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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대학

■ 경영학과

■■■

경영학과

1. 학과 소개
서울대학교 경영대학에서는 세계 일류 대학에서 경영학을 전공하고 박사학위를 받은 세계 수준의 교수들이 학생들
을 지도하고 있다. 다수의 교수들이 MIT, Columbia, Michigan, NYU, Carnegie Mellon, London Business School 등
세계적인 명문 대학에서의 강의 경험을 가지고 있을 뿐만 아니라, 수준 높은 연구를 수행하여 해마다 유수의 국제 학
술연구지에 논문을 발표하여 성과를 인정받고 있다.
서울대학교 경영대학에 입학하는 학생들은 대한민국 상위 0.5%의 실력을 가진 최우수 인재이다. 해외대학으로 부터
우수한 학생들이 한국적 경영을 배우기 위해 매년 찾아오고 있는 상황이다. 몇 년 전에는 세계적 기업인 노키아 사장
의 자제가 유학을 온 과이기도 하다. 서울대학교 경영대학은 강의실 안과 밖에서 최고의 두뇌들과 경쟁하고 협력하면
서 함께 성장해 나갈 수 있는 곳이다.
1946년 창립된 서울대학교의 동문들은 한국 사회를 이끌어 가는 최고의 핵심 인력으로서, 국내 유수의 기업체, 관
계, 학계, 정계의 리더로 활동하고 있다. 한 언론기관의 조사에서 우리나라 100대 기업 CEO의 표준은 서울대를 졸업
한 경영학 전공자라는 결과를 발표한 적이 있을 정도이다. 기업체뿐 아니라 우리나라 30대 경영대학 교수 중 23%, 정
부기관 관료 중 약 17%가 동문이다.
AACSB는 미국 4천여 경영대학 중 1200여 대학의 학장들이 모여 만든 국제경영대학발전협의회(The Association
to Advance Collegiate Schools of Business)로서, 경영대학이 갖추어야 할 표준을 만들고 이를 충족하는 경영대학에
대해서 엄격한 심사를 거쳐 인증을 하고 있다. 이 조직의 인증을 받은 대학들 간에는 서로 신뢰관계가 형성되어 학생
교환이나 복수학위제도를 수월하게 운용할 수 있다.
서울대학교 경영대학은 이 인증을 통해 이미 인증을 받은 다른 대학들과 상호 대등한 입장에서 학생교환을 비롯하
여 교수초청, 공동 연구, 복수학위 프로그램 등 다양한 활동을 공동으로 수행할 수 있게 되었다. 이러한 활동은 앞으로
서울대학교 경영대학이 세계 10위권 대학으로 거듭나기 위한 첫 걸음이라고 할 수 있다.

2. 전공 소개
가. 석사 과정
서울대학교 경영대학 석사과정(MS)은 경영정보, 국제경영, 마케팅, 생산관리, 인사조직, 재무·금융, 회계학 분야
로 구성된 7개 전공을 선택하여 공부할 수 있으며, 석사과정(MS)을 졸업한 학생들은 주로 박사과정과 연계된 지
속적인 학문 연구 활동을 통해 학자나 교수로 진출하거나 각 전공분야의 학문적 이론과 경험을 갖춘 전문성을 인
정받아 연구소, 정부기관 및 민간기업 등으로 진출하고 있다.
석사과정의 커리큘럼은 학사-석사-박사의 연계성을 이룰 수 있도록 지도하고 있으며, 졸업생들이 미래 국내ㆍ
외 여러 대학의 교수로 활동할 것을 예상하여 학부과정의 강의를 부분적으로 보조하거나(조교), 교수님들의 연구
활동을 지원할 수 있도록 배려하고 있으며, 유수 학자 초빙 세미나 개최 및 우수학생 선발을 위한 장학금 지원 등
도 이루어지고 있다. 특히 글로벌한 국제환경에 적합한 경영학자 및 연구인력 양성을 위해 영어 강의 비중 확대 및
영어 논문 작성 장려 등의 교육 정책을 지속적으로 펼치고 있다.
▮ 경영정보(Management Information Systems)
경영정보전공은 미래의 복잡하고 불확실한 기업환경에 대처하고, 미래의 정보화사회에 창조적으로 적응할 수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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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록 정보기술의 활용을 통하여 조직 내적으로는 경영합리화를 도모하고, 외적으로는 경쟁상의 비교우위를 점하게
할 정보마인드를 갖춘 전문 경영인 및 정보산업 기술인력을 배출함과 동시에 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학문적
토대를 쌓기 위해 경영대학 내에서 만들어졌다. 즉, 경영정보전공에서는 경영이론과 정보기술 지식을 결합하여 다
가오는 변혁에 핵심적 역할을 담당할 유능한 인재를 육성함을 목적으로 한다.
▮ 국제경영(Strategy and International Management)
국제경영전공은 날로 치열해져 가는 국제경쟁상황에서 기업의 대응전략 탐구를 기본 목적으로 하고 있다. 본 전
공은 기업의 국제 활동과 관련된 기본 이론 및 국제경영환경에 관한 전략적 지식을 갖도록 하고 이에 관한 심층적
논의를 돕고자 국제경영, 기업전략, 국제재무의 세부 전공을 다루고 있는 여섯 분의 교수님들께서 국제경영 및 기
업전략에 관한 심도 있는 연구 및 강의를 담당하고 있다. 국제경영 전공 석사과정의 과목으로는, 국제기업전략, 글
로벌마케팅전략, 국제재무관리, 국제경영 세미나의 네 과목을 전공필수로 하여, 국제경영 및 전략 분야로 다국적기
업경영론, 국제기업환경론연구, 국제경영이론연구, 국제협상론 등의 과목과, 국제재무 분야의 국제금융시장론, 환
위험 관리론, 국제조세론 등의 강좌가 개설되어 기업의 국제경영과 관련된 폭넓은 이해를 돕고 있다. 또한 국제경
영연구센터 주최의 정기 세미나를 통해 국내외의 저명한 교수님들과의 학술적 교류를 하고 있다.
▮ 마케팅(Marketing)
기업을 둘러싼 환경이 급속하게 변화하면서 마케팅의 중요성은 그 어느 때 보다도 강조되고 있다. 대학원 마케팅
관리 전공에서는 수요자와 공급자간의 교환활동을 중심으로 마케팅에 대한 체계적 접근을 모색하고 다양한 교과목
학습을 통해, 마케팅에 대한 심층적 이해를 돕고자 국내 최고의 연구 및 강의 실력을 지닌 7명의 전공 교수들이 마
케팅관리 전반과 세부분야별로 심도 있는 연구 및 강의를 진행하고 있다. 석사과정의 구체적인 교과목 내용을 살펴
보면, 소비자 행동론 연구, 마케팅조사론, 촉진관리세미나, 유통기관경영론의 필수과목 이수를 통해 마케팅의 근간
인 소비자, 유통기관, 광고 등의 촉진믹스 등에 대한 이해를 도모한다. 마케팅 관련 데이터를 수집하고 분석하는 툴
을 학습함으로써 이론과 실증의 균형적 연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러한 필수과목 이외에 다양한 선
택과목들이 개설되어 있다. 예를 들면, 신제품 개발 및 제품관리 세미나 과목을 통해 시장을 이끌어가는 신제품 관
리에 대한 체계적 이해를 도모할 수 있으며, 가격관리론 세미나 과목은 기업 수익창출에 결정적 역할을 담당하는
가격관리 메커니즘에 대한 이해를 넓히는데 도움을 받을 수 있다. 또한 마케팅 의사결정에 대한 계량적 접근의 이
해를 위해 계량적 마케팅의사결정연구 등의 과목이 개설되어 있다. 이러한 과목을 통해 개념적 수준에서 논의되는
여러 가지 의사결정과정을 구체적 수치나 계량적 모델을 통해 접근하는 방법론 등에 대한 이해를 넓힐 수 있다. 또
한 다양한 분야에서의 마케팅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해서 서비스마케팅, 국제마케팅, 데이터베이스 마케팅연구, 하
이테크 마케팅, 장소 마케팅 등의 과목이 개설되어 있다. 이러한 과목들을 통해서 일반적인 마케팅 이론들이 특수
분야별로 어떻게 적용되고 있다. 그러한 분야별로 독특한 마케팅 이론 등에 대한 심층적 이해를 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받을 수 있다.
▮ 생산관리(Operations Management)
생산관리는 기업조직의 다양한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한 경영의사 결정의 시스템적 접근방법을 근간으로 기업의
기술혁신과 생산능력을 통합하여 기업 가치를 극대화하기 위한 다양한 생산전략의 수립을 목표로 기업의 운영에
관련된 다양한 내용들을 학습하는 전공 분야이다. 생산시스템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한 시스템적 의사결정과정, 투
입물이 재화와 서비스 등 산출물로 변화 되는 과정을 설계, 운영하고 통제하는 과정, 기업의 경쟁력으로 인식되는
생산전략의 개발과 전략적 관점에서의 생산관리 접근방법론 등을 연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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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사조직(Organizational Behavior & Human Resource Management)
대학원 인사조직 전공에서는 국내외적으로 인사조직 분야의 최고의 실력을 겸비한 7명의 교수진이 조직행위, 조
직이론, 인사관리, 노사관계에 대한 심도 있는 연구 및 강의를 진행하고 있다. 본 대학 인사조직 전공의 교수진들은
세계적으로 저명한 저널들에 다수의 논문들을 게재할 뿐 아니라 리뷰어의 자격으로 활발히 활동하고 있기 때문에
대학원에서는 인사조직 분야의 고전적인 이론뿐만 아니라 최신의 이론들에 대해서도 광범위하게 다루고 있다. 인
사조직 석사과정에서는 조직행위, 조직이론, 인사관리, 노사관계의 네 개의 세부전공의 각 한 과목씩을 필수 전공
과목으로 이수하며, 매 학기 학생이 결정한 세부 전공에 따른 세미나 과목들을 수강하여 석사학위논문을 위한 심도
있는 연구를 진행하게 된다. 마지막 학기에는 석사논문을 작성하기 위한 인사조직세미나 과목을 수강하여 논문 지
도를 받게 된다.
▮ 재무·금융(Finance)
대학원 재무금융 전공에서는 국내최고의 연구 및 강의 실력을 겸비한 10여명의 교수진이 금융시장, 기업재무관
리와 보험학에 대해 광범위하면서도 심도 있는 연구 및 강의를 진행하고 있다. 특히 석사과정의 구체적인 교과목을
살펴보면, 투자론연구, 파생금융상품론연구등의 교과목을 통해 금융자산의 속성과 투자 및 관리기법 이론에 대해
심도 있는 학습이 제공되며 포트폴리오관리론 등의 과목 통해서 투자이론의 실증분석에 대해 자세히 공부하게 된
다. 그리고 기업재무론연구의 교과목을 통해서 기업의 투자와 자금조달관련 의사결정에 대한 이론 및 실증자료에
폭 넓은 시야를 가질 수 있다. 한편, 금융기관경영론연구 교과목을 통해 금융중계기관의 경제적 역할과 금융기관
특유의 경영기법 이론에 대해서도 자세하게 공부하게 된다. 그리고 그 외 다수의 과목을 통해 금융위험관리, 기업
인수합병, 재무관리사례연구 등에 대해서도 각 분야별로 전문적인 지식을 제공받을 수 있다. 마지막으로 매 학기에
진행되는 세미나 수업을 통해서 석사학위 논문에 대한 지도를 받을 수 있도록 교과과정이 구성되어 있다. 석사과정
의 보험학은 보험과위험관리연구와 관련 세미나를 통해 보험학을 습득하게 되며, 재무관리 과목 외에도, 경제학 과
목과 보험 수리/통계학 과목 등을 같이 학습하도록 권장된다.
▮ 회계학(Accounting)
현재 우리나라의 기업들은 기업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국제경쟁력을 갖춘 기업들이 되기 위해 경영전문화 또는
다국적 기업경영이 점차 증가하는 추세에서 회계 및 세무의 역할이 특히 중요시 하고 있으며, 경제전반에 걸쳐 회
계혁명이 시작되고 있다. 이와 같은 추세에서 기업의 세무정보 및 회계정보기업에 대한 기업분석 등이 중요시되고
있어 올바른 판단과 합리적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 유능한 전문경영분석가와 전문회계인의 수요가 급증하고 있다.
이러한 시장에 부응하며 회계정보에 대한 이해를 돕고자 대학원 회계학 전공에서는 국내에서 최고의 연구실적과
강의 실력을 가진 8명의 전공교수들이 세부분야별로 심도 있는 연구와 강의를 수행하고 있다.

나. 박사 과정
서울대학의 졸업생들은 국내외 유수대학에서 활발한 강의와 연구활동을 하고 있을 뿐 아니라 경영과 관련된 실
무로도 진출하여 각자의 분야에서 뛰어난 성과를 보이고 있다. 특히, 이들은 학문적으로 수준이 높은 논문들을 지
속적으로 저술하여 학계의 발전에 큰 기여를 하고 있으며 현 박사과정과의 활발한 교류를 통해 후배들을 이끌어
주는 역할을 하고 있다.
박사 과정의 전공은 석사 과정의 내용을 심화하는 교육 과정을 운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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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구 기관
가. 경영 연구소
▮ 설립배경 및 목적
서울대학교 경영대학 경영연구소는 기업이 현실에서 직면하는 경영상의 문제를 연구·분석하여 이를 보다 합리적
으로 해결하는 방안을 찾고, 우리나라 현실에 적합한 기업경영형태 경영학의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1963년 4
월 22일 서울대학교 상과대학 부설 한국경영연구소로 설립되었으며, 1975년 서울대학교 경영대학 경영연구소로
개칭되었으며, 2001년 서울대학교 경영연구소로 개칭되어 오늘에 이르고 있다.
일반적으로 기업들이 현실에서 직면하는 경영상의 문제는 실천적인 성격을 가지므로 기업이 당면하고 있는 문제
에 대한 연구와 해결방안의 모색은 이론적인 분석과 아울러 현실의 경영문제에 대한 올바른 이해와 적극적인 참여
없이는 이루어지기 어렵다. 이러한 경영학의 특성에 따라 지금까지 학내외에서 경영학을 깊이 있게 연구할 수 있는
공동의 장소와 산업계와 학계를 연결시키는 매개체로서의 역할을 해 온 경영연구소는 이론과 현실을 조화시켜 우
리나라 경영학 수준을 한층 높이고 경영학 교육의 향상을 도모함으로써 기업의 발전과 아울러 국가경제발전에 이
바지하고자 한다.
▮ 활동내역
◦ 연구조사사업
- 경영 및 사업전반에 관한 기초자료의 조사, 분석 및 발표
- 국내외 연구기관과의 자료교환 및 특수문제에 관한 공동연구를 통한 협력
- 정부기관, 국영기업, 민간기업, 기타 단체로부터 위탁받은 문제에 관한 프로젝트 수행
- 국제적인 공동관심사항에 관한 국제회의 개최
- 조사연구사업 및 학술활동의 결과를 발표하기 위한 정기월례연구발표회의 개최
◦ 경영자문 및 지도사업
- 기업의 업무능률향상과 경영효율성 제고를 위한 기업진단
- 기업이 현실에서 직면하는 경영상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경영상담
- 실무에 종사하고 있는 경영자에 대한 재교육 및 위탁교육 수행
- 산학협동을 위한 경영실무연구회의 운영
◦ 경영정보 서비스 사업
본 연구소의 연구조사 결과중 학술적 논문은 본 연구소 간행의 [경영논집]에, 새로운 경영실무기업과 경영학
교육의 진흥을 위한 사례는 [경영사례연구]에 수록하여, [경영논집]은 매년 1회, [경영사례연구]는 매년 1회,
[영문저널]은 매년 2회 발간하고 있으며, 최근 경영학계의 핫이슈를 중심으로 매월 SBL(Seoul Business
Letter)를 격월 발송하고 있다.

나. 회계학 연구센터
▮ 설립배경 및 목적
회계학연구센터는 우리나라 기업경영의 합리화와 한국경영학의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1963년 서울대학교
상과대학의 교수진에 의해 설립된 경영연구소를 모체로 하고 있다.
▮ 활동내역
◦ 조사연구사업
- 회계콜로키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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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계논총 발간
- 회계학핸드북 발간
◦ 교육사업
- 고급관리자 과정
- 중간관리자 및 실무책임자 연수과정
- 고급관리자 단기연수과정
- 사내 MBA 양성과정
- 기타 주문형 연수과정
◦ 회계 DB 구축
- 회계정보 DB의 확보
- 학술정보 DB의 확보
- 회계정보 관련 자체 DB 구축중

다. 노사관계 연구소
▮ 설립배경 및 목적
본 연구소는 우리나라 현실에 적합하며 실제 기업경영에 적용될 수 있는 노사관계 및 인적자원 이론을 개발하
여 산업평화와 기업발전에 기여하기 위하여 1989년 3월에 설립되었다. 노사관계 및 인적자원 문제는 여러 분과학
이 연구대상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특성에 따라서 본 연구소에서는 경영학뿐만 아니라 노동경제학, 노동법학,
산업사회학, 산업심리학 등의 분과학과 학제적인 공동연구를 수행하고 있다.
▮ 활동내역
◦조사연구사업
- 노동 및 노사관계 전반에 관한 기초자료의 조사분석 및 발표
- 노사관계의 이론 및 모형의 개발
- 국내외 연구기관과의 공동연구
- 위탁연구
◦ 노무관리 및 노사관계 지도사업
- 노사관계와 노무관리 진단 및 지도사업
- 교육훈련
- 노사관계 실무연구회의 운영
◦ 노사관계 학술연구지의 발간 및 정보 서비스 사업
- 전문 학술연구지 노사관계연구 발행
- 국내외 심포지움 및 세미나 개최
- 실무연구위원을 위한 실무자료 발행
- 노사관계 관련분야 교수들의 공동연구 결과의 발간
◦ 노사관계연구 Colloqium 운영
- 노사관계연구의 현황과 과제의 토의
- 노사관계연구 방법론 토의
- 현안 노사관계 이슈 토의
- 노사관계연구과정 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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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증권금융 연구소
▮ 설립배경 및 목적
증권·금융연구소는 우리나라 재무관리의 학문적인 발전과 금융산업의 효율적인 발전에 기여하고자 1992년 1월
에 설립되었으며, 국제금융시장의 통합과 시장개방이 가져올 경쟁상황을 슬기롭게 대처하기 위하여 재무관리와 금
융분야를 전공하는 학자들이 연구와 교류를 통해 건전한 자본시장 정책의 추진방향을 제시하고, 금융산업에는 효
율적 경영을 위한 이론적 바탕과 기법을 제공하여 경쟁력을 높이는 동시에 안정적인 금융산업의 발전을 도모하고
자 한다.
이에 본 연구소는 이러한 금융산업을 둘러싼 환경의 변화에 대응하여 우리나라의 현실에 맞는 금융산업에 관한
이론과 모형을 개발하고 금융산업이 당면한 제반 경영 문제를 해결하며 앞으로 금융산업이 나아가야 할 방향을 제
시하고 있다. 또한, 국내외에서 이루어진 금융관련 연구결과를 널리 보급하고, 세미나 및 국제학술대회를 개최하며,
금융산업에 종사하는 사람들을 위한 교육, 학술 프로그램을 마련하여 우리나라 금융산업의 합리적 경영에 기여하
고 있다.
▮ 활동내역
◦ 증권·금융시장의 발전방향에 관한 조사연구사업
- 주식시장, 채권시장, 보험, 은행, 단기금융
- 시장, 리스업, 벤처금융 등
◦ 각 금융기관의 경영전략 수립에 관한 연구
- 신상품 개발
- 포트폴리오 구성
- 해외 자금조달 전략
◦ 증권·금융정책에 대한 제안
◦ 국제교류
- 경영자의 재교육 및 훈련사업
- 국내전문가에 의한 세미나 및 심포지움 개최

4. 경영학과 교과
<전공교과목 이수표준 형태>
구분

1학기

2학기

1학년

251.101 * 경영학원론
251.103 * 경제원론

251.205 * 회계원리

2학년

251.204A 중급회계 1
251.207A * 경영과학
251.209 * 조직행위론
251.214 기업법
251.216 인턴십 1
251.218 마케팅사례연구
251.219 비즈니스 커뮤니케이션

251.215 조직구조론
251.217 인턴십 2
251.220 한국기업경영
251.301 * 재무관리
251.324A 중급회계 2
251.326 * 경영정보론

3학년

251.212A 지식경영시스템
251.306 * 관리회계
251.330 인간과 경영
251.335 재무제표분석 및 기업가치 평가

251.303
251.305
251.317
251.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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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사관리
원가회계
금융기관경영론
* 생산관리

4학년

251.338 기업과 경력개발
251.339 보험과 위험관리
251.340 기업지배구조의 이론과 실제
251.342 사회봉사와 리더십
251.401 회계감사
251.422 투자론
251.447 리더십특강
M1338.000100 전략경영특강
M1338.001000 기업리스크와 보험

251.321 * 마케팅관리
251.322 * 국제경영
251.323 기업재무론
251.327 소비자행동
251.328 경영학특강
251.329 품질경영
251.331B 네트워크비즈니스경영
251.332 현대경영이론
251.333 기업윤리
251.334 신제품개발 및 제품관리
251.336 공급사슬관리
251.337 디자인과 경영전략
251.402 세무회계

251.325 고급회계
251.411A 마케팅조사론
251.420 파생금융상품론
251.424 경영전략
251.426 국제기업환경
251.434 기업경영특강
251.436 서비스운영관리
251.437 정보기술과 경영혁신
251.441 마케팅특강
251.444 재무특강
251.445 회계학특강
251.446 기업전략
251.449 경영정보 컨설팅 방법론

251.423
251.425
251.430
251.432
251.435
251.439
251.440
251.442
251.443
251.448
251.450

노사관계론
광고관리론
국제금융관리론
특수경영론
정보시스템특강
경영정보특강
국제경영특강
생산특강
인사조직특강
채권분석
기업가치금융

5. 경영학과를 지원하고자 하는 학생이 갖추어야 할 자질
가. 고려대학교 경영학과 소개자료(이런 학생 경제학에 딱!!)
* 평소에 통계나 경제 등 세상이 돌아가는 것에 대해 관심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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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전남대학교 경영학부 소개자료(이런 자질이 필요해)
* 고교교육과정의 전문적인 지식을 이수하고 실무적, 전략적 및 경영학적 사고 능력
* 리더십으로 공동체 의식을 이끌어 내고 창의적으로 문제를 해결하려는 기업가 정신
* 지역 사회에 이타적으로 참여하여 봉사하고 지식을 공유하는 등 사회적 책임을 다하려는 태도

다. 2015 전공탐색을 위한 충북대학교 안내서(경영학부 - 입학준비 Tip)
* 전공관련 교과목 : 영어, 경제, 사회문화
* 전공관련 비교과활동 : 경제교육, 독서논술교육, 창의성교육, 논술반, 시사탐구&토론반, 영어회화토론반
* 봉사활동 : 업무보조활동(교내, 병원, 도서관, 기관 등), 학습도우미(복지관, 방과후학교, 부진학생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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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워크넷 학과 정보(경영학과) 적성과 흥미
경영학은 마케팅, 생산관리, 인사관리, 재무관리, 경영정보, 국제경영 등 다양한 세부 전공으로 구분됩니다.
따라서 졸업 후 진출할 수 있는 분야도 다양하고, 해당 분야에 따라 요구되는 능력도 차이가 있습니다. 기본
적으로 합리적인 의사결정능력과 창의력이 요구되며, 급변하는 환경에 빠르게 대처하기 위하여 새로운 기술
개발과 글로벌 기업환경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이 필요합니다.

6. 경영학과 지원 학생을 위한 추천도서
가. 고려대학교 경제학과 소개자료(미리보는 경영학)
* 장영재 [경영학 콘서트], 손봉석 [회계천재가 된 홍대리]

나. 전남대학교 「고교생을 위한 모집단위 추천도서」
* 최인호 [상도], 돈탭스코트 [위키노믹스], 피터드러커 [미래경영], 이와사키 나쓰미 [만약 고교야구 여자
매니저가 피터 드러커를 읽는다면], 엘리 골드렛 [The Goal]

다. 2015 전공탐색을 위한 충북대학교 안내서
* 로버트 치알리니 [설득의 심리학], 허브 코헨 [협상의 법칙], 김위찬/마부안 [블루오션전략], 라젠드라 시
소디어 [위대한 기업을 넘어 사랑받는 기업으로], 월터아이작슨 [스티브 잡스]

라. 부산대학교 모집단위 교수가 추천하는 도서 목록(경영학과 – 최종서교수)
* 윌리엄 번스타인 [부의 탄생], 정산 [경영의 신 잭 웰치], 이재규 [경영의 역사], 전도근 [스티브잡스의 리
더십], 주효선 [이코노 게임]

7. 자료 출처
항목

자료 출처

1. 학과소개

서울대학교 경영대학 홈페이지

2. 전공소개

서울대학교 경영대학 홈페이지 - 교육과정

3. 연구기관

서울대학교 경영대학 홈페이지 – 교수/연구

4. 경영대학교과

서울대학교 경영대학 홈페이지 - 교육과정

5. 경영학과를 지원하고자 하는 학생 ․ 고려대학교 전공 소개자료
이 가져야 하는 자질
․ 전남대학교 전공소개 e-book
․ 2015 전공탐색을 위한 충북대학교 안내서
6. 경영학과 지원 학생을 위한 추천 · 2014년 부산대학교 모집단위 교수가 추천하는 도서 목록
도서
· 워크넷 - 학과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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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과대학

■ 건설환경공학부
■ 건축학과
■ 기계항공공학부
■ 산업공학과
■ 에너지자원공학
■ 원자핵공학과
■ 재료공학부
■ 전기․정보공학부
■ 조선해양공학과
■ 컴퓨터공학부
■ 화학생물공학부

■■■

건설환경공학부

1. 학부 소개
건설환경공학은 인간 생활의 기본이자 기초적인 복지가 되는 각종 사회기반인프라의 계획, 설계, 건설, 운영 및 유
지·관리를 담당하는 분야이다. 서울대학교 건설환경공학부는 건설관리, 공간정보공학, 교통공학, 구조공학, 도시계획
및 설계, 수공학, 지반공학, 환경공학의 8개 분야로 구성되어 사회기반인프라의 인재를 양성하는 기관이다.
에너지 문제 및 온실가스 배출, 기후변화 및 환경문제, 선진국형 사회인프라 정책으로의 변화, 고령인구 및 약자를
배려하는 인간중심의 사회기반인프라로의 진화 등에 대한 사회적인 요구에 부응하는 새로운 건설환경 분야의 비전을
수립하였다 이를 기초로 새로운 요구사항을 반영하고 다학제적인 융합분야를 강조하는 교육목표와 교과과정을 주기적
으로 혁신하고 있다. 그리고 이를 뒷받침하기 위한 교수진의 역량강화, 교육환경의 개선에도 꾸준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서울대학교 건설환경공학부는 우리나라 건설환경분야에서 국가정책, 산업발전, 연구·기술개발 및 교육을 선도하고
세계 건설산업 분야에서도 경쟁력을 갖춘 인재양성을 통해, 지속적으로 국가의 발전을 이끌고 국민 삶의 질 향상에 기
여할 수 있도록 더욱더 노력할 것이다.

2. 연구분야
가. 건설관리
건설관리는 건설 프로젝트를 성공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계획(Planning), 설계(Design), 시공(Construction),
유지보수(Operation & Maintenance)의 프로젝트 전 생애주기에 걸쳐 비용관리(Cost), 공정관리(Time), 품질관리
(Quality) 등 종합적인 사업관리를 추구하는 전문 기술 분야이다. 국내에서는 정부의 건설사업 관리제도 도입을 바
탕으로 1990년대에 이르러서야 건설관리에 대한 중요성이 대두되기 시작했으며, 최근에는 가치 극대화를 위해 전
통적인 관리 분야뿐만 아니라, 정책, 경제, 환경, 안전, IT, 정보시스템, 해외건설 등의 분야에 걸쳐 광범위하게 관
리영역을 확대해 가고 있다.
연구실

건설혁신연구실

연구분야
․ 조교수 : 지석호
․ 연구분야 : 건설 안전 및 재난 관리, 빅데이터 분석, PMIS(Project Information Management
Systems), Smart Sensing(스마트폰, 센서, GPS 등) 등의 첨단기술을 활용한 건설
관리, 생애주기에 걸친 BIM(Building Information Modeling)기반 건설관리, 건설
프로세스를 주도하는 건설 근로자에 초점을 맞춘 건설관리

서울대학교 건설혁신연구실은 건설사업 생애주기에 걸친 혁신적인 건설관리를 바탕으로 삶의 본질적인 개념 창
조라는 미래의 건설수요에 대응하여 안전하고 친환경적인 최첨단 지역 공동체 건설을 목표로 하고 있다. 보다 구체
적으로 건설혁신연구실은 발주처, 설계사, 시공사, 하청업체 간의 생애주기에 걸친 소통 및 협업을 바탕으로 한 전
통적인 건설관리 연구 외에도 위와 같은 융·복합기반 연구를 진행하고 있다.

나. 공간정보공학
공간정보공학은 인간 활동이 미칠 수 있는 공간에 대한 위치를 결정하고 측정대상의 특성을 해석하는 학문이다.
공간정보에는 지형, 도로, 교통시설 등 지표상의 대상물뿐만 아니라 상하수도, 전력, 공동구 등 지하매설물, 그리고
자동차, 항공기, 인공위성 등의 이동체에 대한 위치 및 관련 속성 정보가 포함된다. 또한 최근 사회의 전문화와 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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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화에 따라 국가적 차원에서 해석되고 관리되어야 할 GIS(지리정보체계)의 활용범위가 확대되고 있으며 인공위
성을 이용해 위치를 결정하는 GPS(Global Positioning System)와 주제도를 작성할 수 있는 원격탐사기법의 발달
로 인해 인간이 취득할 수 있는 공간정보의 범위가 비약적으로 다양해지고 있어, 이를 효율적으로 수집, 처리 및
분석하는 공간정보시스템에 대한 필요성이 사회전반에 걸쳐 대두되고 있다.
연구실

연구분야
․ 교수 : 김용일
․ 연구분야 : 온위성의 센서 모델링, 위성영상 자료의 판독 및 처리⋅분석, 수치사진측량, GPS,
LiDAR(Light Detection And Ranging), 측량학
․ 주요 기술 개발 분야 : 항공레이저 측량 자료를 이용한 3차원 도시 모델링, 위성영상 자료를 이용
한 변화탐지, 입체시 활용 기술, 고해상도 위성영상을 이용한 3차원 건물정보 추출,
산사태 예측도 작성 등이 포함되며, 도시계획, 자원탐사, 산림자원관리, 재해예방 및
피해조사 등

RS 연구그룹

GIS/LBS 연구그룹

․ 교수 : 유기윤
․ 연구분야 : 실세계에 존재하는 다양한 지형지물을 어떻게 데이터베이스화 하고, 어떻게 공간적으
로 분석하며, 어떻게 활용하는지에 관해 종합적으로 연구
․ 주요 기술 개발 분야 : 공간 데이터베이스 구축, CAD 설계도면과의 융합, 위치기반서비스(LBS),
입체사진으로부터의 3차원 정보추출, 움직이는 대상의 위치결정 등
․ 주요 응용 분야 : 국토와 토지관리 정보화, U-City 건설, 방재, 건설 정보화, RFID나 GPS와 결합
하여 위치추적, 차량항법(Car Navigation) 등

다. 교통공학
교통공학 및 계획 분야는 효율적인 교통 체계의 구축과 이에 대한 관리를 담당하며, 사회·경제의 급속한 발전에
따른 인간의 활동증가로 발생되는 교통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학문분야이다. 교통은 그 자체가 목적이 아니고 수단
적 요소로 작용하므로, 국토의 균형적인 발전 및 사회간접자본의 확충을 위해서 교통시설물의 효율적인 배치 및 운
영방법을 연구한다. 통행 수단적인 차원에서 육상, 해상 및 항공교통을 모두 포괄하며 이에 대한 접근에 있어서는
도로특성, 교통특성, 인간특성 등을 고려한 공학적 차원에서의 접근과, 시설공급 등을 위한 계획적 차원, 그리고 시
설의 효과적인 운영과 교통정책의 수립 등을 위한 관리적 차원에서 지속적인 연구가 진행 중에 있다.
연구실

연구분야

교통공학연구실

․ 교수 : 이청원
․ 연구분야 : 기존 교통체계 분석 기법의 검증과 새로운 이론의 구축으로 기존 및 장래의 교통체
계를 개선하기 위한 최적의 방안을 마련
․ 교수분야 : 교통류 이론, 첨단교통관리, 지속가능교통, 지능형교통체계, 도로공학, 비행장공학,
철도공학 등으로, 교통 시설의 계획, 설계 및 운영 등 Hardware 및 Software 등

교통운영연구실

․ 교수 : 고승영
․ 연구분야 : 교통류 특성의 기초이론, 교차로 제어 및 운영, 고속도로 운영, 대중교통 운영, 터미
널 및 환승센터 운영 등
․ 교수분야 : 교통운영기초, 신호운영, 지능형교통체계 등

교통계획․물류연구실

․ 교수 : 김동규
․ 연구분야 : 교통계획·물류 연구실은 안전성, 편리성을 보증하는 지속가능한 교통 및 물류시스템
구축

라. 구조공학
구조공학은 교량, 발전소, 댐 등의 사회기반시설에 속하는 구조물을 설계하는데 주도적인 역할을 한다. 사회 기
반시설 구조물은 규모가 매우 크고 많은 사람들이 이용하므로, 토목 구조물의 붕괴는 엄청난 재난을 초래할 수 있
다. 구조공학의 목적은 구조물들의 이용기간 동안 지진하중, 파압의 작용, 차량의 동적인 영향, 중력, 풍하중 등의
다양한 하중 조건에서 견딜 수 있는 안전한 구조물을 설계하는 데 있다. 또한 구조물은 경제적 측면과 미적인 측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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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고려되어 설계되어야 하며, 건설에 선진화를 위하여 건설관리 및 건설통합시스템의 분야의 중요성은 나날이 커
지고 있다.
연구실

연구분야

구조공학연구실

․ 교수 : 고현무
․ 연구분야 : 초장대교량사업단의 과제로서 해상 케이블교량의 선박충돌대응설계기술을 개발하
고 그 결과물로써 설계지침 수립, 지진, 태풍, 선박충돌 등과 같은 구조물 안전에
치명적 영향을 미치는 극한 사건에 대한 구조물의 확률론적 해석 및 제어

구조설계연구실

․ 교수 : 김호경
․ 연구분야 : 케이블강교량설계지침 개발 및 광양대교 설계기준 채택 추진, 내풍기술연구단을 통
한 풍환경모델 개발, 공탄성해석 및 설계기술 개발, 풍동실험기법 개발 및 보급 등
장대교량 해석 및 설계 관련 연구 수행

구조신뢰성연구실

․ 교수 : 송준호
․ 연구분야 : 복잡한 건설환경 시스템의 보다 효율적이고 정확한 신뢰성 해석을 위한 첨단 신뢰
성 이론과 방법론 개발, 유한요소해석 등 컴퓨터 시뮬레이션과 신뢰성해석의 결합
을 바탕으로 한 구조물의 최적설계법 개발, 가스, 수도 등 복잡한 사회기간망의 재
해 시 성능과 신뢰성을 효과적으로 해석하는 방법론 개발과 실시간 해석에의 적용,
지진하중의 불확실성을 고려한 구조물의 추계학적 진동해석(Random Vibration
Analysis)과 내진설계에의 적용 등에 관한 연구 진행

구조진동연구실

․ 교수 : 김재관
․ 연구분야 : 교각의 내진설계 및 보강에 관한 연구, 지반․구조물 상호작용과 유체․구조물 상호
작용에 관한 연구, 우리나라 실정에 맞는 설계지반운동에 관한 연구, 고건축물의
지진거동실험을 통한 역사지진의 정량적 평가, 하이브리드 실험기법의 개발, 구조
물의 손상탐지 기법 개발. 최종적으로 이러한 연구를 통해 지진 시 교량이나 건물
과 같은 구조물의 거동을 정확히 파악하고 이를 바탕으로 우리나라 상황에 적합한
내진설계 기법 개발을 목표로 함.

구조해석연구실

․ 교수 : 이해성
․ 연구분야 : 시스템확인기법(System Identification)과 장경간 케이블교량의 신뢰도평가 및 공
탄성해석, 비선형 해석 등

콘크리트구조연구실

․ 교수 : 조재열
․ 연구분야 : 고강도 철근 및 고성능 콘크리트를 사용한 구조물의 실용성 검토를 통한 설계기준
개발, 지진 하중을 받는 철근콘크리트 구조물의 재료/기하 비선형해석, 다양한 환경
에 노출된 콘크리트의 내구성 평가를 통한 구조시스템의 내하력 평가, 하이브리드
거더 및 교각 등 혁신적인 하이브리드 구조형식의 개발, 그리고 IT를 기반으로 한
하이브리드 구조실험 및 cyber infrastructure 등

마. 도시계획 및 설계
도시계획은 도시의 제반문제를 사전에 예측하고 이를 해결해 나가는 전문분야로서 도시의 바람직한 발전방향,
도시공간구조의 형태와 기능구성, 물리적 환경조성, 그리고 이의 실현을 위한 각종 정책들을 모색하는 사회적 기술
이다. 즉, 도시계획은 국토공간에서부터 도시 내 시가지에 이르기까지 광범위한 공간적 범역을 대상을 하여 그 지
역의 여러 문제와 잠재력을 예측하고, 효율성과 형평성에 의거한 합리적인 해결책을 제시하는 미래지향적인 분야
이다. 도시설계는 도시계획 중에서 물리적인 환경을 대상으로 하여, 보다 쾌적하고 기능적이며 아름다운 생활환경
을 창조해나가는 전문분야로서, 건축 및 조경 등과도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다. 특히, 도시계획이 각종 사회지표를
다루고 계량적인 기법을 동원하는데 반하여, 도시설계는 환경의 질적 문제를 규범적 이론에 근거하여 다루며, 또한
3차원적인 공간계획을 다룸으로써, 건축과 도시를 연결하는 역할을 한다.
연구실
도시설계연구실

연구분야
․ 교수 : 권영상
․ 연구분야 : 단지설계와 바람직한 주거환경, 도시재생, 신도시 및 해외도시설계, 도시지속성, 도
시문화, 워터프런트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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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실
도시계획연구실

연구분야
․ 교수 : 정창무
․ 연구분야 : 입체복합개발의 사업화 모델 개발, 해외도시개발 제도개선, 통일에 대비한 북한 인프
라 구축, 고덕국제화계획지구 특화계획

바. 수공학
수공학 분야에서는 다양한 수자원 문제를 공학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교육과 연구를 수행한다. 본 분야에서는 유
체와 물의 역학 및 양적 거동에 관한 연구뿐만 아니라 환경에서 발생하는 오염의 예측, 제어기술의 개발을 위한 연
구를 중점적으로 수행한다. 세부 영역으로는 수리학, 수문학, 수자원공학, 해안공학 등이 있다.
연구실

연구분야

기후변화적응수자원연구실

․ 교수 : 김영오
․ 연구분야 : 기후변화에 따른 수자원의 변화를 전망하고 이에 효과적으로 적응하기 위한 전략
개발, 기후변화의 비정상성과 불확실성을 다루기 위한 다양한 연구, 가뭄과 홍수
등 자연재해를 리스크 이론으로 해석하고 이를 통합 관리하는 연구

연안환경연구실

․ 교수 : 황진환
․ 연구분야 : 난류와 같은 복잡계 이해, 환경 다상 유체 분석방법, 연안에서 경제와 환경의 상호
작용으로 인한 취약성변화 등 융합적 신 연구분야 개발

전산유체동역학연구실

․ 교수 : Van Thinh Nguyen
․ 연구분야 : 자연환경, watersheds(수로, 강, 호수, 하구, 등), 해양에서의 유체흐름 및 수송과정
의 계산, 분석, 최적화를 위한 수치해석기법 개발

해안공학연구실

․ 교수 : 서경덕
․ 연구분야 : 파랑의 통계적 특성 및 스펙트럼 분석 등을 통한 불규칙 파랑의 연구, 바람에 의해
발생되는 파랑과 해수면 변화의 예측, 파랑에 의해 발생되는 연안 흐름에 의한 해
안지역의 지형 변화, 각종 연안 구조물에 작용하는 파력 및 수리학적 특성에 대한
연구, 해안구조물의 안정성을 높이기 위해 통계적 불확실성을 고려한 신뢰성 설계
법에 대한 연구, 다양한 수치모형실험과 수리모형실험을 통한 각종 방파제의 성능
과 안정성에 대한 연구

환경수리학연구실

․ 교수 : 서일원
․ 연구분야 : 유체역학과 수리학의 기본 이론을 바탕으로 자연하천이나 해안에서의 복잡한 흐름
및 오염 확산과정을 규명하기 위해 다양한 현장 및 실내실험과 수치해석적 기법을
이용한 수리해석 모델의 개발 및 현장적용을 중점적으로 수행

사. 지반공학
지반 및 지반환경공학은 지반의 공학적 활용에 필요한 제반 이론들을 다루는 분야로서 지반의 역학적 특성을 이
해하고, 실제 지반구조물들의 해석 및 설계, 시공 및 유지관리 등과 지반의 환경적 오염문제들을 연구한다. 즉 공학
적 재료로서의 특성 파악을 위한 역학적 이론 및 각종 조사 방법 등과 구조물의 기초, 터널, 사면, 준설 및 매립, 옹
벽 등의 거동 그리고 지반오염의 조사, 예측, 정화 및 방지 대책 등이 주요한 연구이다. 지반 및 지반환경공학 분야
는 학생들로 하여금 산업체, 정부, 학교, 연구소 등에서 선도적 지도자 및 전문가로 활약할 수 있도록 교육하는 것
을 목적으로 하며, 이를 위하여 현재 다양한 교과 과정과, 포괄적이면서 깊이 있는 교과 내용을 효율적 교수 방법
을 통하여 제공하고 있다. 교육 및 연구내용으로는 토질역학 및 토질공학, 토목지질공학, 암반공학, 지반환경공학,
포장공학 등을 들 수 있으며, 최신의 연구와 교육시설을 보유하여 모든 학생들에게 “hands-on” 실험·실습기회를
제공하고 있다. 이 분야는 특성상 다른 학문분야와 밀접한 상호관계를 갖고 있다. 또한 교수진은 국내외 각종 학회
를 통해 활발한 연구 활동을 하고 있으며, 정부 및 기업의 심의위원, 자문위원 등으로 사회 및 산업계에 적극적으
로 참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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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실

연구분야

지반공학연구실

․ 교수 : 정충기
․ 연구분야 : 흙의 역학적 특성 평가와 연약 지반의 거동 평가, 그리고 지반공학적 정보화에 관심
을 가지고 있으며, 실내 시험과 수치해석, 그리고 GIS 기법에 대한 연구

지반환경공학연구실

․ 교수 : 박준범
․ 연구분야 : 지반 및 오염물 특성을 조사하여 오염물의 이동성과 특성을 조사하는 지반환경 조
사 분야, 지반 오염물질을 매립하는 매립지 분야, 이미 오염된 토양 및 지하수로부
터 오염물질을 제거하고 정화하는 분야

아. 환경공학
지구상에서 삶을 영위하고 있는 인간에게 보다 쾌적한 생활환경을 제공하고 나아가 후세에도 인류의 지속적인
발전을 위해서, 인간과 환경을 별개시하는 발상으로부터 인간과 환경을 동일시하는 발상으로의 전환이 요구되고
있다. 그러므로 인류의 지속가능하고 환경친화적인 발전(Environmentally Sound and Sustainable Development)에
최우선으로 공헌하는 분야가 환경공학이다. 기후협약, ISO 14000(기업의 환경친화적인 경영을 위한 환경관리 규
격) 등에서 보다시피 세계는 환경 우선적으로 급변하고 있으며, 이러한 상황 하에서 국가 경쟁력 확보와 지구환경
보호를 위해서 환경공학 분야의 인력수요가 국내외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환경공학 분야에서는 인간에게 보다 안
전하고 건강한 생활환경을 제공하고, 자연 환경의 보호, 관리 및 정화하기 위해 필요한 제반 기술과 정책을 개발하
고 제안한다.
연구실

연구분야

상수도시스템실험실

․ 교수 : 한무영
․ 연구분야 : 빗물관리, 상수처리(부상과 응집, 침전, 여과공정) 및 생태학적 하수처리(Ecological
sanitation)

토양환경연구실

․ 교수 : 남경필
․ 연구분야 : 토양에서 오염물질의 거동이 복원기술의 효율성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생물회
복기술(Bioremediation)의 효율성 증대에 관한 연구, 생명공학적 기법을 이용한 연
구, 위해성평가를 통한오염도 조사 및 합리적인 정화수준의 결정에 관한 연구

폐기물실험실

․ 교수 : 김재영
․ 연구분야 :적환장, 재활용센터, 매립지, 열처리시설 등과 같은 폐기물 관련 시설의 설계, 시공,
유지관리, 바이오필터 시스템, 반응성 차수막 및 생물학적 반응벽체, 지하수 내 나
노 물질 거동 특성, 음식물폐기물의 자원화와 에너지화, 극한지, 해저, 초고층 건물
과 같은 신공간 개발을 위한 환경기술 개발, IT/BT/NT 등의 첨단과학기술과 연계
한 융합기술 개발,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온실가스 배출량 산정 기법과 자원순환형
사회 구축을 위한 폐기물 관리 정책 개발 등

수질환경실험실

․ 교수 : 최용주
․ 연구분야 : 하천 및 연안의 퇴적토 내 유기오염물질 정화를 위한 탄화물질 주입 기술 개발 및 현
장매뉴얼 작성, 퇴적토 내 잔존 유기오염물질의 거동 예측 모델 개발, 전과정평가를
통한 퇴적토 정화방법의 환경영향 평가, 수계 유기오염물질의 생물학적이용성 측정
을 위한 Passive Sampling 방법 개발 및 표준화, 도시 빗물유출수 내 중금속 오염도
저감을 위한 침투시설 개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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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건설환경공학부 교과
가. 1학기
학년

구분
기본소양
및 교양
수학
과학
전산
공과대학
전공
소양

전
공

1

2

3

외국어(2)

학문의 세계(3)

수학 및 연습1/
고급수학 및 연습1(3)
기초과학(8)

공학수학1(3)
컴퓨터의 개념 및 실습(3)

4

외국어(2)

사회성 교과목군(3)
건설공학리더십(1)
공학설계 및 CAD(2)

재료역학 및 실험(3)

구조

구조역학1(3)
철근콘크리트이론 및 실험1(3)

수공

수리학 및 실험(3)

지반

토질역학(3)
지반조사 및 토질시험(3)

건설
관리

건설계획 및 관리(3)

교통

교통계획 및 실험(3)

도로공학(3)
교통운영기초(3)

환경

상수도공학 및 실험(3)
폐기물공학(3)

수질오염제어 및 실험(3)

공간
정보
도시

공간정보공학(3)

공간정보시스템(3)

도시계획(3)

도시 및 지역경제론(3)

강구조설계(3)
수자원 공학(3)
하천설계 및 관리(3)
해안 및 항만공학(3)
지반환경복원공학(3)
포장공학(3)

단지계획(3)

나. 2학기
구분
기본소양 및 교
양
수학
과학
전산
공과대학

전
공

학년
1
글쓰기의 기초 또는
과학과 기술글쓰기(3)
수학 및 연습2/
고급수학 및 연습2(3)
기초과학(8)
창의성교과목군(3)

2

3

4

학문의 세계(3)
공학수학2(3)
공학개론 교과목군(3)

전공소양

건설환경통계학(3)
기초유체역학 및 실험(3)

구조

응용동력학(3)

수공
지반
건설관리
교통

교통공학 및 실험(3)

환경

환경공학(3)

공간
정보
도시
공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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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조역학2(3)
철근콘크리트이론 및 실험2(3)
구조정보공학(3)
수문학(3)
토질공학(3)
건설시공학(3)
지속가능교통체계(3)
지하수 및 토양오염(3)
수질학 및 실험(3)

교량설계입문(3)
기후변화와 지속가능사회(3)
건설정보관리(3)
교통시스템설계(3)
환경공학실험 및 설계(3)

원격탐사(3)

GIS 응용설계(3)

도시설계(3)
공학지식의실무응용(3)

국토 및 지역계획(3)
건설시스템종합설계(3)

4. 졸업 후 진로
정부기관, 국가공기업, 연구소(건설기술연구원, 국토개발연구원), 시공회사, 설계회사, 금융회사

5. 건설환경공학부를 지원하고자 하는 학생이 갖추어야 할 자질
가. [공대가 좋아] 김호경 교수/한무영 교수/유기윤 교수 미니 강연
* 미적 감각
* 새로운 것을 시도해보는 창의성
* 경제적 분야 관심(리스크관리, 금융 분야의 관심)
* 도전정신
* 글로벌 감각

나. 고려대학교 건축사회환경공학부 소개자료(이런 학생 건축사회환경공학에 딱!!)
* 수학과 물리, 화학은 내 손 안에 있다.
* 공간감각력 및 설계도에 대한 이해도가 뛰어나고 협동심이 강하다.
* 큰 건물을 성공적으로 건설하여 엄청난 성취감을 맛보고 싶다.
* 사회 환경을 내 손으로 업그레이드시키고 싶다.

다. 연세대학교 전공안내서(토목․환경공학과, 도시공학과 – 어떤 친구들이 오면 좋을까요?)
* 토목공학의 가장 기본이 되는 수학과 물리, 특히 역학부분을 잘하는 친구들이라면 좀 더 수월하게 공부할
수 있겠습니다. 그 외에도 설계에 관심이 있는 친구들은 디자인을 할 줄 알면 더 좋겠고, 환경에 관심이 있
는 친구들은 화학이나 생물도 잘하면 좋겠네요! 하니만 이런 지식보다도 토목공학에 대한 자부심을 가지고
열심히 배워나갈 열정만 있다면 충분하다고 생각합니다.
* 도시공학과는 땅 위에서 일어나는 사회 전반적인 모든 일들에 대해 굉장히 폭넓게 공부한다고 할 수 있습
니다. 공과대학에 속해있음에도 불구하고 인문사회학적인 성향이 강하답니다. 그래서 다양한 사회 및 도시
저 이슈에 관심이 많은 학생이 오면 흥미를 느끼며 재미있게 공부할 수 있을 거라 확신합니다.

라. 전남대학교 공학대학 소개자료(이런 자질이 필요해)
1) 건축공학부 - 입학준비 Tip
* 고교교육과정을 이수를 통해 수리, 자연과학의 통합적 사고로 문제해결능력을 해결하고자 하는 노력
* 친한 고교 교과 : 수학Ⅰ, 수학Ⅱ, 물리Ⅰ, 물리Ⅱ
2) 토목공학과 - 입학준비 Tip
* 첨단기술 및 정보매체를 활용한 학습능력
* 연속적인 소규모 과제 수행능력

마. 2015 전공탐색을 위한 충북대학교 안내서
1) (환경공학과 - 입학준비 T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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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공관련 교과목 : 수학, 물리, 화학
* 전공관련 비교과활동 : 독서․논술교육, 생태체험학습 환경교육, 에너지교육
* 봉사활동 : 학습도우미(복지관․방과후학교 등), 환경정화(청소․분리수거 등)
2) (도시공학과 - 입학준비 Tip)
* 전공관련 교과목 : 영어, 경제, 사회과학, 역사, 문화, 수학
* 전공관련 비교과활동 : 법, 디자인실습, 컴퓨터활용반, 국제이해교육, 생태환경체험교육, 경제교육
* 봉사활동 : 업무보조활동(교내․도서관․기관 등), 학습도우미(복지관․방과후학교 등), 도시관련 NGO활동(환
경운동, 마을만들기 등)
3) (토목공학과 - 입학준비 Tip)
* 전공관련 교과목 : 수학 및 물리 관련 교과목
* 전공관련 비교과활동 : 산업안전교육, 창의성 교육, 협동의식함양교육, 과학탐구&실험반, 수리탐구&논술
반, 컴퓨터반
* 봉사활동 : 업무보조활동(교내, 병원, 공공기관 등), 환경정리(청소, 분리수거 등)

바. 워크넷 학과 정보(적성과 흥미)
1) 토목공학과
수학, 물리학 등 공학 기초과목에 대한 관심과 흥미가 필요합니다. 토목공학을 전공하면 대개 건설산업 분야
로 진출하기 때문에 활동적이고 진취적인 성격이 필요합니다. 다리, 도로 등 각종 구조물에 대한 호기심이
있는 학생이라면 전공공부에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2) 도시공학과
종합학문의 성격이 강하므로 다양한 분야에 호기심이 있는 학생에게 적합하며 생활공간과 관련한 문제들에
관심이 많은 학생에게 유리합니다. 도시공학을 전공하려면 공간지각능력이 필요하며, 무언가를 설계하고 만
드는 것을 좋아하면 공부에 도움이 됩니다. 문제에 대한 전략적 사고방식과 함께 창의적인 디자인 감각도 필
요합니다.

6. 건설환경공학부 지원 학생을 위한 추천도서(공대가 좋아 추천)
가. [공대가 좋아] 추천
* 김호경 교수 : 시오노 나나미 [로마인 이야기] (추천영화: 콰이강의 다리)
* 한무영 교수 : 한무영 [지구를 살리는 빗물의 비밀]
* 유기윤 교수 : 역사책

나. 고려대학교 건축사회환경공학부 소개자료
* Mario Salvadori [건축물은 어떻게 해서 무너지는가], 이창남 [뿌리에서 새순까지], 박강리 [인물로 읽는
환경 이야기 지구별에서 함께 살아가기]

다. 전남대학교 「고교생을 위한 모집단위 추천도서」
* 건축학부 : 장정제 [알기 쉬운 건축], 유홍준 [나의 문화유산답사기], 미셸 루트번스타인, 로버트 루트번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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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인 [생각의 탄생], 서현 [건축, 음악처럼 듣고 미술처럼 보다], 이영수 외 4인 [건축콘서트], 로저 루이
스 [건축가가 되는 길]
* 토목공학과부 : 시노하라 오사무 [토목을 디자인하다], 박길숙 [대한민국 건설(불가능은 가능이다)], 박용
남 [꿈의 도시 꾸리찌바], 히메노 켄지 외 2인 [재미있는 흙이야기], 앨리스 아웃워터 [물의 자연사]

라. 2015 전공탐색을 위한 충북대학교 안내서
* 환경공학과 : 레이첼 카슨 [침묵의 봄], 제레미 레프킨 [엔트로피], 제임스 왓슨 [이중나선], 스티븐 호킹
[우주의 탄생]
* 도시공학과 : 박용남 [꿈의 도시 꾸리찌바], 모종린 [작은 도시 큰 기업], 김기호 외 4명 [ 우리마을 만들
기], 정석 [나는 튀는 도시보다 참한 도시가 좋다], 스튜어트 다이아몬드 [어떻게 원하는 것을 얻는가], 이
강무[청소년을 위한 세계사], 경실련 도시개혁센터[알기 쉬운 도시이야기]
* 토목공학과 : 리처드 도킨스 [이기적 유전자], 리처드 바크 [갈매기의 꿈], 월트 디즈니 이매지니어 일동
[파란코끼리를 꿈꾸라], 토마스 매우얼 쿤 [과학혁명의 구조], 박경리 [토지], 로버트 라이시 [부유한 노
예], 알랭 드 보통 [왜 나는 너를 사랑하는가], 빌 브라이슨 [거의 모든 것의 역사]

7. 자료 출처
항목

자료 출처

1. 학부소개

서울대학교 공과대학 홈페이지 및 건설환경공학부 홈페이지 - 학부 소개

2. 연구그룹

건설환경공학부 홈페이지 – 연구분야

3. 건설환경공학부 교과

건설환경공학부 홈페이지 – 학사안내 – 학부 –교과과정

4. 졸업 후 진로

․ 동아사이언스 – 최정문의 공대가 좋아 시즌 1. 9편 서울대 건설환경공학부 김호경 교수
(http://www.dongascience.com/news/view/3276/news)
5. 건설환경공학부를 지원하고자 하 ․ 동아사이언스 – 최정문의 공대가 좋아 시즌 2. 5편 서울대 건설환경공학부 한무영 교수
는 학생이 가져야 하는 자질
(http://www.dongascience.com/news/view/4676/news)
․ 고려대학교 전공 소개자료
6. 건설환경공학부 지원 학생을 위한 ․ 연세대학교 전공 소개자료
․ 전남대학교 전공소개 e-book
추천 도서
․ 2015 전공탐색을 위한 충북대학교 안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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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학과

1. 학과 소개
서울대학교 건축학과에서는 학사과정으로 5년제 건축학 전공(Architecture) 및 4년제 건축공학전공

(Architectural Engineering)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건축학전공 프로그램은 건축학사(Bachelor of
Architecture) 학위과정이며, 건축공학전공 프로그램은 공학사(Bachelor of Science in Architectural Engineering)학
위과정이다. 대학원과정으로 공학석사(Master of Science in Architectural Engineering) 및 공학박사(Doctor of
Philosophy in Architecture & Architectural Engineering)과정을 운영하고 있다.
※ 2016년부터는 학생을 공통 선발할 예정, 첫 2년 동안은 건축과 관련된 기본적인 과목들을 수강하

는 공통 교과과정을 이수한 후, 자기 적성이나 진로에 맞게 건축학과 건축공학 중 자신의 주전공
을 선택하는 체제로 개편되었음.
가. 건축학전공(5년 전공)
건축학전공은 미학, 철학, 인류학, 심리학 등 다양한 분야의 인문적 소양을 바탕으로 건물의 설계와 건축의 역사
및 이론을 연구하는 분야이다. 건축학전공에서는 개별 건물의 내, 외부 공간 및 환경 등을 설계하는 것뿐만 아니라
건물과 건물, 건물과 도시, 건물과 자연 등의 관계도 함께 고찰할 수 있도록 교육하고 있다. 건축학전공을 공부하기
위해서는 공과대학에서 요구하는 수학, 물리, 지구과학 등의 이공계 교과목의 공부가 필수적으로 요구되며, 그와
더불어 사회, 역사, 디자인 등에 이르는 다양한 교과목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다. 또한 아이디어를 실제로 표현해내
는 능력이 필요하며, 이는 설계를 구체화하는 중요한 도구 중 하나로 활용된다. 건축은 타인과 함께 사회를 만들어
가기 위한 삶의 방식을 규명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건축학전공은 변화하는 공동체 속에 존재하는 인간적 가치를 탐구
하고 지역성에 바탕을 둔 미래의 공간적 잠재력을 제안하는 건축물을 설계하도록 교육하고 있다. 이런 까닭에 건축
학 전공 학생들은 전통적 기술에서 현대의 첨단 기술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기술에 바탕을 두고 산업과 실무에 적
용되는 실천적 건축을 탐구한다.

나. 건축공학전공(4년 전공)
건축공학전공은 건축의 공학적인 모든 부분을 연구하는 분야이다. 건축물이 안전하게 설계되고 시공될 수 있도
록 연구하는 구조설계, 설계대로 건축물이 건설될 수 있는 기술을 연구하는 건축시공, 그리고 건축물에서의 빛, 음,
열 등을 연구하는 건축환경 분야로 크게 나누어진다. 세부적으로 환경, 시공, 건설경영, 구조 및 구조재료 등을 배
우고 연구하게 된다. 구체적으로 건축공학전공에서는 수학, 물리 등 이공계 교과목의 이수가 필수적이며, 그와 더
불어 공학수학, 유체역학, 열역학 및 열전달, 건설경영, 시공기술, 재료역학, 구조역학, 구조설계 및 계획설계 등에
이르는 교과목을 공부할 수 있다. 뿐만 아니라 창의적인 공학설계를 통하여 혁신적이고 친환경적인 건축물의 설계
기술 능력을 갖추게 된다. 건축공학전공은 건축공학의 다양한 설계기술 능력과 엔지니어로서의 기본지식을 활용하
여 보다 안전하고 경제적이며 사람이 사용하기에 편리하고 편안한 건축물을 구현하도록 교육하고 있다. 더하여 내
진, 내풍, 내화, 내구성 및 보수보강 등의 현실적인 문제를 공학적으로 해결할 수 있도록 실용적인 면을 강조하고 있
다. 산업과의 연계를 통해 살아있는 전공지식을 지니도록 도와주며, 경제 및 경영에 대한 기본 소양도 함께 교육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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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연구실
가. 건축의장 연구실 (김광현 교수)
건축의장 연구실은 ‘인간’을 바탕으로 건축의 존재방식을 탐구하며, 이를 건축설계와 이론에 실제로 적용하는 과
제를 연구하고 있다. ‘공동성’(commonness)에 근거한 건축을 지향하고, ‘우리’와 ‘지금’ ‘이 장소’가 요구하는 건축
설계와 건축이론에 대한 탐구와 정립이 우리의 연구 과제다.

나. 건축환경계획 연구실 (김광우, 여명석 교수)
건축환경계획 연구센터는 서울대학교 공과대학 건축학과에 1989년에 설립되었다. 건물의 성능, 외피, 복사 냉난방,
실내 공기질 등 건물 에너지 시스템과 환경적 솔루션에 관한 다양한 연구를 진행하고 있다.

다. 건설기술 연구실 (이현수, 박문서 교수)
최근 국제화되고 있는 사회환경과 국내 건설산업의 활발한 해외진출로 인해 건설환경이 급격하게 변화하면서
건설경영의 연구도 기존과는 다른 접근방식이 요구되고 있다. 이에 따라 건설기술연구실도 건설 패러다임의 변화를
이해하고 그에 부합하는 연구성과를 달성하고자, 30년 넘게 쌓아 온 건설관련 지식체계를 바탕으로 더욱 연구에
정진하고 있다. 보다 효율적인 건설기술 및 경영, 다양한 건설 주체 종합적으로 고려한 시스템적 어프로치, 친환경적 건설 및
지속 가능한 개발, 지식 기반 건설계획 등에 대한 연구를 통해 국내 건설산업의 세계적 수준으로의 발전을 꾀하고 있다.

라. 건축도시공간 연구실 (최재필 교수)
건축도시공간연구실(LAUS)은 1999년 설립되어 현재에 이르기까지 공간을 해석하고 계획/기획에 관련한 여러
연구를 수행하고 있다. 인간적이고 합리적인 공간을 창조하기 위하여, 건축 및 도시공간의 사회적·문화적 배경을
이해하고, 논리적인 방법론을 통해 건조환경 계획을 발전시키고자 하며, Space Syntax, ERAM, VAE등의 공간
분석 모델 연구 및 프로그램 개발, 정량적이고 논리적인 공간 분석, 공간의 사회적, 문화적 해석, 건축관련 프로젝트
기획 등의 연구를 수행하고 있다.

마. 공간·조형·설계 연구실 (김현철 교수)
건축계획연구와 건축설계디자인, 조형예술을 주요 주제로 연구하는 연구실로 공간, 조형, 설계에 관한 과제 및
프로젝트를 수행하고 있다. 1대1 설계지도 방식을 채택하여 이론과 설계 능력을 동시에 갖춘 디자이너를 배출하는
것을 목표로 삼고 있다. 2011년 현재 김현철 교수님의지도 아래 40여명의 석, 박사를 배출하여 실무건축가, 대학교
수, 정부기관 연구원 등으로 활동하고 있거나 프랑스, 영국, 미국 등지에서 유학 중이기도 하다.

바. 구조재료 실험실 (홍성걸 교수)
연구실의 주요 관심사는 구조역학의 시각적 이해를 토대로 새로운 재료개발의 응용에 있다. 스트럿-타이 모델의
기본개념을 토대로 정착-부착, 전단 그리고 변형 능력에 적용 연구를 수행한다. 실용적으로 강판전단벽의 전단강도, T
형 프리캐스트 벽체의 거동, 접합부 거동에 응용한다. 문화재의 구조공학적 연구는 목구조의 지진하중에 대한 거동, 미
륵사지 석탑의 구조 안정성 및 파손 석재의 보강법, 그리고 고분의 전돌 아치 구조의 구조적 특성을 연구한다. 아치의
시각적 해석도구와 붕괴 기구를 집중으로 연구한다. 하이브리드 화이버 콘크리트와 철근을 대신할 섬유보강 콘크리트
부재의 개발을 위해 다단계 역학적인 모형을 연구한다. 또한 나노 재료를 응용한 내화 콘크리트 개발을 시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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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강구조내진설계 연구실 (이철호 교수)
본 연구실은 강구조 전반에 걸친 다양한 연구와 내진설계에 관한 공학적 연구를 수행한다. 2003년 연구실이 생긴
이래로 민간 및 정부기관 발주의 다양한 프로젝트들을 수행해왔으며 최근에는 내화설계, 연쇄붕괴문제 등 보다 다양
한 주제로 연구 범위을 점차 확장시켜왔다. 연구의 효율성 증대 및 연구결과의 실증성 재고를 위해 실험은 물론 고급
의 해석적/수치적 접근법 모두를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있다. 연구실 졸업생들은 국내외 대표적인 구조설계사무소,
건설사 및 연구기관 등에서 활발한 활동을 하고 있다.

아. 건축계획 및 설계 연구실 (최두남 교수)
최근에 이르러 건축은 다양한 공법과 구조 그리고 새로운 소재의 사용을 통하여 건물형태나 표면재료의 다양함이
건축설계의 중요한 요소로 부상하고 있다. 특히 건축설계에 있어 재료의 선택과 물성에 대한 감각은 건축가의 설계
능력을 평가하는 중요한 요소로 간주되고 있다. 또한 건축을 포함하여 디자인에 내재되어 있는 사고의 깊이와 창의
력 그리고 이를 지원하는 물리적 표현의 총체적인 질이 모든 디자인의 평가 기준이 되고 있다. 이러한 시점에서 디
자인의 질을 국제수준으로 발전시키고 창의력과 개념 및 감성적인 측면에서 미래의 디자인을 주도하여 나갈 수 있
는 상황을 조성하는 것이 매우 시급하고 중요한 과제로 떠오르고 있다.

자. 건축사 연구실 (전봉희 교수)
건축사연구실은, 한국의 건축사를 중심으로, 한국과 역사적으로 깊은 관계를 맺어온 중국 및 일본을 포함한 동아
시아 지역의 건축문화에 대한 폭넓은 연구를 통하여, 인간과 건축 사이의 보편적 관계를 찾는 노력을 계속하고 있
다. 규장각과 국가기록원의 도면아카이브의 발굴, 전국의 문화재 한옥에 대한 아카이브 구축, 중국의 북경과 베트
남 하노이에 대한 현지 조사 연구, 한옥의 현대화 프로젝트 등이 최근 진행되었거나 진행되고 있는 작업들인데, 각
각 한국건축사의 기초를 확충하고, 외연을 확장하며, 실천적 성격을 회복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다.

차. 건축구조시스템 연구실 (박홍근 교수)
건축구조시스템 연구실에서 과거에 수행되었고, 현재 수행되어지고 있는 연구들은 다음과 같다. 다양한 응력상태
에 대한 콘크리트 재료모델에 대한 연구, 지오폴리머 및 황토를 활용한 콘크리트 성능 개선, 보-기둥, 합성보-기
둥 및 슬래브-기둥 접합에 대한 연구, 내진설계 및 해석법, 고강도 콘크리트와 고강도 철근에 대한 실무 적용, 지
진동에 대한 지반-구조물 상호작용에 대한 연구들이 있다. 기술된 대부분의 연구는 학술적인 관점과 공공의 목적
을 위하여 수행된다. 다만 사기업 및 실무 엔지니어의 요청에 따라 복잡한 구조부재 및 접합부 혹은 새로이 개발된
기술들에 대한 실험 및 해석연구를 수행한다.

카. 고성능구조공학 연구실 (강현구 교수)
고성능구조공학 연구실은 자연과 구조물과의 조화를 고려한 학문과 기술을 추구한다. 이를 위하여 고성능콘크리
트, 프리스트레스트콘크리트, 포스트텐션콘크리트, 합성콘크리트, 섬유보강콘크리트 그리고 친환경콘크리트 등을
활용한 다양한 구조의 설계 및 신재료 적용에 관한 연구를 수행하고 있다. 궁극적으로 안전하고, 경제적이며, 환경
친화적인 설계모델과 기준개발에 밀접하게 관여한다.

타. 도시건축설계 연구실 (김승회 교수)
도시와 건축의 실무와 이론을 통합적으로 탐구하고 실천하는 작업공간으로서 도시건축설계연구실이 설립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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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건축설계연구실에서는 도시-건축-산업디자인으로 이어지는 총체적 디자인 프로세스를 연구와 실제 프로젝트
를 통해 실행한다. 세계의 대표적인 메트로폴리스인 서울을 대상으로 도시-건축의 관계를 탐구한다. 도시의 프로
그램, 도시조직과 건축의 관계, 도시기반시설과 건축에 관한 연구 등을 진행한다. 도시디자인의 시발점이 된 서울
디자인 기본계획, 지방도시의 역사문화자원을 바탕으로 도시설계를 수행한 아산시와 김제시의 도시디자인 프로젝
트, 미군부대 이전지 재활용을 제안한 용산미군기지 활용계획 등, 다양한 실제 프로젝트를 통해 도시와 건축, 산업
디자인으로 이어지는 총체적 도시디자인을 제안했다. 또한 롯데부여리조트, 이우학교, 이화외고, 영동교회, 문학동
네, 세계장신구박물관, 방배동 주택 등 건축설계프로젝트를 수행하였다. 건축프로젝트의 성과는 여러 차례의 건축
잡지 특집을 통해 소개되었다. 연구와 프로젝트뿐 아니라 흥미롭고 다양한 건축이벤트를 진행하였다.

파. 도시건축보전계획 연구실 (박소현 교수)
도시건축보존계획연구실 (UFCL: Urban Form and Conservation Lab)은 우리가 살고 있는 도시 및 지역사회의
역사적, 문화적, 일상적 장소에 대해 그 특성과 의미를 해석하고, 이들을 보다 나은 질의 생활공간으로 만들어 가려
는 노력을 함께 모색하는 곳이다. 도시설계, 도시보존, 도시형태의 분야에서 “역사적 문화적 도시건축 장소의 포용
적 해석,” “역사문화 환경의 보존과 지역재생,” “일상의 도시건축과 참여형 동네설계,” “근린환경의 보행성과 걷기
좋은 동네계획,” “건강공공재 오픈스페이스” 등의 세부 연구주제를 탐구한다.

하. 건축도시이론 연구실 (백진 교수)
건축도시이론연구실의 주된 관심사는 현상학의 의의, 즉 차이와 동일의 변증법, 일상에 대한 긍정성, 신체와 지
각에 관한 탐구, 상황성, 환경윤리 등을 이론의 차원에서 연구하고, 실질적인 계획과 디자인의 원리로 승화시켜 나
아가는 것이다. 건축도시이론연구실은 년 중 해외학회참석 및 해외도시 답사, 국내 월례 답사, 그리고 건축도시 이
론과 사례에 관한 꾸준한 월례세미나를 통해 자료를 축적하고, 경험의 폭을 넓히며, 비판적 안목을 배양하고, 종국
에는 공동으로 책을 출간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또 이론적 연구결과의 적용 가능성을 탐색하는 계획 및 디자인 프
로젝트도 진행한다.

- 23 -

3. 건축학과 교과
가. 전공이수 표준 형태 : 건축학 전공 (5년 과정) ※ 추후 변경될 수 있음.
1학기
학년
교과목명

1

2

대학영어 1
과학과목 1
사회와 이념 과목
수학 및 연습 1
기초스튜디오(건축과 표현)
건축과 컴퓨터
과학과목 3
공학수학
기초스튜디오(건축과 환경)
건축사1
환경계획1

계

3

2학기
학점
교양 전공 계
2
4
3
3
3
3
4
3

건축설계스튜디오 3-1
건축과 사회
건축재료계획
한국건축
전공 선택 1
· 행위와 공간

18
6
3
3

건축설계스튜디오 4-1
건축법과 제도
건축과 도시설계
전공 선택 3
· 주거계획
· 디지털디자인스튜디오
일반 선택 1
건축설계스튜디오 5-1
건축이론세미나
건물시스템
전공 선택 5
· 건축기획

6
3

12

15

18
6
3

15
6
3

건축설계스튜디오 5-2
건축실무
전공 선택 6
· 도시문화와 보전
· 실내설계
일반선택 4

18

15

6

15

70

12

12

15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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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공통 전공과목
중 ‘건축시공’
‘건물열 유체시
스템’,
‘Fabrication디
자인’은 선택과
목.

6

18

52

과학과목의 경
우, 의과대학처
럼 맞춤형 교
과과정으로 학
습할 수 있도
록 추진.

3

15

총계
19

비고

6
3
3
3

전공 선택 4
· 아시아건축과 도시
· 도시·건축공간계획
일반 선택 2

일반선택 3
15

3
3

건축설계스튜디오 4-2
건축설비계획

3

계

3
3

18

6

18
6
3
3

학점
교양 전공 계
2
3
3
4
3
3

건축설계스튜디오 3-2
건축구조계획
건축의장
건축시공계획
전공 선택 2
· 디지털디자인연구

3

계

5

12

6
3
3
3

계

4

9

대학영어 2
수학 및 연습 2
대학국어
과학 과목 2
기초스튜디오(건축과 구조)
건축구조시스템
문학과 예술 과목
역사와 철학 과목
건축사2
건축구조(건축재료역학 1)
Fabrication 디자인(6학점)
건물열 유체시스템(3학점)
건축시공1(3학점)

3
3
3

3

교과목명

54

73

15

15

구
분
졸
업
필
수
선
택

교 전
계
양 공
37 110 160
37 105 142
27

나. 전공이수 표준 형태 : 건축공학 전공 (4년 과정) ※ 추후 변경될 수 있음.
1학기
학년
교과목명

1

학점
교양 전공 계

교과목명

2

대학영어 2

2

과학과목1

4

수학 및 연습 2

3

사회와 이념 과목

3

대학국어

3

수학 및 연습 1

3

과학 과목 2

4

기초스튜디오(건축과 표현)

3

기초스튜디오(건축과 구조)

3

건축과컴퓨터

3

건축구조시스템

3

12

6

18

12

과학과목3

4

문학과 예술 과목

3

공학수학

3

역사와 철학 과목

3

6

기초스튜디오(건축과 환경)

3

건축사2

3

건축사1

3

건축구조(건축재료역학 1)

3

환경계획1

3

Fabrication 디자인(6학점)
건물열 유체시스템(3학점)

과학과목의 경우,
의과대학처럼 맞
춤형 교과과정으
로 학습할 수 있
도록 추진.

18
2-2
공통 전공과목 중
‘건축시공’
‘건물열 유체시스
템’,
‘Fabrication디자
인’은 선택과목.

6

건축시공1(3학점)
계

3

7

16

6

12

건축재료역학 2

3

건물열유체시스템 2

3

철근콘크리트 1

3

건축과 컴퓨터 2

3

건축전기 및 조명이론

3

건축시공2

3

6

전공 선택 2
· 건축설비 1
· 철근콘크리트 2
· 철골구조설계

6

전공 선택 1
· 건축환경계획2
· 건축재료
· 건축구조해석
· 건설관리

계

15
건축공학시스템설계

15

15

18

15

3

전공 선택 3
· 건축환경설계
· 구조동역학
4

9

비고

학점
교양 전공 계

대학영어 1

계

2

2학기

전공 선택 4
· 건물유지 및 관리
· 건축측량
· 토질 및 기초공학
전공 선택 6
· 구조 및 재료실험
· 건설기술

3

전공 선택 4
· 건설경영
· 구조설계
· 건축설비 2

3

계

9

3

3

9

6

6
구분 교양 전공 계
졸업 37 62 130

총계
18

25

43

12

12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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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

46 필수 37 54 91

12

12 선택

24

4. 졸업 후 진로
가. 건축학 전공
건축사사무소, 실내디자인, 조경설계, 도시설계, 조명설계, 공공분야(중앙 및 지방정부, 정부투자기관, 국책연구
소, 정부산하기관), 시공분야(건설회사), 연구분야(대학원, 연구소), 기타분야(부동산 컨설팅, IT업계, 건축저널 전
문기관 등학계·연구소 대학 교수, 공공투자기관, 국책기관연구원 등

나. 건축공학 전공
건설회사, 건축구조설계사무소, 건축설비설계사무소, 건축공학 관련 연구소, 감리회사, CM회사, 부동산 개발회
사, LH공사 등 정부투자기관, SH공사 등 지방공사, 연구소, 건축공학 관련 엔지니어링 전문회사 등

5. 건축학과를 지원하고자 하는 학생이 갖추어야 할 자질
가. [공대가 좋아] 강현구 교수 미니 강연
* 인문학적 소양부터 물리나 수학과 같은 공학, 예술‧문화 분야까지 넓은 스펙트럼을 아우르는 융합적 능력
이 필요한 학문, 구체적으로 인문학적 소양, 공간지각력, 아이디어를 표현할 수 있는 미술적 재능, 수학과
과학의 기본소양 등이 필요하다.

나. [공대가 좋아] 백진 교수 미니 강연
* 역사와 이론, 건축계획, 설계(디자인)이 건축학 영역이고 구조, 시공, 환경이 건축 공학의 영역이다. 자기가
상상하는 공간을 표현할 수 있는 공간 지각력과 상상력 그리고 자기가 상상한 것을 표현할 수 있는 언어구
사 능력이 중요한 자질이라 말할 수 있다. 예술적 감각도 더불어 중요한 자질이다.

다. 고려대학교 건축학과 소개자료(이런 학생 건축학에 딱!!)
* 미술과목 및 공작수업에서 공간에 대한 호기심과 창의력이 무한하다.
* 공간 지각력과 손재주가 뛰어나다.
* 기능적이고 실용적인 공간을 창조하는 예술적 재능과 미적 감각을 지녔다.
* 아름다운 스케치와 건물표현 능력을 가졌다.
* 사물에 대한 호기심과 환경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있다.

라. 연세대학교 전공안내서(건축학과)
* 어떤 친구들이 오면 좋을까요?
건축은 공간을 창조하는 행위입니다. 자신이 설계하고 시공한 것이 대지 위에 완성되었을 때의 기쁨은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건축분야는 자신의 창조력을 넓은 땅위에 펼쳐보고 싶은 분에게 안성맞춤인 분야
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인생에서 자신의 창조물을 남겨 놓고 갈 수 있다는 것은 상당히 매력적인 부분 아닐까요?
* 향후 건축공학과를 전공할 것을 대비하여 지금 준비한다면 도움이 될 만한 것들을 알고 싶어요
건축학이나 건축공학 모두 건물에 대해 항상 분석하고 생각하는 것이 기본입니다. 남는 시간을 잘 활용해
서 건축잡지 등을 보는 것도 굉장히 좋은 방법입니다. 또한 어디를 가더라도 ‘이 건물이 왜 이렇게 지어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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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까? 여기가 이렇게 지어졌으면 더 편했을텐데!’ 와 같은 건축가적 생각을 항상 해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건축은 창조하는 것이므로 정해진 답이 없습니다. 항상 비판적인 사고를 하세요!

마. 단국대학교 건축대학 건축학과 전공 소개자료(어떤 적성이 필요하나요)
* 건축학과 : 건축을 하려는 사람들은 창조적이고 독창적인 사고방식을 갖춰야 합니다. 새로운 시각으로
사물과 현상을 바라볼 수 있어야 하며, 논리적인 분석력과 폭넓은 시야를 가지고 주변을 살펴보는 섬세함,
예리한 감수성 등이 요구됩니다. 따라서 미적 감각이 있고 문화예술분야의 전반적 관심이 많은 학생이라면
건축분야에서 좋은 결과를 거둘 수 있을 것입니다.
* 건축공학과 : 건설기술 분야에서 필요한 전문성을 갖추기 위해 과학과 수학, 컴퓨터 등 공학적 소양이 필요
하며, 논리적으로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능력을 반드시 갖춰야 합니다. 특히 건축공학의 특성상 협동심과
리더쉽이 강조되고 있습니다. 또한 건설산업의 국제화에 대비해 외국어 능력 및 컴퓨터 응용 등에 소질이
있으면 더욱 더 유리한 사회진출 기회를 가질 수 있습니다.

바. 2015 전공탐색을 위한 충북대학교 안내서(건축학과 - 입학준비 Tip)
* 우리학과에 어울리는 나 찾기 : 난 풍부한 상상력과 세심한 관찰력이 있다!
난 무언가를 만드는 것을 좋아하고 돌아다니기를 좋아한다!
* 전공관련 교과목 : 윤리, 사회, 문화, 미술
* 전공관련 비교과활동 : 독서·논술교육, 진로와 직업탐색, 창의성 교육, 문예창작반, 시사탐구&토론반,
회화·공예반
* 봉사활동 : 돌봄활동(환우·장애인·독거노인·도시락배달 등), 학습도우미(복지관·방과후 학교· 부진학생 등)

사. 전남대학교 공과대학 건축학부 건축공학전공 소개자료(이런 자질이 필요해)
* 고교 교육과정 이수를 통해 수리, 자연과학의 통합적 사고로 문제해결능력을 배양하고자 하는 노력
* 친한 고교 교과 : 수학, 영어, 과학

아. 경희대학교 전공안내
* 건축학과 : 건축구조는 모든 건축물의 실제 건설을 가능하게 해주는 매우 중요한 분야입니다. 따라서 공학적
지식과 직관적인 이해력이 요구되는 분야입니다. 또한 수많은 인명을 책임지면서 동시에 경제적으로 효율적인
건축물을 설계한다는 의무감과 진취적인 도전 의식은 중요한 역량입니다. 건축환경 및 설비는 쾌적한 실내
환경을 조성하여 건강을 향상시키기 위한 학문 분야입니다. 인간과 학문에 대한 폭넓은 안목을 기르기 위한
창의력과 탐구정신이 요구됩니다.

자. 워크넷 학과 정보 적성과 흥미
* 건축학과 : 건축학을 공부하기 위해서는 공간지각력, 미술감각 그리고 복잡한 문제의 관계성을 이해하고
적용하는 능력이 필요합니다. 건축 분야는 시대적 문화와 예술을 반영하므로, 문화적, 기술적, 예술적인 능
력의 통합적인 소질을 가진 학생에게 적합한 분야입니다.
* 건축공학과 : 수학, 과학 등 기초 과학분야의 기본지식이 있어야 하고 건축학과와 마찬가지로 미적 감각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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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으면 도움이 됩니다. 건축설비공학과에서는 건축물을 보다 쾌적하고 편리하게 하기 위해 필요한 각종 냉
난방설비, 소화설비, 가스설비 등의 설계와 시공을 배우게 되므로 건축뿐만 아니라 기계분야에 대한 지식과
흥미도 많이 필요합니다.

6. 건축학과 지원 학생을 위한 추천도서
가. [공대가 좋아] 추천
* 강현구 교수 : 에릭시걸 [THE CLASS], [Doctors]
* 백진 교수 : 백진 [풍경류행]

나. 고려대학교 건축학과 소개자료(미리보는 건축학)
* 매튜 프레더릭 [건축학과에서 배운 101가지]
* 김수근 [좋은 길은 좁을수록 좋고 나쁜 길은 넓을수록 좋다]
* 김석철 [세계건축기행]

다. 전남대학교 「고교생을 위한 모집단위 추천도서」
* 장정제 [알기 쉬운 건축], 유홍준 [나의 문화유산 답사기], 미셀 루트번스타인 [생각의 탄생], 서현 [건축,
음악처럼 듣고 미술처럼 보다], 이영수 [건축 콘서트], Roger K Lewis [건축가가 되는 길]

라. 2015 전공탐색을 위한 충북대학교 안내서
* Roger K Lewis [건축가가 되는 길], 김석철 [세계 건축기행], 이용재 [딸과 함께 떠나는 건축여행 1, 2, 3],
안도다다오 [연전연패], 매튜 프레드릭 [건축학교에서 배운 101가지]

7. 자료 출처
항목

자료 출처

1. 학과소개

서울대학교 건축학과 홈페이지 - 전공 소개

2. 연구그룹

건축학과 홈페이지 – 연구활동 - 연구실 소개

3. 건축학과 교과

서울대학교 건축학과 사무실 자료

4. 졸업 후 진로

서울시립대 전공소개서 – 건축학부

․ 동아사이언스 – 최정문의 공대가 좋아 시즌 1. 3편 서울대 건축학과 강현구 교수
(http://www.dongascience.com/broad/view/23/special)
․ 동아사이언스 – 최정문의 공대가 좋아 시즌 2. 7편 서울대 건축학과 백진 교수
(http://www.dongascience.com/news/view/5031/news)
․ 고려대학교 전공 소개자료
․ 연세대학교 전공 소개자료
6. 건축학과 지원 학생을 위한 추천 ․ 단국대학교 건축대학 건축학과 전공 소개자료
․ 전남대학교 전공소개 e-book
도서
․ 경희대학교 전공안내
․ 2015 전공탐색을 위한 충북대학교 안내서
․ 워크넷 학과 정보
5. 건축학과를 지원하고자 하는 학생이
가져야 하는 자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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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계항공공학부

1. 학부 소개
기계항공공학(Mechanical and Aerospace Engineering)은 일상생활에 필요불가결한 미래자동차 기술, 그리고 전
국토를 하루 생활권으로 현실화하는 초고속열차기술, 더 나아가 지구 전체를 국경 없는 세계국가로 만든 현대항공
기술과 다양한 응용성을 보여주며 미래 생활공간인 우주를 개척하는 인공위성우주기술, 우리 생활을 안락하고 편
안하게 해주는 에너지기술과 수많은 현대식 공장들의 자동화된 첨단 로봇 생산시스템기술 등의 근간을 이루는 첨
단핵심공학 학문분야이다.
최근에는 학문의 복합화, 융합화 추세에 따라 극초미세 MEMS 나노기술, 인간의 질병치료와 연관된 인공장기 등
Bio-mechanics기술, 인체의 공학적 해석을 시도하는 스포츠과학기술 등도 새로운 기계항공공학분야로 대두되고
있다. 서울대학교 기계항공공학부는 이와 관련된 국가의 핵심산업체와 전문연구소 등이 요구하는 창의적 연구 인
력과 대학의 관련 학문분야 교수요원 육성을 교육 목표로 지향하고 있다.
본 학부의 교수와 대학원생들은 본 학부와 연관된 정밀기계설계공동연구소, 항공우주신기술연구소, 차세대자동
차신기술연구센터, 마이크로열시스템연구센터, 비행체기술특화연구센터, 터보동력기계연구센터 등을 통하여 산학
협동 연구 및 국제교류 등을 활성화시키고 있으며, 또한 수많은 창의적 연구사업과 국가지정연구실사업 등을 지정
받아 국제적 수준의 연구 및 대학원생 교육에 임하고 있다.
차세대 기계항공시스템 창의설계 인력양성사업단으로 21세기 지식기반사회 구축 및 고급인력양성을 위해 노력
하고 있다. 본 사업단은 세계적인 수준의 연구중심 대학을 목표로 대학원 교육 및 연구활동 강화, 제반 학사제도
개선, 사업성과의 산업화를 위한 지원체제 구축, Benchmarking 대상 대학과의 장기해외연수 등의 꾸준한 교류와
더불어 동북아 국가들과의 워크숍 개최 등 활발한 국제협력을 수행하고 있다.
또한 세계수준의 연구중심대학 육성사업 WCU는 교육부와 한국연구재단이 지원하는 범국가적인 사업이다. 서울
대학교 기계항공공학부 내에 설치된 멀티스케일 기계설계 전공은 대학원 교육과정으로, 나노스케일에서 발생하는
현상들을 물리적으로 해석하는 능력을 함양함과 동시에 연속체에서 나타나는 특성들을 마이크로 스케일 관점에서
해석함으로써 새로운 관점의 융합학문을 발전시키고, 관련분야의 연구, 교육을 포괄적으로 수행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이 전공에는 석사과정, 박사과정, 석박사 통합과정을 두고 대학원생들이 멀티스케일 기계설계과 관련된 교육
과 연구를 단계별로 수행하게 된다.
기계항공공학부는 기계공학과와 항공공학과로 나뉜다. 기계공학은 일상생활에 필요불가결한 미래자동차 기
술, 그리고 전 국토를 하루 생활권으로 현실화하는 초고속열차기술, 더 나아가 우리 생활을 안락하고 편안하게 해
주는 에너지 기술과 수많은 현대식 공장들의 자동화된 첨단 로봇 생산시스템기술 등의 근간을 이루는 첨단핵심공
학 학문분야이며, 최근에는 학문의 복합화, 융합화 추세에 띠라 극초미세 MEMS 나노기술, 인간의 질병치료와 연
관된 인공장기 등 Bio-mechanics기술, 인체의 공학적 해석을 시도하는 스포츠과학기술 등도 새로운 기계공학분야
로 대두되고 있다. 반면 우주항공공학은 지구 전체를 국경 없는 세계국가로 만든 현대 항공 기술, 우주를 개척하는
우주발사체 및 인공위성 등 첨단운송체 개발 및 우주 기술의 근간을 이루는 미래 산업에 중추적인 첨단 연구개발
분야이다. 또한 일상생활에 필요불가결한 미래자동차 기술, 전 국토를 하루 생활권으로 현실화하는 초고속열차기
술, 더 나아가 우리 생활을 연락하고 편안하게 해주는 에너지 기술 등은 우주항공공학의 다양한 응용성을 보여준다.
아직 우리나라의 우주항공기술 및 산업은 개발 초기단계라 할 수 있으나 첫 우주발사체인 나로호 발사, 한국형 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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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업과 스마트 무인기사업 등 짧은 역사에 비해 큰 성장을 이루고 있다. 또한 중형 항공기 사업, 다목적 실용위
성계발, 달탐사 프로젝트 등과 같은 대규모의 개발계획을 진행함으로써 일류 우주항공산업국으로서의 성장을 준비
하고 있다.

2. 연구그룹
가. 기계공학전공
1) 역학 연구 그룹
역학그룹에서는 자동차, (풍력)발전기, 철도차량과 같은 다양한 구조물의 동적/정적 거동을 역학적 관점에
서 해석하고 해석결과를 통해 시스템 설계·생산·운용을 최적화함을 목적으로 한다.
현재 주요 연구내용은, 구조기반 복합 물리장에서의 구조/진동/파동 해석, 스마트시스템(압전/자기변형) 해
석, 멀티스케일(나노, 마이크로, 매크로) 해석, 시스템 고장진단 및 예지 등의 연구를 시뮬레이션, 실험, 센서,
통계이론 등 다양한 기법을 이용하여 수행한다. 해석결과는 형상/크기/위상 최적설계 기법을 통해 시스템의
경량화, 성능, 신뢰성, 내구성 최적화에 쓰이고 있다.
연구실

연구분야

멀티피직스시스템 설계 연구실

․ 교수 : 김윤영
․ 연구분야 : 멀티피직스 시스템의 위상최적설계 기법, 파동/진동 특수현상 연구, 고성능 초음파
트랜스듀서 개발

시뮬레이션 주도 구조설계 연구실

․ 교수 : 김도년
․ 연구분야 : 역학을 기반으로 한 첨단 시뮬레이션 기법에 대해 연구하고 이를 극한구조체, 생체
나노구조, 스포츠장비, 의료기기 등 다양한 구조물의 해석 및 설계 응용

시스템 건전성/리스크 관리 실험실

․ 교수 : 윤병동
․ 연구분야 : 통계기반 시스템 신뢰성, 건전성 진단 및 고장예지를 발전기, 자동차, 스마트폰, 배
터리 등에 적용

지능구조설계 연구실

․ 교수 : 조맹효
․ 연구분야 : 다양한 사이즈의 물질 및 구조해석 및 설계을 위해 효율적인 멀티스케일 해석방법개발

2) 생산 및 설계 연구 그룹
생산 및 설계 분야에서는 기계 시스템의 설계 및 생산을 위한 제반 분야의 연구를 수행한다. 설계에 있어서
는 고전적인 최적/견실 기계설계 이론 뿐만 아니라 CAD/CAM 활용, 생체역학과 HCI 그리고 최근 들어서는
인터넷 기반, 탠저블 사용자 인터페이스 및 뉴미디어 기술을 접목한 미래형 기계시스템을 연구하고 이를 초
정밀 가공기계부터 미래형 서비스 로봇까지 광범위한 설계에 응용한다. 생산에 있어서는 다양한 마이크로/나
노 가공, 조형 및 제조 이론을 접목한 첨단 제조 시스템을 개발한다. 특히 복합재료 및 스마트재료를 사용한
나노부터 매크로 크기의 구조/구동기/로봇의 설계 및 제작에 대한 연구를 수행하고 이를 연료전지와 같은 첨
단 에너지/환경/적정기술에 응용한다.
3) 열공학 연구 그룹
열공학 분야에서는 차세대 에너지 변환 및 이용에 관한 광범위한 연구를 수행한다. 고효율/저공해 내연기관
및 하이브리드 시스템 개발, 연소 및 대체연료에 관한 실험과 시뮬레이션 연구, 천연냉매를 이용한 친환경 냉
난방 열펌프 시스템 개발, 에너지 사용 및 온실가스 발생의 생애주기 분석 등을 수행하고 있다. 최근에는 마
이크로/나노기술과 에너지기술을 융합하여 그래핀, 나노유체 등의 물질을 이용하는 광에너지 및 분자에너지
원천기술 개발을 통해 기존의 화석연료 에너지 시스템과 경쟁할 수 있는 미래형 태양전지 및 연료전지 기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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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 연구도 진행하고 있다.
4) 동역학, 제어, 로보틱스 연구 그룹
동역학 및 제어 분야는 자동차, 로봇과 같은 기계 시스템을 개발하고 이에 대한 동역학적 분석과 시스템에 적
합한 제어 알고리즘을 개발하여 창의적이고 탁월한 성능을 가진 새로운 기계 시스템을 만들어 나가는 연구를
수행한다.
연구실

연구분야

로보틱스 연구실

․ 교수 : 박종우
․ 연구분야 : 복잡한 기계/로봇 시스템의 역학적 계산을 통해 최적의 움직임이 무엇인지에 대한
수학적 정의 및 증명을 도출하여 실제 시스템에 도입을 하게 된다. 그 과정에서 가
상의 시물레이션을 통해 실제 운동의 형태를 보다 적확히 예측하고 실험할 수 있
도록 컴퓨터 프로그램 및 해석 기법을 이용 할 수 있도록 한다.

음향 진동 연구실

․ 교수 : 강연준
․ 연구분야 : 동적 시스템의 근본적인 성질인 진동 특성 연구를 통해 특정 기계 시스템의 제어
를 위한 시스템 해석 연구를 수행할 수 있다. 진동 특성과 함께 진동에 의해 생기
는 음향 특성 연구 또한 여러 가지 재료의 음향학적 분석을 통해 이루어질 수 있
다.

차량동역학 및 제어 연구실

․ 교수 : 이경수
․ 연구분야 : 기계 분야의 대표적 시스템인 차량에 관해 다양한 환경에서 안정하고 효율적인 제
어 통해 보다 안전하고 높은 성능의 차량 개발이 가능 할 수 있도록 한다. 차량에
대한 완벽한 동적 분석과 제어 기법의 적용을 통하여 높은 안정감과 효율을 가져
올 수 있도록 한다.

바이오로보틱스 연구실

․ 교수 : 조규진
․ 연구분야 : 자연의 원리를 이용하고 새로운 재료와 생산 기술을 활용하는 Bio-inspired Soft
Robot에 관한 연구를 수행하고 있으며 장애인을 위한 입는 로봇을 비롯한 의료용
로봇에 이러한 기술을 적용하는 연구를 하고 있다.

인터랙티브/네트워크 로보틱스
연구실

․ 교수 : 이동준
․ 연구분야 : 사람 또는 실제/가상환경과 상호작용을 하며, Internet과 같은 불완전한 통신매개
를 가지는, 하나 또는 다중 로봇시스템의 역학 및 제어 문제를 연구한다. 원격제어,
햅틱, 다중 mobile manipulator, 기계조작용 비행로봇 등의 연구를 수행하고 있다.

5) 유체공학 연구 그룹
유체공학그룹은 에너지변환과 생명체 활동의 근본이 되는 유체의 운동과 관련된 기초 및 응용 연구를 수행
하고 있다.
6) 나노/바이오 연구 그룹
마이크론 혹은 나노미터의 시스템을 다루는 학문으로써, 최근 눈부신 과학기술의 발전으로 인해 가능해진
매우 작은 크기의 물리량을 제어하려는 분야이다. 주로 마이크로/나노 구조물을 제작하고 다양한 분야에 응용
을 하고 있다. 보유하고 있는 다양한 기술을 토대로 신개념의 태양 전지 및 연료전지, 플라즈모닉스 등의 새
롭게 구현되는 초물성을 실제 에너지소자에 적용, LED를 이용한 미세조류 성장 제어, 탄소 나노 와이어의 제
작, 생체 모사를 통한 가역적 건식 접착 시스템의 개발, 연꽃잎 구조를 모방한 초소수성 표면, 마이크로 채널
안의 유체의 유동을 제어하여 제작하는 다기능 바이오칩 등의 연구가 진행되고 있다.

나. 우주항공공학전공
1) 추진 및 연소 연구 그룹
항공기 부품 중 가장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항공 우주용 추진기관에 대한 연구분야로 램제트 엔진, 로켓
추진, 가스터빈 등의 연소에 관한 연구를 수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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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실

연구분야

항공우주추진 연소 연구실

․ 교수 : 정인석
․ 연구분야 : 스크램제트 엔진, 초음속 연소, 램제트 엔진, 로켓 추진

고에너지 응용연구실

․ 교수 : 여재익
․ 연구분야 : 스펙트로스코피를 이용한 우주탐사, 충격파 이용 약물투여 기법, Laser Kill
System, 멀티피직스 충격파 코드

로켓추진연구실

․ 교수 : 윤영빈
․ 연구분야 : 액체로켓 연료 분사기 설계, 램제트 및 가스터빈 엔진 연소 현상, 난류 확산 화염

2) 공기역학 연구 그룹
항공우주공학의 근간이 되는 유체역학 및 항공역학을 기반으로 전산유체해석 및 풍동실험 공력소음, 비행
체 설계 및 최적화 등의 연구를 수행한다.
연구실

연구분야

공력 시뮬레이션 및 디자인
연구실

․ 교수 : 김종암
․ 연구분야 : CFD/PDE 수치해석 방법론, 공력최적설계 및 유동제어, 엑체/고체로켓 다물리/다상
유동해석, 유체-구조연성 및 풍동실험

극초음속 유동 연구실

․ 교수 : 김규홍
․ 연구분야 : 극초음속/고온 기체 역학, 수치해석기법 개발, Laser Kill System, 고엔탈피 유동

항공우주 비행체 설계 연구실

․ 교수 : 이관중
․ 연구분야 : 회전익기 공기역학 및 수치해석 기법, 다분야 통합 설계 최적화 (MDO), 항공기 및
지상운송체 설계 최적화, 항공 운항 안전

공력 소음 연구실

․ 교수 : 이수갑
․ 연구분야 : 전산음향해석, 헬리콥터 공기역학 및 소음 분석, 능동 소음 제어

3) 유도항법제어 연구 그룹
동역학, 유도, 제어, 항법, 항공전자 및 이에 관련된 연구분야로 항법 시스템, GPS, 비행안정성 등에 관한
연구를 수행한다.
연구실

연구분야

항공전자 연구실

․ 교수 : 기창돈
․ 연구분야 : 광역 보정위성항법시스템, Real - Time Kinematics GPS, UAV 제어 시스템,
실내 의사-위성 시스템

지능제어시스템 연구실

․ 교수 : 김현진
․ 연구분야 : 제어 응용, Multi - Agent Systems, 로보틱스 및 인공지능

비행역학 및 제어 연구실

․ 교수 : 김유단
․ 연구분야 : 지능형 비행제어 시스템 설계, 비행궤도 최적화, 유도 및 자동조종 제어

항법전자시스템 연구실

․ 교수 : 박찬국
․ 연구분야 : 관성항법시스템(INS), 개인항법시스템 (PNS), 위성항법시스템(GPS),
Kalman Filtering, 결함 발견, 고립 및 복구(FDIR)

4) 구조 및 재료응용 연구 그룹
항공우주시스템의 구조 해석 및 설계를 목적으로 수치해석 기법, 공탄성 해석, 나노소자 등에 대한 연구를 수
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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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실

연구분야

항공우주 응용역학 연구실

․ 교수 : 김지환
․ 연구분야 : 응용역학, 고온 환경 내 구조물 동적 거동, 항공 구조 형상 및 진동 제어

항공우주구조 연구실

․ 교수 : 김승조
․ 연구분야 : 인터넷 슈퍼컴퓨팅, NDE/TSA, Tapping Sound Analysis (TSA)

항공우주 시스템 연구실

․ 교수 : 김용협
․ 연구분야 : 탄소나노 소재(Carbon nano-materials), 나노응용소자(Nano-applied device),
마이크로 머시닝(Micro-machining)

지능형공탄성 및 헬리콥터 연구실

․ 교수 : 신상준
․ 연구분야 : 회전익 공탄성 연구, 터보기계 공탄성, 회전익기 진동 능동 제어

3. 기계항공공학부 교과
가. 교과과정
교과과정은 기계항공공학의 기초지식 습득을 위한 기초과정과 구체적인 전공과정으로 나누어 진다. 우선 기초
과정은 기계항공공학분야에서 갖추어야 할 기본적이고 폭넓은 지식의 습득을 위한 과정으로 열역학, 고체역학, 유
체역학, 동역학, 기계제도, 공학수학, 기계항공공학실험 등의 과목으로 이루어지는데, 이들은 전공필수과목으로 지
정되어 있어 반드시 이수해야 한다.

나. 전공이수 표준 형태
1) 기계공학전공
구분

1학기

1학년
2학년

3학년

M2794.001000* 고체역학*
M2794.001100* 열역학*
M2794.001500* 기계공학실험 1*
M2794.001600* 기계공학실험 2*
M2794.001700* 기계제품설계*
M2794.001900 기계진동학
M2794.002000 응용유체역학
M2794.002300 내연기관
M2794.002500 기계시스템해석
M2794.002600 열전달
M2794.002700 로봇공학입문
M2794.002800 센서개론

2학기
400.018 창의공학설계
M2794.001400 역학과 설계
M2794.001200* 동역학*
M2794.001300* 유체역학*

M2794.001500*
M2794.001600*
M2794.001800*
M2794.002100
M2794.002200
M2794.002400
M2794.002900)

기계공학실험 1*
기계공학실험 2*
재료와 제조공정*
시스템제어이론
응용열역학
컴퓨터이용설계 및 제작
마이크로기전시스템의 기계공학응용

아래 공과대학 공통교과목 4과목 중 1과목 필수
산업공학개론, 전기.정보공학개론, 재료공학개론, 화학생물공학개론

4학년

M2794.003000
M2794.003200
M2794.003600
M2794.003700
M2794.003800
M2794.004000
M2794.004200
M2794.004500

컴퓨터시뮬레이션과 설계
환경열공학
최적설계
음향시스템공학개론
유동과 설계
마이크로-나노 기계공학
기계시스템설계 1
기계산업경영 1

M2794.003100
M2794.003300
M2794.003400
M2794.003500
M2794.003900
M2794.004300
M2794.004400
M2794.004600
M2794.004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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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카트로닉스개론 및 실습
자동차공학
최적에너지시스템설계
마이크로가공생산
생체유동
기계시스템설계 2
통합기계설계 및 해석
기계산업경영 2
생체역학과 기계공학적응용

2) 우주항공공학전공
구분

1학기

2학기

1학년

2학년

3학년

400.018 창의공학설계
M2795.008600* 우주항공 고체역학 1*
M2795.002000* 우주항공열역학*
M2795.002200* 우주항공공학입문*

M2795.001800* 항공역학*
M2795.002100* 운동체역학*
M2795.008700 우주항공 고체역학 2

M2795.002300*
M2795.002600*
M2795.002700*
M2795.002900
M2795.003100
M2795.003200

M2795.002500*
M2795.002400*
M2795.002800*
M2795.003300
M2795.003400

압축성유체역학*
비행체제어원리*
우주항공공학실험 1*
우주항공진동론
우주항공 선형대수
우주역학

제트추진*
항공기구조역학*
우주항공공학실험 2*
우주항공센서시스템
기초공학확률

아래 공과대학 공통교과목 4과목 중 1과목 필수
산업공학개론, 전기.정보공학개론, 재료공학개론, 화학생물공학개론

4학년

M2795.003000
M2795.003700
M2795.003600
M2795.004100
M2795.004400
M2795.008300
M2795.004700
M2795.008200
M2795.004900
작1

우주항공연소론
소음공학
점성 유체역학
우주항공 마이크로/나노공학
고에너지열유체역학
전산구조해석
인공위성공학
헬리콥터공학
우주항공 통합 시스템 설계 및 제

M2795.003800
M2795.004500
M2795.003500
M2795.003900
M2795.004200
M2795.004300
M2795.004600
M2795.004800
M2795.005000

항공기개념설계
비행동역학 및 제어
전산유체역학 기초
우주비행체 임무 해석 및 설계
우주항공 응용수학
로케트추진
우주항공교통 및 항행시스템
원격통신 및 탐사
우주항공 통합 시스템 설계 및 제작 2

※ 지원 자격을 갖춘 학생은 학부에서 지정한 시기에 소정의 서식으로 반드시 전공배정 신청을 해야 하며, 전공배정
은 1년에 2회 학기별로 실시하며, 1월과 7월 전공배정을 확정하고 발표한다.

4. 졸업 후 진로
학사과정을 이수한 이후의 진로는 크게 산업체로 진출하는 것과 대학원과정으로 진학하는 것으로 나눠진다. 산
업체로 진출하면 주로 기계항공우주 산업현장에서 교육과정에서 습득한 지식을 적용하여 설계, 생산에 참여하게 되
며, 대학원으로 진학하면 위에 열거한 여러 가지 전공분야 중 하나를 선택하여 보다 깊이있는 지식의 습득과 연구과
정을 거치게 될 것이다. 그 이후로는 산업현장이나 기업체연구소, 정부출연연구소, 학계 등으로 진출하게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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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기계항공공학부를 지원하고자 하는 학생이 갖추어야 할 자질
가. [공대가 좋아] 서갑양교수 미니 강연
* 수학과 물리의 심화된 과정까지 아는 것이 중요하다.
* 나의 지식을 남에게 전달하는 능력이 중요하다.

나. [공대가 좋아] 김종암교수 미니 강연
* 무엇을 좋아하고 잘할 수 있는지를 아는 것이 중요하다.
* 90%의 인내와 노력을 감수할 수 있어야 한다.

다. 고려대학교 기계공학부 소개자료(이런 학생 기계공학에 딱!!)
* 수학과 물리, 화학은 내 손 안에 있다.
* 상상력이 무궁무진하고 한번 시작한 일은 어떻게든 끝을 본다.
* 독서를 통한 인문학적 소양으로 상상력의 연료를 꽉 채웠다.
* 기계가 너무 사랑스럽다.
* 무얼 보든 “저건 어떻게 움직이지?”를 늘 상상하고 궁금해 한다.

라. 연세대학교 전공안내서(기계공학전공 – 어떤 친구들이 오면 좋을까요?)
어렸을 때부터 기계에 관한 호기심이 많았던 친구, 과학 기술 분야에 큰 흥미를 가진 친구, 혹은 기계공학 관
련 특정 산업에 관심이 있는 친구들은 모두 기계공학도로서의 자질을 가지고 있다고 볼 수 있어요. ‘여기서
좀 더 나아가서 기발한 아이디어를 이용해 세상을 뒤흔들고 싶다!’ 라는 창의적이고 공학적인 마인드와 열
정만 가지고 있다면 기계공학도로서의 자질로는 충분하답니다. 하지만 기계공학은 수학과 과학, 과학 중에서
도 특히 물리에 대한 개념이 굉장히 중요한 학문이기 때문에 수학, 물리학적 관심이 없다면 조금 힘든 전공
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마. 전남대학교 공학대학 기계공학부 소개자료(이런 자질이 필요해)
* 과학적 탐구능력, 지적호기심, 책임감 및 끈기, 창의적 표현 능력, 협업능력
* 친한 고교 교과 : 수학Ⅰ, 수학Ⅱ, 미분과 적분, 물리Ⅰ, 물리Ⅱ, 고급물리, 물리실험, 영어, 실무영어, 영어작문

바. 2015 전공탐색을 위한 충북대학교 안내서(기계공학부 - 입학준비 Tip)
* 전공관련 교과목 : 수학, 물리, 화학
* 전공관련 비교과활동 : 산업안전교육, 진로와 직업탐색, 창의성 교육, 과학탐구&실험반, 발명반, 수리탐구
&논술반
* 봉사활동 : 학습도우미(복지관·방과후학교· 부진학생 등), 환경정화(청소· 분리수거 등)

사. 워크넷 학과 정보(기계항공공학부) 적성과 흥미
수학, 물리학 등 기초 공학과목에 소질과 흥미가 있어야 합니다. 항공우주산업은 전 세계적으로 미국을 중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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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발전하고 있기 때문에 영어를 통해 기술적 교류가 이루어집니다. 따라서 영어실력을 쌓아야 관련 지식,
기술뿐 아니라 자격증 취득에도 도움이 됩니다. 기계나 사물을 다루는 것을 좋아하고 진취적이고 새로운 것
에 도전하는 열정이 있는 학생에게 적합한 학문입니다.

6. 기계항공공학부 지원 학생을 위한 추천도서(공대가 좋아 추천)
가. [공대가 좋아] 추천
* 김종암 교수 : 랍비 조셉 텔루슈킨 [죽기 전에 한 번은 유대인을 만나라]

나. 고려대학교 기계공학부 소개자료(미리보는 기계공학)
* 레이 커즈와일 [특이점이 온다]
* 서갑양 [나노기술의 이해]
* 제임스 R.차일스 [인간이 초대한 대형참사]

다. 전남대학교 「고교생을 위한 모집단위 추천도서」
* 기계공학부 : 김광희 [창의력에 미쳐라], 도쿄물리서클 [뉴턴도 놀란 영재들의 물리노트1], 이은희 [하리
하라의 과학블로그1], 이은희 [청소년이 꼭 알아야 할 과학이슈 11]

라. 2015 전공탐색을 위한 충북대학교 안내서
* 기계공학부 : 권신혁 [전산응용(CAD)기계제도 실기], J.L.Meriam and L.G. Kraige, Wiley [Engineering
Mechanics, Statics, 6th Ed., SI version]

7. 자료 출처
항목

자료 출처

1. 학부소개

서울대학교 공과대학 홈페이지 및 기계항공공학부 홈페이지 - 학부 소개

2. 연구그룹

기계항공공학부 홈페이지 – 연구 - 연구그룹

3. 기계항공공학부 교과

기계항공공학부 홈페이지 – 학사 및 교과 – 학부 – 전공 이수 표준 형태, 선수교과목

4. 졸업 후 진로

기계항공공학부 홈페이지 – 소개 – 졸업생 진로

․ 동아사이언스 – 최정문의 공대가 좋아 시즌 1. 1편 서울대 기계항공공학부 서갑양 교수
5. 기계항공공학부를 지원하고자 하 (http://www.dongascience.com/broad/view/8/special)
는 학생이 가져야 하는 자질
․ 동아사이언스 – 최정문의 공대가 좋아 시즌 2. 1편 서울대 기계항공공학부 김종암 교수
(http://www.dongascience.com/broad/view/47/special)
․ 고려대학교 전공 소개자료
6. 기계항공공학부 지원 학생을 위한 ․ 연세대학교 전공 소개자료
․ 전남대학교 전공소개 e-book
추천 도서
․ 2015 전공탐색을 위한 충북대학교 안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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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공학과

1. 학과 소개
산업시스템을 구성하는 모든 분야를 조화롭게 조정하는 방법에 대한 학문으로, 공학기술과 경영기법을 접목하여
기업의 종합적 경영시스템을 설계하고 운영하는 과학적 이론과 실무적 기법을 다루는 학문이며, 제조, 유통, 서비스,
정보, 통신, 의료, 공공, 국방 등에 이르는 다양한 영역에서 선도적 역할을 수행하고 있으며, 최근 마케팅, 금융, 인사행
정 등의 분야에도 진출한다.
복잡한 시스템의 개별 구성 요소에 대한 지식은 물론 각 구성요소를 효율적으로 통합하고 시스템 전체에 대한 각종
의사결정을 지원할 수 있도록 나무와 숲을 모두 볼 수 있는 안목을 갖춘 공학도 양성하고 있다.

2. 연구그룹
가. 경영과학/최적화 연구실(Management Science/Optimization Laboratory)
경영과학, 혹은 최적화란, 제약조건을 만족하는 대안 중에서 의사결정권자의 목적함수를 최적화하는 것을 찾는
이론 일체를 말한다. 본 연구실은 이론적이고 수리적인 연구에 초점을 두고 있다. 관련 과목으로는 경영과학, 선형
및 비선형 계획, 정수계획 및 네트워크 최적화, 조합최적화, 최적화 근사해법 등이 있다. 기존 수리계획 연구실과
상호 보완적이며, 실제 모든 세미나, 논문지도, 그리고 기타 행사들을 협동으로 진행하고 있다.
연구실
경영과학/최적화 연구실
(39동 411호)

연구분야
․ 교수 : Prof. 홍 성 필(Sung-Pil Hong)
․ 연구분야 : Combinatorial Optimization,Approximation Algorithms

<관련과목>
최적화 분야에서의 연구를 수행하기 위해서 필요한 기존 이론 및 최신 동향들은 다음의 과목들을 통해 배울 수 있다.
- 경영과학 : 경영과학은 현실 의사결정문제를 수리모형화하고, 그 해법을 개발하며, 마지막으로 해법이 제공한 해
를 의사결정에 적용하는 일체의 과정이다. 강의에서는 선형계획, 네트워크 최적화, 정수 및 조합최적
화, 비선형계획, 게임이론을 다룬다.
- 선형계획 : 선형제약식으로 정의되는 가능해 집합이 가지는 특수한 구조와 쌍대성, 그리고 이에 기반한 해법인
simplex method에 대한 강의가 진행된다.
- 비선형계획 : 목적함수 및 제약식이 비선형(nonlinear) 형태인 문제들은 선형계획과는 달리 풀기가 어렵다. 강의
에서는 여러 유형의 비선형 최적화 문제에서 최적해가 만족해야 될 조건들과, 이에 기반한 다양한 해
법들을 다룬다.
- 정수계획 : 선형계획 문제에서 부가적으로 해에 대한 정수조건이 추가된 문제를 정수계획이라고 한다. 정수계획
은 많은 현실 문제를 표현할 수 있는 반면 최적해를 구하는 것이 어렵다. 강의에서는 정수계획 문제에
서 좋은 가능해를 찾기 위한 이론 및 방법론들을 다룬다.
- 볼록계획 : 비선형계획 문제 중에서 제약식과 목적식의 볼록성(convexity)이 보장되는 경우에는 최적해를 찾는
효율적인 해법이 존재한다. 강의에서는 집합과 함수의 볼록성의 정의 및 성질을 다루며, 볼록성을 갖는
최적화 문제의 특징 및 이를 풀기 위한 해법을 다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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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합최적화 : 선형계획을 포함한 볼록계획 문제를 제외한 대부분의 최적화 문제들은 효율적인 해법이 알려져 있
는 어려운 문제들이 많다. 이론적으로 문제의 어려움을 규명하는 방법으로는 문제가 NP-complete
(또는 NP-hard) 문제에 속한다는 것을 보이는 것이다. 강의에서는 이러한 계산 복잡도에 관련한
이론과 NP-complete 증명 기법 등을 다룬다.
- 최적화 근사해법 : NP-complete에 속하는 문제로 알려진 어려운 최적화 문제에 대표적인 접근 방법 중 하나는
해품질을 일부 포기하는 대신에 효율적으로 가능해를 구하는 것이다. 근사해법은 효율적으로 가능해
를 구하면서, 가능해의 품질이 최적해에 비해 나쁘지 않음을 보장해 줄 수 있는 해법을 말한다. 강의
에서는 대표적인 NP-complete 문제에 대한 근사해법과 이를 개발하기 위한 기법들을 다룬다.
<이론분야 연구>
- 조합최적화 근사해법 : 많은 최적화 문제들은 이른바 NP-hard 문제로 구분되어, 정확한 최적해를 구하기 위해서
는 너무 많은 비용이 드는 문제들이다. 또한 상대적으로 빠른 시간 내에 최적해를 찾는 해법이 존재
하는 최적화 문제의 경우에도, 최적해를 찾는 시간이 현실 문제에 적용하기에는 만족스럽지 못한 경
우가 있다. 예를 들어, 실시간 이미지 처리에 경우, 최적해를 찾아주는 기존 해법으로는 짧은 시간 내
에 해결할 수 없다. 따라서 이런 경우, 계산 자원의 사용을 허용할 수 있는 범위로 제한하면서 최적해
에 가까운 해를 구하는 근사해법은 중요한 대안적인 접근법이다. 본 연구실에서는 여러 가지 응용성
을 가진 조합 최적화 문제들의 근사해법에 관한 연구를 수행하고 있다.
- SDP, 다항최적화문제 : 현재 최적화는 선형계획과 같은 전통적인 수리모형뿐 아니라, SDP 같은 새로운 수리모
형으로 그 영역이 확대되고 있다. 본 연구실에서는 이러한 수리모형을 조합최적화 문제의 근사해법에
응용하는 연구를 추구하고 있다.
<응용분야 연구>
경영과학 및 최적화는 현실의 문제를 풀기 위해 시작된 학문이다. 이 순간에도 각 산업 분야의 내면에서 그 산업 활
동의 목적을 극대화하는 해를 제공하고 있다. 본 연구실에서는 지금까지 SCM, 수송 문제, 철도 경합, KTX 차량 할당,
포트폴리오 구성 문제와 같은 여러 응용문제들에 대해 연구를 수행했다.
한편, 여러 명의 의사결정자들의 이해관계가 서로 상충되는 상황에서의 문제는 게임이론을 통해 접근할 수 있다. 다
수의 의사결정자들이 때로는 상충되는 이해관계 속에서, 혹은 때로는 협력관계 속에서 서로의 목적을 위해 합리적인
의사결정을 해야 하는 경우는 다양하기 때문에 그 응용분야는 매우 넓다. 국제 관계에서 나타나는 상충 관계, 시장에서
의 기업 간 이해 관계 등에서 나타나는 의사결정 문제는 게임이론의 한 응용분야이고, 사용자들의 대중 교통망에서의
이동경로 선택도 게임의 균형을 통해 설명할 수 있다. 본 연구실에서는 게임이론을 통해 여러 가지 현실 문제를 접근
하는 연구를 수행하고 있다.

나. 공급망관리 연구실(Supply Chain Management Laboratory)
공급망관리 연구실 (Operations & Supply Chain Management Laboratory)에서는 생산 시스템의 계획에서부터
운영 및 물류에 이르는 생산에 관련된 전반적인 분야를 연구하고 있다.
연구실
공급망관리 연구실
(39동 310호)

연구분야
․ 교수 : Prof. 문 일 경(Ilkyeong Moon)
․ 연구분야 : Production Planning & Control, Supply Chain Management, Inventory Systems,
Service Operations Management, Logistic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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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공학이 다루는 여러 가지 학문 분야 중에서도 공급망관리, 재고관리, 일정계획, 시뮬레이션을 다루고 있으며
제조업체 및 서비스업체의 공급망에 대한 최적 설계와 운영 전략 제시를 연구하고 있다. 주로 사용하는 기법은 수
리계획법, 휴리스틱 및 메타휴리스틱 기법, 시뮬레이션을 사용하고 있으며, 프로토타입 시스템 개발도 수행하고 있
다. 연구 과제들을 수행하기 위하여 Tex, Gauss, Arena, Siman, Lindo, Lingo 등의 주요 소프트웨어와 Visual
Basic, Delphi, C, C++, Visual C++, Java, C#, API, MS SQL,등의 프로그래밍 언어들을 활용하고 있다.
본 연구실에서는 현대중공업, LG전자 등 국내 기업들과 다양한 산학협력 프로젝트를 수행해 왔으며, BK21사업,
지방연구중심대학사업, 연구재단 중견연구자사업 등 국가에서 지원하는 연구 및 인력양성 사업에 참여하면서, 대학
원과 연구실에서 배운 다양한 지식들을 실제업무에 활용하여 봄으로써 실무능력을 갖춘 인재양성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본 연구실의 졸업생들은 삼성전자, LG전자, 현대중공업 등 대기업 및 ETRI,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 국방연
구원 등의 다양한 연구소에서 무한한 가능성을 가지고 사회에 기여하고 있다.

다. 금융리스크공학 연구실(Finanancial Risk Engineering Laboratory)
현대의 금융 시장은 정보기술 및 네트워크 인프라가 발달하고 금융상품의 다양성이 증대되면서, 문제를 해결하
기 위한 더욱 복잡한 이론과 방법론이 요구되고 있다. 금융 공학은 공학, 통계학, 수학에서 개발, 활용되는 수리적
혹은 전산적 기법을 금융시장과 관련된 문제(금융위험 관리, 금융상품 가치평가 및 복제, 금융 전략 등)을 해결하
는데 적용하는 학문 분야이다. 금융공학의 연구는 원자산, 선물, 선도, 스왑, 옵션 등의 금융상품을 활용하여 투자
자의 성향, 시장 정보 및 전망, 재무적 목표에 부합하는 현금 흐름을 창출 또는 재조정하고, 금융위험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적용된다.
연구실
금융리스크공학 연구실
(39동 319호)

연구분야
․ 교수 : Prof. 장 우 진(Woojin Chang)
․ 연구분야 : Financial Engineering, Stochastic Models, Wavelets Analysis

금융 리스크 공학 연구실에서는 금융의 발전에 따라 금융 위험의 올바른 사용과 연구가 중요시 되고 있는 시기
에 맞추어, 금융 상품과 금융 위험들을 수리 모형적 관점에서 분석하여 올바르고 안전한 투자기법 및 금융상품 디
자인에 연구의 초점을 둔다. 본 연구실의 교육 및 연구에 필요한 기본 이론으로는 Time-series Analysis,
Stochastic Processes, Stochastic Calculus, Computational Statistics, Optimization 등의 수학, 통계 이론과
Investments, Asset Pricing, Financial Risk Management 에 관한 금융 이론 등이 있다.

라. 기술경영 연구실(Technology Management Laboratory)
기술경영연구실은 서울대학교 산업공학과 소속으로 1997년 박용태 교수에 의해 분화되어 공학과 사회과학 및
여타 학문의 현실적 접목을 위해 설립되었습니다. 기업을 비롯한 다양한 시스템 내에서의 기술의 역할과 운영에서
부터 장기적 경제성장과 변화하는 기술의 역학관계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측면에서 연구가 진행되었습니다.
연구실

기술경영 연구실
(39동 319호)

연구분야
․ 교수 : Prof. 박 용 태 (Yongtae Park)
․ 연구분야 : Service engineering, R & D management, Patent analysis, Technology
forecasting & exploration, Business model analys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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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2012년도에 들어 Service engineering, Technological data intelligence, Technology forecasting &
exploration, Patent analysis, Business model innovation 등 5개 분야로 연구 역량을 집중하여 새로운 사회의 수
요에 대응하고 있습니다.
- Service engineering : 서비스 시스템의 효율적 운영을 위한 운영 전략 수립 및 새로운 서비스 모델 창출
- R&D management : 연구개발 활동의 투자 효율성 증대를 목적으로, 연구개발 프로젝트 선정 및 연구개발 활동성
과 평가 수행
- Technology forecasting & exploration : 국가 및 기업의 차세대 성장동력 기술을 탐색, 예측하여, 기술전략을
수립하고 기술 로드맵(TRM)을 작성
- Patent analysis : 기술의 대용 지표인 특허의 서지적 정보, 인용관계 등을 분석하여 기술의 구조 및 특성 분석
- Business model innovation : 첨단 기술의 발전과 연계된 비즈니스 모델의 분석을 수행하고, 혁신적인 비즈니스
모델 개발 방법을 탐색

마. 데이터마이닝 연구실(Data Mining Laboratory)
데이터마이닝은 대량의 데이터로부터 관계, 패턴, 또는 룰을 찾아내는 과정이다. 기존의 데이터베이스 질의가
"무슨 일이 일어났는가"를 묻는 것이라면 데이터마이닝의 목적은 "무슨 일이 일어날 것인가"를 묻는 것이다. 최근
이 방법론은 과학과 공학뿐 아니라 고객 행위 예측 및 이탈 방지와 같은 마케팅 분야와, 증권 가격 예측 및 모델링
과 같은 파이낸스 분야에도 적용되어 좋은 결과를 내고 있다. 데이터마이닝 기법은 다양한 분야에서 도입되었다.
회귀분석과 의사결정 나무 모형은 통계학에서 연상룰발견 기법은 컴퓨터과학에서, 신경망 모델과 의사결정나무
모형은 패턴인식 및 기계학습 분야에서 도입되었다.
연구실

데이터마이닝 연구실
(39동 311호)

연구분야
․ 교수 : Prof. 조 성 준(Sungzoon Cho)
․ 연구분야 : Data Mining, Pattern Recognition, Machine Learning, Customer Relationship
Management, Fault Detection in manufacturing Systems, Keystorkedynamics
Authentication, Financial Prediction, etc.

바. 삶향상기술 연구실(Life Enhancing Technology Laboratory)
삶향상기술연구실에서는 인간공학을 근간으로 하여 인간의 삶의 향상을 목표로 하는 다양한 공학 분야의 연구들
을 수행하고 있다. 인간공학이란 인간의 신체적․정신적 능력과 한계, 특성에 관한 연구를 통해 얻어진 인간에 대한
지식들을 제품, 서비스 등 각종 시스템의 설계에 응용하는 학문이다. 본 연구실에서는 특히 우리나라 주력 산업인
자동차 산업에 기여하는 자동차 설계 관련 인간공학 연구, 병원․환자․보호자․의료진의 삶 향상을 위한 사용자 경험
설계 연구, 디자이너의 설계 능력 향상을 위한 창의성 및 아이디어 생성 기법 연구, 가상세계의 사물과 인간의 자
연스러운 상호작용에 대한 연구들을 포함하여 다양한 연구들을 수행 중이다.
연구실

삶향상기술 연구실
(39동 313호)

연구분야
․ 교수 : Prof. 박 우 진(Woojin Park)
․ 연구분야 : Ergonomics, Human Factors, Occupational Biomechanics, Digital Human
Modeling, Design for Large Individuals, Creative Thinking, Ideation Tools for
Desig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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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전략공학 연구실(Strategic Engineering Research Group)
전략공학 연구실은 시스템을 설계하여 출시하는 것에 한정되지 않고 시스템의 구상, 설계, 출시, Field A/S, 재활
용, 후속 시스템 개발시의 추가 설계 변경 및 신기술 반영의 편이함, 그리고 미래의 불확실성에 대비한 종합적인
요소들을 고려하여 설계 할 수 있는 최신 방법론, 시뮬레이션 및 계량적 분석 기법 개발 및 적용을 목표로 하는 연
구실이다. 본 연구실에서는 시스템 설계 분야의 학자 들 및 관련 기업들이 필요로 하는 복합 시스템들의 특성들을
탐구하고 이해하여 최적화 시키는 방법을 연구한다.
연구실
전략공학 연구실
(39동 315호)

연구분야
․ 교수 : Prof. 서 은 석(Eun Suk Suh)
․ 연구분야 : System Design, Modeling and Engineering; Strategic Technology Infusion
Analysis; System Lifecycle Properties (Complexity, Modularity, Affordability)

아. 정보경영 연구실(Information Management Laboratory)
본 연구실에서는 인터넷 및 모바일 산업을 대상으로, 혁신적 정보과학 이론 및 기술의 개발과 응용에 관련된 제
반 문제를 주요 연구 주제로 삼고 있다.
(1) 차세대 정보검색 이론, 토픽 및 이벤트 자동 추출, 컨텐츠 최적화와 관련된 정보처리 이론 연구 분야
(2) 모바일 서비스 설계, 실시간 스트림 분석, 상황기반 추천, 모바일 애플리케이션 생태계 분석을 중심으로 한 모바
일 서비스 연구 분야
(3) 소셜 웹, 인터넷 광고, 컨텐츠 신디케이션, 포털, 소셜네트워크를 대상으로 하는 인터넷 비즈니스 연구 분야
로 구성되어 있으며, 각 분야에 대한 이론적 연구, 관련 기술 개발과 아울러 신규 사업 모형 및 서비스 개발에 관하
여 중점적으로 연구하고 있다. 또한 본 연구실에서 산출된 연구 결과들은 저명 학술지 및 학술대회에 발표됨은 물
론, 관련 업체, 벤처 창업 등을 통하여 상용화 되거나, 특허로서 출원될 수 있도록 역점을 두고 있다.
연구실
정보경영 연구실
(39동 314호)

연구분야
․ 교수 : Prof. 박 종 헌(Jonghun Park)
․ 연구분야 : Web Data Analytics, Information Retrieval, e-Business Applications

자. 제조통합자동화 연구실(Manufacturing Automation and Integration Laboratory)
제조 통합 자동화 연구실에서는 자동화 기술과 정보의 통합을 통한 최적의 생산 시스템을 설계하고 구현하기 위
한 연구를 수행한다. 즉, 신이 선물한 단 하나뿐인 지구 환경을 그대로 유지하면서 사람들이 필요로 하는 재화를
최소의 자연 자원 및 인간의 노력을 사용하여 제조하는 방법을 연구한다.
크게는 확장기업모델링(Extended Enterprise Modeling) 및 공급 망 관리(SCM)/전사적 자원관리(ERP)/BPR/
컴퓨터 통합 생산 시스템(CIMS)에 대한 연구를 수행한다. 또한 제조 현장 모델링 및 운영(Factory Modeling and
Operation)에 대한 연구로서 그룹 테크놀러지(GT)/유연 생산 시스템(FMS), 지능형 제조 셀(Intelligent
Manufacturing Cell)에 대한 연구를, 센서, 작업자 의사 결정 지원 시스템, 제조 실행 시스템(MES)에 중점을 두어
궁극적으로 무인가동을 구현하기 위한 연구를 수행하고 있다.
이들 연구 과제를 수행하기 위하여 소프트웨어 공학, 데이터베이스, 센서, Vision System, Voice Recognition
System 등을 작업현장에 활용하는 방법을 강구하고 있으며, MES구현을 위한 '수호 천사형' DSS의 개발과 ‘디지털
단지 구현을 위한 유비쿼터스 컴퓨팅 기술개발’ 및 '차세대 제조 시스템을 위한 분산, 지능형 생산관리 소프트웨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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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 등 국책연구과제를 수행 중에 있다.
연구실
제조통합 자동화 연구실
(39동 317호)

연구분야
․ 교수 : Prof. 박 진 우 (Jinwoo Park)
․ 연구분야 : Manufacturing Systems Engineering, Enterprise Resource Planning/Supply Chain
Management, Flexible Manufacturing System/CIM, Simulation/Scheduling,
RFID/USN, etc

차. 제품·서비스공학 연구실(Product?Service Engineering Laboratory)
기업이 생산/공급하는 재화와 서비스(goods and services)의 최종 산출물인 제품(products)에 대하여 체계적으
로 분석함으로써, 제품의 라이프사이클 상에서의 각종 프로세스(processes)를 합리화하고, 이를 바탕으로 한 기업
의 경쟁력제고를 연구의 목표로 한다. 하나의 제품(또는 제품군)이 탄생부터 소멸 시까지의 라이프사이클을 통하
여 기업과 사회에 공헌하게 되는 과정은 계획, 설계, 개발, 생산, 공급 및 물류, 판매, 사용, 후처리 등의 각종 프로
세스로 구성되는 바, 이러한 일련의 과정에서 발생되는 제반 문제들은 해당 제품의 구조적 특성과 매우 밀접하게
관계를 맺고 있다. 본 제품공학연구실에서는 각종 산업공학적 기법을 활용하여, 제품 자체 및 이에 수반되는 비즈
니스 프로세스를 체계적으로 분석하고, 이를 근거로 최적의 시스템을 설계하는 방법을 연구한다.
연구실
제품․서비스공학 연구실
(39동 313호)

연구분야
․ 교수 : Prof. 홍 유 석(Yoo Suk, Hong)
․ 연구분야 : Product Architecture Design, Eco-Design Methodology, Service Engineering,
Development Project Engineering, etc.

타. 통계학습 및 계산금융 연구실(Statistical Learning & Computational Finance Laboratory)
본 연구실의 연구 방향은 학습 기법 및 최적화, 추론 문제들을 위한 효율적인 알고리즘을 개발하고 분석하는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연구 분야로는 크게 ‘통계 학습 및 커널머신’, ‘계산 금융’, ‘광역 최적화 및 동적 시스템’의 세
가지 분야로 나눌 수 있다.
- 통계 학습 및 커널 머신 (Statistical Learning and Kernel Machines)
통계 학습이란, 통계학의 접근 방법을 통해 기계학습의 알고리즘들을 분석 및 연구하는 분야이다. 이 분야에서는
다양한 통계적 모델과 커널 기법, 최적화 기법들을 사용하여 컴퓨터로 하여금 방대한 양의 데이터로부터 유용한
정보를 추출하고 습득할 수 있도록 하는 알고리즘들을 개발한다.
- 계산 금융 (Computational Finance)
계산금융이란, 금융시장과 거래되는 금융상품과 관련된 문제들을 수리적으로 모델화 하고 이를 효율적 계산
방법들을 이용하여 풀어내는 연구 분야이다. 이를 위하여, 다양한 최신 과학계산 기법들과 수학적, 통계적 모델
기법들을 연구하고 개발한다.
- 광역 최적화 및 동적 시스템 (Global Optimization and Dynamics)
동적 시스템 이론과 고등 위상학적 방법론을 이용하여 비선형 시스템의 안정성 분석과 여러 평형점을 효율적으로
찾는 계산방법을 연구하고 이에 기반 하여 새로운 광역 최적화 알고리즘을 개발한다.
연구실

39동 311호

연구분야
․ 교수 : Prof. 이 재 욱(Jaewook Lee)
․ 연구분야 : Statistical Learning and Kernel Machines, Computational Finance,
Global Optimization and Dynamic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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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 투자공학 연구실(Investment Engineering Laboratory)
투자공학이란 투자(investment)와 공학(engineering)의 결합어로, 투자환경전반에 대한 분석에 있어서 공학적인
방법론을 사용하게 됨을 의미한다. 투자공학을 좀더 살펴보면 '투자분석/전략', '위험분석/경영', '투자시스템경영/거
래'의 세부분야로 나누어 볼 수 있다.
- 투자분석/전략 (Investment analysis/ strategy)
투자란 경영참가 등의 특수한 투자동기를 갖지 않는 투자자가 양호한 투자성과를 획득하기 위하여 행하는 작업을
의미한다. 투자분석의 실무는 투자의사가 형성된 후 고려되어야 하는 정보의 작성작업과 어떤 특정한 투자자에
대해서 투자의 내용을 결정하기 위한 분석작업으로 나뉘어진다. 전자는 경제정세의 분석, 산업동향의 분석, 개별
기업 및 개별증권분석 등이 있다. 후자의 영역은 투자방침 책정을 위한 방침, 포트폴리오 편성을 위한 분석, 포트
폴리오 투자성과의 측정과 평가를 위한 분석, 포트폴리오 개선을 위한 분석으로 이루어진다.
- 위험분석/ 경영 (Risk analysis/ management)
위험(risk)은 의사결정에 있어서의 불확실성을 의미하고, 환언하면 투자환경에 대한 변화가능성을 포함한 분석
대상에 대한 변동가능성이라 할 수 있다. 이러한 위험을 체계적으로 분석하고 관리하여 투자자산의 변동성을 효
과적으로 제어하고자 하는 것이 위험분석/경영의 목적이라 할 수 있다.
- 투자 거래/경영 시스템 (Investment trading/ management system)
인간의 행위는 기본적으로 비합리적일 때가 많다는 가정에 입각하여, 좀 더 항상성을 갖는 투자의사결정지원 시
스템을 개발하고자 하는 것이 투자거래/경영 시스템의 목적이라 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최근 부각되고 있는 시스
템매매(system trading)은 컴퓨터의 지시에 따라 금융 자산을 매매하는 것을 의미하는데, 제반 금융투자환경과
금융 자산의 속성을 프로그램화하여 '안전성 중시', '고위험 고수익＇ 등의 투자전략에 따라 의사결정을 지원하게
된다. 이와 같은 시스템매매는 최근 들어 기관투자가의 운용자금의 대형화, 운용담당자 부족 등으로 점차 활성화
되고 있다.
연구실

연구분야
․ 교수 : Prof. 오 형 식 (Oh, Hyung-Sik)
․ 연구분야 : Engineering Economic Analysis, Technology Policy, Economic Analysis
of Telecommunication System, financial Engineering, etc.

투자공학 연구실
(39동 318호)

하. 휴먼인터페이스 시스템 연구실(Human Interface Systems Laboratory)
휴먼인터페이스시스템 연구실은 Ergonomic 디자인과 Biomechanical 디자인을 이용하여 인간 중심의 제품 디자인
(Human-Centered Product Design)을 하는 데에 중점을 둔다. 여기에는 인간(사용자)의 요구조건, 개념적 디자인
방법론, 제품 디자인에서의 ergonomic 고려, 신제품 개발 과정에 대한 분석 등이 포함된다.
실제 연구 분야는 Usability Evaluation, Graphical/Physical User Interface Design, Brain-Computer
Interaction 등을 다루는 Human Computer Interaction 분야와 Conceptual Product Design, User-Centered
Product Design, Image-Impression Engineering/Kansei Engineering 등 과 같은 Product Design 분야, Hand
Modeling,

Motion

and

Tele-Robotics,

Bio-Signal

Measurement,

Biomechanical

Analysis와 같은

Bio-mechanics/engineering 분야와 마지막으로, Job Analysis, Job Measurement, Job Evaluation, Ergonomic
Risk Factor Analysis, Musculoskeletal Disorders 등과 같은 Human Factors Engineering 분야로 크게 나누어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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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실

연구분야
․ 교수 : Prof. 윤 명 환(Myung Hwan Yun)
․ 연구분야 : Human Factors, Human-Computer Interaction, User-Centered Product Design
and Development, Bio-Engineering, Kansei Engineering, Ubiquitous Computing, etc.

휴먼인터페이스
39동 312호

3. 산업공학과 교과
<전공이수 표준 형태>
1학기

구분

전공필수

2학기
전공선택

전공필수

1학년

2학년

3학년

전공선택

산업공학의 이해(3)

과학적관리(3)

경제성공학(3)
경영과학2(3)
산업공학통계(3)

4학년

경영과학1(3)
데이터관리와 분석(3)
인간공학(3)
인간공학실험(1)

산업컴퓨팅개론(3)
산업공정설계(3)

시뮬레이션(3)
물류관리(3)
공학도를 위한 창의적 사고(3)

컴퓨터통합생산시스템(3)
컴퓨터통합생산시스템실험(1)
선형계획(3)
인터넷응용(3)
제품개발프로세스(3)
휴먼인터페이스디자인(3)

생산관리(3)

산업경영수리기법(3)
품질경영(3)
기술경영(3)
서비스공학(3)
최적화모형 및 응용(3)
경영정보시스템(3)
인간공학 설계(3)

경영체제개론(3)
금융공학개론(3)
시스템 구조설계(3)
데이터마이닝(3)

4. 졸업 후 진로
"산업공학과 졸업생의 경우 심층적 연구 활동을 위해 졸업 후 대학원 및 유학으로 재입학을 결정하는 경우가 많다.
일반 산업계로 나아가는 경우 대기업(물류, 유통, 통신)이나 금융, 자동차와 같은 모든 산업분야로 두루 포진하여 진출
하는 양상을 보이고 있으며 근래에 정보기술의 역할이 매우 중요해짐에 따라 정보시스템 및 시스템통합(System
Integration) 업체, 컨설팅 업체로 대거 진출하고 있다. 또한 벤처기업의 기획, 전략, 관리담당이나 산업용 SW 솔류션
개발 전문 벤쳐기업, 벤쳐캐피탈 등으로의 진출도 늘고 있다. 기업 내에서는 생산계획 및 관리, 제품개발 및 기획, 경영
혁신, 품질관리, 정보시스템, 프로젝트관리 등의 부서에서 관리자로서 경력을 쌓거나 전문엔지니어로 발전할 수 있으
며 최고 경영진으로 진출하는 경우도 늘고 있다. 산업공학 특유의 시스템적 사고,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문제접근, 기획
및 계획 능력, 분석적이고 논리적인 문제해결 능력, 리더십, 정보기술 활용 능력 등으로 인해 가장 성공적인 직장생활
을 할 수 있다. 이러한 역량들은 기업 내 각 부문에서 관리자가 될수록 필수적으로 요구되는 자질이기도 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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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산업공학과를 지원하고자 하는 학생이 갖추어야 할 자질
가. [공대가 좋아] 문일경 교수 미니 강연
수학기법, 통계기법, 여기에 경영기법을 접목해서 테이터 기반으로 시스템 최적화를 연구하는 학문으로 수학
의 통계, 확률분야를 관심과 깊이 있는 공부를 한 학생

나. 고려대학교 산업경영공학부 소개자료(이런 학생 산업경영공학에 딱!!)
* 문제를 분석함에 있어 분석적이고 논리적으로 생각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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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연세대학교 전공안내서(정보산업공학과 – 어떤 친구들이 오면 좋을까요?)
산업공학에는 전반적으로 어떠한 문제에 대하여 관심을 가지고 그것을 해결하고 개선하기 위한 고민을 하는
친구들이 적성에 어울린다고 생각합니다. 자신만의 생각 그리고 기준을 가지고 정확하게 시스템 혹은 문제
를 파악하여 이를 해결하는데 있어서 기존의 자료를 바탕으로 한 분석과 예상 그리고 창의적인 생각으로 최
종적인 해결책을 제시하는 것이 바로 산업공학인이 해야 할 일이기 때문이죠.
이를 위해 통계학적 요소가 필요하지만 크게 두려워 할 정도는 아닙니다. 정말 다양한 분야에 활동을 하고
있기 때문에 논리적인 사고를 할 수 있는 학생들은 누구나 다 산업공학을 재밌게 공부할 수 있을 것이라 생
각합니다.

라. 워크넷 학과 정보(산업공학과) 적성과 흥미
수학, 역학 등의 자연과학 교과목뿐만 아니라 사회과학 등 다양한 학문영역에 관심 있는 학생이라면 흥미롭
게 공부할 수 있습니다. 생산활동과 관련한 각종 시스템의 문제점을 진단하고 개선하려면 문제해결능력, 논
리적 사고력, 독창성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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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산업공학과 지원 학생을 위한 추천도서(공대가 좋아 추천)
가. [공대가 좋아] 추천
* 문일경 교수 : 공학의 마에스트로, 산업공학[대한산업공학괴. 한승. 2010]

나. 고려대학교 산업경영공학과 소개자료
* 산업공학개론[WAYNE C. TURNER. 김성인. 청문각. 1997]
* 경영학 콘서트[장영재. 비즈니스 북스. 2010]

다. 전남대학교 「고교생을 위한 모집단위 추천도서」
* 링크(linked)[알버트 바라바시]
* 스마트 스웜[피터 밀러(이한음)]
* 생각의 지도[리처드 니스벳(최인철)]

7. 자료 출처
항목

자료 출처

1. 학부소개

서울대학교 공과대학 홈페이지 및 산업공학과 홈페이지

2. 연구그룹

산업공학과 홈페이지 – 연구 - 연구그룹

3. 산업공학과 교과

산업공학과 홈페이지 – 학사 및 교과 – 학과 – 전공 이수 표준 형태

4. 졸업 후 진로

산업공학과 홈페이지 – 소개 – 졸업생 진로

․ 동아사이언스 – 최정문의 공대가 좋아 시즌 1. 10편 서울대 산업공학과 조성준 교수
(http://www.dongascience.com/broad/view/32/special)
․ 동아사이언스 – 최정문의 공대가 좋아 시즌 2. 6편 서울대 산업공학과 문일경 교수
(http://www.dongascience.com/broad/view/89/special)
․ 고려대학교 전공 소개자료
6. 산업공학과 지원 학생을 위한 추천
․ 연세대학교 전공 소개자료
도서
․ 전남대학교 전공소개 e-book
5. 산업공학과를 지원하고자 하는 학
생이 가져야 하는 자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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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너지자원공학과

1. 학부 소개
<에너지자원분야의 기술개발과 고급인력 양성의 메카>
석유, 석탄, 천연가스 등 에너지원과 철, 구리, 우라늄 등 광물자원은 우리의 일상생활과 국가의 경제발전에 필수불
가결한 요소이지만 한정된 부존량으로 인하여 전 세계 국가들이 안정적인 확보에 힘쓰고 있다. 21세기 들어 중국과 인
도의 경제발전으로 인한 급격한 수요증가로 에너지 및 광물자원의 공급부족현상이 발생하고 그 소비과정에서 환경문
제가 대두되는 등 에너지와 광물자원은 현재 세계 각국의 초미의 관심사가 되고 있다.
특히 에너지와 광물자원의 부존량이 매우 작은 우리나라는 국내 및 해외에서의 에너지․자원개발을 선도할 수 있는
기술력의 확보와 복잡하게 변화하는 국제관계속에서 합리적인 수급전략을 마련할 수 있는 고급인력의 양성이 무엇보
다 중요하다. 에너지자원공학은 이와 같은 사회적 요구에 부응하여 화석 및 신․재생 에너지와 광물자원의 탐사와 개발,
저장, 재활용과 분배, 에너지경제정책, 그리고 이와 관련된 지구환경변화를 다루는 공학의 한 분야이다. 서울대학교 에
너지자원공학과의 전공분야는 에너지자원개발시스템, 신·재생에너지, 지구환경 및 인간생활환경, 에너지인

프라 및 건설기반 등의 네 분야로 나누어진다.

가. 에너지자원개발시스템
▸석유/가스/광물 개발 및 생산
우리의 일상생활과 현대산업사회를 위해 필요한 대표적인 화석에너지인 석유/천연가스와 각종 지하광물자원을
생산하기 위한 시추, 유전평가, 개발, 생산 및 수송 기법을 연구
▸물리탐사 및 지구화학탐사
지하암석의 파동전파특성, 중력 및 자력 이상, 전기전도현상을 이용하거나, 지표 부근의 암석, 토양, 자연수, 식물
을 채취하여 화학적 분석을 통하여 지하에 존재하는 석유/가스 및 광물자원을 탐사하고 지구내부구조를 해석하는
기술을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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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원정제 및 회수
천연자원 및 폐자원으로부터 고부가 광물과 유가자원을 분리 및 정제하는 기술을 개발하는 분야로서 물리, 화학
적 실험을 기반으로 효과적인 분리공법을 연구
▸원격탐사
국내외 에너지자원을 대상으로 인공위성 및 항공 데이터를 이용하여 광물자원 탐사 기법을 연구

나. 신․재생에너지
▸에너지시스템 설계
태양에너지, 풍력에너지, 지열에너지 등 신재생에너지의 효율적인 공급과 소비를 위해 합리적으로 에너지 수요를
분석하고 신재생에너지자원의 잠재량 분석, 경제성 분석을 통하여 친환경적 에너지시스템의 최적화 방법을 연구
▸지열에너지
지하심부의 고온암체에 물을 주입하여 수증기를 발생시켜 전기를 생산하거나 지하천부의 상온 열에너지를 냉난
방에 활용하는 방법을 연구
▸셰일가스/오일샌드/비전통석유자원
대규모로 매장된 셰일가스, 오일샌드, 치밀가스, 가스하이드레이트 등 신화석에너지의 탐사와 생산에 관련된 기
술을 연구
▸청정석탄
최대 부존량을 가진 에너지원인 석탄을 보다 환경친화적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SOx 및 NOx 저감기술, 석탄액화
및 가스화를 통한 석유대체연료생산, 연료전환을 통한 수소생산, 지구온난화 가스저감 및 포획기술을 연구

다. 지구환경 및 인간생활환경
▸환경지구화학공학
광산이나 유전지역, 도시 및 산업화 지역에서의 라돈과 중금속 오염, 유기물 오염 수준을 조사하고 독성 및 인체
위해성 평가와 정화처리 및 환경복원 분야를 연구
▸재활용공학
한정된 자원을 첨단기술을 이용하여 다시 처리하고 사용함으로써 미래에 사용될 자원을 보존하고 폐기물로 인한
환경오염을 감소시키는 기술을 연구하는 분야로서 지속가능한 자원순환형 사회 구축에 필수적임
▸방사성폐기물처분/지하수 모델링
현재 국내에서 이슈가 된 중저준위 방사성폐기물 처분장을 비롯하여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처분장 건설을 위한
열, 수리, 역학적 해석기술을 개발하고 현장조사 및 건설기술을 연구
▸환경경영․경제학
기후변화협약과 관련된 국가정책을 비롯하여 환경가치평가, 신기술가치평가 및 환경영향평가에 이르는 에너지환경관련 경제/경영 분야를 연구

라. 에너지인프라 및 건설기반
▸지하에너지 저장공동/지하공간 설계
원유 및 액화가스를 지하암반 내에 저장하는 기술 및 지하양수발전소, 지하압축공기저장소, 지하냉동창고, 지하
하수처리장 등의 각종 지하공간 건설기술을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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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터널설계/방재 및 발파
화약 및 화약류를 이용하여 사면과 지하암반의 발파설계기법 및 진동제어기술을 다루고 건물의 발파해체공법,
화재 등 재해로 인한 터널 및 지하공간의 피해를 예측하고 해결하는 기술을 연구
▸지질공학 부지조사/지질재해 저감
에너지인프라/ 구조물건설 부지의 흙과 암반의 불연속면, 지하수상태 등을 분석하여 지반의 공학적 특성을 분석
하고 구조물 건설에 따른 지반의 거동을 예측하는 기술, 산사태, 지반침하, 지진 등의 지질재해 저감기술을 연구
▸에너지GIS
GIS(지리정보시스템) 공간분석 기술을 이용하여 신재생에너지 설비 건설을 위한 최적입지 선정 공간분석모델을
구축하고 이에 따른 에너지 생산량 분석 및 경제성 평가 방법을 연구

2. 연구실
가. 물리탐사연구실(Geophysical Prospecting Laboratory) - 신창수, 민동주 교수
물리탐사는 지하 매질 간의 물리적 성질 차이에 기반하여 자료획득, 자료처리, 자료해석의 일련의 단계를 거쳐
각종 에너지 자원 및 광물 자원을 탐사하거나 지하 지질구조와 이상대를 규명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학문이다.
지하 및 해저에 부존하는 각종 유기광물 및 석유, 석탄, 지하수, 온천 등의 탐사와 층서구조의 조사를 위한 각종
물리탐사 방법들에 대한 이론 및 새로운 물리탐사 기법에 대한 연구와 더불어, 모형 실험 및 컴퓨터 시뮬레이션을
통한 반응 및 거동 예측, 적용성 연구, 지구물리 자료처리 기법 및 고분해능의 지하구조 영상을 얻기 위한 영상화
기법과 역산 알고리즘 등에 대한 연구를 수행하고 있다.
수행된 연구 성과는 원유나 가스하이드레이트 등의 직접적인 지하자원 탐사 뿐 만 아니라, 지열탐사, 토목 물리
탐사, 원자력 발전소 등 주요 시설의 내진 설계를 위한 지반 조사, 핵폐기물 처분 부지 등 오염지대 조사, 에너지
비축을 위한 암반조사, 지하의 고해상 영상 단면을 얻을 수 있는 토모그래피 탐사 등에서 응용되고 있다.

나. 석유가스공학연구실(Petroleum & Gas Engineering) - 강주명, 최종근 교수
석유ㆍ가스공학연구실은 가스석유자원뿐만 아니라 가스하이드레이트와 오일샌드를 포함한 미래석유자원 에너지
의 개발과 생산을 위한 연구를 진행하고 있다.
연구분야는 석유자원과 신석유자원의 시추기술, 저류층평가 및 특성화, 유정제어, 심해시추, 생산기술이다. 자료
통합과 최적화기법을 위해 지구통계학이 이용된다.
진행 중인 프로젝트로는 한국석유공사에서 주관하는 비재래에너지자원 개발 및 증진회수 관련 과제들과 지식경
제부에서 주관하는 가스하이드레이트 생성 및 해리 실험 연구 및 자원개발 아카데미 등이 강주명 교수님의 지도하에
이루어지고 있고, 최종근 교수님의 지도하에 지식경제부 사업의 일환인 "비재래 유전의 최적생산을 위한 특성화 및
모니터링 시스템 개발"과 "CTD 운영 모델링 기술 개발"을 수행 중에 있으며, 한국지질자원연구소에서 주관하고 있는
"암반/복공재의 2상 유체거동해석"과 "가스하이드레이트 함유지층의 거동 안정성 연구"를 위탁연구로 수행 중에 있다.

다. 암반공학연구실(Rock Mechanics & Rock Engineering Laboratory) - 전석원, 송재준, 민기복 교수
암반공학연구실은 주로 암반의 물리적 역학적 수리적 성질에 대한 연구를 이론적, 수치해석적 및 실험적으로 수
행한다. 많은 실내 실험법 및 새로운 창조적인 실험을 통하여 다양한 경계조건에서의 암석의 강도, 변형 거동 그리
고 파괴과정을 탐구한다. 이와 같은 암반공학에서 있어서의 근본적인 연구를 통해 터널이나 지하공동, 그리고 암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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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면과 같은 암반구조물의 설계 및 안정성 해석에의 공학적 적용에 관한 실무작업 또한 활발히 수행되고 있다.
또한 현지 암반응력의 측정, 터널 지보, 이방성 암반의 고려, 설계단계의 암반구조물의 수치해석상의 입력변수
설정 등에서 발생할 수 있는 문제에 관하여도 연구를 수행하고 있다. 또한 암반의 역학적, 수리적, 열적 거동 특성
규명이 핵심인 지열에너지 개발, 이산화탄소 지중저장, 방사성 폐기물 지하처분장 등 에너지 환경분야도 주요한 응
용분야 중 하나이다.
최근의 연구실 연구과제로는 불연속 암반의 특성연구, 불연속암반 변형해석(DDA), 입자유동해석에 의한 구조물
의 발파해체 모사, 급속터널 시공을 위한 TBM 디스크 커터 설계, 다양한 이방성 암반내에서의 터널거동을 분석을
위한 축소모형 실험, 방사성 폐기물 처분장 내 균열팽창 특성 규명 등이 있다.

라. 에너지자원처리연구실(Energy Resource Processing Laboratory) - 조희찬 교수
지구상의 천연자원은 불순물의 함량이 매우 높기 때문에 산업에 활용되기 위하여 적절한 처리를 하는 것이 반드
시 필요하다. 이러한 자원의 처리에는 입자의 분리, 정제와 같은 광범위한 학문 기술적인 바탕이 필요하며, 이중 분
체-시스템에 관련된 학문은 현재의 기반 산업에 있어서 없어서는 안 될 핵심적인 요소이다.
따라서 본 연구실에서는 원석에서 지속가능 환경을 고려한 고부가 광물을 생산하기 위한 분체 시스템과 이에 따른
재활용 기술을 다루며, 크게 ‘자원처리와 재활용’ 분야와 ‘에너지․환경’ 분야에서 연구를 진행하고 있다.
* 자원 회수 및 활용 분야
1) 천연자원의 분리 및 정제
2) 생활/산업 폐기물로부터 유용 자원 회수
3) 유해 폐기물의 물리적 화학적 처리
4) 나노 분쇄 및 분쇄 공정의 DEM(Discrete Element Method) Simulation을 통한 분석과 최적화
5) 나노 분체 입자 합성
* 에너지 환경 분야
1) 석탄청정기술, 석탄전처리 기술
2) 지구온난화가스(CO2) 저감기술 연구

마. 응용지구화학 및 환경지질연구실(Applied Geochemistry and Environmental Geology Laboratory)
- 정은혜 교수
응용지구화학 및 환경지질연구실에서는 지구화학 물질 중의 잠재적 독성 미량원소들의 분산과 환경오염 연구 및
처리 방안을 모색하는 환경지구화학 및 지구화학공학 분야를 중점적으로 연구하고 있다. 지표환경에서 미량중금속
원소와 라돈의 기원 및 분산과 분포, 화학적 형태 연구와 미량중금속원소의 물, 토양, 퇴적물 및 식물로의 노출 경
로와 독성평가 및 인체 위해성 평가를 연구하고 있다.
최근에는 중금속 오염지역을 대상으로 식물 또는 미생물을 이용한 복원 연구 (phyto- and bio- remediation)와
도시환경에서의 백금족 원소의 오염 및 분산 연구, 지질 및 실내 환경에서의 라돈 오염 연구를 중점적으로 수행하
고 있다. 광물자원 및 에너지자원의 지구화학 탐사와 환경 지질학 분야의 연구 및 지표수와 지하수의 수리지구화학
적 연구도 수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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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 지구환경 경제연구실(Environmental, Energy and Engineering Economics Center) - 허은녕 교수
지구환경경제학은 21세기 국제적 관심의 초점인 에너지문제와 지구환경문제의 분석 및 그 해결책을 연구하는 분
야로서 특히 과학기술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하여 경제, 경영, 정책적 분석 및 해결방안을 위주로 연구하고 있다.
지구환경경제연구실에서 진행되는 연구는 크게 세 가지로 나누어 볼 수 있다. 에너지자원경제(Energy and
Resource Economics)분야는 에너지, 토지, 수자원 등의 에너지 및 국가자원의 시장동향 및 관련산업에서 발생하
는 경제정책적 문제에 대해 연구하는 분야이며 환경경제경영(Environmental Economics and Management)분야는
산업생산과정에서 발생하는 환경오염발생의 흐름과 이에 따른 경제적, 환경적 문제들에 대해 그 해결책들을 구체적
이고 실증적으로 파악하고 분석하는 연구 분야이다. 그리고 기술산업경제(Engineering and Industrial Economics)
분야는 신기술의 가치평가 및 프로젝트 경제성평가, 그리고 기술의 상용화 및 기술 확산의 과정에서 발생하는 경제
경영적 문제들에 대해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분석을 통해 바람직한 정책 대안을 제시하는 분야이다.

사. 지질공학 및 지리정보시스템 연구실(Engineering Geology and GIS Laboratory) - 박형동 교수
본 연구실의 주요 연구 분야는 크게 지질공학(Engineering Geology)과 지리정보시스템(Geographic Information
Systems, GIS)으로 구분할 수 있다. 지질공학분야에서는 암석, 흙, 지하수 등 지반을 구성하고 있는 재료 및 물질
들의 공학적 특성을 분석하고, 산사태, 지반침하 등의 다양한 지질현상에 대한 원인과 지반조건에 따른 대책공법을
연구한다. 또한 고속철도, 원자력 발전소, 지하유류 저장고 등의 국가핵심 인프라 시설들의 건설을 위한 대상 부지
적합성 평가, 시민의 안전과 사회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한 국가 지질재해 위험도 작성 등의 연구를 수행하고 있
으며, 원격탐사와 지반재료의 공학적 특성에 대한 지식을 응용하여 국내외 주요 석조문화재의 장기보존 및 비파괴
진단을 위한 기술을 개발하고 있다.
GIS 분야에서는 지질공학자의 시각적 판단에 의존해온 정성적인 해석방식을 보완하고 개선하기 위하여 디지털
계측, 자료처리, 자료해석 기술을 접목한 최첨단 IT 기술을 개발한다. 정밀측량, 지반정보 데이터베이스, 영상처리,
원격탐사, 3D 모델링 기법 등 IT 분야의 신기술을 지질공학 분야의 복잡한 문제에 적용하여, 보다 정량적인 자료
해석을 수행하며, 정보처리 과정의 자동화를 통해 시간적, 경제적 효율성의 극대화를 추구한다. 본 연구실에서는
시추정보 데이터베이스 개발, 인터넷 지반정보시스템 개발, 3D GIS 기술개발, XML 기반 인터넷 GIS 개발, 3D 지
오모델링 기술 개발, 초다분광영상(hyperspectral imagery)의 처리 기술 개발, 노천광산 GIS 개발, 지반침하 분석
용 GIS 개발, 지하수 통합관리시스템 개발, 터널시공을 위한 지반정보 활용기술개발, 광산지역의 재해 모델링 GIS
개발 등 에너지/자원분야의 다양한 생산 및 서비스 활동을 지원할 수 있는 IT 기술을 개발하고 있으며, 지구환경의
복잡한 문제에 대한 모델링, 시뮬레이션, 신뢰도 평가 기법들을 연구하여 우리 사회의 보다 합리적이고 신속한 문
제 해결이 가능하도록 기여하고 있다.
각 연구실에 관한 보다 자세한 정보는 에너지자원공학과 홈페이지에 링크되어 있는 각 연구실 홈페이지에서 얻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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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에너지자원공학과 교과
구분

1학기

1학년

2학기
465.102* 에너지자원과 미래

2학년

465.211* 에너지자원역학
465.213* 응용자원지질
465.215A 에너지GIS
* 2011학번부터 공대타학과개론 교과목 중
1과목(3학점) 이수

465.202* 에너지환경기술경영
465.204* 지구물리공학
465.206 에너지화학

3학년

465.311* 암석역학 및 실험
465.313* 석유가스공학 및 실험
465.315 지구통계학
465.319 # 신재생에너지
465.331 에너지원격탐사
465.333 파동과 지진공학
465.335* 자원공학실습

465.302* 자원처리공학
465.304* 에너지자원 수치해석
465.306 # 응용지구화학
465.308 지하영상처리
465.320 지질공학
465.326 암반공학응용 및 설계

4학년

465.408
465.409
465.413
465.417
465.419
465.435
465.439
465.441

465.404A 에너지자원공학 독립학습
465.406 해외자원투자실습
465.420 지열에너지
465.424 터널 및 지하공간설계
465.442 자원개발공학

국제에너지시장분석
에너지자원리더쉽
에너지경제학
물리탐사자료해석
청정석탄기술
# 에너지환경공학
광해방지환경공학
# 시추공학

※ (*) 전공필수과목, (#) 전공선택필수과목, (1): 1학점 (2): 2학점 그외 3학점

4. 졸업 후 진로

에너지자원공학 전공자의 졸업 후 진로는 크게 정부부처와 공사, 대학, 연구소 및 기업 등으로 나눌 수 있다. 환경부
나 산업자원부 등의 정부부처에 진출할 수도 있고, 한국석유공사, 한국가스공사, 대한광업진흥공사, 한국전력공사, 한
국농촌공사 등의 공사에서 일을 할 수도 있다. 국내외 기업체에 취업을 할 수도 있으며 국내외 대학에서 교수로 재직
할 수 있다. 또한 한국지질자원연구원, 한국해양연구원,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 등의 연구
소나 평가원에서 일할 수도 있다. 광해방지사업단이나 에너지관리공단, 대한석유협회 등에서도 일할 수 있으며 SK이
노베이션, 삼성인터내셔널, LG인터내셔널 등 자원개발전문 민간기업으로도 꾸준히 진출하고 있다. 최근에는 미국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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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 석유회사인 셰브론(Chevron), 미국의 석유화학전문기업인 엑손모빌(Exxon Mobile)로 직접 진출하는 사례가
있으며 에너지자원개발과 관련된 금융회사이나 컨설턴트로로 진출하고 있다.

5. 에너지자원공학과를 지원하고자 하는 학생이 갖추어야 할 자질
부족한 에너지 자원에 대해서 배우는 학과이므로 에너지에 관심이 있고, 특히 석유, 석탄, 가스와 같은 전통 에너
지원나 태양광, 지열, 바이오에너지, 가스하이드레이트 등과 같은 재생 또는 신재생 에너지원에 흥미가 있는 학생들
에게 좋다. 에너지공학을 공부하기 위해서는 화학, 수학, 물리 등의 과목에 흥미가 있으면 유리한데 특히 논리력과
자연현상에 대한 이해력을 요구하는 물리과목이 더 중요하다. 또한 새로운 것을 발견하고 응용하는 것을 좋아하면
도움이 되고. 어떤 일을 할 때 꼼꼼하게 마무리하는 성격이 유리하며, 실험이 많은 분야이므로 차분하고 집중력이
높으면 좋다.

6. 에너지자원공학과 지원 학생을 위한 추천도서
가. [공대가 좋아] 추천
* 최정문교수 : 김동호 [깨끗한 부자]
* 민기복 교수 : 조정래 [정글만리]

나. 경상남도교육청 대학진학전문위원단 추천
1) 김태희.「자원전쟁」. 영림카디널.
2) 김재명.「석유 욕망의 샘」. 프로네시스.
3) 김성호. 「검은 석유의 눈물」. 미래아이.
4) 서윤호. 「세상을 바꾼 다섯 개의 방정식」. 경문사.
5) 제롬보날디(성일권역). 「거의 석유 없는 삶」. 고즈윈.

7. 자료 출처
항목

자료 출처

1. 학부소개

서울대학교 공과대학 홈페이지 및 에너지자원공학과 홈페이지 - 학과 소개

2. 연구그룹

에너지자원공학과 홈페이지 – 연구 - 연구실소개

3. 에너지자원공학과 교과

에너지자원공학과 홈페이지 – 학사 /행정 – 교과과정

4. 졸업 후 진로

에너지자원공학과 홈페이지 – 입학/졸업– 졸업후 진로

․ 커리어넷 학과소개
5. 에너지자원공학과를 지원하고자
동아사이언스 – 최정문의 공대가 좋아 시즌 1. 11편 서울대 에너지자원공학과 최종근 교수
하는 학생이 가져야 하는 자질
(http://www.dongascience.com/broad/view/44/scq)
․ 동아사이언스 – 최정문의 공대가 좋아 시즌 2. 9편 서울대 에너지자원공학과 민기복 교수
6. 에너지자원공학과 지원 학생을 위
한 추천 도서

(http://www.dongascience.com/news/view/5362/news)
․ 경남도교육청 대학전문지원단

※ 추가 정보는 학과홈페이지 – 게시판 – 공지사항 - 학과브로셔(2015.1.16.) 자료를 참조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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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자핵공학과

1. 학과소개
원자핵공학은 핵분열반응으로 방출되는 막대한 에너지를 실용화하여 전력을 생산하는 원자력 발전과 에너지 고갈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핵융합 발전과 같은 첨단 에너지 기반의 과학과 산업을 주축으로 하고, 최신 과학
기술로 플라즈마, 방사선, 가속기, 레이저 등과 같은 에너지를 이용하여 현재와 미래의 산업을 창출하고 이끌어갈 새로
운 기술과 시스템을 연구 개발하는 응용 학문이다. 원자력 에너지는 화석에너지 고갈과 지구 환경문제에 대처하는 가
장 현실적인 대안으로 이의 역할 증대가 필연적이며, 특히 에너지를 전량 수입하는 우리나라의 현실에서 국가 에너지
확보와 미래 에너지원 개발을 목표로 한 원자력 의존도는 더욱 증가하고 있다.
원자력 발전분야와 함께 플라즈마, 중성자, 방사선, 레이저 빔 등의 첨단과학 기술은, 국가 과학기술력의 상징이 되
는 원전, 가속기, 핵융합 장치와 같은 대형 복합 시스템 확보를 가능케 하며, 아울러 21세기에 부각될 정보, 생명, 미세
기술 (IT, BT, NT) 관련 미래 산업과 환경산업의 기반이 되는 핵심 기술을 제공한다.
이와 함께 미개척의 핵융합 연구는 궁극적인 미래 에너지원 해결과 직결되어 있고, 플라즈마 응용 기술은 신소재와
환경 산업에서의 한계 기술을 극복 시켜주는 핵심 요소이다. 또한 방사선 응용 역시 폐기물 처리, 신소재 개발, 정밀
계측기술, 농/공/의학의생명과학에 광범위하게 쓰여 환경 친화적이며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데 기여할 수 있는 핵심 연
구분야 중 하나이다.
우리나라는 원전 설계, 건설, 운영에 관한 세계 최고 수준의 기술을 바탕으로 UAE 원전 사업을 수주함으로써 세계
6번째의 원전 수출국이 되었으며, 2015년 완공을 목표로 요르단 연구용 원자로 건설 사업을 성공적으로 수행하고 있
다. 장기적인 국가 에너지원의 지속적 제공과 원자력 수출산업국으로의 위치를 공고히 하기 위해서는 체계적인 핵심
기술 및 연구 능력의 배양과 고급 전문 인력양성이 우선되어야 한다.
원자력 연구의 복합화된 대형 종합 과학기술의 특수성을 감안하여, 우리 학과는 핵심 요소기술 연구능력의 강화와
미개척 과학기술 영역에 도전하면서 창조적 연구개발에 중점을 두어서, 세계 수준의 연구개발을 통해여 국제 경쟁력을
갖춤과 동시에 국내 학계를 선도하는 역할을 하도록 노력하고 있다.

2. 연구그룹
가. 원자력 시스템 공학
원자력 시스템 공학에서는 핵분열 반응으로 얻는 고밀도 에너지를 이용하여 전력 및 고온열을 생산함으로써 경
제적이고, 환경 친화적인 에너지를 풍부하게 공급할 수 있는 원자력 시스템을 다룬다. 주요 연구 대상은 현 상용
원전의 원자로, 냉각계통, 제어계측계통, 구조재와 핵연료 등 뿐만 아니라 고속증식로, 수소생산로, 핵변환로, 소
동력로 등 다양한 용도로 개발되고 있는 미래원자력 시스템을 포함한다.
세부 연구 분야는 원자로 물리와 전산모의, 열수력학과 안전해석, 구조 및 재료해석과 개발, 디지털화 종합설계 등
으로 구성되어 있다. 최근 연구의 중점은 고성능 차세대 원자로 해석코드 개발, 원자로 성능 및 안전도 증진을 의한
각종 방안의 실험적 및 해석적 평가, 선박 및 우주추진체 및 지역난방용 소동력로 개발, 핵종변환 및 건식처리을 통
한 사용후핵연료 활용기술 개발, 가상공간과 시간개념 도입한 디지털 원전설계 등에 두어지고 있다. 이 분야 연구의
궁극적 목표는 연료수급과 처리에 대한 우려가 없는 안전하고 경제적인 미래 원자력시스템의 구축에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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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부연구분야
원전 안전성 및 성능개선 분야
․
․
․
․

한국 표준형 원전 및 차세대 원전 개발
가동 원전의 안전성 확보
시스템 신뢰성 공학
성능개선 및 수명연장

원자력 설계혁신 분야
․
․
․
․

원자로 설계해석
원자력 열수력학 및 발전계통
구조재료 공학
원전 계측제어 공학

핵종변환 공학 분야
․ 원전재료의 수화학 연구
․ 장수명 핵종변환 시스템
․ 핵확산 저항성 재처리기술

* 연구실
1) 몬테칼로연구실(심형진 교수)
2) 열수력계통연구실(박군철, 조형규 교수)
3) 원자력시스템 및 응용연구실(김응수 교수)
4) 원자로 물리 연구실(주한규 교수)
5) 원자로설계공학실(서균렬 교수)
6) 핵재료연구실(황일순 교수)

나. 핵융합 ․ 플라즈마 공학
21세기 인류의 궁극적인 에너지원이 될 핵융합에 관한 연구와 신소재 및 환경산업 분야의 한계 기술에 일대 혁
신을 가져온 플라즈마 응용공학을 비롯해서 기초 및 응용분야에 파급효과가 매우 큰 가속기 및 입자빔/레이저 등
을 연구하는 양자공학분야로 나눌 수 있다.
핵융합공학 분야에서는 핵융합 플라즈마 이론 및 전산모사, 토카막 핵융합실험, 핵융합로 설계 연구를 수행하고
있고, 플라즈마 응용공학분야에서는 플라즈마 진단 제어 기술을 이용한 신소재 및 환경 산업용 플라즈마 시스템
을 개발 중에 있으며 반도체공정 및 소재개발용 플라즈마원 개발, 열 플라즈마 이용 기술 개발 등을 수행 중에 있다.
양자공학 분야에서는 X-ray 및 중성자 발생 시스템 개발, 레이저 시스템 설계 및 진단, 다목적 이온원 개발 등
의 연구를 수행하고 있다.
* 세부연구분야
핵융합공학 분야
․
․
․
․

핵융합 플라즈마 이론 및 수치해석
핵융합로 제어 및 진단계측
초전도 자석 개발 연구
플라즈마 가열장치 개발

플라즈마 응용공학 분야
․ 신소재 및 환경산업용 플라즈마 시스템
개발
․ 반도체공정 및 소재개발용 플라즈마원
개발
․ 플라즈마 폐기물 및 공해처리 응용
․ 자기유체역학 해석 및 응용

* 연구실
1) 플라즈마 응용 연구실(김곤호 교수)
2) 핵융합 및 플라즈마 응용연구실(황용석 교수)
3) 핵융합 플라즈마 응용연구실 (나용수 교수)
4) 핵융합 플라즈마 이론연구실 (함택수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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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자공학 분야
․
․
․
․

기초학문 및 산업용 입자가속기 개발
X-ray 및 중성자 발생시스템 개발
레이저 시스템 설계 및 진단 응용
다목적 이온원 개발

다. 방사선 공학
방사선발생물질(방사성동위원소)의 형태로 또는 방사선 발생 장치의 제작을 통해 방사선원을 확보하고, 방사선
이용기술의 개발과 이용 영역의 확대를 추구하는 실용 학문이다.
산업 현장에서 방사선의 적극적 이용을 도모하고, 의료 기술의 소재로서 활용 방안을 다양화 하며, 한편으로는
방사성물질에 의한 환경오염의 제어와 인체의 피폭을 관리하는 것이 방사선공학 연구의 기본 활동이다.
방사선 조사를 통한 소재 개발과 농산물 품종개량, 방사화 분석 및 산업용 방사선 촬영, 의료 방사선 영상 및 조
사 장치/기술의 개발, 방사성물질의 환경 영향과 방사선의 인체 피폭 및 영향 평가, 방사선 피폭 제어 등은 방사선
공학 분야에서 기술 지원이 가능한 과제들이다.
* 세부연구분야
방사선 산업응용공학
․
․
․
․

방사선 생명공학

방사선 발생 장치, 설계
방사선 계측 기술
방사선동위원소 생산 기술
방사선 조사 기술

․ 방사선 세포 영향 실험
․ 방사선 인체 영양 해석
․ 방사선 진료용 빔 설계 및 조사 계획

방사선 환경안전공학
․
․
․
․
․

방사선 차폐 설계
방사선 이용 안전 관리(보건물리)
방사선 이용 정책/규제
기반 방사성 폐기물 처분 안전성 평가
방사능 환경 감시

* 연구실
1) 방사선생명공학연구실(김은희 교수)
2) 응용핵물리연구실(최희동 교수)

3. 원자핵공학과 교과(학부 수강 교과 과정표)
가. 교과목 개요
원자핵공학은 미시적인 양자공학과 거시적인 시스템공학을 아우르는 거대공학이다. 학부 1학년의 ‘학문의 기초’
교과목들을 통해 고전역학, 핵물리, 원자물리, 전자기학, 열역학, 통계학 등 기초과학에 대한 이해를 제고하고 기
반 수학을 익힌다. 2학년 과정에서는 ‘핵공학개론’을 통해 원자력시스템, 핵융합/플라즈마, 방사선 공학 분야의 개
념을 정립하고, ‘응용핵물리기초’, ‘플라즈마전자역학’, ‘공학수학’ 등의 교과목을 통해 원자핵공학의 기반을 다진
다. 3학년 1학기의 ‘원자로이론’, ‘플라즈마기초’, ‘방사선공학’을 통해 원자핵공학의 기초를 확립한다. 이후 다양한
전공선택 교과목들을 통해 원자로물리, 열수력, 원자력재료, 안전공학, 핵융합, 플라즈마 및 방사선의 응용, 컴퓨
터물리, 에너지정책 등 핵공학자로의 전문지식과 능력을 함양한다.

나. 교과목 구성
학년

1

구분

학문의 기초

전공탐색

1학기

구분

2학기

수학 및 연습Ⅰ(3)

수학 및 연습Ⅱ(3)

물리학 및 실험Ⅰ(4)

물리학 및 실험Ⅱ(4)

화학 및 실험Ⅰ(4)

학문의 기초

화학 및 실험Ⅱ / 생물학 및 실험(4)

컴퓨터 개념 및 실습(3)

과학과 기술 글쓰기 / 글쓰기의 기초(3)

대학영어(2)

통계학(3)

신입생 세미나(1)

전공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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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자핵공학의 미래(1)

학년

구분
학문의 기초

1학기

구분

공학수학Ⅰ(3)

학문의 기초

핵공학 개론Ⅰ(3)
2

전공필수

학문의 세계

전공필수

전공선택

공학수학Ⅱ(3)
응용핵물리기초(3)

핵공학 개론Ⅱ(3)

전공필수

공학물리 기초(3)

플라즈마전자역학Ⅰ(3)
시스템공학수력학(3)

핵공학 기초실험(3)

전공선택

선형대수/미분방정식(3)

역사와 철학(3)

학문의 세계

정치와 경제/언어와 문학(3)

원자로이론(3)

원자력계통(3)

플라즈마기초(3)

원자로동역학 및 제어(3)

방사선공학(3)

핵융합기초(3)

열역학(3)
3

2학기

전공선택

시스템에너지 전달공학(3)

에너지물리화학(3)

방사선의 산업 및 의학응용(3)

플라즈마전자역학Ⅱ(3)

핵융합플라즈마 실험(3)
수치해석 기초/원자력재료기초(3)

학문의 기초

전공선택
4

고급영어(2)

전공필수

원자핵공학세미나(1)

공대필수교양

창의성교과목/문화와 예술(3)

원자로 안전공학(3)

확률론적 안전해석(3)

응용핵물리(3)

핵부품소재설계(3)

원자로시스템실습(3)

원자로수치해석과 설계(3)

산업플라즈마공학(3)

전공선택

원자력법과 사회(3)
공대필수교양

핵계측(3)
공학지식의 실무응용(3)

사회성 교과목/인간과 사회(3)

에너지정책 및 경제(3)
원자로열유체실험(2)

4. 졸업 후 진로
대학원 진학, 정부출연연구기관(한국원자력연구원, 국가핵융합연구소,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 등), 전력분야공기업
(한국수력원자력, 한국전력공사 등), 대학 교수, 대기업(삼성전자, 두산중공업, 현대건설 등), 정부기관 등

5. 원자핵공학과를 지원하고자 하는 학생이 갖추어야 할 자질
가. [공대가 좋아] 주한규교수 미니 강연
* 모든 공대생에게 요구되는 자질 : 지적 호기심, 성취에 대한 집념, 사명감
* 고교 과목과 연계되는 부분 : 물리II(운동과 에너지, 전기와 자기장, 원자와 원자핵 등), 수학(함수, 벡터 등)

나. 원자핵공학과 홍보영상 – 한국원자력연구소 정연호 원장(원자핵공학과 71학번)
* 인류의 생활과 발전에 활용되는 원자력
* 고교시절 공부하는 수학, 물리, 화학, 영어 등의 과목이 평생을 지배하는 밑받침이 되므로 열심히 공부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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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자료 출처
항목

자료 출처

1. 학부소개

서울대학교 공과대학 홈페이지 및 원자핵공학과 홈페이지 - 원자핵공학 소개

2. 연구그룹

원자핵공학과 홈페이지 – 연구 - 연구분야

3. 원자핵공학과 교과

원자핵공학과 홈페이지 – 교육 – 교과과정

․ 동아사이언스 – 최정문의 공대가 좋아 시즌 1. 7편 서울대 원자핵공학과 주한규 교수
(http://www.dongascience.com/news/view/2381/news)
․ 동아사이언스 – 최정문의 공대가 좋아 시즌 2. 11편 서울대 원자핵공학과 서균렬 교수
5. 원자핵공학과를 지원하고자 하는 (http://www.dongascience.com/news/view/5791/news)
․ 서울대 원자핵공학과 영상
학생이 가져야 하는 자질
4. 졸업 후 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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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료공학부

1. 학부 소개
현대 사회는 정밀기계, 전기전자, 우주항공, 에너지공학, 환경공학 등의 첨단산업 발달과 더불어 급격히 변화하고 있
다. 지난 수십 년간의 눈부신 발전 속도를 참고로 할 때, 앞으로 다가오는 21 세기는 공상 과학 소설가들의 상상이 현
실로 이루어지는 세상이 될 것이다. 이러한 첨단 분야 발전의 근간이 되는 분야가 바로 재료공학이다.
예를 들어, 인류는 우주개발을 오래 전부터 꿈꾸어 왔다. 이런 우주개발의 선결조건은 사람과 물자를 실어 나르는 우
주왕복선의 개발이다. 지금은 성공적으로 임무를 수행하고 있으므로 당연하게 생각하지만, 과거 우주왕복선의 실현이
이루어지지 못했던 이유는 바로 우주왕복선의 지구대기권 진입 시 선체를 보호해주는 단열재가 개발되지 못했기 때문
이었다. 뿐만 아니라, 역사를 거슬러 올라가 살펴보면 고대의 인류문명을 석기시대, 청동기시대, 철기시대 등으로 분류
하고 있다. 이는 문명의 발달 정도가 당시대의 사람들이 사용하던 도구를 이루고 있는 재료를 통해 가늠되었기 때문이
다. 혹자는 현재를 신-철기시대, 신-석기시대, 실리콘 시대, 플라스틱 시대 등으로 관점의 차이에 따라 달리 부르고는
있지만, 사용하고 있는 재료의 발달 정도에 의해 인류문명이 분류되는 상황은 예나 지금이나 마찬가지이다. 이러한 관
점에서 좀 더 달리 냉정하게 말하자면, 우수한 재료를 개발하지 않는 문명은 자연도태 되기 마련이고 국가와 국가 간
의 관계에 있어서도 우수한 재료의 개발 없이는 선진국에의 기술적 예속에서 벗어나기 어렵다고 말할 수 있다. 이렇듯
재료공학이란 한 나라의 산업발전에 근간이 되는 공학 분야이며, 국가 경쟁력을 말해주는 척도가 된다. 우리나라가 공
업선진국으로 발돋움 하는데 큰 기여를 하고 있는 자동차, 조선공업을 비롯한 기계공업의 발전 뒤에는 든든한 철강 재
료가 자리 잡고 있으며, 도시, 건설, 토목의 발전 뒤에는 각종 무기 재료가 자리 잡고 있다. 정보통신화에 필요한 반도
체공업의 발전 뒤에는 수많은 재료공학도의 공정개발노력이 있었고, 웰빙 및 바이오, 유비쿼터스 산업을 통해 열려질
새로운 세상을 위해서는 신개념 플라스틱 재료의 개발이 필요하다. 이렇듯 재료공학은 항상 과제 해결의 중심적 역할
을 해왔다.
재료공학에서 취급하는 재료는 크게 고분자 재료, 금속재료, 무기재료, 바이오 재료, 전자재료로 나눌 수 있다. 이들
재료로부터 원하는 성능을 최대화하기 위해서는 그 재료에 대한 거시적(macroscopic) 이해와 미시적(microscopic) 이
해가 동시에 필요하다. 성능에 대한 판단은 재료의 거시적 이해가 있어야 가능하며, 그 성능을 얻게하기 위해서는 구조
-공정-성질에 대한 재료의 미시적 이해가 있어야 가능하다. 재료공학에서는 원하는 성질(properties)을 얻기 위해 공
정(processing), 미세 구조(structure)를 조절하게 되는데, 이들 3가지를 일컬어 재료의 미시적 이해라 하며 구조-공
정-성질간의 깊은 연관관계에 의해 재료의 거시적 이해인 성능이 좌우된다. 즉, 각각 미시적 요인들이 최대가 되었을
때 그 재료는 최대의 성능이 발휘되는 것이다.
뿐만 아니라 재료공학은 전 학문 분야를 아우르는 종합학문이라 할 수 있다. 예를 들면 자동차에 쓰이는 박판의 경
우 박판의 강도, 인성, 가공성 등 여러 가지 필요한 성질들이 있게 되고, 이러한 성질들이 필요한 이유를 알기 위해서
는 재료공학을 공부하는 사람은 적어도 자동차가 무엇인지를 알아야 되는 것과 같은 이치이다. 반도체 재료 및 공정을
공부하는 사람이 반도체가 무엇이고 어떻게 작동되는지 모르면서 재료적인 차원만 고집하면서 공부한다면, 설령 공부
는 한다고 할지라도 반도체소자를 연구하는 사람과 대화가 통하지 않을 뿐 아니라, 더 나아가 자기발전을 기대할 수
없다. 아울러 재료에 대한 미시적 이해의 증진에 있어서도 양자론적, 통계 역학적 이해를 비롯한 물리, 화학, 수학 등을
비롯하여 열역학, 반응속도론, 결정학 등 기초학문의 이해 없이는 불가능하다. 따라서 재료공학은 그 응용분야와 뗄 레
야 뗄 수 없는 관계가 있으며, 이런 응용분야의 다양한 접근을 위해 기초학문과의 연계가 매우 중요하다.
과거 인류는 재료의 변화와 함께 진화해 왔으며 앞으로의 무한한 발전을 위해서 지금도 계속적인 연구를 진행해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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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고 있다. 특히, 나노기술(NT)의 대두로 기존 재료에서는 볼 수 없었던 새로운 성질들이 발견되어지고 있는바, 새로
운 재료의 개발 및 산업의 도래가 예상된다. 이러한 나노기술과 재료공학의 접목은 인류의 영속적 발전과 번영을 약속
할 것이며 꿈으로 생각해왔던 미래사회를 이끌 원동력이 될 것이다.

2. 연구센터
가. GRL(친환경 에너지 나노소재 연구센터)
1980년 ‘고분자 재료 실험실’의 명칭으로 처음 연구실을 설립한 후, 30년의 역사를 자랑한다. 지난 30년 동안,
본 연구실은 고분자 물질의 합성-구조-성질의 상관성을 규명하는 연구에서부터 다성분계 고분자계 및 생체고분
자에 대한 이론과 컴퓨터 시뮬레이션에 이르기까지 폭넓은 분야를 연구함으로써 우리나라 고분자 과학과 기술의
발전에 큰 기여를 해왔다. 최근에는 인류의 미래를 지속적으로 발전시키기 위하여 필수불가결한 신재생 에너지의
연구에 초점을 맞추어 태양전지 및 연료 전지의 핵심 소재인 새로운 광활성층 유기/고분자 물질 및 연료전지용 수
소이온 교환막 등의 개발에 역량을 집중하고 있다.
연구실
Advanced Material for Organic
Photovoltaics Laboratory
(유기태양전지연구실)

연구분야
․ 교수 : 조원호
․ 연구분야 : 고효율 및 장기 안정성을 갖는 유기 태양전지를 제작하는 것이며 이를 위해 새로운
광활성층용 공액 유기 물질 합성 및 정공 수송층 물질 개발, 롤투롤 공정을 위한 소
자 제작법 개발 등의 연구를 진행

나. OLED(유기디스플레이 연구센터)
현재 급부상하고 있는 차세대 디스플레이 기술인 OLED의 산학연 공동 연구 기반을 조성하는 것이다. 센터 내
최적의 OLED 장비를 구축하고, 장비 공동 활용 및 공정 지원 서비스를 함으로써 산학연간 신속한 기술 이전 체제
를 갖출 계획이며, 센터홈페이지 제작을 통해 인력과 기술의 정보네트워크 구성 및 장비와 연구시설에 관한 DB를
구축함으로써 전국적인 기술자원 정보인프라를 구축할 것이다. 또한 OLED 부품 및 재료에 대한 신뢰성 평가를 통
해 관련업계 경쟁력을 강화시키고, 전문 인력양성 및 OLED 교육훈련을 시행하여 OLED 연구진 연구능력 및 국제
적 기술경쟁력을 향상시켜 국가경쟁력을 키우는데 최종목표를 두고 있다.
연구실

연구분야

Organic Photonics Laboratory
(유기광전자연구실)

․ 교수 : 김장주
․ 연구분야 : 유기 반도체의 전기적, 광학적 특성을 이해하고, 이를 바탕으로 유기발광다이오드
및 유기태양전지의 소자물리에 대해 연구

Creative Research Initiative Center
for Supramolecuar Optoelectronic
Materials Laboratory
(초분자 광전자 재료 연구단)

․ 교수 : 박수영
․ 연구분야 : 분자 수준에서와 벌크 고체 상태에서의 광전자학을 연결 짓는 연구분야로 자기
조립 특성을 가지는 파이 공액 유기 재료를 이용하여, 기능성 나노 구조체를 형성
하는 고성능의 초분자 광전자 재료를 개발하고, 이 재료이 초분자 구조와 그 특성
의 관계를 파악

Electronic Materials Research
Group
(전자재료실험실)

․ 교수 : 주승기
․ 연구분야 : 다결정 실리콘 박막 트랜지스터, 리튬 이온 배터리, 다결정 박막 태양전지 PZT 비
휘발성 메모리

다. FTC(Fashion Textile Center : 패션 신소재 연구센터)
소재연구센터(소장 강태진 공과대학 재료공학부 교수)는 부가가치가 높은 고기능성 패션 신소재의 연구기반 구
축 및 기술 개발을 통한 산업체의 지원, 산학연 연구 인력의 네트워크 구축 등 선진국형 섬유산업으로 전환을 위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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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판을 제공하고 있다. 특히 최신 장비를 바탕으로 완제품 평가, 소재 평가, 시제품 제작 등을 진행하고 있다.
의류 완제품 평가는 의복의 보온성과 투습성 압박성 등 쾌적성 관련된 성능 평가를 진행하고 있으며, 소재 평가
는 직물 구조 분석과 전기적 특성, 전자파 차폐 성능 등 국내 다른 섬유 검사소에서 접근하기 어려운 분야의 분석
위주로 진행하고 있다. 즉, 평가가 어려운 고기능성 신소재 제품의 성능을 평가하는데 필요한 장비를 다수 확보하
여 업체의 신제품 개발과 대학의 연구에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연구실

연구분야

․ 교수 : 강태진
․ 연구분야 : 지능형 복합재료 관련 연구를 수행하고 있으며 아울러 방위산업에 필요한 새로운
지능형 소재 및 공정 개발에 필요한 연구를 수행 중에 있다. 중점 연구분야로는 탄
Intelligent Textiles and Composites
소 기반 나노소재, 전단농화유체를 이용한 액체 개인방탄재료, 고기능성 자성 복합
(섬유공정 및 복합재료연구실)
나노섬유, 섬유형태 염료감응형 태양전지 그리고 금속섬유 복합소재 등의 외부자극
에 감응하는 지능형 복합재료의 제조 및 특성과 메커니즘을 규명하는 연구를 수행
중에 있다.

라. ReC․SDSW(스핀파 동역학 - 소자 창의 연구센터)
스피닉스, 즉 물질 내의 스핀의 거동에 관한 이론을 전산 모사 및 실험을 통해 정립, 이를 바탕으로 새로운 패러
다임의 정보 소자에 대한 기반 기술을 구축하고, 다양한 자성 특성을 지닌 나노물질의 합성을 통해 녹색에너지, 초
고감도 저에너지의 생의학 영상 기술을 실현코자 합니다.
연구실

연구분야

Research Center for Spin Dynamics
& Spin-Wave Devices
(스핀파 동역학 소자 연구단)

․ 교수 : 김상국
․ 연구분야 : 새로운 물리현상을 발견하고 신개념 초고속 정보처리기술을 개발하고자 나노자성체
에서의 스핀 동역학 연구를 진행하고 있다. 이를 위해 이론 및 미소자기 전산모사를
수행하여 스핀파, 자기 소용돌이, 자구벽을 소자에 응용하기 위한 기반기술을 확립
하고, 자성 박막 시편과 자성 나노입자 시편을 제작하고 그 특성을 분석하여, 차세
대 자기 메모리 소자 및 정보처리 소자 제작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마. CMTAC(복합환경제어 멀티스케일 시험평가센터)
온도, 압력, 부식 등의 환경에 노출되는 소재의 고신뢰성 제품 설계를 위해서 다양한 환경을 복합적으로 고려하
는 복합 환경 평가방법과 소재, 부품에서 제품까지를 총체적으로 평가하고, 문제의 발생 원인을 스케일 단위로 평
가하여 근본적인 원인을 찾는 멀티스케일 평가 방법을 제시하고 있다. 이를 기반으로 역학특성 및 수명특성을 분석
가능한 장비를 구축함으로써 산업현장에서 요구되는 신뢰성 설계기술을 제공할 수 있다.
연구실

연구분야

Material Reliability & Forensic
Laboratory
(법안전공학연구실)

․ 교수 : 권동일
․ 연구분야 : 재료의 역학특성 평가를 통한 멀티스케일 신뢰성 평가 기술 개발을 목적으로
1994년 설립되었다. 연구실에서 개발한 연속압입시험기술을 통해 소재의 다양한
역학특성을 간단하고, 선택적으로 스마트하게 평가하는 기술을 개발하며 국내 소
재특성 평가, 신뢰성 기술 분야에서 최고 수준의 연구를 수행하고 있다. 또한, 기
술의 개발에 그치지 않고 산업현장에 널리 활용될 수 있도록 ISO 및 ASME 등 국
제표준/규격으로의 표준화 활동을 통해 순수 국내 신뢰성 평가 기술의 우수성을
세계에 알리고 있다. 이러한 기술 축적을 통해 2000년 학내벤처로 FRONTICS가
설립되었으며 현재 최첨단의 물성 평가 장비를 제작하는 회사로 성장하였다.
2012년에는 미국지사인 FRONTICS AMERICA가 설립되었으며 이를 통해 GE,
Exxonmobil, Shell, TWI 등 세계적인 기업들과의 협력연구가 보다 수월해져 다양
한 연구들이 진행되고 있다. 2010년부터는 정부에서 지원하는 산업융합기반구축
사업의 일환으로 고가의 다양한 신뢰성 평가장비들을 구축하여 신뢰성 평가분야
의 원스톱솔루션을 제공하는 ‘복합환경제어 멀티스케일 시험평가센터’를 운영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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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실

연구분야
있다. 2014년부터는 이러한 신뢰성 기술 연구를 바탕으로 사고조사 및 원인 분석,
법원감정 등 법공학 분야의 기술의 파급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하여 연구실명을 법
안전공학 연구실로 개명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안전소재연구, 안전기술 및 안전경
영 컨설팅 등 최근 국가적인 이슈가 되고 있는 안전 분야의 주도권을 잡고 보다
안전한 한국 사회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바. CSOM(초분자 광전자 재료 창의연구단)
과학재단 지정 기초과학연구센터(SRC)인 “전자광감응분자연구센터”에 소속되어 있으며 광굴절성 유기고분자소
재개발의 선도적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2004년 이후 과학기술부 지정 국가지정연구실(National Research Lab)인
“나노유기광전자연구실”에 선정되어 있으며 전기, 광학 특성을 보이는 나노유기소재개발의 선도적 역할을 수행하
고 있다. 프린터용 감광체와 전기발광고분자소재 등과 같은 첨단 산업기술분야에서의 연구업적을 누적해왔으며 미
래지향적인 유기트린지스터, 유기/고분자 메모리, 전기발광디스플레인(OLED), 바이오포토닉스, 신개념 전기광학센
서, 디지털홀로그램용 광메모리, 삼차원 입체영상 표시소자용 광굴절소재, 광전자용 신기능액정, 고분자레이저 등
의 원천기술의 개발에 보다 큰 힘을 기울이고 있다. 현재 분자광전자 연구실에는 박사 후 과정 2인, 박사과정 11인
그리고 석사과정 6인이 연구를 수행하고 있다.
연구실

연구분야

Creative Research Initiative Center
for Supramolecuar Optoelectronic
Materials Laboratory
(초분자 광전자 재료 연구단)

․ 교수 : 박수영
․ 연구분야 : 분자 수준에서와 벌크 고체 상태에서의 광전자학을 연결 짓는 연구 분야이다. 연구
목표는 자기 조립 특성을 가지는 파이 공액 유기 재료를 이용하여, 기능성 나노 구
조체를 형성하는 고성능의 초분자 광전자 재료를 개발하고, 이 재료의 초분자 구조
와 그 특성의 관계를 파악하는데 있다.

3. 재료공학부 교과
가. 전공과목 이수표준형태
구분

1학기

1학년

2학기
445.102A* 재료공학원리

2학년

445.213A* 재료물리화학1
445.204 재료역학개론
445.211* 연구 유기재료화학

445.202 재료현대물리
445.206* 결정학개론
445.214 재료수치해석
445.215* 재료물리화학2

3학년

445.301* 재료열역학
445.303* 재료실험 1,2
445.310* 재료의 기계적 거동
445.313A 재료세미나
445.324 물리야금학
445.326 재료기기분석
445.327 고분자재료화학
445.331 재료이동현상론
445.333 재료구조분석
445.335 재료바이오입문

445.302* 재료상변태
445.312* 재료의 전자기적 성질
445.304* 재료실험 1,2
445.328 고분자재료물리
445.329 세라믹스물리화학
445.330A 재료공정통계분석 및 설계
445.332 제련공학
445.324 전기회로
445.334 재료반응공정 및 설계

4학년

445.442* 재료종합설계
445.408A 재료종합실험
445.410 금속재료학
445.411 반도체집적공정
445.426 유기재료공학

445.442* 재료종합설계
445.408A 재료종합실험
445.314 응용전기화학
445.425 세라막스공정
445.428 박막소자 및 응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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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1학기
445.427
445.429
445.444
445.445
445.446

전자세라믹스
분자전자재료
전산재료학
생체의료용재료
재료결정결함

2학기
445.440
445.441
445.443
445.447
445.448

스핀재료과학과 응용
에너지재료 및 소자
나노기술과 재료
디스플레이 재료 및 소자
최신 반도체 재료 및 소자

* 2014 전공필수교과목

나. 선수 교과목
선수 이수 교과목
컴퓨터의 기초
재료물리화학1
유기재료화학
재료현대물리
물리학1,2
수학 및 연습1,2

후수 교과목
재료수치해석
전산재료학
재료물리화학2
고분자재료화학
재료의 전자기적 성질
재료현대물리
공학수학1,2

후수 교과목 수강 시 선수 교과목을 이수하였거나 동시에 이수하여야 한다. 단, 선수 과목을 이수하지 못했으나,
유사 교과목 이수 등으로 후수 교과목을 이수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춘 학생은 교과목 담당 교수의 승인을 받고 이수
할 수 있다.

4. 졸업 후 진로
재료공학은 반도체, 자동차, 디스플레이, 전자, 생체 및 의약분야 등 거의 모든 공학 분야와 관련되어 있다. 이런 이
유로 재료공학을 전공하면 다른 여러 공학 분야 및 기초과학 기술을 두루 알 수 있다는 장점이 있으며 공학 전반에 대
한 지식과 과학적 분석틀을 습득할 수 있기 때문에 사회가 요구하는 다양한 분야에 진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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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재료공학부를 지원하고자 하는 학생이 갖추어야 할 자질
가. [공대가 좋아] 황농문교수 미니 강연
* 재료공학에 필요한 기본 소양은?
수학과 과학을 좋아하거나 응용에 관심이 많으면 적합, 도전정신, 미지의 문제에 도전하고 이겨내는 경험
* 대학 공부에 대비해 지금 준비해야 할 것은?
생각하는 훈련, 해답을 보지 않고 자기 힘으로 생각하는 연습
* 입시 면접에서 학생의 어떤 면을 주의 깊게 보고 싶은지?
정신적으로 성숙한 아이들

나. [공대가 좋아] 김기범교수 미니 강연
* 재료공학을 공부하기에 적합한 소양과 자질은?
왜 라는 질문을 많이 하는 학생이. 탐구심을 가진 학생
* 재료공학이 요구하는 기초과목은 무엇인지?
모든 학문과 연관되어 있음. 모든 자연과학은 에너지와 물질과의 관계에서 생겨남.
물리, 화학, 생물에 관한 지식

다. 워크넷 학과 정보(재료공학과) 적성과 흥미
재료공학과는 기초과학과 응용과학의 성격이 결합되어 있므로 화학, 물리, 수학 등에 대한 기본적인 이해가
필요합니다. 또한 각종 실험·실습을 하는 과정이 많으므로 분석적 사고력이 중요합니다.

6. 재료공학부 지원 학생을 위한 추천도서
가. [공대가 좋아] 추천
* 김기범 교수 : 데이비드 보더니스 「E  mc 」

나. 고려대학교 신소재공학부 소개자료(미리보는 신소재공학)
* 김동화「재미있는 나노과학기술 여행」,
* 박상준「미래사회와 신소재」

다. 전남대학교「고교생을 위한 모집단위 추천도서」
* 고분자·섬유시스템공학과 : 진정일「고분자화학 연구실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을까?」, 캐서린 쿨렌
「천재들의 과학 노트」페니르 쿠터, 제이 베레슨「역사를 바꾼 17가지 화학 이야기」, 서울과학교사모임
「시크릿 스페이스」, 미치오 카쿠「평행우주」

라. 2015 전공탐색을 위한 충북대학교 안내서
* 화학공학과 : 문상흡, 박태현, 하창식, 이관영, 오명숙「화학 교과서는 살아있다」K. 메데페셀헤르만, F.
하마어, H-J크바드베크제거「화학으로 이루어진 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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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소재공학과 : 화공학도를 위한 신소재공학, 최신재료공학과 공학

마. 부산대 모집단위 교수가 추천하는 도서목록(재료공학부 – 신헌철교수)
* 과학동아 편집부 「정보통신과 신소재」,류장렬 「반도체 이야기(쇼클 리가 들려주는)」, 시어도어 그레이
「세상의 모든 원소 118」, 박승덕「과학의 미래 청소년이 묻고 과학자가 답하다」, 이인식「나노기술이
세상을 바꾼다」

7. 자료 출처
항목

자료 출처

1. 학부소개

서울대학교 공과대학 홈페이지 및 재료공학부 홈페이지 - 학부 소개

2. 연구그룹

재료공학부 홈페이지 – 교수/연구 - 연구센터

3. 재료공학부 교과

재료공학부 홈페이지 – 학부 – 학부교육과정, 학사안내

4. 졸업 후 진로

서울대 공과대학 홈페이지 - 재료공학부 홈페이지

․ 동아사이언스 – 최정문의 공대가 좋아 시즌 1. 2편 서울대 재료공학부 황농문 교수
(http://www.dongascience.com/broad/view/17/special)
․ 동아사이언스 – 최정문의 공대가 좋아 시즌 2. 3편 서울대 재료공학부 김기범 교수
(http://www.dongascience.com/broad/view/60/special)
․ 워크넷 학과정보
6. 재료공학부 지원 학생을 위한 추천 ․ 고려대학교 전공 소개 자료
․ 전남대학교 전공소개 e-book
도서
․ 2015 전공탐색을 위한 충북대학교 안내서
․ 부산대 모집단위 교수가 추천하는 도서목록
5. 재료공학부를 지원하고자 하는 학
생이 가져야 할 자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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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기․정보공학부

1. 학부소개
전기․정보공학부는 1992년 전기공학과, 전자공학과, 제어계측공학과가 통합되어 설립되었으며 전자제품, 첨단 통신
기술, 반도체, 전력 시스템까지 우리 생활과 산업 전반을 아우르는 융합 학문을 연구한다.
학문 연구 분야는 광범위하게 서로 연계되어 있으며, 반도체 소자 및 집적회로분야, 전기에너지 시스템분야, 전자물
리 및 레이저분야, 전파 및 정보통신분야, 제어계측 및 자동화분야, 컴퓨터 및 초고집적 시스템분야를 교육 연구하고
있다. 이러한 학문 분야의 기초 과목들을 학사과정 1, 2, 3학년 과정 동안 다양하게 제공하며 4학년 과정에서 각 분야
별로 대학원과정 및 산업체에서 필요한 기초전공과목을 선택하도록 하고 있다.

2. 연구그룹
1) 의용생체 및 나노공학 연구그룹
의학, 생체바이오공학, 전기화학, 나노전자공학, 나노광학, 정보공학 등이 융합되어 삶의 질 향상을 위한 혁신적
인 기술을 창출하고 있다. 구체적인 연구로 인공와우, 인공망막, 파킨슨병 환자를 위한 심뇌자극 시스템, 세포-뇌
-기계 인터페이스, 나노/마이크로 구조를 이용한 고속 진단기, 마이크로/나노 유체 조절, 방대한 정보 분석 기법
등 첨단 연구를 재해석, 재구성하여 기술 혁신을 이끌어 나가는 데에 주력하고 있다.
* 연구실
가. 나노생체전자시스템 연구실(김성준 교수)
나. 생체광학 및 나노공학 연구실(권성훈 교수)
다. 전기-의학융합 연구실(서종모 교수)
라. 에너지환경융합 연구실(김성재 교수)
마. 생체정보 연구실(윤성로 교수)
바. 바이오메디컬 영상과학 연구실(이종호 (B) 교수)

2) 나노/마이크로머신 연구그룹
반도체 집적회로 소자를 제작하는 기술을 이용하여 눈에 보이지 않을 정도로 작은 전기기계 시스템을 만들어서
프린터, 자동차, 휴대폰, 디스플레이, 바이오 공학 등에 응용하는 연구를 수행한다. 구체적으로는 잉크젯 헤드, 마
이크로 센서, 마이크로 스위치, 마이크로 미러 어레이, 렌즈, 바이오 칩, 마이크로 로봇 등을 제작하고 이를 시스템
에 응용하는 연구를 진행하고 있다.
* 연구실
가. 초미세기술 연구실(전국진 교수)
나. 나노/마이크로 시스템 및 제어 연구실(조동일 교수)
다. 마이크로머신 연구실(김용권 교수)

3) 분자전자물리 및 나노포토닉스 연구그룹
액정, 유기반도체, 생체막 등 복합분자물질 및 나노 구조 등에 대한 물리학을 기반으로 구조적, 전기적, 광학적
특성 및 광학적 제어방법에 대해 연구한다. 구체적으로는 나노 패턴 기술, 인공 생체막, 차세대 유기 집적소자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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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스플레이, 유기 태양전지, 나노 광학 및 나노 광학 집적회로, 광자 신호처리와 광자 로직, 3차원 디스플레이 장
치와 영상시스템, 홀로그램 등을 연구하고 있다.
* 연구실
가. 분자집적물리 및 소자 연구실(이신두 교수)
나. 광공학 및 양자전자 연구실(이병호 교수)
다. 광자 시스템 연구실(박남규 교수)
라. 레이저공학 및 어플리케이션 연구실(정윤찬 교수)

4) 디스플레이 및 친환경 소자 연구그룹
영화 속에서 보이는 미래 세계의 모습과 보다 편리하고 혁신적인 세상을 구현하기 위한 차세대 디스플레이 기
술 및 친환경 전자 소자 기술을 연구하고 있다. 구체적인 연구주제로 플라즈마 디스플레이 패널, 친환경 무수은
면광원, 고밀도 플라즈마 기반 차세대 반도체 공정 장비, 유기 박막 트랜지스터, 유기발광 다이오드, 유기 태양 전
지, 프린팅 기반 전자 소자 공정, 유연 신축성 전자 소자 및 회로, 산화물 박막 트랜지스터, 전자 피부 용 센서 등
을 연구한다.
* 연구실
가. 플라즈마 연구실(황기웅 교수)
나. 유기반도체 연구실(이창희 교수)
다. 차세대유연성소자 연구실(홍용택 교수)

5) 반도체 물리 및 소자 연구그룹
반도체 산업은 우리나라 산업의 중추를 이루고 있으며 소자 축소화가 진행됨에 따라 이에 대한 기반기술개발이
요구되고 있다. 차세대 공정 개발을 통한 소자 설계 및 제작과 더불어 소자분석/modeling을 수행하여 디스플레이
박막소자, 메모리 소자, 전력 반도체, 극미세소자, 바이오 및 가스 센서, 신경모방 기술, RF 소자의 개발 및 특성연
구를 진행하고 있다.
* 연구실
가. 물리전자 연구실(박영준 교수)
나. 반도체 재료 및 소자 연구실(박병국 교수/이종호(S) 교수)
다. 반도체 소자 연구실(신형철 교수)

6) 무선 및 전파공학 연구그룹
화합물 반도체, CMOS 및 RF MEMS 기술을 이용하여 초고주파에서 동작하는 수동 · 능동 소자와 이를 이용한
회로와 시스템 전반에 관해 연구하고 있다. 특히 세상에서 가장 빠른 트랜지스터 연구, Digital RF 기술 연구와 더
불어 안테나 및 고효율 전력증폭기에 대한 연구를 수행하고 있으며, 초고주파를 다양한 방법으로 생물 및 의학 분
야에 적용하는 융합 기술의 개발도 진행 중이다.
* 연구실
가. 밀리미터파 소자 및 회로 연구실(서광석 교수)
나. 전파공학 연구실(남상욱 교수)
다. 밀리미터파 집적시스템 연구실(권영우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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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통신시스템 연구그룹
IT 정보화 시대의 근간이 되는 다양한 디지털 유/무선 통신 시스템 개발과 관련된 기술을 연구한다. 이를 위해
통신 이론 및 암호화 이론을 연구하며 차세대 이동통신 시스템, 초/단거리 무선 통신 시스템, 센서 망에 적합한 통
신 시스템, 전력선과 같이 유선망을 이용한 초고속 송수신기 등의 설계 및 구현 기술을 연구하고 있다.
* 연구실
가. 통신 및 부호이론 연구실(이재홍 교수)
나. 송수신기술 연구실(이용환 교수)
다. 부호 및 암호 연구실(노종선 교수)
라. 이동통신 연구실(이광복 교수)
마. 전파 및 무선통신 연구실(김성철 교수)
바. 무선신호처리 연구실(이정우 교수)

8) 통신 네트워크 연구그룹
유선 전화와 인터넷을 넘어 차세대 초고속 무선인터넷 접속기술까지, 언제 어디서나 빠르고 안전하게 정보를
주고 받을 수 있는 유무선 통신시스템 기술 및 네트워크 기술에 대해 연구하고 있다. 아울러 현재 활발히 논의되
고 있는 통신방송 간 융합 뿐만 아니라 자동차나 전력망과 통신의 융합 등 새로운 응용 분야에 필요한 미래형 통
신 및 네트워크 기술에 대해서도 연구하고 있다.
* 연구실
가. 통신 및 신호처리 연구실(이병기 교수)
나. 네트워크 연구실(박세웅 교수)
다. 지능형자동차 연구실(서승우 교수)
라. 멀티미디어 무선통신망 연구실(최성현 교수)

9) 전력 네트워크 연구그룹
인류가 당면한 에너지고갈과 환경문제에 대한 해결책은 전기에너지이며 이를 효율적으로 공급하는 전력 네트워
크는 스마트 그리드 전력이라는 새로운 패러다임의 태동을 예고하고 있다. 이에 본 연구그룹은 전력의 생산부터
전송 그리고 소비에 이르기까지 효율적인 감시 및 제어가 가능한 전력 네트워크의 구조를 설계하고 운용하는데
필요한 정책, 경제성 그리고 기술을 연구한다.
* 연구실
가. 전력시스템 및 경제 연구실(박종근 교수/윤용태 교수)
나. 전력시스템 연구실(문승일 교수)

10) 전기 에너지 시스템 연구그룹
에너지원의 고갈과 각종 환경 규제에 대응하여 지속 가능한 성장을 이룩하기 위한 전기에너지의 변환과 각종
전기기기들의 설계 및 효율적인 제어에 관해 연구한다. 구체적인 연구로 각종 산업용, 수송용, 가정용 전동기의 고
효율, 고출력 설계와 그 제어, 압전 트랜스듀서 및 초음파 모터, 형상기억 합금 등의 새로운 원리에 의한 전기기기
의 특성 및 응용에 대한 연구, 연료전지, 2차 전지, 태양광 시스템, 풍력 발전 등의 신재생 에너지를 이용하기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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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전력변환 시스템에 관해 연구한다.
* 연구실
가. 전력전자시스템 연구실(조보형 교수)
나. 전기역학 연구실(정현교 교수)
다. 전력전자 연구실(설승기 교수)
라. 전기에너지변환 연구실(하정익 교수)

11) 제어공학 및 시스템 이론 연구그룹
제어 및 시스템 이론은 기계가 자동으로 움직이기 위한 근본적인 원리를 연구하는 학문이다. 본 연구그룹에서
는 새로운 이론을 창출하고 효율적인 제어 시스템 설계 기법을 연구한다. 또한 이 이론들을 응용하는 연구로서 통
신망 제어, 로봇제어, 고용량 기억장치 및 서보 제어, 생물학적 시스템의 모델링 및 제어, 유도 제어 및 항법시스
템 등 다양한 시스템의 성능을 획기적으로 향상시키며 제어가 불가능하다고 여겨지는 시스템을 제어하는 기술을
연구하고 있다.
* 연구실
가. 비선형 시스템 연구실(하인중 교수)
나. 제어 및 동역학 연구실(서진헌 교수/심형보 교수)

12) 지능 및 로봇 공학 연구그룹
미래문명사회는 가상세계와 현실세계가 무선네크워크와 인터넷으로 연결 결합되고 로봇과 공존하면서 인간과
상호작용하여 더욱 편리하고 안전한 세상을 추구한다. 이를 실현하기 위해 지능 로보틱스 기술, 인지, 판단, 학습
기술, 컴퓨터 비전 기술, 초 분산형 지능기술인 사이버물리시스템 등을 연구한다.
* 연구실
가. 로보틱스 및 지능시스템 연구실(이범희 교수)
나. 인지지능 연구실(최진영 교수)
다. 컴퓨터비전 연구실(이경무 교수)
라. 사이버물리시스템 연구실(오성회 교수)

13) 음향 및 신호처리 연구그룹
소리의 공학적인 응용을 위한 3차원 음향공간 재생 및 음향에 대한 감성공학적 설계, 인간 중심적 인터페이스
의 향상을 위한 음성 인식, 합성 및 잡음 제거, 확률신호의 수학적인 해석과 알고리즘 개발을 통한 향상된 신호처
리 기법의 개발, 멀티미디어 시스템의 화질 및 음질 개선을 위한 신호처리 기법, 영상 신호의 압축 알고리즘 개발
및 얼굴, 물체의 인식을 가능하게 하는 컴퓨터 비전 등에 대해 연구하고 있다.
* 연구실
가. 정보시스템 및 신호 연구실(김태정 교수)
나. 정보신호처리 연구실(조남익 교수)
다. 휴먼인터페이스 연구실(김남수 교수)
라. 정보시스템 연구실(심병효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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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회로 및 시스템 연구그룹
차세대 전기, 전자, 통신시스템은 하나의 칩으로 구현되어 소형화, 저전력화가 이루어지고 있다. 이를 위한 연구
로서 고성능 아날로그-디지털 집적회로 구현, 시스템-온-칩 설계 방법론, 저전력 재구성구조의 내장형 프로세서
구현, 다중 프로세서 설계, 하드웨어에 최적화 된 소프트웨어의 자동설계, 고해상도 비디오 플랫폼 등 차세대 회로
시스템 설계를 위한 전반적인 연구를 진행하고 있다.
* 연구실
가. 집적시스템설계 연구실(정덕균 교수)
나. 아날로그 및 혼성신호IC설계 연구실(김수환 교수)
다. 시스템설계 연구실(채수익 교수)
라. 설계자동화 연구실(최기영 교수)
마. 시스템온칩 최적화 연구실(백윤흥 교수)
바. 혼합신호IC 및 시스템설계 연구실(김재하 교수)

15) 임베디드 시스템 연구그룹
하나의 반도체 칩으로 구현된 컴퓨터들이 내장(embedded)되어 사용되는 제품을 임베디드 시스템(embedded
system) 이라고 부르며, 휴대폰, TV, 냉장고, 로보트, 네비게이터 등 전자 제품뿐만 아니라, 자동차 등 기계적인
시스템에도 널리 사용된다. 임베디드 시스템의 효과적인 개발을 위해서 필요한 마이크로프로세서 설계 및 최적화,
응용 프로그램 최적화, 컴파일러 개발 및 임베디드 시스템용 반도체 칩 설계 등에 관련된 연구를 수행한다.
* 연구실
가. 멀티미디어시스템 연구실(성원용 교수)
나. 시스템합성 연구실(김태환 교수)
다. 실시간 운영체제 연구실(홍성수 교수)
라. 가상머신 및 최적화 연구실(문수묵 교수)
마. 컴퓨터구조 및 병렬처리 연구실(이혁재 교수)

16) 소프트웨어 연구그룹
정보화 시대를 견인했던 Web, Microsoft Window, Oracle, Google, 그리고 영화 또는 게임에서 응용되는 애니
메이션 등의 발전에는 소프트웨어 기술이 핵심 역할을 하였다. 본 연구 그룹은 컴퓨터에 기본적으로 필요한 시스
템 소프트웨어인 Operating System과 데이터베이스 시스템, 그리고 데이터마이닝과 그래픽스 및 미디어 등 소프
트웨어에 대한 핵심기술을 연구를 해오고 있다.
* 연구실
가. 페타바이트-스케일 인메모리 데이터베이스 연구실(차상균 교수)
나. 그래픽스 및 미디어 연구실(고형석 교수)
다. 데이터마이닝 및 데이터베이스 연구실(심규석 교수)
라. 머신 인텔리전스 연구실(정교민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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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전기․정보공학부 교과(학부 수강 교과 과정표)
학년

구분
공통

1학기

2학기

430.215 * 기초전기전자세미나 (1)
430.213A * 기초회로이론및실험 (4)

430.202B * 기초전자기학 및 연습 (4)
430.216 전기시스템 선형대수 (3)

430.211 ** 프로그래밍방법론 (3)

430.201A * 논리설계 및 실험 (4)
430.217 ** 자료구조의 기초 (3)

반도체
전기에너지
2

전자물리
통신
제어계측
컴퓨터
공통

3

430.307 * 심화전기전자세미나 (1)

반도체

430.207B * 기초전자회로및실험 (4)

430.301C ** 아날로그전자회로 (3)
430.312 ** 반도체소자 (3)
M2608.000200 ** 생체전기정보공학 (3)

전기에너지

430.328 ** 전력 및 에너지 시스템의 기초 (3)

430.309A ** 전기에너지변환 (3)

전자물리

430.203A ** 전자기학 (3)
430.326 ** 양자역학의 응용 (3)

통신

430.306 * 신호 및 시스템 (3)
430.314 ** 확률변수 및 확률과정의 기초 (3)

제어계측

4

430.317 ** 통신의 기초 (3)
430.463 데이터통신망의 기초 (3)
430.310 ** 제어공학개론 (3)

컴퓨터

430.322 ** 컴퓨터조직론 (3)

430.315A ** 디지털시스템설계및실험 (4)
430.329 알고리즘의기초 (3)

공통

430.402A * 전기전자세미나 (1)
430.405 * 전기공학설계프로젝트 (3)

430.402A * 전기전자세미나 (1)
430.405 * 전기공학설계프로젝트 (3)

반도체

430.421A 나노소자의 기초 (3)

430.424B 디지털집적회로 (3)
430.425 생체계측 (3)

전기에너지

430.446A 마이크로시스템기술개론 (3)
430.470 일본신전기전자산업기술전망 (2)

430.442 전력전자공학 (3)
430.447 전력시장이론 (3)
430.448 전기기기 및 제어 (3)

전자물리

430.435 전자물리의 기초 (3)

430.423 광전자공학 (3)
430.431A 유기전자소자 (3)

통신

430.461 디지털신호처리의 기초 (3)
430.464A 전파공학 (3)
430.466 통신시스템 (3)

430.469 네트워크프로토콜설계 및 실습 (3)

제어계측

430.452A 로봇공학개론 (3)
430.457 지능시스템개론 (3)

430.456 최신제어기법 (3)

컴퓨터

430.318 운영체제의 기초 (3)
430.417 임베디드시스템설계 (3)

430.414 컴파일러의 기초 (3)

* 전공필수

** 전공선택필수

없음: 전공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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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졸업 후 진로
전력, 통신, 반도체,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등의 회사에 엔지니어로 취업, 대기업의 중앙 연구소, 정부의 주요 정책
분야, 법률 분야 등에 진출.

5. 전기․정보공학부를 지원하고자 하는 학생이 갖추어야 할 자질
가. [공대가 좋아] 차상균교수 미니 강연
수학과 과학 과목의 기본 실력, 상상력, 창의력, 대화를 통해 문제를 찾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소통력,
어려운 문제에 과감히 도전할 수 있는 용기

나. 고려대학교 전기전자공학부 소개자료(이런 학생 전기전자공학에 딱!!)
* 수학, 물리, 화학 등의 과목이 지루하지 않다.
* 호기심이 왕성하고 원인과 결과를 분석하여 상관관계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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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연세대학교 전공안내서(전기전자공학전공 – 어떤 친구들이 오면 좋을까요?)
기본적으로 수학과 과학(물리)를 좋아하는 친구들이 오면 좋겠네요. 첨단기술에 흥미가 있거나 새로운 것을
시도하고 만드는 것을 좋아한다면 더할 나위 없이 좋겠지요? 끈기와 열정이 가장 중요한 덕목입니다.

라. 전남대학교 공학대학 전기전자통신컴퓨터공학부 전기및반도체공학전공 소개자료(이런 자질이 필요해)
* 전기, 전자통신, 컴퓨터분야에 재능과 소질
* 기초와 응용기술을 연구, 개발할 수 있는 창의력
* 어려운 문제에 도전하여 목적을 성취할 수 있는 능력
* 능동적이고 긍정적인 사고
* 친한 고교 교과 : 수학Ⅰ, 수학Ⅱ, 물리Ⅰ, 물리Ⅱ

마. 워크넷 학과 정보(전자공학과) 적성과 흥미
여타의 공학 분야와 마찬가지로 기본적으로 복잡한 수식을 계산할 수 있는 능력이 필요하므로 수학, 물리학
에 흥미가 있는 학생에게 유리합니다. 기술이 빠르게 발전하는 전기전자분야의 특성을 이해하고 항상 새로
운 것에 대한 호기심과 열정이 있는 학생에게 적합합니다.

6. 전기․정보공학부 지원 학생을 위한 추천도서(공대가 좋아 추천)
가. [공대가 좋아] 추천
* 차상균 교수 : 신문이나 미디어를 통한 전기 정보 기술에 관한 기사

- 72 -

* 서종모 교수 : 로버트 하인라인 [여름으로 가는 문]

나. 고려대학교 전기전자공학부 소개자료(미리보는 전기전자공학)
* Paul G. Hewitt [수학 없는 물리]
* 앤드류 헌트, 데이비드 토머스 [실용주의 프로그래머]
* 로얼드 호프만 [같기도 하고 아니 같기도 하고]

다. 전남대학교 「고교생을 위한 모집단위 추천도서」
* 전기공학과 : 김석환 [열정과 야망의 전기이야기], 녹색애국주의 실행그룹(국가지속가능발전위원회 역)
[지구 온난화를 막는 50가지 방법], 최재천 [상상오디세이]
* 전기전자통신컴퓨터공학부 : Tanaka Kenichi(이도희 역) [만화로 쉽게 배우는 전자회로], 데이비드 보더
니스(김명남 역) [일렉트릭 유니버스], 김정남 [IT 삼국지], 김중태 [대한민국 IT史 100]

라. 2015 전공탐색을 위한 충북대학교 안내서
* 전기공학부 : 히로나카 헤이스케 [학문의 즐거움], 론다 번 [시크릿]
* 전자공학부 : 차동엽 [무지개 원리], 이창훈 [잡스처럼 꿈꾸고 게이츠처럼 이뤄라], 앨빈 토플러 [청소년
부의 미래], 야마자키 가쓰히고 [크게 보고 멀리 보라], 데일 카네기[데일 카네기 인간관계론]

7. 자료 출처
항목

자료 출처

1. 학부소개

서울대학교 공과대학 홈페이지 및 전기․정보공학부 홈페이지 - 학부 소개

2. 연구그룹

전기․정보공학부 홈페이지 – 교수/연구 - 연구실소개

3. 전기․정보공학부 교과

전기․정보공학부 홈페이지 – 교육 – 학부과정 – 교과과정

4. 졸업 후 진로

전기․정보공학부 홈페이지

․ 동아사이언스 – 최정문의 공대가 좋아 시즌 1. 10편 서울대 전기․정보공학부 김선 교수
5. 전기․정보공학부를 지원하고자 하 (http://www.dongascience.com/news/view/3276/news)
는 학생이 가져야 하는 자질
․ 동아사이언스 – 최정문의 공대가 좋아 시즌 2. 10편 서울대 전기․정보공학부 이제희 교수
(http://www.dongascience.com/news/view/5525/news)
․ 고려대학교 전공 소개자료
6. 전기․정보공학부 지원 학생을 위한 ․ 연세대학교 전공 소개자료
․ 전남대학교 전공소개 e-book
추천 도서
․ 2015 전공탐색을 위한 충북대학교 안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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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해양공학과

1. 학과 소개
조선해양공학은 선박 및 해양구조물의 설계, 건조와 해상에서의 거동 등을 포괄적으로 다루는 학문이므로 기초과학
을 토대로 많은 분야의 지식을 함께 요하는 응용과학이다. 조선해양공학은 인류의 생활을 윤택하게 하는 선박 및 해양
구조물을 개발하고 설계, 건조 하는데 필요한 모든 과학과 기술적인 문제를 공학적으로 구현하는 학문으로 기초과학을
토대로 많은 분야의 지식을 함께 요하는 응용과학이다. 아울러 해양의 역동적인 환경을 과학적으로 이해하고, 이를 바
탕으로 해양을 활용할 수 있는 거대한 공학적 시스템을 구성하는 창조적이며 예술적인 학문 분야이다.
본 학과의 교육은 크게 기본역학 교육과정, 기본 및 전문 조선해양공학 교육과정의 3단계로 이루어지고 있다. 기본
역학은 기초과학과 응용과학의 교량역할을 하여 후일 새로운 기술습득과 학문연구를 위한기초적인 능력을 배양하는
것이다. 기본 조선해양공학 교육과정을 통해서는 선박 및 해양구조물의 구조 및 설계인자들을 이해하게 되며, 전문 조
선해양공학 과정에서는 조선해양공학 분야의 여러 문제들을 구체적으로 계산하여 설계하고 또 성능을 분석·평가할 수
있는 능력을 배양하게 된다. 본 학과의 교육 및 연구용 실험시설로서는 선형시험 수조, 구조시험장치, 전산설계실, 진
동실험장치, 용접역학실험장치, 조선CAD실 등이 마련되어 있다. 현재 세계 1위의 한국 조선해양산업을 지속적으로 발
전시켜 나가기 위해 필요한 조선해양산업의 핵심 연구, 기술, 경영 분야의 세계적인 인재를 양성하는 것을 교육목표로
하고 있다. 앞으로도 계속 본 학과는 세계를 활동무대로 하기 원하는 많은 인재들과 함께 21세기를 준비하고자 한다.

2. 연구실
연구실

연구분야

해양공정시스템연구실

· 교수 : 임영섭
· 연구분야 : Offshore oil and gas production systems, Process design and synthesis,
Process modeling and simulation, Process dynamics and control, Process
Optimization

시스템설계연구실

· 교수 : 노명일
· 연구분야 : Computer Aided Product Modeling, Optimization of Shipbuilding Design,
Simulation, Automatical Technique of Manufacturing

열린구조연구실

· 교수 : 장범선
· 연구분야 : Fatigue and Fracture Mechanics, Ultimate Strength, Hydro-Elastic Analysis

해양제어로보틱스연구실

· 교수 : 김낙완
· 연구분야 : Modeling and Attitude Control for Supercavitating Underwater Vehicles,
Optimization of ship tracking, Navigation and Guidance system of the ship,
Multiple UAVs Trajectory Planning With Obstacle and Collision Avoidance,
ROV &AUV

선박생산시스템연구실

· 교수 : 신종계
· 연구분야 : PLM, Manufacturing System, Line Heating, Systems Engineering and
Simulation

선박저항성능연구실

· 교수 : 이신형
· 연구분야 : Resistance and Propulsion of Ships and Computation Fluid Dynamics

선박소음진동연구실

· 교수 : 홍석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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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실

연구분야
· 연구분야 : Power Flow Finite Element Method, Power Flow Boundary Element Method,
Spectral Finite Element Method, Target Strength

수중음향연구실

· 교수 : 성우제
· 연구분야 : Underwater Sound Propagation Modeling, Ocean Sediment Acoustics, Sonar
Applications for AUV, Array processing, Underwater Communication

신뢰성연구실

· 교수 : 양영순
· 연구분야 : Subsea Engineering, Subsea Control System, Risk Assessment, Subsea Pipeline
RIM(Reliability, Integrity, Maintainability) Case, Structural RA(Reliability
Analysis) of Subsea Tree

전산구조역학연구실

· 교수 : 조선호
· 연구분야 : Shape and Topology Optimization, Level Set based Optimization with
Topological Derivative, Isogeometric Analysis and WEB-spline based
Optimization, Multi-physics Optimization, i.e. Structural, Thermal,
Thermoelasticity, FSI, Piezoelectricity

정보기술연구실

· 교수 : 김태완
· 연구분야 : CAD/CAM (Computer Aided Design and Manufacturing), Computer Graphics
and Simulation on the Marine Information Technology

추진기연구실

· 교수 : 서정천
· 연구분야 : Propeller design &Manufacture, Lagrangian Vortex Method, Flow Visualizaton

해양유체역학연구실

· 교수 : 김용환
· 연구분야 : Motion Responses of Ships and Offshore Structures, Computational Fluid
Dynamics, Underwater Vehicles

3. 조선해양공학과 교과
가. 전공이수 표준 형태
구분

1학기

2학기

1학년

414.110*

조선해양공학의 이해(1-1-0)

2학년

414.251* 구조정역학(3-3-0)
414.261* 선박계산(3-3-0)
414.271* 해양열전기기초(3-3-0)

414.241*
414.252*
414.262*
414.272*

유체역학기초(3-3-0)
구조동역학(3-3-0)
컴퓨터이용선형설계(3-3-0)
해양플랜트공학입문(3-3-0)

3학년

414.318
414.341*
414.342
414.351
414.371

신호처리(3-3-0)
선박해양유체역학(3-3-0)
선박해양저항론(3-2-2)
선박해양재료진동학(3-3-0)
해양장비(3-3-0)

414.319
414.336
414.343
414.361
414.372

조선해양창의실험(3-1-4)
기초유한요소이론(3-3-0)
해양파역학(3-3-0)
선박해양설계이론(3-3-0)
해양플랜트공정이론(3-3-0)

4학년

414.445
414.451
414.461
414.462
414.471

선박해양운동조종제어론(3-3-0)
선박소음진동론(3-3-0)
선박해양생산공학(3-3-0)
선박해양창의설계(3-3-0)
해양플랜트안전성설계(3-3-0)

414.419
414.446
414.452
414.463
414.472

조선해양경영론(2-2-0)
선박해양추진장치(3-3-0)
선박해양구조해석(3-3-0)
조선해양PLM개론(3-3-0)
해양플랜트FEED(3-3-0)

* 전공필수 교과목(*)의 나열 25학점을 모두 이수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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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졸업 후 진로
조선해양공학과는 국내 최상의 교수진과 우수한 산학협력 환경을 통해 조선 산업기술을 보다 고도화할 전문적인 조
선 공학도를 배출해 내고 있다. 대부분의 졸업생들은 국가 출연 연구소와 현대, 삼성, 대우, 한진, 한라 중공업 등의 대
규모 사업장에 진출한다. 그 밖에 한국에 진출해 있는 세계 각국의 선급 회사에 입사가 가능하며 군함을 설계하는 해
군본부의 조함단 장교가 되는 길도 있다. 한편 해양관련부문의 산업에서도 많은 인력을 요구하고 있다. 또한 조선해양
공학과는 다른 분야와 달리 대규모의 구조시스템을 대상으로 한다. 자연히 전체를 보는 능력이 배양되며 이는 공학자
가 가져야 하는 최상의 자질일 것이다. 이러한 능력의 보유는 어떠한 분야에서도 인정받을 수 있는 무한한 가능성을
가진다.

조선해양공학과의 학부를 졸업한 학생들의 진로를 보면 대체로 30%정도가 대학원에 진학한다. 이는 현재 서울대학
교가 고급 기술 인력과 학문발전에 기여할 우수 연구 인력을 양성하는데 목표를 두고 대학원 중심의 교육에 힘을 기울
이고 있는데 기인한다. 50% 정도는 국내 대형 조선회사에, 그리고 20%는 선박해양 관련 연구소, 해군 기술 장교 및
기타 여러 분야로 진출한다. 대학원에 진학한 학생들은 석사 또는 국내 대학으로도 진출할 수 있는 길이 열려있다.

5. 조선해양공학과를 지원하고자 하는 학생이 갖추어야 할 자질
가. [공대가 좋아] 김용환교수 성우제교수 미니 강연
* 김용환 교수
- 학생들에게 요구하는 핵심 키워드 : 리더십, 창의성, 도덕적 책임감, 글로벌 감각
- 조선해양공학과에 필요한 기초 과목
핵심분야 : 수학, 물리(해양에 대한 이해 등 역학을 하는 기초 분야임. 화학, 생물보다 물리가 중요함)
인문학적 요소 : 영어(조선해양공학은 수출에 많은 비중을 차지하므로 글로벌 감각이 필요함), 경제(조
선해양산업이 세계경제에 따라 좌우되므로 세계 경제의 흐름을 잘 읽어야 함)
- 면접 시 중요하게 보는 점 : 어떤 분야의 공부를 하고, 연구를 하겠다는 마음 자세가 되어있는가, 즉 동
기부여가 잘 되어 있는 학생인가를 주의 깊게 살펴봄.
* 성우제 교수
기초과목으로 물리와 수학이 중요함. 바다에 대한 호기심과 도전 정신이 필요한 자질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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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전남대학교 전공소개 E-book 해양기술학부 조선해양공학전공 소개자료(이런 자질이 필요해)
* 선박 및 해양구조물에 대한 관심
* 성실, 활동성, 자신감
* 지구과학, 물리, 수학, 화학 과목에 대한 관심
* 해양에서 일어나는 현상에 대한 호기심
* 친한 고교 교과 : 수학, 과학(물리, 지구과학), 영어

다. 워크넷 학과 정보(조선해양공학과) 적성과 흥미
해양공학과를 전공하려면 전반적으로 바다 환경, 해양 환경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며 전공지식 뿐 아니라 인
접 학문에 대한 이해도 필요합니다. 세부적으로는 수학, 물리학, 화학, 지질학, 역학 등에 대한 기초적인 학
습이 필요합니다. 바다 자체는 물론이고 선박을 비롯한 해양구조물에 대해서도 관심과 흥미가 있어야 한다.

6. 조선해양공학과 지원 학생을 위한 추천도서
가. [공대가 좋아] 추천
* 김용환 교수 : 과학잡지, 신문 등에서 해양 조선에 관한 내용이 나오면 이에 관한 도서나 인터넷 등을 통해
그 내용을 더 자세히 알아보려는 자세가 필요함.
* 성우제 교수 : 히로나카 헤이스케 [학문의 즐거움]

나. 전남대학교 「고교생을 위한 모집단위 추천도서」- 해양기술학부
* 헨드릭 빌겜반룬 [ship 배 이야기], 야스다토루 [해파리의 경고 : 아름답고 불가사의한 생물], 초효상[기상
의 구조], 남종영 [북극곰은 걷고 싶다-북극에서 남극까지 나의 지구 온난화 여행]

다. 일반도서
* 교양으로 읽는 조선공학 : 미국 조선학회가 비전공인도 읽을 수 있도록 기획 출판한 도서
* 조선기술 : 조선해양산업계에 입문하고자 하는 학생이나 이미 관련 업계에 종사하고 있는 비전공 기술 인
력들을 위한 조선해양공학의 전반적인 이론이나 관련 기술을 체계적으로 이해하고 조감할 수 있는 도서
* 한국의 배 :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선박들을 비롯하여 유·무인 잠수정, 해군함정 등에 이르기까지 총망라하
고 있는 그야말로 명실상부한 국내 최초의 ‘배(船) 도감’

7. 자료 출처
항목

자료 출처

1. 학과소개

서울대학교 공과대학 홈페이지 및 조선해양공학과 홈페이지 - 학과 소개

2. 연구실

조선해양공학과 홈페이지 – 연구 - 연구실링크

3. 조선해양공학과 교과

조선해양공학과 홈페이지 – 서울대 전공별 교과목 목록 – 학사과정 전공 과목 이수 표준 형태

4. 졸업 후 진로

조선해양공학과 홈페이지 – 예비대학생 – 졸업 후 진로, 학과전망

5. 조선해양공학과를 지원하고자 하 · 동아사이언스 – 최정문의 공대가 좋아 시즌 1. 8편 서울대 조선해양공학과 김용환 교수
(http://www.dongascience.com/news/view/2666/news)
는 학생이 가져야 하는 자질
·동아사이언스 – 최정문의 공대가 좋아 시즌 2. 8편 서울대 조선해양공학과 성우제 교수
6. 조선해양공학과 지원 학생을 위한 (http://www.dongascience.com/news/view/5177/news)
·대한조선학회 홈페이지
추천 도서
·전남대학교 전공소개 e-boo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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컴퓨터공학부

1. 학부 소개
컴퓨터 공학은 정보화 사회로의 이행에 있어 필수적이고 핵심적인 학문으로써, 성능이 우수한 컴퓨터를 설계 제작
하고 이의 운영 및 응용에 필요한 소프트웨어를 작성하여 산업 전반에서 이를 활용할 수 있게 하는 학문이다. 이것은
컴퓨터 공학이 순수 이론적인 측면만의 연구가 아닌 실생활에 직접 응용할 수 있는 학문으로 정착되어야 함을 말하며,
이러한 컴퓨터 공학의 발전이 정보 산업 뿐 아니라 우리나라 산업 전반의 발전에 미치는 영향은 매우 크다.
컴퓨터 분야의 교육 및 연구 내용은 공학 및 과학의 기초 지식을 바탕으로 한 논리적 추리 및 독창적 사고력을 요한다.
컴퓨터 소프트웨어 및 하드웨어는 매우 긴밀한 유기적 연관을 갖기 때문에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에 관한 전문 지식을
함께 공부하며 이를 바탕으로 컴퓨터 구조, 운영체제, 데이터베이스, 프로그래밍언어, 컴퓨터통신, 컴퓨터이용설계, 인
공지능, 알고리즘, 자연언어처리, 멀티미디어시스템, 객체지향시스템, 분산시스템, 실시간시스템 등에 관한 전문 지식
을 습득하고 새로운 이론 정립 및 실험 연구를 수행한다.
컴퓨터 공학의 기초를 이루는 컴퓨터 구조 및 설계, 소프트웨어시스템, 네트워크, 컴퓨터 이론은 물론 모바일 컴퓨
팅, 멀티미디어, 컴퓨터게임, 그래픽스, 내장형 시스템, 바이오 컴퓨팅, 유비쿼터스 컴퓨팅, 전자상거래, 암호 및 보안
등과 같은 첨단의 영역까지 컴퓨터 공학의 다양한 분야를 선도적으로 개척해 나가고 있다.

2. 연구그룹
가. 네트워크 연구 그룹
인터넷, 무선LAN, 셀룰라 네트워크, 센서 네트워크를 포함한 모든 유무선 통신 네트워크의 프로토콜과 알고리즘
을 연구·개발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미래 인터넷의 구조 설계, 네트워크 가상화 기술 개발, 이동/무선통신의 자원
관리, 인지라디오 시스템 개발, 통신 트래픽 분석, 콘텐츠 네트워크 설계 등 미래의 유무선 통신을 선도할 핵심 기
술 개발에 집중하고 있다.
연구실

연구분야

인터넷 융합 및 보안 연구실

․ 교수 : 최양희, 권태경
․ 연구분야 : 네트워킹, mobile computing, 보안, 웹

이동컴퓨팅 및 통신 연구실

․ 교수 : 전화숙
․ 연구분야 : 인지 라디오, 무선자원 관리, 무선 메쉬 네트워크

소셜정보망 연구실

․ 교수 : 김종권
․ 연구분야 : Network Virtualization, WLAN, Cognitive Radio Networks

나. 데이터베이스 및 웹 연구 그룹
본 연구 그룹은 시맨틱 기술 및 그 응용에 관한 연구를 수행하고 있다. 시맨틱 기술은 사람이 글이나 그림에 포
함된 의미를 이해하고 활용하는 것처럼 컴퓨터가 데이터의 의미를 파악하기 쉽도록 데이터의 표현 방식과 규칙을
정하여 보다 지능적인 처리를 가능하게 하는 기술이다. 구체적으로 온톨로지 모델링 및 저장, 태그 시각화, 태그 추
천, 상황인지 기반 추천, 오피니언 마이닝, 시맨틱 기반 검색, 시맨틱 분산 데이터 처리 등을 연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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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실
인터넷 데이터베이스 연구

지능형 데이터 시스템 연구실

데이터베이스 시스템 연구실

연구분야
․ 교수 : 김형주
․ 연구분야 : 온톨로지 변경 관리, 태그 시각화, 태그 추천
․ 교수 : 이상구
․ 연구분야 : Exploiting Concept Networks for Personalized Information Retrieval,
uKnow: Product Review Summarization, KKMA: Korean Morpheme Analyzer,
LifeLogOn: Lifelog Ontology,
User Context Aggregation for Context-Aware Recommendation
․ 교수 : 문봉기
․ 연구분야 : Accelerating database engines with flash memory,
Transactional support and fast recovery
XML/RDF indexing and query processing
Data services in the P2P and Internet environments
Spatial and time-series data management

데이터마이닝 연구실

다. 운영체제 및 분산 시스템 연구 그룹
새롭게 개발되는 소프트웨어/하드웨어 구성요소가 총체적으로 결합된 컴퓨터 시스템을, 높은 성능을 보장하면서
도 매우 안전하게 만드는 연구를 수행한다. 구체적으로는, 운영체제 내의 소프트웨어 계층을 최적화하고, 컴퓨터
시스템을 외부의 침입이나 공격으로부터 보호하며, 대용량 데이터들을 효과적으로 처리하는 분산/병렬 프레임워크
를 구현하고 개선하는 연구를 진행하고 있다.
연구실

연구분야

분산시스템 연구실

․ 교수 : 염헌영, 엄현상
․ 연구분야 : 운영체제 소프트웨어 스택과 스토리지 디바이스 간의 정보 차이 메우기,
분산 데이터 처리 프레임웍에서 중복되는 계산이나 데이터 제거하기,
데이터 손실을 방지할 수 있는 결함 내성 소프트웨어 디자인 및 구현하기

메모리 및 스토리지 구조 연구실

․ 교수 : 민상렬
․ 연구분야 : 플래시메모리 시스템, 실시간 임베디드 시스템, 메모리 계층구조 관리

클라우드 및 모빌 시스템 연구실

․ 교수 : 전병곤

라. 이론 및 금융공학 연구 그룹
알고리즘은 컴퓨터과학의 기초분야이며, 특히 컴퓨터 프로그램을 최적화 하는데 있어서 중요하다. 우리 연구그룹
에서는 기본적으로 알고리즘과 그것의 최적화에 대해 연구한다. 특히, 현대의 멀티코어와 캐시 구조에 적합한 실용
적인 알고리즘과 유전 알고리즘에 대한 연구는 바이러스 감시와 금융공학 등 다양한 응용분야에 활용할 수 있다.
연구실

연구분야

최적화 연구실

․ 교수 : 문병로
․ 연구분야 : 최적화 이론 및 응용, 유전 알고리즘, 금융공학

컴퓨터이론 및 응용 연구실

․ 교수 : 박근수
․ 연구분야 : 바이오 알고리즘, 암호학, 웹 검색엔진

계산 이론 및 알고리즘 공학 연구실

․ 교수 : 스리니바사 라오 사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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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 인공지능 연구 그룹
인공지능은 사람의 인지, 사고, 기억, 학습을 모사함으로써 효율적으로 문제를 해결하는 방식을 연구하는 컴퓨터
공학의 한 분야이다. 본 연구 그룹은 특히 사람과 같이 학습하고 환경 변화에 따라 진화하는 인지 시스템을 연구한
다. 현재 컴퓨터 시각, 텍스트마이닝, 비디오분석, 추천 에이전트, 뇌신경망 분석, 생태계 모델링 등 다양한 응용 연
구 과제를 수행하고 있다.
연구실

연구분야

바이오지능 연구실

․ 교수 : 장병탁
․ 연구분야 : 뇌정보처리 모델링에 의한 기계학습 기반 사용자 의도 예측기술(BrainNET),
지능형 추천 서비스를 위한 인지기반 기계학습 및 추론 기술 (Videome),
기계학습 기반 멀티모달 복합 정보 추출 및 추천 기술 (MARS),
모바일 라이프 로그를 이용한 상황 문맥 상에서의 행동 파악 기술 (mLife)

인공지능 및 컴퓨터 비전 연구실

․ 교수 : 유석인
․ 연구분야 : 영상 영역 추출, 모양 일치, 영상 분류

생물정보 및 생명정보 연구실

․ 교수 : 김선

시각 및 학습 연구실

․ 교수 : 김건의
․ 연구분야 : 이미지와 비디오의 의미론적 이해, 대용량 시각 데이터를 이용한 스토리텔링,
소셜 미디어 기반 경제활동 및 시장 분석,
컴퓨터 비전을 위한 빅 머신러닝

바. 임베디드 시스템 연구 그룹
머지않은 미래에 컴퓨터 및 IT 기술이 건설, 환경, 기계, 바이오 기술과 융합되어 사람의 생활 공간 곳곳에서 편
리함과 안전함을 제공하게 된다. 현재 급격하게 발전하고 있는 스마트폰과 스마트 테블릿을 잘 관찰하면 이미 이러
한 미래의 생활상을 어느 정도 예측할 수 있다. 이러한 기술발전의 정점에 컴퓨터가 건물, 도로, 다리, 자동차, 휴대
폰 등에 내장되어 생활 환경에 지능을 부여하도록 하는 스마트 임베디드 시스템이 있다.
연구실

연구분야

통합설계 및 병렬 처리 연구실

․ 교수 : 하순회
․ 연구분야 : 하드웨어-소프트웨어 통합설계 방법론 – PeaCE,
병렬 임베디드 시스템 설계 – HOPES,
임베디드 시스템의 성능 측정 및 검증 – HSIM,
임베디드 시스템 구조 최적화 - PasTA, SDFBufOpt

모바일 시스템 연구실

․ 교수 : 전주식
․ 연구분야 : Effective Capacity Sharing Policy for Private L2 Cache on CMP,
Block Allocation,
Victim Selection and Insertion Policy for Shared L2 Cache on CMP,
Effective Prediction Model for CMP

임베디드시스템 연구실

․ 교수 : 김지홍
․ 연구분야 : 낸드 플래시 기반의 차세대 저장장치 최적화,
스마트폰 중심의 스마트 디바이스를 위한 사용자 중심의 시스템 최적화

실시간 유비쿼터스 시스템 연구실

․ 교수 : 이창건
․ 연구분야 : Component based Design Theory and Control kernel for CPS (Cyber Physical
System),
Development of Digital Guardian technology for the disabled and the aged
person,
Future-adaptive device interfa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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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실

연구분야

멀티코어 컴퓨팅 연구실

․ 교수 : 이재진
․ 연구분야 : 멀티코어/매니코어를 위한 지능형 실행 시스템,
GPU, x86 CPU, CellBE 아키텍처 및 ARM CPU를 위한 OpenCL 프레임워크,
멀티코어/매니코어를 위한 소프트웨어 공유가상메모리,
시스템 레벨의 시뮬레이션/가상화

컴퓨터 시스템 연구실

․ 교수 : 신현식
․ 연구분야 : 도시 컴퓨팅을 위한 차세대 파일 시스템의 개발,
고신뢰 서비스 지향 아키텍처를 위한 적응형 서비스 조합 기법,
무선 센서 네트워크

컴퓨터 시스템 및 플랫폼 연구실

컴퓨팅 메모리 구조 연구실

․ 교수 : 버나드 애거
․ 연구분야 : 차세대 매니 코어 Coarse-grained reconfigurable 컴파일러와 실행 환경,
이기종 매니 코어 미래 모바일 시스템을 위한 안전하고 에너지 인지 운영 체제,
매니 코어 시스템에서 가상화 기술
․ 교수 : 유승주

사. 컴퓨터 그래픽스 및 HCI 연구 그룹
컴퓨터 그래픽스와 HCI 기술은 사람과 컴퓨터 간의 원활한 소통을 추구한다. 현대 사회의 수많은 복잡한 문제들
이 적절한 시각화와 사람의 뛰어난 시각 인지 능력에 기대어 그 해결에 실마리를 찾아낼 수 있다. 사람 중심의 시
각기반 컴퓨터 기술은 사람에게 편리한 컴퓨터, 컴퓨터 계산에 있어서 사람의 능력 활용, 궁극적으로는 사람과 컴
퓨터의 협력을 추구한다. 보다 구체적으로는 형상 모델링, 다차원 정보 가시화, 영상처리/분석, 동작분석 및 합성,
대화형 아바타 제어, 지능형 가상 캐릭터, 사용자 인터페이스 디자인 및 정보시각화 연구를 수행하고 있다.
연구실

연구분야

3차원 모델링 및 처리 연구실

․ 교수 : 김명수
․ 연구분야 : 자유형상 기하학 모델을 위한 정확하고 효율적인 알고리즘 디자인,
자유형상 기하학 모델을 위한 실시간 알고리즘,
인체모델링, 형상변형

컴퓨터 그래픽스 및
이미지 처리 연구실

․ 교수 : 신영길
․ 연구분야 : 볼륨 가시화, CT 재구성 가속 및 오류 제거, 볼륨 보존 비강체 정합

운동연구실

․ 교수 : 이제희
․ 연구분야 : 데이터 기반 군중 시뮬레이션, 사람 동작의 편집,
데이터 기반 이족 보행 캐릭터 제어

휴먼-컴퓨터 인터액션 연구실

․ 교수 : 서진욱
․ 연구분야 : ManiWordle: Providing Flexible Control over Wordle,
PittaTree: Tree Visualization Methods for Hierarchical Structures,
TrapezoidBox: Dynamic Query Interface for Spatial Proximity Query,
GeneShelf: A Web-based Visual Interface for Spinal Cord Injury Study

아. 프로그래밍 원리 및 소프트웨어 공학 연구 그룹
소프트웨어의 현재 기술은 미개하다. 미래에는 지금과 같은 수준으로 소프트웨어가 만들어지지 않을 것이다. 소
프트웨어 개발에 사용하는 언어는 나날이 상위의 수준으로 올라 갈 것이고, 소프트웨어 개발을 돕는 도구들은 엄밀
한 논리의 정교한 지능을 가지고 프로그래머들을 편하게 할 것이다. 따라서 오류 없이 작동할 소프트웨어를 개발하
는 비용은 나날이 줄어들 것이고, 소프트웨어 개발자는 밤샘하는 손기술의 고역에서 벗어나 크고 높은 논리의 기획
자로 변모할 것이다. 우리는 이러한 미래를 가능하게 하는 연구를 진행한다. 프로그래밍 언어 이론 및 시스템 기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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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적 분석 이론 및 응용 기술, 소프트웨어 개발 도구 기술, 자동 검증 기술 등을 연구한다.
연구실

연구분야

프로그래밍 연구실

․ 교수 : 이광근
․ 연구분야 : Programming Language Theory and Applications,
Static Program Analysis for Software Bug Detection,
Static Program Analysis for Staged Computation

소프트웨어 원리 연구실

․ 교수 : 허충길

3. 컴퓨터공학부 교과
가. 전공이수 표준 형태
구분

1학기

2학기

1학년

4190.103A 프로그래밍연습

2학년

M1522.000600* 컴퓨터프로그래밍
M1522.000700* 논리설계
4190.101* 이산수학
400.021 정보통신융합

M1522.000900* 자료구조
4190.206A* 전기전자회로
4190.209* 컴퓨터공학세미나
4190.210 프로그래밍의 원리
4190.308* 컴퓨터구조
(
)* 공과대학 공통교과목

3학년

M1522.000100* 소프트웨어 개발의 원리와 실제
M1522.000800* 시스템프로그래밍
4190.305A 하드웨어설계이론
4190.306 오토마타이론
4190.312C 데이터마이닝과 정보검색
4190.313 선형 및 비선형 계산모델
4190.416A 디지털신호처리

M1522.000200* 창의적통합설계1
4190.301 데이터베이스
4190.302 데이터통신
4190.307 운영체제
4190.309A* 하드웨어시스템설계
4190.310 프로그래밍언어
4190.315 IT벤처창업개론
4190.407* 알고리즘
400.314 인터넷 윤리

4학년

M1522.000300 창의적통합설계2
4190.303C 임베디드시스템과 응용
4190.401 VLSI 회로
4190.402 소프트웨어공학
4190.408 인공지능
4190.409 컴파일러
4190.410 컴퓨터그래픽스
4190.411 컴퓨터네트워크
4190.422 IT-리더십세미나
4190.425 컴퓨터엔지니어를 위한 기술 영어작문
4190.427 소셜 네트워크 분석

4190.403 소프트웨어응용
4190.406B 모바일 컴퓨팅과 응용
4190.412 컴퓨터모델링
4190.414A 멀티코어 컴퓨팅
4190.415 컴퓨터보안
4190.418A 웹정보시스템
4190.420 컴퓨터게임
4190.423 컴퓨터융합응용
4190.426A 인간컴퓨터상호작용
4190.428 기계학습 개론
4190.429 영상처리

나. 선수 교과목
선수 교과목 그래프는 컴퓨터공학부 학부과정에서 어떤 전공과목을 수강하기에 앞서 자신이 과연 수강하려 하는
전공과목에 대해 얼마나 많은 배경지식을 가지고 있는지를 확인해 볼 수 있게 해 주는 그래프이다. 어떤 과목을 수
강하기 위해서는 그 과목으로 들어오는 화살표가 있는 과목들을 모두 들어두는 것이 유리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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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졸업 후 진로
컴퓨터공학을 전공함으로써 벤처기업을 창업할 수 있을 뿐 아니라 시스템엔지니어, 보안전문가, 소프트웨어개발자,
데이터베이스관리자 등 많은 IT 전문 분야로의 진출이 가능하다. 또한 컴퓨터공학은 바이오, 전자전기, 로봇, 기계, 의
료 등 이공계 영역뿐만 아니라 정치, 경제, 사회, 문화의 다양한 분야와 결합되어 미래 지식정보사회에 대한 새로운 가
능성을 제시하고 있고 새로운 학문적 과제가 지속적으로 생산되기 때문에 많은 전문연구인력이 필요하다.
서울대학교 컴퓨터공학부의 경우 학부 졸업생 절반 이상이 대학원에 진학하고 있다. 대학원에 진학하면 여러 전공
분야 중 하나를 선택하여 보다 깊이 있는 지식의 습득과 연구과정을 거치게 되며 그 이후로는 국내외 관련 산업계, 학
계에 주로 진출하고 있고, 새로운 아이디어로 벤처기업을 창업하기도 한다.

5. 컴퓨터공학부를 지원하고자 하는 학생이 갖추어야 할 자질
가. [공대가 좋아] 김선교수 미니 강연
논리적 사고, 독창적 사고, 현실에 닥친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열정이 필요하다.
(문제를 해결 하였을 때 결과가 우리 사회에 어떤 이익을 가져다 줄 것인가?)

나. 고려대학교 컴퓨터학과 소개자료(이런 학생 컴퓨터학에 딱!!)
* 논리적 사고와 표현에 관심이 많다.
* 창의적이고 혁신적이다.
* 내 손으로 게임이나 앱을 한번 만들어 보고 싶다.
* 다양한 독서와 풍부한 “인문학적 소양”으로 문제에 대한 다양한 통찰력이 있다.

다. 연세대학교 전공안내서(컴퓨터과학과 – 어떤 친구들이 오면 좋을까요?)
컴퓨터과학과에서는 논리적인 사고력과 창의력이 중요해요. 컴퓨터과학의 기반이 되는 디지털체계라든가 알
고리즘 등을 이해하고 응용할 수 있는 능력이 중요하거든요. 이는 여러분들이 중고등학교 때 배우는 수학과
밀접한 연관이 있답니다. 또 하드웨어의 한계를 넘어서서 실생활의 어려운 점을 해결하려면 창의적인 사고
도 중요하지요.
또한 학문의 역사에 비해 그 영향력이 크고, 패러다임의 변화도 빠르기 때문에 얼리어답터(Early Adapt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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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서 과학기술에 관심이 많으면 컴퓨터과학과에 와서 재미있게 공부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아참, 그리고 영어도 중요해요. 최신기술이나 경향을 살펴보기 위해서는 아무래도 영어로 된 자료들을 많이
보게 되거든요. 이 때문에 연세대학교 컴퓨터과학과에서는 많은 수업들이 영어로 이루어지고 있답니다.

라. 전남대학교 공학대학 전기전자통신컴퓨터공학부 컴퓨터공학전공 소개자료(이런 자질이 필요해)
* 기초와 응용기술을 연구, 개발할 수 있는 창의력
* 어려운 문제에 도전하여 목적을 성취할 수 있는 능력
* 냉철하고 건전한 비판적 사고를 할 수 있는 능력
* 친한 고교 교과 : 수학Ⅰ, 수학Ⅱ, 물리Ⅰ, 물리Ⅱ

마. 2015 전공탐색을 위한 충북대학교 안내서(컴퓨터공학과 - 입학준비 Tip)
* 전공관련 교과목 : 국어, 영어, 수학
* 전공관련 비교과활동 : IT관련 동아리 활동, 로봇 프로그래밍, 컴퓨터반, 수리탐구&논술반
* 봉사활동 : 업무보조활동(교내, 병원, 도서관, 기관 등), 학습도우미(복지관, 방과후학교, 부
진학생 등)
바. 워크넷 학과 정보(컴퓨터공학과) 적성과 흥미
기본적으로 컴퓨터 하드웨어와 다양한 응용소프트웨어에 대한 관심과 흥미가 높아야 하며 공학 및 과학에
근거한 논리적 추리력과 창의력도 필요하다. 여타 공학 분야에 비해 발전속도가 빠르므로 새로운 것에 대한
호기심과 관심이 중요하다. 수학적인 수리능력은 물론이고 논리적인 사고력과 함께 물리학 등의 기초과학
학문에도 흥미와 재능이 있어야 한다.

6. 컴퓨터공학부 지원 학생을 위한 추천도서
가. [공대가 좋아] 추천
* 김선 교수 : 스티븐 호킹 [위대한 설계]
* 이제희 교수 : 더글러스 호프스대더 [괴델, 애셔, 바흐]

나. 고려대학교 컴퓨터학과 소개자료(미리보는 컴퓨터학)
* Yoshiaki Takasaku [What’s 유비쿼터스를 겨냥한 통신생활 속이 보인다.]
* 조영선 저. 박기식 감수 [Why? 정보통신]

다. 전남대학교 「고교생을 위한 모집단위 추천도서」
* 전자컴퓨터공학부 : EBS 미디어센터 [문명과 수학], 댄 브라운 [디지털 포트리스], 아트 후프만[세상에서
가장 재미있는 물리학], 리처드 도킨스 [지상 최대의 쇼], 찰스 플랫 [짜릿짜릿 전자회로 DIY]
* 전기전자통신컴퓨터공학부 : Tanaka Kenichi(이도희 역) [만화로 쉽게 배우는 전자회로], 데이비드 보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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니스(김명남 역) [일렉트릭 유니버스], 김정남 [IT 삼국지], 김중태 [대한민국 IT史 100]

라. 2015 전공탐색을 위한 충북대학교 안내서
* 컴퓨터공학과 : 케비 켈리 [기술의 충격], 얄키 [10년 전쟁], 니콜라스 카 [생각하지 않는 사람들]
* 소프트웨어학과 : 황광우 [철학콘서트], 디트리히 슈바니츠 [교양: 사람이 알아야할 모든 것], 토마스 S.쿤
[과학혁명의 구조], 호아킴 데 포사다 [마시멜로 이야기]

7. 자료 출처
항목

자료 출처

1. 학부소개

서울대학교 공과대학 홈페이지 및 컴퓨터공학부 홈페이지 - 학부 소개

2. 연구그룹

컴퓨터공학부 홈페이지 – 연구 - 연구그룹

3. 컴퓨터공학부 교과

컴퓨터공학부 홈페이지 – 학사 및 교과 – 학부 – 전공 이수 표준 형태, 선수교과목

4. 졸업 후 진로

컴퓨터공학부 홈페이지 – 소개 – 졸업생 진로

․ 동아사이언스 – 최정문의 공대가 좋아 시즌 1. 10편 서울대 컴퓨터 공학부 김선 교수
5. 컴퓨터공학부를 지원하고자 하는 (http://www.dongascience.com/news/view/3276/news)
학생이 가져야 하는 자질
․ 동아사이언스 – 최정문의 공대가 좋아 시즌 2. 10편 서울대 컴퓨터 공학부 이제희 교수
(http://www.dongascience.com/news/view/5525/news)
․ 고려대학교 전공 소개자료
․ 연세대학교 전공 소개자료
6. 컴퓨터공학부 지원 학생을 위한 추
․ 전남대학교 전공소개 e-book
천 도서
․ 2015 전공탐색을 위한 충북대학교 안내서
․ 워크넷 - 학과정보

※ 2015년 4월 서울대학교 컴퓨터공학부 홈페이지 기준이며 2015년 5월 말 업데이트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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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학생물공학부

1. 학부 소개
화학생물공학은 물리 및 화학의 원리를 응용하여 물질 및 에너지 변환을 위한 시스템을 설계하고 환경에 조화된 화
학공정을 종합적으로 구축하는 학문으로, 예전에는 석유화학, 고분자 및 에너지 생산에 주로 활용되었지만 현재에는
첨단기술 관련 신물질 공정개발 및 합성, 신에너지 및 환경, 분자생물학 관련기술의 개발에도 적용되고 있는 학문이다.
이름만 보면 화학과 생물에 관련된 학문 같지만 화학, 생명공학은 물론 정유, 석유화학, 반도체, 디스플레이, 제약,
나노테크놀로지, 물리(광학, 플라즈마), 재료(신소재, 고분자, 섬유), 환경에너지(청정기술, 신재생에너지, 환경정화),
기계(공장자동화, 산업설비), 전자(반도체, 제조공정), 시스템 공학(공정개발, 생산공정) 등이 모두 화학생명공학과 관
련이 있는 분야이다.
화학생물공학부는 화학 및 생물공학 관련 산업의 원천기술로부터 실용화 단계에 필요한 최첨단 전공지식을 제공함
으로써, 관련 산업체, 연구소 및 학계를 이끌어 나갈 글로벌리더 양성을 위해 출범하였다. 전신인 응용화학부는 공업화
학과, 화학공학과에서 이어져, 2001년 현재의 302동 신공학관으로 이전하여 개선된 교육연구공간을 갖추게 되었다.
화학생물공학부는 2007년 기준으로 511명의 학사과정 학생과 170명의 석사과정, 65명의 박사과정 학생, 그리고 총
31명의 교수진으로 이루어진 조직체이며, 서울대학교가 지향하는 대학원연구중심교육 학부로의 발전을 꾀하고 있다.
특히, 1999년부터 정부의 지원으로 대학원 수준이상 고급인력의 양성을 위하여 발족된 "BK21(Brain Korea 21)화공
사업단"이 그 1단계 사업을 7년 동안 성공적으로 수행하였을 뿐만 아니라. 2006년부터는 2단계 사업을 시작함으로써
교육과 연구의 수준을 세계적인 수준으로 업그레이드하기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고 있다.
화학생물공학부 내에는 화학공정신기술연구소와 학부교수가 관련하는 7개의 벤처회사가 있으며, 그 외 정부로부터
지원을 받는 대단위 연구 과제가 다수 수행되고 있다. 이로 인해 산출된 대학 내 학문적 성과들이 산업체로 응용되는
산업화 과정을 통하여 사회에 직접적으로 기여 하고 있다.

2. 연구그룹
가. 공정시스템 연구 그룹
화학 플랜트는 복잡하고 다양한 단위 장치와 공정으로 이루어진 대형 공장으로, 그 특유의 반응 등으로 인하여
복잡한 움직임을 나타내며 여러 공정 분야의 내용을 복합적으로 다룬다. 이러한 공정을 보다 효율적으로 구성하고,
보다 나은 공정을 개발하는 등 기업의 효율성 및 이윤 제고에 막대한 영향을 끼치는 대부분의 작업이 공정개발팀
의 연구 분야에서 이루어진다. 따라서 화학 플랜트와 관련된 여러 분야의 변화 및 발달은 필연적으로 공정 관련 연
구 분야를 확대시킨다.
우리가 삶을 영위하는 데 필요한 거의 모든 제품은 화학 플랜트를 통해 생산된다. 앞으로 만들어질 첨단 기술을
적용한 새로운 제품들 역시도 화학 플랜트를 통하지 않고서는 생산할 수 없기 때문에 인류가 존재하는 한 혁신적
인 공정의 개발은 계속 과제로 남을 수밖에 없다.
연구실

연구분야

에너지 및 환경 촉매 연구실

․ 교수 : 김도희
․ 연구분야 : 촉매 및 반응공학

열물성 연구실

․교수 : 김화용
․연구분야 : 열역학 및 분리공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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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실

연구분야

분자촉매 반응공학 연구실

․교수 : 송인규
․연구분야 : 촉매반응공학

미세 유변학 연구실

․교수 : 안경현
․연구분야 : 미세유변학

나노 재료 전산 시뮬레이션 연구실

․교수 : 이원보
․연구분야 : 나노재료이론 및 컴퓨터 시뮬레이션

유변공정 연구실

․교수 : 이승종
․연구분야 : 미세구조재료유변학

초임계 유체공정 연구실

․교수 : 이윤우
․연구분야 : 초임계유체공정

에너지공정공학 연구실

․교수 : 이종민
․연구분야 : 공정모델링, 제어 및 최적화

환경 재료 및 공정 연구실

․교수 : 이종협
․연구분야 : 환경화학공학

무기 소재 연구실

․교수 : 정인
․연구분야 : 고체화학

지능공정시스템 연구실

․교수 : 한종훈
․연구분야 : 화학공학 및 공정시스템

나. 무기 및 전기전자 소재 연구 그룹
1~100 나노미터(nm) 정도의 크기가 되었을 때 고체물질의 성질은 크기, 형태, 표면 상태 등에 따라 크게 변화
한다. 나노기술이란, 바로 이러한 현상을 이용하여 물질들의 물리적, 화학적, 전기적, 자기적 특성들을 제어하거나
새로운 물성을 얻어내고 그 쓰임새를 연구하는 기술을 말한다. 나노무기소재 분야는 이런 나노소재의 합성 및 제조
에 대한 연구를 바탕으로 전통적인 화학공업에서부터 환경, 에너지, 생물, 의학, 전기전자, 정보 산업에 이르는 방
대한 응용 분야를 개척해나가고 있으며, 다양한 학재 간 연구를 선도하고 있다.
한편, 나노소재 연구의 발전과 더불어 가장 큰 기대를 받는 분야로 촉매 분야를 들 수 있다. 나노기술은 기존의
촉매 성능을 크게 향상시킬 수 있는 대안으로 높은 기대를 받고 있으며, 세계적으로 촉매와 관련한 나노소재의 연
구 개발이 치열하게 진행되고 있다. 이렇게 나노기술을 응용한 촉매연구는 향후 환경과 에너지 문제를 동시에 해결
할 실마리를 제공할 것으로 기대된다.
연구실

연구분야

전기화학 에너지 시스템 연구실

․ 교수 : 이규태
․ 연구분야 : 전기화학공학

지능형 유도조합체 연구단

․ 교수 : 차국헌
․ 연구분야 : 고분자재료

플렉서블 일렉트로닉스 연구실

․ 교수 : 김대형
․ 연구분야 : 플렉서블 일렉트로닉스

소자공정 연구실

․ 교수 : 김재정
․ 연구분야 : 반도체 및 전기화학

광 및 전기화학 에너지 연구실

․ 교수 : 성영은
․ 연구분야 : 전기화학에너지

전기화학 에너지 변환공정 연구실

․ 교수 : 오승모
․ 연구분야 : 전기화학

나노재료 연구실

․ 교수 : 현택환
․ 연구분야 : 무기화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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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고분자 및 유기 소재 연구 그룹
지금 보고 있는 모니터, 주머니 안에 있는 휴대전화, 서울의 야경을 황홀하게 만들어 주는 형형색색의 조명들, 단
순히 보호작용을 넘어 자신의 개성과 가치 표현의 수단이 되는 피복 등 바로 우리 곁에서 우리의 삶을 윤택하게 해
주는 이 모든 것들은, 유기고분자 재료로부터 그 근원을 찾을 수 있다.
유기고분자 재료 연구는 이에 안주하지 않고, 더 나아가 의약 분야와 관계된 바이오 물질 및 각종 나노 물질에
대한 연구를 진행하고 있다. 유기고분자 재료에 대한 끊임없는 연구는 인류가 삶을 영위하는데 꼭 필요한 생활 필
수품을 보다 빠르고 값싸게 생산할 수 있는 기술을 제공해 줄 뿐만 아니라, 꿈꿔오기만 했었던 미래의 유토피아를
현실로 만들어주는 길을 제시해 줄 것이다.
연구실

연구분야

정밀화학 실험실

․ 교수 : 김영규
․ 연구분야 : 유기화학

유기합성 연구실

․ 교수 : 이윤식
․ 연구분야 : 유기합성

고분자 화학 연구실

․ 교수 : 이종찬
․ 연구분야 : 고분자합성

고분자 재료 실험실

․ 교수 : 장정식
․ 연구분야 : 고분자 및 고분자나노재료

고분자 구조 실험실

․ 교수 : 조재영
․ 연구분야 : 고분자학

라. 생물 및 환경 연구 그룹
과학의 역사에서 20세기가 양자론과 상대성 이론의 등장과 함께 시작되어 그 영향 아래 있었다면, 21세기는 인
간 게놈 프로젝트의 완결과 복제동물의 탄생에 힘입은 새로운 생명공학의 급속한 부상과 함께 시작했다고 말할 수
있다. 인간의 건강한 삶은 바이오칩(DNA, 단백질 칩, 세포 칩, 신경 칩 등)으로부터 얻어지는 방대한 정보에 의한
의약품 개발을 통해 이룩될 것이며, 이와 더불어 의약품 생산을 위한 생체 분자의 기초 연구와 응용, 환경 친화적
생물공정 개발 및 인공장기 등의 개발은 건강한 인류 미래를 위해 필수적인 과제가 될 것이다. 화학생물공학부에서
는 이러한 세계적 흐름에 따라 공과대학에서는 유일하게 생명공학기술의 응용 및 산업화에 관한 교육과 연구를 수
행하고 있다.
산업화와 도시화를 가능하게 한 현대 과학기술은 인류의 삶에 물질적인 풍요로움과 편리함을 제공한 반면, 전대
미문의 자연생태계 파괴라는 커다란 부작용 또한 초래했다. 환경공학은 바로 과학기술이 초래한 부작용에 대하여
과학기술이 스스로 해답을 찾기 위한 노력이라 할 수 있다. 멤브레인과 고도산화공정을 이용한 식수의 정화 또는
공업용수의 처리, 새로운 흡착담체의 개발을 통한 산업폐수의 처리와 재이용, 공해가 없는 청정생산기술 공정의 개
발, 태양에너지를 이용한 오염물질 처리 기술의 개발 등을 통하여 환경공학자들은 그 해답을 찾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이러한 문제의 해결은 특정 지역이나 한 국가의 문제가 아니라 지구촌 전체의 중대한 공동 과제로 제기되고
있기에 환경공학의 중요성은 나날이 증대되고 있다.
연구실

연구분야

분자생물공학 및 생물 신소재 연구실

․ 교수 : 김병기
․ 연구분야 : 생물공학

줄기세포 및 조직공학 연구실

․ 교수 : 김병수
․ 연구분야 : 바이오메디칼 공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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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실

연구분야

세포 및 미생물공학 연구실

․ 교수 : 박태현
․ 연구분야 : 생물공학

단백질 신소재 연구실

․ 교수 : 백승렬
․ 연구분야 : 생화학

효소 및 환경생물공학 연구실

․ 교수 : 유영제
․ 연구분야 : 생물화학공학

물환경∙에너지 공학 연구실

․ 교수 : 윤제용
․ 연구분야 : 환경-에너지 공학

물환경 멤브레인 연구실

․ 교수 : 이정학
․ 연구분야 : 환경공학(수처리)

생물 분자 공학 실험실

․ 교수 : 한지숙
․ 연구분야 : 분자생물학

생체모방 재료 및 줄기세포 공학 연 ․ 교수 : 황석연
구실
․ 연구분야 : 바이오메디칼 공학

3. 화학생물공학부 교과
가. 전공이수 표준 형태
구분

1학기

2학기

1학년

458.101A* 화학생물공학입문

2학년

458.201* 물리화학 1
458.203* 공학생물
458.204* 유기화학 1
458.205** 공정전산기초
458.309A** 분석화학
* 공과대학 공통과목

458.202** 물리화학 2
458.206* 화학생물공학기초실험
458.301* 유기화학 2
458.302* 응용생화학
* 공과대학 공통과목

3학년

458.303* 반응공학 1
458.305* 공정유체역학
458.306* 화학생물합성실험
458.307* 화학생물공정실험
458.310 화공열역학
458.312 고분자화학

458.304* 열 및 물질전달
458.306* 화학생물합성실험
458.307* 화학생물공정실험
458.308** 공정제어 및 설계
458.311A 무기 및 재료화학
458.407 분리공정

4학년

400.307 양자역학의 기초
458.401 공정 및 제품설계
458.404 촉매개론
458.405 환경공학개론
458.411 고분자물성
458.413 생물화학공학
458.414A 기기분석
458.421*** 화학생물공학세미나
458.424A 창의연구
400.313 공학지식의 실무응용

458.402 반응공학 2
458.403 유기정밀화학
458.406 고분자공학
458.408 환경생물공학
458.409 전기화학
458.410 분자생물공학
458.412 화공전산응용
458.423*** 화학산업경영
458.424A 창의연구
400.313 공학지식의 실무응용

- 90 -

나. 교육과정 이수 계통도

4. 졸업 후 진로
화학생물공학부의 졸업생은 대학원에 진학하거나, 국내 대기업들의 산업체 및 연구소, 국공립연구소, 관청, 외국인
기업 및 합자회사, 국내외 교육기관, 자유업 등 다방면으로 사회에 진출하고 있다. 본 학부 졸업생은 관련 산업체와 국
내외 대학에서 유능한 지도자로서 활약하고 있으며, 특히 국내 기업 중진급 인사의 15%가 본 학부 출신이라는 점은
본 학부의 국가경제에의 높은 기여도를 잘 반영하고 있다.
서울대학교 화학생명공학부의 경우 학부를 졸업하고 대부분이 대학원 진학, 기업체 취직, 유학 등을 선택하게 된다.
많은 경우 화학생물공학과 관련된 분야를 선택하나, 그 영역은 자신의지에 따라 무한하게 넓어질 수 있다. 이외에도 기
술고시, 행정고시, 사법고시, 변리사 시험 등을 통하여 중앙 및 지방행정기관에 종사하기도 하며, 일부는 의학계로 진
출하기도 한다.
석사 및 박사 과정을 마친 경우 대부분 전공과 관련된 분야에 진출하게 되는데, 국내 기업들의 산업체 및 연구소, 국공
립연구소, 정부기관, 외국 기업 및 합자회사, 국내외 교육기관 등의 다양한 선택이 가능하다. 만약 학업을 계속 이어가고
싶은 경우 유학을 선택하거나 박사를 마친 후 박사후과정(Post-doctorial Course)을 거쳐 교직으로 진출할 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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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화학생물공학부를 지원하고자 하는 학생이 갖추어야 할 자질
가. [공대가 좋아] 이윤우교수 미니 강연
합리적으로 생각하는 방법, 비판적인 사고, 창조적인 사고, 따뜻한 마음을 가진 사람이 전공하면 좋은 학문
이다. 관련 교과목은 물리, 화학, 생물이고, 학문을 배워서 다른 사람들을 위해 쓸 수 있다는 것이 화학생명
공학의 가장 큰 장점이라고 할 수 있다.
서울대학교 화학생물공학부의 비전은 세계 최고의 교육 및 연구를 통하여 화학생물공학 관련 분야를 이끌어
갈 창의적이고 진취적이며 사회적 책임감을 갖는 글로벌 리더를 양성하는 것이다.(홈페이지)

나. 연세대학교 전공안내서(화공생명공학전공 – 어떤 친구들이 오면 좋을까요?)
화공생명공학은 과학의 여러 분야를 폭 넓게 배우는 전공입니다. 그래서 물리, 생물, 화학 등에 두루두루 관
심을 가진 학생이 온다면 더 좋겠죠? 고등학교까지는 과학을 4과목으로 쪼개서 배웠는데 대학에서는 모두
연계되기 때문에 과학 전반에 간심이 많다면 더할 나위 없는 장점이 될 겁니다.

다. 2015 전공탐색을 위한 충북대학교 안내서(화학공학과 - 입학준비 Tip)
* 전공관련 교과목 : 수학, 화학, 생물, 물리
* 전공관련 비교과활동 : 화학체험학습환경교육, 창의성 교육, 과학탐구&실험반, 수학탐구반,
수리탐구&논술반
* 봉사활동 : 업무보조활동(교내, 병원, 도서관, 기관 등), 자선봉사활동(캠페인, 불우이웃돕기, 기아아동돕기 등)

라. 커리어넷 학과 정보(화학공학과) 적성과 흥미
화학공학은 모든 공과대학이 다 마찬가지겠지만 수학이 아주 기본적이고, 물리, 화학 등도 도움이 많이 된다.
특히 공과대학에 비해서 특히 수학, 물리, 화학을 아주 잘해야 한다. 또 다른 특성으로 창의적인 면이 요구된
다. 요즘에는 공학인증을 하면서 창의공학설계 등의 작업을 하게 된다. 주로 그룹으로 팀워크를 맞춰서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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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도달하는 식의 작업을 하는데, 그때 주어진 일만 주입식으로 하기 보다는 팀원 간의 토론을 통해서 어떤
새로운 결론을 만들어야 된다. 따라서 새로운 것에 호기심과 열정이 있으며 과학적인 사고방식을 가진 창의
적인 학생이면 화학공학과 잘 어울린다고 할 수 있다.

6. 화학생물공학부 지원 학생을 위한 추천도서
가. [공대가 좋아] 추천
* 성영은 교수 : 파브르 [식물이야기] - 끈기와 인내력 있는 관찰정신과 태도를 본 받아야 함

나. 전남대학교 「고교생을 위한 모집단위 추천도서」
* 화공생명공학과 : 모집라티프 [기후의 역습], 앨리스 아웃워터 [물의 자연사], 콜린 베번 [노 엠팩트 맨],
브라이언 클레그 [괴짜 생태학], 존 자브나 외 2 [새롭고 적극적인 지구를 살리는 방법 50]
* 응용화학공학부 : 사토 긴페이 [일상에서 과학을 보다 1, 2], 페니르 쿠터, 제이 버레슨 [역사를 바꾼 17가
지 화학 이야기], 캐서린 쿨렌 [천재들의 과학노트2]

다. 2015 전공탐색을 위한 충북대학교 안내서
* 화학공학과 : 문상흡 외4 [화학 교과서는 살아있다], K.메테페셀헤르만 외2 [화학으로 이루어진 세상]

7. 자료 출처
항목

자료 출처

1. 학부소개

서울대학교 공과대학 홈페이지 및 화학생물공학부 홈페이지 - 학부 소개

2. 연구그룹

화학생물공학부 홈페이지 – 연구활동 - 연구실

3. 화학생물공학부 교과

화학생물공학부 홈페이지 – 학사행정– 교과과정

4. 졸업 후 진로

화학생물공학부 홈페이지 – 진학안내 – 진로소개/취업현황

․ 동아사이언스 – 최정문의 공대가 좋아 시즌 1. 4편 서울대 화학생물공학부 이윤우 교수
(http://www.dongascience.com/news/view/1149/news)
․동아사이언스 – 최정문의 공대가 좋아 시즌 2. 4편 서울대 화학생물공학부 성영은 교수
(http://www.dongascience.com/news/view/4497/news)
․ 연세대학교 전공 소개자료
6. 화학생물공학부 지원 학생을 위한
․ 전남대학교 전공소개 e-book
추천 도서
․ 2015 전공탐색을 위한 충북대학교 안내서
5. 화학생물공학부를 지원하고자 하
는 학생이 가져야 하는 자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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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생명과학대학

■ 농경제사회학부
■ 바이소시스템․소재학부
■ 산림과학부
■ 식물생산과학부
■ 식품․동물생명공학부
■ 응용생물화학부
■ 조경․지역시스템공학부

■■■

농경제사회학부

1. 학부 소개
농경제사회학부는 농업·농촌·농민문제와 자원·환경문제를 비롯하여 지역개발을 위한 전반적인 사회과학적 방법을
연구하고 교육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한국의 농업과 지역사회·경제는 그동안의 급속한 성장에도 불구하고 많은 과
제를 안고 있다. 우리 농업·농촌이 직면하고 있는 문제를 냉철하게 분석하고 그 해결을 위한 대안을 제시하기 위해서
는 어느 한 가지 사회과학적인 접근방법만으로는 부족하고 폭넓은 학제간의 교류와 연계가 필요하게 되었다.
이러한 시대적 상황에 부응하기 위하여 그 동안 경제학적인 방법을 통해 농업문제를 연구하던 농경제학과와 사회·
교육학적인 방법을 통해 농촌개발문제를 연구하던 농업교육학과의 농촌사회교육전공을 통합하여 1997년부터 농경제
사회학부가 새로이 탄생하였다.
아울러 캠퍼스 종합화 계획에 따라 2003년 관악 캠퍼스로의 이전이 완료됨에 따라 교육과 연구에 있어서 보다 폭넓
은 학제 간 교류를 추구할 수 있게 되었고 학생들은 보다 용이하게 복수전공을 할 수 있게 되었다.

가. 농업․자원경제학 전공
전통적으로 농경제학은 경제학적 방법론을 이용해 농업·농촌·농민 문제를 주로 분석하는 학문이었다. 그러나 농
업 및 농촌의 역할과 경제현상이 변하고, 농경제학 자체의 학문적 발전이 이루어짐으로 인해 지금의 농경제학은 전
통적인 농업 생산과 소비는 물론, 경제발전, 국제무역, 자원의 개발과 관리, 환경관련 경제정책, 식품 및 농관련산
업 육성, 지역균형개발, 기술혁신촉진과 인력육성 등과 같은 매우 다양한 분야를 연구하는 대표적인 응용경제학으
로 발전하고 있다. 본 전공은 이러한 다양한 주제에 더하여 북한 및 동북아 식량문제와 국제농업문제까지 연구대상
으로 확대하고 있으며, 관련 이론의 개발과 현실 경제문제를 진단하고 개선 방안을 찾는 현장 중심의 연구와 훈련
을 병행하고 있다.
농경제학을 전공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일반경제이론과 수학 및 통계학 관련 기초과목을 이수하여야 하고, 관심
분야에 따라 경영학, 법학, 사회학 등에 대한 기본지식도 필요하다. 본 전공 학생들은 이러한 기초과목을 수강한
후, 전통적인 농경제 과목인 농업생산경제학, 농업경영학, 농산물가격분석, 농산물유통학, 농업정책론, 농업발전론
뿐만 아니라 국제무역론, 자원경제학, 환경경제학, 지역경제학, 농산물 선물시장분석, 농업관련산업론, 기술경제학,
인적자원경제학 등의 응용경제과목을 수강한다.

나. 지역정보학 전공
지역정보학 전공에서는 도시 및 농촌을 포괄한 지역을 대상으로 공간 개발, 토지와 주택, 개발 금융, 경영 및 정
보 등을 경제적인 차원에서 다루고 있다. 주요 교육 및 연구 분야로는 지역·공간경제, 토지 및 주택, 지역 및 개발
금융, 공간개발 및 계획, 지역 및 농촌정보, 공간 분석, 농업․식품산업의 MIS, E-Business 등이 있다. 특히 단순한
이론 교육 단계에서 탈피하여 지역․공간경제와 정보시스템 관점에서 지역을 이해하고 분석할 수 있는 방법론을 배
우며 나아가서는 지역문제를 해결하는 방안도 모색하는 실증 교육을 병행시키고 있다. 아울러 다양한 통계 및 계량
프로그램들을 배우고 GIS 및 MIS를 이용하여 지역․농업정보를 분석할 수 있는 다양한 고급 지식도 습득한다. 지역
정보학 전공은 경제학을 기본으로 하되 지리학, 경영학, 사회학, 도시공학 등과도 연계되어 있으므로 학제적인 연
구 및 교육도 가능한 분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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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연구그룹
가. 농산물 무역 및 경제발전 연구원(농업․자원경제학 전공)
농산물 무역 및 경제발전 연구실에서 주로 수행하는 연구 분야는 크게 농산물 무역과 경제발전, 후진국 경제개발
과 경제협력, 그리고 농업통상(WTO 무역협정과 자유무역협정(FTA))이다. 농산물 무역은 한 국가의 경제발전과
밀접한 관련을 가진다. 특히 농산물 무역은 경제발전 초기 단계에 있는 대부분 국가에 있어서 외화획득 혹은 절약
과 자본형성 등 중요한 역할을 수행함으로서 경제발전의 기초 엔진 역할을 수행한다. 주요 선진국의 과거 경험에
대한 사례로부터 중요한 이론적 모형을 구축하고 그를 기초로 현재 개도국들의 경제발전 전략을 찾아 볼 수 있다.
그 이후 성장단계에 진입하였을 때 필연적으로 산업간 구조조정을 경험하게 되는데 전형적 특징은 고용과 생산 측
면에서 농업부문의 상대적 비중 축소 현상이다. 이러한 구조조정 단계에서는 여러 가지 부작용과 갈등이 나타나 전
체 경제의 원활한 성장을 저해하는 경우도 발생하게 된다. 이러한 경우 경제 및 사회적 비용 최소화를 수반하는 효
율적 경제발전 경로의 발견과 이론적 정립이 중요한 연구 주제가 된다.
한편 선진국으로 진입할수록 국제사회로부터 경제 발전 수준에 합당한 역할 수행을 요구받게 된다. 그 가운데서
도 가장 중요한 것은 후진국의 경제발전을 위한 자본원조, 지식 혹은 기술이전 요구이다. 앞에서도 말했듯이 경제
발전 초기 단계에 있는 대부분 개발도상 국가들의 기간산업은 농업임으로 농업부문 개발 전략이 우선적으로 요구
된다. 이에 대한 우리나라의 과거경험을 통한 합리적 협력 수단 마련이 중요한 연구과제가 된다. 아울러 이러한 연
구 결과는 후진국에 대한 중요한 외교적 수단으로도 활용될 수 있다.
마지막으로 현재 국제 경제 질서는 WTO를 중심으로 체결되는 다자간 무역협정, 그리고 이해 당사국을 중심으로
맺어지는 자유무역협정이라는 크게 두 가지 경로를 통해 급격히 재편되고 있다. 이 과정에 가장 첨예한 통상 마찰
을 야기 시키는 분야가 농업분야이다. 따라서 변화되는 국제경제 질서가 농업을 비롯한 우리나라 산업분야에 미치
는 영향을 분석하고 그들을 기초한 국제협상에서의 대응 전략 마련이 중요한 연구주제이다.

나. 자원․환경 경제 연구원(농업․자원 경제학 전공)
과학기술의 발전으로 인류의 후생수준은 크게 높아졌고 우리나라 역시 눈부신 경제성장을 이룩하였다. 우리가
생산, 소비와 교환 행위를 하는 경제체제는 자연환경으로부터 각종 원료물질과 에너지를 가져다쓰고, 대신 폐기물
을 자연으로 돌려보낸다. 따라서 우리의 경제행위와 복지수준은 자연환경과 필연적으로 연계되어 있고, 결국 보다
높은 수준의 생산 및 소비행위는 보다 많은 자원의 이용과 보다 심한 환경오염을 유발할 수밖에 없다. 본 연구실은
인간의 경제행위와 자원 · 환경의 보존이 어떻게 조화를 이룰 수 있으며, 적절한 자원이용과 환경오염 수준을 유도
하기 위해서 어떤 수단이 사용될 수 있는지를 분석한다. 본 연구실에서 분석하는 주제는 다음과 같이 크게 네 가지
로 나눌 수 있다.
○ 자원 및 환경관련 정책 효과 분석
자원 · 환경정책들은 적절한 자원 및 환경의 이용을 유도하기 위해 사용되며, 각 정책은 시장적 효과는 물론 화
폐화가 힘든 비시장적 효과까지도 다양하게 유발한다. 이러한 효과들의 경제적 가치를 평가하는 것은 최적의 정책
선택을 위해 매우 중요한 절차이다. 본 연구실은 이러한 정책들을 평가하기 위한 이론적·계량적 모형을 개발한다.
개발된 분석기법은 자연생태계 보전정책, 대기환경 보전정책, 농촌의 경관 및 전통문화 보존정책, 수자원의 보존
및 활용정책 등에 적용되고 있다.
○ 자원 및 환경을 고려한 산업의 생산기술 분석
이 주제를 분석하기 위해 본 연구실은 투입요소로서 천연자원이나 환경을 포함하는 생산기술의 특성과 그 생산
성의 변화를 계량 분석하는 모형을 구축하며, 이를 전력 및 에너지산업, 수자원 관련 산업, 농업생산, 화학비료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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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농관련 산업에 적용하고 있다.
○ 자원 및 환경관련 산업구조 분석
에너지, 수자원, 농업 등 많은 산업은 시장에서 해결할 수 없는 공익적, 다원적 기능을 수행하도록 유도되어야 한
다. 동시에 이들 산업은 경제적 기준에 따른 효율성을 충족하여야 한다. 본 연구실은 이들 산업의 구조를 분석하고,
산업의 경쟁력 유지 및 제고를 통한 효율성 향상을 달성하는데 필요한 인센티브 제공방법과 구조조정 방향 등을
제시한다.
○ 식품안전도 및 관련 연구
본 연구실은 식품안전도를 유지하고 외래 침입 병균과 질병으로부터 국내 관련 산업과 생태계를 보존하는데 필
요한 정책수단과, 유전자변형 농산물 관련정책 및 작물유전자원 관련정책에 대한 연구도 진행한다.

다. 지식자원 연구실(농업․자원 경제학 전공)
21세기 지식기반사회에서 산업경쟁력의 핵심은 인적자원과 기술혁신이라고 할 수 있다. 본 연구실에서는 경제학
적 분석 틀을 사용하여 인적자원과 기술혁신의 경제적 메커니즘을 분석하고 관련 제도 및 정책을 연구한다.
주요 연구분야는 다음과 같다. 인적자원에 대한 투자와 경제적 성과, 인적자원 개발시스템과 노동시장구조, 기업
내 인적자원관리 (채용, 직무배치, 훈련, 보상체계 등), 농업생산성과 인적자원 및 기술혁신과의 관계, 기술혁신의
결정요인과 경제적 파급효과, 기술진보의 노동시장에 대한 영향, 기술혁신정책과 관련제도 등을 연구한다.

라. 공간경제 연구실(Spatial Economics Lab)
공간경제 연구실에서는 지역개발 및 경제정책, 사회간접자본, 부동산 및 지역통합, 분산효과의 관련된 주제를 연
구한다. 방법론으로는 산업연관분석, Computable General Equilibrium 모형, 비용편익분석, 메타분석, 교통 및 지역
경제 통합모형 등의 계량분석방법론을 개발하고 있다. 또한 위와 같은 학문 영역 속에서 지역문제에 대한 다양한
이슈를 과학적인 분석 방법을 이용하여 합리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방안에 대하여 연구한다. 이와 합께 사회간접자
본의 투자정책에 대한 효과를 분석하고 이와 같은 투자의 공간적 파급효과에 대하여 연구한다.
연구 분야는 도시 및 지역경제 분석론 개발(CGE, SAM 등), 공간정책의 미시․거시 경제 분석, 지역격차 및 경제
성장, 사회간접자본․인프라 경제 등이다.

마. 농업정보시스템(Agricultural Information System Lab)
최근 농업환경의 변화(농기업의 증가, 식품의 안전성 문제에 따른 이력추적의 필요성 증가, 농산물 유통에 있어
서 전자적으로 저장되고 유통되는 정보의 증가 등)로 인해 농업경영체제의 경영효율성 향상에 있어서 농업정보시
스템은 점점 중요한 수단이 되고 있다. 농업정보시스템 연구실은 "정보기술을 통한 최적의 농업경영 활동 지원"이
라는 비전을 가지고 1994년에 출범하였으며 현재까지 이와 관련한 많은 연구프로젝트들을 수행해오고 있다.
연구 분야는 지역사회와 농/축산업경영을 위한 IT 정책수립 연구, 지역사회와 농/축산업경영을 위한 실질적인 정
보 시스템의 개발 및 보급 연구, 정보화에 따른 경영혁신 효과 분석 연구, 경영분석 및 예측을 위한 알고리즘 연구,
농축산물 전자상거래에 대한 솔루션개발 및 유통혁신 연구 등이다.

바. 정보 경영 및 마케팅 연구실(affiliated with Auto-ID Labs)
정보 경영 및 마케팅 연구실은 농식품 비즈니스에 있어서의 정보 경영 및 마케팅을 연구하는 곳으로 특히 소비
자의 행동과 정보 및 미디어와의 관계에 초점을 맞춘다. 경영학적인 접근을 바탕으로 농식품 비즈니스의 다양한 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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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점을 해결해 나가며, 또한 기술 경영을 통한 농식품 경영 및 유통의 혁신에 대해서도 연구한다. 본 연구실은 전
세계 유통물류 RFID/USN의 표준화를 주도하는 EPC Global산하 연구 조직인 Auto-ID Lab의 일원이다.
그 연구 분야는 농식품 정보 경영, 식품 마케팅 및 브랜드 경영, 소비자/사용자 행동, e-business/e-marketing
-AutoID 기술 응용 비즈니스 모델 등 이다.

사. 지역개발연구실(Regional Development Lab)
지역개발 연구실은 이론구축과 실증분석의 두 가지 목적을 동시에 추구한다. 먼저, 시대의 변화에 따라 다양하게
나타나는 지역의 특성을 반영하기 위해 지역의 새로운 기능을 설정하고, 계획학적 관점에서 지역의 공간변화에 대
한 이론을 구축한다. 그리고 기 구축된 지역이론에 기초하여 예상되는 지역의 중요한 문제들을 실증 분석함으로써
지역발전의 대안을 제시하는 것에 그 목적을 두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실에서는 지역의 공간변화, 지역의 잠재력
에 기초한 발전전략, 북한 주택공급 정책, 지역혁신체계와 지역개발, 농촌사회의 다원적 기능, 개발도상국의 지역개
발 등의 주제를 다루고 있다.
그 연구 분야는 지역개발 및 지역계획(국토계획, 공간계획, 농어촌 종합개발계획 등), 지역 간 격차의 요인 및 결
과(도시와 농촌, 수도권과 비수도권 등), 사회 인구 통계학(인구 및 주거이동, 국가 간 이동, 주택, 정보화, 범죄
등), 공간모형연구(Logit/Probit모형, 이산선택모형, 공간계량모형 등)이다.

3. 농경제사회학부 교과
농경제사회학부의 1학년들은 전공탐색 교과목으로 경제원론, 농경제사회학입문, 경제수학을 수강하고 2학년부터는
자신의 선택전공에 맞춰 농업·자원경제학전공과목과 지역정보학 전공과목을 수강하면 된다. 농업·자원경제학전공 재학
생들은 기초과목으로서 미시경제이론, 거시경제이론, 농업경제학, 농경제계량분석 등을 수강하고 이어서 농업 및 자원·
환경과 관련된 경제현상 분석에 필요한 농업경제학, 농산물유통의 이론과 실제, 농산물가격론, 시장개방과 농산물무역,
자원경제학, 환경경제학, 상품선물과 옵션의 이론과 실제, 농업관련산업론, 지역경제론, 입지론, 농촌개발의 이론과 실
제 등 다양한 경제학관련 과목을 수강한다. 이러한 과정을 이수하고 학부를 졸업하면 경제학 학사 농업·자원경제학전
공 학위를 부여받게 된다. 지역정보전공 재학생들은 기초과목으로 미시경제이론, 거시경제이론, 농업정보체계론, 지역
개발학, 지역정보시스템 등을 수강하고 이어서 지역사회학, 지역사회인간관계론, 환경과 개발, 농산물전자상거래, 공간
모형론, 계량지역분석실습 등의 지역정보관련 과목을 수강하게 된다. 이러한 과정을 이수하고 학부를 졸업하면 경제학
학사 지역정보전공 학위를 부여받게 된다. 대학원 과정에서는 학문의 전문화와 후진양성을 위해 농업·자원경제학전공
과 지역정보학 전공으로 분리하여 운영하고 있다.

가. 농업․자원경제학 전공 교과
구분
1학년

2학년

1학기
200.105 경제원론1
500.165 농경제사회학입문
212.201* 미시경제이론
212.204 경제통계학
5201.201* 농업경제학
5201.203 농산업경영전략
201.205 지역경제론
5201.207 국제식량정책론

2학기
200.106 경제원론2
212.214* 경제수학
212.202* 거시경제이론
5201.202 농산업경영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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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1학기

2학기

3학년

5201.301* 농경제계량분석
5201.303 생산경제학
5201.305A 농식품유통의 이론과 실제
5201.307A 농식품관련산업론
5201.309 시장개방과 농산물무역
5201.311 인적자원경제학

5201.302A 농식품가격론
5201.304 자원경제학
5201.306A 농식품기업위험관리론
5201.308A 응용기술경제학
5201.312 바이오에너지 경제학

4학년

5201.401
5201.405
5201.407
5201.411
5201.412

5201.403A 시장경제와 농식품정책
5201.404 환경경제학
5201.408 농촌개발의 이론과 실제

경제발전과 농업
상품선물과 옵션의 이론과 실제
협동조합론
농산업경영실습
식품산업경제학

* 전공필수 과목

나. 지역정보전공 교과
구분

1학기

2학기

1학년

200.105 경제원론1
500.165 농경제사회학입문

200.105 경제원론1
500.165 농경제사회학입문

2학년

212.201＊ 미시경제이론
500.309＊ 농업정보체계론
5202.203A 지속가능 지역계획론
5202.402 지역토지이용계획론

212.202＊ 거시경제이론
5202.202＊ 지역개발론
5202.204 지역사회인간관계론
5202.301 지역정보시스템
5202.412 농식품경영정보시스템 기술
5202.206 농식품브랜드경영의 이해

3학년

5202.205＊ 공간경제의이해
5202.303 지역인구 및 산업
5202.413 정보검색의 기초

500.407 지역사회문화론
5202.308 농산물전자상거래
5202.407 토지관리 및 시장분석
5202.409 지속가능성 경제론
5002.410 공간경제 계량분석
5202.309 식품 및 바이오비지니스 경영진단

4학년

5202.403
5202.405
5202.411
5202.414

5202.404 농업정보방법론
5202.415 지역정보학연구

농업정보시스템모형
공간경제모형론
정보시스템의 경제학
식품마케팅 및 정보경영 사례연구

* 전공필수 과목

다. 타과 개설 전공선택 인정교과목
구분

농업․자원
경제학
전공

지역정보
전공

타과 개설 전공선택 인정교과목
200.107 현대사회와 사회학
212.308 국제수지론
212.303 화폐금융론
212.412 한국경제론
251.101 경영학원론
500.307 농업법개론
5171.002 작물학개론
881.007 선형대수학
211.419 커뮤니케이션 정책
208.205 경제지리학
212.405 경제성장론
212.305 재정학

209.207 한국사회복지론
212.305 재정학
212.317 산업조직론
212.467 추격과 발전의 경제학
251.213 마케팅원론
500.308 환경과 농업
5252.001 동물생명공학개론
212.301 계량경제학
251.218 마케팅사례연구
212.204 경제통계학
5201.303 생산경제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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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2.203 경제사
212.307 국제무역론
212.318 산업연관론
273.318 경제법
5172.001 원예학개론

5171.202 재배학
251.425 광고관리론
212.317 산업조직론
212.318 산업연관론

4. 졸업 후 진로
졸업생들은 농업관련 대학과 정부기관, 연구기관을 비롯하여 공기업, 일반기업체, 금융기관 등 다양한 방면으로 진
출하여 한국의 농업 및 지역사회발전에 중추적인 역할을 담당하고 있으며, 앞으로 전통적인 의미에서의 농업·농촌문제
뿐만 아니라 최근 중요도가 높아가는 지역사회 및 지역개발과 자원 및 환경 분야 등도 중점 분야로 연구 교육할 것이
므로 본 학부에서 배출된 인재들이 사회에서 보다 중요하고 다양한 역할을 수행할 수 있을 것이다.
서울대학교 농경제사회학부의 학문적 다양성과 문제해결능력을 배운 본 전공 졸업생들은 사회 각 분야에서 지도자
로서 활동하고 있다. 본 전공은 관련 학계와 연구원에 절대 다수의 인력을 제공하여 왔으며, 졸업생들은 일반기업체와
금융기관은 물론, 관계와 공기업, 협동조합 등에 폭넓게 진출해 있다.
본 전공 졸업생은 중앙정부, 지방자치단체 등의 정부 및 공공기관, 주택ㆍ토지ㆍ농촌관련 공기업, 일반 대기업과 금
융기관 등 다양한 분야로 진출 할 수 있다.
또한 대학원에서 전공 분야의 심화된 교육과정을 마칠 경우, 국토연구원, 서울시정개발연구원 등 국가 및 지방자치
단체 연구기관에서 연구원으로 활동할 수 있다. 최근에는 지역계획, 공간경제 및 정책학, 경영학 등으로의 해외 유학도
증가하는 추세에 있다. 이와 함께 중장기적으로 전문적인 연구ㆍ교육 프로그램과 BK21 사업을 통해서 국제기구에서
활동할 차별화된 공간경제 분석 전문가도 양성할 것이다.

5. 농경제사회학부를 지원하고자 하는 학생이 갖추어야 할 자질
가. [유사 학과]고려대학교 식품자원경제학과 소개자료(이런 학생 식품자원경제학에 딱!!)
* 인류가 현재 살아가는 모습과 미래상에 대한 호기심이 가득하다.
* 국가와 사회계층간의 대립과 갈등의 원인을 분석하고 해법을 모색하는데 관심이 많다.
* 기아와 빈곤의 원인을 찾고 해결하는데 일조를 하고 싶다.
* 기후변화 문제가 식량과 환경, 인류의 생존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 해법을 모색하고 싶다.
* 인문계열에서 공부를 했지만, 수학이나 통계학에도 관심이 있다.
* 답답한 이론이 아니라 현실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학문을 배우고 싶다.

나. 전남대학교 농업생명과학대학 농업경제학과 전공 소개자료(이런 자질이 필요해)
* 논리적인 사고와 경제적 분석 능력
* 농업 및 국가 경제 발전에 이바지하려는 자세
* 농업 현상을 분석하고 이해하려는 노력
* 진취적이고 적극적인 사고를 갖추려는 자세
* 친한 고교 교과 : 사회(정치경제, 경제지리), 수학, 영어, 국어, 기술․가정, 농업, 농업과학

다. 2015 전공탐색을 위한 충북대학교 안내서(농업경제학과 - 입학준비 Tip)
* 평소 농업에 대해 관심이 많고 숫자 및 화폐계산이 정확할 뿐만 아니라 열정을 가지고 있는 학생
* 전공관련 교과목 : 경제, 영어, 수학
* 전공관련 비교과활동 : 경제교육, 국제이해교육, 창의성 교육, 논술반, 시사탐구&토론반, 영소설독해반
* 봉사활동 : 학습도우미(복지관, 방과후학교, 부진학생 등), 환경정화(청소 ․ 분리수거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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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워크넷 학과 정보(농업경제학과) 적성과 흥미
농업경제학은 경제학이론을 기초로 한 응용경제학 분야이면서 경영학적인 시각에서 농업 및 농업 관련 산업
에 관한 연구를 수행한다. 경제학은 사회과학에 해당하지만, 수식이나 그래프를 활용하여 농업과 관련된 경제
현상을 수학적으로 설명하는 방법론이 주류를 이루고 있기 때문에 분석적이고 논리적인 사고력이 요구된다.

6. 농경제사회학부 지원 학생을 위한 추천도서
가. 고려대학교 식품자원경제학과 소개자료
* 양승룡 저. [농업, 거의 모든 것의 역사]
* 엘 고어 저. [불편한 진실 / 물 전쟁]

나. 전남대학교 「고교생을 위한 모집단위 추천도서」
* 농업경제학과 : 스티븐 레빗 [괴짜 경제학], 토드 부크홀츠 [죽은 경제학자의 살아있는 아이디어], 문소영
[그림 속 경제학], 이태호 윤병삼 외 2 [농업이 미래다], 장하준 [나쁜 사마리아인들]

다. 2015 전공탐색을 위한 충북대학교 안내서
* 농업경제학과 : 헬레나노르메리노지 [오래된 미래], 랜디 로시 [마지막 강의], 새뮤얼 스마일스 [생
각부터 바꿔라], 존고든 [에너지 버스], 데이비드 라이백 [설득의 리더십], 김위찬 [블루오션전략]

7. 자료 출처
항목

자료 출처

1. 학부소개

서울대학교 농업생명과학대학 홈페이지 및 농경제사회학부 홈페이지 - 학부 소개

2. 연구그룹

농경제사회학부 홈페이지 – 연구 - 연구그룹

3. 농경제사회학부 교과

농경제사회학부 홈페이지 – 학사 및 교과 – 학부 – 전공 이수 표준 형태, 선수교과목

4. 졸업 후 진로

농경제사회학부 홈페이지 – 소개 – 졸업생 진로

5. 농경제학부를 지원하고자 하는 학
· 고려대학교 전공 소개자료
생이 가져야 하는 자질
· 전남대학교 전공소개 e-book
6. 농경제학부 지원 학생을 위한 추천 · 2015 전공탐색을 위한 충북대학교 안내서
도서

- 101 -

■■■

바이오시스템ㆍ소재학부

1. 학부 소개
바이오시스템ㆍ소재학부는 공학기술과 생명공학을 융합하는 유망한 학문분야로서, 바이오시스템공학과 바이오소

재공학 2개의 전공분야를 통합하여 만든 학부이다. 21세기를 맞아 생명공학(BT)과 나노기술(NT)을 기반으로 바이오
기술을 겸비한 인재가 요구되고 있다. 바이오시스템·소재학부는 공학과 생물을 융합시키는 학문으로서 전기전자기술, 나
오기술, 재료공학기술, 기계기술, 정보기술 등을 융합하고 발전시켜 바이오기술 혁명의 한 축으로 발전하고 있다.

바이오시스템공학전공은 생체역학, 바이오프로세싱, 생물생산공학, 바이오센서, 생물환경공학, 생물정보공학 등의
세부분야로 구성되며 생물생산과 가공, 유통에 걸친 바이오시스템의 개발과 최적화에 관한 교육과 연구를 담당한다.

바이오소재공학전공은 생명과학과 재료공학을 기반으로 하여 천연 고분자 생물재료를 이용하여 천연섬유 고분자,
생분해성 친환경재료, 인공장기용 생체재료 등 바이오신소재 개발과 바이오나노기술을 이용하는 바이오칩의 개발에 관한
교육과 연구를 담당한다.
두 전공의 학제적인 연구와 교육을 통하여 양성된 인재는 앞으로 바이오기술혁명의 산업화와 실용화를 주도할 것이므
로 교육, 연구, 산업 방면에서 그들의 발전가능성은 무한하다.

2. 바이오시스템공학전공
가. 전공소개
바이오시스템공학자들은 첨단과학기술(예를 들어 컴퓨터비전, 원격탐사, GPS, GIS, 로봇공학, 제어공학)을 식물
이나 동물과 같은 생물자원의 생산 및 활용에 적용하고 이를 바이오센서 및 생체재료 개발이나 의ㆍ공학에도 응용을
하고 있다.
최근에는 전자 및 정보처리 기술을 이용한 생물정보처리, 생체물성의 비파괴 측정, 생물생산기계의 설계, 생물공
정의 자동화, 바이오에너지, 바이오 로봇, 바이오센서 개발, 생체 영상처리 기술, 인공지능 응용, 친환경 생물자원
생산 기술, 생체역학을 응용한 인간공학 등에 관한 연구가 강화되고 있다. 또한 인간의 웰빙을 목표로 생물환경에서
높은 생산성 Product의 확보와 편리하고 안전한 산물의 공급을 위해 바이오시스템공학의 역할은 점점 높아지고 있다.
바이오시스템공학은 물리, 화학, 생물 등의 과학지식과 관련된 공학기술을 접목하여 생물체(animal system,
plant system) 및 관련 자원으로부터 인간생화에 유용한 products(식품, 장치, 기계, 센서, 에너지, 소재, software)
를 만들어 내는 응용학문이다.

나. 교수진
성명

전공분야

연구실

이메일

김경욱

노외기계설계

노외기계연구실

kukim@snu.ac.kr

조성인

바이오센서 및 전자

바이오센서 및 전자연구실

sicho@snu.ac.kr

이중용

생물환경공학

생물환경시스템공학연구실

jyr@snu.ac.kr

정종훈

생체역학

생체역학연구실

jchung@snu.ac.kr

김용노

생물공정시스템

생물공정시스템연구실

yongro@snu.ac.kr

김학진

바이오시스템제어 및 정밀 농업

바이오시스템제어연구실

kimhj@snu.ac.kr

김기석

농산가공 및 생체물성공학

농산가공 및 생체물성공학연구실

ghiseok@snu.a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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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연구실
연구실

연구분야

Bio-Production(노외기계공학)그룹

․
․
․
․

트랙터, 콤바인 등의 주요 요소부 개발
농업동력, 작업기계 기술 연구
기계의 진동, 안전성 검토
인간공학을 고려한 설계기술 연구

․ 바이오시스템 IT 융합 기술 적용 연구
Bio-Production(바이오시스템 제어
․ 정밀농업을 위한 센서 및 제어기술
및 자동화)그룹
․ 식물공장을 위한 자동화 기술 개발
․ 바이오에너지 연구
Bio-Environment(생물환경시스템)
․ 농업시설 내 환경제어(공기, 수질)
그룹
․ 신재생에너지의 활용
Bio-Sensing(바이오센서 및 전자시 ․ 식품 안전성을 위한 센서
스템)그룹
․ 식품의 풀질 인자 판정(전자형, 전자코)
․ 인공지능, 바이오 나노기술 이용
․
Bio-Process(생체물성공학, 생물공 ․
정시스템) 그룹
․
․
․

농식품 비파괴 품질 판정기술 연구
근적외선 내부 품질결함 신속판정
축산물 가공 시 오염정도 진단
생물공정을 이용한 고부가가치 식품소재 개발
탄수화물 공학을 이용한 기능성 식품 개발

․ 줄기세포, 동물뼈 등 생체재료로 생체조직 재생
Bio-Mechanics(생체의료재료 및 조
․ 세포 및 조직 배양용 바이오리액터 개발
직공학)
․ 줄기세포 배양을 위한 세포자극 기술 개발

라. 바이오시스템공학전공 교과
구분

1학기

2학기

1학년

500.168 바이오세스템 ㆍ 소재학개론

2학년

500.405 컴퓨터프로그래밍개론
519.002* 유기화학
881.001* 응용해석 1
5261.221* 생물재료역학
5261.224 바이오시스템공학생물

5272.202 응용공학수학 2
5261.223C 생체분자개론
5261.222* 동역학
5261.226* 유체역학 및 기계
5261.228 바이오열역학

3학년

5261.330 기계요소설계학
500.209 바이오에너지개론
5261.321* 생체열⋅물질전달
5261.324 바이오시스템실험
5261.325 농업동력 및 트랙터

500.301A 통계학개론 및 실습
5261.322* 전기전자응용 및 실험
5261.328A 농업기계분석과 설계
5261.329 정밀농업시스템공학
5261.429* 생체역학 및 실험

4학년

5261.323* 생체물성공학 및 실험
5261.326* 바이오시스템제어 및 실험
5261.423 마이크로프로세서응용
5261.425 생물환경시스템설계
5261.427 바이오시스템공학연습

326.313 회귀분석 및 실습
5261.402 바이오센서⋅생체계측 및 실험
5261.424 수확후 공정공학 및 실험
5261.430 바이오시스템공학세미나

과목이수규정(Departmental Course Requirements)
① 바이오시스템공학 전공과목을 60학점 이상 이수하여야 한다. 다만, 학칙 제 68조 제1항 각호에 규정된 전공
이수유형 중 하나 이상을 이수하는 경우에는 바이오시스템공학 전공과목을 48학점 이상 이수하면 전공이수학
점을 충족한 것으로 본다.
② 세부 이수과목은 학부 학사운영내규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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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 졸업 후 진로
졸업 후 진로는 생물자원 생산 및 가공 관련 기업, 식품산업 관련기업, 바이오센서 기업, 생명공학 관련 기업,
생체계측 관련 기업, 생물정보처리 관련기업, 국가 연구소, 생물자원 물류 관련 기업뿐만 아니라 자동차ㆍ중공업ㆍ
전자 등의 기업체에 진출하여 바이오시스템 관련 연구를 담당하고 있다.

2. 바이오소재공학전공
가. 전공소개
바이오소재공학전공은 바이오물질 및 시스템을 기반으로 21세기를 선도할 새로운 학문을 개척하고 인류사회에
공헌할 인재를 양성하기 위하여 노력하고 있다. 지난 수년간 발전을 거듭하였던 화학 및 전자 산업을 기반으로 미
래에는 바이오산업의 급격한 진화와 발전이 전 세계의 중심 화두가 될 것이다. 바이오소재공학전공은 바이오산업
의 핵심이라 할 수 있는 소재 및 부품에 대한 기초이론 및 응용분야를 교육하고 연구를 담당하고 있다.
학생중심의 교육 및 연구를 지향하고 있는 서울대학교 바이오소재공학전공은 국내 유일의 생물소재 중심의 융합
학문 학제입니다. 동식물 및 미생물 등에서 얻어지는 천연물과 생체적용이 가능한 유무기 복합화합물 전반에 대한
이해와 새로운 가능성을 발굴하기 위하여 노력하고 있으며 바이오소재공학전공의 교수진은 고분자화학, 섬유공학,
단백질공학, 생화학, 조직공학 및 재료공학을 전공하신 분들로 구성이 되어 있으며, 활발한 학술활동을 통하여 학
문영역의 확대와 발전에 이바지하고 있다.
학부과정은 화학을 기초로 한 교과목들로 교과과정이 편성되어 있으며, 기초 및 전공 교과목으로 일반화학, 유기
화학, 물리화학, 생화학, 고분자화학, 천연고분자, 고분자합성, 바이오소재공학, 바이오소재역학, 응용수학, 생명분
자공학 등을 교육하고 있으며 대학원 과정은 연구중심대학으로, 바이오소재의 개발 및 응용에 대한 연구가 진행되
고 있습니다. 현재 연구가 되고 있는 분야로는 조직공학용소재, 생체모방공학응용, 의료용 소재, 약물전달소재, 환
경친화성소재, 하이드로젤소재, 나노바이오소재 등의 연구분야가 있다.

나. 교수진
성명

연구실

연구분야

이메일

박영환

생체모방고분자소재연구실

의료용 바이오소재 개발 / 나노 극세사 섬유소재 개발

박종신

환경친화성재료공정연구실

고기능성 복합재료 개발 / 환경친화형 생분해성 재료 개
jongshin@snu.ac.kr
발 / 고흡수성 재료 개발

현진호

나노바이소소재연구실

나노 바이오 소재 개발 / 나노단위 바이오칩 개발
/ 스마트 바이오소재 연구

jhyun@snu.ac.kr

이기훈

고분자단백질소재연구실

실크섬유 방사 메커니즘 규명 / 단백질 소재화 연구
/ 효소 고정화 기술 개발

prolee@snu.ac.kr

김태일

의용생체고분자소재연구실

지은성교분자기반 유전자 및 약물전달시스템 / 진단용 고
분자 영상제재 및 나노프로브 / 조직공학 및 재생의학용 seal1004@snu.ac.kr
생체적합성 스캐폴드

기창석

하이드로젤생체재료연구실

광중합 하이드로젤 제조 공정 연구 / 천연고분자 유도체
Ki.cs@snu.ac.kr
합성 / 3차원 세포 배양용 플랫폼 개발

다. 연구실
연구실
생체모방 고분자소재연구 그룹

연구분야
․ 천연고분자 나노섬유제조 및 생명공학소재 응용
․ 재생 필라벤트 개발
․ 단백질 합성 및 분석 및 나노섬유 제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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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fchempf@snu.ac.kr

연구실

연구분야

환경친화성 재료공정연구 그룹

․ 고흡수제 및 고흡유제 개발
․ 고강도 복합재료개발 및 생분해성 플라스틱 개발
․ 약물전달시스템을 이용한 창상치료제 개발

나노바이오표면학연구 그룹

․ 기능성 스마트 재료 및 바이오칩 개발, 응용
․ 나노단위 표면분석
․ 유전자 재조합 및 단백질 합성

고분자단백질 소재연구 그룹

․ 실크섬유 방사 매커니즘 규명
․ 단백질 소재화 연구
․ 효소 고정화 기술개발

하이드로젤 생체재료연구 그룹

․ 광중합 하이드로젤 제조공정연구
․ 천연고분자 유도체 형성 및 3차원 세포배양용 플랫폼 개발

의용생체고분자소재 연구실

․ 지능성고분자기반 유전자 및 약물전달시스템
․ 진단용 고분자 영상제재 및 나노프로브
․ 조직공학 및 재생의학용 생체적합성 스캐폴드

라. 바이오소재공학전공 교과
구분

1학기

1학년

2학기
500.168 바이오세스템 ㆍ 소재학개론

2학년

881.001 응용해석 1
519.001 물리화학
519.002* 유기화학
5262.261A* 바이오소재공학개론

519.003* 생화학
519.006 분석화학 및 실험
5262.278* 생명분자공학개론
5262.280A* 바이오소재역학

3학년

5262.365* 고분자화학1
5262.377 바이오소재실험 1
5262.379* 천연고분자 1
5262.381* 고분자재료물성

5262.366* 고분자화학2
5262.378 바이오소재실험 2
5262.380* 천연고분자 2
5262.479* 생체고분자합성

4학년

5262.470 기능성바이오소재
5262.477A 바이오소재기기분석
5262.478* 바이오소재세미나

5262.364A 고분자재료 및 공정
5262.382 생체재료설계기초 및 실습
5262.480A 바이오소재공학실무

마. 졸업 후 진로
바이오소재공학전공의 학부 및 대학원과정 졸업생들은 화학 및 소재 관련 분야의 대학, 연구소 및 기업으로 진출
하여 자신의 역할을 다하고 있다. 최근 5년간 졸업생들이 진출한 곳으로는 효성기술원, 한화케미칼, 제일모직, 3M,
유한킴벌리, LG 화학기술원, KCC, 아모레 퍼시픽, LG 생활건강, 삼성정밀화학, 삼성 SDI, 극도화학, 에이스 디지
텍, 도레이 새한, 삼성종합기술원, 식품의약품안전처, 차의과대학, SK Innovation, 질병관리본부, 한국과학기술연구
원, 현대자동차, 삼성전자 등이 있다.

5. 졸업 후 진로
최근 11년간 졸업한 401명(학부 276명, 석사 114명, 박사 20명) 동문의 진출분야별 졸업생의 분포와 회사명을 타
나낸 것인데, 10년 전에는 생명공학부야나 정보관련 분야 등에 진출이 없었으나 최근에는 진출분야가 다양해지고 있
으며 이는 생명, 정보 분야가 사회적으로 각광을 받기 때문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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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야

관련기관 / 기업

교수요원 및 진학(21%)

대학원, 유학, 대학교수

정부기관 및 공무원(5%)

한국기계연구원, 국방연구소, 한국표준과학연구원

생믈생산기계분야(4%)

생염과 기술, 농업공학연구소, LS전선, 동양물산, John Deere, 신흥기업, 파루, 국제기계, 대동공업, 농기
계공업협동조합

기계ㆍ항공분야(31%)

현대자동차, 기아자동차, GM대우, 현대정공, 현대중공업, 현대모비스, 포스코, 대한항공, 대우종합기계, 대
우엔지니어링, 효성, 극동산업기계, 동양산업기계, 동양매직, 한국우주항공산업, 로템

전기ㆍ전자분야(7%)

삼성전자, LG전자, 인피티론, 시트론, 삼성 SDI, 미래산업, 한국IBM

정보통신분야(3%)

한국통신, 대림정보통신, 삼성 SDS, 엘그린, EZ Farm, 효성정보통신

생명공학분야(2%)

리앤조바이오텍, 미국 FDA, CJ, SIMENS

메카트로닉스 및
기타분야(27%)

로보랜드, M % Tex, 이메인텍, 테스코, 증권 및 은행, 인터하우스, 다진시스템, Xneoage, 제니스테크

6. 바이오시스템 ㆍ소재공학부를 지원하고자 하는 학생이 갖추어야 할 자질
가. 고려대학교 신소재공학부 소개자료(이런 학생 ‘소재공학’에 딱!!)
* 수학, 물리 및 화학에 대한 흥미와 열정이 넘친다.
* 일상생활에서 접하는 다양한 소재에 관심이 많다.
* 칠전팔기의 노력 하나는 나를 따를 이가 없다.
* 영어공부를 열심히 해서 원서를 읽을 실력을 갖출 각오가 되어 있다.

나. 전남대학교 공학대학 지역바이오시스템공학과 소개자료(이런 자질이 필요해)
* 공학과 자연과학에 대한 관심
* 창의적이고 진취적인 성격으로 주어진 문제를 다각적으로 분석하려는 자세
* 고교 교육과정(수학 및 과학과목) 이수를 통한 공학적 문제해결 능력
* 농업 및 농촌의 다원적이고 공익적인 기능에 대한 관심
* 향후 지역ㆍ 바이오시스템 공학자로서 관련 분야 발전을 선도할 수 있는 능력
* 친한 교과 : 국어, 영어, 수학, 과학(공통과학, 물리, 생물, 화학)

다. 2015 전공탐색을 위한 충북대학교 안내서(바이오시스템공학과 - 입학준비 Tip)
* 전공관련 교과목 : 수학, 과학(물리), 영어
* 전공관련 비교과활동 : 산업안전교육, 생태체험 학습환경교육, 에너지교육, 과학탐구&실험반, 수리탐구&
논술반, 컴퓨터반
* 봉사활동 : 학습도우미(복지관, 방과후학교, 부진학생 등), 환경정화(청소, 분리수거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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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바이오시스템 ㆍ소재공학부 지원 학생을 위한 추천도서
가. 전남대학교 「고교생을 위한 모집단위 추천도서」
* 지역바이오시스템공학과 : 빌 브라이슨 [거의 모든 것의 역사], 데이비드 보더니스 [E=mc2], 한다 료스케
[천재들이 즐기는 수학 퍼즐 게임], 제리미 리프킨[바이오테크 시대]

나. 2015 전공탐색을 위한 충북대학교 안내서
* 바이오시스템공학과 : 서해경 [함께 가는 희망공동체 학교], 서정홍 [부끄럽지 않은 밥상], 최재붕 [엔짱],
이종호 [로봇, 인간을 꿈꾸다], 이도원 [흙에서 흙으로]

8. 자료 출처
항목

자료 출처

1. 학부소개

서울대학교 농업생명과학대학 홈페이지 및 바이오시스템ㆍ소재학부 홈페이지 - 학부 소개

2. 연구그룹

서울대학교 농업생명과학대학 홈페이지 및 바이오시스템ㆍ소재학부 홈페이지 – 전공소개 - 연구
그룹

3. 바이오시스템ㆍ소재공학부 교과

서울대학교 홈페이지 – 교육 – 교육과정 – 학사 교과과정

4. 졸업 후 진로

서울대학교 농업생명과학대학 홈페이지 및 바이오시스템ㆍ소재학부 홈페이지 – 전공소개 – 진출
분야

5. 바이오시스템ㆍ소재공학부를 지원
하고자 하는 학생이 가져야 하는 고려대학교 전공 소개자료
자질
전남대학교 전공소개 e-book
6. 바이오시스템ㆍ소재공학부 지원 2015 전공탐색을 위한 충북대학교 안내서
학생을 위한 추천 도서

※ 2015년 5월 서울대학교 농업생명과학대학 홈페이지 기준이며 2011년 업데이트된 자료이며 추후에도 홈페이지 상에는 별도의 자료
를 탑재하지 않을 예정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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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과학부

1. 학부 소개
산림과학부는 산림과 관련된 자원의 육성, 발전과 활용, 그리고 환경자원 및 재료로서의 숲에 관한 환경과학의 발전
을 위하여 산림자원학과와 임산공학과가 통합되어 새로이 탄생되었다. 따라서 산림과학부에서는 산림환경학과 환경

재료과학의 두 전공이 있으며, 이 중 하나의 전공을 선택하게 된다.
산림환경학전공에서는 사막화의 확산과 열대림 파괴 및 지구온난화, 온실가스 증가 등의 지구환경 문제가 심각하
게 대두되면서 산림자원의 보전이 환경적인 측면에서 중요하게 인식됨에 따라 자연환경으로 인식되는 산림자원에 대
한 기존의 학문을 바탕으로 산림과 환경자원의 다양한 가치와 기능을 종합적으로 연구하는 학문을 지향하고 있다.
산림환경학전공에서는 산림생태계의 기능을 유지·증대하는 방안과 산림자원을 효율적으로 이용 및 관리하는 방안,
도시화·황폐화되는 국토환경과 파괴된 생태계의 복원과 생태적인 이용과 관련된 학문을 연마하게 되며, 이를 통해 산
림자원, 산림재료, 야생동물, 수자원, 공원휴양자원을 지속가능하고 효율적으로 보전, 이용, 관리할 수 있는 인재를 양
성하고 있다.

환경재료과학전공에서는 산림에서 얻어지는 다양한 생물재료 중 천연 고분자 재료인 목재를 주재료로 하여, 재료
가 가지는 친환경적인 요소와 영구적인 재생산이 가능한 특성을 활용하여 산업과 실생활에 보다 효율적이고 공학적 이
용을 위한 다양한 기초 과목과 전공과목, 현장 학습 및 실험을 진행하고 있다.
환경재료과학 전공에서는 기본적인 물리, 화학을 바탕으로 재료의 효율적인 사용을 위해 친환경적 신소재 복합재료
의 개발연구, 첨단 펄프·제지 기술의 개발, 목조 주택, 수목 성분의 화학적 이용 및 산림 미생물에 의한 환경 정화 연구
등 다방면의 전문 인력 양성에 힘을 기울이고 있다.

2. 산림환경학전공
가. 전공소개
환경과학은 인구의 폭발적 증가에 따른 사회적 문제, 도시화에 따른 사회변화와 자원의 지속가능한 이용, 지구
환경 차원에서의 환경문제, 그리고 자연의 가치와 역할을 연구하는 분야로 알려져 있는데 이 중 산림환경학은 산림
과 관련된 환경분야를 다루는 학문으로 거듭나고 있다. 전 세계적으로 산림파괴에 의한 자연환경의 감소와 악화,
그리고 삶의 질 저하에 대한 우려로 산림환경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열대 개발도상 국가들은 산림의 복원
과 조림 등 숲의 지속적인 이용과 관리, 복원에 많은 관심을 두고 있는 반면, 선진국에서는 산림의 경관적, 공익적
이용이라는 차원에서 자연 휴양관리, 자연환경보전 및 야생동식물 보전을 주요 문제로 생각하고 있다. 산림환경학
은 과거 대단위로 조림한 후 벌채하여 목재를 이용하는 단순한 산림자원의 이용에서 탈피하여 산림생태계가 가지
고 있는 물질순환기능, 국토보전기능, 수자원함양 및 수질 정화기능, 대기정화기능, 다양한 생물종의 생육처 및 서
식지기능 등을 유지, 보전 및 증대하는 방안을 연구하는 학문으로 변화해왔다.
산림환경학은 기존의 산림자원을 조성하고 유지하기 위한 조림학, 임목육종학, 수목생리학, 산림보호학 등의 생
물학 분야와 산림자원의 효율적 이용 관리를 위한 산림자원경영학, 생태경제학, 자연환경정책학, 공원휴양학 등의
사회과학 분야, 그리고 산림공학, 산림수확공학 등과 같은 공학 분야를 모두 포함하고 있다. 최근에는 여러 가지 환
경문제가 발생하면서 자연환경의 한 부분인 산림자원의 중요성이 새롭게 인식되면서 산림수자원 관리, 환경휴양림
의 조성과 보전, 도시림 관리, 야생동물 보전, 희귀식물 보전 등의 산림환경 관리라는 새로운 분야에 대한 연구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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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도 하고 있다. 특히, 산림환경학전공은 전 세계의 산림자원의 이해를 위해 매년 해외방문 프로그램을 실시하고
있다. 일본 Hokkaido대학과 단기 상호방문 교류를 통해 매년 약 1주일간 Hokkaido 산림과 전라남도 지리산을 방
문해서 함께 실습을 하며, 겨울에는 인도네시아를 방문해서 열대우림에 대한 실습과 견학을 실시하고 있다. 또한,
우리 전공의 학생들이 서울대학 내 학생교류프로그램의 일환으로 외국대학을 방문하고 있으며, 전공교수들의 연구
활동의 일부로서 필리핀, 중국, 몽골, 러시아, 인도네시아, 핀란드 등 세계 각국에 단기 방문 시 학부 학생들이나 대
학원생이 동행하여 연구보조원으로 연구 활동을 하면서 견문을 넓히고 있다.

나. 교수진
성명

전공분야

이메일

김성일

공원학

seongil@snu.ac.kr

윤여창

산림경제학

youn@snu.ac.kr

이우신

야생동물생태관리학

krane@snu.ac.kr

임상준

산림공학

junie@snu.ac.kr

장진성

식물분류학 및 수목학

quercus@snu.ac.kr

정주상

산림경영 및 정보

jschung@snu.ac.kr

Victor K.Teplyakov

국제산림환경정책학

victorteplyakov@snu.ac.kr

강규석

산림유전육종학

kangks84@snu.ac.kr

박일권

산림보호학

parkik1@snu.ac.kr

박필선

산림생태학 및 산림토양학

pspark@snu.ac.kr

김현석

수목생리학

cameroncrazies@snu.ac.kr

다. 연구실
연구실

연구분야

산림보호학 연구실

· 산림병해충의 생리, 생태 및 방제연구
· 곤충페로몬을 이용한 산림해충 친환경 방제 연구
· 식물체유래 생리활성 천연물을 이용한 산림병해충 친환경 방제제 개발

수목생리학 연구실

·
·
·
·

나무의 증발산과 광합성 등 생리적 기작
산림의 수분과 탄소순환에 영향을 끼치는 인지와 변화
가로수와 도시림이 환경에 미치는 영향
산림의 빛, 증발산, 광합성 등의 생리·생태적 모델링

삼림유전·육종학 연구실

·
·
·
·

삼림 식물육종 및 보전전략 수립에 관한 연구
삼림 식물집단의 진화와 분화에 관한 연구
산림자원 유전체(genomics)연구
임목분자육종 및 산림생명공학 연구

야생동물학 연구실

·
·
·
·

야생동물의 서식지 관리 및 모니터링
국제적 이동성 동물에 대한 연계 및 관리 방안
멸종 위기종의 보전 및 복원
교란 및 간섭(임도건설, 산불, 지구온난화 등)에 따른 야생동물 군집 변화

식물분류학 연구실

· 동북아 관속식물에 대한 분류 연구
· 국내 희귀식물에 대한 연구 및 보전전략에 대한 연구
· 한반도 생물다양성 정보화 연구

산림생태학 및 조림학 연구실

·
·
·
·

임분 동태와 산림교란의 관계
장기 및 산림 생태계 구조, 기능 및 변화 모니터링
산림 토양의 특성 및 산림생산성
천연림 갱신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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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실

연구분야

생태경제학 연구실

·
·
·
·

생태계서비스와 지역 사회 발전
산림문화 연구(예: 공동체사회와 숲의 관계 연구)
산림정책·국제임업 연구(예: 개도국 산촌문제 연구)
글로벌 환경 경영(예: 기후변화 대응 연구)

자연보전생태관광 연구센터

·
·
·
·

지속가능한 관광을 위한 정책 및 제도 연구
생태관광 개발전략 수립 연구
보호지역 관리/정책 연구
국제교류협력 네트워크 구축

산림공학 연구실

· 산사태 및 토석류의 방지, 소하천의 자연친화적 보전 등의 산림환경 보전
· 황폐지의 복원녹화, 녹지환경의 복원, 사막화 방지 등의 환경복원녹화
· 산지의 홍수재해 방지 및 환경적으로 건전한 산림유역 관리

산림경영정보 연구실

·
·
·
·

국제산림환경정책 연구실

· 국제산림자원의 지속관리를 위한 정책개발 연구
· 국제산림환경 정책개발 연구
· 자연보존 및 관리의 정책개발 연구

산림생태계 경영 및 계획
산림자원 측정 및 평가
산림작업
산림정보

라. 산림환경학전공교과
구분

1학기

1학년

2학기
500.170** 산림과학개론

2학년

500.305 식물분류학 및 실험
5241.213 산림생물학 및 실험
5241.315B 생태관광 및 실습
5241.211 야생동물학 및 실습
M1698.000400 산림곤충학 및 실험

5241.212C 수목학 2
5241.216 산림자원평가학 및 실습
5241.218 국제자연환경관리실습
5241.219 산림토양학 및 실험
5241.220 산림지리정보학 및 실습

3학년

500.313A 지구환경현안과 자연보전
5241.317 산림유전육종학 및 실험
5241.214A 산림생태학 및 실습
5241.415 도시수목보호관리학 및 실험
5241.311 생태경제학 및 실습
5241.417 산림환경학연구

M1698.000200 산림보호학 및 실험
5241.314* 숲가꾸기와 생태관리학 및 실험
5241.320C* 학술림 현장실습
5241.321 수목생리학
5241.215A 보전생물학 및 실험
M1698.000100 산림생명공학 및 실험

4학년

5241.411B 산림공학 및 실습
5241.413* 산림자원경영학 및 실습
500.314 자연환경위기관리론
5241.419A 국제임업론

5241.412 야생동물보전관리학 및 실습
5241.416A 산림환경관리실습
5241.418B 보호지역과 사회
M1698.000600 산림정책학 및 실습

* : 전공필수** : 전공탐색과목

마. 졸업 후 진로
졸업생들은 학부 졸업 이후 기술고시 및 7급 공무원시험을 통해 산림청, 환경부, 지방자치단체의 산림관련 부서
로 진출하고 있으며, 합판, 마루, 펄프, 제지 등의 목재관련 산업체와 해외임업개발업체(해외 조림), 산림조합, 임산
물무역업체, 삼성에버랜드, 관광휴양사업, 한국도로공사, 감정평가사, 한국감정원, 금융기관(농협 등 은행기관) 등
에 진출하고 있다. 또한 석사학위 취득 이후에는 국립수목원 혹은 사설식물원, 수목원, 국립산림과학원, 국립환경연
구원, 농촌경제연구원, 국토연구원, 각 도 산림환경연구소, 일반기업 등에 진출하고 있으며 대학교수로도 진출하여
우리나라 임학 및 임업발전에 이바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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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환경재료과학전공
가. 전공소개
환경친화형 재료이며 영구적 재생산이 가능한 바이오 재료 가운데 핵심적 위치를 차지하는 목재는 환경과 지속
생산에 대한 사회적 관심과 요구가 증대됨에 따라 그 중요성이 더욱 커지고 있다. 환경재료과학전공은 산림에서 생
산되는 다양한 생물재료를 합리적으로 이용하는데 필요한 학문과 기술을 다루며, 현장감 있는 실험 및 실습을 통하
여 실제 산업사회에서 요구하는 하이텍 기술을 갖춘 환경재료과학 전문 인재를 양성하고 있다.
산림에서 얻어지는 가장 중요한 바이오 재료인 목재의 조직, 물리, 화학을 기본으로 하며, 이의 산업적 활용에 필
요한 건조기술, 환경친화형 바이오 복합 재료와 마루판 등 목질바이오신소재의 제조, 대형부재의 전환을 위한 목질
신소재, 목조주택, 가구, 악기 등에 대한 실질적 전문지식을 교수한다. 또 인류 역사 속에서 정보전달매체와 포장
재료로 광범위하게 사용되어온 종이와 제지공정에 대한 체계적인 이론과 전문지식을 교수하여 우리나라의 제지산
업 발전에 기여할 역군을 양성하고 있다.
환경재료과학은 이밖에도 목재 및 지류 재활용 기술 개발을 통한 친환경적 바이오신소재 및 관련 공정기술 개발
에 선도적 역할을 하고 있으며, 유용물질의 보고인 산림으로부터 유용수목성분의 탐색과 그 이용기술 개발 등에 기
여하고 있다.

나. 교수진
성명

전공분야

이메일

최인규

목재화학

cingyu@snu.ac.kr

김현중

바이오복합재료·접착과학

hjokim@snu.ac.kr

여환명

목재이학

hyeo@snu.ac.kr

윤혜정

제지공학 및 종이물성학

page94@snu.ac.kr

이전제

목구조학

junjae@snu.ac.kr

이학래

제지과학 및 지류가공학

lhakl@snu.ac.kr

다. 연구실
연구실

연구분야

목구조 연구실

·
·
·
·

구조용 재료 및 시스템의 설계와 해석
비파괴 검사법에 의한 목조건축물 안전성 평가에 관한 연구
환경친화형 목재 방호 울타리 등 토목 시설물 개발
내화, 차음, 목조주거성능 향상에 관한 연구

제지과학 연구실

·
·
·
·

섬유원료 절감을 위한 표면처리 기술 및 충전물 선응집 기술 개발
펄핑 시 추출된 헤미셀룰로오스의 제지기술 적용 방안
지류 포장용 인쇄잉크 및 부원료의 중금속 저감 기술 개발
거튼 코팅 기술 상용화를 위한 기초 및 현장 적용 연구

바이오복합재료 및 접착과학 연구실

·
·
·
·

바이오복합재료의 제조 및 물성 평가 연구
기능성 점착제 및 접착제의 제조와 접착물성 연구 재료 개발
천연도료 및 합성도료의 도료물성 연구
건축내장재의 실내공기오염물질 저감 연구

목재화학 연구실

· 목재성분의 화학적, 미생물적 분석과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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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실

연구분야
· 추출물의 생물 활성 성분 동정 및 기작연구
· 목질계바이오매스 전처리 및 당화 기술 개발
· 미생물을 이용한 난분해성 오염물질 분해기작 연구

제지공학 연구실

·
·
·
·

지류제품 고품질화 및 신기능 부여를 위한 펄프섬유의 개질 기술 개발
품질과 생산성 향상을 위한 종이 물성 및 제지공정 연구
지류포장재 연구
펄핑 공정의 바이오리파이너리에 관한 연구

목재물리 연구실

·
·
·
·

목재 조직·미세구조 화상분석 및 분류체계화
목재 물리적 성질, 단열·흡습·절연·분광·음향, 데이터 집적 및 평가
친환경 에너지 고효율 건조·열처리·절삭·성형 기술 개발
선순환이용체계 하에서의 인체친화형 고품질 목제품 생산

바이오에너지 연구실

·
·
·
·

급속열분해에 의한 목질계 바이오오일 생산 및 개질변형 연구
가스화에 의한 합성가스 생성 및 BTL 연료화 연구
목질계 고형연료의 품질 규격화에 관한 연구
리그닌의 생분해성 화학 소재화 연구

1학기

2학기

라. 환경재료과학전공교과
구분
1학년

500.170산림과학개론

2학년

5272.201응용공학수학 1
519.002유기화학
5242.201B학술림임산실습
5242.203*목재조직학 및 실험
5242.208환경재료화학공정

447.201재료역학 및 실험
5242.202*목재화학 및 실험
5242.204*목재물리학 및 실험

3학년

5242.303* 바이오복합재료학 및 실험
5242.305*제지공정론
5242.309목재건조학 및 실험
5242.311천연임산물화학
5242.313환경재료과학실습 및 세미나

5242.302펄프공학 및 실험
5242.306*제지화학 및 실험
5242.308공학목재 및 실험
5242.310*임산바이오에너지
5242.406접착, 도료과학 및 실험

4학년

5242.403*목구조학 및 실험
5242.405종이물성학과 지류패키징 및 실험
5242.407코팅과이미징과학 및 실험

5242.304목재절삭가공학 및 실험
5242.402임산환경 및 지류재활용공학
5242.404목재보존 및 임산미생물학

* : 전공필수

마. 졸업 후 진로
졸업생은 대학과 국공립 연구기관은 물론 목재산업분야, 펄프 및 제지산업분야, 목조건축분야, 목질 및 바이오
복합 재료산업분야, 환경재료산업분야 등에서 크게 활약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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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산림과학부를 지원하고자 하는 학생이 갖추어야 할 자질
가. 2015 전공탐색을 위한 충북대학교 안내서(식품생명공학과 - 입학준비 Tip)
* 산림학과
- 우리학과에 어울리는 나 찾기 : [활동적이고 산이 좋다!], [꽃과 나무로 아름다운 환경을 만들고 싶다!],
[가치 있는 숲을 만들고 싶다!]
- 전공관련 교과목 : 국어, 영어, 생물
- 전공관련 비교과활동 : 독서·논술교육, 생태체험학습환경교육, 창의성 교육, 과학탐구&실험반, 발명반
- 봉사활동 : 자선봉사활동(캠페인, 불우이웃돕기, 기아아동돕기 등)
* 목재·종이과학과
- 우리학과에 어울리는 나 찾기 : [생물·화학분야에 관심이 많다!], [환경 및 조경에 관심이 많다!], [바이
오매스를 이용한 에너지자원생산에 관심이 많다!]
- 전공관련 교과목 : 화학Ⅰ, 화학Ⅱ, 생물Ⅰ, 생물Ⅱ, 수학, 영어, 국어, 물리
- 전공관련 비교과활동 : 과학 탐구 및 실험반, 생명탐구반, 진로와 직업탐색, 생태체험학습, 환경교육,
문화재탐사
- 봉사활동 : 자선 봉사 활동 및 환경 정화

나. 전남대학교 농업생명과학대학 전공소개 e-book 산림자원학부(이런 자질이 필요해)
* 학문 탐구에 대한 진취적인 열의
* 동아리 활동을 통한 적극적인 사회성
* 다양한 경험을 갖추려는 자세
* 친한 고교 교과 : 수학, 과학, 영어

다. 커리어넷 학과정보 – 산림자원학과 흥미와 적성
* 평소에 동물, 식물 및 에너지 등 자원에 대해 관심이 있거나, 실험·실습에도 흥미가 있다면 이 학과에 관심
을 가져 볼 만합니다. 특히 기초 과학 분야에 능력이 있고 공학적인 마인드가 있다면 이 학과 공부에 도움
이 됩니다. 자원에 대한 분석과 연구를 위해서는 실험·실습 능력이 도움이 되고, 자원의 확보와 유통과 관
련해서는 외국어 능력도 도움이 됩니다.

5. 산림과학부 지원 학생을 위한 추천도서
가. 전남대학교 「고교생을 위한 모집단위 추천도서(산림자연학부)
* 베르나르 베르베르 [나무], 맨디 하기스 [종이로 사라지는 숲 이야기], 조나단 실버타운 [씨앗의 자연사],
신영복 [나무야 나무야], 김용규 [숲에게 길을 묻다]

나. 2015 전공탐색을 위한 충북대학교 안내서(식품생명공학과)
* 산림학과 : 신디 엘겔 [살아있는 야생], 크리스티안 퀴헬리 [희망의 숲], 장 지오노 [나무를 심은 사람],
데일 카네기 [인생론], 공자 [논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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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재·종이과학과 : 이상현 [이야기를 따라가는 한옥 여행], 이대철 [살둔 제로에너지하우스], 김정배 등
[에너지와 기후 변화]

6. 자료 출처
항목

자료 출처

1. 학부소개

서울대학교 농업생명과학대학 홈페이지/산림과학부 홈페이지 - 학부소개

2. 산림환경학전공

· 서울대학교 농업생명과학대학 홈페이지/산림과학부 홈페이지/산림환경학전공 홈페이지
· 서울대학교 2015 농생대 홍보책자(농업생명과학대학 홈페이지 – 농생대 홍보)

3. 환경재료과학전공

· 서울대학교 농업생명과학대학 홈페이지/산림과학부 홈페이지/환경재료과학전공 홈페이지
· 서울대학교 2015 농생대 홍보책자(농업생명과학대학 홈페이지 – 농생대 홍보)

4. 산림과학부를 지원하고자 하는 학
· 전남대학교 전공소개 e-book
생이 가져야 하는 자질
· 2015 전공탐색을 위한 충북대학교 안내서
5. 산림과학부 지원 학생을 위한 추천 · 커리어넷 – 학과 정보
도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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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식물생산과학부

1. 학부 소개
식물생산과학부에서는 인류의 복지와 먹거리 생산을 위한 작물 연구 이외에 한걸음 더 나아가 유용한 식물유전자원
에 대한 연구, 환경 및 인적 자원에 대한 연구와 교육에 힘쓰고 있다. 이에 따라 식물에 대한 기초적인 이해를 위한 자
연과학분야, 농업응용분야, 인적자원양성과 관리를 위한 인문·사회과학분야까지도 폭넓게 포함하고 있으며, 현재 작물

생명과학 전공, 원예생명공학 전공, 산업인력개발학전공이 개설되어 있다.
작물생명과학 전공과 원예생명공학 전공에서는 식량 및 원예작물의 합리적인 생산기술, 유전자 개량 및 식물·환경의
상호작용에 대한 복합적인 이론과 응용 등 식물생산의 기초와 응용을 망라한 종합적·실증적인 연구와 교육을 하고 있다.
산업인력개발학 전공에서는 21세기 지식기반사회에 필요한 산업인력개발 전문가 양성에 관한 연구와 교육을 하고 있다.
따라서 식물생산과학부 학생들은 기초 지식을 토대로 실제 산업에 바로 이용하는 실용적인 학문을 배울 수 있고 동시에
식물자원 및 산업인력개발이라는 큰 틀을 통합적으로 바라보는 시각을 기를 수 있다.

2. 작물생명과학전공
가. 전공소개
인류의 생활에 필요한 식량과 사료, 약료, 기호료, 섬유료, 바이오에너지용 바이오매스 등을 포함한 물료를 얻기
위하여 재배하는 식물을 통칭하여 작물이라고 한다. 현재 지구상에 살고 있는 70억 인구가 번영할 수 있었던 것도
작물생산기술의 비약적인 발전이 있었기에 가능하였다.
이러한 작물의 생산성 향상 품질개량 새로운 기능성의 창출과 환경 친화적인 생산을 위하여 전통적 육종 방법뿐
만 아니라 첨단 생명공학 기법을 이용한 작물유전형질 개량에 관한 교육 및 연구를 수행하고 있다. 또한 기상 토양
잡초 병충해 등의 환경요인과 작물간 상호관계의 종합적 이해를 위해 효율적 작물생산체계개발에 대한 이론과 응
용을 연구․교육하고 있다.
그리고 연구, 교육, 행정 및 관련 산업 분야에서 중추적 역할을 담당할 인력양성을 목표로 하여 학생들로 하여금
식물학·생화학·미생물학·유전학·통계학 등과 같은 기초학문분야의 기본소양을 갖추도록 체계적으로 교육하고 있으며
재배학·작물생리학·잡초과학·식용작물학 ·사료작물학·약용작물학·농산물품질과학 등과 같은 작물의 재배생산과 직접
적으로 관련이 깊은 학문분야와 작물육종학·유전공학·작물유전체학·작물생명공학 등과 같은 작물품종개량과 관련이
깊은 학문분야를 집중적으로 교육하고 있다.
최근에는 식량작물의 생산성 향상을 위한 신기술개발과 생산의 생력화를 위한 재배체계 확립 및 환경보전적 재
배기술연구는 물론 새로운 식물 유전자원의 수집, 유용형질의 유전자분석, 인공교배, 조직배양, 생명공학적 기법 등
을 이용하여 고생산성 고품질 병해충저항성 및 환경 재해내성을 가지며 저투입 지속적 농업에 적합한 새로운 품종
과 미래 바이오에너지용 작물 개발에 노력하고 있다. 대기·토양·수질오염 등에 따른 작물피해에 대한 원인 및 대처
방안을 연구하고 원격탐사에 의한 농업생태계의 정량적 분석 및 농업환경에 대한 이해를 토대로 환경보전 및 작물
생산 지속성을 향상시키기 위한 작물생산 모형연구를 담당하고 있다. 앞으로 우량한 식량·사료· 약용·에너지·특용작
물의 끊임없는 개량을 위해 BT, IT, ET의 첨단 연구방법을 활용한 획기적인 새로운 업적이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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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교수진
성명

전공분야

연구실

이메일

이변우

수도작 ․ 농업 기상학

작물생산환경학연구실

leebw@snu.ac.kr

고희종

작물육종학

작물분자육종연구실

hee@snu.ac.kr

이석하

작물유전체학

작물유전체연구실

sukalee@snu.ac.kr

백남천

작물분자유전학

작물분자유전연구실

ncpaek@snu.ac.kr

서학수

분자생화학

작물분자생물학연구실

seohs@snu.ac.kr

양태진

기능성식물 및 유전체

기능성식물 및 유전체학 연구실

tjyang@snu.ac.kr

김도순

작물분자생리 및 잡초과학

작물분자생리 및 잡초과학연구실

dosoonkim@snu.ac.kr

김광수

환경생태학

작물생태정보학 연구실

luxkwang@snu.ac.kr

다. 연구실
연구실

연구분야

작물생산환경학연구실

·
·
·
·

벼 잠재수량성 향상을 위한 개량 목표형질의 동정과 유전자원탐색 연구
벼 생육정보 비파괴적 진단을 통한 정밀 재배관리 기술개발 연구
작물모델과 원격탐사 자료를 연계한 작황진단 연구
작물 생육모델 개발 및 기후변화 영향가 및 적응 연구

작물분자육종연구실

· 양질 다수, 내냉성 벼 계통육성 연구
· DNA 마커 개발 및 분자육종
· 유용형질의 유전자분리 연구 연구

작물유전체학연구실

· 콩과작물 비교 유전체 분석
· 차세대염기서열분석기를 이용한 Transcriptome분석
· 야생콩 유전체 해독

작물분자유전학 연구실

· 분자유전학을 기초로 한 식물의 개화기 및 생체리듬 연구
· 벼 엽록체 변이 돌연변이체를 이용한 지도기초 유전자 동정 및 기능 분석
· 벼 수량성 증진을 위한 우수 형질전환 벼 개발

작물분자생물학 연구실

· 식물 단백질의 안정성 (stability)과 기능 조절에 관한 연구
· 분자생화학과 발생학을 기초로 애기장대와 작물에서 질산동화 메카니즘과 신호전달 연구
· 단백질체학을 통한 전사후 변이체 (Posttranslatome)들의 개화와 종자발달 조절에 관한 연구
·
·
·
·

특용작물의 유전체(Genetic &Genomics) 및 육종 (Breeding) 연구
조직배양에 의한 이차대사물질 (Secondary metabolites) 생산연구
유망자원식물 개발 및 유전육종연구
작물의 유전체정보 기반 육종 효율 증진 (Genomics Assisted Breeding)

작물분자생리 및 잡초과학연구실

·
·
·
·

작물의 환경스트레스에 대한 생리 반응 연구의 분자생리 및 phenomics 연구
억새(Miscanthus)의 genotyping과 phenotyping을 기반으로 바이오매스용 억새 개발
제초제 저항성 피의 시공간적 확산, 저항성 기구 및 유전적 다양성 연구
식물 생장조절물질(PGR) 및 신물질 제초제 연구

작물생태정보학 연구실

· 기후적 위험도 예측 모형 개발 및 공간변이성 분석
· 작물 생육모델 운영을 위한 공간 내삽 기상 자료 및 인공위성 자료 분석/연구
· 병렬처리 시스템을 이용한 동시다발적 생육 모델 운영 연구

기능성식물 연구실

라. 작물생명과학전공교과
구분
1학년

1학기

2학기
500.171 식물생산과학개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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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1학기

2학기

2학년

5171.201 작물유전학*
5171.202 재배학*
5171.208 작물생명공학개론*
(2010학번부터 적용)
519.002 유기화학
519.004 토양비료학 및 실험
5192.357A 식물분류형태학 및 실험

5171.205 작물생리학*
5171.207 작물생태학
5171.209 식량작물학*
519.006 분석화학 및 실험
519.003 생화학
5192.252 일반미생물학

3학년

5171.304 실험통계학
5171.305 식물유전개량개론
5171.310 공예․사료작물학*
5171.311 작물유전체학개론
5171.312 작물생명과학실험 및 실습1*
300.319 분자생물학

5171.307
5171.309
5171.313
5171.314
5171.315

4학년

5171.405 작물생명과학연습*
5171.406 잡초과학
5171.301 채소학 및 실험

5201.202 농산업경영학
519.007 농약학개론
5201.403 시장경제와 농업정책

작물육종학*
농업기상학
작물생명과학실험 및 실습2*
약용식물학
농산물품질과학

* 전공필수 교과목

마. 졸업 후 진로
식물생산과학부의 작물생명공학을 전공한 졸업생은 현재 국내외 주요 대학 및 연구기관에서 탁월한 연구성과를
이루고 있으며 정부 및 공공기관에서도 우리나라 농업행정의 중추적인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또 국내외 종묘·식
품·농약회사를 비롯해 농산물 유통, 금융기업과 같은 일반기업에 진출하여 국가경제와 농산업 발전 그리고 환경보
전에 이바지하고 있으며 또한 현대화 농장, 첨단 자동화시설 관광농원 등을 경영하는 전업농으로서 지도자적 역할
을 수행하고 있다.

3. 원예생명공학전공
가. 전공소개
원예생명공학은 건강한 식생활을 위한 채소·과수 작물과 아름답고 쾌적한 주거 환경을 위한 화훼 작물 및 관상
식물을 연구 대상으로 한다. 경제가 발전함에 따라 환경오염이 심각해지면서 신선하고 공해가 없는 식품 및 쾌적하
고 아름다운 주거 환경과 휴식 공간에 대한 요구도가 높아지고 있다. 이에 따라 현대 농업도 식량 자원 생산뿐만
아니라 생활환경의 향상과 환경 보전에도 초점을 맞추고 있다.
원예생명공학 전공의 채소 원예학·과수 원예학·화훼 원예학 분야에서는 각종 원예 작물의 특성 및 생리에 관한
연구와 고품질의 원예 작물을 생산하기 위한 재배 관리 기술 연구, 최근 급격히 발전하고 있는 첨단 자동화 시설
재배에 관한 연구를 수행하고 있다. 또한 원예육종학 및 분자유전학 분야에서는 기존의 선발이나 교잡에 의한 방법
에 유전 공학적인 기법을 더하여, 우수한 신품종 육성에 힘쓰고 있다.
그리고 원예 작물을 집약적이고 효율적으로 생산하기 위한 시설을 개발하고, 시설 내의 환경을 조절하는 기법에
대해 연구하는 시설원예학 분야와 생산 후 부가 가치를 보다 높이기 위한 저장·가공·유통 기술과 관련된 산물관리
학 분야, 정원 및 기타 조경 시설 설계와 조성에 관한 조경 원예학 분야 등이 있다.
원예생명공학 전공에서는 이런 여러 분야의 체계적인 연구를 수행하기에 앞서 토양, 대기환경, 식물 유전 육종,
생리 생태 등에 관한 기초 학문을 습득하고, 그 뒤 채소학, 과수학, 화훼학, 육종학, 조직배양학, 수확물생리학, 시
설원예학 등의 전공 교과목을 수강함으로써 원예학의 기초 및 응용 분야에 대해 구체적으로 배우고, 대학원 과정에
서 보다 심도 있고 폭넓은 강의를 통해 원예학자로서의 소양을 갖추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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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교수진
성명

전공분야

연구실

이메일

강병철

분자육종 및 유전학

원예작물유전육종학 연구실

bk54@snu.ac.kr

김기선

화훼 및 조경식물학

화훼 및 조경식물학 연구실

kisun@snu.ac.kr

손정익

시설원예 및 환경조절공학

시설원예 및 식물공장학 연구실

sjeenv@snu.ac.kr

이희재

과수원예학

과수 및 환경생리학 연구실

heejlee@snu.ac.kr

전창후

채소원예학

채소학 연구실

changhoo@snu.ac.kr

최도일

분자유전학

원예작물유전체학 연구실

doil@snu.ac.kr

허진회

식물발달유전학

식물발달유전학 연구실

huhjh@snu.ac.kr

이은진

원예산물생리학

원예산물생물학 연구실

ejinlee@snu.ac.kr

다. 연구실
연구실

연구분야

화훼 및 조경식물학 연구실

· 유망 자생식물의 수집, 번식법 및 품종 개발을 통한 원예화
· 고품질 분화식물 생산을 위한 육묘, 생육 및 개화조절 기술 개발
· 잔디의 친환경적인 재배관리를 위한 기술 개발

시설원예 및 식물공장학 연구실

·
·
·
·

과수 및 환경생리학 연구실

· 과수 작물과 환경의 상호 작용에 대한 연구
· 새로운 과수 작물 탐색을 위한 유전 자원 분석
· 과수 육종을 위한 유전자 연관 지도 작성

원예산물생물학 연구실

·
·
·
·

채소학 연구실

· 채소 우량묘 생산 및 유통 기술 개발
· 채소의 기능성 물질 분석 및 기능성 강화 기술 개발
· 폐버섯 배지를 이용한 기능성 유기 채소 육묘용 배지 개발
· 고효율 LED의 식물 재배 적용 기술 개발 ․ 작물 생육 모델 개발 및 기후변화 영향 및 적응 연구

원예작물유전육종학 연구실

식물발달유전학 연구실

목적지향적 시설원예 식물생산 기술 및 소재 이용 연구
식물생산 체계 연구 (수경재배, 식물공장, 도시농업 등)
식물 환경조절, 생체정보 이용 및 식물생산 모델링 연구
도시형 식물공장 관련 기술 개발 및 실용화/산업화 연구

원예 작물의 품질 저해 요인 규명과 수명 연장 및 품질 보전에 대한 연구
주요 원예 산물의 수확 후 생리 장해 방지 및 저장, 유통 기술 개발
언예 작물 수출 확대를 위한 환경 파악 및 기술 개발
다양한 기체를 이용한 수확 후 농산물의 품질 저하 방지 기술 개발

·
·
·
·

웅성불임성 기작 연구 및 활용기술 개발
바이러스 저항성 기작 구명 및 바이러스 저항성 품종 개발
유전체 정보를 활용한 원예작물 육종기술 개발
가지과 작물 유전자원 수집 및 유용유전자원 발굴

·
·
·
·

식물 생식 및 발달 기작에 대한 유전학적 연구
식물 종자 발달 현상 이해
유용 유전자의 생화학적 기능 규명 및 응용 기술 개발
DNA 메틸화 및 후생유전학 연구

라. 교과
구분
1학년

1학기

2학기
5172.001A 원예생명공학개론(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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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1학기

2학기

2학년

5172.201 *화훼학 및 실험(3)
5172.202 *원예작물생리학(3)
519.002 유기화학(3)
5192.357A 식물해부형태학 및 실험(3)
500.203 유전학 및 실험(3)
500.305 식물분류학 및 실험(3)

5172.203 *과수학 및 실험(3)
5172.204 *식물생장발달학(3)(2010학번부터 적용)
519.003 *생화학(3)
5192.250 일반미생물학(3)
519.006 분석화학 및 실험(3)
500.405 컴퓨터프로그래밍개론(3)

3학년

5172.301 *채소학 및 실험(3)
5172.302A *원예작물육종학(3)
5172.309 원예생명공학 및 실험 1(3)
5172.304 종묘생산학(3)
5171.304 실험통계학(3)
519.004 토양비료학 및 실험(3)

5172.305 *시설원예학 및 실험(3)
5172.306A *수확물생리학 및 실험(3)
5172.303 식물조직배양학 및 실험(3)
5172.307A 원예생명공학 및 실험 2(3)
5192.252 식물병리학총론(3)
300.319 분자생물학(3)

4학년

5172.401A *원예생명공학연습(1)
5172.406A 식물공장생산학(3)
5172.407 식물대사산물학(3)
519.304 농약학(3)
500.207 농업경제학개론(3)

5172.405A 조경식물학 및 실습(3)
5171.207 작물생태학(3)
5171.309 농업기상학(3)
5171.314 약용식물학(3)
5201.202 농산업경영학(3)
* 전공필수 교과목

마. 졸업 후 진로
원예생명공학을 전공한 졸업생들은 대학교, 국가 연구 및 농업 행정 기관, 정부출연 연구기관, 농업 관련 국제기구,
종묘·농약·비료·농자재·농산물 및 식품의 가공·유통 업체, 환경 관련 업체 등으로 진출하여 농산업 발전 및 환경
보전에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4. 산업인력개발학 전공
가. 전공소개
산업인력개발학이란 직종이나 직능에 상관없이 모든 산업 및 직업에 이미 종사하고 있거나 또는 앞으로 종사하
려고 하는 인적자원(human resources)을 개발하는 원리, 방법 및 시스템을 탐구하는 학문이다. 즉, 인간의 무한한
잠재 능력을 보다 효율적으로 개발, 관리 및 활용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이것은 우리나라가 종전의 교육부를 교육
인적자원부로 개명한 것을 보더라도 그 중요성을 짐작할 수 있을 것이다.
산업인력개발학 전공에서 개설하는 교과목은 산업인력 양성을 위한 프로그램 개발, 교수 시스템 및 e-learning,
교수 매체 개발, 교수학습 방법, 평가 방법, 지원 행정 및 정책, 청소년지도, 직업기술교육, 직업 및 진로지도 등이
있다.

나. 교수진
성명

전공분야

이메일

정철영

산업인력개발 진로교육 및 경력개발

cyjyung@snu.ac.kr

나승일

산업인력개발 방법 및 행정

silna@snu.ac.kr

김진모

산업인력개발 교육과정 및 프로그램 개발

jimmy812@snu.ac.kr

이찬

산업인력개발 eHRD 시스템 및 성과관리

chanlee@snu.ac.kr

정진철

산업인력개발 평가 및 조직개발

vince88@snu.ac.kr

최수정

글로벌 산업인력개발 및 직업능력개발

shizu@snu.a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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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연구실
연구실

연구분야

진로지도 및 경력개발 연구실

․ 교수 : 정철영
․ 연구분야 : 진로지도 및 상담
직업능력 및 경력개발

직업심리 및 산학협동교육 연구실

․ 교수 : 정철영
․ 연구분야 : 직업심리
산학협동교육

․ 교수 : 나승일
산업인력개발 학습 및 교육훈련방법
․ 연구분야 : 산업인력개발 학습 및 교육훈련방법
연구실
산업인력개발 전문가 및 교과교육
․ 교수 : 나승일
․ 연구분야 : 산업인력개발 학습 및 교육훈련방법
산업인력개발 행정 및 시스템 연구실
산업인력개발 행정 및 제도
산업인력개발 양적/질적 연구법
산업인력개발 교육과정 및 프로그램
개발 연구실

․ 교수 : 김진모
․ 연구분야 : 산업인력개발 교육과정 및 프로그램 개발
농촌지도 및 개발

전략적 산업인력개발 및 프로세스
퍼실리테이션 연구실

․ 교수 : 김진모
․ 연구분야 : 전략적 산업인력개발
산업인력개발 프로세스 퍼실리테이션

산업교육 eHRD 시스템 연구실

․ 교수 : 이찬
․ 연구분야 : 산업교육 eHRD 시스템
조직 커뮤니케이션

산업인력개발 성과관리 및 직무분석
연구실

․ 교수 : 이찬
․ 연구분야 : 산업인력개발 성과관리
직무분석

라. 산업인력개발학전공 교과
구분

1학기

2학기

1학년

2학년

5173.201 산업인력개발론
5173.202* 삶, 진로, 직업
5171.201 작물유전학
5171.202 재배학
5173.205 교육의 컴퓨터활용 및 실습
5271.212 조경수목관리 및 실습

3학년

5171.310 공예․사료작물학
5173.302* 산업인력개발교수방법론
5173.303 직업기술교육론
5172.303 식물조직배양학 및 실험
500.207 농업경제학개론
500.E301 산업교육교재론(교과교육)
500.309 농업정보체계론

4학년

5173.401 산업인력개발평가론
5173.402 산업인력개발전문가론
5172.402 수확물관리학 및 실험
5172.405A 조경식물학 및 실습
5241.413 산림자원경영학 및 실습
500.E401 산업교육방법 및 실습 (교과교육)

500.208 농업교육학개론
5173.203* 프레젠테이션과 매체개발
5173.204 직업세계의 이해
5172.001 원예학개론
5171.002 작물학개론
5171.205 작물생리학
5271.311 조경계획
5271.215 조경재료 및 시공
5173.304* 산업인력양성프로그램개발
5173.305 지역사회교육론
5173.306 청소년지도론
5173.307 인턴십
5241.314 숲가꾸기와 생태관리학및 실험
500.E315 직업 및 진로지도(교과교육)
5201.202 농산업경영학
5173.403 산업인력개발행정 및 정책
5173.404 산업인력개발과 e－Learning
5172.307 식물생명공학육종
500.E402 교육실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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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 졸업 후 진로
산업인력개발학을 전공한 졸업생들은 정부기관, 대기업, 중소기업체 등의 인력개발담당자, 인력개발컨설턴트, 산업인
력개발 교수요원, 관련 연구소의 연구원, 중등학교 교사(교직과정 이수자), 농촌지도사 등 다양한 진로가 마련되어 있
으며, 대학원 과정에 진학하면 최근 수요가 급증하고 있는 산업인력개발학의 학문후속세대로 성장할 수 있다. 대학
원 과정은 학사과정과는 다르게 독립 학과(농산업교육과)로 운영되고 있는데, 석사와 박사과정이 개설되어 있다.
대학원 과정 후 교육학 석사, 교육학 박사가 수여된다. 또한 학문후속세대로서 교수 및 학자, 전문연구가, 산업인력
개발 업무를 담당하는 현장 전문가, 강사, 행정가 등으로 진출할 수 있다. 또한 개인이 정년퇴직을 염려하지 않고
평생 동안 산업인력개발관련 컨설팅 비즈니스를 하거나 프리랜서 전문 강사로 활약할 수 있다.

5. 식물생산과학부를 지원하고자 하는 학생이 갖추어야 할 자질
가. 고려대학교 생명공학부(식물생명공학전공) 소개자료(이런 학생 생명공학에 딱!!)
* 생물에 많은 흥미를 가지고 있다.
* 성격이 섬세하고 꼼꼼하다.
* 풍부한 상상력과 기발한 아이디어가 있다.
* 논리적으로 생각하여 결과를 도출해 내는 것을 좋아한다.
* 평소 호기심이 많아 여러 가지 실험을 하는 것을 좋아한다.

나. 전남대학교 농업생명과학대학 식물생명공학부 소개자료(이런 자질이 필요해)
* 과학적 사고력과 풍부한 창의력
* 과학적 탐구력과 풍부한 표현력
* 문제의 인지 능력과 탁월한 해결 능력
* 친한 고교 교과 : 과학, 영어, 수학, 국어, 기술·가정, 농업과학

다. 2015 전공탐색을 위한 충북대학교 안내서(식물자원학과, 원예과학과 - 입학준비 Tip)
* 전공관련 교과목 : 영어, 수학, 생물, 화학
* 전공관련 비교과활동 : 생태체험학습환경교육, 창의성 교육, 과학동아리(생명, 식물, 생태 등)
* 봉사활동 : 농촌일손돕기활동, 업무보조활동(교내, 병원, 도서관, 기관 등), 학습도우미(복지관, 부진학생 등)

라. 워크넷 학과 정보(생명과학과) 적성과 흥미
생물학, 물리학, 화학 등이 생명과학의 바탕이 되므로 기초 자연과목에 흥미가 있고 생명현상에 관심이 있는
학생에게 적합합니다. 자연법칙과 과학적 연구방법을 이해하고 이를 적용할 수 있는 추론적 판단력이 필요
합니다. 생명현상을 객관적으로 정확하게 보는 관찰력, 논리적 사고, 도전정신, 분석력 등을 두루 갖춘 학생
에게 적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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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식물생산과학부 지원 학생을 위한 추천도서
가. 고려대학교 생명공학과 소개자료(미리보는 생명공학)
* 최광열 [MT 생명공학]
* Ray V. Herren [생명공학으로의 초대]
* 찰스 콜슨 [생명공학, 판도라 상자의 열쇠인가?]

나. 전남대학교「고교생을 위한 모집단위 추천도서」
* 식물생명공학부 : 윤성탁 [인간과환경이야기], 정지웅 [환경을 살리는 농업, 농업을 살리는 환경], 문원
[생활 속 원예이야기] , 임상규 [녹색희망 농업의 미래], 농업생명공학기술바로알기협의회 [식탁 위의 생
명공학], 피터 톰킨스 [식물의 정신세계], 제임슨 왓슨 [이중나선]

다. 2015 전공탐색을 위한 충북대학교 안내서
* 식물자원학과 : 식량안보 한민족의 미래(김현영), 바이오농업은 제2의 녹색혁명인가(ABC NURI), 굶주림
과의 투쟁(노먼 보로그), 종의 기원(찰스 다윈), 3일만에 읽는 유전자(와타나베 츠토무), 6차 산업을 디자
인하라(희의송), 쌀의 세계사(사토 요우이치로), 우리 쌀 오천년(공준원)
* 원예과학과 : 교양으로 읽는 과학의 모든 것 1,2(한국과학문화재단), 생명의 언어(프랜시스콜린스), 생활
속 원예이야기(문원), 침묵의 봄(레이첼 카슨), 흙에서 흙으로(이도원)

7. 자료 출처
항목

자료 출처

1. 학부소개

서울대학교 농업생명과학대학 홈페이지 및 식물생산과학부 홈페이지 - 학부 소개

2. 작물생명과학전공

· 식물생산과학부 홈페이지/작물생명과학전공 홈페이지
· 서울대학교 2015 농생대 홍보책자(농업생명과학대학 홈페이지 – 농생대 홍보)

3. 원예생명공학전공

· 식물생산과학부 홈페이지/원예생명공학전공 홈페이지
· 서울대학교 2015 농생대 홍보책자(농업생명과학대학 홈페이지 – 농생대 홍보)

4. 산업인력개발학전공

· 식물생산과학부 홈페이지/산업인력개발학전공 홈페이지
· 서울대학교 2015 농생대 홍보책자(농업생명과학대학 홈페이지 – 농생대 홍보)

5. 식물생산과학부를 지원하고자 하 ․ 고려대학교 전공 소개자료
는 학생이 가져야 하는 자질
․ 전남대학교 전공소개 e-book
6. 식물생산과학부 지원 학생을 위한 ․ 2015 전공탐색을 위한 충북대학교 안내서
․ 워크넷
추천 도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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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 ․ 동물생명공학부

1. 학부 소개
생명공학 분야 중 인류 복지와 산업 발전에 가장 비중이 큰 식품 및 동물 분야의 생명공학 심층교육 및 연구를 위하
여 식품·동물생명공학부가 수립되었다. 식품·동물생명공학부에서는 식품과 동물을 대상으로 생명공학기술을 적용하는
첨단 과학기술 연구를 핵심적으로 수행한다. 또한, 최신 교육 기법을 도입하여 21세기에 부합되는 전문 인력을 양성하
고 서울대학교 장기 발전 계획에 따른 핵심인력 양성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식품생명공학전공은 인간 생활의 가장 기본적 요소 중 하나인 식품에 관련한 물리화학적 성질, 가공과 저장, 인체
건강에 미치는 영향 등에 필요한 이론과 관련 생명공학 기술을 다룸으로써 건강한 인류 사회 구현에 이바지하는 인재
를 양성한다.
동물생명공학전공에서는 21세기에 필요한 고급 인력을 양성하기 위하여 생명공학의 최첨단 기술과 동물생명자원
활용 기술을 교육하며 인류 복지 향상을 위한 다양한 생명자원 확보, 생명활성물질 생산 및 난치병 치료 기술개발을
위한 연구를 수행하고 있다.
식품·동물생명공학부의 경우 견실한 산업 기반을 바탕으로 산·학 협동 연구 및 첨단 응용과학 기술 개발 연구가 활
발하게 수행되고 있으며, 학부 졸업생의 경우, 식품, 동물자원, 생명공학, 제약, 의학을 포함한 국내외 유수 대학, 연구
소 및 생명과학 관련 기업에의 취업이 보장된다.

2. 식품생명공학전공
가. 전공소개
식품생명공학전공은 식품생명공학에서 가장 중요한 응용분야의 이론과 방법을 교수하며 국내외 식품생명공학관
련 부문에 필요한 인재를 양성하고 식품공학 연구를 진작함으로써, 자아의 실현과 국가의 발전 및 인류의 번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식품생명공학은 인간생활에서 가장 기본적으로 요구되는 에너지, 영양소, 각종기능성생리활성 성분을 공급하는
식품에 관련하여 물리화학적 성질, 가공과 저장, 건강에의 영향 등에 필요한 이론과 관련기술을 다룸으로써 건강한
인류사회 구현에 이바지한다. 식품생명공학은 화학, 생물학, 공학, 등 학제간의 모든 내용을 포함하는 종합과학 이
며, 미래과학이라고 일컬어지는 생명공학, 유전공학, 전자공학 등을 모두 응용하는 첨단과학이다.
학사과정에서는 식품생명공학에 필요한 기초이론과 식품 및 생명공학산업에 필요한 기술을 강의하며, 대학원에
서는 식품공학의 이론을 탐구하고 연구능력을 배양함으로써 식품 및 생명공학을 선도하기 위하여, 식품단백질화학,
식품미생물유전공학, 식품공정자동화, 탄수화물효소공학, 기능성식품학, 풍미화학, 재조합미생물공학, 생물공정공
학, 식품공정제어, 식품안전성 등 여러 분야에서 활발히 연구를 수행하고 있으며 식품공학실, 효소공학실, 기능성식
품학실, 식품화학실, 생물분자공학실, 식품분자미생물학실, 식품 안전성·독성학실 등이 운영되고 있다.

나. 교수진
성명

전공분야

연구실

이메일

문태화

식품화학

식품화학실

twmoon@snu.ac.kr

서진호

생물분자공학

생물분자공학실

jhseo94@snu.ac.kr

유상렬

식품분자미생물학

식품분자미생물학실

sangryu@snu.a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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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전공분야

연구실

이메일

최상호

식품안전성 독성학

식품안전성 독성학실

choish@snu.ac.kr

장판식

효소공학

효소공학실

pschang@snu.ac.kr

최영진

식품공학

식품공학실

choiyj@snu.ac.kr

강동현

식품위생공학

식품위생공학실

kang7820@snu.ac.kr

이기원

식의학유전체

식의학유전체실

kiwon@snu.ac.kr

하남출

식품생화학

식품생화학실

hanc210@snu.ac.kr

김도만

식품발효미생물공학

기능성식품소재 및 발효연구실(평창캠퍼스)

kimdm@snu.ac.kr

다. 연구실
연구실

연구분야

식품화학 연구실

·
·
·
·

식품단백질 및 다당류의 구조와 기능성의 상관성 해석
식품계에서 단백질의 기능성 평가
변형 식이섬유, 지소화성전분 등 기능성 탄수화물 식품소재 개발
미활용 농산자원의 이용성 증진

생물분자공학 연구실

·
·
·
·

단백질 및 효소생산을 위한 응용유전공학
기능성식품 및 생물소재 생산을 위한 대사공학
청정정밀생물공정을 위한 고기능성 생물촉매개발
식품오염물질 검출을 위한 Protein chip개발

식품분자 미생물학 연구실

· 미생물 병원성 발현의 분자기작 연구 : Salmonella Typhimurium, Cronobacter sakazakii 및
Campylobacter jejuni 에서 병원성 유전자의 분자생물학적 발현 기작 규명을 통한 식품유래 질
병의 억제방법 연구
· Bacteriophage를 이용한 미생물 억제 연구 : 항생제 대안으로서 새로운 종류의 Bacteriophage
를 환경에서 분리하고 그것을 이용한 다양한 미생물 제어방안 연구
· Endolysin및 reporter phage를 이용한 병원균 억제와 검출 : 새로운 병원균 검출 매개체로서
phage및 endolysin을 이용하고 이를 통한 병원균의 신속한 제어와 검출 및 비용절감 방안에 대
한 연구

식품안전성 독성학 연구실

· 식품유래병원균의 숙주 내 발현 생존인자와 독성인자의 유전체 그리고 대사체 기법을 이용한 동정
· 생존인자와 독성인자 발현조절 기전의 분자생물학적인 연구 및 생존인자와 독성인자의 발현을
억제하는 제어물질 탐색 및 합성
· 미생물과 인체(숙주)와의 신호 전달 체계의 교란에 기반한 내성을 유발하지 않는 새로운 식중
독균 제어물질 또는 제어기술개발
· 식품 공정상에서 식중독균의 biofilm 생성기전 규명 및 biofilm 생성 제어 nano 융합기술 개발
· Microbiome의 metagenomic 분석기술을 통한 식품안전성/기능성 향상

효소공학 연구실

·
·
·
·
·

신규효소의 탐색, 분리·정제 및 특성 규명
유전공학을 이용한 효소의 대량생산 및 특성개선
효소공학 기법을 이용한 유지관련 신소재의 합성 및 신규 생리활성 물질의 개발
유지관련 고부가가치의 재구성지질 대량생산을 위한 효소생물반응기 최적화
특이적 산화/미세캡슐화에 의한 식품저장성 향상 및 체내효용성 증진

식품공학 연구실

·
·
·
·

식품 위해 미생물 검출을 위한 Nano-biosensor개발
식품공정중의 에너지 및 물질의 이동전달현상의 모델링을 통한 추출
기능성물질의 고효율 흡수를 위한 Emulsion 및 미세캡슐 연구
식품제조과정에서 발생하는 온실가스의 전과정 평가 및 단위공정 개선 연구

식품위생공학 연구실

· 식품병원균 저감화 연구 · 식품병원균 검출기술 개발
· 천연항균물질 · Screening
· Alicyclobacillus · Food Safety Education

식의학 유전체학 연구실

· 전통식의학 기반 천연물 유래 기능성 소재 발굴
· 질환 및 개인맞춤 식의학 치료를 위한 유전체 분석 연구
· 시스템 생물학 등을 통한 기능성 소재의 유기적 효능 및 기전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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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실

연구분야
· 식품공학에 사용되는 효소의 구조 분석 : amylase, protease 등 식품 처리 과정에서 사용되는
효소의 구조를 분석하고, 활성이 뛰어나거나 더 유용한 활성을 가진 효소 개발 연구
· 식중독균 유래 독소분비시스템, 다제내성 펌프 연구 : Salmonella 등의 식중독균이 가지고 있는
독소분비시스템과 다제내성 펌프에 대한 구조 및 기작 연구를 통해 식중독균을 제어할 수 있는
방법을 연구
· 식중독균의 라이소자임에 대한 방어시스템에 대한 연구 : 식중독균의 라이소자임에 대한 방어
시스템을 3차원 구조를 중심으로 연구하여, 이를 무력화할 수 방법을 개발

식품생화학 연구실

라. 식품생명공학전공교과
구분

1학기

1학년

2학기
500.169

식품·동물생명공학개론

2학년

300.219A 분석화학1
3343.205 유기화학1
5192.250 일반미생물학
519.301 물리화학1 *
881.001 응용해석1 *
5191.310 생명분석화학실험

519.302 물리화학2
3343.206 유기화학2 *
5191.308 생명유기화학실험
881.002 응용해석2
500.301A 통계학개론 및 실습

3학년

5251.301 식품화학 *
5251.302 식품미생물학 *
5251.303 식품미생물실험
5251.304 식품공학 *
300.312 생화학1 *

5251.305 발효화학
5251.306A 영양학
5251.307 식품분석실험 *
5251.308 식품공정학
5251.309 식품위생학 *
300.313 생화학2 *

4학년

300.319 분자생물학
5251.402 식품생물공학 *
5251.403 식품생물공학실험
5251.404A 식품가공·저장학1*
5251.410 식품효소공학 *
5251.411 식품위생학실험
5251.412 기능성식품학*

500.310A 생물공정공학
5251.406 식품가공및공학실험
5251.407A 식품가공·저장학2
5251.408 식품생화학실험

마. 졸업 후 진로
식품생명공학전공의 졸업생은 국내 100대 기업의 약 10%를 차지하는 굴지의 식품 산업체는 물론 생명공학분야,
화학 및 환경관련산업체에서 연구, 생산 및 경영에 폭넓게 참여하고 있다. 또한 국내외 대학의 교수로서 식품과학
의 기둥이 될 식품생명공학도의 교육에 종사하고 있으며 식품의약품안전청, 한국식품개발연구원, 생명공학연구소
등 주요 국가기관 및 연구소에서 창의적인 연구활동을 하고 있다.

3. 동물생명공학전공
가. 전공소개
동물생명공학은 기존의 전통적 동물생명 활용기술과 첨단생명과학 기술이 융합된 학문분야이다. 따라서 본 전공
은 동물생명의 원리 및 동물자원 활용에 대한 고급학문이론과 방법을 교수하여 미래사회에 필요한 인력개발을 목
표로 한다. 이러한 목적을 도모하기 위하여 생리 및 유전학분야의 고급지식과 영양, 미생물, 생식 및 환경공학분야
의 응용학문을 이용하여 인류 삶의 질 향상에 필요한 자원생산 및 첨단기술을 개발한다.
이를 위하여 동물생명공학전공 각 연구실을 동물유전공학, 동물소재공학 및 영양환경공학 분야로 대별하고 각
연구 전공간의 유기적 연구협조체계 하에 세계적 수준의 연구를 진행하고 있다. 교육내용에는 유전학, 생물정보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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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리학, 생화학 등을 기초로 하여 동물의 유전적 개량과 증식을 위한 유전, 육종 및 생식분야, 동물의 생산성 증대
를 위한 영양·사료분야, 동물성 식품을 다루는 유·육가공 및 동물기능성 식품생산 분야, 그리고 동물부산물의 효율
적 관리를 위한 동물환경분야 등이 포함되어 있다. 또한 인류 복지향상 및 난치병 치료를 위한 첨단생명공학기술
개발이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으며, 의학, 공학 및 생물학 분야와의 다학제적 연구(multidisplinary research)가
활성화 되어 있다.

나. 교수진
성명

전공분야

연구실

이메일

최홍림

동물환경생체공학

동물환경생체공학연구실

ulsoo8@snu.ac.kr

최윤재

비유분자생물학(축산생물공학)

동물세포공학연구실

cyjcow@snu.ac.kr

한재용

동물유전공학

동물유전공학연구실

jaehan@snu.ac.kr

임정묵

Embryology and Stem Cell Biology

발생공학연구실

limjm@snu.ac.kr

백명기

반추동물영양생리학

반추동물영양생리학연구실

mgbaik@snu.ac.kr

윤철희

면역학

면역학 및 백신개발 연구실

cyun@snu.ac.kr

김유용

축산학

동물영양생화학연구실

yooykim@snu.ac.kr

이창규

동물생식학, 형질전환동물 및 동물줄기세포 동물번식학연구실

leeck@snu.ac.kr

김희발

생물정보학

생물정보 및 집단유전학 연구실

heebal@snu.ac.kr

조철훈

식육학, 식품공학

동물성식품학연구실

cheorun@snu.ac.kr

다. 연구실
연구실

연구분야

동물환경생체공학 연구실

· 동물복지를 위한 동물사육시설개발 및 실내환경 연구
· 가축분뇨의 친환경적 관리시스템 및 자원화기술 개발
· 축산부산물의 에너지화 연구

동물세포공학 연구실

· 첨단 생물공학 기법을 이용한 유용 유전자원 탐색 및 기능 규명
· 동물세포기술을 이용한 유용단백질 또는 생리활성물질 생산 연구
· 항생제 대체제 개발 연구

동물유전공학 연구실

· 줄기세포를 이용한 생식선 카이메라 및 형질전환조류생산
· 정확한 유전자 적중에 의한 Genome Editing 동물생산
· 동물 생산성 향상과 질병치료를 위한 유전공학기술개발

발생공학 연구실

· 특수질환모델 생산 및 첨단 발생공학기술 개발
· 형질전환동물 및 유전자 혼재동물 생산
· 배아줄기세포개발 및 분화기술 개발

반추동물 영양생리학 연구실

· 반추위 발효와 반추동물 영양생리 원리를 이용한 생산성 향상/사료개발
· Nutriepigenomics 기반 반추동물 맞춤형 사양시스템/사료개발
· 반추동물의 온도 스트레스 저감 기술 개발/동물복지사료개발

면역학 및 백신개발 연구실

· 면역반응연구를 통한 가축 및 사람의 건강증진
· 질병 예방을 위한 백신 개발
· 면역 억제제 및 면역 촉진제 개발

동물영양 생화학 연구실

· 동물섭취 영양소에 의한 체내생리 및 면역작용의 연구
· 대체 원료 사료 연구
· 모든 생산성 극대화를 위한 영양, 사양적 연구

동물번식학 연구실

· 동물 배아줄기세포에 관한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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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실

연구분야
· 형질전환 경제동물 생산
· 형질전환 동물 및 배아줄기세포의 중개의학 연구

생물정보 및 집단유전학 연구실

· 경제동물의 염기서열 분석
· 기능유전체학적 분석을 위한 시스템 개발
· 육종선발을 위한 분자표지인자의 이용에 관한 연구

동물성 식품학 연구실

· 동물성식품의 품질 및 가공유통 관련 연구
· 동물성 식품의 안전성 및 저장성 관련 연구
· 생리기능소재 개발 및 동물성 식품 응용 연구

라. 동물생명공학전공 교과
구분

1학기

2학기

1학년

500.169 식품·동물생명공학개론

2학년

300.312* 생화학1
519.002* 유기화학
551.001 가축해부학및실험

300.313* 생화학2
500.301A* 통계학개론및실습
5252.201* 동물비교생리학
5252.202* 동물유전육종학및실험

3학년

5252.301* 동물영양학및실험
5252.302* 동물세포공학및실험
5252.303A 동물유전정보학및실습
5252.304 동물유전공학및실험
5252.305 동물자원과학실험
5252.306 동물생명공학실험

5252.307* 동물생식학및실험
5252.407* 동물환경공학
5252.309 반추동물영양생리학및실험
5252.310A 동물면역학및실험
5252.311A 동물내분비학및실험
5252.312 동물자원품질학및실험

4학년

5252.308 동물자원미생물학및실험
5252.402 동물행동환경학
5252.403 형질전환동물생산학및실험
5252.404* 동물생명과학실습
5252.405* 동물성식품학및실험
551.003 가축질병학

5252.406* 경제동물생산학및실험
5252.401 동물성장발달학및실험

마. 졸업 후 진로
확고한 산업적 기반을 가지고 있는 본 전공에 대한 폭 넓은 수요를 바탕으로, 졸업생들은 생명공학 및 동물산업
전 분야의 유수기업 및 연구소 등에서 활발히 활동하고 있다. 현재 본 학과에서는 21세기에 적합한 우수인력 양성
을 위하여 최신교육기법을 도입한 다양한 첨단교육시스템이 확립되어 있으며 서울대학교 교육이념을 토대로 첨단
응용학문분야 및 산업분야 취업을 위한 프로그램이 개설되어있다.

4. 식품 ․ 동물생명공학부를 지원하고자 하는 학생이 갖추어야 할 자질
가. 동물생명공학부 피교육자의 요구되는 자세
* 생명존엄성의 깊은 인식과 사명감
* 인류 복지와 인간 식생활 발전에 대한 사명감
* 동물유전공학·동물소재공학 및 영양환경분야 등 첨단 동물생명과학의 기초인 화학·생물학 및 수학에 대한
이해력

- 127 -

* 이들 첨단 기초 동물자원과학의 연구 및 응용을 발전시킬 수 있는 창의력

나. 고려대학교 식품공학과 소개자료(이런 학생 식품공학에 딱!!)
* 식품개발을 위한 수없이 많은 임상실험에서 객관적으로 사고하고 날카로운 매의 눈으로 결과물들을 관찰
할 수 있다.
* 첨단기술을 식품에 적용할 수 있는 창의성과 응용력이 뛰어나다.
* 상상을 감히 실현해 옮길 도전 정도는 두렵지 않다.
* 평소 식품을 좋아하고 관심도 많다.

다. 2015 전공탐색을 위한 충북대학교 안내서(식품생명공학과 - 입학준비 Tip)
* 전공관련 교과목 : 수학, 화학, 생물
* 전공관련 비교과활동 : 경제 교육, 보건 교육, 생태 체험 학습 환경 교육, 발명반, 생명탐구반
* 봉사활동 : 자선봉사활동(캠페인, 불우이웃돕기, 기아아동돕기 등), 환경정화(청소, 분리수거 등)

라. 전남대학교 농업생명과학대학 전공소개 e-book 식품공학전공(이런 자질이 필요해)
* 과학에 대한 관심을 갖고 배움에 적극적인 자세
* 식물 및 동물로부터 유쾌한 자원을 이용한 생명공학 분야 및 전 학문 영역 간 전이능력
* 진취적이며 도전적인 자세
* 협업을 통해 새로운 사회적 가치를 창조하려는 자세
* 친한 고교 교과 : 과학, 영어, 국어, 전문계 교과

마. 전남대학교 농업생명과학대학 전공소개 e-book 동물자원학부(이런 자질이 필요해)
* 강학 지적 호기심과 학문영역 간 전이능력
* 비판적 사고에 기반한 합리적인 의사결정능력
* 협업을 통한 원활한 과제해결 능력
* 친한 고교 교과 : 영어, 과학(화학, 화학실험, 생물)

5. 식품 ․ 동물생명공학부 지원 학생을 위한 추천도서
가. 고려대학교 식품공학과 소개자료(미리보는 식품공학)
* 고정삼 [알기 쉬운 식품공학]
* 음식혁명 [존 라빈스]

나. 전남대학교 「고교생을 위한 모집단위 추천도서」
* 식품공학전공 : 전창림 [미술관에 간 화학자], 박준우 [아냐스타스가 들려주는 녹색 화학 이야기], 페니 르
쿠터/제이 버레슨 [역사를 바꾼 17가지 화학 이야기], 황영애 [화학에서 인생을 배우다]
* 동물자원학부 : 최재천 [최재천의 인간과 동물], 안제국 [애완동물 사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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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2015 전공탐색을 위한 충북대학교 안내서(식품생명공학과)
* 김난도 [아프니까 청춘이다], 마이클 샌델 [정의란 무엇인가], 베르나르 베르베르 [베르나르 베르베르의
상상력 사전], 김원석 [‘무엇이 될까’보다 ‘어떻게 살까’를 꿈꿔라], 론다 번 [시크릿]

라. 부산대학교 모집단위 교수가 추천하는 도서 목록(식품공학과 – 김한수교수)
* 곽영직 [보아가 들려주는 원자 모형 이야기(개정판)], 권오길 [바람에 실려 온 페니실린], 요네야마 마사
노부 [화학반응(알고보면 간단한)(화학의 도레미 4), 김이리 [과학상식 130가지(청소년이 꼭 알아야
할)], 강석기 [과학이슈 11 Season2]

마. 부산대학교 모집단위 교수가 추천하는 도서 목록(동물생명과학과 – 조성근교수)
* 권기균 [세상을 바꾼 과학 이야기], 리처드 파인만 [발견하는 즐거움], 애릭 그레이스 [생명과학이란 무엇
인가], 김동호 [황하에서 천상까지], 장태진 [꿈으로 세상을 바꾸다]

6. 자료 출처
항목

자료 출처

1. 학부소개

서울대학교 농업생명과학대학 홈페이지/식품․동물생명공학부 홈페이지 - 학부소개

2. 식품생명공학전공

· 식품․동물생명공학부 홈페이지/식품생명공학전공 홈페이지 – 학과소개, 교수진, 학사안내
· 서울대학교 2015 농생대 홍보책자(농업생명과학대학 홈페이지 – 농생대 홍보)

3. 동물생명공학전공

· 식품․동물생명공학부 홈페이지/동물생명공학전공 홈페이지 – 학과소개, 교수진, 학사안내
· 서울대학교 2015 농생대 홍보책자(농업생명과학대학 홈페이지 – 농생대 홍보)

4. 식품․동물생명공학부를 지원하고자 · 동물생명공학전공 홈페이지 – 학과소개
하는 학생이 가져야 하는 자질
· 고려대학교 전공소개 자료
· 전남대학교 전공소개 e-book
5. 식품․동물생명공학부 지원 학생을 · 2015 전공탐색을 위한 충북대학교 안내서
위한 추천 도서
· 2014년 부산대학교 모집단위 교수가 추천하는 도서 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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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용생물화학부

1. 학부 소개
응용생물화학부는 생물의 다양한 생명현상의 기본원리를 생물학적·화학적 측면에서 분석 이해하고 그것을 지지하는
환경을 해명하는 것을 목적으로 첨단 생물공학기술을 활용하며 생물 제어를 통한 식물보호와 안정적인 농업생산 제고,
생산물의 부가가치 증진, 생물 상호작용 및 새로운 생리활성물질 탐색, 농업환경개선 등에 관련된 교육과 연구를 수행
하고 있다.
생물자원, 환경 및 생태계에 대한 기초과학 이론은 물론, 최근에 급속히 발전하고 있는 생화학, 분자생물학, 미생물
학, 유전학, 환경생물화학 등의 응용분야를 심도있게 다루어 다가오는 국제 무한경쟁시대에 우리나라의 농업생산성을
향상시키고 생물자원을 효율적으로 개발하기 위해 연구를 수행하고 있다.
응용생물화학부에서는 응용생명화학전공, 응용생물학전공 과정이 개설되어 있으며 국제적 수준의 첨단 연구시
설을 이용하여 생화학, 분자생물학, 구조생물학, 생물공학, 식물미생물학, 식물병리학, 환경미생물학, 곤충학, 생태학,
농약학, 환경화학, 토양학 등의 주요 연구분야의 실험과 현장교육이 충실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2. 응용생명화학전공
가. 전공소개
응용생명화학은 21세기의 핵심 연구 분야로 주목받고 있는 생명공학과 환경과학을 생화학 기반으로 함께 다루는
학문이다. 구체적으로는 생물의 생장, 발달, 생체대사의 기초 원리와 생물 환경을 화학 및 생물학적 이론을 바탕으
로 연구하고 이를 바탕으로 생물과 환경을 생화학 및 분자생물학적 방법으로 제어하는 기술을 연구하는 응용학문
이다.
응용생명화학 전공의 교육·연구 분야는 크게 응용생화학과 생명환경화학으로 나눌 수 있다. 응용생화학에서는
생리·생화학, 분자생물학, 구조생물학, 생물리화학, 식물영양학, 식물 유전체학, 천연물화학, 미생물공학을 다루고
있고, 생명환경화학에서는 토양화학, 토양물리학, 환경화학, 생태화학, 농약화학·독성학을 다루고 있다. 이와 같이
응용생명 화학은 생명과 환경 전반에 대한 깊은 기초 지식과 이를 산업에 응용하기 위한 지식을 함께 제공하여 생
명공학과 환경과학의 첨단학문으로서 자리매김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관련된 생명산업과 환경산업의 생산성 향상
에도 기여하고 있다.
졸업생은 생물공학, 제약, 화장품, 식물영양, 천연물, 농약, 환경 분야의 정부기관, 연구소, 기업체, 대학 등 다양
한 분야에 진출하고 있다.
응용생명화학은 21세기 첨단 핵심과학 분야로 주목받고 있는 생명공학(BT)과 생명환경과학(ET)을 선도하는 학
문이다. 즉, 생물 자체를 생산 또는 제어하거나 생물이 산출하는 물질이 생성되는 원리와 그 산업적 응용성을 생물
및 화학적 이론을 바탕으로 교육, 연구하는 첨단응용학문이며, 최근 급속히 발달하고 있는 유전체학, 분자생물학,
생화학, 그리고 관련 첨단 분석 이론과 기술이 무엇보다 요구되는 분야이다.

나. 교수진
성명
최양도

연구실

이메일

분자생물학 연구실

choiyngd@snu.a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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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연구실

이메일

김수언

천연물화학 연구실

soounkim@snu.ac.kr

김정한

농약화학, 독성학 연구실

kjh2404@snu.ac.kr

김민균

식물유전체 ․ 영양학 연구실

mkkim3@snu.ac.kr

오기봉

미생물생물공학 연구실

ohkibong@snu.ac.kr

노희명

토양학 연구실

hmro@snu.ac.kr

이상기

구조생물학 연구실

srheesnu@snu.ac.kr

배의영

생물리화학 연구실

bae@snu.ac.kr

시찬석

생화학 연구실

cshin@snu.ac.kr

다. 연구실
연구실

연구분야

구조생물학 연구실

· 단백질의 기능과 구조의 상관관계 연구
· 단백질 X-선 결정학을 사용하여 단백질의 3차 구조 연구
· 단백질의 기능을 원자수준에서 연구

농약학 연구실

· 동물, 식물, 미생물, 광에 의한 농약의 대사변환 및 분해 연구
· 식품, 환경 중 잔류농약 분석, 분석법 개발 및 위해 평가 연구
· 농약 사용 작업자의 농약 노출 및 위해 평가 연구

미생물공학 연구실

· 미생물의 유용기능 이해 및 응용 연구
· 미생물 및 식물 이차대사산물 유래 생리활성물질 탐색 및 작용 메커니즘 연구
· 미생물의 생리활성물질 생합성 유전자 규명 및 생물공학적 연구

분자생물학 연구실

· 유전자의 구조, 기능 및 발현 조절 원리 연구
· 식물의 자기방어 원리 규명
· 생물의 특성을 개량하는 생명공학적 연구

생물리화학 연구실

· 단백질의 물리, 화학적 특성 규명 및 개량
· 통합교과적 접근법을 통한 단백질의 안정성 개선
· 미생물의 면역체계에 관여하는 단백질 연구

생화학 연구실

· MicroRNA 와 long non-coding RNA 에 의한 유전자별현조절 메커니즘 연구
· RNA-단백질 상호작용 연구
· RNAi 이용한 생화학농약 개발 기반 연구

식물영양유전체학연구실

· 기능유전체 및 생명공학 연구(벼, 애기장대, 광합성 세균 이용)
· 환경스트레스에 대한 방어기작, 유전자 발현조절 및 신호전달과정 연구
· 고부가가치 의약용 단백질 생산 식물 개발 연구

천연물화학 연구실

· 생화학 및 분자생물학 기법을 이용한 천연물 생합성 경로 연구
· 천연물 생합성 효소의 작용 메카니즘 연구
· 생물활성 천연물의 분리 및 구조연구

토양학 연구실

· 안정성 동위원소를 이용한 토양 탄소/질소 순환/역학 연구
· 북극권 영구동토층 생태계 물질수송 및 온실가스 발생 연구
· 토양계면에서 산화음이온의 경쟁적 흡착 연구

라. 교과
구분

1학기

1학년

2학년

2학기
500.172

300.219A
3343.205
5191.310*
5192.250

분석화학I
유기화학 1
생명분석화학실험
일반미생물학

응용생물화학개론

300.312* 생화학 1
3343.206* 유기화학 2
519.301* 물리화학 1
5191.308* 생명유기화학실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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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1학기

2학기

3학년

300.313* 생화학 2
519.302 물리화학 2
519.304* 농약학
5191.404* 생화학 및 분자생물학실험
5191.412* 미생물생화학

300.319* 분자생물학
519.203* 토양학
519.410 천연물과학개론
5191.303* 식물영양화학
5191.404* 생화학 및 분자생물학실험

4학년

300.221 세포생물학
519.408 유전생화학
5191.309 식물분자생리학
5191.413A* 응용생명화학실험1
5191.414A* 응용생명화학실험2

519.411 분자구조해석
5191.305 토양환경화학
5191.413A* 응용생명화학실험1
5191.414A* 응용생명화학실험2

*는 전공 필수 교과목입니다.

3. 응용생물학전공
가. 전공소개
응용생물학전공에서는 농업생산의 안정성 및 농업생물과 관련된 생물학의 기초분야와 응용분야의 교육과 연구를
수행한다. 최근까지 생물자원의 효율적 보전이라는 전제 아래 식물병과 해충의 방제에 중점을 두어 농업분야에서
기본적이고 실제적으로 응용할 수 있는 실용학문으로 발전되어 왔으며, 근래 분자생물학 및 이에 관련된 분야의 급
속한 발전과 농업생물 분야에서 첨단기법의 필요성이 증대되어 농업환경 및 분자생물학 등이 강조된 연구실이 대
학원에 신설되어 있다.
식물미생물학 분야에서는 진균, 세균, 바이러스, 선충에 의한 병의 진단, 분자유전학적·생리형태학적 발생메카니
즘과 식물병역학, 미생물독소 및 토양환경관련 미생물과 자원식물보호에 관한 연구를 하고 있다. 특히 현재 전세계
적으로 첨단 생명과학분야를 이끌고 있는 식물미생물분야의 유전체 기능 연구 및 단백질 발현연구 그리고 식물병
예찰 시스템 개발 등이 활발히 연구되고 있다. 식물미생물학 분야는 각 세부 전공별로 곰팡이 독소학, 식물병역학,
환경미생물학, 식물균병학, 임상식물병리 및 선충학, 식물세균학, 식물바이러스학의 총 7개 전문 연구실로 이루어
져 있다.
곤충학 분야에서는 곤충 분류, 생태, 생리 연구와 곤충과 해충을 제어하기 위하여 곤충병리학, 생리활성천연물,
생물농약 등에 대한 연구를 하고 있고 각 세부 전공별로 생리활성천연물, 곤충생태학, 곤충계통분류학, 곤충생리학,
곤충분자생물학, 곤충미생물공학 이상 총 6개 분야의 전문 연구실과 우수한 교수진들이 있다. 특히 응용곤충학 분
야에서 중요한 해충에 대한 생물학적 연구는 유익하거나 잘 알려지지 않은 다른 곤충 종들에 비해서 훨씬 더 많이
되어 있다.
앞으로 농업, 임업, 보건 등 우리 인간의 식량과 보건에 심대한 영향을 주는 해충들을 방제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을 알아내기 위해 해충에 대한 생물학적 연구에 많은 관심을 가질 것으로 여겨진다. 이들 각 연구 분야는 상호
유기적인 연관을 가지면서 독자적인 영역을 구축하고 있다.

나. 교수진
전공

식물미생물학

성명

전공분야

이메일

가종억

환경미생물학

joka@snu.ac.kr

김국형

식물바이러스학

kookkim@snu.ac.kr

김영호

임상식물병리 및 선충학

hokim@snu.ac.kr

박은우

식물병역학

ewpark@snu.a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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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공

곤충학

성명

전공분야

이메일

이용환

식물균병학

yonglee@snu.ac.kr

이인원

곰팡이독소학

lee2443@snu.ac.kr

황인규

식물세균학

ingyu@snu.ac.kr

안용준

곤충독성학

yjahn@snu.ac.kr

이승환

곤충계통분류학

seung@snu.ac.kr

이시혁

곤충분자생물학

shlee22@snu.ac.kr

이준호

곤충생태학

jh7lee@snu.ac.kr

제연호

곤충미생물공학

btrus@snu.ac.kr

이광범

곤충생리학

kwanglee@snu.ac.kr

다. 연구실
연구실

식
물
미
생
물
학

곰팡이 독소학 연구실

식물병역학 연구실

· 식물병의 발생 생태의 수식적 모델과 이를 통한 식물병의 종합적 방제를 연구
· 병 발생 및 진전과정에 관한 컴퓨터 시뮬레이션 개발
· 고해상도 전국 식물병 발생 예측 실시간 지도 개발

환경미생물학 연구실

·
·
·
·

식물균병학 연구실

· 곰팡이 병원체의 특성 규명을 통한 식물병 방제 연구
· 곰팡이 유전과 곰팡이의 신호전달체계
· 기주 또는 비기주 식물과 병원균과의 상호작용에 관한 분자생물학적 연구

미생물에 의한 환경오염물질 분해 연구
분해 관련 미생물의 순수분리 및 분해활성, 분해유전자 연구
분해 미생물의 계통분류학적 특성, 환경적응능력, 실제 환경에서의 군집역학 연구
토양에서의 유전물질의 확산 연구, 자생미생물 발굴연구

· 식물병의 임상진단을 통해 병의 원인, 경중을 알아내어 방제법 개발에 기초적인 정보를 제공
· 병원학과 조직 병리학적 측면에서 식물과 미생물의 관계 연구
임상식물병리 및 선충학연구실
· 식물기생선충의 동정, 생태 및 타 생물과의 관계규명으로 토양병의 생물학적 방제법 개발 연구
· 펄핑 공정의 바이오리파이너리에 관한 연구
식물세균학 연구실

식물바이러스 연구실

곤
충
학

연구분야
· 인체에 독성을 일으키는 곰팡이 2차 대사산물을 연구
· 오염된 농산물의 인체에 미치는 위해성 및 독성을 평가
· 곰팡이 대사산물의 식물병과의 관계, 생화학적 유전학적 메커니즘 연구

· 식물과 세균의 상호작용에 대한 분자생물학적 연구
· 벼, 콩 등 주요 작물에 병을 일으키는 세균의 유전체학 연구
· 주요 세균의 병원성관련 신호전달과 방출단백질의 생화학적 연구
· 식물에 병을 일으키는 식물기생 바이러스 연구
· 바이러스의 식물세포 내 증식과 복제기전의 분자생물학적 또는 생화학적 연구
· 식물바이러스 병원성 요인들과 기주유전자산물의 상호작용 연구

곤충계통분류학 연구실

·
·
·
·

곤충의 진화 계통에 따른 분류체계 확립 및 상호 유연관계 연구
생명현상을 생물의 진화 과정에 따라 조리 있게 설명
형태적 분류와 DNA sequencing 등을 이용한 기후변화예측 모델링 및 생태계 복원 연구
자원곤충의 탐색 및 이용에 관한 연구

곤충분자생물학 연구실

·
·
·
·

해충의 살충제 저항성의 분자생물학적 메커니즘 연구
DNA를 이용한 효과적이고도 신속한 저항성 진단법
곤충 유용유전자원의 발굴 및 활용
해충 및 유용곤충의 유전체 연구

곤충미생물공학 연구실

·
·
·
·

곤충 관련 미생물의 특이 유전자 탐색과 이용 연구
곤충 관련 재조합미생물 제작과 특성 규명 연구
곤충 병원 미생물을 이용한 친환경 살충제 개발
곤충을 이용한 외래단백질 생산 시스템 개발

곤충생리학 연구실

· 곤충 영양 섭식과 생리 현상에 대한 유전적, 진화적 분석
· 곤충 면역력 발현과 환경적 요인들 간의 상호작용
· 곤충의 채색 변이의 생리적, 진화적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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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실

연구분야

곤충생태학 연구실

·
·
·
·

농업생태계에서 곤충이 차지하는 위치와 역할
생태계 내 곤충들의 다양성에 대한 연구
천적의 대량사육, 시설작물에 대한 해충의 피해 분석
해충의 발생예찰 및 관리, 산림해충의 개체군 동태 연구

생리활성천연물 연구실

· 생물체 내의 대사과정 속에서 생합성되어 축적된 유기화합인 천연물들로부터의 기능성
생리활성 물질을 개발
· 무공해 살충제 개발, 장내정화제 개발, 항산화제

라. 교과
구분

1학기

1학년

2학기
500.172 응용생물화학개론

2학년

3343.205* 유기화학 1
519.251 일반생태학
5192.250* 일반미생물학

300.312* 생화학 1
500.301A 통계학개론 및 실습
519.253* 곤충학 및 실험
5192.252* 식물병리학총론

3학년

500.203 유전학 및 실험
5192.350* 임상식물병학 및 실험
5192.358* 진단곤충학 및 실험
5192.453 식물 및 곤충바이러스학
5192.357A 식물해부형태학 및 실험

300.313 생화학 2
519.203 토양학
519.354* 응용곤충학 및 실험
5192.353 농업환경미생물학
5192.355* 농업식물생리학
5192.359A 곤충생리 및 생화학

4학년

300.221 세포생물학
300.319 분자생물학
5192.456 응용미생물생태학
5192.457 분자식물병리학
5192.458 친환경해충관리론
5192.461 곤충생명공학
5192.463* 응용생물학실험1
5192.464* 응용생물학실험2

5171.002
5192.452
5192.454
5192.460
5192.462
5192.463*
5192.464*

작물학개론
자원생물소재학
곤충독성학개론
식물병제어론
균학
응용생물학실험1
응용생물학실험2

*는 전공 필수 교과목입니다.

4. 졸업 후 진로
* 대 학 : 다수의 국내외 대학 (농/생명과학대, 자연대, 의대, 약대, 공대 등 다방면의 생명과학관련전공 분야)에서
석/박사급 연구원 및 대학교수로 활동
* 연구소 : 한국생명공학연구원, 한국화학연구원, 국립보건연구원, 국립환경연구원, 농업생명공학원, 농업과학기술
원, 한국식품개발연구원, 제약회사 연구소, 농약회사 연구소, 식품회사 연구소, 종묘회사 연구소 등에서
연구원으로 활동
* 기 업 : 제약회사, 식품회사, 각종 화학관련 업계, 바이오 벤처기업 등
* 기 타 : 공무원, 변리사 등

5. 응용생물화학부를 지원하고자 하는 학생이 갖추어야 할 자질
가. 고려대학교 생명공학과 소개자료(이런 학생 생명공학에 딱!!)
* 생물에 많은 흥미를 가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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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격이 섬세하고 꼼꼼하다.
* 풍부한 상상력과 기발한 아이디어가 많다.
* 논리적으로 생각하여 결과를 도출해 내는 것을 좋아한다.
* 평소 호기심이 많아 여러 가지 실험을 하는 것을 좋아한다.

나. 연세대학교 생명시스템대학 소개자료(어떤 친구들이 오면 좋을까요?)
* 생화학과 : 고등학교에서 공부하는 화학, 생물학이 재밌는 학생이라면 생화학 역시 좋아할 것이라 믿어 의
심치 않아요. 화학과 생물학을 모두 공부할 수 있어 다양한 지식을 얻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학문의 특성상 많은 내용을 이해하고 외울 필요가 있어 뛰어난 암기력을 가졌다면 더
좋을 것 같아요. 물론 암기력보다 중요한 건 꾸준하고 성실한 공부태도를 가진 사람이겠죠. 한
편, 생화학을 연구하는 과학자가 되고자하는 학생이라면 확고한 윤리의식을 가져야 합니다. 연
구활동 자체도 거짓이 있어서는 안되고, 생화학은 건강, 환경과 밀접한 관련이 있기 때문에 항
상 도덕적인 자세를 견지해야만 합니다.
* 시스템 생물학과 : 평소 생명과학분야에 대한 관심과 흥미가 있는 친구라면 대학생활 내내 즐겁게 공부할
수 있을거라 생각합니다. 노벨 생리의학상 관련 뉴스나, 생명과학분야에 대한 새로운 발견소식
에 귀가 쫑긋해지는 친구들이나, 학교에서 배우는 생물과목에 왠지 모르게 열정을 불태우는
친구들 말이에요. 그 외에도 관찰력이 뛰어난 친구나, 어떤 현상에 대해 논리적인 접근을 잘
하는 친구들이 오면 좋을 것 같습니다.
* 생명공학과 : 생명공학과에선 여러 실험을 많이 합니다. 실험을 할 때 가장 필요한 자세는 성실한 자세입
니다. 보통 실험은 프로젝트 단위로 진행되며 한 프로젝트는 짧게는 몇 달에서 길게는 몇 년
동안 진행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오랜 기간 동안 성실한 자세로 실험을 하지 않으면 원하는 결
과가 나오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창의성 또한 생명공학에서 필요한 중요한 요소라고 볼 수 있
습니다. 연구원이라면 자신이 하는 일을 설계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럴 때 창의성이 빛을 발
하겠죠? 하지만 창의성이 없다고 너무 걱정하지는 마세요. 지식이 쌓일수록 창의력도 늘어난
답니다.

다. 2015 전공탐색을 위한 충북대학교 안내서(응용생물과학부 - 입학준비 Tip)
* 전공관련 교과목 : 영어, 생물, 화확
* 전공관련 비교과활동 :
(식물자원학과) 생태체험학습환경교육, 창의성 교육, 과학탐구&실험반, 생명탐구반
(환경생명화학과) 독서⋅논술교육, 생태체험학습환경교육, 창의성 교육, 영어회화⋅토론반, 과학탐구&실
험반, 수리탐구&논술반
* 봉사활동 : 업무보조활동(교내, 병원, 도서관, 기관 등), 학습도우미(복지관, 방과후학교, 부진학생 등), 환
경정화(청소⋅분리수거 등)

라. 워크넷 학과 정보(응용생물화학부) 적성과 흥미
지구상에 존재하는 생명체, 그리고 자연에 대해 관심을 갖고 있는 학생으로 다른 응용학문의 기초가 되는
학문인만큼 논리적인 사고나 통찰력을 갖고 있어야 합니다. 많은 실험과 실습을 하게 되므로 인내심도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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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니다. 연구자적인 소양을 갖추고 문제를 해결하길 좋아하고, 생물학이나 물리학 등에 기초 과학과목에 흥
미가 있는 학생이라면 보다 즐겁게 공부할 수 있습니다.

6. 응용생물화학부 지원 학생을 위한 추천도서
가. 고려대학교 생명공학과 소개자료(미리보는 생명공학)
* 최광열 [MT 생명공학]
* Ray V. Herren. [생명공학으로의 초대]
* 찰스 콜슨. [생명공학, 판도라상자의 열쇠인가?]

나. 전남대학교 「고교생을 위한 모집단위 추천도서」
* 농식품생명화학부 : 전창림 [미술관에 간 화학자], 박준우 [아나스타스가 들려주는 녹색화학이야기],
페르 니 쿠터,제이 버레슨 [역사를 바꾼 17가지 화학이야기1], 황영애 [화학에서 인생을 배우다]
* 식물생명공학부 : 윤성탁 [인간과 환경이야기], 정지웅 저 [환경을 살리는 농업, 농업을 살리는 환경],
농업생명공학기술바로알기협의회 [식탁 위의 생명공학], 피터 톰킨스 저(황금용 역) [식물의 정신세계]
제임스 왓슨 저(최돈찬 역) [이중나선]

다. 2015 전공탐색을 위한 충북대학교 안내서
* 식물자원학과 : 김현영 [식량안보 한민족의 미래], ABC NURI [바이오 농업은 제2의 녹색혁명인가], 노먼
보로그 [굶주림과의 투쟁], 찰스 다윈 [종의 기원], 와타나베 츠토무 [3일만에 읽는 유전자], 희의송 [6차
산업을 디자인하라], 사토 요우이치로[쌀의 세계사], 공중원 [우리 쌀 오천년]
* 환경생명화학과 : 파울로 코엘료 [연금술사], 호아킴 데 포사다 [마시멜로 이야기], F.H.킹[4천년의 농부],
스노 유킨도[누가 지구를 지켜왔는가], 레이첼 카슨 [침묵의 봄]

7. 자료 출처
항목

자료 출처

1. 학부소개

서울대학교 농업생명과학대학 홈페이지/응용생물화학부 홈페이지 - 학부소개

2. 응용생명화학전공

· 응용생물화학부 홈페이지/응용생명화학전공 홈페이지 – 전공소개, 교수진, 교과과정
· 서울대학교 2015 농생대 홍보책자(농업생명과학대학 홈페이지 – 농생대 홍보)

3. 응용생물학전공

서울대학교 2015 농생대 홍보책자(농업생명과학대학 홈페이지 – 농생대 홍보)

4. 졸업 후 진로

응용생명화학전공 홈페이지 – 전공소개 – 응용생명화학이란

5. 응용생물화학부를 지원하고자 하 ·
·
는 학생이 가져야 하는 자질
·
6. 응용생물화학부 지원 학생을 위한 ·
추천 도서
·

고려대학교 전공 소개자료
연세대학교 전공 소개자료
전남대학교 전공소개 e-book
2015 전공탐색을 위한 충북대학교 안내서
워크넷 – 직업진로 – 학과정보검색

※ 일부자료의 경우 서울대 응용생명화학부 홈페이지의 내용에 변경된 점이 있어 학부의 도움을 받아 수정되었습니다.

- 136 -

■■■

조경․지역시스템공학부

1. 학부 소개
우리국토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전원공간은 자연자원과 지하자원 그리고 어메니티가 부존되어 있고, 국가경제
의 기본이 되는 자원의 생산과 서비스산업의 기반이 되고 있다. 이 공간은 새로운 시대를 맞아 인간다움과 개인의 가
치가 중요시 되는 선진국형으로 발전하면서 생산적 공간에서 창조적 공간으로 역할이 변모하고 있다. 이러한 변화를
적절히 수용하기 위해서는 먼저 창조적 공간을 구상하여야 하고, 또한 현실적으로 이를 구현하여야 한다. 나아가 문화
와 생태를 기반으로 하는 새로운 가치에도 관심을 두어야 하며, 이는 21세기 새로운 국토 공간 구성의 기초가 된다.
조경·지역시스템공학부는 도시(urban) 및 지역(rural)의 외부 환경을 생태학 및 공학, 나아가 문화 전반에 이르는
다양한 지식을 바탕으로, 창조적 공간구성에 필요한 예술적 감성과 이를 공간적으로 구현하기 위해 필요한 기술이나
공학적인 해결능력을 겸비한 전문가 양성을 위한 연구와 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이를 위해 새로운 구상과 현실 구현에 필요한 계획(planning), 설계(design), 그리고 시공(construction)과 관리
(management)에 필요한 기초학문을 습득하고, 실습을 통한 실무능력을 동시에 기르고 있다.
현재 조경·지역시스템공학부는 조경학 전공과 지역시스템공학 전공이 개설되어 있다.

2. 조경학 전공
가. 전공소개
조경(造景; landscape architecture)은 삶의 예술이다. 인간이 세계를 살며 자연과 만나 대화하고 문화를 일구어
나가는 일상의 예술인 것이다. 그러므로 조경은 자연과 문화의 접점에서 벌어지는 생동감 있는 디자인 행위이다.
이러한 디자인은 생각하기, 말하기, 글쓰기, 그림그리기, 만들고 짓기 등 다양한 인간 활동을 포함하는 복합적 행위
이며, 실천뿐만 아니라 이론을, 실천과 이론의 대화를 요청한다.
조경학은 우리 삶의 바탕인 토지와 환경을 아름답고 쓸모있고 건강하게 만들고 가꾸는 이론과 창조를 포괄하는
종합과학 예술이다. 조경학 전공은 작게는 주택정원, 도시광장, 공원으로부터 크게는 도시와 국토에 이르는 광범
위한 옥외공간의 계획, 설계, 시공, 관리 능력을 배양하는데 교육의 좌표를 두고 있다. 이를 위해 조경학 전공은
인문학, 사회과학, 예술, 자연과학, 공학 등 폭넓은 스펙트럼 상의 기초 학문 습득, 합리적이면서도 창조적인 문제
해결 능력 배양, 실험적이면서도 세련된 디자인 감각 훈련 등을 위해 다양한 유형의 강의와 설계 실습을 제공하고
있다.
학부 과정에서는 주로 기초 이론과 실천(계획 및 설계)에 대한 강의와 실습이 진행되며, 대학원 과정에서는 조경
이론을 탐구하고 연구 및 설계 능력을 배양함으로써 광범위한 한국은 물론 세계 조경계와 학계를 선도할 수 있는
인재를 양성하고 있다.

나. 교수진
성명

전공분야

연구실

이메일

김성균

조경설계 및 이론, 문화경관론

환경 및 문화 디자인연구실

sung@snu.ac.kr

안동만

조경시공관리 및 역사경관보전

경관보전 및 개발연구실

ahntm@snu.ac.kr

이동근

경관생태학, 환경계획 및 평가, 기후변화적응 및 완화 경관생태학 및 기후변화적응연구실

dklee@snu.ac.kr

배정한

통합환경설계, 조경이론/미학/비평

통합설계/미학연구실

jhannpae@snu.ac.kr

정욱주

landscape urbanism 도시조경설계

도시조경설계연구실

wookju@snu.a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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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류영렬

전공분야

연구실

이메일

환경생태

환경생태학 연구실

yryu@snu.ac.kr

윤희연
도시계획학
* 안동만 교수 2015년 8월 퇴직 예정

조경 계획 연구실

hyyoon@snu.ac.kr

다. 연구실 소개
연구실

연구분야

환경․문화디자인 연구실

·
·
·
·

조경설계 및 이론
한국 전통조경의 이론 및 현대설계에의 응용
문화경관의 해석 및 설계적 응용
조경식물 및 식재설계

경관생태학 및 기후변화적응 연구실

· 경관생태학과 GIS에 기반한 공간적 환경영향평가
· 기후변화를 고려한 영향 평가 및 피해와 편익의 경제성 평가
· 기후변화 적응 및 완화대책 제안

도시조경설계 연구실

· 도시현상의 이해를 바탕으로 한 대규모 도시 조경 계획 및 설계
· 도시공원 네트워크 등 조경의 기반 시설적 역할에 대한 이론 및 실제

통합설계/미학 연구실

· 조경 이론과 설계, 조경 미학과 비평 사이의 다각적 함수 구축
· 현대 조경설계 및 이론, 한국현대조경사, 설계 매체, 환경미학 연구
· 통합적 환경설계의 이론적, 실천적 전략으로서 랜드스케이프 어바니즘(Landscape Urbanism)
연구

환경생태학 연구실

· 경관의 탄소, 물, 에너지 순환 이해 및 예측
· 환경생태 및 공원녹지 계획
· 생물 기상, 도시 생태

조경계획․설계 연구실

· 조경 계획과 설계에 관한 이론과 실재
· 조경 공간의 경제, 사회적 영향에 대한 분석과 평가, 정책 연구
· 환경 심리를 이용한 조경 설계 연구

라. 교과
학년

1학기

2학기

1학년

신입생세미나

조경·지역시스템공학개론

2학년

조경식물재료학
공간디자인
GIS와 계량분석실습
조경컴퓨터그래픽

조경드로잉 및 매체
조경공학
경관생태학
서양조경의 역사와 이론
조경생태분석
조경설계1

3학년

조경재료 및 시공
조경계획
공원녹지계획
조경미학

식재설계
환경복원계획
조경현장실습
동양조경의 역사와 이론
조경설계2

4학년

지속가능환경계획론
조경적산 및 경영분석
문화경관조경론
조경논문연구
조경설계3

통합환경설계
도시조경론
관광지조경계획 및 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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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 졸업 후 진로
조경학 전공의 졸업생은 정원, 가로, 광장, 공원, 주거단지, 리조트 등을 설계하는 조경설계가, 국토나 도시 혹은
지역 차원의 종합적인 계획을 담당하는 조경계획가, 공원녹지·도시경관 등 관련 행정을 이끌어가는 공무원, 조경
관련 연구기관의 연구원, 조경가를 양성하는 교수 등으로 활동하며 조경의 사회적 비전을 실천하고 있다.

3. 지역시스템공학 전공
가. 전공소개
지역시스템공학은 미래복지사회에 필요한 전원공간을 조성하고 유지하는 공학적 요소를 담당한다. 현대는 정보
기반과 첨단 과학을 기본으로 여러 학문 분야가 종합되고 있고, 공간적으로도 통합되고 있다. 특히 자원의 소재지
는 농촌지역이지만 자원의 이용지는 도시지역이므로 자원의 보전과 이용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따라서 이 공간을
과학적 합리주의를 이용하여 유기적으로 연결하고 조절하여야한다.
지역시스템공학전공에서는 자원과 공간의 이용성을 능률화할 수 있도록 기초 공학 분야를 종합 구성하여 연구한다.
즉, 국가발전에 필요한 핵심기술인 6T 기술 중에서 정보, 생명, 문화 및 환경기술(IT, BT, CT, ET )을 전원과 인근
도시지역이 공유하면서 지속가능한 공간으로 발전시킬 수 있도록 기술문제가 전공과정에서 심도 있게 다루어진다.
주요 연구 분야는 물과 토지, 공기 등 자연자원을 효과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농촌 수자원 및 토양‧토지 관리공학
분야, 쾌적한 전원환경조성 및 환경‧에너지공학 분야, 전원의 생활과 복지 증진을 위한 정보공학 및 시스템공학 분
야와 쾌적한 전원의 재구성과 개선을 위한 계획과 설계 분야로 나누며, 광범위한 공학과목과 함께 문화와 관련된
소양의 배양도 같이 요구된다.

나. 교수진
성명

전공분야

연구실

이메일

이정재

구조 및 시스템 엔지니어링

농업구조 및 시스템공학연구실

ljj@snu.ac.kr

김준

복잡계과학

복잡계과학연구실

joon@snu.ac.kr

이인복

대기·시설환경 및 에너지 공학

대기-시설환경 & 에너지공학연구실

iblee@snu.ac.kr

최진용

지역용수정보공학

지역용수정보공학연구실

iamchoi@snu.ac.kr

김성배

수질환경복원공학

환경기능성소재 및 바이오콜로이드 연구실

songbkim@snu.ac.kr

강문성

지역수자원시스템공학

지역수자원시스템공학 연구실

mskang@snu.ac.kr

손영환

농촌지반환경공학

지역기반건설공학연구실

syh86@snu.ac.kr

다. 연구실 소개
연구실

연구분야

농업구조 및 시스템공학연구실

· 농촌과 농업시설물 체계적 계획, 설계, 운영 및 유지 관리를 위한 시스템과 구조의 공학적 연구
· 농촌정보의 관리 및 활용을 위한 농촌정보공학 연구
· 농촌어메니티와 같은 비정형 자원의 과학적 계량과 이용을 위한 시스템공학적 기법 개발

복잡계과학연구실

· 복잡계의 자기조직화 및 형태발생공학 연구
· 농림기상학‧생태계생태학‧지속가능한 관리
· 농림생태계의 물질‧에너지‧정보순환연구

대기․시설환경 & 에너지공학연구실

· 공기유동해석학적 접근을 통한 농업시설 및 환경조절시스템의 적정설계
· 기상 및 지형을 고려한 친환경 농촌의 대기환경
· 농업용 에너지 절감기술 및 대체에너지 이용 기술 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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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실

연구분야

지역수자원 및 정보공학연구실

· 물 관리 첨단화 기법 및 농촌용수 관리기술 및 기후변화 연구
· 지리정보시스템과 위성영상을 이용한 농업/농촌자원 관리기술의 개발
· 전원공간의 관리 및 개선계획기법 연구

환경기능성소재 및 바이오콜로이드
연구실

· 수처리시스템에서 콜로이드 입자의 여과에 관한 연구
· 수질오염물질 이동기작 연구
· 친환경농업과 수질오염물질 저감방안 연구

지역수자원시스템공학 연구실

· 종합적 오염총량관리 시스템 개발
· 지속 가능한 생태수리기작 연구
· 객체지향 유역비점오염모델링 시스템 개발

지역기반건설공학연구실

· 농촌 자연사면 재해예측 시스템 연구
· 지반정보 및 지반환경 분야
· 연약지반의 거동에 대한 연구

농업수자원공학연구실

· 유역 수문 및 수질 모니터링/모델링(토양침식, 오염물질 이동, 비점오염원 관리 등)
· 수자원 최적 관리 및 대체 용수 활용 연구

라. 교과
학년

1학기

2학기

2학년

457.002* 측량학 및 실습
5272.201* 응용공학수학 1
5272.211* 정역학
5272.212* 지역컴퓨터설계

457.201* 재료역학 및 실험
5272.202* 응용공학수학 2
5272.221* 환경유체역학
5272.222 응용소프트웨어공학

3학년

457.001* 수리학 및 실험
5272.311 지역환경공학 및 실험
5272.312* 응용시설구조공학
5272.321* 토질역학 및 실험
5272.324 건설재료학 및 실험

457.003* 수문학 및 실험
457.004 철근콘크리트공학
5272.323 지역개발관리공학
5272.325* 지역수자원시스템공학
5272.326 지역수자원시스템설계

4학년

5272.411A* 지역수자원관리공학 및 실습
5272.413* 지역자원보전공학 및 실습
5272.414* 생물환경조절공학 및 실험
5272.416* 지역시스템공학
5272.417 지역시스템설계 및 실습

5272.415* 지역기반조성공학 및 설계
5272.423* 그린지역계획론
5272.424* 농촌지리정보시스템 및 원격탐사

【졸업요건】
- 전공필수(*표시) 교과목 포함하여 전공 60학점 이상 + 교양 36학점 이상(영역별 교양과목 학점배분구조표
참고) 총 130학점 이상 이수해야함
- 외국어진행강좌 수강의무 : 2008학년도 신입생부터 1과목 이상의 전공교과목을 포함하여 3과목 이상의 외
국어 진행강좌(대학영어포함) 수강하여야 함.

마. 졸업 후 진로
졸업 후 대학과정에서 습득한 학문과 관련이 있는 직장으로 진출하는 비율이 90% 이상을 상회할 정도로 전공지
향성이 강하며, 과거 건설 기업 중심의 취업으로부터 근래에는 연구기관, 공사, 정부기관 등으로의 취업이 증가하
고 있다. 대부분의 졸업생이 졸업 전에 토목기사 등 건설관련 기사와 정보처리기사 등의 자격증을 획득하고 있고,
현직에서 일정 기간이 경과하면 기술직 최고의 각종 기술사 자격증을 취득할 수 있기 때문에 취업률이 높고 사회
적 발전성이 유망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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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조경 ․ 지역시스템공학부를 지원하고자 하는 학생이 갖추어야 할 자질
가. 서울시립대 조경학과 인재상
조경학에 대한 관심 및 학업 열의가 강하며, 자연현상 및 과학에 대한 지식과 예술적 소양을 갖춘 학생

나. 전남대학교 농업생명과학대학 전공소개 e-book (이런 자질이 필요해)
<조경학과>
* 창의적이며 진취적인 사고력
* 다양한 학문분야에 필요한 사고력과 소통능력
* 책임감을 갖고 주어진 일을 끝까지 수행하려는 자세
* 친한 고교 교과 : 과학(생물, 물리, 지구과학), 수학, 영어
<지역바이소시스템공학과>
* 공학과 자연과학에 대한 관심
* 창의적이고 진취적인 성격으로 주어진 문제를 다각적으로 분석하려는 자세
* 고교 교육과정(수학 및 과학 과목) 이수를 통한 공학적 문제 해결 능력
* 농업 및 농촌의 다원적이고 공익적인 기능에 대한 관심
* 향후 지역바이오시스템공학자로서 관련 분야 발전을 선도할 수 있는 능력
* 친한 고교 교과 : 국어, 영어, 수학, 과학(공통과학, 물리, 생물, 화학)

다. 워크넷 학과 정보(조경학과) 적성과 흥미
조경학과는 다양한 전공이 모여서 이루어진 학과이기 때문에 이 사회를 다양한 관점에서 관찰할 수 있는 안
목과 과학적인 문제분석능력을 갖춘 학생에게 적합한 전공입니다. 시각적으로 아름답게 보이는 것도 중요하
므로 미적 감각도 요구됩니다. 여러 분야의 사람들이 함께 일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팀 활동을 위한 협동심이
필요하고, 현상을 전체적으로 조망할 수 있는 시스템 위주의 사고방식 및 문제해결능력이 필요합니다.

5. 조경 ․ 지역시스템공학부 지원 학생을 위한 추천도서
가. 전남대학교 추천도서
* 조경학과 : 레이첼카슨 [침묵의 봄], 허균 [한국의 정원 선비가 거닐던 세계], 고재경 [녹색 도시를 꿈꾸는
저탄소 사회 전략], 안영희 [조경생태학], 노엘 킹스버리 [원예식재와 조경]
* 지역바이오시스템공학과 : 빌 브라이슨 [거의 모든 것의 역사], 데이비드 보더니스 [E=mc2 세상에서 가장
유명한 방정식의 일생], 한다 료스케 [천재들이 즐기는 수학 퍼즐 게임]

나. 부산대학교 모집단위 교수가 추천하는 도서 목록(조경학과 – 조재우교수)
* 임승빈 [조경이 만드는 도시], 우종영 [나는 나무처럼 살고싶다.], 환경과 조경 [환경과 조경], 고규홍 [나
무가 말하였네 1,2], 한국조경학회 [조경설계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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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자료 출처
항목

자료 출처

1. 학부소개

서울대학교 농업생명과학대학 홈페이지/조경․지역시스템공학부 홈페이지 - 학부소개

2. 조경학전공

· 조경․지역시스템공학부 홈페이지/조경학전공 홈페이지 – 학과소개, 교수진, 학사안내
· 서울대학교 2015 농생대 홍보책자(농업생명과학대학 홈페이지 – 농생대 홍보)

3. 지역시스템공학전공

· 조경․지역시스템공학부 홈페이지/지역시스템공학전공 홈페이지 – 학과소개, 교수진, 학사안내
· 서울대학교 2015 농생대 홍보책자(농업생명과학대학 홈페이지 – 농생대 홍보)

4. 조경․지역시스템공학부를 지원하고 · 전남대학교 전공소개 e-book
자 하는 학생이 가져야 하는 자질 · 워크넷 – 학과정보(http://www.work.go.kr)
5. 조경․지역시스템공학부 지원 학생 · 2015 전공탐색을 위한 충북대학교 안내서
· 2014년 부산대학교 모집단위 교수가 추천하는 도서 목록
을 위한 추천 도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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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과학대학

■ 경제학부
■ 정치외교학부

■■■

경제학부

1. 학부 소개
경제학은 인간의 일상을 연구하는 학문으로 사람이 먹고 사는 본질적인 문제를 다룬다. 경제학은 경제주체가 희소
한 자원을 이용하여 재화와 서비스를 생산·분배·소비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경제문제를 연구하는 학문이다. 효율성과
공평성의 달성을 지향하는 실천적 사회과학으로서 경제학은 200년이 넘는 역사를 거쳐 발전해 오는 동안 이론적 체계
가 정교하게 확립되어 오늘날 '사회과학의 여왕'이라 불리고 있다. 현대의 경제학은 경제 성장과 경제 안정, 경제적 형
평이라는 주요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방법을 모색하는 한편, 환경·교통·정보·산업·기술·노동·금융·국제경제기구·경제통
합 등 광범위한 연구 주제를 가지고 인류의 물질적인 진보와 미래 사회의 비전 제시에 노력하고 있다.
1946년 서울대학교 설립 이후 반세기 넘는 세월 동안 경제학부는 우리나라의 경제학 교육과 연구를 주도하고 사회
봉사에 앞장서며 국가사회의 발전에 크게 기여해 왔다. 또한 경제학부는 인문·사회계에서는 서울대학교 최초로 1995
년에 경제학과와 국제경제학과를 완전 통합하여 학부제를 모범적으로 정착시켰으며, 학부의 운영을 자율화하고 교수
평가의 경쟁체제 도입에 선도적으로 임해 왔다. 현재 경제학부의 연구 능력은 서울대학교 내 인문·사회계에서는 어떤
학문분야보다도 세계 우수대학 수준에 가장 근접한 상황이다. 경제학부는 세계화 및 정보화 추세에 발맞추어 앞을 내
다보는 교육과 진로지도를 통해 졸업생들이 원활하고 역동적인 사회진출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 현재 경제학
부의 졸업생들은 학계, 연구소, 정부, 기업, 금융계, 언론계 등 사회 각 분야에서 지도적 역할을 수행하고 있으며 왕성
한 활동을 벌이고 있다.

가. 전공소개
인간은 삶을 살아가는데 있어서 항상 선택의 기로에 놓이게 된다. 예를 들어 부모님에게 용돈을 받을 때, 우리는
이 한정된 용돈으로 게임기를 살 것인지, 내가 좋아하는 옷을 살 것 인지 등에 대해 고민하게 된다. 만약 게임기를
사기로 결정한다면 옷은 살 수가 없다. 이 고민의 지점이 바로 경제학의 시작이자 끝이다. 즉 경제학은 한정된 자
원 내에서 어떻게 하면 최대의 효용을 얻을 수 있는 지, 이 선택을 하였을 때 기회비용은 어떻게 되는지 등에 대해
연구를 한다. 그리고 이 과정에서 일반적인 법칙을 도출하고 미래 현상을 예측한다. 경제학도들은 단일 현상을 그
자체로만 생각하지 말고, 사회의 다른 요인들과 연관시켜 분석하고, 이를 논리적으로 구성하는 역량을 키워야 한다.
분석력 논리력을 키운다면 여러분은 최고의 경제학도가 될 수 있을 것이다. 다시 말하면 경제학은 유한한 자원을
가장 효율적으로 배분하는 방법에 대한 관심으로부터 출발하고 있으며, 따라서 경제적 효율성의 추구가 가장 핵심
적인 과제이다. 이와 동시에 공평한 분배, 순조로운 경제성장을 이룰 수 있는 방법의 탐구도 중요한 과제라고 말할
수 있다. 이런 문제들이 현실경제에서 어떻게 해결되고 있는지를 이론적, 역사적, 실증적 관점에서 탐구하는 것이
경제학 학습의 주안점이다. 따라서 기본적인 의식주 문제뿐 아니라, 교통, 환경, 교육, 기술혁신, 정보 등 광범위한
문제들을 탐구 대상으로 삼는다.
나. 교육목표
<경제 전문가 양성>
서울대학교 경제학부는 경제학적 분석력, 합리적 판단력, 세계수준에서 경쟁할 수 있는 업무능력을 갖춘 경제전
문가가 되기 위한 기본소양과 역량을 기르는 것을 교육의 목표로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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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업에 공헌, 산업 발전, 학문 발전, 국가경제발전, 정부정책에 공헌

2. 연구 분야
경제학의 주요 연구 분야로는 크게 미시경제이론, 거시경제이론, 국제경제이론, 경제사, 계량경제이론 등이 있다. 이
들 분야를 좀 더 세분화 한다면 산업조직이론, 게임이론, 재정학, 공공경제학, 재무경제학, 노동경제학, 계약경제학, 정
보경제학, 화폐금융이론, 경제성장이론, 국제무역이론, 국제금융이론, 기술경제학, 경제발전 및 전략, 산업경제학, 경제
추격론, 이행기경제 및 경제체제, 한국경제사, 서양경제사, 경제사상사, 경제통계학, 계량경제학 등이 있다.

3. 경제학부 교과
가. 전공과목 이수 표준 형태(* 표시는 전공필수과목으로 반드시 이수하여야 함.)
구분

1학기

1학년

200.105 경제원론 1

2학년

3학년

4학년

2학기
200.106 경제원론 2

212.201* 미시경제이론
212.203* 경제사
212.210A 경제철학개론
212.214* 경제수학
212.215 정치경제학입문
212.216 시장경제의 이해
212.301 계량경제학
212.305 재정학
212.307 국제무역론
212.309 국제금융론
212.313 동양경제사
212.317 산업조직론
212.326 노사관계론
212.328 식료와 농업의 경제학
212.329 세계경제와 한국경제
212.331 정보통신경제학
212.337A 주식, 채권, 파생금융상품 2 : 제도
212.339 게임이론 및 응용
212.341 국제경제사
212.345 산업경제세미나
212.349 미시금융론
212.351 거시경제학특강

212.202* 거시경제이론
212.204* 경제통계학
212.205 근대경제사
212.206 노동경제학
212.209 마르크스경제학
212.213 국제경제론
212.302 수리경제학
212.303 화폐금융론
212.308 국제수지론
212.314 한국경제사
212.316 경제학사
212.318 산업연관론
212.322 현대마르크스경제학
212.335A 생명경제학
212.338A 주식, 채권, 파생금융상품 1 : 이론
212.342 인구와 경제
212.343 조세론
212.344 조직과 기술경제론
212.346 금융경제세미나
212.347 경제성장론
212.348 고급계량경제학
212.350 정치경제의 이해
212.412 한국경제론
212.436 중국경제론
212.470 경제학연습 2
212.474 경제예측 및 시계열 분석
212.475 수리금융경제학
212.476 정보경제학
212.477 계약경제학 2
212.478 금융 중개와 규제

212.461 환경경제학
212.466A 경제발전과 전략
212.467A 경제추격론
212.468B 계약경제학 1
212.469 경제학연습 1
212.471 동태적 거시경제이론
212.472 이행기경제와 경제체제론

나. 전공과목 소개
* 미시경제학 : 소비자, 기업, 정부 등 경제 생활의 주체들 각각의 행동과 그들이 어떻게 어우러져 시장을 형
성하는지에 대한 이론적 기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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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시 경제학 : 국민소득, 소비, 투자, 저축 등 미시경제학에 비해 좀 더 커다란 개념. 더불어 환율과 국제
수지 등의 대외적인 개념들을 다룸.
* 계량경제학 : 경제 문제를 수학적이고 계량적으로 분석하는 방법
* 경제 정책 연구 : 정부가 재정과 통화 정책을 어떻게 세워서 국민 경제에 영향을 미치는지, 그리고 바람직
한 경제 정책은 무엇인지를 배움
* 재정학: 국가 및 지방 정부의 재정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어떻게 해야 하는가에 대한 내용
* 국제무역: 두 국가 사이에 무역이 어떻게 형성되는지, 그리고 무역을 통한 이익은 무엇이고 어떻게 이익이
나눠지는 지, 각종 무역 정책 등

4. 졸업 후 진로
경제학부가 양성하는 경제전문가는 크게 다음의 세 가지 영역에서 활약하게 된다.
학자 및 연구자

대학교수, 국내외 연구기관 연구원
국제기관 종사자

행정관료/공공기업 종사자

경제/일반행정 공무원, 국제통상전문가
중앙은행/특수은행 임직원, 공기업 임직원

경제분석가 및 관리자

기업체 임직원, 금융기관 종사자, 산업분석가
투자분석가, 컨설팅회사 전문가, 협상전문가

현재 경제학부의 졸업생들은 학계, 연구소, 정부, 기업, 금융계, 언론계 등 사회 각 분야에서 지도적 역할을 수행
하고 있으며, 본 학부 졸업생에 대한 사회 각계의 수요는 그 공급을 훨씬 초과하고 있다.
경제학부 졸업생은 경제학적 논리와 분석능력을 갖춘 전문가로서 사회의 여러 방면에서 활발한 활동을 벌이고
있다. 상당수의 졸업생들이 국내외 대학의 교수로 활동하거나 국제기구를 포함하여 국내외의 다양한 연구기관에서
활동하고 있고, 행정부, 사법부 등에서 공무원으로 일하거나 중앙은행을 비롯한 여러 공공기관 및 민간 기업 등 사
회 각 방면에서 주도적 역할을 하는 인재들이 본 학부를 거쳐 사회로 진출하고 있다.

가. 금융계
세계적으로 금융 부문이 지배적인 이 시대에 경제학을 전공했다는 것은 금융 현상을 이해하는데 뿐만 아니라 구
체적인 실무에 적응하는데 도움이 된다. 특히 증권 및 외환 딜러나 펀드 매니저로 성공하기 위해서는 환율이나 이
자율 등 각종 경제 변수들에 대한 정확한 예측 능력을 갖추어야 한다. 한국은행, 금감원, 산업은행, 수출입은행, 예
금보험공사, 시중은행, 보험사, 증권사 등 금융계에 해당하는 직장은 경제학의 주요 연구대상이니만큼 경제학 전공
자가 금융계에 진출하기 위한 상대적, 절대적 유리함은 두말할 나위도 없다.

나. 정부부처
정부기관의 다수를 차지하는 경제관련 부처는 물론이고 비경제 부처의 경우에도 경제학 전공자를 필요로 하고
있다. 또한 중앙행정부 뿐만 아니라 지방 행정부에서도 경제 전문가를 필요로 하는 시대에 이미 접어들고 있다.

다. 일반 기업

- 146 -

전 세계가 하나의 시장으로 묶이는 세계화가 진행되면서 한 기업의 운명은 더 이상 기업 내부 요인에 의해서만
결정되지 않는다. 이제 거의 모든 기업들은 세계 경제와 국가 경제 전체의 움직임과 끊임없이 상호 작용하고 있다.
이 때문에 현대의 기업가들은 기업 내부의 세부적인 경영에 능해야 할 뿐만 아니라 경제학적인 지식을 이용해 기업
의 환경을 이루고 있는 국내외 경제의 흐름을 올바로 분석하고 예측할 수 있어야 한다. 삼성, 현대, SK등 대기업 및
중견기업들의 목표는 기업 이윤의 극대화이기 때문에 무엇 보다 뛰어난 경제 전문가들을 요구하고 있다.

라. 학계 및 연구기관
국내외의 모든 유명 대학들은 경제학 전공을 중요시하고, 이에 필요한 경제학 교수들을 적극적으로 확충해 오고
있다. 뿐만 아니라 현재 국내외에는 정부 및 민간 경제 연구기관, 그리고 기타 경제관련 연구기관이 늘어나고 있어
경제전문가들을 연구원으로 채용하고 있다. 대학원 진학을 통해 경제학을 보다 폭 넓게 배운 후 대학 교수가 되거
나 국가 및 기업 경제 연구소의 연구원이 될 수 있다.

마. 로스쿨 진학 법조계
로스쿨 진학뿐만 아니라 법조인으로서 활동을 하는 데에도 경제학 전공자는 타 전공자들이 갖지 못하는 많은 이
점들이 있다.

바. 언론계 및 컨설팅회사 등
세계적으로 경제가 동조화 되면서 경제 분야의 중요성이 더욱 커지고 있다. 이에 많은 언론사에서 경제학적 지식
을 가지고 사건을 분석하고 보도할 수 있는 인재들의 수요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또한 컨설팅 분야에서도 다수
의 경제학과 졸업생들이 활약하고 있다.

5. 경제학부를 지원하고자 하는 학생이 갖추어야 할 자질
가. 고려대학교 경제학과 소개자료(이런 학생 경제학에 딱!!)
* 평소 사회의 경제 현상에 관심이 있는 학생
* 논리적이며 인과관계 분석에 흥미가 있는 학생
* 여러 사회 현상을 모델을 통해 설명하는 데 관심이 있는 학생
* 각종 경제 지표들을 읽고 분석하는 능력을 키우고자 하는 학생

나. 연세대학교 전공안내서(경제학 전공 – 어떤 친구들이 오면 좋을까요?)
경제학은 수학이 필요한 전공입니다. 즉 치밀한 수학적 도구를 필요로 합니다. 경제학 수업에는 복잡한 수식
과 그래프가 빠지지 않고 등장합니다. 특히 학계에서 경력을 만들어 나갈 계획을 가지고 있다면 수학을 즐길
수 있는 마음가짐이 필요합니다. 그러니 고등학교 과정에서 수학의 기초를 튼튼히 하고 입학하시는 것이 좋
겠습니다. 경제학은 생각보다 만만한 학문이 아닙니다. 문과생들이 배우기에는 많은 수식과 그래프가 어렵고
지겹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수학을 두려워하지 않으며 논리적인 방법으로 인간 행동을 분석하는 법을 배우
고 싶은 학생들이 오면 좋습니다. 고등학교 사회 탐구 경제 과목을 재미있게 배웠다면 도전하셔도 좋습니다.
또한 지구력이 강하고 공부하기를 좋아하는 친구들이 두각을 발휘하는 학과입니다. 하지만 인간 생활 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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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다룬다는 점에서 매우 흥미롭고, 경제학은 사회과학의 꽃으로 졸업 후 여러 분야로 진출이 가능한 장점도
있으니 관심 있는 많은 학생들의 도전을 기다립니다.

다. 전남대학교 경영대학 경제학부 소개자료(이런 자질이 필요해)
* 경제적 현상을 이해하고 분석․해결하려는 자세
* 다양한 경제문제를 능동적으로 해결하려는 의욕과 실천력과 지역사회에 배움을 환원할 의지
* 친한 고교 교과 : 사회도덕(경제, 경제지리, 공통사회, 법과사회, 사회, 사회문화, 일반사회, 정치경제 등)
수학(공통수학, 미분과적분, 수학, 일반수학, 확률과 통계, 미적분과 통계 기본, 적분과 통계, 미적분과 통
계심화), 영어

라. 2015 전공탐색을 위한 충북대학교 안내서(경제학과 - 입학준비 Tip)
* 전공관련 교과목 : 사회, 경제, 수학
* 전공관련 비교과활동 : 경제교육, 토론, 논술, 영어, 일반시사(뉴스, 미디어 등)
* 봉사활동 : 금융기관관련 업종 체험 및 봉사

마. 워크넷 학과 정보(경제학과) 적성과 흥미
경제학은 사회과학에 해당하지만, 수식이나 그래프를 활용하여 경제현상을 수학적으로 설명하는 방법론이
주류를 이루고 있기 때문에 분석적이고 논리적인 사고력이 요구됩니다.

6. 경제학부 지원 학생을 위한 추천도서
가. 고려대학교 경제학과 소개자료(미리보는 경제학)
* 김진영 [고등학생을 위한 알기 쉬운 경제 이야기], 스티븐 레빗 [괴짜 경제학], 팀 하포드 [경제학 콘서
트], 토드 부크홀츠 [죽은 경제학자의 살아있는 아이디어]

나. 전남대학교 「고교생을 위한 모집단위 추천도서」
* 토드 부크홀츠 [죽은 경제학자의 살아있는 아이디어], 니콜라우스 피퍼 [청소년을 위한 경제의 역사], 바
라라 코트프리트 홀랜더 [청소년을 위한 세계경제원론 1,2,3,4], 팀 하포드 [경제학 콘서트], 로버트 하일
브로너 [세속의 철학자들]

다. 2015 전공탐색을 위한 충북대학교 안내서
* [죽은 경제학자의 살아있는 아이디어], [숲의 서사시], [다윈지능] 등 경제학에 관련된 도서

라. 부산대학교 모집단위 교수가 추천하는 도서 목록(경제학부 – 조준현교수)
* 김대환 [하버드 박사의 경제학 블로그], 스티븐 레빗 [괴짜 경제학], 토드 부크홀츠 [죽은 경제학자의 살아
있는 아이디어], 존메이너드 케인즈 [케인즈의 일반이론(청소년을 위한)], 김수행 [자본론(청소년을 위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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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자료 출처
항목

자료 출처

1. 학부소개
·
·
3. 전공과목 소개
·
4. 졸업 후 진로
·
5. 경제학부를 지원하고자 하는 학생 ·
이 가져야 하는 자질
·
6. 경제학부 지원 학생을 위한 추천 ·
도서
2. 연구분야

서울대학교 사회과학대학 홈페이지 및 경제학부 홈페이지
워크넷
고려대학교 전공 소개자료
연세대학교 전공 소개자료
전남대학교 전공소개 e-book
2015 전공탐색을 위한 충북대학교 안내서
2014년 부산대학교 모집단위 교수가 추천하는 도서 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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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외교학부

1. 학부 소개
급변하는 지구화시대에 적응하고 나아가 세계정치를 주도하기 위하여 한국은 정치학과 국제정치학이 유기적으로 결
합된 통합적 교육으로 훈련받은 인재들을 요구하고 있다.
서울대학교는 이러한 시대적 요청에 부응하는 인재를 양성하기 위하여 그간 나뉘어 있던 정치학과와 외교학과를 통
합하여 정치외교학부를 창설함으로써 지구화, 정보화, 민주화 등 급변하는 세계조류에 부응하는 선진적이고 전문적인
통합적인 교육체계를 마련하였다.
통합된 정치외교학부는 세계와 국가가 요구하는 거시적 안목과 전문적 지식을 갖춘 인재를 양성하기 위하여 기존
정치학과와 외교학과의 교육체계의 장점을 결합하는 상승효과의 시현과 새로운 창조적 변화를 지향하는 발전방안을
수립하였으며, 그 기본적인 원칙은 다음과 같다.
가. 정치외교학부는 정치학과 국제정치학의 통합적 교육이 가져올 상승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한 기반으로서 공통기초
훈련과정 강화
창의적 상상력과 비판적 사고력 그리고 인문ㆍ사회과학적 소양을 함양하기 위한 고전 및 기초서적의 탐독과
토론을 강화한다.

나. 지구화시대의 요청에 따라 국제적이며 공공적 발전의 역량을 갖춘 리더십 교육을 강화하는 정치학 및 국제정치
학의 통합적 교육과정을 확대ㆍ심화
세계정치와 국내정치의 경계가 허물어지면서 양자의 상호관계를 종합적으로 탐구해야 할 새로운 교육
및 연구 분야에 대한 교육과정을 선도적으로 강화하여 글로벌 리더들을 배출한다.

다. 정치학 및 국제정치학 각 분야의 전공과정별 강점을 살리는 전문분야의 교육을 심화하기 위한 심층적 교육과정을
마련
정치학 전공의 공공정책 분야와 국제정치학 전공의 국제개발ㆍ협력과 에너지ㆍ환경 분야 그리고 다양한
세계지역에 대한 교육의 필요성 등을 충분히 고려한 통합적ㆍ확정적ㆍ협력적 교과과정을 마련하였다.

2. 정치학 전공
가. 전공소개
정치학전공은 지구화, 정보화, 민주화 등 급변하는 세계조류에 부응하는 선진적이고 전문적인 체계적 교육을 통
하여 세계와 국가가 요구하는 거시적 안목과 전문적 지식을 갖춘 인재를 양성하는 것을 교육목표로 삼고 있다. 이
를 위하여 정치학전공에서는 창의적 상상력과 비판적 사고력 그리고 인문ㆍ사회과학적 소양을 함양하기 위한 고전
및 기초서적의 탐독과 토론을 강화하고 있으며, 국제적이며 공공적 발전의 역량을 갖춘 리더십 교육을 강화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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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연구분야
1) 정치사상
모든 정치적 행위는 정치적 가치를 전제로 하고 있다. 따라서 플라톤 이래 오늘에 이르기까지 정치학자들의 주요
관심은 정당한 국가와 건강한 시민에 필수적인 가치체계를 연구하는 것이었다. 정의란 무엇인가? 정치권력과 권력
의 행사를 정당한 것으로 만드는 것은 무엇인가? 정치권력과 권력의 행사는 어떻게 이루어져야 하는가? 정책결정
과정에의 참여는 어느 정도 확보되어야 하는가? 정치사상은 이러한 의문에 대한 해답을 가치의 관점에서 추구한다.
이 분야에 포함된 내용은 주로 정치사상사, 정치철학, 이데올로기를 포함한 정치이론 등이다.
2) 정치학 방법론
정치학 방법론에서 언급되는 정치이론은 정치사상이나 철학과 구분된다. 정치철학은 주로 가치의 문제를 다루며
규범적 명제간의 논리적 관계를 연구하는데 반하여 정치이론은 경험적으로 검증될 수 있는 것을 말한다. 도덕적 원
칙의 철학체계와 달리 정치이론은 변수간의 관계를 예측할 수 있는 가설정립을 전제로 한다. 따라서 이론은 확인되
거나 증명될 수 있어야 한다. 정치이론을 중시하는 경향은 정치학의 과학화 추세와도 밀접한 연관을 가지고 있는
데, 수량화와 통계적 특성에 의한 정치적 자료(인구조사, 여론조사, 선거결과 등)의 연구를 통하여 정치과정의 이
해를 촉진시킨다. 합리적 선택이론, 신제도주의, 구성주의 등의 방법론적 관점들도 정치이론 및 방법론의 중요한
축을 이루고 있다.
3) 비교정치
정치학의 거의 모든 분야가 비교정치의 틀 속에서 종합될 수 있다. 정치학자들은 한 정치사회의 특징을 타 정치
사회의 특징과 비교함으로써 특정 정치체제에 대한 일반이론을 정립할 수 있다. 어떠한 정치이론이나 가설도 문화
적으로 서로 다른 사회상황 속에서 검증되지 않고서는 이론이나 가설로서 효력을 발휘할 수 없다. 비교정치분야는
각 국가의 입법부나 행정부의 비교뿐만 아니라 정치엘리트, 정치적 폭력, 정치적 부패, 정치경제, 정치사회화, 정치
문화, 정당이나 이익집단, 정치변동과 발전, 정치참여 등을 포괄한다.
4) 정치과정
정치과정은 우리가 추구하는 중요한 가치인 권력, 부, 위신 등이 사회 전체에 배분되는 것과 관계되는 모든 정치
적 활동을 가리킨다. 경제체계, 사회체계, 문화체계도 이러한 가치를 배분하지만, 경제, 사회, 문화체계의 가치배분
도 최종적으로는 정치과정을 통해서 조정된다. 이 분야의 연구는 정치과정에 있어서 주요한 요소들인 개인, 집단,
정당, 선거, 군부 등을 주된 분석대상으로 삼는다.
5) 한국정치
지금까지의 한국정치 연구는 역사적, 사회적, 경제적 조건의 정치적 영향 등을 주로 다루었다. 의회나 대통령제
와 같은 제도차원의 연구보다는 세계자본주의 경제 질서 하의 한국정치경제, 국제정치 속의 한국정치 또는 한국경
제, 사회변화과정과 한국정치변화 등과 같은 거시적인 차원의 연구가 활기를 띠었다. 이 외에도 정당이나 이익집단,
행정조직, 지방자치 등과 같은 한국정치과정의 흐름을 형성하는 요소들이 한국정치의 중요한 연구대상이다.
6) 국제정치
전쟁과 평화의 문제는 국가존립의 문제와 직결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정책결정의 가장 핵심적인 요소가 되기 때
문에, 국제정치는 정치학자들의 중요한 연구 분야의 하나이다. 국제정치 연구의 초점은 국력의 차이를 만들어내는
자원의 문제, 경쟁국간의 세력균형을 유지시키거나 파괴시키는 조건들, 각 국가들 간에 이루어지는 커뮤니케이션
과정의 특징, 국가간의 동맹체제, 경제적 갈등과 상호의존성의 관계, 군축문제, 국제평화와 협조를 도모하는 국제기
구, EU와 같은 지역공동체, 그리고 각 국가의 외교정책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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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정치학전공 교과(전공분야 분류표)
이수학기

1학년
1학기
&
2학기

전공필수

가군
(사상,역사,기초)

나군
(각국 정치 및 외교정책)

다군(세부전공)
(정치학전공 개설)

정치학원론
국제정치학개론

2학년
1학기

비교정치론
서양정치사상 1
시민정치론
국제관계사개설

일본정치론
중국외교정책론
미국과 국제관계
외교정책론

현대민주주의의 쟁점
행정학서론
정치사회론
지구화시대의 정치

2학년
2학기

서양정치사상 2
한국정치사입문
정치경제론
한국외교사
국제정치사상

서구정치론
세계지역연구개론

북한의 정치와 사회
인사행정

3학년
1학기

정치학연구방법론
한국정치외교사상

중국정치론
라틴아메리카의 정치와 외
교
동아시아정치경제
유럽지역연구:유럽연합과
서유럽
미국 정책결정과정의 이해
러시아 국제관계론
일본과 국제관계

정당론
근대정치사상
행정조직론
공공선택이론
성과 정치

3학년
2학기

동아시아정치사상
세계외교사특강
외교론

러시아동구정치론
미국정치론
유럽지역연구
중동/아프리카 지역연구

한국정치론
재무행정
의회정치론
거버넌스의 이해

한국정치사상
비교국제사회론

동남아의 정치와 외교

정치철학
게임이론과 정치

4학년
1학기

정치학연습

4학년
2학기

정치학연습

정치학특강
국가론
현대정치사상

라. 졸업 후 진로
1946년부터 1980년까지 입학한 동문들을 대상으로 그들의 진출분야를 살펴보면 학계가 26.7%로 가장 높은 비
율을 차지하고 있고 다음으로 금융/기업 부문 24.6%, 관계 14.5%, 언론계 13.4%의 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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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80년 이전 입학생

한국 정치학의 본산임을 자처하는 정치학전공의 졸업생들이 학계로 다수 진출한 것은 자연스러운 일이다. 근대
적인 정치학이 형성, 발전되는 시기에 많은 인재들이 학계로 진출하여 한국 정치학계를 이끌었다. 학계에 이어 금
융 및 기업 부문으로 진출한 졸업생들이 다수를 차지하고 있는데, 이들은 경제 관료로 진출한 졸업생들과 함께 경
제계에서 두각을 나타내었다. 숫자상으로는 금융 및 기업 부문으로 진출한 졸업생의 비율이 학계에 이어 두 번째이
지만 한국의 직업별 분포를 고려해 본다면 금융 및 기업 부문으로 진출한 동문들이 상대적으로 적은 편이다. 또한
이 시기 많은 수의 정치학 전공 졸업생들이 관계로 진출해 대한민국 건국 이후 국가의 형성 및 발전기에 근대화의
주역이 되었다. 특히 많은 인재들이 경제관료와 외무관료가 되어 정력적으로 활약하였다. 정치학이라는 전공의 특
성상 학생들은 학창시절부터 국가와 민족의 미래에 대래 토론하기를 즐겨 하였고 많은 수의 학생들이 공적 영역의
핵심적 부분인 국가 관료로 진출한 것이다. 또 많은 학생들은 공적 영역에 대한 높은 관심으로 인해 언론기관에 진
출하여 기자로서 정치평론을 하는 것을 꿈꾸었다. 언론계로 진출하는 것은 비판적이고 실천적인 지성인 양성이라
는 정치학전공의 전통과도 잘 맞닿아 있었다. 한편 정계로 졸업한 졸업생의 비율은, 우리나라 정치의 부침이 잦아
높은 비율을 나타낼 때도 있었으나 전체적으로는 4.3% 정도이다. 이 외에 법조계로 진출한 졸업생이 2.8%이며, 기
타 분야에 종사하는 졸업생이 6.2%이다.
▮ 1981년 이후 입학생

금융/기업 부문의 상대적 비중이 늘어난 것은 이전과 비교해서 시대상이 많이 변화하였음을 보여주는 대목이다.
특히 1981년 이후 입학생 가운데 실업계로 진출한 졸업생의 상당수는 벤처기업을 창업하는 등 새로운 분야로 뛰어
들었고, 이러한 흐름은 점차 확산되고 있다. 학계로 진출한 졸업생의 비중은 최근 감소 추세에 있다. 언론계로 진출
하는 졸업생은 이전에 비해 늘어났으며 당분간 이러한 추세는 계속될 것으로 전망된다. 언론계는 정치학의 특성 및
정치학전공의 전통과 맥이 닿아 있는 분야이므로 학생들의 관심이 지속적으로 유지되고 있다. 또한 점차 대중 매체
의 중요성이 커져가고 언론 매체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높아가고 있으므로 유능한 학생들이 언론계로 진출하는 것
이다. 관계로 진출한 졸업생의 비중은 이전과 비슷하게 유지되고 있는데, 정치학전공의 특성상 국가 관료로 진출하
는 졸업생들은 꾸준히 배출될 것으로 보인다. 한편 1981년 이후 입학생 중에서 법조계로 진출하는 학생들이 급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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히 증가한 것도 눈에 띄는 대목이다. 1990년대 이후에 사법고시 준비생이 증가했으며, 정치학전공에서는 매년 10
여명의 합격자를 배출하고 있다. 정계의 경우를 살펴보면, 최근 정계로 진출하는 동문들은 졸업 이후 곧바로 정계
에 투신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분야에서 경력을 쌓고 정치인이 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1981년 이후 입학생 중
정계로 진출할 졸업생의 비율은 앞으로 변화할 여지가 크다. 특히 지방자치 시대가 열리면서 기초 및 광역의회 의
원 선거에 출마하는 젊은 동문들도 있으며 이들의 숫자는 점차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3. 외교학 전공
가. 전공 소개
한반도의 역사적 삶은 압도적으로 국제정치적 영향 속에서 이루어져 왔다. 우리가 살아온, 그리고 앞으로도 당면
해야만 할 국제정치적 삶의 문제들을 풀어 나갈 학문적, 실천적 방안을 모색하려는 문제의식에서 정치외교학부 외
교학전공은 새로운 시대를 준비하고 있다.
본 정치외교학부 외교학전공은 폭넓은 시야로 국제관계의 현실을 파악하고 국제관계 속에서 한국의 나아갈 길
을 모색할 수 있는 전문지식인의 양성을 목표로 하는 곳이다. 또한 학문의 성격상, 현실적인 요청에 따르는 실천적
성격을 배제할 수 없으므로, 단순한 전문 연구가나 기능적 지식인의 양성뿐만 아니라 이론과 실천을 겸비할 수 있
는 전인적 인간의 양성을 추구하는 것이 특징이다. 이에 사회과학의 포괄적인 지식을 전제로 해서 인간, 사회, 국
가, 국제관계의 속성을 파악하도록 하는데 역점을 두고 있다. 더불어 외교학과는 구체적인 국제정치 분야의 여러
가지 문제들에 대한 철저한 이해를 추구하여 복잡한 사회현상을 해석하고 처방할 능력을 배양하는 학문적 공간으
로 자리 매김하고 있다.
우리는 21세기를 눈앞에 두고 있으며, 이 미지의 세기는 창의와 도전의 세기일 것으로 확신한다. 서울대 정치외
교학부 외교학전공은 급속도로 변화하는 시대 상황에 적응하고 또한 21세기를 이끌어 나갈 인재의 보금자리여야
하며, 이러한 새 시대 주역들의 힘을 하나로 연결해 줄 수 있는 네트워크가 절실히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나. 교육목표
정치외교학부 외교학전공의 교육목표는 국제정치학도로서의 전문지식과 실천능력을 제고시키는 데에 둔다. 따라
서 교육 내용도 사회과학 전반의 연관 속에서 국제정치학의 여러 분야를 체계적으로 공부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이에 따라 우선 국제정치학개론, 한반도와 국제정치, 외교론 등의 기초과목을 통해 국제정치 현상 이해를 위한 기
본 인식틀을 갖추고 국제관계 속에서 한국의 문제를 살펴보려는 문제의식을 키우게 된다. 또한 국제관계사, 한국외
교사 등의 과목을 통하여 국가 간의 관계가 전개된 구체적 역사에 대한 비판적 접근 능력을 배양하도록 한다. 이를
토대로 국제관계의 여러 현상을 분석하고 설명할 수 있도록 국제정치이론, 국제정치사상, 국제정치경제론, 국제문
화론 등 국제관계 현상을 설명하는 여러 가지 이론들을 습득한다.
나아가 한국외교정책론, 미국외교정책론, 중국외교정책론, 러시아외교정책론, 일본외교정책론 등 한반도를 둘러
싼 주요 국가들의 외교정책을 살펴보고, 아울러 전쟁과 평화, 민족주의, 국제커뮤니케이션 등과 같이 국제정치 주
체의 상호작용을 통해 발생하는 여러 가지 문제들을 주제별로 심도 있게 다룬다. 이와 같은 교육 내용을 토대로 정
치외교학부 외교학전공 학생들은 다양한 주제의 연구작업 진행을 통해 성숙한 국제정치학도로서의 자질을 연마하
게 된다.
이와 같이 정치외교학부 외교학전공은 다양한 이론과 폭넓은 시야로 국제정치의 본질을 파악, 분석하고 급변하
는 세계질서 속에서 한국의 위상을 설정하며 한국의 미래를 주도할 전문 지식인의 양성을 목표로 한다. 전통적인
국제정치학의 영역뿐만 아니라 사회과학 일반의 지식을 토대로 인간, 사회, 국가 및 국제체제에 대한, 그리고 이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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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상호 연관성에 대한 통찰력을 구비하고 국제정치경제, 외교, 군사, 문화 등의 다양한 영역을 과학적으로 천착하
고 설명할 수 있는 인간의 양성에 역점을 둔다. 이에 따라 본 학과는 현실적 지식을 축적, 활용할 수 있는 전문 연
구가나 국가행정관료, 언론인 및 국제적 안목을 가진 경제인 등 다양한 분야의 인재를 배출하고 있다.

다. 외교학전공 교과
이수학기
1학년
1학기
&
2학기

전공필수

가군
(사상,역사,기초)

나군
(각국 정치 및 외교정책)

다군(세부전공)
(외교학전공 개설)

정치학원론
국제정치학개론

2학년
1학기

국제관계사개설

중국외교정책론
미국과 국제관계
외교정책론

국제정치경제론
한반도와 국제정치

2학년
2학기

한국외교사
국제정치사상

세계지역연구개론

안보론
탈근대세계정치론

한국 정치,외교사상

유럽지역연구:유럽연합과 서유럽
미국 정책결정과정의 이해
러시아 국제관계론
일본과 국제관계

국제정치이론
국제관계와 국제법
정보세계정치론

세계외교사특강
외교론

중동/아프리카 지역연구

국제기구론
한국외교정책론
유라시아 국제관계론
비교 연방제와 연방국가
환경과 세계정치

비교국제사회론

동남아의 정치와 외교

국제정치의 주요쟁점

유라시아 국제관계론

국제문화론
동아시아국제정치론

3학년
1학기

3학년
2학기

4학년
1학기

국제정치연습

4학년
2학기

라. 졸업 후 진로
정치외교학부 외교학전공의 학문적 특성상, 졸업생들이 진출하는 분야는 매우 다양하다. 정치외교학부 외교학전
공를 졸업한 동문들은 사회 각계각층에서 자신의 능력을 발휘하며 사회발전에 기여하고 있다. 동문들의 사회진출
양상은 시대에 따라 변화를 보이고 있기는 하지만 대체로 외교통상부, 학계, 언론계, 정계, 법조계, 기업 및 금융계
로의 진출이 두드러진다.
다수의 졸업생들은 국내외 유수한 대학이나 연구소 등의 학계에 남아 연구활동을 하고 있다. 학계진출 비율이
전체 졸업생의 16%가 넘는다는 사실은 국제정치적 삶의 요구에 대한 개인적/국가적 대응의 일환으로서, 정치외교
학부 외교학전공가 실무인력 양성뿐만 아니라 급변하는 국제정치현실 속에서 한국이 나아갈 바를 제시하는데 일조
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학계뿐 아니라 국제정치적 삶의 모색에 기여하고 있는 졸업생들로는 외교통상부를 중심으로 각 정부 부처에서
공헌하는 동문들이 있다.
특히 외교통상부에 근무하는 졸업자들이 많은 것은 정치외교학부 외교학전공의 특성상 당연한 현상이라 하겠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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며 현재 재학생들도 다수가 외교통상부 진출을 희망하고 있어 정치외교학부 외교학전공 단일과로서 외무부에서 차
지하는 비중(사무관급 이상 외무공무원의 15%, 2002년 현재)을 실감할 수 있게 한다. 언론계에 진출하는 졸업생
의 비중도 결코 적지 않은 수(8.5%)에 해당한다. 또한 최근에는 민간기업들의 국제화에 따라 폭넓은 국제적 감각
과 지식을 갖춘 졸업생들이 여러 가지 분야의 기업에서 중추적인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법조계와 각종 사회단체
등에서도 적지 않은 정치외교학부 외교학전공 동문들이 활동하고 있다.
이상에서 보여지는 바와 같이 현재까지 정치외교학부 외교학전공 동문의 졸업 후 활동 영역은 대단히 다양하며
탁월한 능력과 지식을 바탕으로 주도적인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 바, 앞으로도 이와 같은 사회 진출은 지속될 것으
로 보이며, 국제화시대의 추세 속에서 정치외교학부 외교학전공가를 배출하는 인재의 수요 및 역할은 더욱 확대될
것이다.

4. 정치외교학부를 지원하는 학생이 갖추어야 할 자질
가. 연세대학교 전공안내서(정치외교학과 – 어떤 친구들이 오면 좋을까요?)
무엇보다 사회 관심이 많아야 합니다. 신문과 뉴스를 관심있게 본다면 당신은 사회과학도, 정치외교학도가
되기에 충분합니다. 신문과 뉴스에 나오는 기사가 곧 사회에서 발생하는 갈등들입니다. 리더십 있는 친구들
도 정치외교학도로 자격이 충분하다고 생각합니다. 리더십은 자기가 속한 집단에 적극 참여하고 관심을 가
지는 것을 말합니다.

나. 고려대학교 정치외교학과 소개자료(이런 학생 정치외교학에 딱!!)
* 사회 과목에 흥미를 느낀다.
* 분석적, 논리적 사고력이 특출나다.
* 호랑이의 눈과 같이 날카로운 통찰력을 가졌다.
* 국가 및 사회 전반에 관심이 많다.
* 매일 접하는 뉴스가 딱딱하지 않고 흥미롭게 느껴진다.

다. 중앙대학교 학과소개서(정치국제학과)
정치국제학은 바깥의 국제와 안의 정치가 함께 어울리는 양상을 공부하는 학문이다. 즉, 급속하게 세계화되
는 국제환경의 변화 속에서 다양한 정부 및 비정부 행위자들이 갈등과 협력의 양면성을 보이는 것이 국제정
치의 본질이라면, 세계적 차원의 변화에 대한 국내적 정치적, 경제적, 사회적 대응의 방향을 모색하는 것이
국내정치의 본질이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정치국제학은 밖에서 벌어지는 세계의 흐름을 종합적이며 객관
적으로 이해하는 데 도움을 주는 한편, 정당, 국회, 기업, 시민단체 등 다양한 국내 행위자들이 국제무대의
변화에 대한 공통의 합의점을 도출할 수 있는 국내적 조건에 대한 분석적 시각을 제공하는 데 목적이 있다.
정치학은 역사, 철학, 정치제도, 경제, 문화, 역사, 철학 등의 사회과학 영역을 아우르는 포괄적인 학문을 추
구한다. 따라서 정치학을 공부함에 있어 인문사회학 전체 분야에 대한 탐구력과 이를 연계하여 이해하고 사
고할 수 있는 지적능력이 요구된다. 더불어 국내·외의 정치현실에 대한 다양한 분석능력과 급변하는 국제정
세에 대한 통찰력을 필요로 한다.

라. 커리어넷 학과정보(정치외교학과) 흥미와 적성
정치외교학은 날로 급변하는 국내외의 정치 현상과 국제 문제를 연구합니다. 따라서 국내외의 다양한 정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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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경제 문제에 대한 관심과 문제의식이 필요합니다. 또, 각종 정치적·국제적 현상을 분석하기 위한 논리적
인 분석력과 추리력을 갖춘 학생에게 적합한 분야입니다. 국제사회로의 진출을 위해 외국어 소양을 갖추는
것도 중요합니다.

마. 전남대학교 정치외교학과 소개자료(이런 자질이 필요해)
* 사회전반의 흐름에 대한 고른 관심
* 건전하고 비판적인 폭넓은 사고력
* 상반된 의견에 귀 기울일 줄 아는 배려심

바. 2015 전공탐색을 위한 충북대학교 안내서(정치외교학과 - 입학준비 Tip)
* 전공관련 교과목 : 국어, 영어, 국사, 세계사, 정치(법과 정치)
* 전공관련 비교과활동 : 독서, 논술, NIE교육, 영어·회화토론반, 시사토론반
* 봉사활동 : 업무보조활동(교내, 병원, 도서관, 기관 등), 학습도우미(복지관, 방과후학교, 부진학생 등), 자
선봉사활동(캠페인, 불우이웃돕기, 기아아동돕기 등)

5. 정치외교학부 지원 학생을 위한 추천도서
가. 서울대생을 위한 권장도서 100권 중에서
퇴계문선(이황), 율곡문선(이이), 다산문선(정약용), 역사(헤로도토스), 의무론(키케로), 국가(플라톤), 군주
론(니콜로 마키아벨리), 리바이어던(토마스 홉스), 정부론(존 로크), 에밀(장 자크 루소), 미국의 민주주의
(알렉시스 토크빌), 자유론(존 스튜어트 밀), 프로테스탄티즘의 윤리와 자본주의 정신(막스 베버)

나. 고려대학교 정치외교학과 소개자료(미리보는 정치외교학)
한국정치학회 [정치학 이해의 길잡이], 아리스토텔레스 [정치학], 공훈의·김행 [소셜로 정치하라]

다. 전남대학교 고교생을 위한 모집단위 추천도서(정치외교학부)
한홍구 [대한민국 사(1~4권)], 최장집[민주화 이후의 민주주의], 즈비그뉴 브레진스키 [거대한 체스판: 21
세기 미국의 세계전략과 유라시아], 토머스 프리드먼[렉서스와 올리브 나무: 세계화는 덫인가, 기회인가],
21세기 정치 연구회[정치학으로의 산책]

라. 2015 전공탐색을 위한 충북대학교 안내서(정치외교학과)
공자 [논어], 장 자크 루소 [사회계약론], 마키아벨리 [군주론], 마이클 샌델 [정의란 무엇인가], 서울대학교
정치학과 교수 [정치학의 이해], 홍원표 [정치 영화 속에서 본 정치], 김준형 [전쟁과 평화로 배우는 국제정
치 이야기], 고성국 [10대와 통하는 정치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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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자료 출처
항목

자료 출처

1. 학부소개

서울대학교 사회과학대학 홈페이지

2. 정치학전공

서울대학교 정치외교학부 정치학전공 홈페이지

3. 외교학전공

서울대학교 정치외교학부 외교학전공 홈페이지

4. 정치외교학부를 지원하고자 하는 ·
학생이 가져야 하는 자질
·
·
5. 정치외교학부 지원 학생을 위한 추 ·
천 도서
·

연세대학교 전공소개 자료
고려대학교 전공소개 자료
전남대학교 전공소개 e-book
2015 전공탐색을 위한 충북대학교 안내서
서울대생을 위한 권장도서 100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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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과학대학

■ 소비자아동학부

■■■

소비자아동학부

1. 소비자학과
가. 전공소개
소비자학은 소비자의 복지 향상과 건전한 소비문화 형성을 위하여 필요한 제반 이론과 실제를 연구하는 학문이다.
소비자라는 개념은 급속한 경제발전, 과학기술의 고도화, 정치·사회의 변혁에 따라 인간의 의식과 생활양식에 많
은 변화를 초래한 시기인 20세기부터 부각되기 시작하였다. 그 시기에는 괄목할 만한 경제성장, 산업구조의 고도화
등 산업화를 통하여 대량생산, 대량소비를 초래하였으며 소비자문제가 확대되고 중요시되었다.
그로인해 인간을 다른 어떤 역할보다도 소비자의 입장에서 이야기하고 생각하고 생활하기 시작하였고, 현재에
이르러서는 소비의 의미도 단순히 욕구충족의 수단에 머물지 않고 사회생활과 대인관계 및 인식과 이미지에까지
확장되었다. 즉 인간생활의 거의 모든 분야에서의 관심이 소비자에 집중되었고 소비자가 수많은 논쟁의 주제로 떠
오르고 있다. 따라서 소비자학전공에서는 소비자 및 가계역할의 중요성을 인식하여 소득의 획득, 소비자자원의 합
리적 배분과 관리 및 사용에 관한 의사결정을 연구하고 이 과정에서 발생하는 소비자문제의 해결방안을 모색함으
로써 소비생활의 효율성 및 소비자의 복지를 증진시키는 것을 목표로 교육과 연구 활동을 수행하고 있다.
이러한 연구를 통해 소비자의 경제적, 사회 심리적 행동을 규명하여 합리적인 소비자의사결정과 자원관리 및 소
비자능력의 향상을 위한 방향을 제시하고 소비자 환경의 개선을 위한 제도적 방안과 교육정책에 기여할 수 있는
전문인을 양성하고 있다.

나. 교수진
이름

연구실

전화번호

전자우편

김난도

소비자행태 연구실

880-8791

rando@snu.ac.kr

김소연

소비자복지 연구실

880-6827

synkim@snu.ac.kr

나종연

소비자정보-유통 연구실

880-9236

jrha@snu.ac.kr

손상희

소비자교육·문화 연구실

880-6822

ssanghee@snu.ac.kr

여정성

소비자정책 연구실

880-6828

yeo@snu.ac.kr

최현자

소비자재무 연구실

880-8745

hychoe@snu.ac.kr

880-8762

brady88@snu.ac.kr

John Thomas Brady
이기영

명예교수

leek@snu.ac.kr

이기춘

명예교수

kcr@snu.a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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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소비자학전공 교과
기초과목
소비자학개론 / 소비자주의론 / 가계경제와 가계생산 / 생활자원경영

▼
심화과목

도구과목
소비자시장 Track

·소비자조사이론
및 실습
·고급소비자 분석론
·소비자트렌드 분석

▶

소비자보호 Track

재무설계 Track

·소비자행태론

·소비자정책론

·소비자재무설계

·소비자유통론

·소비자교육론

·소비자포트폴리오

·소비자시장환경분석론

·소비자보호관련법

·은퇴설계와 재무상담

·소비문화론

·소비상담론

·생활시간과 여가관리

·소비자정보론

·소비자정보론

·생활진단과 설계

▼
응용과목
소비자학연구 / 소비자학인턴십
1) 1학년
교과

내용

소비자학개론

소비자의 영역 중 소비자와 시장의 상호작용에서 발생하는 소비자문제를 다루는 소비자문제 관련영역의 기초 이론
으로서 소비자의 의사결정, 시장과 소비자의 관계, 소비자보호 등을 개괄적으로 학습한다.

생활자원경영

가정관리이론을 토대로 하여 자원의 합리적 사용에 대해 학습한다. 자원의 개념을 포괄적으로 이해하고 자원별로
그 특성을 이해하며 생활영역별 자원관리의 실태 및 문제점에 대해 분석한다.

소비자행태론

소비자보호와 소비자교육을 위한 기초로서 소비자행동을 연구한다. 소비자 구매의사결정과 정보처리과정을 사회
심리적 모델을 중심으로 분석하고 이에 영향을 미치는 심리적, 사회적, 문화적 요인들을 검토한다.

소비자주의론

학문적 연구와 실천적 관점에서 수행되는 모든 소비자운동을 포괄하며 현대적인 소비자운동인 소비자주의의 개념
과 본질, 소비자주의의 기원과 역사적 전개과정을 다룬다.

가계경제론

소비자영역 중 가계에 초점을 두는 가계경제 관련 영역의 기초 이론으로서 가계의 경제적 복지에 관하여 수학한다.

소비자정책론

소비자정보부족과 시장실패에 따른 소비자문제의 해결을 위한 정부의 직, 간접적인 소비자보호정책들의 이론적
토대를 학습함으로써 우리나라 소비자행정의 현실을 분석하고 정부의 시장개입을 평가할 수 있도록 한다.

2) 2학년
교과

내용

가사노동정책론

가사노동의 개념, 특성 및 생산적 성격을 이해하며 가사노동의 연구동향에 대해 다각적으로 접근한다. 가사노동의
정서적 요소, 시간적 요소 및 노동과학적 측면에 중점을 두어 학습하며, 가사노동의 가치평가 및 그 전개와 전망에
관해 학습한다.

소비문화론

문화적인 차원에서 소비의 의미를 분석함으로써 상품소비와 대중문화의 상호작용을 검토하고자 한다.

공공가정경영론

공공가정의 개념과 유형을 이해하고 공공가정관리에 체계이론을 적용하여 마케팅, 물자관리, 인력관리, 재정관리,
통제 등의 항위 영역에 관해 학습한다.

생활시간과 여가관리

생활을 영위하는 중심적인 자원으로서의 시간을 이해하고, 이와 관련된 이론 및 연구들을 체계적으로 정리함으로써
생활시간연구의 적용과 방향을 모색하고자 한다. 또한 생활을 구성하고 있는 여가활동에 대해 살펴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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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과

내용

소비자조사이론
및 실습

소비자와 환경과의 상호작용을 중심으로 한 소비자의 형태 및 소비자시장을 중심으로 하여 조사이론과 실제를
겸한다. 현장조사를 통한 자료의 수집 및 분석과 해석방법을 체득하며 소집단별로 논문을 완성하고 토의, 평가한다.

소비자포트폴리오

가계의 경제적 의사결정에 영향을 주는 재무관리 지식은 빠른 변화의 현 시대에서 절실히 요구된다.
본 교과목에서는 가계의 경제적 자원의 극대화에 기여할 수 있는 실질적인 지식 기반을 다루게 된다.

3) 3학년
교과

내용

소비자 재무설계

가족생활주기에 따라 화폐자원을 효율적으로 관리하는 전략을 소유재산의 보호, 소득의 최적관리 및 소득의
증대 등 세 가지 측면에서 다루고, 각 원리와 실제 시장의 선택안을 비교하여 학습한다.

소비자교육

소비자의 특성과 위치, 소비자 유형의 분류와 소비자역할을 고찰하고 소비자주의의 전개과정을 배경으로 하
여 소비자교육의 형태를 가정교육, 학교교육, 사회교육에서 분석, 연구한다.

소비자정보론

구매에서 소비자정보의 역할이 보다 더 강조되고 있다. 소비자들의 정보사용 행동을 분석하고, 광고매체 등
정보제공환경을 파악함으로써 바람직한 정보정책의 틀을 모색한다.

소비자시장환경
분석론

거시적으로는 시장구조와 유통경로는 분석하고 미시적으로는 개별기업에서 소비자에게 상품이 제공되는 각
단계를 살펴본다. 이를 통해 소비자복지향상을 위한 시장환경 개선방안을 모색한다.

생활진단과 설계

오늘날 복지사회와 고령화 사회를 지향함에 있어서 생활설계의 중요성을 이해하도록 한다. 가족주기별 가족,
소득유형에 따른 가족, 맞벌이 가족 등에 적합한 생활설계를 수립하여 상담의 자료로도 활용한다.

소비자학 연구

소비자학 전반에 관련되는 문헌조사를 하여 학문연구의 이론적 방탕을 체득하고, 사회 진출한 소비자학 전
공자들의 경험담을 통해 실질적인 적용에 대해서 이해한다.

4) 4학년
교과
소비자상담론

내용
소비자 불만의 발생, 분석, 처방, 관리와 보호에 대해 조사하고, 상담 원칙과 기술을 이용하여 소비자 불만
을 해결하는 방법을 결정하는 등, 소비자 상담에 대해 학문적인 접근을 시도한다.

소비자보호관련법

라. 졸업 후 진로
자격증 및 진로

내용

전공관련 자격증

국가자격증 소비자전문상담사
자격인증 소비자업무전문가
자격인증 소비자재무설계사
자격인증 건강가정사
중고등학교 교사자격증

전공관련 주요진로

공공 및 민간 소비자보호기관
기업체의 기획, 마케팅, 리서치, 소비자상담 부서
광고회사의 기획 또는 카피라이터
금융기관내의 소비자재무설계 및 상담관련 부서
신문·방송 등 언론기관
마케팅 리서치 회사 및 여론조사기관
행정부처의 소비자문제 및 정책관련 부서
소비자교육 전문요원
생활개선 지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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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 소비자학 관련 학과
· 가톨릭대학교 생활과학대학 생활과학부 소비자주거학전공
· 강원대학교 사범대학 가정교육과
· 건국대학교 상경대학 경상학부 소비자정보학과
· 경남대학교 사범대학 가정교육과
· 경성대학교 이과대학 식품영양,건강생활학과
· 계명대학교 사회과학대학 소비자정보학과
· 광주대학교 보건복지교육대학 사회복지학부 사회복지학전공
· 동국대학교 사범대학 가정교육과
· 상명대학교 자연과학대학 소비자주거학과
· 성균관대학교 생활과학부 소비자가족학전공
· 성신여자대학교 생활과학대학 생활문화소비자학과
· 순천대학교 사회과학대학 사회복지학부 소비자전공트랙
· 숙명여자대학교 생활과학대학 가족자원경영학과
· 안동대학교 생활과학대학 생활환경복지학과
· 울산대학교 생활과학대학 생활과학부 아동가정복지학전공
· 이화여자대학교 사회과학대학 사회과학부 소비자전공
· 인하대학교 생활과학대학 생활과학부 소비자아동학
· 인천대학교 자연과학대학 소비자아동학과
· 전남대학교 생활과학대학 생활환경복지학과
· 중앙대학교 사회과학대학 사회복지학부 가족복지전공
· 충남대학교 생활과학대학 소비자생활정보학
· 충북대학교 생활과학대학 소비자학과

2. 아동가족학과
가. 전공소개
서울대학교 아동가족학 전공은 아동학과 가족학의 하위 전공 분야로 구성된 학과이다. 전 생애에 걸친 인간발달
과 가족관계, 아동·청소년·노인·여성·가족에 관련된 미시적, 거시적 문제에 대한 과학적 탐구와 이해를 바탕으로 아
동복지와 가족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 있다.
한국사회의 메가트렌드인 저출산, 고령화, 다문화, 양극화와 같은 사회현상에 대해 연구하고, 보육정책, 가족정
책, 노인정책에 기여하는 실천적 활동을 활발하게 하고 있다. 최근에는 한국사회의 문제 뿐 아니라 글로벌 문화와
사회에서 발생하는 다문화적 현상, 아동의 인권과 가족의 복지 문제를 포괄하는 것으로 학문의 범위가 확대되고 있다.
학부과정은 현장견학, 어린이집 및 건강가정지원센터, 다문화가족지원센터 등에서의 실습을 통해 학습과 봉사를
연계하는 서비스러닝 체계를 갖추고 있다. 아동가족학과 학생들은 심리학, 교육학, 법학, 사회복지학 등의 복수전공
(부전공)과 연계하여 학문적 탐구의 외연을 넓히고 있다.
아동가족학과에는 외국인교수 1명을 포함하여 총 7명의 전임교수가 있으며, 학부과정에서는 소비자아동학부 내
의 가족아동학전공으로, 대학원과정에서는 아동가족학과로 분리되어 있다.
전공 학문의 사회적 기여와 실천을 위하여 서울대학교 학부모정책연구센터, 서울대학교 백학어린이집과 느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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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 어린이집, 관악구 건강가정지원센터, 관악구 다문화가족지원센터의 운영을 맡고 있다.

나. 교수진
이름

전공

전화

전자우편

이순형

아동학

880-6826

ysh@snu.ac.kr

한경혜

가족학

880-8748

ghhan@snu.ac.kr

이강이

아동학

880-1452

kangyil@snu.ac.kr

진미정

가족학

880-1454

mchin@snu.ac.kr

박혜준

아동학

880-6824

hyejun@snu.ac.kr

Grace H. Chung

가족아동학

880-8748

gracechung@snu.ac.kr

이재림

가족학

880-1620

jrlee@snu.ac.kr

다. 아동가족학과 교과
전공탐색 _ 인간발달과 가족

▼
가족학

아동학

공통

·한국가족론

·영아발달

·아동가족조사법

·가족과 사회환경

·유아발달

·아동가족자율연구

·노년학

·보육학개론

·노년기 생활세계와 가족

·보육과정

·가족관계

·보육교사론

·가족문제

·아동건강 및 안전

·가족상담

·언어지도

·가족생활교육

·놀이지도

·가족치료

·영유아프로그램개발과 평가

·가족정책론

·아동복지

·다문화와 가족

·아동상담

·가족현장실습

·청년발달과 지도
· 보육실습

교과

내용

영아발달

아동발달을 설명하는 다양한 이론을 바탕으로 인간의 수정에서부터 영아기까지 생후 첫 3년 동안의 생물
학적, 신체적, 인지적, 사회적, 정서적 발달 양상 및 발달기제, 발달특징을 세부 영역별로 이해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유아발달

태아기에서 아동기에 이르기까지 인간의 신체적 발달과 성격발달, 사회성 및 도덕성발달, 인지발달, 정서
발달 등 인간의 제 측면적 발달을 이론적 실제적으로 탐구한다.

보육학개론

인간발달과 아동발달을 기초과목으로 하여 영유아보육의 역사와 이론적 배경 및 주요 구성요인을 학습한
다. 현대 한국사회가 추구하는 영유아보육의 목표를 검토하고, 영유아보육의 다양한 유형, 인적 구성 및

- 164 -

교과

내용
물리적 환경구성, 영유아 보육기관과 가정의 협력 방안, 보육프로그램 개발 및 평가방법에 대해 살펴본다.
현재 우리나라의 영유아 보육 현황과 문제점을 검토하고 앞으로의 해결 과제에 대해 논의한다.

보육과정

보육학개론을 기초교과목으로 하여 영유아보육의 구체적인 적용 과정을 다룬다. 일과 및 물리적 환경 구
성, 효과적인 영유아-보육교사 상호작용, 가정과의 협력관계 구축 등 보육과정의 계획 및 실행과 관련된
주요 내용을 살펴보고 관련 요인을 검토함으로써, 영유아기의 제반 발달 특성에 대한 이해와 현대사회의
보육 요구에 근거한 효과적인 영유아 보육과정 구성에 대해 학습한다. 이와 함께 현대가족의 다양한 생활
양식을 고려하여 보육대상의 다양한 요구에 적합한 영유아 보육과정 구성에 대해 검토한다.

아동가족조사법

아동과 가족을 연구하기 위한 기초연구방법론을 학습한다. 아동 및 가족의 생활주기별로 일어나는 가족생
활의 문제를 연구하는 데 필요한 조사방법 이론과 기술을 습득한다.

한국가족론

한국가족을 학습하기 위한 기초과정으로 한국인의 성격, 가치관과 한국가족의 역할구조와 권력구조를 중
심으로 학습함으로써 한국가족의 본질을 파악하고 한국가족에 대한 이해를 높인다.

아동건강 및 안전

아동의 신체적 성장 및 운동기능의 발달과 함께 아동기에 나타나는 각종 질병의 특성, 감별법 및 예방에
대해 영아기, 유아기 및 학동기로 나누어 살펴본다. 또한 영유아기 및 학동기의 영양과 건강상태가 아동
의 신체적, 심리적, 사회적 발달에 미치는 영향을 고찰하고, 아동에게 건강한 생활환경을 제공하기 위한
구체적인 접근방법과 기술, 보육교사의 역할 및 건강교육 프로그램을 다룬다. 또한 집단양육환경에서 수
시로 발생 가능한 아동의 안전사고 유형과 대처방법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안전사고의 예방을 위한 아동
및 교사용 프로그램의 개발과 실시 및 안전한 보육환경 관리 방안에 대해 살펴본다.

가족과 사회환경

사회적 단위 및 제도로서의 가족이 공간적, 시간적 맥락이라는 사회적 환경과 어떻게 상호작용을 하면서
다양한 다이내믹을 보이며, 나아가서 사회적 환경에 영향을 미치는가를 다루는 과목이다. 일과 가족, 가족
과 지역사회, 가족과 교육환경 등의 주제에 대한 강의를 통하여 한국사회의 거시적 환경의 변화와 연결된
가족의 현재와 변화를 이해하고, 이에 대한 이론적 관점을 학습하게 될 것이다.

가족관계

가족학이론 및 한국가족론을 기초로 하여 현대가족의 가족관계를 체계적으로 학습한다. 가족관계의 개념
과 형성과정 및 가족구성원간의 상호관계를 고찰한다.

놀이지도

아동놀이의 연령별 발달과정과 관련 요인을 검토함으로써, 아동의 일상생활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는 놀이
가 아동의 사고방식과 행동양식을 형성하는 주요 기제임을 인식한다. 주요 놀이이론 및 놀이유형별 발달
과정을 살펴보고 놀이와 아동의 신체발달, 정서발달, 언어발달, 사회성 발달 및 인지발달의 관계를 학습한
다. 놀이에서의 성차와 놀이의 치료적 기능 및 놀이의 문화적 기능을 살펴본다. 아동놀이 지도의 실제를
습득하기 위해 놀이관찰 및 지도실습을 수행함으로써 아동놀이에 대한 시각과 이해의 폭을 넓힌다.

노년학

생애발달의 입장에서 성인 및 노인기의 발달이론과 연구방법을 학습하고 이 시기의 사회심리학적 발달과
정을 생활주기별로 고찰한다. 생리적, 심리적, 사회적 발달의 차이를 장노년기를 중심으로 학습함으로써
고령화 추세에 따른 성공적인 노화과정에 대한 이해를 높이도록 국내외 자료를 소개한다.

언어지도

영유아의 언어획득과 언어발달에 관한 주요 이론과 국내외 연구결과를 검토한다. 이와 함께 영유아기 언
어의 기능과 특성을 파악함으로써 영유아가 언어를 통해 자신을 표현하고 타인과 상호작용하는 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는 지도방법을 모색한다. 영유아의 언어발달과 관련된 요인을 검토하고, 영유아 언어지도
에 효과적인 접근방법에 대해 부모 및 교사의 역할과 물리적 환경의 구성으로 나누어 살펴본다. 영유아
언어지도안을 구체적으로 구성하고 평가해봄으로써 영유아기의 언어발달 특성에 적합한 지도안을 구성하
는 능력을 기른다.

가족생활교육

가족을 강화하기 위한 프로그램으로 가족생활교육의 의의와 제도적 장치 및 육성현황을 학습한다. 가족생
활교육에 적용되는 가족주기 차원, 내용적 차원, 일반적-전문적 차원에 대한 지식을 익힌 후 각 차원별
특성에 따른 교육프로그램을 분석하는 동시에, 교육 프로그램화하는데 필요한 기법을 학습한다.

청년발달과 지도

청년기는 자아정체감의 발달을 비롯한 많은 발달과업을 수행하는 시기로, 지적 발달에서의 양적, 질적 측
면을 이해하고 자아정체감과 그 발달과정을 살펴본다. 또한 청년기 정서와 사회적 관계의 특성을 통해 청
년기의 발달을 이론적, 실제적으로 탐구한다. 청년기에 있는 이들을 지도하는데 필요한 지식과 태도, 기능
을 학습한다.

아동복지

건강한 성장과 발달을 도모하는 아동의 기본권에 대한 인식이 과거에 비해 증가했음에도 불구하고, 아동
의 발달에 필수적으로 요구되는 각종 물질적, 정서적, 교육적, 치료적 지원에 대한 요구는 여전히 충족 되
지 못하고 있는 현실이다. 이 과목에서는 아동복지의 기본 원리에 대한 이해를 기초로 하여, 아동복지의
대상을 규명하고 이를 실천하기 이한 구체적인 방법과 정책 및 제도적 조건을 고찰한다. 아동학대 보호사
업, 입양사업, 보육사업, 장애아동사업, 시설보호사업 등 아동복지의 구체적 실천분야를 나누어 현황과 문
제점을 살펴봄으로써 아동복지의 실태와 당면 과제에 대한 이해를 높인다.

가족문제

가족아동전공 3,4학년을 위한 영어로 진행되는 과목으로서 가족의 변화하는 모습과 과정을 제도적인 측
면과 상호작용적 측면에서 살펴본다. 구체적으로 빈곤, 실직, 폭력, 국제결혼 등의 가족문제와 이혼, 별거,
동거, 조손가족 등의 가족재구조화의 내용을 다루며 가족학 전공을 통해 배운 이론과 개념들을 구체적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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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과

내용
문제에 적용시켜본다. 이 교과목은 특히 대학원 진학을 계획하는 학부 학생들에게 대학원 세미나 형식을
소개하며 가족학 전공의 심화학습 기회를 제공한다.

아동가족자율연구

노년기
가족

아동학 및 가족학 전공의 다양한 학술주제들을 선택하여 학생들이 자율적으로 연구를 시행하여 발표하는
과정으로 이루어진다. 학술주제의 선택, 방법론의 결정, 자료 조사 및 분석, 결과 해석 등의 과정을 자율
적으로 주도하여 학습한다. 아동가족자율연구는 하나 또는 여러 개의 팀을 구성하여 진행한다.

선행교과로 배운 한국가족론에 이어 한국가족이 현재 어떤 모습으로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가를 다룬다.
전통적인 한국가족의 모습과 현대한국가족의 특성을 비교하면서 제도적 측면과 일상생활적 측면에서 가
생활세계와
족이 어떤 연속성과 차별성을 드러내는지 살펴본다. 또한 현대 여러가지 경제적, 사회적, 교육적 사회변화
가 가족에게 미친 영향과 그러한 변화에 대한 가족의 적응 양상을 살펴봄으로써 사회와 가족이 상호작용
하며 발달해 나가는 과정을 이해한다.

보육실습

영아의 시설 보육에 대한 지식과 이론을 학습하고, 영아의 실제 보육에 필요한 기술을 익힌다.

보육교사론

영유아를 보호하고 양육하는 보육교사가 갖추어야 할 역할을 학습하고 전문적인 교수기술과 교수전략 등
을 체계적으로 습득함으로써 직업윤리와 전문성을 겸비한 보육교사의 역량을 함양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아동가족학연습

이전에 이수한 아동, 가족학 분야의 교과목을 기초로 현재 국내외의 연구동향을 문헌을 통하여 파악 분석
하며 학생들이 관심있는 주제를 선정하여 논문을 작성하여 발표하고 평가한다. 이로써 논문을 분석하고
비판할 수 있는 능력을 함양하고 연구자로서의 자질을 향상시킨다.

가족치료

가족치료의 기초이론을 바탕으로 가족진단 및 가족문제에 대한 개입 방법을 파악하고 가족문제의 유형별
로 role play의 실현과 전화상담기관에서의 현장실습을 통하여 이론적, 실천적 태도를 통합시킨 가족치료
자로서의 자질을 함양시킨다.

가족상담

가족원 사이에 발생하는 심리적 문제에 관해 주제별로 가족구조상에서 그 원인을 진단하고 가족문제의
해결을 위한 상담기법을 익힌다.

영유아를 대상으로 개발된 국내외 보육프로그램을 다양한 관점에서 평가하고, 영유아 및 현대 가정의 변
화하는 보육 욕구에 부응하는 보육프로그램의 개발에 대해 논의한다. 현재 국내외에서 실시되고 있는 보
영유아프로그램개발
육프로그램의 등장 배경, 역사, 이론적 배경, 주요 특징, 교육과정을 살펴보고 이를 한국의 영유아 보육현
과 평가
장에 적용하는데 따르는 문제점과 개선사항을 검토함으로써 현대 한국사회의 상황에 적합한 영유아 보육
프로그램의 발전적 모델에 대한 시사점을 제공받는다.

가족현장실습

아동가족 전공 학생들이 전공과정 중에 학습한 내용을 현장에 적용, 실습하기 위한 과정이다. 건강가정사
업이나 가족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관련기관, 즉 건강가정지원센터나 가족복지센터, 가족상담소 등에서
체계적인 실습훈련을 받으며 실습일지를 작성하고 수퍼비전을 받는다. 이 교과목은 2학기에 개설하되 실
제 실습은 방학 중에 집중적으로 이루어진다. 현장실습을 통해 가족학 영역의 다양한 진로 영역을 경험해
보고, 학문과 현장의 연계과정을 배우며, 나아가 가족학 전공인력으로서의 자질과 윤리성에 대한 훈련과
정을 거친다.

라. 졸업 후 진로
직업

내용

대학원 진학

매 년 졸업생의 약 30%는 아동가족학과 대학원 석사과정으로 진학하며, 교육대학원, 행정대학원, 국제대
학원, 법학대학원 등 관련분야 대학원으로 진학함. 대학원에서 박사과정까지 이수한 경우에는 주로 대학
교수나 정책연구소의 연구원으로 취업함.

관련업체

유아교구 및 산업체(프뢰벨, 웅진 등), 아동전문 출판사(비룡소) 등 관련업체

보육시설 및 학교

중동중학교, 상명중학교 등 중고등학교, 서울대학교 부설 어린이집, 하이닉스 어린이집, 국민체육공단어
린이집, 서울법원 어린이집 등 보육시설

정책연구기관 및 공공기관

중앙건강가정지원센터, 서울여성가족재단, 경기가족여성개발원, 보육시설평가인증사무국 등 정부정책연
구소

언론기관

EBS 등 유아전문 프로그램 PD 및 방송작가

전문상담가 및 치료사

놀이치료 등 아동전문 상담사, 가족치료사, 가족상담사, 가족생활교육 강사 등 상담 및 치료 영역의 전문
가로 활동하거나 개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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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 전공관련 자격증
자격증

조건

보육교사

관련 교과목 이수 *14학번 이전: 12과목(35학점) 이상/14학번부터: 17과목(51학점) 이상
※ 보육인력국가자격증 홈페이지 참조

중등 정교사 2급 (가정)

교직 이수 시

건강가정사

관련 교과목 12과목(36학점) 이수
※ 중앙건강가정지원센터 홈페이지 또는 여성가족부 홈페이지 참조

3. 소비자아동학부를 지원하고자 하는 학생이 갖추어야 할 자질
가. 2015 전공탐색을 위한 충북대학교 안내서
* 소비자학과 - 입학준비 Tip
· 전공관련 교과목 : 기술·가정, 경제 관련 교과목
· 전공관련 비교과활동 : 금융기관 및 민간단체에서 하는 경제/금융교유갬프, 소비자관련 공모전 등
· 봉사활동 : 착한소비, 아름다운소비, 공정무역 등과 관련된 봉사활동, 소외된 사람들에 대한 봉사활동 등
* 아동복지학과 - 입학준비 Tip
· 전공관련 교과목 : 국어, 영어, 사회·문화
· 전공관련 비교과활동 : 독서논술교육, 다문화교육, 협동의식함양교육, 논술반, 독서반, 시사탐구&토론반
· 봉사활동 : 돌봄활동(환우, 장애인, 독거노인, 도시락배달 등), 자선봉사활동(캠페인, 불우이웃돕기, 기아
아동돕기 등)

나. 워크넷 학과 정보(아동가족학과) 적성과 흥미
* 아동 및 청소년복지학을 전공하려면 아동과 청소년을 이해하고 그들의 실생활에 공헌하는 일에 관심이
있어야 합니다. 따라서 아동 및 청소년에 대한 학문적 호기심과 열의를 지니고 아동 및 청소년지도나 봉사
활동에 관심 있는 학생들에게 적합합니다.

4. 소비자아동학부 지원 학생을 위한 추천도서
▶ 2015 전공탐색을 위한 충북대학교 안내서
* 소비자학과 : 김난도 [트렌드코리아], EBS자본주의 제작팀 [EBS 다큐프라임 자본주의], 송양민,우재룡
[100세 시대 은퇴대사전], 삼성생명FP센터 [재무설계 총서], 데카르트 [나는 소비한다 고로 존재한다],
유리그니지 [무엇이 행동하게 하는가], 제임스 챔피 [착한소비자의탄생], 장 보드리야르 [소비의 사회],
이승일 [소비의 미래], 매일경제 경영연구소 [청소년을 위한 금융경제 핵심정리], 더글라스 러미스 [경제
성장이 안되면 우리는 풍요롭지 못할 것인가], 이정전 [시장은 정말 우리를 행복하게 하는가], 코리건 [소
비의 사회학], 오정선 [나이들어 호강하는 사람 나이들어 고생하는 사람], 필립그레이브스 [소비자학], 이
성구 [소비자 금융골리앗에 맛서다]
* 아동복지학과 : 이영희 외 [아동상담], 윤혜미 외 [사회복지실천의 이해], 한세영 외 [아동발달], 이사라
외 [영아발달], 김상희 외 [유아발달], 현외성 [사회복지정책강론], 신나리 외 [유아교육개론], 김영종
[사회복지조사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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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자료 출처
항목

자료 출처

1. 소비자학과

서울대학교 생활과학대학 홈페이지 및 소비자학과 홈페이지

2. 아동복지학과

서울대학교 생활과학대학 홈페이지 및 아동복지학과 홈페이지

3. 소비자아동학부를 지원하고자 하
는 학생이 가져야 하는 자질
· 워크넷 - 학과정보
4. 소비자아동학부 지원 학생을 위한 · 2015 전공탐색을 위한 충북대학교 안내서
추천 도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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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문대학

■ 아시아언어문명학부

■■■

아시아언어문명학부

1. 학부 소개
아시아언어문명학부는 인도, 동남아시아, 서아시아, 일본 등 아시아 문명권에 대한 언어, 문학, 역사, 철학, 종교, 예
술을 종합적으로 교육하는 데 목표가 있다. 학문 간의 경계를 뛰어넘어 학제적이고 통합적인 교육을 지향한다. 인문학
제 분야 및 인문학 이외의 분야들과의 연계를 통해 학생 스스로 자율적이고 창의적인 학습과 전공 개발을 장려한다.

일본언어문명, 인도언어문명, 동남아시아언어문명, 서아시아언어문명 등 총 4개의 전공이 있다.
◈ 설립 취지와 목표
1) 아시아 4개 지역 연구에 대한 인문학적 기초 구축
- 서아시아, 남아시아(인도), 동남아시아, 일본의 4개 지역에 대한 교육을 담당하는 단위를 신설함으로써 이들
4개 지역 연구의 인문학적 기초를 제공한다.
- 이 단위는 지역연구에 필요한 언어 교육을 바탕으로 문학, 역사, 철학, 종교, 예술 등 다양한 인문학 분야의
교육과 연구가 총합적으로 이루어지도록 한다. 아울러 이를 통해 사회과학적 지역학 연구에도 인문학적 기
초를 제공한다.
2) 인문학의 지역적 편중 극복
- 인문대학에서 그동안 교육하고 연구해 온 인문학의 지역적 범위는 한국 외에 중국과 구미의 주요 국가에 한
정되어 있었다. 이로 인해 서아시아, 남아시아(인도), 동남아시아, 일본, 아프리카 등 세계문명사적으로 주요
한 지역들이 누락되어 있었으며, 인문학의 지역적 시야는 특정 지역에 편중될 수밖에 없었다.
- 현행 인문학 교육의 지역적 왜곡을 시정, 극복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우선 서아시아, 남아시아(인도), 동
남아시아, 일본 등 아시아 4개 지역의 인문 전통에 대한 교육 단위를 신설하여 운영함으로써 세계를 아우르
는 인문학의 지역적 시야를 확보하고자 한다.
3) 학문 경계를 넘는 융합적 인문학의 모색
- 기존의 인문대학 체제는 지역별 어문학 단위와 역사학, 철학 단위로 나뉘어 구성되어 있어 여러 학문 간의
소통이 충분히 이루어지지 못한 점이 있다. 이에 본 아시아 4개 지역에 대한 인문학 교육단위를 신설함에 있
어 언어와 문학에만 치우치지 않고 학문 간의 벽을 넘어 문학, 언어학, 역사, 철학, 종교, 예술 등이 한자리에
서 만나는 융합적인 교육과 연구를 지향하고자 한다.
- 이 교육 단위를 <언어문명학부>라 명명한 것은 기존의 지역별 어문학 중심 체제를 탈피하여 융합적인 인문
학 교육과 연구를 시도하고자 하는 데 목적이 있다.
4) 새로운 인문학 교육·연구 모델을 창출
- 현대 학문에서는 하나의 분야에만 한정되지 않고 다양한 여러 분야 간에 소통하고 협력하는 학제적 시각과
방법론이 더욱 중요시되고 있으며, 이를 연구뿐 아니라 교육 단계에서도 적극적으로 적용할 필요성이 대두되
고 있다. <언어문명학부>라는 통합적 성격의 단위를 신설하고 운영함으로써 학생들이 특정 분야에 얽매이
지 않고 해당 지역을 대상으로 인문학의 범위 내에서, 또 사회과학 단위들과 연계하여 자유롭게 학습하고 자
신의 전공을 개발할 수 있게 하고자 한다.
- 이를 통해 장차 연구에 있어서도 경계를 넘어서서 새로운 지식을 창출하는 인문학 모델을 개발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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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동과 서를 아우르는 상보(相補) 상생(相生的) 인문학
- 아시아에 대한 인문학 연구를 수행함에 있어 인문대학에서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는 서양에 대한 인문학 연구
활동과 성과를 적극적으로 활용함으로써 아시아 안에 갇히지 않고 세계 속에서 아시아를 조명하고 구명하는
데 노력을 기울이고자 한다.
- 아시아에 대한 연구를 수행하고 진작하는 데 그치지 않고 서양에 대한 인문학 연구에 대해서도 서양 전통의
시각과 학풍에 종속되지 않고 아시아 전통 내에서 나름의 주체적인 시각과 문제의식, 방법론으로 연구를 개
발하고 추진하는 데 기여하고자 한다.
- 이를 통해 인문대학에서 이루어지는 아시아에 대한 연구나 서양에 대한 연구가 반쪽이 아닌 상보적, 상생적
관계를 갖춤으로써 두 세계에 대한 연구가 국제적으로 선도적인 위치를 구축하는 데 이바지하고자 한다.
6) 서울대학교 국제화에 부응
- 인문대학에서 기존에 다루어지지 못했던 서아시아, 남아시아(인도), 동남아시아, 일본 등의 아시아 문명권에
대한 언어와 문명에 대한 교육을 통해 본교의 여러 단위에서 수행되고 있는 지역학 교육, 연구의 인문학적
토대를 마련한다.
- 이를 통해 인문학의 국제적 경쟁력을 강화하고 본교가 추구하는 국제화 토대 구축에 인문대학이 적극적으로
기여한다.
7) 사회적 수요에 대한 인문학적 대처
- 나날이 늘어나는 국제교류와 더불어 세계의 다양한 지역들에 대한 피상적 현실 이해를 넘어서서 그 배경의
문명전통에 대한 심도 있는 이해가 더욱 필요해지고 있다. 이러한 사회적 요구에 능동적으로 대응하여 해당
지역의 언어와 문명 전통에 대한 이해의 기초를 제공한다.
- 구체적인 교육 내용에서 인문학적 기초를 강조함으로써 사회과학적 접근과 구별되는 차별성을 유지함과 동
시에 사회과학적 접근과의 협력과 연계를 추구한다.

2. 일본언어문명전공
가. 교육목표
◈ 일본 전문 연구자육성
- 객관적이고 균형잡힌 시각을 지니고 감정에 치우치지 않는 자세를 지닌 일본 전문연구자의 육성을 목표로 한다.
- 외국이 아닌 한국 사회가 필요로 하는 주체적 일본학을 지향한다.
- 일본전공은 그 동안 서울대에 없었던 일본문학 분야를 위시하여 융합적인 일본학 교육을 추구하고 있기에 많은
수요가 존재 하고, 국내외 많은 일본학 관련 학과로의 진출이 가능하다.

◈ 융합적이고 통섭적인 학문
- 일본전공은 연계 학습을 지향한다. 어느 특정 학문 영역만을 고집하기보다 교내의 다양한 일본학 관련 연구
자들과 유기적 연계를 통해 융합적이고 통섭적인 학문을 지향해 나간다.
- 경제, 정치, 사회 등 사회과학 분야 연구에 필요한 기초적 토대를 마련한다. 융합적인 교육을 통해 학부 졸업
후 역사, 문화, 정치, 경제 등 교내 일본학 관련 학문분야에서 학습을 계속할 수 있다. 또한 자유전공학부처럼
일본전공을 이수하면서 대학원과정에서 교내 다른 분야들로 진출할 수 있는 길을 적극 열어 준다.

◈ 고전과 실용성의 적절한 조화
- 고전 학습을 통해 기본 소양을 길러나가면서도 현대 일본 사회와 문화를 이해할 수 있는 폭넓은 시각을 갖출
수 있도록 한다.

- 171 -

- 시류에 따른 유행을 지양하고 튼튼한 기본 소양을 갖춘 교육과 연구를 추구한다.

나. 교육내용
◈ 문학+문화 연계의 커리큘럼
- 고전문학 학습을 통해 원자료를 해독할 수 있는 기본 실력을 갖추고 이를 바탕으로 현대 일본사회를 이해할
수 있도록 한다.
- 본교에 존재하는 다양한 교육과정과 연계를 강화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한다.
- 일본이라는 특정 단위를 넘어 아시아 전체를 시야에 넣은 포괄적인 지역 이해를 권장한다.

다. 일본언어문명전공 교과
학년/
학기

1학기

2학기

100.171 일본문명의 이해 (전공탐색)
1003.221* 아시아문명론입문(전필,공통)
1003.271 집중일본어1

1003.171 일본문학의 이해
1003.272 집중일본어 2

2

1003.273 일본 근현대 문화와 예술
1003.275 일본문헌강독 1

1003.274 일본 전통 문화와 예술
1003.276 일본문헌강독 2

3

1003.321 아시아문명교류사(공통)
1003.301 일본고전문학
1003.375 일본현대소설

1003.371A 일본근대문학
1003.373A 일본의 사상과 문명

4

1003.421 아시아문명연구의 시각(공통)
1003.474 일본문헌 번역연습
M2641.000300* 아시아연구지도(전필,공통)

1003.473 일본문명특강
1003.475 한일문명비교 연구
1003.476 일본근현대사상특강

1

비고(교양)

010.058A
고급일본어 1,
010.166
고급일본어 2
* 권장 교양교과목임.
이수규정은 아시아언어
문명학부 홈페이지 자
료실 참조

3. 동남아시아언어문명전공
가. 교육목표
◈ 동남아시아 전문연구자 양성
- 학사과정 후 국내 혹은 국외 대학원에 진학하여 학문후속세대로 성장할 수 있도록 탁월한 언어 능력과 심층적
지식을 기르도록 한다.

◈ 동남아시아 지역전문가 양성
- 학사과정 이후 민간 및 공공부문에서 해당지역과 관계되는 일을 담당할 뿐 아니라 현지에서의 커리어를 가질
수 있는 실용적인 전문 인력을 배양한다.

◈ 다양성과 실용성을 중시하는 교육
- 동남아시아는 본 아시아언어문명학부에서 다루는 그 어떤 지역보다도 다양성이 두드러지는 지역이다. 따라서
전근대의 여러 양상을 소홀히 다루지 않는 한도 내에서 현대 동남아시아의 다양한 국가, 종교, 문화, 도서와
해양 지역의 차이 등을 고루 인식하도록 한다.

- 172 -

나. 교육내용
◈ 언어 교육
- 학부생을 위해 말레이-인도네시아어와 베트남어는 4학기씩 개설하고 이후 국외의 심화 과정을 수강하거나
현지에서 연구 혹은 조사 활동 등을 할 수 있는 수준으로 실력을 쌓도록 장려한다.
- 점차 타이어 등 다른 동남아시아 언어도 수요에 따라 개설한다.

다. 동남아시아언어문명전공 교과
학기/
학년

1학기

2학기

1

1003.151 동남아시아 문학 개론
1003.221* 아시아문명론입문(전필,공통)

2

1003.251 동남아시아의 종교와 문명
1003.252 동남아시아의 미술과 건축
1003.253 동남아시아의 전통 공연예술과 대중문화 1003.254 동남아시아 문학 특강
1003.255 집중 타이어1
1003.256 집중 타이어2

3

1003.321 아시아문명교류사(공통)
1003.351 세계사 속의 동남아시아
1003.353 말레이-인도네시아어 강독1

4

1003.421 아시아문명연구의 시각(공통)
1003.454 베트남어 강독1
1003.452 동남아시아 문명특강
M2641.000300* 아시아연구지도(전필,공통)

100.170 동남아시아문명의 이해
(전공탐색)

비고(교양)

010.060C
말레이-인도네시아어 1,
010.165
말레이-인도네시아어 2,
010.079B
베트남어 1,

1003.352 동남아시아 디아스포라의 과거와
010.164
현재 - 지역과 세계
베트남어 2
1003.354 말레이-인도네시아어 강독2

1003.453 동남아시아의 국가별 연구
1003.455 베트남어 강독 2

* 권장 교양교과목임. 이수
규정은 아시아언어문명학
부 홈페이지 자료실 참조

4. 인도언어문명전공
가. 교육목표
◈ 남아시아 전문연구자의 양성
- 인도 문화의 다면성과 다층성을 심도 있게 이해하는 각 학문분야의 전문연구자를 양성한다.

◈ 남아시아 지역전문가의 양성
- 아시아 시대를 맞이하여 사회 각 분야에서 남아시아에 대한 포괄적이면서도 심층적인 지식과 시야를 갖추고
한국과 남아시아를 연결시켜 줄 수 있는 전문가를 육성한다.

◈ 남아시아에 대한 이해 확산
- 사회 각계에서 남아시아에 대해 정확하고 균형 잡힌 정보가 유통될 수 있도록 대학 전체 차원에서도 학생들
의 교육에 힘쓴다.

◈ 언어 구사 능력 연마
- 학부생들이 남아시아문화권의 문화를 폭과 깊이를 아우르면서 학습할 수 있도록 높은 수준의 언어 구사 능력을
갖출 수 있도록 교육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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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전과 현대의 조화
- 고전전통의 남아시아와 근대 이후 자리 잡은 현대 남아시아를 균형 있게 바라보고 이해할 수 있도록 고전과
현대에 대한 정보와 지식이 조화를 이룬 교육을 지향한다.

나. 교육내용
◈ 고전，근세，근현대 분야 학습
- 인도전공은 크게 고전과 근세, 근현대 분야로 나누어 교육한다.
- 고전전통의 남아시아 연구에서는 고전문화의 특색으로서 제시되는 다양한 종교와 철학 문헌에 나타난 인간
과 세계의 본질에 대한 탐구를 학습한다. 나아가 남아시아 문화의 황금기인 고대와 중세에 발전한 서사시와
희곡, 종교문헌 등을 통해 문학과 종교 등 여러 측면을 학습한다. 아울러 남아시아의 고전전통이 동남아시아
와 중앙아시아, 동아시아에 끼친 문화적, 사상적 영향을 탐구한다.
- 근세에는 이슬람의 전래 이후 남아시아 문명에 일어난 변화상과 그것이 근대로 이어지는 과정을 학습한다.
중앙아시아, 서아시아 및 유럽과의 관계도 주요한 학습 내용이 될 것이다.
- 근현대에서는 영국의 식민지시대와 독립, 현대에 이르기까지 현대 남아시아를 형성해 온 문화의 다양한 측면과
역사적 경험을 학습한다.

◈ 언어 훈련
- 인도전공에서 제공하는 힌디어와 산스크리트어 가운데 최소 4학기의 언어 교과목을 이수해야 한다. 4개 과
목은 모두 힌디어나 산스크리트어로 구성될 수도 있고, 힌디어와 산스크리트어를 섞어서 구성할 수도 있다.
- 현대 인도어 가운데 힌디어 이외에 벵골어와 타밀어도 이수할 수 있도록 언어 과목을 확대한다.
- 힌디어나 산스크리트어 과목을 l년 이상 수학한 전공 학생들에게 고급단계의 언어훈련을 위해 인도를 위시한
세계 각지에서 개설되는 어학 코스에 참여하여 언어 능력을 높일 수 있도록 한다.

다. 인도언어문명전공 교과
학기/
학년

1학기

2학기

1

1003.111 인도의 신화와 예술
1003.221* 아시아문명론입문(전필,공통)

100.168 인도문명의 이해(전공탐색)

2

1003.211 인도문학의 이해
1003.212 인도사 1

1003.213 인도사 2
1003.214 인도현대문학

1003.321
1003.311
1003.312
1003.315

1003.313 남아시아의 언어
1003.314 인도 근현대 문화와 예술

3

4

아시아문명교류사(공통)
인도고전문학
인도 사상과 종교
힌디어강독

1003.421 아시아문명연구의 시각(공통)
1003.411 산스크리트어강독 1
M2641.000300* 아시아연구지도(전필,공통)

1003.412 산스크리트어강독 2
1003.414 인도문명특강
1003.415 인도사상특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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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고(교양)

010.061D
힌디어 1,
010.069B
힌디어 2
010.056
산스크리트어 1,
010.057
산스크리트어 2
* 권장 교양교과목임.
이수규정은 아시아언어
문명학부 홈페이지 자
료실 참조

5. 서아시아언어문명전공
가. 교육목표
◈ 서아시아 전문연구자 양성
- 학사과정 졸업 후 대학원에 진학하여 학문후속세대로 성장할 수 있도록 언어 능력과 기초 지식을 연마하게 한다.

◈ 서아시아 지역전문가 양성
- 학사과정 졸업 후 민간 및 공공부문에서 서아시아와 관계되는 일을 담당할 지역전문가를 양성한다.

◈ 서아시아 지역 문화에 대한 이해 진작
- 종교, 문학, 역사 등 서아시아 문화 다방면에 걸쳐 폭넓은 인문학적 교육을 수행한다.

나. 교육내용
◈ 언어 교육
- 학부생을 위해 아랍어， 페르시아어， 터키어， 히브리어를 각 4학기씩 개설하여 그 기간에 고급 수준에
이르도록 한다. 이후 국외의 심화 과정을 수강하거나 현지에서 연구 혹은 조사 활동 등을 할 수 있는 수준으로
실력을 쌓도록 장려한다.
- 전공에 따라 다를 수 있으나 기본적으로 현대어를 기본으로 배운 뒤 고전어를 습득하도록 지도한다.
- 학생들의 관심과 요구가 있으면 고전아랍어, 고전페르시아어, 고전투르크어, 기타 희귀 고전어를 특강 형태로 개설한다.

◈ 교과 학습내용
- 고대부터 현재에 이르기까지 폭넓고 균형 있게 학습하게 한다.
- 굴곡진 근대화 과정이 서아시아의 현재에 어떻게 반영되었는지 자세히 알게 함으로써 현재적인 안목을 기른다.
- 시류를 좇기보다 기본 소양을 갖추고 맥락을 고려하는 교육과 연구를 지향한다.
- 서아시아 내의 한 지역 전통에만 집중하기보다는 지역 전체의 상호작용도 이해하는 종합적인 안목을 함양하
도록 한다.
- 인문학적 접근에 중점을 두면서도 사회과학 등 인접 학문과의 교류를 적극 권장한다.

다. 서아시아언어문명 전공 교과
학기/
학년

1학기

2학기

1

100.169 서아시아문명의 이해(전공탐색)
1003.221* 아시아문명론입문(전필,공통)

1003.131 근현대서아시아의 문학과 사회

2

1003.231 고대서아시아문명
1003.234 집중페르시아어 1

1003.232 이슬람문명의 기원과 전개
1003.233 고대서아시아 신화와 문학
1003.235 집중페르시아어2

3

1003.321 아시아문명교류사(공통)
1003.332 서아시아의 미술과 건축
1003.335 아랍어강독 1
1003.337 집중히브리어 1
M2641.000200 이슬람의 다양성: 순니와 시아

1003.333
1003.334
1003.336
1003.338

고대서아시아 언어의 세계
서아시아 종교사상
아랍어강독 2
집중히브리어 2

1003.421 아시아문명연구의 시각(공통)
1003.433 페르시아어강독 1
1003.435 터키어강독 1
1003.437 히브리어강독 1
M2641.000300* 아시아연구지도(전필,공통)

1003.432
1003.434
1003.436
1003.438

중동현대사의 쟁점들
페르시아어강독 2
터키어강독 2
히브리어강독 2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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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고(교양)
010.059C
아랍어 1,
010.068B
아랍어 2,
010.072B
터키어 1,
010.163
터키어 2
* 권장 교양교과목임.
이수규정은 아시아언어
문명학부 홈페이지 자
료실 참조

6. 아시아언어문명학부를 지원하고자 하는 학생이 갖추어야 할 자질
가. 고려대학교 일어일문학과 소개자료(이런 학생 일어일문학에 딱!!)
* 일본어가 좋고 관심이 있다.
* 대중문화로부터 일본을 알기 시작했고, 앞으로 더 전문적으로 일본을 공부해 보고 싶다.
* 일본인을 포함한 외국인과 교류하면서 우리 문화를 세계에 알리고 싶다.
* 일본 전문가가 되어 미래의 한·일 관계를 이끌어갈 글로벌리더가 되고 싶다.

나. 단국대학교 학과별 필요한 적성
* 중동학과
중동학과는 무엇보다 아랍, 중동, 이슬람 등에 남다른 호기심과 관련 분야의 전문가가 되고자하는 꿈이 있는
학생에게 적합합니다. 또한 우리 과의 모토가 재학생의 국제화, 전문화, 선진화 교육이라는 점에서, 우선 글
로벌 인재로서 폭넓은 국제적 감각, 다종교 및 다문화에 대한 포용, 새로운 세계에 대한 도전 의식을 갖추고,
중동전문가로서 이 지역에 대한 호기심과 열정적인 탐구 의식이 동반되면 우리 과에서 재미있게 공부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중동지역에 대한 종합적 이해와 지식 습득을 바탕으로 창조적인 아이디어 개발과 선
도적인 분야 개척 의지가 있다면 사회에서 큰 주목을 받는 인재가 될 것입니다.
* 일본어과
일본어를 습득하는 데는 적극적인 사고와 인내력 및 문화적 이질성에 대한 포용력 등이 요구됩니다. 일본어
는 우리말과 그 구조가 같기 때문에 다른 나라의 언어에 비해 성취도가 높다고 볼 수 있지만, 언어는 본래
생활적이고 습관적인 것이므로 오랜 시일을 두고 반복적으로 공부해야 한다는 점은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또한 일본어 구사능력 이외에도 여러 가지 문학작품이나 역사, 문화 등을 함께 공부하여야 하므로, 평소 인
문학적 소양이 있는 학생이라면 적성에 맞는다고 볼 수 있습니다.

다. 워크넷 학과 정보(기타 아시아어·문학과) 적성과 흥미
기타 아시아어문학을 공부하기 위해서는 강한 지적 호기심과 도전의식, 선구자적인 소명의식을 갖춘 적극적
이고 긍정적인 성격이 필요합니다. 특히, 다른 외국어에 비해 우리나라에서 관련 자료를 구하기가 어렵고 국
내 학자들의 연구성과가 희소하기 때문에 기타 아시아어를 습득하기 위해서는 남다른 인내심과 끈기가 필요
합니다.

7. 아시아언어문명학부 지원 학생을 위한 추천도서
▶ 고려대학교 일어일문학과 소개자료(미리보는 일어일문학)
* 김춘미 [번역과 일본문학], 김충영 [일본 전통극의 이해], 최관 [우리가 모르는 일본인], 가와바타 야스나
리 [설국], 서승원 [북풍과 태양], 고려대학교 일본연구센터 일본어학 교육연구실 [인문과학과 일본어의
접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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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자료 출처
항목
1. 학부소개

자료 출처
서울대학교 인문대학 홈페이지 및 아시아언어문명학부 홈페이지 - 학부 소개

2. 일본언어문명전공
3. 동남아시아언어문명전공
4. 인도언어문명전공

아시아언어문명학부 홈페이지 - 교과과정

5. 서아시아언어문명전공
6. 아시아언어문명학부를 지원하고자
․ 고려대학교 전공 소개자료
하는 학생이 가져야 하는 자질
· 단국대학교 홈페이지
7. 아시아언어문명학부 지원 학생을 · 워크넷 - 학과정보검색
위한 추천 도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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