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

the
center of
korea

global
leading
campus

korea 
university 
sejong 
campus

대한민국 중심에서 세계로 

고려대학교 세종캠퍼스



32

libertas
veritas
Justitia

 ku introduce
10 주요연혁

12 비전 2030
13 전략과제

 ku talent
16 창의성 있는 전문인

18 국제적 이해와 교류능력을 갖춘 글로벌 인재

20 봉사, 협력하는 민주시민

 ku academics
24 대학

27 대학원



54

the
cent-
er

korea

of

글로벌 

레지던스시스템으로

전인교육의 

새 지평을 열어온 

고려대학교 

세종캠퍼스



76

global

leading
campus

세계 고대 1,000년의

새로운 역사를 창조해 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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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성의 요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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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 리더쉽

프로그램으로

국경없는 캠퍼스를

실현 합니다

global

resi-
dence

campu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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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u introduce

ku history

ku vision 2030

subject of strategy

2005 2008 2010 2012

주요연혁

creative evoling 

campus

05.05 고려대학교 개교 100주년

	 농심국제관	준공

05.10  식품바이오	전문	인력	양성

	 식품바이오	전문인력	양성	누리사업단	선정	

06.03 2단계	BK21사업단	선정

	 (경제-통계교육사업단,	소재화학연구단,	디스플레이	원천기술사업팀)

06.04 비전 2010+ ‘대한민국의 새로운 중심 best boarding campus’선포

06.09 종합운동장	완공

06.12 오송생명과학단지	내	의생명공학원	부지	매입

10.02	 석원경상관	준공

10.03	 약학대학	설치인가

10.05 개교 30주년 기념식 비전 2030 

 ‘대한민국의 중심 

 global leading campus’선포

10.06	 약학대학	연구실험동	준공

11.04	 창업보육센터	신규지정	및	건립사업	선정

11.05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입지	선정

11.08 global-top 환경기술개발사업 선정

08.02	 고려대학교	서창캠퍼스에서	 

	 고려대학교	세종캠퍼스로	명칭	변경

08.12 세계 수준의 연구중심대학(Wcu) 선정

09.02 기숙사 4관 호연4관 준공

09.08	 첨단의료복합단지	입지	선정

12.07 세종특별자치시 출범

12.12	 오송의생명공학연구원

 신수종합BT융합산업창업보육센터	준공

13.04 KU-IBS	가속기	연구·인력	양성을	위한	

 Science Park	설립	확정

13.05	 약학대학,	개교	2년	만에	국내	3위,	

	 세계	66위로	도약(QS	세계	대학	평가)

14.03	 일반대학원	내	세계	최초	가속기학과	개설

대한민국 100년을
이끈 힘,
고려대학교는 하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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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U INTRODUCE

WHERE THE FUTURE BEGINS

INNOVATIVE CAMPUS

WITH VISION

1

3

2

4

단과대학 및 연구소의 비전 및 목표 달성

문화예술적	창의력	및	학문	통섭의	기반

IT분야	전문인력	양성의	메카

최첨단	의생명	연구	및	교육의	Hub

행정중심복합도시를	대표하는	거버넌스	대학

국내	5대	경영	분야	교육	대학

아시아	최고의	치의학	연구·교육기관

세계	수준의	의·생명	지식	참조/융합	및	확산	센터

학문 통섭 고속도로 구축

동종/이종	학문간	교차	배양을	통한	신학문	분야	정립

학문통섭처 신설

신학문	분야	교육	프로그램의	개발	및	실행

신학문	분야	연구	성과의	구체화

학문	통섭	촉진을	위한	Motivation Program개발	및	실행

지식융합/확산센터 설립

의생명 지식 창조 확산 센터

TRIANGLE 캠퍼스 구축

세종시	캠퍼스	(친환경	Riverside Campus)

오송	의·생명공학	캠퍼스	(교통	Hub	기반	의·생명	Campus)

조치원	캠퍼스(Best Boarding Campus)

‘3차원 전자공간 혁명’이 실현된 캠퍼스

U-Campus	조성을	위한	Hardware/Software	완벽	조성

전	구성원	Ubiquitous Device	(노트북,PDA	등)	활용

문화-복지 캠퍼스 구축

환경친화적	Green	캠퍼스	구축

국내	최고의	예술캠퍼스	조성	(박물관,	미술관,	

음악관	등	건립)지역별/인종별	다양성	프로그램	운영

교육 수요자, 공급자의 국제화

HUMANWARE GLOBALIZATION

외국인	교원	50%,	외국인	학생50%,	외국인	직원	50%

내국인/외국인	기숙사	1:1	배정

전	구성원(교직원,학생)	영어	상용화

신개념/다중화 GLOBAL PROGRAM

SOFTWARE GLOBALIZATION

Amerian/Asia/European Mosaic Program

신입생	Go-Abroad Program

해외	산학연	 Internship/Mentoring

영어강의비율	50%

캠퍼스 인프라 국제화

HARDWARE GLOBALIZATION

전	캠퍼스	English Zone화

기숙사내	테마형	공간마련

캠퍼스	권역별	문화다양성	체험		Zone	운영

초일류 연구 및 교육 기반의 확보

약학대학	의·생명공학	최우수	연구인력	및	첨단	인프라	확보

세종시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와	연계한	기초과학	연구	단지	조성

국내외	산한연	연구	Cluster	구축

스타교원	및	우수	신입생	지속적	확보

연구성과의 수월성 확보

교원	연구	경력	관리	프로그램

(Research Career Management Program)

학문	통섭을	통한	국제논문	발표	및	Impact Factor	획기적	증가

CAMPUS 자산 포트폴리오 구축 및 운영

SEJONG ASSET PORTFOLIO MANAGEMENT

지식산업화를	위한	학교기업	및	지주회사	설립

Sejong AMC (Asset Management Corporation)설립

전략과제

변화와 혁신의 비전,
글로벌 명문대학의
새로운 기준입니다

지식융합/확산의 허브

최첨단·친환경  교육환경

전방위 국제화

기초과학 및 첨단 기술의 산실

KU HISTORY

KU VISION 2030

SUBJECT OF STRATEGY

대한민국의
중심

Global
Leading
Campus

신학문 창출의 
세계적 리더가 되는 대학

글로벌 교육기반 
구축을 통한 지속성장

세계를 선도하는 
미래과학기술의 허브

목표 전략과제

고려대학교 세종캠퍼스 비전 2030

지식융합/
확산의 허브

최첨단·친환경
교육환경

전방위 
국제화

기초과학 및 
첨단 기술의 산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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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재상

glob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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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l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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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의

중심

글로벌

리딩

캠퍼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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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U TALENT

CULTIVATE GLOBAL LEADERS

GLOBAL RESIDENCE CAMPUS

CREATIVITY PROFESSIONALS

GLOBAL TALENT

SERVICE & COOPERATION

학부생 3~5명이 자발적으로 그룹 조직

관심분야에 대한 연구, 현장탐방, 실험, 실습 등

독창적으로 문제해결을 할 수 있도록 지원

1) 전공기초능력	향상

2) 선후배간	유대관계	형성

3) 자기주도적	학습능력,	창의적	문제해결능력	향상

4)     실무의	현실	파악,	현장	투입	가능한	창의적	

	 인재	배출	효과

목적 교내	학부생들의	창업분위기	조성

참가분야 바이오산업,	공학기술,	정보통신,	화학/

	 	 환경/생명공학/식품/섬유,	기타	제조	및	

	 	 지식서비스

금상 상금	300만원

	 창업보육센터	입주자격	혜택	부여

은상 상금	200만원

동상 상금 100만원

1) 창업계획서	작성	등을	통한	프로젝트	수행경험	체험

2)	기획력,	추진력	제고	효과

이공계 학부생 1명에 대학원생 1명+

지도교수 1명을 배정 기업 연구과제 등 

현장 프로젝트 참여 지원

1)	학부	졸업생의	연구개발능력,	문제해결능력	향상

2)	기업	프로젝트	체험을	통한	현장적응력,	

	 실무활용능력	향상

운영 현황

디스플레이반도체물리학과,	신소재화학과,	

생명정보공학과,	식품생명공학과,	제어계측공학과,

환경시스템공학과	등

산업현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문제를 발견하고 해당 문제 해결을 위한 

시제품·시작품 설계, 제작을 지원 

문제분석능력, 기획력, 창의력, 산업체 실무적응력 향상

운영현황

실무적인 전공교육 지향 + 각계 각층의 외부 전문가 강연 

현장감 있고 높은 수준의 회계실력을 겸비한 졸업생 배출

2013 회계분야 외부 전문가 초청 특강

2013학년도 참여현황

CREATIVE CHALLENGER PROFRAM

CCP 벤처·창업아이템 
경진대회

학부연구원
제도

캡스톤 
디자인
Capstone 
Design

경영학부
사례

안암캠퍼스와 
연계한 
다양한 전공제도

창의성 있는 전문인

실용적 
전공교과
다전공제도

학과

제어계측공학과

환경시스템공학과

전자및정보공학과

교과목명

기전융합	Capstone Design

환경시스템종합설계

정보공학종합설계

분야

회계세무

증권금융

공직

일반

강연자

조영균(삼일회계법인)

이호용(국민은행	세무팀)

류승선(미래에셋	리서치센터)

신성호(IBK자산운용)

김완수(기획재정부	사무관)

신상훈(LG CNS)

주제

공인회계사의	사회적	역할

세무전문인의	역할과	진로

애널리스트의	세계

펀드매니저의	역할과	회계정보의	중요성

국가회계기준	소개	및	공인회계사의	

공직사회	진출

기업내	회계정보의	활용과	내부	감사

2개	이상의	학부(과)가	

연계하여	별고	교육과정을	

편성,	설치한	전공

제1전공을	이수하면서	

타	학과	전공을	

제	2전공으로	동시에	이수

제	1정공	졸업요건	충족	후	

타	학과의	제	1전공	

교육과정을	이수

149 345 40

단위:	명

융합전공 이중전공 복수전공

미래가치를
만드는 힘!
고려대학교
세종캠퍼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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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REATIVITY PROFESSIONAL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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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적 이해와 
교류능력을 갖춘 글로벌 인재

외국인	교환학생과	기숙사	한방에서	함께	생활

외국인	교환학생과	매월	1:1	영어	학습	프로젝트	수행

한국문화체험	fi eld trip	및	동아리	활동	등	다양한	문화이벤트	참가	

전주	한옥마을/안동	하회마을	방문,	추석	송편만들기	

할로윈파티를	통한	상호문화	이해

봉사클럽,	푸드클럽,	무비클럽	활동을	통한	네트워크	형성

귀국	후에도	네트워크	유지-우리대학	학생을	본국	교환학생으로	초청

ITS 프로그램 2013년 학생 참여 현황

단위:	명

외국인 교환학생 본교 재학생

2013년 학생 참여 현황

협정 체결국 91개국

협정 체결대학 863개 대학

2013년 학생 참여 현황

2013년도 41명

2014~1학기 23명

북미, 유럽 등 전 세계 명문대학에서 1~2학기 동안 수학

현지 학생들과 함께 학업을 하면서 언어 및 문화 등을 습득하고, 

본교에서 학점을 그대로 인정 

운영현황

본교에서 7학기 이수 + 중국 길림대학 1개 학기 이수

길림대학 교과목 수강을 통하여 중국어의 실습, 중국 문화, 

통상분야에 대한 학습

갈림대학 수강과목

국외 대학과의 
학점 교류

중국학부 
7+1 제도

50 96

91

863

41

23

국가

영국

캐나다

호주

미국

대학

Roya Holloway University of London, University of East London, 

King's College London 등

UBC(University of British Columbia) 등

Griffi th University 등

UC DAVIS, University of Pennsylvania, 

Eastern Michigan University 등

교과목명

한어종합

사회실습

국제무역

상무한어

내용

중국어	종합학습(독해,	문법,	작문	등)

중국기업,	중국에	진출한	한국기업	현장실습

길림대학의	국제무역	전공과목

비즈니스	중국어

글로벌 리더십 
프로그램으로
국경 없는 캠퍼스를 
실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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봉사, 협력하는 민주시민

하버드, 예일, 코넬대 등 미국 명문대학이 전통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기숙형 캠퍼스 지향

수용률	34.5%(전체	재학생	대비)	

신입생	전원	입사

1)	공동체	의식	함양

2)	선배	및	외국인	유학생과의	집단의식	형성	

3)	문화적	다양성	습득

보딩캠퍼스
Boarding 
Campus

외국인 유학생과 영화리뷰, 독서토론,  미니콘서트 등 

다양한  영어사용 프로그램 진행하는 글로벌 공간

1)	영어	사용의	생활화	

2)	외국인	유학생과의	문화	교류	

English 
Cafe

기숙사 학생 대상으로 매 학기 요리강좌 실시

본인이 개발한 레시피로 학기말 발표회 개최 

1)	다양한	요리의	레시피	정보	습득	

2)	창의활동,	정서적	안정감	제공

기숙사생
요리 강좌

사회봉사단
KUSSO

‘실천하는 지성과 생각하는 리더’로서 진정성 확보 목적으로 2008년 창단

학생들이 주축되어 교육•캠페인•사회복지•다문화봉사 등의 활동을 기획, 주관                   

주요 활동 

연탄배달	봉사

지구촌봉사(베트남,	피지,	네팔,	필리핀,	우간다	등)

해비타트	참가

2013	평창	동계	스페셜올림픽	호스트타운	운영

KUSSO	한마당	진행(나눔바자회,	아름다운소비,	재활용,	장애체험)	등

학교를 대표하는 크림슨색이 세계로 퍼져나가는 모습 형상화

2004년부터 활동한 학생홍보대사

캠퍼스 투어, 입시박람회 참여 등 다양하게 학교 발전에 기여

매달 캠페인, 행사를 주관하여 깨어있는 지성인을 지향

주요 활동 

독도의	날	

'D.O.K-D.O(Destiny Of Koreans, Dok-do Our territory)'	캠페인	

지구의	날 'Everyday Earth-day'	캠페인

농업인의	날	'사랑	나눔’	캠페인

식목일 'T.R.E.E day' 행사

세계	관광의	날	'Global Korea’	등	

홍랑
紅浪

전공학습 도우미
해당	교과목에서	A이상	학점을	취득한	학부생이	수강생들의	학습을	지원

그린나래 멘토링 
재학생	선배(멘토)가	재학생	후배(멘티)에게	대학생활,	진로	설계	등을	조언	

교우 멘토링
각	분야에	진출한	졸업생이	해당	업계	취업을	희망하는	재학생에게

기업실무와	현황,	준비방법을	조언

봉사
활동

당신이 직접 
꿈꾸고 변화시킬 
고려대학교 세종캠퍼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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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세기는	인문학과	과학기술이	접목된	새로운	패러다임을	

요구하는	시대입니다.	이러한	흐름에	발맞추어	인문대학은	

고려대학교가	지닌	전통과	경험을	바탕으로	민족문화의	

발전을	도모함은	물론,	정보화·세계화의	흐름을	선도하는	

인적자원을	양성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미래에	대한

무한한	희망과	그것을	반드시	이뤄내겠다는	패기로	가득	찬	

학생들,	그리고	대한민국	최고의	교수진으로	구성된	

인문대학은	학생과	교수	간의	돈독한	신뢰와	애정을	바탕으로	

지금보다	더	나은	미래를	만들기	위해	분주하게	움직입니다.	

인문대학에서	순수와	실용	학문을	두루	배운	학생들은	우리	

시대의	키워드인	‘문화’를	선도하는	사회의	초석이	될	것입니다.

경상대학은	지식정보화	시대에	앞서나가기	위해	항상	새로운	

커리큘럼과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창의적인	지식과	문화의	

창출을	지향하는	유능한	인재를	육성하고	있습니다.	본	대학에

서는	특화된	전공과정과	강화된	외국어	교육을	진행하고	

있으며,	각종	학술대회와	그룹	스터디	등	차별화된	프로그램을

활용합니다.	이를	지원하기	위한	설비투자와	함께	젊고	유능한	

교수진들의	초빙이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경상대학의	

학생들은	21세기가	필요로	하는	소양과	능력을	고루	갖추고	

창의적인	역량까지	더한	경제·경영인으로	거듭나	대한민국의

미래를	책임질	주역이	될	것입니다.

과학기술대학은	자연과학	및	첨단과학의	이론적	지식과	실무

능력을	겸비한	고급	과학기술인을	육성합니다.	

특히	본	대학에서는	다양하고	실제적인	커리큘럼과	산학연계	

프로그램을	통해	실무형	인재	양성에	주력하고	있습니다.	

국내	최대의	의생명과학단지가	될	오송	첨단의료복합단지	및	

생명과학단지에	고려대학교	세종캠퍼스의	의생명공학원이	

운영	중에	있으며,	대덕연구단지와	세종시,	고려대학교	

세종캠퍼스와	오송을	잇는	국제과학비지니스벨트가	조성	중에

있어	이를	활용한	국내	최고의	산·학	협력단	모델을	구축할	

계획입니다.	과학기술대학의	학생들은	앞으로	세계	IT	산업을	

주도하고,	국내	과학기술의	발전은	물론	세계	과학기술을	

선도하는	글로벌	리더로	거듭날	것입니다.

고려대학교	세종캠퍼스는	중앙행정기관과	각종	국책연구기관

의	이전이	추진되고	있는	세종특별자치시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공공행정학부는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과	

같은	외부환경에	대응하여	최고의	실무형	공공부문	전문	

인력을	양성하기	위해	독립된	학부로	승격,	체계적이고	심도	

있는	행정과	정책	분야의	교육을	실현하고	있습니다.

인문대학 경상대학

과학기술대학 공공행정학부

소속연구소	고고환경연구소,	한국학연구소,	동아시아미술문화연구소

국어국문학과 / 사회학과 / 영어영문학과/ 고고미술사학과 / 독일문화학과/ 북한학과 / 중국학부 / 미디어문예창작학과

소속연구소	경영교육혁신센터,	세종경영연구소,	경제통계연구소

경제학과 / 경영학부 / 경영정보학과

창의적인 생각과 새로운 시선으로 세상을 바꾸는 문화를 만듭니다 실용성과 창조적 역량을 갖춰 세계 시장의 주역을 만듭니다

소속연구소	자연과학연구소,	산업기술연구소,	광전자신소재연구소

수학과 / 응용통계학과 / 컴퓨터정보학과 / 전자및정보공학과 / 환경시스템공학과 / 생명정보공학과 / 식품생명공학과

디스플레이·반도체물리학과 / 신소재화학과 / 제어계측공학과

고급 과학기술인의 출발, 과학기술대학의 첨단 인프라로 만들어갑니다

세종특별자치시와의 연계 교육으로 실무형 공공부문 전문 인력 양성

Sejo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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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소득	2만불	시대와	국제화	시대로의	시대적	흐름에	맞추어	

국제스포츠학부는	사회	복지적,	예방	의학적,	스포츠의	대중화

차원에서	세계무대에서	스포츠의	다양한	가치들을	통합시킬

수	있는	조직과	그	조직의	바람직한	활동을	이끌어갈	전문적	

자질을	갖추고,	국제화	시대에	맞는	어학능력과	국제적	감각을

배양한	Global Sport Leader	양성을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국제스포츠학부는	이러한	목적달성을	위해	우수한	교수진과

탄탄한	커리큘럼의	제공을	통해	이론과	실기를	겸비한	글로벌

인재양성에	중점을	두며,	앞으로의	국제	스포츠현장에서	중추

적인	역할을	담당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일반대학원은	고려대학교가	100여	년	동안	축적한	교육자원을

토대로	대한민국의	학문	전반을	아우르는	전문	지식인을	양성

하고	있습니다.	또한	학문에	대한	개척	정신을	발휘하여,	

학과	간	협동과정을	통해	서로	다른	전공	간의	유기적인	연계

프로그램을	구축하여	창조적인	학문을	연구하도록	시스템을	

마련해두고	있습니다.	이러한	결과	학생들은	산ㆍ학ㆍ연	협동

과정을	통해	순수	학문의	전문성과	사회가	요구하는	실용성을	

함께	갖추게	되며,	본	대학원에서	배출한	인력들은	학문적인	

전문성을	바탕으로	새로운	시대가	요구하는	깊이	있고	

창조적인	역량을	사회	각	영역에서	발휘하고	있습니다.

고려대학교	약학대학은	약학	고유의	전문지식	및	실무	능력과	

국제적	소통	능력을	함양토록	함으로써	글로벌	리더로서	

21세기형	전문약학인	양성을	목표로	설립되었습니다.	

본교	약학대학은	고려대학교의	약학	관련	학문	분야	및	인근의

오송ㆍ오창ㆍ대덕	연구단지	내	식약청,	연구소	및	기업들과	

유기적인	관계를	구축하여	충청광역권	신약개발	BT산업	

클러스터	형성에	교육기관으로서	중심적	역할을	담당하게	

될	것입니다.

특수대학원은	다양하게	분화된	영역의	전문성을	요구하는	

시대의	흐름에	맞는	재목을	배출하기	위해	전공별로	특화된	

교육을	실시합니다.	또한	이미	사회로	진출한	인재들에게	

그들의	역량을	한	단계	업그레이드	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학술적인	성격이	강한	일반대학원과	달리	특수대학

원은	사회	현장에서	요구하는	실용적인	학문을	추구하며,	

산업체ㆍ연구소	등과	연계하여	이론과	실제를	학습	현장에서	

모두	충족하고	있습니다.	이로써	특수대학원의	학생들은	

특화된	능력을	갖춘	전문	지식인으로	거듭납니다.	현재	고려대

학교	세종캠퍼스에는	인문정보대학원,	경영정보대학원,	행정대

학원,	의용과학대학원	등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국제스포츠
학부

일반대학원

약학대학 특수대학원

소속연구소	사회체육연구소

어학능력과 국제적 감각을 배양한 Global Sport Leader 양성 창조적인 역량과 전문 지식을 갖춘 글로벌 리더 양성

소속연구소	약과학연구소 인문정보대학원 / 경영정보대학원 / 행정대학원 / 의용과학대학원

신약개발과 첨단의료 연구를 선도하는 전문 약학인을 양성합니다 새로운 가치를 개척하는 전문 지식인으로 한 단계 업그레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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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mpus map

01	 행정관

02	 인문관

03	 고고환경연구소

04	 제2과학기술관

05	 체육과학관

06	 기숙사(자유관)

07	 도서관(학술정보원)

08	 기숙사(정의관)

09	 과학기술관

10	 정문

11		학생회관

12	 호익플라자

13	 기숙사(진리관)

14 I’PARK관(휘트니스센터)

15	 농심국제관

16	 중앙광장

17	 학군단

18	 종합운동장

19	 기숙사(호연4관)

20	 석원경상관

21	 약대연구실험동

22	 산학협력관(신축예정)

오송

천안

조치원 부산

KTX오송역

청주

청주공항

보건의료

행정타운

고려대학교

의생명공학연구원

창업보육센터

고려대학교

세종캠퍼스

4.5km

대전광역시

서울
회덕분기점

북대전IC
대덕과학문화센터

정부청사

한밭대로

고려대학교

행정대학원

향촌아파트

갑천

부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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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 044-860-1114  f. 044-860-140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