛은 의료 영상 분야나 레이저 치료 분야에 있어서 핵심
적인 역할을 합니다. 의광학 연구실에서는 빛을 이용하여 인체 조직에 대한 정밀
한 영상을 얻어 진단에 사용하거나 대뇌 등 조직의 활동도를 보는 연구를 합니다.
http://bmol.korea.ac.kr
Biomedical Physics Lab. 물리학을 의학에 적용한 학문이 의학물리학입니다. 3대
암 치료기술 중 하나인 방사선치료에 대한 전반적인 연구를 진행하고 있으며 최근
에는 새로운 암 치료법 및 치료기기 개발과 관련된 연구를 해오고 있습니다.
Computational Brain Imaging Lab. 뇌공학 관점에서 사람 뇌의 기능 및 구조를 이
해하기 위한 뇌 영상 분석은 매우 중요한 학문 분야입니다. Computational Brain
Imaging 연구실에서는 컴퓨터 공학 기법을 활용한 새로운 뇌 영상 분석 기술을 개
발하고 있습니다 http://bia.korea.ac.kr
Diagnostic Platform Experts Group Global health의 개선을 위한 새로운 생 화
학 진단, 약물 스크리닝을 연구합니다. 이를 위하여 랩온어칩(Lab-on-a-chip 또
는 micro/nanofluidics), 광학/전자회로 설계 및 제어기술을 응용하고 있습니다.
http://dpeg.korea.ac.kr
Intelligent BioMEMS Lab. 마이크로 단위에서 각종 물질을 조작하고 생성하여 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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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 및 생물학에 유용한 기술을 연구하는 연구실. 특히 랩온어칩 기술과 조직공학,
생체 전극 개발에 있어서 훌륭한 연구 실적을 내고 있습니다. http://ibml.korea.
ac.kr
Medical Information Processing Lab. 2D radiography, CT, PET and SPECT
등 엑스선과 감마선을 이용한 의료영상기기와 의료영상 알고리즘에 대해 연구합니
다. http://mipl.korea.ac.kr
NanoBio Interface Lab. 세포와 조직은 각종 물질의 표면 특성에 민감하게 반응합
니다. 나노 기술을 통해 특수한 표면을 제작함으로써 세포나 조직의 행동을 연구하
고 조작하는 기술을 연구하는 연구실입니다.
NanoBioPhotonics Lab. 빛에 의해 나노 크기의 금속 물질이 가지게 되는 플라즈모
닉 현상을 통해 생물학/진단의학 기술을 연구하는 연구실입니다. 우리 몸 내부 미
지의 물질들을 검출하여 생물학적인 기전을 연구하거나 암, 신종인플루엔자 등의
질병을 진단할 수 있는 기술을 개발합니다. http://nbplab.korea.ac.kr

@ؽܙশݘ@ۉ
기업계 GE, Siemens, Philips, 삼성, 엘지, SKT 등 의료기기 관련 사업부가 있는 대기업, 헬스
케어 회사, 제약 및 생명과학, 생명공학 회사
연구소 KIST, 기계연구원, 전자통신연구원, 한국생명과학연구소 등 정부출연 연구소 및 기업
부설 연구소
정부 ¡ 공공기관 변리사, 미래창조과학부, 보건복지부, 식품의약품안전처 등 정부부처 공무원
학계 정보통신을 기반으로 하는 공무원, 법조인, 변리사의공학/전기전자공학/컴퓨터공학/기계공
학 등 유관분야 대학원 진학 및 교수 임용, 의학전문대학원/치의학전문대학원 진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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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이오시스템의과학부

보건과학대학, Since 2014
School of Biosystems and
Biomedical Science

Human Health Designer,
바이오시스템의과학부
인류는 건강하고 행복한 삶에 대한 바람을 끊임 없이 추구하여 왔습니다. 바이오시스템의과학은 생명을 유지하는 기본원리를 이해
하고 이를 바탕으로 인간의 삶에 유익하게 응용되며, 산업화로 이용 가능한 과학적인 방법을 모색, 제공하는 학문분야입니다. 따라
서 바이오시스템의과학부에서는 생명현상의 본질을 미시적이고 분석적인 세포, 분자 수준에서 규명하며, 이를 기초로 생명의 다양
성 연구, 유전 및 환경적 요인에 의한 질병 유발인자의 발굴, 바이오마커를 이용한 진단, 약물 및 세포 치료제 개발, 식품 및 천연물
소재의 기능성 연구, 식품위해 인자와 안전성, 식품성분의 물리화학, 식생활 개선을 통한 삶의 질 향상에 대한 거시적이며, 종합적
연구를 수행하고 인류의 질병 예방, 건강증진을 위하여 노력하고 있습니다. 고려대학교 바이오시스템의과학부는 기초의생명 분야
학문과 바이오식품시스템 관련 학문분야를 유기적으로 연계한 교육 · 연구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으며, 이를 통하여 미래의 성장동력
으로서 발전 가능성이 무궁한 의생명과학산업 및 바이오식품산업을 주도할 인재를 양성하고 있습니다.

http://chs.korea.ac.kr/bsm

건강의 열쇠는 내 몸 안에 있다!
질병 없이 건강한 삶을 영위하는 것은 인류의 오래된 바람일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건강은 어떠한 것들에 의해 결정될까
요? 선천적인 유전자일까요? 아니면 후천적인 환경일까요? 바이오시스템의과학은 바로 이러한 질문에 대한 진리의 탐구에서
부터 시작됩니다. 건강의 기본이 되는 생명현상은 매우 복잡하기 때문에 유기체의 상호작용을 이해하지 못하면 완전한 해석이
불가능합니다. 따라서 생명현상을 다루려면 생물학, 물리학, 유전학, 분자세포생물학 등 기초학문에 대한 관심뿐 아니라 집단유
전학이나 생태학, 식품학, 영양학, 독성학, 환경 및 사회학 등과 같은 응용학문에 대한 종합적인 이해와 접근이 필요합니다. 바이
오시스템의과학은 생명의 원리 및 현상을 해석하고 생명체와 주변 환경과의 관계를 이해할 수 있도록 가장 작은 분자 수준에서
부터 인구 집단의 커다란 수준에서 발생하는 생명현상을 교육 · 연구합니다. 더 나아가 인류의 영양 불균형, 식품 안전 및 질병의
발병에 영향을 주는 생물학적인 요소, 환경적인 요소와 이들의 상호작용을 조명하여 인류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바이오시스템의과학의 엔진
Welfare, 마스터키를 디자인하다
인류의 건강을 위협하는 질병은 갈수록 다양해지고 있으며 영양 불

이런 학생 바이오시스템의과학에
• 생명 현상에 호기심이 넘치고 생명현상을 이해하기
위한 과학실험을 좋아하고, 학습하고 싶다.

균형, 식품 안전에 대한 요구 수준도 하루가 다르게 높아지고 있습니

• 희귀질환의 치료를 위하여 생명과학기술을 이용한 치

다. 바이오시스템의과학부는 생명현상 및 질환, 건강한 식생활에 대

료제를 개발하여 아픈 사람에게 직접적으로 희망과

한 전문 지식과 연구 역량을 바탕으로 바이오의생명과학 지식의 자

도움을 주고 싶다.
• 인체와 질병에 호기심이 있고, 인간의 건강과 질환에

원화를 이끌어 나가는 중추적인 역할을 담당합니다. 우리 학부에서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탐구하는 것에 흥미가 있다.

는 질병의 유전형질 연구를 통한 새로운 의생명과학 지식과 기술을

• 전통 식품소재와 한약재로부터 첨단 의약품을 개발하

창출하고 백신 개발과 환경 위해관리 등과 같은 질병 원인의 진단부
터 치료에 이르기까지 연구 인프라를 구축하여 의생명과학융합연구
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제시할 것입니다. 또한 우리 학부에서는 바이
오식품시스템 관련 학문분야를 유기적으로 연계하여 식품 및 천연물
소재의 기능성 연구, 식품위해 인자와 안전성, 식품성분의 물리화학,
식생활 개선을 통한 삶의 질 향상에 대한 종합적 연구를 수행하여 그
어느 때보다 증가하고 있는 현대인의 균형된 식생활과 건강한 삶에
대한 요구를 충족시키기 위해 노력할 것입니다. 바이오시스템의과학

고 싶고, 먹으면서 다이어트할 수 있는 식품소재를
찾고 싶다.
• 우주 비행식이나 항공 기내식에 적용할 수 있는
보다 맛있고, 다양하고, 안전한 먹거리와 조리법을 개
발하고 싶다.
• 창의적으로 사고하고 과학적 자료를 섬세하게 분석하
는 것을 좋아한다.
• 여러 분야의 사회 구성원들과 소통과 협력을 이끌어
낼 수 있는 통합적인 사고력이 있다.
• 생각을 현실화 할 수 있는 끈기를 가지고 있다.

부는 연구 분야뿐만 아니라 첨단 바이오식품, 의생명과학 분야를 책
임지고 주도할 창조형 인재를 양성하며 국가의 첨단 의과학산업의 활성
화, 국민의 건전한 식문화에 대한 이해와 교류를 넓히는데 기여할 것입니다.

전공수업 생명과학과 의과학의 연결고리
생명현상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기초의 생명과학에서부터 그 응용에 이르기까지 방대한 지식의 이해가 필요합니다. 생물학, 미
생물학, 분자생물학, 생화학, 유전학, 면역학, 생태학 등 기초과학 지식의 함양은 생명유지를 위해 수반되는 생명활동의 기본을
이해하는 데 중요하게 활용됩니다. 뿐만 아니라, 인체생리학, 생물정보학, 질병대사학, 후생유전학, 항체공학, 식품학, 생리활성
물질, 영양유전체학, 식문화및 스타일링, 식품안전 및 독성학 등에 이르는 응용지식은 생명현상과 바이오식품시스템에 대한 전
문적인 이해와 탐구로 이어져 바이오시스템의과학에 대한 여러분의 이해를 도울 것입니다.

학과목에 대하여
생명현상이란 무엇인가요? 기초 의생명과학 생리학, 분자세포생물학, 유전학, 생화학, 신경과학 등을 통해 생명체가 생명을
유지하는데 생체의 생리활동을 조절하는 요소들을 학습합니다. 또한, 질병의 원인과 기작을 탐구하여 전공 기초 지식의 기틀
을 마련합니다.
건강한 삶으로의 한 발! 응용의생명과학 단일 유전인자의 기능에서 유전체, 대사체, 조직재생에 이르기까지 생명체의 활동을
질병의 원인과 관련시켜 조명하고자 하는 응용과학적 사고를 함양합니다. 이와 더불어 영양인자들을 포함한 생활습관, 환경에
의한 질병유발요인 등 병태생리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요소를 밝히고 실제 생명활동 및 질병발병에 응용하는 사고를 기릅니다.
고려대학교 인재 양성 ¡ 진로 가이드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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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의 혁신을 향하여! 첨단의 생명 · 고부가가치 식품생명산업 환경, 생태계와 건강
의 연관성을 분석 연구하고 효과적으로 대응하고 제어할 수 있는 방법을 학습합니

ࣥѾ@ॕŗ͙
멘토링(Mentoring) 클럽 고학년 재학생

다. 질병의 치료를 돕는 항체 개발, 건강증진을 위한 고품질 및 고기능성 소재 발굴
및 첨단의 생명산업분야 진출과 연계된 식품학, 생물소재저장학, 산업생물공학, 조
리과학, 분자영양학 및 실험을 경험하게 됩니다.

들과 졸업생들이 신입생들의 멘토가 되어 대
학 새내기 시절의 학교생활 적응을 돕는 프로
그램입니다. 팀 단위의 정기적인 만남과 온라
인상의 수시적인 대화를 기반으로 이루어지는

바이오시스템의과학부의 어제와 오늘

활동이며 이를 통해 재학생들은 상호간의 동료
의식과 팀 참여정신을 기르게 되고, 신입생들

오랫동안 다양한 분야의 과학자들은 건강한 삶을 지속적으로 영위하기 위하여 각

은 선배들의 든든한 지원 아래알차고 활기찬

자의 분야에서 생명현상을 이해하고자 하였습니다. 그러나 생명체는 부분들의 집

대학생활을 할 수 있게 됩니다.

합체가 아닌 하나의 유기체로써 생명현상 및 질병상태를 만들어 냅니다. 이에 기초

학부 오리엔테이션 전공수업에 진입하는 2
학년 학생을 대상으로 한 학기에 걸쳐 바이오
시스템의과학부의 핵심 교육역량 전 분야에 걸
친 전공탐색강의를 진행하여 전공교과목 선택

과학과 응용과학의 전문성을 시스템적으로 융합하여 식품과 건강, 질환의 원인과
병태를 통합적으로 이해하고 그 과학적 성과를 건강 및 보건증진에 응용하고자 하
는 움직임이 바로 이 곳! 고려대학교 바이오시스템의과학부에서 시작되었습니다.

과 진로 방향 설정을 돕고 있습니다. 또한 의
생명과학 일선의 유명한 연구자, 경영인, 고위
직 공무원들을 초청하여 매년 2~5회 정도의
특강을 실시하여 다양한 전문직종을 미리 접
해보는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미래에 대해 장
기적인 비전을 세우고 미리 준비할 수 있도록

바이오시스템의과학부의 미래
살아 움직이는 첨단생명의 과학연구

돕고 있습니다.

흔히 21세기를 생명과학기술의 시대라고 합니다. 2002년을 기점으로 세계를 떠들
썩하게 했던 인간 유전체 프로젝트를 서막으로 생명 현상과 질병극복을 위한 돌파
구를 찾는데 대중들의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최근 인구 집단 전체에 기초한 근
거 중심의 접근뿐만 아니라 영양상태, 생활습관, 환경 요인을 고려한 맞춤형 예방
전략의 개발이 핵심적인 과제로 주목 받고 있습니다.
바이오시스템의과학부는 복합적인 생체시스템을 이해하고 인간의 건강 증진에 효
율적으로 적용하기 위한 연구를 수행하는 미래지향적 소통의 과학을 지향합니다.
바이오시스템의과학부는 생명체-질병-식품의 유기적인 관계를 조명하며 의생명
과학 발전의 중심으로서 새로운 비전을 제시할 것입니다. 우리 학부가 추구하는 바
이오과학기술의 발전은 교육 및 연구를 통해 효과적인 시너지 효과를 창출 가능하
게 할 것입니다. 더 나아가 의료, 바이오 및 식품산업 그리고 환경에 이르기까지 폭
넓게 적용시킬 수 있는 핵심적인 지식과 기술을 제공하여 궁극적으로 인간의 건강
및 보건 증진에 기여하게 될 것입니다.

블루오션
●

생명과학과 의학을 연계하는 의생명과학은 공학, 유전학 및 환경생

의생명과학

태학 등의 다양한 분야에서도 중추적인 역할을 담당하는 다학제적
학문으로 타 응용과학과 상호연관성이 깊고 융합을 통한 영향력이
매우 큽니다. 의생명과학은 21세기를 선도할 미래 지향적인 학문으
로 각광받고 있으며 창의적이고 통합적인 지식 집약적 학문으로 최
첨단의 고부가가치를 창출하는 기술의 밑거름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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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이오의약산업, 식품산업은 고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차세

첨단의생명 ·

대 의약품, 기능성 화장품 및 건강기능식품산업 등의 성장 동력

식품산업

이 되는 핵심 분야입니다. 새롭게 개발되는 첨단 생명과학 융합
기술이 의과학 분야에 접목되며 신약개발 및 희귀 · 난치성질환의

мπ҆ɜ@

진단과 치료에 적용되는 추세로 변화함에 따라 첨단의 바이오식

щێ٤֢֫ࢳۉĜ।

품산업과 의과학을 통합하는 우리 학부의 교육은 국가보건산업

콜럼버스의 교환

발전에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바이오식품산업은 국

황상익. 을유문화사. 2014

가 신성장동력분야이며 융 · 복합과학기술분야입니다. 최근 바이

인류는 탄생부터 오늘날까지 질병과 줄곧 일방

오식품과학기술의 발달과 건강 지향적 가치관의 변화에 힘입어

적인 전쟁에서 승리를 거머쥐기 위하여 힘써왔

영양성, 기호성, 안전성, 건강기능성 등이 부가된 다양한 식품들
이 연구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다양한 생리 기능을 가진 바이오
식품은 미래 생명공학 시장에서 의약품과 더불어 매우 중요한 비

습니다. 질병과 생명현상의 역사를 개괄적으로
다루고 있는 흥미진진한 책입니다.

쉽게 쓰는 후성유전학
리처드 C. 프랜시스. 시공사. 2013

중을 차지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으며, 이를 식품으로 상품화시키

DNA 염기 서열이 변하지 않고도 유전자 발현

는데 바이오식품과학은 중추적인 역할을 수행하게 될 것입니다.

이 조절될 수 있을까요? 이 책은 후성유전학이
라는 학문의 소개와 함께 환경이 한 개인을 넘

●

새로운 환경 변화와 사회적 요구에 부응하기 위해서 바이오식품

건강증진 ·

및 의생명과학분야에서 지도적 역할을 담당할 전문가에 대한 수

보건의료분야

요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생명-의과학체계, 질병관리, 영양감시

어 자손에게까지 생물학적 영향을 끼칠 수 있
음을 보여줍니다.그렇다면 과연 질병의 원인이
될 수 있는 환경 인자에는 어떤 것들이 있으며
이들이 생체 내 생명현상과 질병에 미치는 영

체계 등의 건강증진 영역에서 핵심적인 리더로서 국제적으로는

향은 무엇일까요?

WHO, NIH, UN등 관련기관, 단체, 연구자들과 교류하고 국가적

이기적 유전자

으로는 국제보건의 연구와 교육을 지휘할 역량을 가진 전문가의

리처드 도킨스. 을유문화사. 2010

역할을 수행하게 될 것입니다.

유전적인 요인과 환경 문화적 요인 가운데 인
간의 생명현상을 보다 잘 설명할 수 있는 것은
어떤 것일까요? DNA 또는 유전자에 대한 새
로운 패러다임을 접해 봅시다.

길을 가는 후배에게

미각의 역사
폴프리드먼. 21세기북스

대학교는 지금까지의 교육기관과 다른 느낌을 많이 받으실 거예요. 여러분들이 원하는

전 세계의 음식역사가들이 그들의 연구내용을

꿈으로 나아가기 위한 마지막 발판이기 때문에 ‘스스로’하는 법을 길러야 해요. 스스로

‘음식’에 담은 최초의 결과물입니다. 저자는 다

를 진지하게 대면해서 정말 하고 싶은 일이 뭔지 생각해 보세요. 전공 공부를 마치고 나
면 어떤 삶을 살 지를 미리 구체적으로 구상해 보세요. 목표가 있는 삶은 앞으로 4년간

양한 문명, 과거와 현재가 쌓아온 요리 관련
성과물을 적용시키고 식사의 즐거움에도 연구
내용을 유감없이 쏟아 부었습니다. 선사시대

의 대학 생활에서 최선을 다하게 해 줄 원동력이 될 것입니다. 후배 여러분 꿈을 가지고

를 기점으로 음식(재료, 조리, 연출)에 대한 가

목표를 세우고 행동하세요. 순수한 열정으로 치열하게 공부하시어 여러분의 미래를 꼭

장 고상하고 우아하고 즐거운 생각들의 결정판

푸르게 개척하여 나가시기 바랍니다.

인 이 도서와 함께 우리가 일상적으로 섭취하
는 음식에 대한 인문학적 고찰을 즐겨봅시다.

이때는 꼭!

다양한 교양프로그램과 동아리 활동 등을 통해 선배와의 유대감도 강
화하고 고대인으로서의 자부심도 키워가시길 바랍니다.

다양한 전공과목을 접하면서 전공에 대한 지식도 넓히고 학회 동아리
모임 등을 통해 미래의 꿈을 착실히 준비해 나아가기 바랍니다.

지도교수님, 선배들과의 지속적인 만남을 통해 구체적인 진로를 정할
수 있게 노력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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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공세미나, 실험실 견학, 졸업논문 작성 등의 다양한 활동을 통해 전
문지식, 사회적 책임, 리더십 등을 고루 갖춘 미래 인재로 성장 하시기 바
랍니다.

대학교는 우리의 종착역이 아닌 새로운 출발

شڏԟ֬

을 다지는 곳입니다. 어쩌면 인생의 수많은 갈

분자세포생물학

림길에서 내 길을 찾는 첫발을 내딛는 순간일

세포 내에서 유전자 발현이 어떻게 조절되고 그것이 세포의 역할에 어떻게 영향을

지도 몰라요. 막연한 생각으로 전공을 정한다
면 막상 들어와서 공부하면서 적성에도 안 맞

주는지를 이해하는 학문

고 재미도 없어 좌절할 수 있어요. 전공을 정

분자유전역학

하기 전에 실제 탐색은 필수입니다. 요즘은 학

의학통계적 방법을 분자유전학적 실험 데이터에 적용하여 질병의 원인 유전자를

과마다 마련된 프로그램 등을 통해서 여러분들

규명하는 학문분야. 인간 유전체 정보의 빅데이터를 처리하고 이로부터 유용한 유

의 흥미와 적성을 충분히 탐색할 수 있는 기회

전자정보를 찾고 이들 질환원인 유전자 기반정보를 구축하여 질병의 예측 및 예

를 제공하니 꼭 경험해 보세요. 다양한 바이오
학문에 대한 자유로운 탐색!! 인류의 보건과 건

방을 가능케 함

강 증진에 대한 정의로운 다짐!! 개척자 정신을

후성유전학

통한 생명 진리의 탐구!! 바로 여기 바이오시스

염기서열의 변화 없이도 세대전달이 되는 유전적인 변화를 탐구하는 학문

템의과학부에서 우리 모두 같이 시작합시다.

기능성식품
식품의 세 가지 기능, 즉 제1차 영양기능, 제2차 감각기능, 제3차 생체조절기능 중
에서 제3차 생체조절기능이 효율적으로 나타나도록 설계되어 가공된 식품을 말함
식품생명공학
생물학, 미생물학, 생화학, 유전학과 같은 기초 과학에 효소공학, 유전공학, 발효공
학, 생물공정 기술 등의 생명공학 기술을 접목하여 기호성, 안전성, 영양적 가치가
강화된 식품 개발, 기능성 식품소재와 신소재 개발 및 산업적 생산을 추구하는 융
합기술
식품물리화학
식품 주요구성성분의 물리화학적 특성과 가공조리과정 중 발생하는 열역학, 상전
이, 화학평형, 물질의 이동, 분자이동, 화학반응, 복합반응 등에 대한 메카니즘을 연
구하는 학문

ʷ،π@F@।পH।ԩ@ۜࠛ@ঢʷI
진로연구회
기업체, 공공기관, 연구소 등의 취업정보를 전략적으로 수집하고 정보의 비교와 공
유를 통해 바이오시스템의과학부 진로를 도모하는 동아리 모임입니다. 4학년을 중
심으로 2, 3학년이 동참하여 지도교수님의 지도하에 활발히 활동하고 있습니다.
전공세미나
다양하고 광범위한 주제를 중심으로 자유롭게 의견을 개진하고 토론하는 소규모
의 학부생 연구모임입니다.

।Ĝ@ҜԽ@ِĸ՜
생물신소재연구소
본 연구소는 국가 바이오식의산업과 성장동력을 선도하기 위한 학제간 융합기술을
선도하며, 주 연구 분야에 따라 생물신소재개발, 생물활성평가, 바이오식품에 관한
전문연구 분야로 나누어 연구 활동을 수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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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계 보건의료, 생명과학, 의약학 및 식품관련 기업 취업
학계 국내 및 해외 대학원 진학, 교수
정부 ¡ 공공기관 질병관리본부, 보건복지부, 식품의약품안전처, 국립보건원 등
연구소 국공립연구소(생명공학연구원, 기초과학지원연구원, 국립암센터, 한국식품연구원 등),
기업체연구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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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환경융합과학부

보건과학대학, Since 1963

http://chs.korea.ac.kr/hes

School of Health
& Environmental Sciences

보건환경융합과학이란
보건과 환경의 융합학문
21세기에 들어 기대수명의 증가와 환경오염의 심화로 인해 인간중심의 보건과 환경의 개념은 더욱 중요시되고 있으며 이를 위
한 학문적 노력은 선택이 아닌 생존을 위해 필수적 입니다. 인간을 둘러싼 환경은 건강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므로 인간의 건
강한 삶과 질(quality of life)의 향상을 위해서는 보건과 환경 융합에 기반한 연구가 뒷받침 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보건환경융
합과학은 국민보건향상과 보건의료 및 환경이 통합된 새로운 패러다임을 구축하는 미래 지향적 학문 입니다.
우리나라뿐 아니라 선진국에서도 이미 이에 대한 중요성을 인식하고 과거의 보건과 환경이 분리된 정책에서 사람과 환경을 동
일시하는 보건환경정책으로 전환되고 있습니다. 보건환경융합과학부에서는 인간과 환경과의 관계에서 건강에 악영향을 끼치
거나 각종 질환을 유발할 수 있는 위해 요인을 규명하거나 발생을 최소화하
여 질환발생을 사전에 감시, 예방할 수 있는 전문가를 양성함을 목적으
로 합니다. 더 나아가, 근거 중심 임상 연구 기반의 프로그램의 개발
및 적용을 통해 질환으로 인한 장애의 치료뿐 아니라 전 생애에 걸친

이런 학생 보건환경융합과학에

질병 예방 및 관리를 통해 국민의 보건과 삶의 질에 이바지 할 수 있

• 내 주변과 세계 각지에서 발생하는 보건과 환경문제

는 전문가를 체계적으로 교육시키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또한 방사
선을 산업, 의학 등 다양한 분야에 응용해 고부가가치를 창출하거나
방사선이나 원자력 산업에서 발생될 수 있는 안전 ₩ 보건 문제에 신속
대응 가능한 국제적 인재를 육성하고 있습니다.

에 관심이 많다.
• 탐구심과 호기심이 왕성하다.
• 인체건강에 해를 입히는 다양한 유전적, 생물학적,
환경적 위험요소를 진단 및 예방하는 학문을 연구하여
인류사회에 기여하고 싶다.

보건환경융합과학의 영역
보건의료영역 고령화 사회 및 생명과학의 발달로 인한 수명연장으로 인해 인간이 어떻게 하면 건강하게 오래 살 수 있을까에
관심을 가지게 되었으며, 건강한 삶을 위한 보건의료 발달이 현대사회의 주요한 사업이 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건강한 삶을 위
한 진단 및 관리, 나아가 재활에 대한 연구를 포함합니다.
환경보건안전영역 최근 방사성 물질, 화학물질, 물리적인 요인, 생체 역학적인 스트레스 요인, 생물학적 독소 등과 같은 유해
환경요인과 연관될 수 있는 만성질환, 선천성 기형, 발달장애 및 비감염적 건강장애 등의 문제가 우리사회에서 빈번하게 일어
나고 있습니다. 환경보건안전영역에서는 이렇게 우리의 건강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환경을 공부하고 이를 통해 인류의 건강
과 안전을 연구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가장 큰 관심사로 대표되는 인간의 건강문제는 환경과 불가분의 관계이며 과거처럼 우리의 건강과 환경을 분리하여 생
각한다면 미래의 큰 문제는 해결할 수 없게 될 것입니다. 보건환경을 공부하는 것은 개인적인 발전을 위한 것이 아니라 모든
인류를 위한 것입니다. 따라서 개인의 보건의료에서 환경보호에 이르기까지 그 범위가 다양하고 서로의 관계가 융합적으로 연
결되어 있으므로, 기초적인 과목을 충분히 공부하고 이를 기반으로 보건과 환경에 관하여 응용해 나아가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전공수업 ‘건강+환경=미래’입니다.
보건환경의 개념은 생소하기에 무엇을 배우는 지에 대해 궁금하신
분이 많을 것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보건환경융합과학이 화
학 및 생물과 관련된 학문이라고 생각을 하지만 실제로는 그렇

미래성장의 엔진 보건환경융합과학부
보건환경융합과학이란 인간의 전 생애(life span)에 걸쳐 질병의 예방, 진단 및 재활을 통해 국민의 건강 수준을 향상시키기 위한 보
건의료과학(Health and Medical Science)과 인간을 둘러싸고 있는 다양한 환경(자연환경, 생활환경, 직업환경 등)에서 오염물질
관리하거나 친환경 에너지를 개발하기 위한 환경과학기술(Environment Science Technology)이 융합된 학문입니다.

지 않습니다. 우리나라는 불과 5년만에 65세이상 노인
인구가 500만명에서 600만명을 돌파하는 등 급속한 고
령화 추세에 있습니다. 이러한 고령화 추세에서 ‘건강’에
대한 중요성은 그 어느 때보다 크다고 할 수 있습니다.
또한 근래에 들어서 전 세계에서는 환경에 의한 피해가
속출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의 중요한 관심사인 건강에
대해 연구하고, 환경의 피해로부터 인류를 지키고 건강한 삶을
영위하도록 하는 것이 바로 보건환경융합과학의 목표입니다.

고려대학교 인재 양성 ¡ 진로 가이드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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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환경융합과학부에서 공부하기 위해서는 생물, 화학, 물리, 영어에 대한 선행학

●

세계 각국의 보건환경규제 및 동향 정보에 미리 대응을 하기 위

습이 필요합니다. 실제로 고등학교 때 배우는 화학과 생물 및 물리의 개념을 기본

글로벌 환경

한 기업들의 관심이 높아지면서 업무의 효율성을 위해 보건환경

으로 수업이 진행되며 많은 수업의 일부분이 영어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영어 학

규제

관련 분야 졸업생들의 채용은 필수적입니다. 아직은 명확하지 않
질병과 가난한 삶

습 또한 필요합니다.

은 보건환경규제에 대하여 발 빠르게 대응하는 능력은 앞으로 기

교환¡방문학생 프로그램 해외 대학들과의

보건환경의 개념은 생소하기에 무엇을 배우는 지에 대해 궁금하신 분이 많을 것입

업의 생사를 결정하는 기준이 될 것입니다. 보건환경규제에 대한

교류를 통하여 정보를 공유하고 견문을 넓히는

니다. 기본적으로 생물학, 화학, 물리를 배우면서 전반적인 과학적 지식을 쌓은 뒤

전문적인 지식을 이용하여 경쟁력을 가질 수 있다면 수많은 글

구 기록『질병과 가난한 삶』. 노숙인들을 비롯

에 심화적으로 전공과목에서 환경보건학, 수질관리학, 독성학 산업보건학, 방사선

로벌 기업들을 관리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 이들과의

한 의료취약계층만을 치료해 온 길 위의 의사,

점인정이 됩니다. 또한 해외대학의 학비를 장

안전학, 방사선물리, 진단화학, 진단혈액학, 보건환경생화학, 보건환경미생물 등을

경쟁에서 앞서갈 것입니다.

최영아 도티기념병원 내과 과장의 연구 기록

학금 형식으로 지원하는 프로그램도 준비되어

배우게 됩니다.

좋은 기회입니다. VSP, ESP 등의 다양한 프로
그램을 통하여 해외대학에서 배운 학문이 학

노숙인을 치료해 온 길 위의 의사, 14년의 연

을 정리한 책입니다. 노숙인이 누구인지, 노숙
이라는 말의 정의와 실제 의미는 무엇인지, 이

있기 때문에 비싼 해외대학 학비 걱정 없이 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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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를 할 수 있습니다. 몇몇 국가의 경우 고려대
학교 학생을 위한 기숙사도 마련되어 있기 때

최영아. 청년의사. 2015

들에 대한 잘못된 사회 인식의 출발점은 어디
인지, 노숙인을 비롯한 의료취약계층의 규모는

보건환경융합과학부의 미래
개척되지 않은 미지의 영역

보건환경융합과학부 학생회 학과의 각종 행사를 준비하고, 보다 나은 학습 환경을

어떠한지 등이 나와 있습니다. 더불어 지난 14

위한 학생 자치모임입니다.

년간의 경험과 자료를 바탕으로 노숙인들에게

FC Healthy 축구 동아리로 각종 교내대회에 출전하고 다른 학교, 다른 학과와 친

나타나는 주요 질병들을 연구하고 분석했으며,

과학부는 국내 최고 수준을 자랑하는 보건관련

모두들 ‘웰빙’이라는 개념에 대해서 알거나 많은 음식에 붙어있는 LOHAS(Lifestyles

투지 농구 동아리로 각종 교내대회에 출전을 하고 훈련을 합니다.

학부입니다. 타 대학에 비해 조금 더 전문적이

of Health and Sustainability) 마크를 보신 적이 있으실 겁니다. 이 모든 것은 지속

고 실무적인 학습 커리큘럼을 지니고 있기 때

적인 건강을 중시하는 생활 양식의 변화에 따라 생겨난 것입니다. 앞으로 건강과 환

문에 보다 효과적으로 학습할 수 있는 상담 지

경을 중시하는 사회가 다가올 것이고 이러한 미래를 준비하는 곳은 바로 보건환경

문에 교환·방문학생 프로그램은 새로운 지식과
더불어 어학까지 공부할 수 있는 효과적인 프
로그램입니다.

멘토링 프로그램 고려대학교 보건환경융합

도 프로그램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융합과학부 입니다. 단순하게 ‘환경을 개선하여 인류를 지키자’의 개념이 아니라 실
제 앞으로 인류의 건강을 환경과 관계하여 해결하기 위한 산업을 준비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면 됩니다. 가까운 미래에 우리나라에서도 보건-환경기술 및 보건관련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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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이 21세기의 주도적인 산업이 될 전망이며, 발전 속도가 매우 빠를 것으로 예상
됩니다. 많은 기업들은 인류의 건강과 직접적으로 연관되어 있고, 이를 준비하는 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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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바로 보건환경융합과학부입니다. 쉽게 말하자면 보건환경융학과학부는 인간과

환경세계사

환경과의 관계에서 사람에게 악영향을 끼칠 수 있는 다양한 위험요소를 관리, 연구

클라이브 폰팅. 그물코. 2003

하고 환경으로 인한 질환과 위험을 사전에 감시, 예방하기 위한 보건 및 환경 분야

환경이라는 개념은 너무 나도 생소합니다. 이

의 전문 인력을 양성하여 건강을 위협받는 국민을 최소화하고 더 나아가 건강권을

책은 조금은 어렵고 지루할 수 있는 환경에 대
한 이야기를 당돌하고 쉽고 재미있게 묘사한

확보하여 미래 환경복지 국가를 실현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책입니다. 신입생들이 읽는다면 환경에 대한
비전을 더욱 현실적이고 쉽게 세우는데 도움
이 될 것 같습니다.

침묵의 봄
레이첼 카슨. 에코리브르. 2011
50주년 기념 개정판으로 출간된 이 책은 <타임>
지가 20세기를 변화시킨 100인 중 한 사람으
로 뽑은 레이첼 카슨이 쓴 책으로, 환경 문제의

블루오션
●

보건환경산업은 공동복지를 위한 특성이 있으므로 보건환경융합

국가기관

과학부 졸업생들의 경우 환경부, 고용노동부, 국립환경 과학원,

관련 업무

식약청, 안전보건공단, 한국수력원자력, 방사선안전재단, 원자력

심각성과 중요성을 독자들에게 일깨워줍니다.

통제기술원, 보건복지가족부,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국민건강 보

마리퀴리의 위대한 유산

험공단,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등 주로 국가 및 공기업에서 보건환

앨런 E. 월터, 미래의 창, 2006

경에 관한 직무를 수행할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앞으로 건강

이 책은 일반인들이 방사선에 대해 충분히 이
해할 수 있도록 풍부한 사례와 쉬운 설명으로
이야기를 풀어나가고 있습니다. 방사능과 그
응용기술을 발견한 공로로 퀴리 부부가 노벨상

목경기를 합니다.

길을 가는 후배에게
문득 ‘내가 신입생 때는 무엇을 했었던 것일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돌아보니

활 및 사회복귀를 위한 지원 정책과 사회적 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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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환경생화학 생명현상의 유지에 필요한

제가 하지 못해서 아쉬웠던 점들을 여러분들과 공유하고자 하니 여러분은 제가 후회했

생체막의 구조와 기능, 신호전달체계, 항체, 분

던 일들을 되풀이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선 첫 번째로는 ‘독서’입니다. 대학생

자운동과 단백질의 기능 등에 대한 학문이다.

이 되면 바쁘기 때문에 독서에 할애하는 시간이 적거나 거의 없는 분들이 많습니다. 독

산업환기 산업장의 작업환경 개선기술인 환

서는 그 자체로도 매우 중요하고 도움이 많이 되는 것입니다. 지금 당장은 도움이 되지

기에 대한 기본개념과 환기기술의 설계 및 점

는 않겠지만 독서를 통해 배우는 것은 말로 표현할 수 없을 정도로 중요하고 또 독서를

검, 유지관리에 대한 내용을 강의하여 현장실

많이 한 것과 그렇지 않은 것의 차이는 확연히 드러납니다. 대학교 신입생 때처럼 자유
가 주어지고 시간적 여유가 있는 시간은 거의 없습니다. 이러한 기간에 독서를 꾸준히

무적용 능력을 익힌다.

방사선원론 방사선 발생과 작용과정, 방사성
물질 등 방사선의 진단, 치료, 산업에의 적용에

한다면 좀 더 성숙하고 시야가 넓어질 것입니다.

대한 기초적인 내용을 배우게 된다.

두 번째는 ‘사람을 많이 만나보라’는 것입니다. 대학생은 사회로 입문하기 전의 단계입

환경생태학 환경원론, 환경형성사 및 생태

니다. 대인관계는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대학생 때 많은 사람을 만나면서 좋은 점은 배

학사 등의 현상을 파악하고 여러 가지 자연생

우고 나쁜 점은 무엇인지 보면서 사람을 대하는 방법을 배우셨으면 합니다. 어떤 분들

태계의 이해와 더불어 인간과 환경간의 상호

은 대학 생활에서 좁고 깊은 대인관계를 가지고 있지만, 제 생각으로는 특히 신입생 때

작용이 건강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학문이다.

많은 사람을 만나면서 자신을 돌아보는 기회도 가지고 즐기는 것이 조금 더 유익하다

보건환경면역학 외적인자나 내적인자에 대

고 생각합니다. 다시는 돌아오지 않을 이 행복한 시기를 준비하시고 즐기면 좋겠습니다

해 생물이 생명을 유지하는데 필요한 기본적
인 생체방어 기구를 연구하고 면역반응에 대
한 검사를 배운다.

।Ĝ@ҜԽ@ِĸ՜
보건과학연구소

Ğͷ@ۜÿ@ч@֫ॼ
대기환경관리기사, 산업위생관리기사, 산업안

@ؽܙশݘ@ۉ

전관리기사, 수질관리기사, 방사선취급감독자
면허, 방사선동위원소취급자면허, 인간공학기
사, 핵연료물질취급면허

환경오염물질, 산업보건, 독성, 방사선안전관련, 재활과학 분야는
학계 보건과 환경 관련 분야의 교수, 전문가

을 수상한지 100 주년 즈음에 집필한 책에서

아직 많이 개척되지 않는 우리가 해결해야 할 미래 지향적 영역

월터 박사는 ‘방사능이라는 단어는 오늘날 가

입니다. 인류의 생존을 위한 보건 및 환경기술 분야를 전문적으

정부 · 공공기관 · 기타 환경부, 고용노동부, 교육과학기술부, 보건복지가족부, 건강보험심사평가

장 큰 오해를 사고 있는 단어 중 하나일 것’이

로 안다면 앞으로 막대한 경제적 효과와 더불어 세계를 이끄는

원, 국민건강보험공단, 안전보건공단, 식품의약품안전청, 국립환경과학원, 국립보건연구원, 한국

라며 ‘앞으로 과학과 산업, 의료 등 수많은 분

분야를 개척할 수 있습니다.

수자원공사, 한국수력원자력, 방사선안전재단, 원자력통제기술원, 원자력발전소, 한국원자력의학

야에서 마리 퀴리의 위대한 유산인 방사선이

이를 바탕으로 우리나라 노숙인들의 진료와 재
결 방안을 제시합니다.

하고 안전한 환경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으며, 이것은 보건
환경과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외국의 선행 연구 자료들과도 비교하였습니다.

기업계 의약, 화장품, 식품, 건강, 의료영상기기, 보건환경관련 회사

원,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등

더욱 빛을 발하게 될 것’이라고 예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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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정책관리학부

보건과학대학, Since 2006
School of Health Policy and Management

건강한 사회를 꿈꾸다
보건정책관리학부는 국민의 건강증진과 국가 및 지역사회의 보건의료 발전에 중추적인 역할을 담당할 국제적으로 경쟁력이 있는
보건정책관리 분야의 전문 인력 양성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세부적으로는 보건의료정책 전공, 보건의료경영 전공, 보건통계 및
역학 전공, 보건의료정보관리 전공, 치과보건산업 전공을 설정하여 보건정책관리 전반에 관한 이론과 실무 등에 관한 전문지식의
함양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http://chs.korea.ac.kr/hpm

건강하고 행복하게 사는 법을 고민하다
인류는 역사 이래로 보다 건강하고 행복하게 살기 위해 노력해 왔고 이런 노력은 오늘날에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보건정책관
리학은 이러한 과정 속에서 말 그대로 우리의 건강을 어떻게 지킬 것인지 고민하는 학문입니다. 지킬 보(保), 튼튼할 건(健)! 그
렇다면 보건정책관리학부에서는 구체적으로 어떤 것을 배울까요? 보건정책이라는 단어가 들어가 있으니 보건 분야의 정책결
정 등과 같은 근사한 일을 하는 것 같지 않나요? 의사나 간호사가 사람들이 아플 때 개개인을 치료한다면 보건정책관리학은
사람들이 아프지 않고 아프더라도 바로 치료받을 수 있는 좋은 사회를 만들기 위해 보건과 관련된 정책, 제도, 시스템, 산업을
고민하고 배우는 학문이라 할 수 있습니다.

보건정책관리학의 엔진
따뜻한 마음으로 주위를 보자!
보건정책관리학을 공부하는 사람에게는 나보다 다른 사람을 먼저 생

이런 학생 보건정책관리학에

각하는 이타심과 더불어 봉사심, 협동심, 리더십 등이 매우 중요합니

• 사회와 관련된 여러 교과목(사회문화)이 나랑 딱 맞

다. 왜냐하면 보건사업과 보건정책관리의 대상은 지역사회의 주민이
나 일반 국민이고 또한 건강이 좋지 않은 어려운 처지에 있는 사람들
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어려운 생활환경에 있는 사람들을 이해하고

는다.
• 사람의 몸에 대하여 관심이 많아서 생물이 재미있다.
• 남을 돕고 싶은 따뜻한 마음이 있다.
• 국제사회에서 무언가 나만의 일을 하고 싶다.

배려하는 마음과 함께 협동심과 리더십을 가지는 것이 중요합니다.

• 나에게는 다양한 인문학적 소양이 있다.

이러한 자질들을 가진 사람들이 모여 우리 사회를 좀 더 아름답고 따

• 세상을 건강하고 아름답게 바꾸고 싶은 욕구가 있다.

뜻하게 바꾸어 나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물론 이런 따뜻한 마음과 리
더십 외에도 학문과 세상에 대한 끊임없는 호기심이 필요합니다. 오늘날
보건정책관리학은 과거와 달리 발 빠르게 변화하고 있으며 관련되는 분야도 점차 확대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전공수업 뜨거운 가슴과 차가운 머리로 공부하기
보건정책관리학은 이름만 들으면 참 지루한 과목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공부하면 할수록 아주 재미있고 보람 있는 학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회과학의 한 분야로 기본적으로 철학, 심리학, 사회학, 경제학, 경영학, 자연과학 등이 모두 섞여 있는 실용학
문입니다. 사람들이 어떻게 하면 모두 건강하고 행복하게 살 수 있을지 고민하는 것은 철학과 관련이 깊고 사람들이 어떤 방식
으로 의료기관을 방문하고 이용하는지 알기 위해 심리학도 공부해야 하며 건강이 우리 사회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를 연구
한다는 면에서는 사회학과관련이 깊습니다. 마지막으로 이러한 것들을 소망을 넘어 현실적으로 적용하기 위해서는 경제학, 경
영학, 정보학 공부도 필요합니다. 너무 복잡하고 어려운 것 같지만 공부하는 내용들이 가깝게는 주위 사람들과 지역사회, 크게
는 대한민국, 세계의 행복과 관련되어 있다고 생각한다면 정말 보람 있다고 느낄 것입니다.

학과목에 대하여
이것은 도덕적으로 옳은 것일까? 보건윤리학 보건윤리학은 보건정책관리학을 공부할 사람으로서 의료에 관련된 여러 논쟁들
과 사례들을 배웁니다. 낙태, GMO 등 의료문제와 관련되어 있는 사례들을 다루면서 자신의 생각을 정리하고 무엇이 옳은가
에 대해 고민합니다.
어떻게 우리 사회의 건강을 지킬 수 있을까? 공중보건학 공중보건학은 우리 사회의 건강을 위협하는 여러 병원체들과 병을 배
우고 어떻게 이것들을 이겨낼 수 있는지를 배웁니다. 과거부터 오늘날까지 사회가 사람들의 건강을 어떻게 지켜왔는지 알 수
있습니다.
이제는 보건정책관리학도 경영이 필요해! 보건의료경영 보건학과 관련된 여러 기관들이 과학적이고 체계적으로 운영되려면 경
영학적 지식이 필요합니다. 병원을 그런 기관의 대표적인 예로 들 수 있습니다. 보건의료경영은 경영학의 전반적인 내용을 보
건정책관리학에 접목시킨 수업입니다.
어떤 정책을 써야 대한민국이 좋아질까? 보건정책학 대한민국에는 무상급식, 노인요양사업 등 많은 건강 관련 정책들이 존재
합니다. 보건정책학은 이러한 정책들이 어떻게 만들어지고 어떠한 결과를 가져왔는지에 대해서 공부합니다.
다른 나라는 어떨까? 국제보건론 국제보건론은 다른 나라들이 실제 실행하고 있는 제도들을 살펴보고 장점 및 단점을 공부
하는 과목입니다.
고려대학교 인재 양성 ¡ 진로 가이드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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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과보건산업은 어떨까? 치과캐드캠산업 치과캐드캠산업은 최근 급속도로 발전
하고 있는 컴퓨터 치의과학을 바탕으로 현대화된 장비를 다루는 고도의 전문분야

ࣥѾ@ॕŗ͙

를 공부합니다.

강력한 현장실습
보건정책관리실습 수업 참여시 보건 산업과 관
련된 여러 기관에서 2주간 인턴형식으로 참여
함으로써 다양한 경험을 해 볼 수 있습니다.

유익한 특강
학부의 전공과 관련하여 사회에서 활동하고 계
신 분들에게 특강을 들을 수 있습니다.

보건정책관리학부의 미래
변화하는 시대의 이슈는
보건정책관리학!
국민에게 양질의 보건 및 의료서비스를 체계적으로 제공하기 위해 보건정책관리
학의 필요성이 날로 증대되고 있습니다. 앞으로의 사회는 정보화 사회와 지식기반

мπ҆ɜ@҆é߁܄Ğπ।
어떤 복지국가에서 살고 싶은가
이창곤. 도서출판 밈. 2010
대한민국에서 일어나고 있는 복지국가에 대한

사회로의 진입이 필연적이므로 보건정책관리의 역할은 국민의 건강과 삶의 증진을
위해 반드시 필요합니다. 특히 노령화 시대를 맞이하는 대한민국은 이 문제와 관련
하여 경영 및 정책분야에 대해 여러 고민을 해야 하고 해결책을 생각해야 합니다.
이미 이와 관련하여 사회적으로 ‘복지’라는 단어가 뜨거운 이슈가 되었고 앞으로도

논의들을 쉽게 풀어 놓았으며 현재 대한민국의

이에 대한 이야기는 계속될 것입니다. 이렇게 점차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는 보

복지현실을 소개하고 앞으로 어떻게 나아가야

건복지 분야의 문제들을 풀기 위해 보건정책관리학은 꼭 필요한 학문입니다. 또한

하는지 방향을 제시합니다.

대한민국의 문제뿐 아니라 세계화 시대를 맞이하여 세계적인 질병, 빈곤 등 여러 국

온국민 주치의 제도

제적 보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답을 얻기 위해서도 보건정책관리학은 중요한 역

고병수. 시대의 창. 2010

할을 하는 학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보건정책관리학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다루고
있는 책은 아니지만 우리나라 의료 제도에서
하나의 이슈인 주치의 제도를 쉽게 서술함으로
써 보건정책관리학도가 어떠한 문제를 고민하
고 해결해야 하는지 알 수 있습니다.

블루오션

식코

●

전 세계는 노령화 시대에 접어들고 있으며 이에 대한 해결책 마

마이클 무어. 다큐멘터리. 2008

노령화 시대

련에 고심하고 있습니다. 보건정책관리학을 공부한다면 이 문제

미국 의료제도에 대해 비판적으로 다룬 다큐

노인사업

에 대한 해답을 얻을 수 있을 것입니다.

●

국제적으로 많은 사업이 여러 나라의 협력으로 이루어지고 있습

국제협력

니다. 보건산업은 그 중에서도 많은 나라들이 관심을 가지고 있

사업

고 많은 전문 인력이 필요한 분야이기도 합니다. 보건정책관리학

멘터리로 한국에서도 유행했던 작품. 이 다큐
멘터리는 우리의 삶에 가까이 있는 보건의료
문제를 흥미롭게 설명하고 보건정책관리학도
가 공부하고 해결해야할 이슈들을 던져줍니다.

을 공부한다면 이러한 분야의 전문 인력이 될 수 있습니다.

شڏԟ֬
건강 신체적, 정신적그리고 사회적 안녕이 완전히 보장된 상태
1차 보건 의료(PHC) 필수적인 보건의료를 제공하는 것으로 지역사회가 수용할
수 있는 방법으로 지역주민의 적극적인 참여를 통해 지역사회 여건에 맞게 수행
하는 사업
포괄적 보건의료 단편적 치료나 예방 개념을 벗어나 재활 및 건강증진의 영역까지
적극적으로 접근하는 보건의료 체계
WHO 보건·위생 분야의 국제적인 협력을 위하여 설립한 UN(United Nations:국제
연합) 전문기구
보건지표 한 국가 또는 한 지역 사회의 보건수준을 나타내는 주요 보건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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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주동아리 웰빙 지도자 동아리 ‘참살이’는 대한 보건 협회 산하로 추진되어 대학
생들의 음주 문화를 개선하고자 만든 ‘건전음주동아리’입니다. 저희 고려대학교 학
생들이 주축이 되어 절주, 금연, 건강증진 등 다양한 캠페인을 펼치고, 지역사회의
건강을 개선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2007년 2학기를 시작으로 매 학기 3~4
회에 걸쳐 고려대학교 교내 및 주변에서 활동을 펼치고 있으며 또한 금연, 건강 증

대학교에 입학하면 다양한 사람들을 만나고 대

진 등 다양한 보건관련 이슈들을 동아리 내의 학회 활동을 통해 다루고 있습니다.

화하며 여러 분야를 경험하게 됩니다. 또한 자

보건정책관리학부 학회 Boss 보건의료 제도에 대해 공부하는 학과 내 학회이며 여

신이 선택한 전공에 대해서 열심히 공부하고

러 캠페인도 벌이고 있습니다.

미래를 마음껏 꿈꾸며 하루하루를 살 수 있습

버팔로 보건정책관리학부 내 축구 동아리입니다.

니다. 하지만 대학 입학과 전공 선택 시에 자신
의 적성과 꿈보다는 그저 점수 때문에, 부모님
의 희망에 따라 학교와 전공을 선택하고 진학

ؑמɸ۾@מĚĜЃ

한 후 방황하는 친구, 후배들을 많이 보았습니
다. 인생에 있어 아주 중요한 전공 선택을 후배

사회와 건강, 공중보건의 역사, 보건윤리학, 공중보건학, 보건의료경영

님들이 스스로 고민하고 결정하면 보다 즐겁고

보건정책관리학개론, 보건통계학개론, 법과보건정책관리, 해부생리학,

보람 있는 대학생활을 보낼 수 있을 것입니다.

의학용어, 건강증진학, 보건의료조직관리론, 보건의료정보관리학, 역학
개론, 보건학도를 위한 의학개론, 중급보건통계학, 의료보장론, 보건정보

후배 여러분! 대학생이 되는 것은 또 다른 시작
입니다. 기나긴 입시를 끝내고 대학에 들어오
면 처음 맛보는 자유에 자칫 방종에 빠질 수 있

시스템, 치아형태생리학, 구강보건학, 의료회계 및 원가관리, 병리학

습니다. 중 · 고등학교와 달리 모든 것을 스스로

환경과 건강, 사회역학개론, 보건프로그램계획 및 평가, 보건정책학, 보

결정하고 실행해야 하는 대학생활이 혼란스러

건경제학, 의료재무관리, 보건의료서비스질관리, 기초치과재료학, 치과

울 수 있기 때문입니다.

보철학개론, 보건학조사 및 연구방법, 보건정책변동론, 건강형평성연구,
보건데이터베이스, 치과소재산업, 관교 및 부분의치산업, 보건의료BI

물론 요즘에는 취업대란을 이유로 고학년 선
배들을 보면서 1학년부터 스펙 쌓기에 몰두할
수도 있습니다. 저는 무엇이 옳다고 말하지는

보건정책관리실습, 역학과 정책, 지역사회건강증진, 국제보건론, 헬스커

못하겠습니다. 다만 꿈꾸는 대학생 때, 특히 저

뮤니케이션, 보건의료마케팅론, 유헬스케어, 치과캐드캠산업, 보건정책

학년 때는 자신이 해보고 싶었던 것을 자유롭

관리세미나, 국제보건사례연구, 사회정책과 건강, 보건의료전략경영론,

게 해보고, 고학년이 되면서 자신의 미래를 건

지역사회건강증진실습, 보건의료관계법규, 보건산업론, 총의치 및 임플
란트치과산업

설하는 후배님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대학
생이 되면 불우한 이웃을 돕고, 지역 사회, 국
가, 세계를 위해 열심히 공부하고 활동해보겠
다는 크고 아름다운 꿈을 지닌 멋진 후배님들

@ؽܙশݘ@ۉ
학계 ¡ 연구소 보건정책관리학 관련 전공 분야의 대학교수, 한국보건사회연구원, 한국보건산업
진흥원

이 고려대학교 보건정책관리학부를 찾아 오셨
으면 좋겠습니다.

Ğͷ@ۜÿ@ч@֫ॼ

기업계 제약회사, 병원, 의료기기회사, 치과보건산업분야 등

병원행정사, 의료보험사, 병원코디네이터, 보

정부 ¡ 공공기관 ¡ 기타 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국민연금공단, 근로복지공단, WHO
와 같은 국제보건기구 등

건정보관리사, 보건직 공무원 시험을 통해 정
부기관에서 일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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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자인조형학부

디자인조형학부, Since 1989
School of Art & Design

디자인조형의 새로운 물결,
발전을 거듭하는 디자인조형학부
디자인조형학부는 1989년 사범대학 미술교육과에서 출발하여 2000년 미술학부로, 2007년 조형학부로 변모를 거듭하다 지난
2011년 지금의 디자인조형학부라는 새옷으로 갈아입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름이 바뀌면서 새로운 공간과 새로운 커리큘럼, 그
리고 강화된 교수진으로 혁신의 발판을 마련했습니다. 세계화를 지향하며 아직도 많은 변화를 준비하고 있는 디자인조형학부는 예
술과 디자인계에 큰 반 향을 일으키며 새로운 물결로 인정받고 있습니다.

http://and.korea.ac.kr

일상의 예술, DESIGN
몇 년 전만 해도 애플사는 기울어가던 IT회사였습니다. 그러던 애플사가 우리가 모두 아는 아이팟과 아이폰을 내세우며 빠른
시간 안에 세계적인 IT기업으로 우뚝 섰습니다. 수많은 mp3와 핸드폰 중에서도 유독애플사의 아이팟과 아이폰이 크게 성공할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일까요? 물론 기기의 성능이 뛰어난 것도 있지만, 소비자들의 마음을 사로잡은 것은 단연 애플만의 단순
하면서도 혁신적인 디자인 때문이었습니다. 이처럼 디자인은 평범한 것을 특별하게 만들어주고, 우리의 생활까지 변신시키는
영향력을 지니고 있습니다. 디자인조형은 우리의 삶을 편리하게 만들어주고, 미적 감성도 키워줍니다. 높은 빌딩 숲 안에 배치
된 예쁜 벤치는 여러분들이 쉴 곳을 마련해 줄 뿐만 아니라, 우리의 기분도 좋게 합니다. 디자인과 조형이 없다면 어떤 제품도
생산될 수 없고, 우리는 획일적인 삶을 살 수 밖에 없을 것 입니다. 그만큼 디자인조형은 우리 생활의 기반이 되는 중요한 학문
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특히 요즘 같이 사람들의 욕구와 필요가 다양화된 시대
에 디자인조형은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학문으로 각광 받고 있습니다.
일상에 깊숙이 스며들어 우리의 생활을 도와주는 고마운 예술, 디자
인조형! 매력있지 않습니까?

이런 학생 디자인조형학에
• 새로운 문화를 보면 관심과 도전정신이 생기고 새롭게

디자인조형학의 엔진
유연하게, 창의적으로 생각하라!

만들어보고 싶다 .
• 내적인 감성을 자신만의 언어로 표현해내는 미적 · 감
성적 능력을 지녔다.
• 새로운 생각과 아이디어를 논리적으로 배열하고 계획

디자인과 조형에 있어 중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심미성, 합목적성,
경제성 등 여러 가지가 있지만 남들과 차별화되기 위해서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독창성입니다. 고려청자가 지금까지 의미 깊은 유물로
남아있는 것도, 아이패드가 전 세계인의 사랑을 받는 것도 모두 남들
이 생각지 못한 독창성이 담겨있기에 가능한 것이었습니다. 여러 작

하는 사고력이 있다.
• 높은 수준의 사회, 문화, 역사, 공학 등 다양한 분야에
대한 인문학적 소양을 갖추었다.
• 디자인과 예술도 결국 사람을 향한다. 가슴 뜨겁게 인
간을 사랑하고 늘 관심이 인간에게 향한다.
• 패션이나 전자기기(스마트폰, ipad) 등 제품의 트렌드

품을 보고, 풍부한 인문학적 소양을 쌓고, 다양한 경험을 해보세요.

를 감각적으로 이해할 수 있다.

이를 바탕으로 폭넓고 유연하게 사고하는 능력을 기르세요. 예술에
서 중요한 독창성은 다양한 분야를 아우르는 눈을 가질 때 비로소 탄
생될 수 있습니다.

전공 수업
디자인조형학부는 크게 산업정보디자인 전공과 조형미술 전공으로 나뉩니다. 전공이 구분되니까 공부하는 내용도 조금 다르
겠죠? 지금부터 하나씩 설명드리겠습니다.

산업정보디자인 전공 = 더 아름답게, 더 편리하게
산업정보디자인 전공은 제품디자인을 중심으로 인테리어, 그래픽, 인터페이스/인터랙션, 엔터테인먼트 등 전통과 첨단을 아우
르는 산업 전반에 걸친 디자인에 대해 공부합니다. 쉽게 말하면 ‘어떻게 하면 제품을 좀 더 편리하게 경제적으로 미적으로 독
창적으로 만들 수 있을까? ’ 하고 디자인을 고민하는 일이 바로 이 전공 이라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들고 있는 핸드폰, 타고 있는 차
들도 바로 이런 디자인을 기반으로 생산됩니다. 이 전공에서는 디자인 기초기능에서부터 복합적인 디자인 지식까지 체계적으로 습
득하며, 첨단 디자인 분야에 필요한 디자인 기술을 겸비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또한 다양한 실습 수업을 통해 디자인 개발
프로젝트를 전반적으로 이해하고 원활히 운영할 수 있는 통합 능력까지 함양합니다.

조형미술 전공 = 창의력과 상상력의 원천
조형미술전공은 조형 미술 전반에 대한 폭넓은 이론적 지식뿐 아니라 실기 능력까지 균형 잡힌 예술 역량을 기를 수 있는 전
공입니다. 화가, 큐레이터, 딜러(미술경영가), 평론가, 미술보존전문가 등을 비롯하여 전시, 공연, 문화 전반에 걸친 폭넓은 영역
의 인재를 양성합니다. 동서양화, 조소 등 기존의 전통 미술뿐 아니라 설치미술, Media Art에 이르는 새로운 현대미술 조류까
지 폭넓게 연구합니다. 회화재료학, 미술보존학 등 새로운 문화환경을 반영한 예술에 대해서도 배웁니다. 고려대학교 디자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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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형학부에서는 위의 두 전공뿐만 아니라 학생들의 기대 및 진로를 반영하여 다른
전공들과 접목한 연계 전공 수업들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전공과 함께 배우고 싶었

ࣥѾ@ॕŗ͙

던 다른 과목들을 연계해서 배운다면 더 즐겁게 공부할 수 있겠죠? 연계 전공을 하
나씩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높은 장학금 수혜율 2009년 기준 디자인조

• 가정교육과, 심리학과, 경영학과와 연계한 패션디자인 및 머천다이징 전공

형 학부의 장학금 수혜율이 69%나 된답니다.

• 환경생태공학부, 생물산업과학부, 식품자원경제학과, 건축공학과, 지구환경과학
과와 접목한 환경디자인 전공

최첨단 교육환경 2011년 9월 디자인조형학
부는 고대 안암캠퍼스에서 새로 지어진 가장

• 화학과 등 첨단과학과 연계한 재료학과 보존학 연계전공 개설 예정

높은 최첨단 건물인 미디어관으로 자리를 옮
겼습니다. 7층~10층까지 4개 층을 사용하는
데, 쾌적하고 안전하며 무엇보다도 멋지고 시
원한 경관을 바라보 면서 아름다움에 대해 고

블루오션

민할 수 있습니다.

최첨단의 커리큘럼 2015년 현재까지 3년

●

광고는 소비자들의 감성을 자극하여 물건을 사도록 만듭니다. 그

광고디자인

러므로 이 광고디자인은 시각적 요소와 심리적 요소를 모두 갖춘

연속 국내외에서 최고 수준의 교수님들이 새

디자인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신문, TV에서 보는 광고들

로 합류 하셨고 새로운 커리큘럼과 함께 국내
어느 대학도 견줄 수 없는 최고 수준의 교육을

이 모두 디자이너의 손을 거친 것이랍니다. 뉴미디어, SNS의 발

받을 수 있습니다. 수업 외에도 삼성전자, LG

전으로 광고가 기하학적으로 늘어나는 추세에서 광고디자인의

전자, SK텔레콤, GS건설과 같은 국내 유수의

발전이 촉망됩니다.

기업들과 산학 프로 젝트에 참여하여 학부 과
정에서 기업디자인을 경험해 볼 수 있는 다양
한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글로벌 교류 국내뿐만 아니라 세계 유수대학

●

제품의 설계와 제조, 폐기의 전 과정에서 환경파괴를 최소화할

그린디자인

수 있도록 디자인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최근 그린디자인은 그린

과의 프로그램 교류를 통해 국내를 넘어 글로

마케팅과 결합하여 기업의 이미지 관리에도 활용되면서 그 영역

벌한 인재를 양성하고 있습니다.

이 확장되고 있습니다. 한지실로 만든 의류제품, 100% 재활용이
가능한 컴퓨터 등 이 그린디자인에 속합니다.

인간이 제품이나 서비스를 사용할 때 상호 작용을 용이하게 하는

мπ҆ɜ@˨ۜܖېঐ।

●

디자인이다

UX디자인/
인터렉션

디자인 분야입니다. 현금 인출기, 컴퓨터 인터페이스 등 인터렉

디자인

미디어의 발 달로 더 편리한 인터페이스가 요구되면서 인터렉션

김준교 · 김희현. 커뮤니케이션북스. 2011
어떤 것이 좋은 디자인인가? 정답은 없지만 더

션 디자인은 모든 제품에 숨어 있습니다. 특히 최근 스마트폰, 뉴
디자인은 계속 발전하고 있으며, 다음, 네이버 같은 포털서비스

나은 답은 있습니다. 위대한 디자인의 힘과 기
술을 찾아낸 주인공들을 만나 보십시오.

회사와 엔씨소프트, 넥슨 등의 게임회사, SK, KT같은 통신서비스

상상력에 엔진을 달아라

회사 등에서도 다루고 있는 분야입니다.

임헌우. 나남. 2007
‘미래의 문맹자는 글을 읽지 못하는 사람이 아
니라, 이미지를 모르는 사람이 될 것이다’ 광고
디자인에 관련된 책으로, 디자이너에게 필요한
상상력을 자극합니다.

우리그림의 색과 칠

●

미술재료학/
보존학

아직 우리나라에서는 미개척 분야이고 한국미술의 맹점이라고
할 수 있다. 민족고대의 이미지와 잘 어울리는 학문으로써 이러
한 분야의 연구를 활성화시켜 새로운 미술문화의 장을 열고 한국
미술의 역사를 새롭게 만들어 갈 수 있다.

정종미 학고재 출판사 2001
전통회화에서 사용되어온 재료뿐 아니라 현대
회화의 재료(바탕재, 안료, 전색제)에 대한 이해
를 높이고 기법까지 밝혀낸 자료입니다.

서양미술사(서양 미술의 역사)
도병훈. 두리미디어. 2010
고대 그리스 미술과 건축 양식부터 20세기 후반
현대 미술까지, 미술 사조를 다양한 그림들로 한
눈에 살펴볼 수 있는 책입니다.

길을 가는 후배에게
여러분! 제가 강조하고 싶은 것은, 대학교에 와서 공부뿐 아니라 다양한 경험을 해보라
는 것입니다. 획일적인 입시 공부에서 벗어나 대학교에 오면 여러분들이 할 수 있는 활
동의 범위가 훨씬 넓어집니다. 수업도 훨씬 다양하며 동아리나 학회 활동도 있고, 혼자
여행을 갈 수도 있고, 미팅을 할 수도 있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시간이 많은 1 · 2학년
때 할 수 있는 한 다양한 경험을 쌓기를 추천합니다. 재밌는 일이든, 힘든 일이든 여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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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들의 넘치는 열정을 공부뿐 아니라 다른 곳에도 쏟아보세요. 다른 사람들이 보기에는
시간 낭비처럼 보일지 몰라도, 저학년 때 하는 다양한 활동들은 나중에 여러분들의 큰
자산이 될 겁니다. 특히 창의력을 중요시하는 우리 디자인조형학부에서는 다양한 경험
들이 독창적 사고의 밑받침이 되므로 이런 경험들이 중요합니다. 고려대학교에서도 여
러분들이 다양한 체험을 할 수 있도록 많은 지원을 하고 있으니, 여러분이 원하는 일이
라면 열정을 쏟아 서 다 해보세요. 파이팅!
목표의식을 확고히 갖자! 저는 여러분이 잠시

@ʅ।ܖېۜ˨@ۉঐ।Ҝɜ
디자인과 미술 관련 학과는 워낙 학교마다 전공 명칭이 다양해서 헷갈리셨죠? 지
금부터 알려드립니다. 디자인 · 조형 관련 학과가 많다 보니 모든 대학의 명칭을 알
려드릴 수는 없고, 서울의 주요 대학 명칭들이랑 비교해드릴게요.

시간을 내어 내가 왜 공부하는지를 한 번쯤 생
각해 보길 바랍니다. 저는 여러분의 목표가 단
순히 대학만은 아니었으면 좋겠습니다. 자신의
목표를 대학까지만 생각하는 사람보다 먼 훗날
까지 생각하는 사람이 공부에 대한 인내심도
더 크고, 결심도 더 크고, 동기부여도 훨씬 클
수 밖에 없습니다. 저는 고등학교 때 자기 미

서울대학교 미술대학, 동양학과, 서양학과, 조소과, 디자인학부(공예, 디자인)

래에 대한 생각을 가지고 있는 친구들이 부러

홍익대학교 미술대학, 조형대학이 있다. 대학별 각 11개, 5개과로 세분화

웠습니다. 그런 친구들은 꿈이 있기 때문에 공

국민대학교 국민대학교는 디자인 분야의 조형대학(7개 과로 세분화)과 순수 미술

부의 목적이 확고하거든요. 공부의 목적이 있

분야가 예술대학 내의 미술학부로 존재
이화여자대학교 조형예술대학 내 조형예술학부, 디자인학부, 의류학과로 구분
연세대학교 별도 미술대학/학부가 존재하지 않음

는 것과 없는 것의 차이는 생각보다 크답니다.
단순히 ‘서울의 좋은 대학에 가야겠다!’가 아니
라, 여러분의 미래와 목표에 대해 한 번 진정성
있게 생각해보길 바랍니다.

생활과학대학 내 의류환경학과, 주거환경학과, 생활디자인학과로 나뉨

شڏԟ֬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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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료 역사 연구에 필요한 문헌이나 유물, 문

고려대학교 색채연구소(02–3290–2388)

서, 기록, 건축, 조각 따위를 이르는 말입니다.

전통색채, 현대색채관련 연구와 미술보존, 수리복원, 모사복원 등 전문 분야 연구

변천사 세월의 흐름에 따라서 변화하는 역사
를 살펴보는 것입니다.

@ؽܙশݘ@ۉ

강독 사료를 읽고 그 의미를 분석하는 과정
을 뜻합니다.

산업디자인 전공 진출 분야 기업계 (전자, 가구, 인테리어, 건축, 인터넷서비스, 게임, 광고, 패션
등), 디자인/개발/전략부서, 디자인 전문회사, 프리랜서 디자이너 제품(전자제품, 가구 등) 디자인,
환경/건축/인테리어디자인, UX(인터넷서비스, 게임, 통신서비스 등) 디자인 분야, 패션디자인 등

Ğͷ@ۜÿ@ч@֫ॼ

조형미술 전공 진출 분야 순수미술작가, 평론가, 문화기획자, 미술관, 박물관 등의 학예관(전시,

중등학교 2급 정교사 자격증

보존, 경영 분야), 방송국 PD, 공연미술기획가, 각종 코디네이터, 기업체 홍보광고분야 등 진로의
폭이 매우 넓으므로 적성에 맞는 분야를 선택할 수 있다.
기타 교사(미술/디자인 교육), 일반기업체, 금융회사 등
※ 최근 추세 산업디자인은 UX디자인 분야가 각광을 받고 있어 인터넷서비스, 게임, 통신서비스
등의 분야로 진출하는 등 진로의 폭이 넓어지고 있습니다. 조형미술은 미개척분야인 미술재료보
존학 분야의 미래 가능성을 예감하고 이에 대한 활성화와 전문화를 통하여 순수미술전공자의 진
로선택의 폭을 넓혀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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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학부

국제학부, Since 2002
Division of International Studies

세계의 중심을 꿈꾸는
글로벌 인재의 요람, 국제학부
2002년, 국제화 시대에 부합하는 인재를 양성하고자 설립된 국제학부는 이전의 국제학 교육에서 벗어나 지역전문성과 실무경험
을 갖춘 실질적 지역통상협력 전문가를 양성하기 위한 새로운 교육방식을 추구합니다. 현재 총 367명의 재학생이 수학하고 있으
며 국제대학으로의 전환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국제학부의 교수진은 SSCI 논문게재율 인문사회계열 최상위, 고려대 강의평가 최
상위를 기록하는 17명의 전임교수 및 초빙·겸임 교수 등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국제개발협력, 국제통상, 국제안보평화, 지역연구, 한
국학 등 5개 분야에 대해 전문적인 교육을 제공합니다. 뿐만 아니라 UNDP나 IAEA, EU Centre와 같은 외부기관과의 협력 하에 특
별 프로그램과 다양한 인턴십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세계적 인재가 되기 위해 필요한 소양교육을 적극적으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http://dis.korea.ac.kr

세계를 바라보는 눈, 세계를 이해하는 머리
국제학부는 말 그대로 ‘국제학’을 배우는 곳입니다. 자칫 생소하게 들릴 수 있지만 간단히 설명하면 법, 정치, 외교, 경제, 문화
등 다방면에 걸친 학문들을 국제관계 속에서 연구하는 것이 바로 ‘국제학’입니다. 과거 국제사회에서 발생한 문제들에 대해 정
치외교학에서는 정치적 접근을, 경제학에서는 경제적 분석을, 법학에서는 법적 분석을 실시하였다면, 오늘날 국제학은 법, 정
치, 경제, 사회, 문화 등 다양한 학문분야에 걸친 학제 간 접근으로 국제사회의 문제들을 입체적으로 이해하고 분석합니다. 이를
통하여 점점 복잡해지는 국제문제 해결을 위한 종합적 시각 및 비판적 분석력을 배양하고자 합니다.

국제학의 엔진 국제무대를 ‘꿈꿔라’
세계화가 도래한 현재의 국제 사회는 진정한 ‘글로벌 리더’를 필요로
합니다. 국가 간 관계가 더욱 중요해지고 교류 및 협력의 기회가 증가
하면서 다양한 인종, 종교, 문화를 아우르는 교양은 물론 국제사회에

이런 학생 국제학에

대한 전문적 지식을 가진 인재들이 각광받고 있습니다. 이러한 자질
을 기르는데 필요한 첫 번째 덕목은 바로 열린 마음입니다. 먼저 타문

• 국제사회의 문제를 접하면 책임감이 불끈 솟는다.
• 다양한 인종과 문화를 아우르는 오픈 마인드를 갖고

화를 편견 없이 이해하고 국제사회 안에 존재하는 다양성을 인정할

있다.

수 있는 유연한 마음가짐이 있어야 국제사회를 이끄는 진정한 선도자

• 영어를 너무 사랑해서 영어로만 강의를 듣고 싶다.

가 될 수 있습니다. 국제학부의 다문화적 교육환경은 학생들이 이러

• 국내에서 해외에 유학 온 것 같은 효과를 보고 싶다.

한 덕목을 쌓아 글로벌 리더로 성장하는데 크게 기여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열린 사고방식입니다. 국제사회의 문제점들을 보다 폭 넓

• 자신감이 넘치고 무슨 일이든 적극적인 자세로 임
한다.
• 한국이 아닌 세상을 바꾸고 싶다.

고 심도 있게 이해하려면 다양한 학문적 지식을 이용한 통합적 접근이
필요합니다. 국제학부에서는 학생들이 국제학과 관련된 전문 지식은 물
론, 학제 간 경계를 넘나드는 ‘학제 간 접근’을 적용하는 방법을 배워 유연한 사고방식과 비판적 시각을 기르게 됩니다. 10년 뒤
성공한 자신의 모습을 상상했을 때 그 무대는 어디입니까?

전공 수업 국제관계부터 세계화까지, Broaden the View of the World!
많은 학생들이 빠르게 국제화 되어가는 변화에 발맞추어 국제기관 혹은 세계적 기업에서 자신들의 꿈을 펼칠 수 있길 희망합
니다. 이러 한 학생들에게 가장 이상적인 학부는 모든 강의가 영어로 진행되는 국제학부이겠지요. 국내에서 고급 영어 구사 능
력을 갖출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함은 물론 국제 문화, 정치외교, 사회를 아우르는 세계화, 국제관계, 국제통상에 관한 강의를 기
본적으로 수강하게 되어 글로벌 시대가 요구하는 국제적인 안목과 전반적인 지식을 넓혀줍니다. 뿐만 아니라 교수님의 강의를
경청하던 고전적인 수업방식에서 벗어나 국제학에 관련된 다양한 사회문제들에 대해 학생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토론하는
수업현장은 외국의 대학을 방불케 합니다.

학과목에 대하여 다차원적 시각을 바탕으로 국제사회문제를 이야기하다
국제통상 국제경제에 대한 다양한 이론 및 국제경영이론, 국제무역론 등을 다루며 인턴십을 통해 실제 무역, 금융, 경영, 마케
팅 분야 에서의 실무를 체득합니다.
국제안보평화 국제정치 및 정책들과 관련된 내용을 국제안보평화라는 개념에 중점을 두고 연구하며 정치학의 이해, 전쟁과 평
화, 국제 경제협력론 등의 과목을 배웁니다.
국제개발협력 국가, 개인, 기업이 상호작용하는 국제사회 안의 관계들을 다양한 관점에서 연구하고 생태파괴에 대처하는 방
안 및 지속 가능한 개발 등에 대해 논의합니다. 국제법, 국제경제법, 국제경제협력, 자원 및 환경과 국제관계 등을 다룹니다.
지역연구 여러 국가 및 지역의 역사, 문화, 정치경제, 사회적 현안에 대한 폭넓은 교양과 전문지식을 동시에 쌓는 분야입니다.
현대동아시아, 유럽경제사, 동아시아문명의 이해, 북미국제관계 등의 강의가 있습니다.
한국학 한국의 근대화, 경제발전 및 여러 사회 변화들에 대한 이해를 증진시키고 지역적 연구 및 분석을 실시합니다. 현대한
국, 한국문화의 재조명, 종교와 한국사회 등을 다룹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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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학부의 어제와 오늘
ࣥѾ@ॕŗ͙
인턴십 국제학부는 학생들에게 다양한 기업
이나 국제기구에서의 인턴십 기회를 적극적
으로 제공합니다. 학생들의 인턴생활이 가능

2002년 고려대학교의 세계화 일환으로 시작된 국제학부는 현재 총 367명의 재학
생과 17명의 전임교수 및 초빙·겸임 교수 등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총 졸업생 수
는 341명으로 정부기관 및 국제기구, 외교관, 국제무역, 금융계 외환업무, 학계 진
출을 위한 대학원 진학 등 다양한 진로의 길을 걷고 있습니다.

한 곳으로는 UN, 국제비영리기구들, 아시아개
발은행 등이 있습니다. 국가기관이나 기업에
서 실질적 경험을 쌓는 좋은 기회가 될 뿐만
아니라 최소 120시간의 인턴십 기간을 마치
게 되면 학점으로 인정됩니다. UNDP Policy
Center와 EU Centre를 국제관에 유치함으로
써 학생들이 재학 중 다양한 인턴십 기회를 얻
고 추후 국제기구로 진출할 수 있는 발판을 마
련했습니다.

국제학부 ₩ 국제대학원 자체 교환학생 제도
American University(US), Chinese Univer-

국제학부의 미래
세계의 중심에서, 세계를 선도하는 인재
국제학부의 진로는 매우 다양합니다. 하지만 간혹 사람들이 국제학부에 대해 갖는
오해 들 중 하나가 국제학부가 다양한 과목들을 추구하기 때문에 전문성이 결여되
고 취업도 어렵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국제학부의 커리큘럼에는 기본전공부터 심화
전공까지 다 갖추어져 있기 때문에 본인의 선택에 따라 각 과목을 좀 더 심도 있게

sity of Hong Kong(China), National Univer-

공부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국제학부의 모든 수업은 100% 영어로 진행

sity of Singapore(NUS) 등과 교류 협정을 맺

되기 때문에 ‘영어’라는 국제적 경쟁력을 확실히 갖추게 되고 이를 기반으로 한 글

고 있습니다.

로벌 지식의 습득만으로도 매킨지, 골드만삭스, 삼성과 같은 국내외 글로벌 기업이

Tutoring 제도 도입 국제학부의 모든 재학

선호하는 인재로 거듭나게 됩니다. 국제학부를 졸업하면 흔히 국제기구 진출만 생

생은 Tutorial Seminar를 필수적으로 듣게 됩

각해 다양한 취업분야가 제한된다고 오해하는 사람들도 있지만 실제로 국제학부의

니다. 교수진과 학생들의 소통을 용이하게 하
고 학생들의 진로 상담을 돕기 위한 취지로
개설된 고려대학교 국제학부만의 특별 프로그

졸업생들은 국제기구나 글로벌 기업뿐만 아니라 컨설팅, 리서치 기관, 금융 기관,
정부 기관 등 다양한 분야로 진출하고 있습니다. 취업 이외에도 로스쿨이나 MBA

램입니다.

를 비롯한 대학원에 진학해 국제무대로의 도약을 준비하는 학생들도 많습니다.

мπ҆ɜ@Ĺ܆।

블루오션

2020 대한민국 다음 십 년을 상상하라 (세
계를 움직이는 30인이 바라본 한국의 미래)

학리적 접근의 국제학을 배우는 국제학부의 졸업생들은 통상, 안보 분야의 다양한

조셉 나이 외 26인. 랜덤하우스코리아. 2010

진로를 선택할 수 있으며 국가기관, 공기업 및 사기업 진출이 유리합니다.

세계적인 명사들이 한국의 현재와 미래를 다
양한 각도에서 분석, 조명한 것을 책으로 엮
은 것입니다. 국제 사회를 이해하기 전에 한국
의 현주소를 먼저 파악하고 이해의 범위를 국
제사회로 확장시킨다면 통합적인 사고가 더욱
쉬워질 것입니다. 국제학부에 진학하는 목표가

길을 가는 후배에게
이때는 꼭!

확실하다면 이 책을 원 서로 읽어서 영어로 진
행되는 국제학부 수업을 미리 준비하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대학생활의 기본 소양 함양

।Ĝ@ҜԽ@ِĸ՜

국제학 기본 전공에 충실 및 인턴십을 포함한 다양한 과외활동

세계지역연구소

기본전공 심화 및 이중전공, 다양한 과외활동

취업 준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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شڏԟ֬
국제학 법,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등 다양한 학문분야에 걸친 학제 간 접근으로 국
제사회의 문제들을 종합적으로 이해하고 분석하는 학문입니다.
국제기구 국제기관 · 국제조직 · 국제단체라고도 불리며 ‘정부간 기구’(IGO) 및 국제
적 민간단체인 ‘국제비정부기구’(INGO)를 포괄하는 개념입니다. 정부간기구는 주권
을 가진 국가들 중 2개 이상의 국가들이 합의에 의해 만든 국제협력체로 국제법에

국제학부에 진학하는 학생들에게 중요한 것은

의해 설립되며, 독자적인 지위를 갖는 기관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국제비정부

글로벌 마인드 그리고 자신만의 인생계획입니

기구’는 비정부기구(NGO)와 같이 권력이나 이윤을 추구하지 않고 시민의 공공성을

다. 영어 실력은 국제학부에 진학해서도 향상

지향하는 시민활동 단체의 특성을 지니며, 정부 간 기구가 아닌 시민사회가 주체가

시킬 수 있고 언제나 보충이 가능하지만 국제

되어 국제적인 범주에서 활동하는 기구를 말합니다.
국제개발협력 환경, 인권, 빈곤퇴치, 반부패, 글로벌 거버넌스 등 국제사회의 문제

학에 대한 이해나 열정이 부족하다면, 또 인생
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이 없다면 적극적인 참
여를 요하는 국제학부 수업에서 적응하기 어렵

에 대해 선진국, 개도국, 비국가행위자들 간의 국제협력을 통하여 해결하고자 하

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외국 거주 경험이 없는

는 활동을 말합니다.

학생들도 글로벌 로드맵이 머릿속에 그려져 있

국제통상 국가 간 무역의 장벽을 넘어 국경을 초월한 경제활동을 말합니다. 초창기

다면 자신 있게 도전하세요.

의 무역은 서로의 산물을 교환하는 것에 국한되었으나 현재 국제통상은 단순한 상
품의 교환과 같이 보이는 무역뿐만 아니라 기술 및 용역과 같이 보이지 않는 무역

국제학부는 전문 지식과 더불어 스스로 공부
하고 생각하며, 자신의 생각을 전달하는 방법
을 얻을 수 있는 곳입니다. 자신의 목표를 위해

및 자본의 이동까지도 포함합니다.

주어진 기회를 적극적으로 활용할 준비가 되어

국제평화안보 국제평화안보는 상호 공존과 안보를 위해 국가 및 국제기구가 취하

있는 학생이라면 이미 국제학부가 양성하고자

는 다양한 조치와 정책을 일컬으며, 안전보장 체제, 군비 축소, 지역안보협력 등의

하는 글로벌 리더에 한 발짝 다가 서 있는 것

조치가 이에 해당합니다.

이나 다름없습니다. 목표를 이룬 자신의 모습
을 상상하세요. 그러면 어느새 그 꿈에 가까워
져 있을 겁니다.

ʷ،π@F@।পH।ԩ@ۜࠛ@ঢʷI
KMUN 국제학부는 ‘Korea Model United Nations'를 주최합니다. 이 행사에는 매

ؑמɸ۾@מĚĜЃ

년 200여 명의 고등학생과 대학생이 참여하며 각각 참여자, 위원회, 국제 신문기자

경제학의 이해, 정치학의 이해, 세계화

등의 역할을 맡아 모의 UN을 진행하게 됩니다. 이는 학생들이 외교 분야에 필요한

의 이해, 국제통상원론, 국제관계원론

지식과 협상 기술을 익히는데 좋은 기회가 되고 있습니다.

전쟁과 평화, 국제외교사, 국제법, 국제

모의 기후변화 당사국 총회 고려대학교와 YTN사가 공동 주최하고, 고려대학교 국

기구론, 국제사회의 인권, 현대한국, 동
아시아지역입문, 한국근대사, 세계화와

제학부에서 주관하는 모의 모의 기후변화 당사국 총회는 국제학부에 관심 있는 학

한국경제

생들에게 국제적인 사안들에 대해 생각하고 토론하며 지식을 넓힐 수 있는 기회

세계화와 인권, 국제관계특강, 남북한

를 제공합니다.

관계론, 국제협상론, 국제외교사, 동아

KUDC KU Debate Championship 고려대학교 국제학부는 매년 고등학생을 위한

시아 경제론, 유럽경제론, 북미국제관

토론 대회를 주최합니다. 토론은 영어로 진행되며 3~5명으로 구성된 각 팀은 국제,

계, 종교와 한국사회, 한국통상정책, 한
국문화의 재조명

사회, 정치, 경제 분야에 걸친 모든 시사 영역에 대해 토론하게 됩니다.

동아시아국제관계, 한국과 국제법, 한
미 관계론, 에너지와 국제관계, 환경과
국제관계, 유럽국제관계, 동아시아지역

ʅǷ@¡@@ڀनÃ@ч@րԟ֯۽

특강, 한국과 국제법, 세미나(현대한국

영국의 저명한 고등교육평가기관인 QS(Quacquarelli Symonds)는 2012년 7월 저

사회, 한미관계)

희 국제학 분야를 “국내 1위, 세계 26위”로 평가하였습니다.

Ğͷ@ۜÿ@ч@֫ॼ
@ؽܙশݘ@ۉ
졸업생 수 341명
졸업 후 사회진출 현황

변호사시험, 행정고시, 외무공무원 공채시험

६@ڀĳέ@ঊত
American University(US), Chinese University

정부기관 및 국제기구 근무, 외교관 등

of Hong Kong(China), National University of

기업계 국제무역, 해외업무 등

Singapore(NUS) 등과 교류 협정을 맺고 있

금융계 외환거래, 은행, 증권회사, 보험회사 등

습니다.

학계 · 교육계 교수, 연구원 등이 되기 위한 대학원 진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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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디어학부

미디어학부, Since 1965
School of Media & Communication

언론 문화계 인재양성의 산실
창조적인 언론 문화인들의 집합소
1965년 국내 최초의 ‘신문방송학과’로 탄생해 올해 48살이 되었습니다. 호랑이의 함성이라는 뜻의 ‘호성(虎聲)’이라는 별명이 있고,
‘침묵을 가르는 해방의 함성’으로 수식되기도 합니다. 현재 18명의 교수진과 380명(2010년 4월 기준)의 학부생으로 구성되어 있고
2천 8백여 명의 졸업생을 배출했습니다. 국내 현직 언론인 중 고려대학교 미디어학부 출신이 가장 많다는 것만 봐도 위상이 짐작되
시죠? 창설 후 정경대학에 속해 있다가 2002년 ‘언론학부’라는 이름으로 독립 창설되었으며, 2010년에 ‘미디어학부’로 확대 개편되
었습니다. 2011년, 최첨단 미디어 교육 센터인 미디어관 개관과 함께 또 한 번 큰 변화와 발전을 이루고 있습니다.

http://masscom.korea.ac.kr

이론에서 실용까지
미디어학은 사회 여러 분야를 포괄하는 실용적인 학문 분야입니다. 사회를 바라보는 눈을 키워주기도 하고 우리가 누리는 다
양한 문화들을 설명하기도 합니다. 논술 공부에 도움이 될까 스마트폰으로 훑어본 아침 뉴스, 야자 때문에 본방 사수는 못했지
만 주말에 몰아서 보았던 드라마, 시험 잘 보면 꼭 사달라고 하고 싶은 가방을 멘 모델이 등장하는 대형 광고물, 이 모든 것들
은 미디어학과 연관되어 있습니다. 미디어학은 이것들의 의미를 좀 더 깊게 이해할 수 있게 도와줍니다. 스티브 잡스가 기술과
인문학의 융합에 대해 말했었죠? 그 말처럼 지금의 사회는 인문학적 상상력과 창의적 감성이 기술을 리드하는 시대인 것입니
다. 미디어학은 이러한 미래의 트렌드에 가장 부합하는 학문이라 할 수 있으며 미디어를 구성하는 기술적 특성과 문화적 의미,
그리고 콘텐츠 생산을 배울 수 있는 분야입니다.

미디어학의 엔진 진학에 필요한 적성 및 역량
타인에 대한 배려심과 사회적 책무성 등 공동체적 인성을 바탕으로
하는 글로벌 리더십과 도전정신, 그리고 사회 일반, 언론 및 광고 · 홍
보 산업, 방송 및 영화, 정보통신 및 IT 분야에 대한 관심과 열정이 있

이런 학생 미디어학에
• 나는 주변에서 독특한 사고를 가졌다는 말을 자주 듣
는 편이다.

어야 합니다. 아울러 사회 현상과 산업계 트렌드를 연구 분석하기 위

• 나는 열정적인 사람이다.

해 논리적 · 종합적 사고를 할 수 있는 풍부한 독서활동과 비평적 성

• 나는 새로운 사람들을 만나는 것을 즐긴다, 새로움에

찰이 필요합니다.

대한 추구를 멈추지 않는다.
• 나는 예술을 좋아한다.
• 나는 커뮤니케이션에 관심이 많다.

전공 수업 무엇이 우리를 최고로
미디어학부의 전공과목은 크게 언론 정보, 광고 홍보, 방송 영화로 나눠
볼 수 있습니다. 미디어학부에 입학한 학생이라면 누구나 자신의 취향과 관심
사 대로 전공과목을 선택해서 들을 수 있습니다. 언론학에 관심이 있거나 방송통신에 얽힌 다양한 지식들을 습득하고 싶다면
언론 정보 분야에 속한 전공들을 들으면 됩니다. 만약 반짝반짝 빛나는 아이디어를 가지고 표현하는 광고나 마케팅 등에 흥미
가 생긴다면 광고 홍보 관련 수업을 들으면 됩니다. 또 제2의 무한도전, 1박2일을 만들고 싶거나, 영화제 감독상을 거머쥘 훌
륭한 감독이 되고 싶은 친구라면 방송 영화 분야에 속하는 전공들에서 실력을 갈고 닦을 수 있습니다. 이처럼 미디어학부에서
는 선택분야에 따라 다양하고 깊이 있는 공부를 하게 됩니다.

학과목에 대하여
공통분야 미디어학 입문, 미디어 글쓰기
언론정보 미디어법, 저널리즘, 언론의 역사,
온라인 저널리즘 실습, 탐사 기획보도, 디지
털 스토리텔링, 인터넷 커뮤니케이션, 방송
뉴스 리포팅, 정보통신 특강
방송영화 방송 영화론, 영상미학 이론, 대본
작성 실습, 영화 기획 제작, 방송 기획 편성,
다큐멘터리 제작 실습, 방송 영화 비평, 드라
마 제작실습
광고홍보 매체기획, 광고 관리론, 소비자 행
동과 전략 커뮤니케이션, PR의 이해, 전략 커
뮤니케이션 리서치, 광고PR 사례연구, PR 캠
페인, PR문장 연습, 광고와 창의성, 마케팅 커뮤
니케이션, 광고 PR 제작 실습, 미디어 캠페인 기획,
광고 PR 특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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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디어학부의 미래
기존의 미디어학은 신문, 방송, 출판 등의 매체 중심으로 연구되어 왔습니다. 하지

ࣥѾ@ॕŗ͙
첨단미디어교육센터의 탄생

만 지 금은 ‘디지털 기술’, ‘세계화’, ‘미디어 융합’이 전공발전을 주도하는 동력이 되
2011년개관

한 지하 2층, 지상 12층으로 구성된 초대형
미디어센터입니다. 지하 1~2층은 영상물 제
작을 위한 스튜디오와 편집실이 있고, 1층은

고 있습니다. 이러한 변화는 학제 간 융합을 요구합니다. 미디어학은 기존의 심리
학, 인류학, 정치학, 사회학, 국문학 등의 여러 전공분야들을 이어주는 중심학문으
로 성장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매체중심의 전통적 틀을 깨고 이제는 문화와 기술융

로비 및 전시 공간, 4층에는 KU 씨네마트랩이

합, 그리고 탈지역성을 기반으로 보다 창의적이고 비판적인 고찰을 중요하게 여기

라는 영사시설을 갖춘 독립예술영화관이 있습

는 학문이 되었습니다.

니다. 지난 명작들은 물론, 학교 선배님들이 만
드신 영화들을 극장개봉 전에 미리 볼 수도 있
습니다. 2~4층과 5~6층에는 강의실과 세미나
실이 있습니다.

길을 가는 후배에게

언론인 양성소 45년간 배출한 언론인 400
여 명, 교수 100여 명. 신문, 방송, 영화, 광고
등 미 디어의 어느 분야를 가도 고려대학교 미

전공수업은 딱딱하고 재미없다? NO!

디어학부 선배님들을 찾을 수가 있습니다. 대

흔히들 대학생이 되어서 듣는 전공 수업은 어렵기만 하고 딱딱한 수업이 될 거라 생각

표적으로 MBC 간판 예능프로그램 무한도전

하시는데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미디어학부의 수업은 단순한 이론 나열이 아닙니다.

의 김태호 PD가 바로 미디어학부(구 신문방송

물론 모든 학문에는 이론이 중요하죠. 그러나 그에 못지않게 중요한 것이 이론을 바탕

학과) 94학번 선배입니다. 미디어학부는 선후
배 간의 관계가 학과, 학회, 소 모임 등으로 아
주 끈끈하게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신입생 여

으로 한 실습과 체험입니다. 이에 기초이론→기초실습→심화실습과 현장체험의 수업
커리큘럼을 가지고 있습니다.

러분들은 이러한 선배님들에게 언제든지 조언
을 구할 수 있습니다.

역량강화프로그램 훌륭한 언론인을 위한 여
러가지 역량강화 프로그램을 갖추고 있습니다.
먼저 언론사 시험 준비반이라는 프로그램이 있

공부만 하다가 온 범생이다? NO!
물론 공부를 열심히 하지 않으면 고려대학교 미디어학부생이 될 수 없어요. 그러나 미
디어학부는 공부도 잘 할 뿐더러 잘 놀고 잘 생기고 예쁜, 훈남훈녀들의 집합소예요.

습니다. 언론사 준비를 위한 자율적 공부모임

미디어학부는 예전부터 학부 정원에 비례해 엄청나게 동아리 활동이 왕성한 걸로 유

을 후원하고, 현직 신문기자, 방송기자, PD 등

명했어요. 마음 맞는 둘 셋만 모이면 누구나 소모임으로 이름을 내걸고 활동할 수 있

을 통한 실무교육, 사진 및 영상 편집 교육,

는 분위기가 자리 잡고 있거든요. 지금 이 순간에도 다양한 소모임이 만들어지고 사라

온라인 편집 교육을 제공합니다. 신문사, 방송

지거나 고정적인 동아리로 자리잡는 순환이 미디어학부생의 끝없는 호기심과 재능을

국, 광고 대행사 등 언론/산업현장과 대학교육
연계를 통해 학점 취득 및 인턴십 기회를 제

반영한답니다.

공하고 있습니다. 이밖에도 수업 연계 독립영
화, 다큐멘터리 등 영상 콘텐츠 제작, 신문기
사 작성, 방송뉴스 리포팅과 같은 교육 프로그
램이 있습니다.

미디어문화제 매년 11월에 열리는 미디어
학부 의 축제입니다. 학생회와 각 동아리가 모
두 참여해 함께 어울리고 즐기는 시간이자, 미

전공은 접할 수 있는 분야가 한정되어 있다? NO!
미디어학부의 특징 중 하나는 학생이 원하기만 한다면 미디어에 관한 모든 분야를
접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미디어학부에서는, 신문, 방송, 영화, 광고 등 모든 언론
분야에 대해 대학생활 내내 골고루 배울 수가 있습니다. 미디어학부 자랑에 있어
빠질 수 없는 부분입니다.

디어학부의 존재감을 드러내는 역할도 합니다.
이 기간에는 미디어와 관련된 유명 인사의 특
강 외에도 공모전 개최, 연세대학교와의 교류,
먹을거리 판매 등 다양한 행사들이 열립니다.

고려대학교 TV방송국 KTN KTN은 Korea
Univ. Television Network로 엄밀히 말해 미
디어 학부 소속의 동아리는 아닙니다. 하지만
동아리부원들은 오로지 미디어학부생에서만

보도사진학회 가장 역사가 오래된 학회로 보도 사진을 다룹니다.
광고 PR 학회 반짝반짝 빛나는 창의적 아이디어를 표현하는 광고를 배울 수 있
습니다.
사회과학연구회 사회현상에 대해 깊이 공부하고 토론할 수 있는 배움의 장입니다.

100% 선발합니다. 미디어학부생의 잠재력에

영화연구학회 영화의 내적인 표현방법과 외적인 의미 등에 대해 공부합니다.

대한 신뢰라고 볼 수 있습니다. 방송 시스템을

디스토션 2008년에 만들어진 미디어학부 밴드부입니다.

경험하거나 다양한 영상물을 제작해보고 싶은

HugePeople 고려대학교 전체를 대상으로 하는 잡지 동아리입니다.

신입생은 누구나 국원이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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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널 리즘학회 저널리즘에 대해 공부하는 학회로, 사회 이슈에 대해 직접 취재하고
기사를 작성하는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미디오 라디오 동아리로, 직접 주제를 정하여 DJ들이 녹음을 하는 활동을 하고 있
습니다.
로테마쎄 축구 동아리입니다.
뉴비스 야구 동아리입니다.
매스켓 농구 동아리입니다.
피스타치오 흑인음악 동아리입니다.

мπ҆ɜ@м˨ش।
PD WHO&HOW
강명현. 커뮤니케이션북스. 2005
PD가 왠지 멋져 보이긴 하는데, 구체적으로 뭘
하는 직업인지 잘 모르겠다? 이 책을 한번 읽
어보십시오. PD라는 직업의 매력에 한 층 더
빠지게 됩니다.

광고 불변의 법칙
데이비드 오길비. 거름. 2004
앞으로 광고 관련 수업을 듣게 되면‘오길비’라
는 이름을 자주 듣게 될 것입니다. 현대 광고의
기틀 을 마련한 그의 광고 철학과 재미난 얘기

대학교에 가면 무슨 과를 정해야 할지, 내 적성은 대체 뭔지 혼란스럽지? 고등학교 때
나도 똑같은 고민을 많이 했어. 그러다 결국 미디어학부에 오게 됐지. 여기서 많은 걸 배
우고 느끼면서 내가 한 선택이 제대로였다는 것을 느꼈어. 열심히 고민하고, 열심히 공
부해서 미디어학부로 와. 그리고 젊음을 불태우길 바래. 김태호

들을 접할 수 있습니다.

기자로 산다는 것
고종석 외 4인. 호미. 2007
전 · 현직 기자 23명의 생생한 증언을 통해 탐
사 보도에 대해 접할 수 있고, 그 세계의 생리
를 간접 적으로 느낄 수 있는 책입니다.

대학 생활엔 균형이 필요한 것 같아. 고등학교 때처럼 틀어박혀 공부만 해서는 결코 제
대로 된 성취를 얻을 수 없어. 이건 진짜야. 왜냐면 대학은 사회생활을 배우는 과정이기
도 하거든. 미디어학부에서 좋은 사람들 많이 만나고 즐거운 시간 보냈으면 좋겠어. 물
론 공부도 열심히 해야겠지? 오면 선배가 막걸리 한 잔 사줄게. 류동윤

대학생이 되는 것 자체에 너무 무게를 두지 않았으면 좋겠어. 많이 들어봤겠지만 대학
교 입학이 끝이 아니거든. 또 하나의 과정일 뿐인데 지금은 입시의 압박 때문에 그런 것
까지 생각할 여유가 없을 거야. 물론 열심히 노력해서 결과를 얻은 다음엔 얼마간 푹 쉬
는 것도 좋아. 그렇지만 그 뒤엔 다시 다른 목표를 향해 달려야 하니까, 미리미리 조금
씩 생각해두도록 하자. 힘내! 이웅희

@ؽܙশݘ@ۉ
졸업 후 사회진출 현황
방송 · 미디어 · 언론계 미디어 및 언론 관련 업종, 방송, 영화, 피디, 기자, 작가, 취재기자, 감독, 프
로듀서, 광고 기획사, 일반홍보 등
인쇄미디어 신문/출판/잡지 등 인쇄미디어, 광고홍보계통, 교열기자, 편집기자 등

고려대학교 인재 양성 ¡ 진로 가이드북

271

자유전공학부

자유전공학부, Since 2009
School of Interdisciplinary Studies

세계를 선도하는 인재를 꿈꾸다
자유전공학부는 로스쿨제도의 도입으로 2008학번을 마지막으로 없어진 고려대학교 법과대학의 전통을 이어받아 설립된 학부입니
다. 과거 고려대학교 법과대학은 명실상부한 최고의 법과대학으로서 국가시험 등을 통해 국가와 사회의 많은 리더들을 배출한 바
있습니다. 이러한 전통은 대학원 차원에서는 고려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으로, 학부 차원에서는 자유전공학부로 계승되면서, 법률
적 기초소양을 기초로 복합적 전문성을 갖춘 공적 지도자를 계속 양성하고 있습니다. 자유전공학부는 본교 안암캠퍼스 신법학관에
소재하여 CJ법학관, 해송법학도서관을 중심으로 생활하고 있고, 본교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의 저명하신 교수님들이 지도교수를
맡고 계셔서, 공직이나 법조계로 나가고자 하는 학생들에게는 최적의 선택이 될 것입니다.

http://sis.korea.ac.kr

공적 리더의 기본을 설계하는 맞춤형 융합전공
현대사회는 특정 전공의 전문성뿐 아니라 여러 전공에 관한 복합적 전문성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자유전공은 이러한 사회적 수
요에 대 응하여 여러 학문분야의 교과목을 선별하여 자유로이 설계한 전공, 즉 융합전공(Multidisciplinary Studies)을 말합니
다. 자유전공학부는 학생들이 각자의 적성이나 진로에 맞추어 전공을 설계하고 선택할 수 있도록 합니다. 공적 리더를 지향한
다면 법률적 기초지식이 필수 이므로 이를 기본적으로 함양하도록 하며, 각 분야에서 요구되는 품성, 소양, 전문지식 등을 쌓도
록 독려합니다. 또한 법학전문대학원의 교수진 전원이 지도교수로 관여하기 때문에 장차 법률가가 되려는 목표를 가진 이들에
게도 역시 최상의 환경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자유전공학부의 엔진
논리적인 시각으로 세상을 바라보기
이런 학생 자유전공학부에

고려대학교 자유전공학부에서는 자신이 원하는 23개의 학과들 중 하
나로 어디든지 뻗어나갈 수 있지만 특히 다른 학교들의 자유전공학

• 학교에서 배우는 과목들(인문학, 사회과학)에 두루

부와는 달리 법과대학과 로스쿨과의 연계를 통해 대학교를 다니는

관심이 있거나 딱 하나를 집기 어려워 진로에 대해
명확히 결정을 내리지 못했다.

동안 거의 매 학기 ¡ 법학 과목을 배울 기회가 있습니다. 따라서 책

• 로스쿨에 진학하여 법조인이 되고 싶다.

을 읽든 어떤 사건을 바라보던 간에 논리적으로 상황을 판단하고 그

• 공직에 진출해 국가를 위해 일하는 인재가 되고 싶다.

에 대한 자신의 생각을 쌓는 것이 중요합니다. 여러분들이 흥미를 가

• 한가지 분야가 아닌 여러 분야에 관한 학문을 배우고

질 만한 연예인들의 각종 사건사고들 또한 법적인 시각에서는 그것

그것들을 연관시켜 공부하고 적용시키고 싶다.

이 단지 해프닝이 아닌 하나의 사례로 분석을 해볼 수 있습니다. 또

• 우리나라와 세계를 선도하는 리더십 있는 인재가
되고 싶다.

한 어떤 일에 대하여 ‘경제학에서는 이 사건을 어떻게 바라볼까? 심
리학에서는? 행정학에서는?’과 같이 하나의 시각에만 얽매이지 않고
다양한 관점에서 문제를 바라보는 능력 또한 중요합니다.

리더가 되기 위한 필수 융합전공 ‘공공거버넌스와 리더십’
‘공공거버넌스와 리더십’은 공직으로 진출하거나 법조계를 희망하는 학생들이 사회 지도자로 성장하기 위해 필요한 역량을 함
양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이에 자유전공학부 학생들은 필수적으로 고전학과 법학을 이수해야 합니다. 고전학은 최고의
국가 사회지도자로 서의 자질을 함양한다는 목적에서 채택된 것으로 자유전공학부가 법과대학을 이어받은 만큼 라틴어나 희
랍어와 같은 고전어가 법을 공부하는 데에 있어서 도움이 될 뿐만 아니라 고전학으로부터 학문의 깊이를 더욱 심화시킬 수 있
기 때문에 필수적으로 수강하도록 하 고 있습니다. 향후 학계로 진출할 계획을 가지고 있는 학생들에게는 더욱 필요한 과목이
라고 할 수 있습니다. 또한 법학은 법과대학의 전통을 이어받아 공적 영역의 리더가 되기 위해 필수적으로 알아야 하는 기본적
인 법과목을 이수하도록 구성하고 있습니다.
필수 1영역(고전학)

희랍어 또는 라틴어

필수 1영역(법학)

민법, 헌법, 형법

자유로운 전공의 설계를 통한 융합전공, 선택 가능한 제1전공
자유전공학부는 일반적인 타 학과들과는 달리, 1학년 때는 다양한 교양과목들을 수강하
며 자 신에게 적합한 학과와 진로를 탐색하고 2학년 때부터 전공을 선택할 수 있
습니다. 보통 일반적인 학과에서는 제1전공이 정해진 상태로 학교에 들어와 제2전
공을 결정하지만, 자유전공학부의 경우에는 제2전공이 정해진 상태에서 학교에 들
어와 제1전공을 결정하는 것입니다. 제1전공에는 많은 학과들이 있어 다양한 분야
로 진출할 수 있는 기회 를 제공합니다. 경영대학(경영학과), 정경대학(경제학과, 통
계학과, 정치외교학과, 행정학과), 문과대학(국어국문학과, 철학과, 한국사학과, 사학과, 심리
학과, 사회학과, 한문학과, 영어영문학과, 독어독문학과, 불어불문학과, 중어중문학과, 노어
노문학과, 일어일문학과, 서어서문학과, 언어학과), 국제학부, 미디어학부, 생명과학대학(식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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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원경제학과) 등 총 23개의 학과에 지원할 수 있습니다. 자유전공학부는 학생들
이 각자의 적성 이나 진로에 맞추어 전공을 설계하고 선택할 수 있도록 하며 동시

ࣥѾ@ॕŗ͙
고전학 · 법학인증제도 자유전공학부에서는
고전학과 법학에 관한 인증 제도를 마련하고

에 공적 리더가 되기 위해 필수적인 법률적 기초소양을 함양하게 하고 있습니다.

잠깐, 자유전공학부 선배들의 전공은?

있습니다. 고전어학 분야는 앞에 말씀 드린 필
수 1영역 포함 다섯 개 이상을 이수한 경우 ‘고

대학

국제

생명과학
5

전학 심화과정 이수’로 인증하고 학부장 명의

학부

5

학부

13

의 인증서를 발행합니다. 마찬가지로 법학 분
야도 ‘예비 법학과정 이수’를 인증하고 학부장
명의의 인증서를 발행합니다. 이와 같은 인증

미디어

서는 이후 진로에서 학계나 법조계로 나아가
는 데에 있어서 다른 사람들과는 차별화된 메
리트를 가집니다.

문과대학 26
경영

대학

135

мπ҆ɜ@ۜ۾ڱĚ।

학 157

정경대

기준(단위: 명)

통섭(지식의 대통합)
에드워드 윌슨. 사이언스북스. 2005
최근 학계에서나 기업에서 화두로 삼고 있는

학과목에 대하여

‘통섭’ 에 대한 책으로 자유전공학부가 지향하
는 목표와 일 치합니다. 통섭은 서로 다른 지식

1) 졸업을 위한 총 이수학점 : 36학점 2) 필수영역(법학) 3개 과목(민법, 헌법, 형법)

의 경계를 무조건 무너뜨리고 섞고 융합시키는

을 모두 이수(총 9학점)하여야 하고, 교양선택(고전학)과목 중 라틴어Ⅰ, 희랍어Ⅰ,

것이 아닌 다른 것들이 서로를 알아가는 과정

동양의 지혜 중에서 1과목(3학점) 이상 선택하여 이수해야 함. 3) 전공선택 영역에

을 통해 새로운 것을 만들어가는 것이 목표임
을 말해주는 책입니다.

방황하는 칼날
히가시노 게이고. 바움. 2008

서 24학점(8과목) 이상을 이수해야 함. 다만, 전공선택 1영역(법학), 전공선택 2영
역 (행정학), 전공선택 3영역(경제학)의 각 영역에서 각각 6학점(2과목) 이상을 이수
해야 함. 4) 전공을 위한 선수과목 혹은 별도의 요건은 없음. 5) 2009~2011학번의

미성년자법에 관련된 사회파 추리소설. 법의

경우, 기수강 과목에 대한 예외인정 : 2009~2011학번의 경우, 기수강한 과목은 필

심판이 아닌 사적인 복수를 다룬다는 점에서

수 또는 선택과목으로 인정하고 영역별 기이수과목도 학사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

미래의 법관이나 검사, 변호사가 될 학생들이

쳐 2과목 이내에서 관련 과목으로 대체를 인정할 수 있음. 6) 자유전공학부 융합전

한번쯤 읽어 보아야 합니다. 사회 부조리에 대
해 어떻게 대처해야 할 것인지, 과연 정의란 무
엇인지에 대해 생각하게 되는 책입니다.

공 ‘공공거버넌스와 리더십’의 선택과목과 제1전공 관련과목의 중복 이수는 제1전
공 소속대학의 전공 교양교과에 한하며, 총 6학점을 넘을 수 없음. 7) 졸업요구조건:
공인영어성적중명서 제출(한자 요구조건 없음)
※ 법학통론은 2013학년도까지 이수한 경우 법학과목으로 인정되나(타 전공자 포
함), 2014학년도 이후 에는 법학과목이 아닌 전공관련교양(필수)으로 인정됨, 또한
타 전공자의 법학통론 수강은 선택사항이므로 법학과목이 아닌 교양과목으로 인
정됨.

자유전공학부의 미래
학문의 융합을 통해 더 넓은 세상으로
세계는 발 빠르게 변화하고 있습니다. 10년이면 강산이 변한다는 말이 이제 1년으
로 단축되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우리 삶에서 많은 변화가 급속도로 이루
어지고 있습니다. 학문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이제 더 이상 하나의 학문으로는 새로
운 것을 창출해 내기 어렵습니다. 다양한 지식들이 하나로 합쳐져야 할 필요가 있
는 것입니다. 바로 그 부분에서 자유전공학부의 지향점을 찾을 수 있습니다. 최소
두 개의 전공을 통해 단지 한 분야로 깊기만 하거나 여러 분야가 피상적으로만 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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쳐진 것이 아닌, 전공들의 융합과 시너지 효과를 통해 미래의 준비된 인재로 성장
할 수 있습니다.

길을 가는 후배에게
이렇게 다를 줄이야! 고교시절 생각했던 전공에 대한 오해
아마 많은 친구들이 현재 중 · 고등학교 학생으로 하고 싶은 일이나 갖고 싶은 직업
이 있을 것입니다. 물론 아직도 갈피를 못 잡고 앞으로 뭘 해야 할지 걱정하는 친구

고등학생 친구들이라면 다들 치열한 입시전쟁
으로 혼란스러울 거라는 거 알고 있습니다. 저
도 직접 겪어보았으니까요. 그런데 간혹 ‘나는

들도 많을 것입니다. 저 역시 마찬가지 였습니다. 어느 분야에 대해 관심은 있는데

정시에 올인하겠어!’ 또는‘나는 수시에 올인하

그렇다고 무턱대고 그 길로만 가기에는 부담이 되고 확신도 들지 않았습니다. 그

겠어!’라고 말하는 친구들이 있습니다. 이런 발

때, 제 눈에 보인 것이 바로 자유전공학부였습니다. 지원할 당시만 해도 자유전공

상은 매우 위험할 수 있습니다. 수시 또는 정시

학부가 아직 체계가 잡히지 않은 상태였지만, 진로결정을 조금 더 유예할 수 있다

에 올인하여 나머지 다른 전형을 챙기지 않으

는 것에 이끌려 자유전공학부에 입학하게 되었습니다.

면 만약 자신이 올인했던 전형이 실패할 경우
수험생활을 일 년 더 해야 합니다. 효율적이라

여러분들은 아직 모르시겠지만 고등학교와 대학교는 정말 큰 차이가 있습니다. 겨

고 생각했던 것이 오히려 더 비효율적일 수도

우 한 살 차이인데 뭐가 다르겠나 싶겠지만 나와 같기도 다르기도 한 다양한 생각

있다는 것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을 가진 수 많은 동기, 선배들과 교수님들을 만나고 다양한 동아리와 학회를 직·간

또한 ‘입학사정관제’라고 하면 무조건 이것저

접적으로 체험해 보면서 내가 사는 세상은 생각보다 훨씬 더 넓다는 것을 알게 됩
니다. 그러면서 고등학교 때 알지 못했던 이상과 현실의 큰 차이를 느끼게 되고 나

것 스펙을 쌓으려고만 하지 말고 진정한 입학
사정관제도 의 취지를 생각해보고 그에 따라
자신의 진정한 스펙을 만들어보세요. 저의 경

에게 맞다고 생각했던 길이 자세히 보면 오히려 맞지 않는다는 것도 깨닫게 됩니다.

우 자유전공 학부를 입학사정관제로 입학했습

사회의 축소판이라는 대학생활을 통해 짧은 시간임에도 불구하고 많은 것을 알게

니다. 이 말을 하면 대부분의 친구들이 “우와

되었고 1년의 유예기간 동안 나의 미래에 대해 좀 더 성숙한 태도로 진지하게 고

~스펙이 엄청 좋으셨나 봐요. 저한테는 너무

민해 볼 수 있게 되어 자유전공학부에 온 것을 정말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물론 확고한 꿈을 가지고 끝없이 도전하며 달려가는 친구들 또한 훌륭합니다! 하지

먼 얘기에요”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저는 공인
영어성적, 경시대회, 자격증, 교외상 등 여러분
이 일반적으로 생각하시는 그런 스펙들이 정말

만 조금 더 넓은 시각으로 주체적인 결정을 내린다는 점은 자유전공학부만의 가장

하나도 없었습니다. 입시를 준비하던 당시 다

큰 매력이 아닐 수 없습니다.오수연2011

른 친구들의 빵빵한 스펙들을 보며 제 자신이
초라해졌던 때가 한두 번이 아니었습니다. 그
렇지만 저는 학 과에 대한 연관성 없이 무작정

ʷ،π@F@।পH।ԩ@ۜࠛ@ঢʷI

스펙을 쌓아올리기 보다는 내가 고려대학교를
입학하기 위해서 어떠한 노력을 해왔는지 어떻

FC안암 축구동아리. 우지아 농구동아리.

게 공부를 해 왔는지를 입학사정관님께 보여드

소울메이트 흑인음악동아리.

리려 노력했습니다. 혼자서 끙끙거리며 자기소

아드레날린 법대부터 이어져온 전통 있는 밴드부.

개서를 쓰고 다시 고치기를 몇 번씩 반복하고

후 자유전공학부 최초의 밴드부.

면접을 위해 저 혼자 예상 질문을 만들어 대답

형사문제연구회 여러 형 사법에 관련된 판례에 대한 토론.

해보거나 거울을 보고 자세를 교정해보기도 했
답니다. 물론 그 와중에도 정시를 위해 열심히

통일사랑학회 통일에 관하여 다양한 의견을 나누는 학회.

수능 공부를 했습니다.

법대철학회 사회 여러 논쟁들에 관한 학술세미나와 토론

정말 학원도 다니지 않고 남들이 가지고 있

공익법률상담소(CLEC, Clinical Legal Education Center) 고려대학교 법학전문대학

는 엄청난 스펙도 없이 저 혼자 스스로 최선

원의 공익법률상담소와 연계하여 예비법조인의 기초자질 함양

을 다해 매일 노력한 결과 이렇게 자유 전공
학부에 당당히 합격하게 되었습니다. 고등학
교 생활 동안 꾸준히 노력해왔던 고려대학교

@ؽܙশݘ@ۉ
졸업생 수 34명
졸업 후 사회진출 현황

에 대한 저의 진심이 전달 되었던 것 같습니다.
이렇게 겉으로만 화려한 스펙이 아닌 진짜 자
기만의 스펙을 만들어볼 것을 여러분께 꼭 당
부 드립니다!

법조계 로스쿨 진학과 이후 변호사, 검사, 판사 등 법조인
학계 법학 또는 다양한 분야의 학자, 교수
공직 행정고시를 통한 다양한 분야의 공직자
기업계 전문경영인(CEO), 사회 전체의 경제구조를 이해하고 리드하는 기업인
외교 국제사회의 흐름을 파악하고 관계를 조절하는 외교관
기타 공인회계사(CP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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