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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교 육 기 관

인 ..................
문 대 학
인문대학은 모든 학문의 근본이 되는 인문학을 교육하고 연구하는 대학이다. 전통적으로 ‘文
(문)․史(사)․哲(철)’을 아울렀던 인문학은 현재 어학, 문학, 역사학, 철학 등으로 구성되며, 인

문대학의 학과편제도 그러한 분류에 입각해 있다. 인문학은 실생활에 필요한 전문적이고 특수한
지식을 생산하는 응용학문은 아니며, 단순히 전문 지식을 연구하는 데 그치지 않고 ‘삶’과 ‘앎’,
그리고 ‘함’에 대한 보편적 진리와 가치를 함양하고 전수하는 기초학문에 속한다. 이러한 까닭
에 인문대학은 인문학과 관련된 전문적인 교과 이외에도 서울대학교의 전체 학생을 위해 교양
과목을 담당하고 있다.
1975년 2월에 서울대학교 종합화 계획의 일환으로 문리과대학이 해체되면서 인문대학은 문학

부의 13개 학과로 구성되어 발족하였고 현재는 15개 학과를 포괄하고 있다. 인문대학은 사회과
학대학, 자연과학대학과 함께 서울대학교의 기본대학으로서 기초학문의 발전을 위한 중추적 기
능을 맡고 있다. 이를 위해 인문대학은 인문학연구원과 한국문화연구소 이외에도 4개 전문연구
소를 두고 있으며, 각 과는 최신장비의 어학실습실과 도서실을 갖추고 있다.
인문대학은 심오한 전문지식, 풍부한 교양, 고매한 인품을 겸비한 지식인의 양성을 목표로 하
고 아울러 어떠한 상황에도 슬기롭고 효과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고도의 적응력과 융통성을 지
닌 보편인을 이상적인 인간상으로 설정하고 있다. 이러한 교육목표는 그간 졸업생들의 진로에서
도 잘 드러난다. 인문대학은 우리나라 최고의 인문지식인을 양성하여 학계의 중심적인 위치를
차지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언론계, 문화계, 관계, 정계, 재계 등 여러 영역에서 지도적인 인물
을 배출하였다. 특히 최근에는 적지 않은 학생들이 어학과 학제적 지식이라는 탄탄한 인문학적
소양을 발판으로 지역학과 문화연구 등 새로운 분야를 개척하고 있다.
아울러 인문대학은 교육부가 시행하는 대학 특성화 지원사업의 지원대상으로 선정되어 2005
년 7월부터 2009년 6월까지 4년간 특성화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교육부의 국고지원금으로 추
진되는 이 특성화사업의 목적은 학부과정 인문학분야의 인력을 양성하기 위한 것이다. 인문대학
은 특성화사업의 취지에 맞추어 “21세기 지식기반사회 인재양성을 위한 인문학 교육의 혁신”을
목표로 여러 가지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을 마련하여 시행하고 있다. 인문대학이 시행하고 있는
특성화교육 프로그램은 1. 창의성개발 소단위 교육프로그램, 2. 학제적 교육프로그램, 3. 인문학
정보화 프로그램, 4. 외국어교육강화 프로그램, 5. 진로모색 지원 프로그램 등 5개 중점분야 총
13개 세부 프로그램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 개별 특성화 프로그램들은 인문학 교육의 질을 높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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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기 위해 인문대학이 제공하는 수업의 내용과 형식을 개선하고, 학생들의 학습의욕과 창의성을
고취하며, 인문학에 대한 관심과 아울러 인문학도의 사회진출을 적극 지원하는 데 초점을 맞추
고 있다.

❙ 국어국문학과
본 학과는 국어학 및 국문학 분야의 학문 연구를 담당하게 될 인재를 양성하는 데에 그 목적
을 두고 있다. 국어학, 고전문학, 현대문학 연구 분야에 대한 업적을 두루 섭렵함으로써 장차
학자로서의 기반을 다져 나갈 수 있도록 교과목을 편성, 운영하고 있다. 따라서 학사과정을 졸
업한 학생들이 대학원으로 진학하여 학술 활동을 계속 해 나가는 것을 바람직한 과정으로 여기
고 있다. 실제로 본 학과의 졸업생들 대부분이 이러한 과정을 거쳐 전국의 대학에서 교편을 잡
고 있으며, 국어국문학과의 전 분야에서 선도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 또한 학부를 졸업한 학생
들의 경우 언론 방송 계통 (기자, 프로듀서, 방송작가), 교육 계통 (교사), 문학 계통 (시인, 소설
가), 광고 계통 (카피라이터) 등 다양한 분야로 진출하고 있다. 최근에는 인터넷과 멀티미디어
등 정보통신 분야에도 많은 동문들이 진출하여 활발한 활동으로 학과의 명예를 드높이고 있다.

❙ 중어중문학과
본 학과는 높은 수준의 한문과 중국어 실력의 배양을 토대로 하여 중국의 언어와 문학을 연
구하고, 이를 통하여 우리가 속한 동양문명의 전통에 대한 이해와 현대적 해석을 위하여 설립
되었다. 본 학과의 교과과정은 중국에 대한 객관적인 이해에 있어 필수적이라 할 중국어와 한
문에 대한 체계적인 지식과 기본적 구사능력을 배양하는데 상당한 시간을 할애하고 있다. 기본
적인 언어능력의 충실한 배양은 그 전통과 규모에 있어 세계최고 최대라고 할 수 있는 중국문
학의 유산을 연구하는 데 있어서도 필수적인 것으로 요구된다. 기초적 어학능력의 배양 이외에
본 전공과정은 크게 중국문학과 중국어학의 두 부분으로 나뉜다. 또한 전공과정을 통해 중국문
학과 중국어학에 대한 체계적이며 심도 있는 교육을 받게 된다. 중국은 현재 세계에서 가장 역
동적인 변화를 겪고 있는 기회의 나라이자, 우리와 같은 문명권에 속해 있으면서 수천 년에 걸
쳐 밀접한 문화 교류를 이어온 이웃이기도 하다. 중국에 대한 이해는 오늘과 내일의 국가의 성
패를 좌우할 관건이 되었다. 본 학과의 졸업생들은 세계 최고의 역사와 규모를 가진 중국의 문
학과 언어에 대한 심도 있는 이해를 바탕으로 학계와 경제계, 언론계 등에서 중추적인 역할을
담당하는 인재로 성장해 나가고 있다.

❙ 영어영문학과
영어영문학과는 근대세계의 주역이라고 할 영국과 미국의 문학을 중심으로 영어권 문명에 대
한 깊은 이해를 도모함으로써 폭넓은 인문소양과 비판적 지성, 영어구사력을 두루 갖춘 인재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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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성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영어영문학을 전공하는 학생들은 높은 수준의 영어구사력 배
양을 전제로 영어학과 영미문학으로 크게 나뉘는 전공 분야에 대한 심도있는 교육을 받게 된
다. 그 과정에서 영미의 주요한 문학작품을 읽고 삶과 현실에 대한 인식을 심화시키는 동시에
영어라는 언어에 대한 전문적인 이해도 도모한다. 동문들은 재학 시절 갈고 닦은 영어구사력과
지적 능력을 바탕으로 사회 각계로 활발하게 진출하고 있으며, 교육계, 언론계, 학계, 법조계,
그리고 정계나 경제계에 이르기까지 골고루 퍼져 있다. 현재 우리 문단에서 활약하는 시인, 소
설가도 적지 않으며, 학부 과정을 마친 후 대학원에 진학하여 전문적인 연구자로 성장한 동문
들은 한국 영어영문학계의 중추를 이루어왔다.

❙ 불어불문학과
본 학과는 인문학적인 교양을 바탕으로 하여 우리 문화의 토양 위에서 프랑스 문화를 이해하
고 창조적으로 수용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본 과에서는 학생들이 이러한 목표에 도달할 수 있
도록 체계적이며 다양한 교과과정을 운영하고 있다. 교양과정의 경우 불어, 프랑스 문학과 프랑
스 사회, 문화에 대해 초보적이지만 폭넓은 지식을 습득할 수 있도록 구성되어 있다. 그리고 전
공과정에서는 1, 2학년의 경우 불어 문법과 말하기, 쓰기와 같은 기본적인 토대를 세우는 데 중
점이 두어져 있으며 3, 4학년의 경우는 불문학과 불어학에 대한 개론적인 학습에서부터 보다
세분화되고 전문화된 학습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계층화되어 있다. 특히 4학년 과정에서는 그
간의 학습 결과를 논문으로 구현할 수 있도록 총괄적인 지도가 주어진다. 학생들의 진로는 매
우 다양하다. 그 중 중요하게는 대학원 진학, 언론사, 대기업, 은행 또는 국가 기관으로의 진출
을 들 수 있다.

❙ 독어독문학과
본 학과는 독일어와 독일문학의 연구를 통해 독일문화를 이해, 수용하고 연관 학문과 문화의
발전에 기여하는 데 주력한다. 이러한 목적 하에 본 학과는 한편으로는 학계에 종사할 학자 및
문학인을 양성하고, 다른 한편으로는 국제화 시대에 부응하는 유능한 고급인력을 배출하고자 한
다. 이러한 두 가지 측면을 고려하여, 본 학과는 시청각매체를 이용한 회화 및 작문, 독해 연습
등 실용독일어와 고문학 연구의 일반적 방향, 독문학의 시대별․분야별 흐름, 현대독어학 이론
등 학문으로서의 독어독문학을 적절한 비율로 교수한다. 독일학술교류처(DAAD)에서는 매년 본
학과로 객원교수를 파견하여, 원어수업을 통한 어학실력 증진 뿐만 아니라, 독일어권의 현재 상
황을 소개하는 데에도 도움을 주고 있다.

❙ 노어노문학과
노어노문학과의 교육목적은 러시아어와 문학에 대한 깊이 있는 소양을 갖춘 러시아 문화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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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를 양성하여 이들에게 학계 및 기타 전공 관련 분야로 진출하기 위한 발판을 마련해 주
는 데 있다. 현재 러시아는 많은 자원과 정치경제적 잠재력을 가지고 있으며 장차 통일 한국과
국경을 접하게 하게 될 것이기 때문에 한국과 러시아의 지정학적 중요성을 감안할 때, 이 지역
관련 전문가의 수요는 무궁무진하다고 할 것이다. 이에 본 과의 교과과정은 러시아어에 대한
단계적이고 체계적인 학습과 러시아 문학 및 문화에 대한 심도 있는 이해를 목적으로 하여 편
성되어 있다. 위와 같은 교육목적을 달성함에 있어 자유로운 러시아어 구사력의 배양은 필수적
인 전제이다. 본 학과에서는 기초과정에서부터 고급과정에 이르는 단계별 문법교육과 더불어 다
양한 회화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으며, 보다 효율적인 러시아어 학습법의 개발과 전수를 위해
러시아어학 전공 교수들과 러시아인 초빙교수가 노력하고 있으며, 향후 한․러 관계에서 중추
적 역할을 담당하게 될 고급 인력을 양성하고자 학생들에게 직접 러시아에서 공부하고 현지 문
화를 접할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 또한 러시아어문학에 학술적 흥미를 갖고 있는 학생들에게
러시아어문학 연구의 기초를 제공하기 위해 다양한 방법으로 수업을 전개하고 있다.

❙ 서어서문학과
서어서문학과의 교육목표는 스페인어의 습득을 통하여, 스페인 어문학을 이해하고 나아가 스
페인⋅중남미 문화와 우리 문화와의 접목을 시도하여 높은 인간정신과 보편정신을 구현하는 데
있다. 본 학과의 저학년 교과과정은 기본적인 문법을 습득하고 기본적인 스페인어를 구사할 수
있도록 문법⋅회화⋅작문 수업으로 구성되어 있다. 특히 외국인교수의 시청각 및 다양한 매체
를 통한 회화・작문 수업은 학생들의 어학능력을 증진하는데 큰 도움을 주고 있다. 고학년에서
는 스페인 및 중남미 문학과 스페인어학에 대한 개론적인 학습에서부터 보다 세분화되고 전문
화된 학습을 하도록 구성되어 있다. 이러한 교과과정의 이수는 스페인 뿐 아니라 스페인어권에
속하는 중남미의 역사, 정치, 종교 및 문화의 제 분야에 대한 이해를 넓혀 우리 문화를 이해하
는 데 도움을 준다. 이러한 과정을 마친 뒤에 서문학도로서의 연구를 계속하는 이외에 평소에
익힌 어학과 문학적 견식을 토대로 외교, 언론, 무역, 정치, 금융 등 사회에 진출하는 길이 광범
위하게 열려있다.

❙ 언어학과
언어학과는 특정한 언어만을 연구대상으로 하지 않고, 인간의 언어능력의 본질을 밝히기 위
한 보편이론의 탐구를 목표로 한다. 따라서 언어학의 연구 성과는 한국어, 영어 등 모든 언어
연구를 위한 이론적 기초를 제공한다. 언어학과에서는 언어 능력의 여러 측면들, 즉 음성학, 음
운론, 의미론, 형태론, 통사론 분야의 이론들을 탐구한다. 이와 함께 언어의 변화 사실과 계통을
추적하는 역사비교언어학도 주요한 교과과정의 일부이다. 20세기 말부터 대두된 인지과학 영역
에서의 언어학, 그리고 음성/텍스트 언어정보 처리를 위한 전산언어학, 언어장애와 치료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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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의가 개설, 운영되고 있다. 또한 언어 능력의 탐구를 위해 첨단 장비를 구비한 음성 및 음향
실험실, 언어정보 구조 및 처리 연구실, 역사비교 언어학 연구실 등을 두고 있다. 졸업생들은
국내외의 대학 교수와 연구원으로 활동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문학계, 언론계, 정계, 관계, 실업
계, 금융계 등의 사회 각계에도 진출하여 주목 받는 역할을 하고 있다.

❙ 국사학과
국사학과는 한국역사를 연구하는 데 필요한 학문적 기초를 연마하며 아울러 올바른 역사인식
과 현실사회에 대한 통찰력을 기르는 것을 목적으로 설치되었다. 이를 위하여 고대로부터 현대
에 이르는 각 시대에 걸친 시대사와 연습․특강 등의 강좌를 통하여 각 시대의 특성과 문제점
을 파악하며, 강독․사적해제를 통하여 사료에 대한 해독능력과 성격을 파악하게 한다. 특히 서
울대학교에 있는 규장각은 국학자료의 보고로서 이곳에 소장되어 있는 자료를 학생들이 자유롭
게 이용할 수 있다는 것은 본 학과의 유리한 점이다. 학과의 도서실에도 많은 도서를 구비하여
학생들이 연구할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해 주고 있다. 본 학과의 졸업생은 전국의 많은 대학의
교수로서 활동할 뿐 아니라 언론계․교육계․출판계․기업체 등 여러 분야에서도 많은 활동을
하고 있다.

❙ 동양사학과
동양사학과는 중국, 일본, 한국, 인도, 동남아시아 지역을 포함하여 북아시아사, 중앙아시아사,
서남아시아사, 그리고 실크로드를 통한 동서양의 만남과 같은 동서 교류관계도 연구대상으로 삼
고 있다. 아시아 여러 지역의 다양한 역사전개를 연구하여 우리의 인식지평을 아시아 전역으로
확대하는 한편, 우리나라의 역사와 문화가 아시아 속에서 차지하는 위치를 객관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질 수 있다. 동양사학과 졸업생의 진로는 아시아를 깊이 있게 공부함과 아울
러 외국어 능력을 구비하여 폭넓게 열려져 있다. 연구를 계속하는 것 외에도 신문, 방송 등 언
론계로의 진출이 특히 두드러지며, 아시아 중요성의 상승에 따라 외교․통상 분야에서도 동양
사학과에서 훈련된 인재를 기다리고 있다.

❙ 서양사학과
서양사학과의 교육목적은 서양의 역사에 대한 연구를 통해 서양의 문화적 특성을 이해하고
그것이 동양 특히 우리의 역사 및 문화와 어떻게 관련되어 있는가를 살핌으로써 서양의 역사를
주체적으로 파악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이를 위해 유럽, 미주, 아프리카, 오세아니아 등의 역사
를 시대별, 지역별로 폭넓게 학습하고, 나아가 주요한 역사적 사건과 쟁점들을 비판적으로 검토
함으로써 역사학적 사고 능력을 키울 수 있도록 한다. 또한 본과의 교육과정은 서양 역사 연구
의 특성상 영어, 불어, 독어 등 유럽어로 된 수준 높은 텍스트들을 능숙하게 독해할 수 있도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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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는 과정도 포함하고 있다. 서양사학과의 졸업생들은 역사학자의 길 이외에도 재학 중 습득한
역사적 식견과 문화적 자산을 바탕으로 공직, 외교관, 언론계, 무역업 등의 영역에 폭넓게 진출
하고 있으며, 근래에는 문화 연구 및 문화 산업 분야로의 진출도 늘고 있다.

❙ 철학과
대학교육의 목표는 폭넓은 교양의 함양과 각 전공분야에서의 기초적인 지식의 습득에 있고,
이러한 목표 달성에 철학은 필수적이다. 인간의 생각과 앎, 행위와 관습, 삶과 역사, 문화와 기
술 등에 대한 철학적 반성은 비단 교양을 쌓는 데에만 필요한 것이 아니라 현대사회에 필요한
전문인이 되는 데에도 커다란 도움이 된다. 사회가 정상적으로 발전하기 위해서는 각 분야의
전문인들은 자신의 전문분야 뿐만 아니라 모든 분야를 아우르는 사회 전반의 구조나 방향에 대
한 거시적 안목을 한다. 대학교육의 중요한 목적 중의 하나는 바로 그러한 전체적인 그림을 그
릴 수 있는 능력을 갖추게 하는 데에 있고 이 목적에 가장 걸맞는 과목이 바로 철학이다. 철학
은 특정 직업을 겨냥한 교육과정을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므로 졸업생들의 진출분야도 상당히
다양하다. 그 중 학계에서 활동하는 사람이 가장 많기 때문에 철학과는 일차적으로 철학학문
후속세대 교육기관의 역할을 수행한다고 볼 수 있다. 학계 다음으로는 기업과 언론계로 진출한
졸업생 수가 많고, 이외에도 사회 각 부분에서 활발한 사회활동을 하고 있다.

❙ 종교학과
본 학과는 종교에 대한 체계적이고 객관적인 이해를 통하여 창조적인 지성을 함양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종교학은 다양하고 복합적인 종교현상을 다루고 있기 때문에 그 연구범위가 매
우 광범위하다. 여러 종교의 신앙과 형태, 종교와 다른 문화요소 간의 관계, 나아가 종교를 배
태하고 있는 문화 전반에 대한 관심과 이해를 필요로 한다. 그러므로 종교학은 특정 종교의 신
앙 여부와 상관없이 종교에 대해 지적인 관심을 가지고 있거나 역사와 문화, 사회와 인간에 대
한 진지한 관심을 가진 사람에게 매우 적절한 학문이며 또한 필요한 학문이라고 할 수 있다.
졸업 후에는 학계, 종교계, 교육계, 언론계 등으로 진출하고 있다.

❙ 미학과
본 학과의 교육목적은 美와 예술에 관한 순수 이론과 그 응용 방면에 관한 교과과정을 가르
침으로써 미학의 발전과 우리나라 예술문화의 향상에 기여할 인재를 배출하는 데 있다. 본 학
과는 예술 일반의 본질과 미적 경험을 포함한 제반 현상의 특성 및 여러 예술장르의 성격을 이
해함으로써 인간과 세계와의 관계를 다양한 각도에서 조명하여 인간의 가치와 삶의 의미를 성
찰해 볼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 본 학과의 졸업자는 장차 학자로서 철학적인 사고를
통한 예술 및 문화에 대한 일반이론을 구축함으로써 학문으로서의 미학의 발전에 헌신함은 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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론이거니와, 사상사의 일환으로서의 한국 미학사상의 발굴과 정립의 작업, 나아가 우리나라의
문화발전을 창조적으로 인도할 능력을 발휘함으로써 문화정책입안 및 그 수행에 참여, 중추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 또한 많은 졸업생들이 본 학과의 교육을 기초로 하여 언론기관 및 대중매체
를 통한 비평활동 등 문화예술에 관련한 각종 기관과 기업체에서 출중한 능력을 발휘하고
있다.

❙ 고고미술사학과
고고미술사학과에서는 고고학과 미술사학의 두 학문을 연구하고 교육한다. 이 두 학문은 공
통적으로 인류가 남긴 유형적 유산을 일차적인 연구 대상으로 하며, 근대학문으로 발돋움하는
과정에서 서로 연관을 갖고 발달해 왔다. 우선 고고학은 인류가 남겨 놓은 유적과 유물을 발굴
하고 분석하여 과거의 문화를 복원하고 문화변동의 과정을 규명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한편
미술사학은 과거의 미술품을 연구하여 시대와 지역에 따라 다양한 양상으로 전개된 인간미술
활동의 변천상과 역사적 의의를 밝히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본과에서는 학생들이 고고학과 미
술사학의 기초적인 연구방법과 광범한 기본 지식을 습득할 수 있도록 하는 데에 교육의 주안점
을 두고 있다. 본 과의 졸업생들은 주로 대학원에 진학하여 보다 전문적인 수업과 연구를 통해
학계에 진출하거나 각종 박물관이나 미술관의 학예직으로 종사하고 있다. 또한 고고학과 미술사
학에 대한 학습을 통해 익힌 광범한 문화적 지식을 토대로 언론계 및 사회의 각종 문화 산업
분야에서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다.

❙ 협동과정 비교문학전공
비교문학은 원래 각 국민문학의 교섭사를 연구함으로써 각국의 문학에 대한 보다 깊은 이해
를 추구하는 학문으로 프랑스에서 발전하였다. 그러나 비교문학계에서는 문학 내에서의 비교만
으로는 부족한 것이 많다는 것을 알고, 문학과 음악, 문학과 미술 등으로 연구영역을 확대해 갔
다. 특히 최근에 들어서는 문학과 영상예술에 대한 비교 연구가 주요한 연구분야로 부각하였다.
예술 영역을 넘어서는 분야인 문학과 패션 등의 문제도 비교문학의 영역안에서 다루어 지고 있
을 정도로 비교문학은 다양한 연구분야를 가지고 있다. 현재 본 협동과정에서는 문학일반이론과
인접학문의 연구방법까지 다양한 강좌를 개설하고 있으며, 학과에서 비교문학을 전공하고 있는
학생들은 문학을 중심에 두고 영화나 기타 여러 예술 장르로 시야를 넓히려는 노력을 하고
있다.

❙ 협동과정 서양고전학전공
협동과정 서양고전학은 1991년 1학기에 개설되어 현재 인문대학 철학과와 영문학과가 공동으
로 운영하고 있는 대학원 과정이다. 본 과정의 교육과 연구 주제는 고전 희랍 및 라틴 문헌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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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해 전승된 문학, 역사, 철학 등 인문학 분야의 문화적 성취 전반에 걸쳐 있다. 본 과정 석․
박사 과정 전공과목으로 설치된 강좌에서는 지금까지 기존 학과 체제에서는 제대로 다루지 못
했던 호메로스, 소포클레스, 투키디데스, 키케로, 호라티우스 등 서구 고전문학의 기본 축을 이
루는 작가들의 원전 강독이 이루어지고 있다. 고대 철학 분야에서도 플라톤, 아리스토텔레스의
작품에 대한 강좌가 매년 개설되고 있다. 그 외에 고대역사나 로마법에 관한 분야와의 긴밀한
연계관계도 유지되고 있다. 대학원 과정과는 별도로 본 과정은 학사 과정 교양 과목으로 희랍
어와 라틴어, 희랍비극, 희랍 로마 신화, 고대 희랍․로마 문학의 세계 등 고전문학 일반에 대
한 입문 성격의 강의도 제공하고 있다.

❙ 협동과정 인지과학전공
인지과학은 인간의 마음(mind) 또는 인지(cognition)를 연구대상으로 하는 학문분야로서 인지
심리학, 언어학, 철학, 컴퓨터과학 및 신경과학의 기여를 바탕으로 하는 학제적 기초과학이다.
서울대 인지과학 협동과정은 이러한 새로운 학문 영역을 개척하고 활용할 인적 자원을 양성함
과 아울러 연구 활동의 구심점을 이루어 감으로써 시대의 요청에 맞는 인지과학 교육과 연구의
수행을 목적으로 한다. 철학, 심리학, 언어학, 컴퓨터공학, 신경과학 등 다양한 학부배경을 가진
학생들이 마음과 인지작용에 대한 폭넓은 분야의 학문을 탐구하고자 모여, 각 관심별로 인공지
능 연구실, 뇌기능영상화 연구실, 지각 실험실, 유전공학 연구소, 인지 및 언어 실험실, 객체지
향 연구실 등에서 활발히 연구 중이다.

❙ 협동과정 기록관리학전공
본 협동과정은 2001년 석사과정으로 신설되었다. 한국의 기록유산을 보존, 발굴, 평가, 정리
할 수 있고, 국가기관과 공공기관 및 민간기관의 운영 과정에서 생산되는 각종 기록물을 체계
적으로 수집, 보존, 관리하며, 기록관리학을 연구하고 교육할 수 있는 전문 인력을 양성하는 것
이 그 목적이다. 본 과정에는 이러한 능력을 기를 수 있도록 다학문적이면서도 전문적인 연
구․교육을 지원하기 위해 국사학과, 동양사학과, 서양사학과, 역사교육학과, 교육학과, 행정대
학원, 공법학과, 컴퓨터공학부가 참여하여 행정, 법률학, 역사학, 문헌정보학을 포함한 인문 사
회과학 분야와 전자정보화를 위한 전산 교육 과정 등을 개설해 놓고 있다. 졸업 후에는 정부기
록보존소를 비롯해 각급 행정기관의 기록관과 기업, 대학 등 민간기관에서 기록관리를 담당할
인력으로 활동할 수 있다.

❙ 협동과정 공연예술학전공
공연예술학은 그 속성상 문학, 철학, 심리학, 미학 및 예술학(음악학, 미술학, 무용학 등), 사
회학, 문화인류학, 종교학, 언어학, 경영학, 행정학 등을 포괄하는 광범위한 분야로서, 학제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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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동과 동시에 거시적이고 심층적인 접근이 필요하다. 따라서 본 협동과정은 인문학적 기초소양
을 바탕으로 공연예술과 연관된 이론과 역사 중심의 탐구를 그 본령으로 삼음으로써 실천 즉
실기와 행정 및 경영 등의 분야를 위해서도 기여할 수 있도록 운영될 것이다. 공연예술학 협동
과정에서는 본교의 기존 특정 학과에 속하지 않는 전공 및 교양과목을 설치해 갈 것이며, 석․
박사과정에 있는 대학원생 등이 자신의 관심을 좀더 심도 있게 연구해 가도록 뒷받침할 것
이다.

사 .......................
회과학대학
사회과학대학은 정치, 사회, 문화 등 인간생활의 다양한 측면에 대한 기초학문을 교육하고 연
구하는 대학이다. 사회과학대학의 교육목표는 학생들로 하여금 인간사회의 문제를 진단하고 처
방하는 기본적 소양을 기르도록 하여 졸업 후에는 정계, 관계 언론계, 학계, 재계, 시민단체 및
기타의 사회영역에서 지도자적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사회과학대학은 1975년 2월에 서울대학교 종합화 계획의 실행으로 발족되어 국내 최초로 사
회과학대학이라는 명칭을 지니게 되었다. 사회과학대학은 인문대학, 자연과학대학과 함께 서울
대학교의 기본대학으로서 교육과 연구의 중추적 기능을 담당하고 있다. 사회과학대학은 정치학
과, 외교학과, 경제학부, 사회학과, 인류학과, 심리학과, 지리학과, 사회복지학과, 언론정보학과
등 9개 학과(부)와 연구소로 구성되어 있으며 1995년 2월에는 신축된 사회과학동으로 이전하여
새로운 도약을 기약하고 있다.
사회과학대학은 첨단 정보화 시설을 갖춘 사회과학정보센터를 설립하여 운영하고 있다. 한국
사회가 대내외적 환경의 변화에 적응하면서 건실한 발전을 이룩하려면 과학기술의 개선뿐만 아
니라 사회변화를 분석하고 대안을 제시하는 사회과학의 진보가 뒷받침되어야 하기 때문이다. 사
회과학대학은 국내외 연구기관과 연계를 강화하면서 사회과학정보를 체계적으로 창출하여 전달
하는 중심으로서의 위상을 확립하게 될 것이다.
사회과학대학 관련 연구소로 사회과학연구원, 경제연구소, 언론정보연구소, 국제문제연구소,
심리과학연구소, 사회발전연구소, 국토문제연구소, 여성연구소가 있으며, 사회과학연구원 산하에
는 사회복지연구소, 세계경제연구소, 비교문화연구소, 한국정치연구소 및 중국연구소가 있다.
사회과학대학은 현재(2006.12) 학사과정에 2,210명, 석사와 박사과정에 각각 417명과 132명의
학생들이 재학하고 있으며, 지금까지 학사졸업생 12,052명, 석사 졸업생 2,915명, 박사 졸업생
490명을 포함하여 총 15,457명의 졸업생을 배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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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치학과
정치학과는 학생들로 하여금 정치현상에 대한 체계적인 지식을 습득케 하고, 이를 바탕으로
그들이 공동체의 책임있는 구성원으로, 나아가서는 사회의 공공선 실현에 앞장서는 지도자로 성
숙해 나갈 수 있는 기초를 제공하는데 그 교육목적을 두고 있다. 이러한 교육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본 과의 교육은 (1) 동서고금의 정치사상과 철학에 대한 광범위하고도 깊은 이해력을 함
양하고, (2) 현실정치과정과 각국 정치에 대한 과학적 분석능력과 통찰력을 배양하며, 나아가
(3) 정치문제의 해결을 위한 가치판단의 중요성을 인식시키고 가치판단 기준에 대한 비판 및 적

용능력을 제고하는 데에 그 강조점을 두고 있다.
정치학은 경험과학일 뿐만 아니라 비판과 실천의 학문이다. 본 과의 교육과정은 이러한 정치
학의 전통을 계승하고 미래를 창조하기 위한 토대를 발전시켜 나갈 수 있도록 편성되어 있다.
졸업생은 주로 입법부, 행정부, 언론계, 그리고 학계에 많이 진출하고 있다.

❙ 외교학과
본 학과는 사회과학 전반의 맥락 속에서 국제정치학의 여러 분야들을 체계적으로 살펴보면서
국제정치학도로서의 전문지식과 실천능력을 제고시키는 데 교육목표를 두고 있다. 따라서 다양
한 이론과 폭넓은 시야로 국제정치의 본질을 파악, 분석하고, 변화하는 세계질서 속에서 한국의
위상을 설정하여 한국의 미래를 주도할 전문 지식인을 육성하는 데 기여하고 있다. 또한 전통
적인 국제정치학의 영역뿐만 아니라 사회과학 일반의 지식을 토대로 사회, 국가 및 국제체제,
그리고 이들의 상호 연관성에 대한 통찰력을 구비하고 외교, 군사, 국제경제, 문화의 다양한 문
제들을 탐구하는 데 역점을 둔다. 이에 따라 본 학과는 이론적이고 현실적인 지식을 축적, 활용
할 수 있는 전문 연구자나 행정관료, 언론인 및 국제적 안목을 가진 경제인 등 다양한 분야의
인재를 배출하고 있다.

❙ 경제학부
경제학부는 1946년 서울대학교 설립 이후 반세기 넘는 세월 동안 우리 나라의 경제학 교육
과 연구를 주도하고 사회봉사에 앞장서며 국가사회의 발전에 기여해 왔다. 본 학부는 제반 경
제문화와 관련된 경제이론의 습득과 현실적응능력을 함양시키고 나아가 이론과 정책 및 경제활
동 일반에 관하여 양식있는 판단을 할 수 있는 소양과 식견을 발견하는 데 교육목표를 두고 있
다. 경제학은 기본적으로 유한한 자원을 가장 효율적으로 배분하는 선택방법을 다루는 학문이
며, 경제적 효율성 외에도 경제성장 공평성 등의 문제가 시장경제체제와 다른 경제체제에서 어
떻게 나타나고 있는지를 이론적, 역사적, 실증적으로 탐구한다. 나아가 기본적인 의식주 해결문
제 뿐만 아니라 현대사회에 필수적인 교통, 환경, 기술개발, 정보습득 문제 등 넓은 범위의 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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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를 취급한다. 경제학부 졸업생은 경제학적 분석력, 합리적 판단력, 세계적 수준의 경제전문가
가 되기 위한 기본소양과 역량을 바탕으로 학자 및 연구자, 행정관료 및 공공기관 종사자 또는
경제분석가 및 관리자가 되어 사회발전에 많은 기여를 하고 있다.

❙ 사회학과
사회학은 다양한 사회현상을 전체 사회의 포괄적인 질서와 변화, 구조와 역사의 결합이라는
문제의식 속에서 과학적이고 분석적으로 이해하려는 학문이다. 사회학은 그 태동에서부터 급변
하는 시대의 소산으로 미시적․거시적인 모든 사회변동에 대한 관심과 동시에 그러한 변화의
소용돌이 속에서 해체․붕괴되고 생성․유지되는 사회질서의 본질을 파악하고자 노력해 왔다.
따라서 사회학의 연구대상은 자아발달 및 personality의 형성 등 미시적인 개인 행위의 의미에
대한 탐구에서부터 가족, 조직, 도시와 농촌, 계급․계층, 사회제도, 국가, 국제체제 등 거시적인
사회제도 및 구조에 대한 연구를 망라한다. 따라서 사회학이 다루는 주제 또는 정치 등의 권력
현상, 노사관계 등의 경제현상을 비롯하여, 인구, 종교, 민족, 교육, 환경, 일탈, 사회운동, 정보
화, 지구화 등등에 이르기까지 광범위하다. 지금까지 사회학과 졸업생들은 주로 언론계, 학계
및 연구기관에서 두각을 나타내왔으며, 정부기관, 기업체 등 사회 각 방면에 진출하여 행정 및
경영관리, 노사관리 면에서도 크게 기여하고 있다.

❙ 인류학과
인류학은 인간의 행동 및 사고 방식을 종합적으로 연구하는 학문이다. 따라서 넓은 의미의
인류학적 방법은 생물로서의 인간을 연구하는 생명과학적 접근(체질인류학)과 사회성원으로서의
인간행동, 사고방식, 제도 등을 연구하는 사회과학적 접근(문화인류학)을 모두 포함한다. 특히
인간의 생활 양식과 사고방식을 이해하고 설명하는데 있어 ‘문화’를 가장 중요한 개념으로 다루
는 것이 인류학의 특징이다. 또한 연구의 범위를 어느 특정한 인간집단이나 역사상 한 시기에
한정하지 않고 공간적으로는 세계의 모든 인간집단을, 시간적으로 태고의 가장 오랜 시대부터
현재까지의 인간의 사회 및 문화를 연구대상으로 한다. 특히 인류학에서는 이러한 대상들을 비
교 연구함으로써 유사성과 차이성을 찾아내어 인간사회와 문화의 형성․발전을 지배하는 원리
또는 법칙을 탐구하고 이를 통해 인간과 사회에 대한 본질적인 이해에 도달하려는 데 궁극적인
목표를 두고 있다. 따라서 다루는 내용은 문화를 중심으로 환경, 경제행위, 사회구조, 퍼스낼리
티, 종교, 언어, 민속 등 인간 생활방식의 전체이며 이것들을 해석하고 상호 연관짓는 여러 이
론들이 참여 관찰이라는 방법을 통하여 제시된다. 지구상의 다양한 인간 집단의 삶의 형태와
조건에 대한 보다 넓은 이해와 이를 통한 인위적인 편견의 극복을 강조하는 인류학은 인간 사
랑을 실천하려는 깊은 관심과 참여 정신을 배양함으로써 현재의 인간 사회가 당면하고 있는 수
많은 문제들 - 핵전쟁, 기아, 인구급증, 환경오염 등 - 을 헤쳐나가는데 가장 기본적이고 중요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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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할을 수행하고 있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아직 미개척 분야이기 때문에 졸업 후에도 학업을
연장할 수 있는 기회는 충분히 주어지며, 학계와 연구기관, 언론기관 및 공무원 사회 등으로 진
출할 수 있다. 특히 세계화 시대에 필수적인 안목을 구비하는 기초적인 과목이다.

❙ 심리학과
심리학은 인간의 마음과 행동을 과학적으로 연구하는 학문이다. 예술이나 종교나 인문학, 그
리고 사회과학의 여러 분야들이 인간의 마음과 행동에 관심을 갖는다. 심리학은 인간의 마음에
총체적으로 관심을 갖고 있고 개인에 초점을 맞추며 경험과학의 방법론에 의존한다는 점에서
다른 인간학들과 구별된다. 심리학은 자연과학과 인문학과 사회과학의 교차점에 위치하여 다양
한 분야의 지식들을 인간의 마음과 행동이라는 연구대상에로 종합하여 적용하는 동시에 심리학
의 연구들에서 축적된 지식들을 다시 다양한 분야들로 나누어 다양한 현상들의 이해를 도와준
다. 따라서 심리학은 모든 인간학의 중심학문이라고 할 수 있다. 현재 심리학과는 사회과학대학
에 소속되어 있는데 심리학이 사회과학의 기초학문으로 간주되는 것은 사실이나 심리학은 자연
과학대학이나 인문대학에도 속할 수 있을 만큼 학문의 다양성이 크다. 즉 인간의 뇌기능, 인지,
성격, 발달, 사회행동, 이상행동들이 모두 심리학의 영역인 것이다. 심리학은 인간의 기초심리과
정을 다루는 기초심리학과 심리학적인 지식을 실제장면에 적용시키는 응용심리학으로 대별할
수가 있는데, 개인의 정신이나 행동장애를 진단하고 치료하는 임상 및 상담심리학, 그리고 산업
체나 기타 조직장면에서의 능률과 적응들에 관여하는 산업 및 조직심리학 등이 대표적이다.
심리학과에서는 연구를 위하여 다양한 방법론을 가르치고 있으나 특히 심리학의 대표적인 연구
방법인 실험연구법을 강조하고 있다. 심리학과에서는 각 전공별로 실험실을 갖추고 사람 및 동
물을 대상으로 실험을 한다.

❙ 지리학과
지리학은 인간활동의 무대인 지표공간의 구조와 기능 및 변화과정에 관한 설명과 이론을 추
구하는 학문 분야이다. 인간은 주어진 환경을 인식하여 적응, 극복, 이용하고 또 이를 통해 공
간을 변화시켜 나간다. 지역의 공간구조는 자연적 기초 위에서 인간집단이 형성한 문화적 전통
과 사회․경제적 조직을 바탕으로 현실을 투영하는 시간적 연속성을 갖게 된다. 도시와 농촌,
인구, 산업의 입지 및 자원의 유통 등 사회경제 현상과 지형, 기후 등 자연 현상 모두가 생활공
간을 형성하는 요소로 지리학자의 연구 대상이라 할 수 있다.
지리학과는 다음 다섯 가지의 분야에 연구와 교육의 중점을 두고 있다. 첫째, 지역의 공간 구
조와 그 발전에 관한 법칙 및 이론을 추구하는 도시, 사회, 문화, 경제, 교통, 자연지리학 등 계
통지리학 분야로, 1960년대 이후 방법론적 쇄신과 함께 꾸준한 발전을 이룩하고 있다. 둘째, 지
역의 특성을 밝히는 지역지리학 분야로, 한국지리, 수도권지리, 북한지리 등 국내 지역과 세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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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지방화의 진전으로 현실적 수요가 크게 늘고 있는 유럽지리, 아시아지리, 아메리카지리 등
해외지역에 대한 연구가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다. 셋째, 지역의 환경을 이론적으로 이해하고 환
경문제의 현황과 원인을 지역 차원에서 분석하는 환경지리학 분야로, 최근 환경문제가 초미의
관심사로 등장하면서 활기를 더하고 있다. 넷째, 방대한 지리 정보를 체계적으로 처리하는 지도
학과 지리정보학(GIS) 분야로, 다양한 첨단기기와 정교한 기법이 활용되며, 기업, 정부 및 지역
사회의 정보화와 지역정책 수립에 기여하고 있다. 다섯째, 위 네 분야의 연구성과와 기법이 종
합적으로 활용되는 지리학의 응용 분야로, 지역정책, 도시 및 지역개발계획, 산업입지계획, 환경
보전계획, 지리정보체계 분야에서 이론과 기법을 개발하며 실제 계획을 수립하고 평가한다.
또한 다양한 실험 실습이 행해지며, 학기마다 이루어지는 학술답사는 이론과 실제를 결합하
고, 교수와 학생간 깊이 있는 대화가 오가는 산 교육의 장이 되고 있다. 지리학과 학생들은 졸
업 후 학계와 공공기관, 언론, 기업 등 여러 분야로 진출하여 주로 국내외 지역담당 및 기획 분
야에서 활동하고 있다.

❙ 사회복지학과
현대 국가는 복지국가의 실현을 주요 목표로 삼고 이를 위하여 사회복지의 실천적 과제나 의
의를 강조하고 있다. 이와 같은 동향에 부응하면서 인간 중심의 철학을 바탕으로 발전된 학문
영역이 사회복지학이며 이를 중심적으로 연구․교육하는 과정으로서 성립된 것이 본 학과이다.
이 곳에서는 사회문제와 이에 대한 대책을 연구대상으로 하면서 개인과 집단, 지역사회의 문제
를 치료․해결하는 전문적 사회사업방법과 제도적 접근으로서의 사회복지정책 및 행정 등을 연
구․교육함으로써 사회복지와 사회개발에 필요한 전문 연구인력 양성에 주안점을 두고 있다.
따라서 타 학과와 달리 본 학과에서는 이론 교육과 함께 실습 교육에도 중점을 둠으로써 사회
문제를 다루는 공․사 기관과 긴밀한 관계를 가지고 있으며 문제 해결에 직․간접적으로 참여
하고 있다. 졸업 후의 진출 분야는 학계, 연구기관, 언론계 등 사회과학 분야 전반은 물론 보건
복지부와 노동부 및 그 산하기관, 사회복지기관, 그리고 사회개발 분야 등 다양하다.

❙ 언론정보학과
언론정보학과는 인간사회의 커뮤니케이션 현상을 학문적으로 탐구하는 학과로서, 인간커뮤니
케이션을 위시하여 신문, 방송, 영화 광고 등 매스미디어를 활용한 언론관련 분야와 인터넷, 위
성방송, 디지털 영상 문화 컨텐츠 등 첨단 뉴미디어를 이용한 정보통신 분야를 전반적으로 연
구, 교육하는 학과이다. 언론정보학은 또한 정치과정과 선거, 기업경영, 대중문화, 국제질서 등
제반 영역에서 이루어지는 커뮤니케이션 과정을 다각적이고 심층적으로 분석하여 올바른 의사
소통의 방향을 제시하는 실천적 학문이기도 하다. 본 학과는 정보와 지식기반 사회에서 중추라
할 수 있는 언론정보부문을 다루는 첨단학과로써 졸업생들 또한 신문, 방송 등 언론계, 광고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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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업계, 정보산업부문으로 다양하게 진출하여 활발한 활동을 벌이고 있다.

❙ 협동과정 여성학전공
여성학 협동과정은 1998년 여성관련 연구와 교육을 목적으로 대학원 석․박사과정에 설립되
어 꾸준히 성장하고 있다. 여성의 현실 및 양성의 사회적 관계에 대한 학제적이고도 전문적인
연구를 통해 학문으로서의 여성연구를 확립하는 것을 목표로 하며, 여성관련 정책수립과 여성운
동의 방향 제시에 도움을 주는 등 사회봉사의 목적도 겸비하고 있다. 또한 한국사회의 현실개
선과 사회발전을 위해 필요한 여성관련 지식과 정보를 축적하는데 기반을 두고, 각 분과학문에
서 여성관련 주제를 다루는 교수들의 협동을 통해 교육과 연구가 이루어지고 있다. 참여 분과
는 사회과학, 인문과학, 생명과학 등을 포괄하고 있다. 여성학 협동과정은 자매 연구소인 서울
대학교 여성연구소와 긴밀하게 연계되어 운영되고 있는데, 각각 교육단위와 연구단위로서 상호
협력하여 학내 여성학 센터로서 역할을 다하고 있다.

❙ 연합전공 정보문화학
우리사회는 산업사회, 탈산업사회의 문턱을 지나 지식기반사회를 맞이하고 있다. 이와 더불어
지식과 정보생산은 한국사회의 미래를 좌우하는 핵심 영역으로 부상하였다. 연합전공 정보문화
학은 새로운 정보테크놀로지와 지식정보산업의 출현으로 비롯된 새로운 정보, 문화 환경에 대한
인문, 사회과학적 연구 인력과 21세기의 3대 디지털 환경인 인터넷, 모바일 커뮤니케이션, 디지
털 컨버젼스 분야의 콘텐츠 산업을 주도할 고급인력 양성을 목표로 하고 있다.
복수전공 과정인 정보문화학은 다양한 전공의 학생들을 대상으로 학제적 협력과 산학 협력을
통한 이론, 정책, 실무 종합교육에 초점을 맞춘다. 이를 통해 정보문화 분야의 연구자가 되거나,
관련 산업 현장에 진출코자 하는 학생들에게 탄탄한 기초교육을 제공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간학문적이고(mulitdisplinary) 초학문적(transdisplinary) 연구와 교육을 통해 관련되는
산업분야에 종사할 인력에게 요구되는 다양한 분야를 다룬다.
가. 연구인력 양성 : 새로운 정보테크놀로지와 지식정보산업과 관련된 사회과학, 문화이론과
아울러, 법률-제도-경영, 문화-예술, 디지털 테크놀로지-컨텐츠 생산 영역의 실무적 지식과
훈련을 종합적으로 갖춘 연구 인력의 양성을 목표로 한다.
나. 산업인력 양성 : 정보문화학은 IT(information Technology), CT(Culture Technology) 산업의
콘텐츠 생산영역과 네트워크를 통한 서비스 영역을 기획, 관리, 운영해 나갈 고급 인력
양성을 목표로 한다. 이를 위해 사회과학, 인문학, 공학, 예술 등의 분야가 연합하는 학제
적 협력을 통해 디지털 기술의 문화예술 산업 적용, 정책과 법-제도, 산업구조 및 연관산
업 분석, 테크놀로지변화에 대한 전망 등을 교육, 고도의 지적, 창조적 능력을 요구하는
산업인력의 훈련에 초점을 맞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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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 .......................
연과학대학
자연과학은 우주와 물질의 기원으로부터 생명현상까지 다양한 물질세계의 원리를 과학적 방
법으로 탐구하는 학문이며, 자연과학대학은 이러한 자연과학을 교육, 연구하는 우리나라의 대표
대학이다. 21세기 국가경쟁력은 새로운 과학기술에서 나오고, 자연과학대학은 이 연구를 선도하
며 연구 수행할 인력을 양성한다.
1946년 국립서울대학교 설립과 함께 우리나라 기초학문 연구의 중심 역할을 해오던 문리과대

학이 1975년 서울대학교 종합화계획에 따라 관악캠퍼스로 이전하면서, 문학부는 인문대학과 사
회과학대학으로, 이학부는 자연과학대학으로 분리되었다.
자연과학대학의 학사과정은 수학, 계산통계학, 물리학, 천문학, 화학, 생물학, 분자생물학, 미
생물학, 대기과학, 지질학, 해양학과와 의예과, 치의예과 등 11개의 학과와 2개 예과로 운영하다
가, 1996년부터 위의 11개의 학과를 단일학부인 자연과학부로 통합하였다. 1998년 수의예과가
신설되었고, 2002년 5개 학부, 1개학과, 3개 예과인 수리과학부, 물리학부, 화학부, 생명과학부,
지구환경과학부와 통계학과, 의․수의예과로 구성되어 있다.
대학원과정은 2000년도부터 교육부의 두뇌한국(BK-21)사업의 대폭적인 지원결과로 대학원생
의 학비 지원과 함께 연구가 활성화되고 있다.
자연과학대학은 자연과학부 이외에도 의예과, 수의예과 및 공과대학과 농업생명과학대학 등의
기초과학 교육을 전담하고 있으며, 200여명의 교수와 1,500여명의 대학원생이 세계 일류 수준
의 연구를 수행하고 있다. 연구시설은 수차에 걸친 교육차관사업 및 대학원중점육성지원사업으
로 꾸준히 보완, 확장되어 상당한 수의 연구실이 세계 수준의 연구시설을 갖추고 있으며, 이러
한 연구시설을 활용하여 훌륭한 국제적 업적을 많이 이루었다.
특히, 자연과학대학에는 기초과학을 공부하려는 많은 우수한 인재들이 모이기 때문에 면학
풍토와 학구열은 본 대학의 자랑거리이다. 자연과학대학 졸업생은 대학교나 국․공립 연구소에
서 기초과학을 계속 연구하거나, 기업체를 경영하거나, 기업체에서 튼튼한 기초 과학 교육을 바
탕으로 새로운 응용 분야를 넓히는데 일조하고 있으며, 일부는 공무원으로 근무하거나 언론․
정치․종교․문화․사회 분야에 진출하고 있다.
우수한 교수진, 학생, 시설이 어우러져 세계적인 첨단 과학분야 일선에서 모든 역량과 정열을
마음껏 쏟아가며 공부할 수 있는 곳이 바로 자연과학대학이라 하겠다.

❙ 수리과학부
수리과학부는 대수학, 해석학, 위상수학, 기하학 및 응용수학 등 수학의 중심분야에 관한 연
구와 교육을 통하여 사회 각 분야에서 필요로 하는 고급 수학 인력을 육성함을 그 목표로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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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이에 따라 학부 및 대학원 과정의 전공교육 뿐만 아니라, 타 분야의 학생들을 위한 수학 기
초교육 및 교양교육을 수행하고 있으며, 수학연구소와 BK21 수리과학사업단을 중심으로 활발한
연구활동을 하고 있다. 학부 졸업생 중 과반수가 국내외 대학원에 진학하여 보다 전문적인 연
구 경험을 쌓아 국내외 학계에서 활약하고 있으며, 또한 공공기관의 연구소, 기업체, 교육기관
등에 진출하여 수학적 지식을 실제로 활용하고 있다. 특히, 정보화시대가 도래함에 따라 고급수
학인력의 수요가 증가하고 있으며, 따라서 본 학부 졸업생들의 진로가 더욱 다양해질 것이다.

❙ 통계학과
통계학은 자연, 사회, 경제 및 인간생활의 온갖 현상을 연구하기 위하여 불확실성이 내포된
데이터의 수집, 측정 및 분석을 통하여 의사결정에 필요한 정보의 획득과 과학적 해석방법을
연구하는 학문이다. 따라서 통계학은 데이터를 매개체로 하는 의사결정과학이며, 데이터정보과
학으로 수학의 발달과 더불어 그 이론이 발전해 나가고 있다. 통계학을 전공한 학생들은 현재
까지는 학계에 가장 많이 진출해 있으나 최근 들어 금융계와 증권관련 회사, 컨설팅 회사, 한국
통신과 같은 통신업계, 제조회사, 그리고 농수산부, 통계청과 같은 정부관련 부처로도 많이 진
출하고 있다.

❙ 물리․천문학부
물리학은 물질의 기본 구성단위인 소립자들의 상호작용, 우주의 구조와 기원, 그리고 생명 현
상의 물리적 바탕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자연현상의 본질을 규명하려는 연구분야가 있는가 하면
반도체, 초전도체를 포함한 응집물질들의 성질, 레이저, 입자 가속장치 등과 같이 현대의 첨단
과학 기술과 직접적으로 연관된 분야들도 물리천문학의 중요한 연구분야이다. 또한, 천문학은
그 특성상 물리학과 매우 밀접한 관련을 맺고 있는 학문으로 우주의 생성과 진리를 총체적으로
이해하는 기초 학문적인 성격을 지닌다. 물리․천문학부에서는 지난 몇 해에 걸친 복합다체계
연구센터, 창의연구단 및 국가지정연구실의 설치와 BK-21 물리사업단의 출범 등의 연구 환경
변화로 대학원 학생들에게 해외 연구 및 교류 기회를 확대시키고 외국인 학생과 연구자의 방문
을 적극 지원함으로써 기여하여 경쟁력 있는 우수한 학부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 화학부
화학은 물질을 구성하고 있는 기본 요소인 원자로부터 폴리머나 생명체를 이루는 분자들과
같은 매우 크고 복잡한 분자들의 구조와 성질 및 합성에 이르기까지 매우 다양한 대상에 대한
연구를 수행하는 연구분야이다. 화학은 원자와 분자의 기본적인 성질을 고찰하는 기초학문적인
특성과, 이를 이용하여 인간생활을 풍요롭게 하는 실용적인 면도 함께 지니고 있기 때문에 화
학연구의 대상은 초진공 상태의 기체로부터, 초전도체, 고분자, 반도체, 폴리머, 단백질 및 신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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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물질에 이르기까지 매우 광범위하고, 그 연구방법도 컴퓨터 시뮬레이션을 통한 이론적 계산에
서부터 다양한 분광학적 기기를 사용한 측정 및 분석, 그리고 매우 간단한 분자로부터 고도로
복잡한 분자를 설계하고 합성하는 합성화학에 이르기까지 매우 다양하다.
화학부에서는 이러한 다양한 분야의 전문적 연구를 수행할 수 있는 화학자로 길러내기 위해
화학의 기초에서 시작하여, 최첨단 연구분야에 대한 소개와 교육 프로그램을 구비하고, 선도적
인 연구를 원활히 수행할 수 있도록 초현대식 기기와 장비를 구비하고 있다. 또한 교육부, 과학
재단, 학술진흥재단,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 보건복지부 등 다수의 외부지원 연구과제를 수행
하고 있으며, 학부 내에 과학기술부 지정 창의연구단, 국가지정연구소 등의 우수연구단의 설치
와, 분자과학연구소를 설치, 운영해 오고 있다. 또한 ‘BK21 화학 및 분자공학연구단’을 통해 대
학원생들의 국제교류기회 확대, 우수논문 시상, 외국 신진연구인력 유인 등을 통하여 세계적인
연구중심 학부로 자리잡고 있다.
화학은 분자세계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다양한 학문과 기술의 근간이 되고 있다. 이러한
학문적 다양성을 고려하여 학부과정에서는 화학 전 분야에 걸친 기초지식을 강의와 실험, 실습
을 통해 습득하도록 하고 있다. 학부과정 학생들은 일반화학, 물리화학, 유기화학, 무기화학, 분
석화학, 생화학, 고분자화학, 화학생물학, 나노화학 등의 강의 및 실험 전공과목을 기본적으로
수강하고, 각자의 관심도에 따라 생명과학부나 물리⋅천문학부 등에서 개설되는 강좌도 수강하
여 다양한 학문의 기초를 다지는 등 잠재력을 키우고 있다. 또한 학부 3, 4학년생들은 각자 선
택한 전공 실험실에서 연구경험을 쌓고 이를 전공학점으로 인정받음으로써 여러 연구실에서 실
제로 이루어지는 첨단 화학연구에 대해 배우는 기회를 가지게 된다. 대학원 과정에서는 특정한
전문 분야에서 독자적이고 창의적인 연구를 수행할 수 있는 국제적 수준의 연구 능력 함양에
중점을 두고 있다. 현재 나노물성 연구, 나노소재 연구, 나노바이오 분석 연구, 기능성 분자 합
성 연구, 생리활성 분자 연구, 생체분자 시스템 연구 등 나노 및 바이오 관련 34개 연구실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다. 학부과정에서 배양된 전공지식을 바탕으로 하는 고급 수준의 대학원
강의를 전 분야에 걸쳐 개설하고 있으며, 국제화를 위해 영어 강의를 점차 확대하고 있다. 대학
원생들은 세계 우수대학 연구실들과의 국제협력을 통해 공동연구 및 해외연수 등의 기회를 가
지고, 논문 작성, 구두 발표, 국제학술회의 발표 등을 통해 효과적으로 커뮤니케이션할 수 있는
능력을 키우며, 졸업 후 산업체, 정부기관, 학계 등에 성공적으로 진출하고 있다.

❙ 생명과학부
21세기를 <생명과학의 세기>라 부르는 것은 그간 자연과학의 여러 분야에서 축척된 많은

지식들이 종합되어 생명의 신비를 풀수 있는 시기가 도래하고 있기 때문이다. 생명과학은 동물,
식물, 미생물, 인간 등 생명체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현상을 연구하는 분야로서 생명 그 자체
에 대해서 탐구의 가치가 있는 것은 물론 산업적 활용성도 매우 높아 21세기에는 거대시장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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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출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뿐만 아니라 지금까지는 인문학적 영역에 있는 부분들이 속속
생명과학적으로 밝혀져 인류 문명에도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생명과학은 1953년 왓슨과 크릭이 DNA의 구조를 규명한 이래 급속도로 발전하여, 1970년대
초반에는 유전공학기술이 개발되었고, 2000년에는 인간을 비롯한 수많은 생명체들의 유전정보
가 해독되기에 이르렀다. 이와 더불어 대량 분석(high throughput), 초고속(high speed) 시스템의
개발로 연구 속도가 빨라져 그간 파편적으로 알려져 있던 여러 가지 생명 현상들을 구체적으로
이해 할 수 있게 됨에 따라 인류사회는 전기를 맞이하고 있다. 살아있는 생명체를 다루는 생명
과학은 매우 다양한 분야로 나뉘어져 있다. 생명 현상의 관점에서 보면, 유전학, 발생학, 생리
학, 면역학, 진화학 및 행동학 등이 있고, 생명체의 구성 수준이나 상호관계에 따라 나눠보면
분자생물학, 세포생물학, 생화학, 개체생물학, 분류학, 생태학 등이 있다. 또한 어떤 생명체를 연
구에 사용하느냐에 따라 동물학, 생물학, 미생물학 등으로 나눌수도 있다. 그러나 현대 생물학
의 가장 큰 특징은 이와 같이 다양한 분야간의 벽이 허물어져 가고 있다는 것이다. 예를 들면
DNA 복제의 신비는 바이러스와 박테리아를 사용한 연구에서 그 전기가 마련되었고, 초파리 연

구는 발생과 행동을 이해하는데 많은 도움을 주고 있다. 유전자 발현을 이해하기 위해 유전학
적 기법을 사용해 돌연변이를 만들기도 하고, 분자생물학적 기법을 사용하여 세포 수준에서 관
찰하고, 때로는 개체 전체(예: 식물, 생쥐 등)에서 분석하기도 한다. 21세기 생명과학에서는 기
초와 응용의 구분도 없어져가고 있다. 효모에서 세포 분열에 관여하는 유전자에 대한 연구 결
과가 암을 해석하는데 쓰이고, 세포에 유전자를 전달하여 연구를 수행하던 도중에 유전자치료
기술이 개발되었다. 대학 실험실에서 얻어진 결과가 의학적․산업적으로 응용되는 경우가 많아
졌다. 또한 종합과학적 성격이 매우 강해지면서 응용생물학 부문에 속하는 의학, 수의학, 약학,
농학은 물론 화학, 물리학, 공학 분야와의 연계도 매우 활발하다. 생명과학은 탐구정신과 산업
주의가 공생하는 종합 학문으로 발전하고 있다. 생명과학부에서는 45여명의 교수들이 다양한
분야에 걸쳐 교육 및 연구를 수행하고 있다. 다른 대학교의 생명과학 관련 학과들과 크게 차별
되는 것은 서울대학교의 생명과학부는 미세 분석을 집중적으로 수행하는 분자․세포 생물학 분
야와 거시적 관점에서 생명계를 보는 분류학, 생태학 등이 공존하며 균형 있는 학문 체계를 형
성하고 있다는 것이다. 2006년 12월 현재 생명과학부에는 45여명의 교수, 288여명의 학사과정
학생, 석․박사과정 대학원 학생 272여명이 교육과 연구에 몰두 하고 있다. 대학원과정에는 분
자세포생물학, 개체생물학, 계통생물학 및 생태학의 3개의 전공 프로그램이 있다. 또한 미생물
연구소, 유전공학연구소 등과도 연계되어 특정분야에 대한 집중 연구가 이루어지고 있다.
생명과학부 졸업생들은 대학, 연구소, 기업 등에서 생명과학에 관한 연구를 수행하거나, 의학
이나 약학 등 주변 분야로 진출하거나, 생명과학 지식을 필요로 하는 특허 업무, 투자분야, 언
론기관, 환경단체, 시민운동 등 사회 각계에서 역할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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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구환경과학부
지구 온난화, 기상이변, 성층권 오존구멍, 사막화, 생태계 파괴, 산성비, 해양오염, 엘리뇨와
라니냐 등 지구환경 문제에 대한 사람들의 관심은 이제 일상생활의 한 부분이 되었다. 소행성
충돌이나 거대한 지진과 화산의 폭발, 해일, 환경파괴로 인한 암울한 인류의 미래 등은 SF영화
의 주요 소재로 사용되고 있다.
이러한 지구환경문제는 다양한 의문을 제시하고 있다. 이와 같은 가공할 일들이 실제 존재하
는가. 왜 과학자들은 이러한 문제들을 좀더 이해하지 못하는가. 과학자들은 미래를 얼마나 정확
하게 예측할 수 있는가.
지구는 생명의 행성이다. 우리가 어떻게 해야 지구를 지속적으로 생명의 행성으로 유지시킬
수 있을까 하는 중대한 문제는 지구환경과학이 해결해야 할 최우선의 과제다. 끝을 헤아리기
어려운 광대한 우주의 한 구성원으로서의 우리 행성인 지구는 대기권, 수권, 지권으로 이뤄진
하나의 시스템이다. 이들 구성요소들은 서로 끊임없이 연결돼 지구를 생명의 행성으로 만들어
내고 있다. 이러한 문제를 푸는 학문은 상아탑에 갇혀 있지만은 않고 우리 일상생활과 밀접한
관계를 가진다.
지구환경의 문제를 다루는 중심학문이 바로 지구환경과학이다. 지구환경과학은 지구 대기권,
수권, 지권의 구성물질과 이들의 순환과 변화의 이치를 이해하고, 자연환경의 형성과 변화를 분
석, 예측하는 자연과학의 한 영역이다. 우주, 지구, 생명의 기원, 그리고 지구환경의 형성과 변
화를 파악하기 위해 지구뿐만 아니라 우주공간을 연구대상으로 한다. 분자규모에서 우주공간규
모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규모의 운동계와 물질계들의 생성, 진화, 소멸, 그리고 이들 사이의 상
호작용을 기초과학의 이해를 바탕으로 응용과학기술을 도입해 진단, 예측, 복원하는 방안을 제
시한다.
지구환경과학은 지구대기의 물리․화학적 상태와 그 운동을 이해하는 대기과학, 지구물질과
에너지 순환 기원 그리고 진화를 이해하는 지구시스템과학, 해양의 구성물질에서 물리적 순환과
자원을 이해하는 해양학을 포함하는 종합 학문 영역이다.
우리 지구에 흥미를 느껴 공부하는 학생들은 각자의 관심의 초점에 따라 지구의 구성 요소
각각을 좀더 집중적으로 공부한다. 즉, 지구시스템과학, 대기과학, 해양학을 전공으로 선택한다.

❙ 의예과
의예과는 의학을 전공하기에 앞서 이에 필요한 교양과 자연과학을 이수하는 준비과정이다.
앞으로 인간의 고귀한 생명과 관계되는 건강 및 질병문제를 다룰 의학자 또는 의사로서 갖추어
야 할 인격 형성을 위하여 일반 교양을 교육하고, 의학을 전공하기 위한 자연과학의 기초학문
을 교육하여, 의학과 과정 이수에 요구되는 자질을 함양함을 교육의 목표로 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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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의예과
수의예과는 수의학을 전공하기에 앞서 이에 필요한 교양과 자연과학을 이수하는 준비과정이
다. 앞으로 동물을 대상으로 하는 의학전반의 이론과 실제를 연구, 활용하는 훌륭한 인격을 지
닌 수의사 또는 수의학자로서 갖추어야 할 일반교양을 교육하고 수의학을 전공하기 위한 자연
과학의 기초학문을 교육하여, 수의학 과정이수에 요구되는 자질을 함양함을 교육 목표
로 하고 있다.

❙ 협동과정 과학사 및 과학철학전공
협동과정 과학사 및 과학철학 전공은 과학사학 및 과학철학의 전문적 교육과 연구를 위한
석․박사 학위 과정으로, 1984년에 개설되었다. 본 과정은 지금까지 비교적 경시되어 온 이러
한 새 학문분야를 개척하고 그 연구결과를 활용할 인적 자원을 양성함으로써 시대의 요구에 부
응하는 과학사, 과학철학 교육 및 연구의 중심체가 되고자 한다. 또한 본 과정에서는 과학사학
과 과학철학 분야 이외에 과학사회학, 과학정책, 과학기술과 사회 등의 분야에서 전문학자가 되
려는 학생들, 그리고 행정기관, 연구기관, 산업체, 언론 등 사회 여러 부문에서 과학과 관련된
일에 종사하게 될 학생들을 위한 교육도 일부 담당하고 있다.

❙ 협동과정 유전공학전공
본 과정은 자연대학, 의과대학, 약학대학, 치과대학, 농업생명과학대학, 사범대학의 생명공학
관련 교수들에 의해 운영되고 있다. 생명공학의 기본이 되는 학문과, 이의 응용에 요구되는 방
법론 등으로 교과과정이 편성되어 있다. 생명공학은 미래를 주도할 첨단과학 기술로써 인류가
당면한 식량, 에너지, 건강, 자원, 환경, 의학 등 여러 난제들을 해결할 수 있는 주요 학문이다.
따라서 본 협동과정 유전공학전공은 이러한 국가적 및 사회적 요구에 부응하여 국제적 경쟁력
을 갖춘 고급 연구인력의 양성과 이를 통한 연구 능력의 제고 및 산학연 연계를 통한 실질적
협력 관계를 증진시키고자 다학제간의 교육, 연구과정을 운영함으로써 21세기의 국가 경쟁력
향상에 기여하는 연구 및 인력 양성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 협동과정 뇌과학전공
뇌과학은 신경세포와 신경섬유로 구성된 ‘생물학적 존재’이면서 고도의 지적인 인지활동을 총
괄하는 소우주라 불리는 복잡한 조직체인 뇌를 포함한 신경계를 연구하는 학문이며, 21세기 과
학기술 연구분야에서 최후의 프론티어라고 불리는 종합과학이다. 본 협동과정은 두뇌 및 신경계
의 기초원리를 탐구하고 이를 의학적, 공학적으로 응용할 수 있는 우수한 석사 및 박사과정의
학생을 교육시켜 뇌과학 분야의 고급인력으로 양성시키는데 목적을 두고 있다. 21세기 지식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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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사회에서는 뇌연구 전문인력의 수요가 급속히 증가될 것으로 예상되므로 본 협동과정의 졸업
생은 학계, 연구소, 산업체 등에 진출하여 주도적인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 협동과정 나노과학기술전공
나노과학기술의 시대라고 할 수 있는 21세기에 접어들면서 기존의 한계를 뛰어넘는 특성을
가진 나노미터 크기의 새로운 소재의 합성과 나노 소자의 개발 등 혁신적인 변화가 이루어지고
있다. 서울대학교는 새로이 대두되는 나노과학기술분야의 국내 연구를 선도하고, 이 분야의 연
구 인력을 양성하기 위한 목적으로 나노 물리․소자, 나노 소재․화학 및 나노 생명과학 분야
의 연구진이 모여 나노과학기술 협동과정을 설립, 운영하고 있다. 본 과정은 2003년에 한국과학
재단 국가핵심연구사업의 일환으로 서울대학교 내에 설치된 나노 시스템 응용연구센터와 연합
하여 학생들에 대한 재정적 지원, 수준 높은 나노과학기술 교과과정의 개설, 국제협력기관으로
의 연수 사업 등을 제공함으로써 국내 나노과학기술 교육의 중심 역할을 하고 있다.

❙ 협동과정 생물정보학전공
생물정보학(Bioinformatcs)은 불가능하리라고 여겨졌던 (인간유전체연구계획 혹은) 인간유전체
프로젝트(HGP, Human Genome Project)의 놀라운 성공에 핵심적으로 기여했고, 뒤이은 후기유
전체시대(postgenomic era)를 주도할 학문으로 자리매김했다. 생물정보학은 생명과학과 정보과학
이라는 두 거대 분야의 만남으로 이루어졌을 뿐 아니라, 생명과학의 모든 세분야들과 낱낱이
결합하는 광범위한 학문이다. 본 협동과정에서는, 생명현상의 정보학적 연구와 교육을 위해 생
명현상 탐구의 제 방법론 및 지식체계와, 정량적 정보과학의 제 이론 및 응용체계를 끊임없이
공동으로 교육하고 탐구하여, 현재 매우 급속히 팽창하고 있는 생물정보 분야의 인력양성 및
연구능력확보를 통해, 국가 산업발달과 인류의 건강 및 복지증진에 크게 기여하는 것을 그 목
적으로 한다.

❙ 협동과정 계산과학전공
최근 2ㆍ30년 동안 자연과학과 공학 분야에서 근본적인 원리 또는 논리를 검증하는 도구로
서의 계산(Computation)과 강력한 컴퓨터(Computer)를 활용하게 되면서 과거에는 불가능했던 연
구와 기술혁신이 가능하게 되었다. 선진국에서는 이러한 중요성을 인식하여 상당수의 대학이 이
미 계산과학 교육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세계적인 추세에 발맞춰 서울대학교에서도 2004년
에 신설, ‘계산과학 협동과정’이라는 이름하에 과학적이고도 첨단적인 계산과학의 이론, 기술 및
실제 응용에 대한 학제 간 협동연구를 수행하고, 이러한 협동연구를 자연과학 및 공학, 의학 등
및 응용분야에 효율적으로 적용하고 발전시킬 수 있는 우수한 석사 및 박사 과정의 학생을 교
육시킴으로써 첨단 계산과학 분야의 발전과 고급 인력을 양성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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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산과학 협동과정의 활용 분야는 물리, 화학, 생명과학, 지구환경과학, 기계ㆍ항공우주공학,
전기ㆍ전자ㆍ컴퓨터공학, 원자핵공학, 재료공학, 조선공학, 지구환경시스템공학, 경제학 등을 포
함하고 있다. 효율적이면서 과학적인 시뮬레이션을 위하여 수치해석과 같은 수학적 방법론, 컴
퓨터 알고리즘, 그리고 정보의 통계적 처리 등에 관한 기본적인 지식에 기초하고 있으며, 초고
속 대용량 계산, 모의실험(Simulation), 모형화(Modeling), 시각화(Visualization), 그리고 정보 분석
(Data analysis) 등 새로운 계산 방법의 연구를 목적으로 하고 있다.

간 .....................
호 대 학
간호학의 목적은 인류애를 바탕으로 인간의 건강을 보존하며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한 것
이다. 간호학에서 보는 인간은 생물학적인 존재일 뿐만 아니라 사회심리적인 존재로서, 생애를
통하여 자기 주도적으로 성장 발달할 수 있는 잠재력을 갖고 대내외적 환경과 끊임없이 상호작
용하면서 조화와 안정을 이루는 전인적인 개념이다. 간호학은 이러한 인간의 건강과 안녕상의
문제를 연구하고 이를 실무에 적용하여 국민건강 유지 및 증진에 기여하고 있다.
간호대학은 1907년 대한의원 교육부내에 설치된 간호과로 시작되어 일제하의 경성제국대학을
거쳐, 해방 후 서울대학교 설치령에 의거 의과대학 부속 간호학교로 개편되어 전문학교 수준의
3년제 간호교육기관으로 발전되었다. 1959년에는 4년제 의과대학 간호학과로 승격되었다가,
1992년 3월에 서울대학교 간호대학으로 개편하게 되어 국립교육기관으로서 간호학 발전의 터전

을 공고히 하기에 이르렀다.
본 대학의 교육목적은 인간의 건강을 최적의 상태로 유지, 증진하며 질병예방과 회복 및 재
활을 돕는 전문직 간호사로서 간호연구를 수행할 수 있는 학자적 자질을 가진 간호사를 육성하
는 것이다. 간호교육은 학생의 창의력, 지도력, 협동력, 분석적 사고력 및 공감력을 함양하여 간
호대상인 개인, 가족, 지역사회의 건강문제를 사정, 진단, 계획, 평가할 수 있는 지식과 기술을
습득하고 인류애를 실천할 수 있는 인간적인 태도를 함양하는데 그 목적을 둔다.
이러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본 대학에서는 인문 사회과학 및 자연과학의 광범위한 기초 교
양과정을 이수하게 되며, 기초간호과학을 비롯하여 간호학의 개념 틀 안에서 건강과 질병 및
삶의 질에 관련된 임상간호과학을 전공과목에서 학습하게 된다.
지금까지 본 대학의 총 졸업생은 3,262명에 이르며 이 중 학사학위 졸업생은 2,742명이다.
1964년에 석사과정이 개설되었고 1984년에 박사과정이 개설되어 지금까지 석사학위 졸업생
388명, 박사학위 졸업생 132명을 배출하였다. 본 대학 졸업생들은 종합병원의 임상간호사로 활

약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국내․외 간호대학의 교수, 중․고등학교의 양호교사로 교육계에서
활동하고 있다. 또한 보건사회연구원을 비롯한 보건계통 연구기관에 연구원 및 국가기관의 보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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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고급공무원으로 활약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보건간호사, 가정간호사, 각종 의료관련 산업
체, 벤처기업 등에서 활약하고 있다.
지금까지 본교 졸업생들은 전문직으로 국민 건강의 중추적인 역활을 담당하여 왔으며 미래에
도 국민의 웰빙과 건강 향상에 더욱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 간호학과
본 학과는 변화하는 의료서비스의 요구에 부응하고 국민건강증진과 간호전문직 발전을 도모
하기 위하여 1999학년도부터 교과과정을 간호의 주요 개념인 인간, 건강, 환경, 간호를 기본 축
으로 하고 건강증진, 질병간호, 전문직 개발의 세 영역을 개념틀로 변경하였다. 건강증진영역에
는 건강증진과 질병예방 전략, 개인과 가족의 건강유지 및 증진, 지역사회의 건강유지 및 증진
이 속하고, 질병간호영역에는 일반적인 질병간호전략, 개인 대상 임상간호, 가족간호가 속하며,
전문직 개발영역은 단계별로 I, II, III으로 진전된다.
학사과정에서 이수해야 할 총 학점은 140학점으로써 이 중 전공교과목은 94학점이고 교양교
과목은 36학점이며 나머지 10학점은 4학년 2학기에 자유로 선택하여 수강할 수 있다. 교육과정
운영은 1학년은 관악캠퍼스에서 일부 전공과목과 교양과정을 이수하고, 2, 3, 4학년은 연건캠퍼
스에서 이론과 실습을 병행하는 전공과정을 이수하게 된다. 임상실습장으로서는 서울대학교병원
및 3차 의료기관, 보건소 및 보건관리지역, 산업장, 중고교 양호실 등이 활용된다. 교육의 효과
를 증대시키기 위해 3학년, 4학년 학생들은 수용능력 한도내에서 기숙사에 입사할 수 있다. 졸
업생들은 임상간호사, 양호교사, 교수 및 연구직, 간호행정가 등으로 우리나라의 간호교육, 임상
및 간호연구의 중추적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전공과 관련된 국제교류를 위해 간호대학과 학술
교류를 맺은 대학이 미국에 8개, 일본에 2개 대학이며, 중국에 1개 대학으로 이들 대학과 교수
들의 학술교류가 증가하고 있다. 또 매년 학부, 대학원생들은 여름방학기간 중에 이들 대학과
상호교류를 통해 미래의 국제적인 간호지도자로서의 역량을 키워가고 있다.

경 ....................
영 대 학
경영대학은 기업을 주축으로 한 모든 경영조직에 적용할 수 있는 경영의 원리와 관리기법을
체계적으로 교육함으로써 효율적인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 장래의 전문경영자를 양성하는 데
그 목적을 두고 있다. 그러므로 본 대학은 학생들에게 경영조직에 적용할 수 있는 이론과 기법
을 포괄적으로 교육함과 아울러 특히 기업의 중요한 실제적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을 배
양하도록 노력하고 있다. 또한 최고경영자로서의 창조적 사고능력과 사회적 역할에 대한 예리한
통찰력을 갖추도록 교육함으로써 경영사회에서 요구하는 모든 기본과정을 이수하도록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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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대학은 1946년에 국립서울대학교 상과대학으로부터 시작되었다. 당시 상과대학은 상학과
와 경제학과로 구성되어 있었다. 그 후 1962년에 경영학과가 신설되어 상학과와 경영학과가 공
존해 오다가 1968년 12월 국립대학교설치령 개정에 따라 상학과는 경영학과에 통합되었다.
1975년에 서울대학교 종합계획에 의해 관악캠퍼스로의 이전을 계기로 상과대학 경영학과는

시대적, 국가적 요청에 응하여 경영대학으로 독립함으로써 경제학과와 분리되었다. 이로써 본
대학은 명실공히 한국 경영학 연구와 교육의 총본산으로서 비약적 발전의 터전을 더욱 굳히게
되었다.
본 대학에서 교육하고 있는 주요한 교과내용을 보면 우선 행동과학과 계량적 경영과학 및 회
계학 등의 기초과목을 이수시킨 후 이것을 밑바탕으로 하여 생산관리, 마케팅관리, 인사관리,
재무관리, 회계학, 국제경영, 경영정보 등 기업기능을 중심으로 한 전문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한편 우리나라 기업의 정치적, 경제적 및 사회적 환경을 포괄적으로 이해할 수 있도록 함과 아
울러 중요한 공공정책의 성격과 영향에 관한 교육을 실시함으로써 경영자의 사회적 및 윤리적
책임에 대한 인식을 높이도록 하고 있다.
경영대학은 전체 3개동(SK경영관, LG연구동, 산학협동관)의 시설을 활용하여 산․학․연 협
동활동을 활발하게 벌이고 있다.
본대학은 현재(2006. 12. 1) 학사과정에 1,003명, 석사와 박사과정에 각각 416명과 38명의 학
생들이 재학하고 있으며, 지금까지 학사졸업생 6,199명, 석사 졸업생 3,847명, 박사 졸업생 206
명을 포함하여 총 10,252명의 졸업생을 배출하였다.
졸업생들의 진출분야를 보면 공․사기업, 정부기관, 교육계 및 각종 연구기관 등 다방면으로
확산되어 각자 맡은 바 임무를 다하고 있으며, 특히 우리나라 산업계와 금융계에서 주도적 역
할을 하고 있다. 그리고 행정고시 등 고급 공무원 임용고시를 통한 행정각부에의 진출 및 공인
회계사 시험을 통한 사회진출도 많으며, 본 대학의 대학원(석사과정, 박사과정) 출신자들은 전국
각 대학의 경영학 교수들로 활약하고 있다. 우리나라 경제의 지속적인 성장과 경영학의 급속한
발전을 위해 본 대학은 그 중요한 사명과 책무를 다하고 있다.

❙ 경영학과
본 학과는 오늘날의 급변하는 경영환경에 대응할 수 있는 강력한 리더십을 키울 수 있도록
경영대학의 교과과정 및 다양한 프로그램들은 문제해결 능력과 기술들을 개발하는데 초점을 두
고 있다. 경영분야에 집중된 연구조사와 학업을 연계시킴으로써 경영대학은 학생들로 하여금 책
임있는 경영자의 역할을 맡을 수 있도록 대비하게 한다. 교수들은 다양한 학문 분야에서 교육
하고 있고 연구기관들은 심도있는 연구를 지원한다. 국제적으로 저명한 경영학과 교수들로 교수
진을 구성하고 주요 해외 대학과 자매결연 및 업계 지도자들과 졸업생들과의 연계를 지원함으
로써 우수한 학습경험을 제공하며 과외 클럽 활동과 벤처 조직들을 통해 교실 밖에서 사회적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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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전문적인 관심들을 발휘함으로써 경영에 대한 경험을 하도록 한다.

공 ....................
과 대 학
본 대학은 과학기술 분야의 지도적 인재육성과 고급 과학기술 두뇌의 양성을 교육목표로 삼
고 있다. 학사과정에서는 두뇌산업시대에 대비하여 신기술 도입, 생산성 향상을 담당할 산업체
의 기술지도자 양성에 힘쓰고 있으며, 대학원 과정에서는 학문의 탁월성 유지와 사회에의 공헌
을 목표로 후진교육과 연구개발을 전담할 교수 및 연구원 양성에 주력하고 있다. 본 대학은
1946년 8월 22일 국립 서울대학교설치령 공포에 따라 경성대학 이공학부, 경성공업전문학교 및

경성광산전문학교를 통합하여 10개 학과를 갖춘 공과대학으로 발족하였다. 이후 해를 거듭하면
서 발전과 확장을 거듭한 바, 현재는 6개 학부, 4개 학과를 갖춘 국제적인 공과대학의 면모를
갖추고 있다.
본 대학은 서울대종합화 계획에 따라 1980년 1월에 관악캠퍼스로 이전을 완료하여 타학문분
야와의 교류 및 협동체제를 강화하고 있다. 본 대학의 학생은 학사과정에 4,573명, 대학원에
2,503명 등 총 7079명에 달하고 있으며, 301명의 교수가 이들의 교육과 연구활동을 지도하고

있다. 이런 과정에서 교수와 학생은 모두 새로운 학문연구와 과학기술 습득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 본 대학은 이론과 실험의 조화있는 교육을 목표로 하여 20개 건물, 4만 7천여평의 시설
면적을 갖추고 있으며, 종합연구를 지원하는 특수장비는 공작실, 정밀계측실, 기기분석실, 재료
분석실 및 전자계산실 등의 부설공동실험실에서 운영하고 있다. 또한, 1992년부터 시작된 공대
확충의 일환으로 교육과 시설확충계획에 따라 기초과정관과 파워플랜트가 95년도에 완공됐고,
1996년 1월에는 신공학관 제 1호동이 준공되어 전기공학부, 기계항공공학부, 컴퓨터공학부가 입

주하여 사용하고 있으며, 168실 4,640평 규모의 제 2호동이 2001년 11월에 완공되어 화학생물
공학부(구 응용화학부)와 전기․컴퓨터공학부, 기계항공공학부가 입주하여 사용하고 있다. 또한
2005년 12월에는 대학원연구동 1단계 39동이 준공되어 건축학과와 산업공학과가 이전하여 사

용하고 있다
본 대학은 산학협동을 통한 실제 문제해결과 응용연구에 많은 노력을 경주하고 있으며, 이를
지원하는 공학계 각종 연구소가 발전적으로 설립되어 정부, 산업체 및 국제적 연구활동에 참여
하고 있다. 현재 본 대학에 소속된 부설 연구소로는 공학연구소, 뉴미디어통신공동연구소, 신소
재공동연구소 등 모두 13개의 연구소가 있다

❙ 건축학과
건축학과는 건축학전공과 건축공학전공으로 구분되어 있다. 건축학 전공은 5년제 전문학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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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정으로서 계획 및 설계, 이론, 역사 관련 분야를 공부하고 국제적 수준의 건축사 및 연구자
양성을 주된 목적으로 한다. 건축공학 전공은 4년제 공학사 학위과정으로서 건축분야의 구조,
시공, 환경 관련 전문 엔지니어 및 연구자 양성을 주된 목표로 한다.
○ 건축학 전공 : 5년제(계획 및 설계, 이론, 역사)
건축학 전공은 크게 계획 및 설계, 이론, 역사의 세 부분으로 나뉘어진다. 계획 및 설계는 건
물의 용도별로 적절한 설계 이론, 계획 원칙, 공간 구성의 원리, 프로그래밍의 분석을 통하여
건축적 개념을 추구하고, 여기에 독창성과 조형성을 통하여 구체적인 재료와 구조를 도입하여
건축물을 설계하는 분야다. 각 학기마다 정해진 과제에 따라 프로젝트를 수행하며, 모든 학생이
스튜디오에서 설계와 크리틱을 진행하고, 졸업을 위한 작품전시회를 하여야 한다.
건축 이론은 고대로부터 건축물을 축조하는데 있어서 적용되어온 건축에 대한 가치관과 세계
관을 탐구하는 분야로서, 건축을 “미적이며 기능적인 규범을 지키면서 구조물을 설계하고 축조
하는 예술 및 과학 또는 이와 같은 원리를 따라 지어진 구조물”로 인식하고, 건축물에 적용된
인간의 물질적, 정신적 문화를 이론적으로 연구하는 분야이다.
건축사 연구는 인간이 만든 건물들을 시간의 흐름에 따라 살펴봄으로써 과거와 현재의 건물
들에 대해 더욱 잘 알고자 하는데 그 목적이 있으며, 구체적인 사물로서의 건물뿐만 아니라 사
회 문화 역사의 배경을 함께 고찰하는 공부를 한다. 한국 건축의 발전, 동아시아 문화권, 더 나
아가 인류 문명권 전체의 건축역사를 대상으로 하며, 과거-현재-미래의 시기를 함께 연구하는
분야이다.
○ 건축공학 전공 : 4년제(건축구조, 건축환경, 건설기술)
건축공학 전공은 크게 건축구조, 건축환경, 건설기술의 세 부분으로 구성된다. 건축구조는 건
축물을 역학적으로 지지하는 구조에 대한 힘의 흐름을 이해하고 그것을 토대로 안전하고 창조
적인 건축구조를 설계하는 방법을 연구하는 분야이다. 특히 현대 건축물에서 중요한 경향인 초
고층, 초대형화를 실현 가능하도록 건물의 진동제어, 구조체 형성, 구조 해석 및 설계 등의 분
야를 공부한다.
건축환경은 환경 및 에너지라는 새로운 계획요소를 도입하여 쾌적하고 에너지 절약적인 건물
을 디자인하는 것을 추구하며, 건물 내부의 열, 빛, 음 환경과 건축기계설비, 그리고 건물자동화
연구를 진행한다. 밝고 편안함이 충만한 빛 환경, 실의 목적에 알맞은 음 환경 등을 제공하기
위해서는 건물에서 눈에 보이는 외관뿐만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고 숨겨진 부분을 디자인하여
야 하므로, 건축환경은 건축에서 가장 최신의 테크놀러지를 적용시키는 분야이며, 미적 감각뿐
만 아니라 폭넓은 엔지니어링 지식이 동시에 요구된다.
건설기술은 건설경영, 건설공법과 건설재료의 분야로 세분되며, 건설 경영은 건설 프로젝트의
주요 관리 목표인 원가․공정․품질․안전을 만족시키면서 프로젝트를 성공적으로 완료하기 위
194

2007 서울대학교 요람

교 육 기 관

한 다양한 업무에 대해 연구하는 분야이고, 건설 공법은 건물을 실제 시공하는 과정에서 사용
되는 공법을 개발하고 공부하는 분야이며, 마지막으로 건설 재료는 건축물을 시공하는데 필요한
콘크리트, 시멘트, 골재, 철골 및 기타 복합재료에 대해 연구하는 분야이다. 건설 기술은 이러한
각 분야를 건축물의 생애주기(Life Cycle)동안을 대상으로 기획 단계부터 설계, 시공, 운영, 유지
관리, 보수보강 및 해체에 이르는 일련의 활동에 대하여 공부하는 분야이다.

❙ 산업공학과
산업공학은 공학적 지식과 과학적인 기법을 활용하여 복잡한 산업, 공공 및 서비스 시스템을
체계적으로 계획, 설계함과 동시에 그러한 시스템을 효율적, 계량적으로 관리, 운영, 분석하는
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한 제반 기법을 개발, 응용하는 학문분야이다. 산업공학도는 인적, 기술적,
경제적 자원을 집적한 복잡한 시스템을 설계, 구현, 운영하는 데 관여하며, 공학적 문제해결과
경영기법에 숙달된 산업경영자로서의 산업공학도의 의사결정능력은 개개 조직의 성장에 기여하
면서 생산성을 향상시킴과 동시에 비용을 절감시킴으로써 국가경제의 성장과 안정에 기여한다.
향후 새로운 산업기술과 정보기술의 발달에 따른 첨단 지식산업의 출현은 전문적인 산업공학자
에 대한 수요를 한층 증대시킬 것이며, 이러한 흐름에 맞추어 본 학과에서는 교육과정을 통하
여 학생들의 논리적인 사고력과 창의력 계발에 주력함은 물론, 혁신을 주도할 수 있는 리더쉽
함양에 역점을 두고 있다. 아울러 본 학과에서는 한국공학교육인증원의 기준에 맞추어 공학인증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 원자핵공학과
원자핵공학과는 핵반응(핵분열 및 핵융합)으로부터 얻어지는 막대한 에너지와 방사선의 평화
적 이용과 관련된 교육과 연구를 수행하고 있다. 온실가스 공해 없이 전력을 생산하는 원자력
발전과 핵융합로 개발을 중심으로 한 첨단 에너지 과학기술이 주요 대상이 된다. 이와 아울러,
최신 실용 과학기술로 방사선, 플라즈마, 가속기, 레이저를 우리 생활에 직접적으로 유용하게
쓰는 새로운 기술과 시스템을 연구 개발한다. 미래 에너지원으로서 차세대 원자로와 핵융합로의
연구개발을 통하여 국가에너지 확보와 청정 환경보존에 기여하면서, 방사선과 플라즈마의 응용
을 확대하여 신소재 개발, 환경정화처리, 농공의학과 생명공학 등의 다양한 산업분야에서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한 첨단기술로 활용되도록 노력하고 있다.
원자핵공학은 1) 우라늄과 같은 무거운 원소의 핵분열을 이용한 원자력 발전 분야, 2) 미래의
궁극적인 에너지원인 핵융합로 기술개발과 그 파생기술 분야, 3) 방사선 발생기와 동위원소 이
용의 방사선 공학 분야로 크게 나눌 수 있다. 핵분열 또는 핵융합을 이용한 원자력 발전소의
설계, 제작, 건설 및 운영은 자연과학과 공학 분야를 망라하는 대규모 첨단 종합과학기술의 결
집이 요구된다. 따라서 원자핵공학은 물리학, 화학, 생물학 등의 기초 과학과 전기전자, 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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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계, 재료, 화공 등의 공학을 기반으로 하여 이들을 통합하는 접근 방법을 취하고 있다. 방사
선과 방사성 동위원소의 이용은 비파괴 검사와 방사선 가공처리 같은 산업적 응용과 MRI, PET
으로 대표되는 의학적인 응용과 더불어 육종과 살균 등의 농생물학적 응용은 이미 현대 산업사
회에서 보편화되고 있다. 새로운 학문영역을 추구하는 응용연구로서 핵융합 발전의 실현은 창의
성과 도전을 요구하는 앞으로의 원자력 과제이다.
이처럼 원자핵공학은 원자력의 평화적 이용과 관련한 여러 과학기술 분야가 종합적으로 결합
되어야 하는 학문적 특수성과 국가 차원에서 에너지 확보를 위한 지속적인 육성과 발전이 요구
된다. 현재, 학과에는 12명의 전임 교수의 지도 아래 노심핵설계해석실, 원자로동력학연구실, 원
자로설계공학실, 열수력계통연구실, 안전성분석연구실, 핵재료연구실, 핵융합플라즈마응용연구실,
플라즈마 및 양자빔공학연구실, 플라즈마응용연구실, 방사선공학연구실, 응용핵물리연구실이 운
영되고 있다. 각 연구실에서 학생 개개인의 적성과 관심에 따라 연구가 수행되고, 미개척 과학
기술 영역에 도전과 창조적 연구개발에 대한 훈련을 쌓으며 원자핵공학 미래 전문가로서의 꿈
을 다지고 있다.

❙ 조선해양공학과
조선해양공학은 선박 및 해양구조물의 설계, 건조와 해상에서의 거동 등을 시스템적으로 다
루는 학문으로서 기초공학을 토대로 다양한 분야의 지식을 함께 요하는 응용공학이다. 본 학과
의 교육은 크게 기본역학 교육과정, 기본 및 전문 조선해양공학 교육과정의 3단계로 이루어지
고 있다. 기본역학은 기초공학과 응용공학의 연결역할을 하여 새로운 기술습득과 학문연구를 위
한 기초적인 능력을 배양하는 것이다. 기본 조선해양공학 교육과정을 통해서는 선박 및 해양구
조물의 성능을 분석․평가할 수 있는 능력을 기르며, 전문 조선해양공학 과정에서는 선박 및
해양구조물의 설계 및 생산 과정을 시스템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능력을 배양하게 된다. 우리
나라가 세계 제1의 조선해양국으로 기반을 굳히고 있는 현 시점에서 우리에게 주어진 당면과제
는 조선해양산업기술을 보다 고도화하고 해양공학의 기초기술을 구축하여 대폭적으로 증가하는
고급기술인력 수요를 충족시켜 나가는 것이다.

❙ 재료공학부
재료공학부에서는 정보통신 재료, 고성능 구조재료, 재료가공, 재료공정, 섬유고분자재료, 첨
단 나노재료와 의료용 재료 등을 포함하는 다양한 재료를 대상으로 교육과 연구를 수행하고 있
다. 이러한 재료공학부는 관련 학과인 금속공학과, 무기재료공학과 및 섬유공학과가 발전적으로
통합되어 탄생하였다. 재료공학의 제 분야들은 유기적인 상호보완 관계를 가지면서 발전해왔고,
각 분야들의 협력을 통한 소재․소자 개발은 신물질이 가지는 우수한 물성과 생산성을 보다 극
대화시킬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다가오는 첨단과학기술 시대의 근간을 이루는 재료의 역할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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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다 큰 의미를 부여하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 따라서, 재료공학부는 공학도로서의 학문적 소양
과 전자재료, 금속재료, 고분자재료, 무기재료를 망라하는 재료과학 전 분야에 대한 폭넓은 전
공지식과 첨단 기술력을 겸비한 유능한 과학기술 인재 양성을 목표로 하고 있다.

❙ 전기공학부
전기공학부는 첨단 분야인 전기, 전자, 정보기술 분야에서의 산업 수요에 고급 인력을 배출함
으로써, 우리나라의 과학 기술 향상에 기여하고 있다. 과거에는 전기, 전자, 제어계측공학과가
별개로 존재하였으나 효율성 제고를 위해 1992년부터는 전기공학부라는 명칭으로 통합하였다.
전기공학부라는 명칭은 전기, 전자, 제어계측 및 컴퓨터 등 전자공학 일반의 모든 분야를 연구
하는 넓은 의미이다. 미국이나 영국의 전통 깊은 대학들로 모두 전기공학과라는 명칭을 사용하
고 있으며, 본 학부도 세계화의 추세에 부응하여 학부명칭을 전기공학부로 정하게 되었다.
전기공학부는 미래의 고도 복지사회 실현에 핵심 역할을 할 것으로 예상되는 반도체 소자,
집적회로, 전기에너지 시스템, 전자물리, 레이저, 정보통신, 전파, 제어계측, 자동화, 컴퓨터 등의
분야에서 최고 수준의 연구를 수행하고 있다. 위와 같은 연구 분야의 기초과목은 학사과정
1,2,3학년 과정을 통하여 골고루 제공되며, 4학년 과정에서는 전공 과목을 다양하게 제공하여

선택하게 하고 있다. 강의실을 포함한 연구실과 실험실들이 신공학관에서 체계적으로 정비되어
있으므로 학문 연구에 더욱 더 정진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어있다. 이러한 교육과 실습 및
연구는 이 분야의 최신 기술 개발 및 응용으로 이어져 학문 발전과 산업체의 기술 발전에 도움
을 주며, 궁극적으로 미래의 고도 복지 사회 실현에 기여하는 것을 교육의 목표로 삼는다.

❙ 컴퓨터공학부
컴퓨터 공학은 정보화 사회로의 이행에 있어 필수적이고 핵심적인 학문으로서, 성능이 우수
한 컴퓨터를 설계 제작하고 이의 운영 및 응용에 필요한 소프트웨어를 작성하여 산업 전반에서
이를 활용할 수 있게 하는 학문이다. 컴퓨터 분야의 교육 및 연구 내용은 공학 및 과학의 기초
지식을 바탕으로 한 논리적 추리 및 독창적 사고력을 요한다. 컴퓨터 소프트웨어 및 하드웨어
는 매우 긴밀한 유기적 연관을 갖기 때문에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에 관한 전문 지식을 함께
공부하며 이를 바탕으로 컴퓨터 구조, 운영체제, 데이타베이스, 프로그래밍 언어, 컴퓨터 통신,
컴퓨터 이용설계, 인공 지능, 알고리즘, 자연 언어 처리, 멀티미디어 시스템, 객체 지향 시스템,
분산 시스템, 실시간 시스템 등에 관한 전문 지식을 습득하고 새로운 이론 정립 및 실험 연구
를 수행한다. 컴퓨터 산업은 대표적인 기술 및 두뇌 집약형 산업으로서 국책 산업의 하나로 지
정되어 국가적인 차원에서 지원, 육성되고 있다. 그러나 현재 컴퓨터 관련 분야의 고급 인력은
심각한 부족 현상을 나타내고 있으며, 이러한 현상은 또 앞으로 상당한 기간 동안 지속될 전망
이다. 그리고 21세기를 선도할 고성능 지능 컴퓨터 개발 등의 새로운 컴퓨터 산업 영역이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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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대되고 규모가 확장되어 감에 따라 컴퓨터 고급 전문 인력의 부족 현상은 더욱 심화될 전망
이다. 따라서 본 학부는 컴퓨터 산업의 첨단 기술 개발을 위한 연구를 통해 이러한 인력 양성
의 구심체가 되고자 노력하고 있다.

❙ 기계항공공학부
기계공학은 모든 산업의 근간을 이루는 학문분야로서 자동차와 같이 실제 생활에 필요한 기
계들 뿐만 아니라 동력기계, 생산기계, 수송기계 등 산업기계들을 포함하며 이들을 설계, 가공,
생산하고 자동화하는데 필요한 기술을 다룬다. 항공우주공학은 여러 첨단기술로 이루어진 항공
우주산업을 포괄하며, 항공우주 비행체에 대한 전반적인 설계기술을 다룬다. 기계항공공학부에
서는 위에 열거된 분야에서 활약할 유능한 인재를 양성하고자 미래지향적이며 창의적인 엔지니
어어의 양성, 종합적인 설계능력의 함양, 리더쉽 및 의사전달 능력의 배양, 윤리적, 사회적 책임
의식의 고취, 국제적 경쟁력을 갖춘 인재 양성을 교육목표로 하는 공학교육인증을 추진 중이다.
학사과정을 이수한 이후의 진로는 크게 산업체로 진출하는 것과 대학원과정으로 진학하는 것
으로 나눠진다. 산업체로 진출하면 주로 기계항공우주 산업현장에서 교육과정에서 습득한 지식
을 적용하여 설계, 생산에 참여하게 되며, 대학원으로 진학하면 위에 열거한 여러 가지 전공분
야 중 하나를 선택하여 보다 깊이있는 지식의 습득과 연구과정을 거치게 될 것이다. 그 이후로
는 산업현장이나 기업체연구소, 정부출연연구소, 학계 등으로 진출하게 될 것이다.

❙ 지구환경시스템공학부
지구환경시스템공학부는 정보화사회에서 급격히 변화하는 산업구조 개편에 대비하고, 세계화
를 지향하는 국가 주요산업의 경쟁력 확보를 위해 필요한 “사회기반시설(SOC) 확층”을 비롯하
여 인간생활의 복지를 증진하기 위한 “도시환경의 창조적 계획․개발”, 지속적 발전을 전제하
되 지구환경 파괴를 최소화시킬 수 있는 “자원활용 및 공급기술” 등, 다양한 분야들의 효율적
이고, 체계적인 교육과정을 구축함으로써, 21세기 대한민국 산업계를 이끌어나갈 고급인력 양성
을 목적으로 설립되었다. 우리 학부는 과거 도시공학과, 자원공학과 및 토목공학과 등, 공과대
학내 도시․교통분야, 사회기반시설 건설분야, 공간정보시스템분야, 지하자원 및 수자원 개발분
야, 환경․위생분야 등의 여러 관련된 분야들을 통합하여 탄생하였다. 따라서 우리 학부는 학문
의 성격상 그 영역이 매우 넓고 다양하므로, 개인의 적성에 맞는 특정분야를 선택하여 전공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특히 날로 중요해져가고 있는 지구환경을 조화롭게 이용하고, 인간생활의
복지를 증진하기 위하여, 우리의 환경을 창조적으로 개선하고 보전하는 기술적 분야에 관심이
많은 학생들에게 적절한 분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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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화학생물공학부
화학 산업은 물질과 물질의 변환을 이용하여 인간생활을 윤택하게 하는 모든 대규모 생산 활
동을 망라한다. 역사적으로 정유, 비료, 시멘트, 플라스틱으로 시작하여 에너지, 환경, 석유화학,
화학 플랜트, 고무, 생활 소비재, 정밀화학, 유리, 제지, 도료, 반도체/디스플레이 등의 산업으로
다양화하였고, 또 장래에 나노기술과 바이오기술로 생겨날 21세기의 새로운 중심 산업으로 확
대 발전될 것이다. 이러한 전망 아래 본 학부는 변모해 가는 화학 산업의 전 분야에 능동적, 창
조적으로 적응할 수 있는 지도적 인재 육성을 위한 교육과 학문과 기술을 선도하는 연구를 수
행한다. 학사과정은 화학, 화학공학, 생물공학, 수학, 전산응용 등의 기초교육을 강화한 후에 적
성에 맞는 전공분야를 선택하도록 하며, 대학원과정에서는 화학 공정시스템, 촉매, 정밀합성, 고
분자 재료, 정보 전자재료 가공, 생물공학 신소재, 에너지 변환 및 저장, 환경기술, 나노 재료,
고분자 가공, 분리공정 등의 분야의 연구를 수행하며 창의적, 독립적 연구에 중점을 둔다.

❙ 전기․컴퓨터공학부
전기 컴퓨터공학부에 관련된 전기전자정보기술 산업은 수출면에서 보더라도 우리나라 제일의
산업 분야이며 우리나라의 발전에 대단히 중요한 역할을 담당한다. 더우기 우리 전기전자정보기
술 산업이야말로 고도의 기술개발을 바탕으로 하여 고부가가치 산업의 최일선에서 활약할 수
있는 분야이다. 1999년에 정부에서 시행한 두뇌한국 21(BK-21) 사업의 과학기술분야에 전기컴
퓨터공학부의 모든 교수가 참여하는 정보기술사업단이 최대 규모의 사업단으로 선정되어 21세
기에 대비하여 독자적인 지식과 정보창출능력을 갖춘 세계수준의 과학기술분야 학부로 도약하
고 있다.
또한 기초전력공학연구소, 뉴미디어통신연구소, 반도체공동연구소, 자동화시스템공동연구소,
컴퓨터공동연구소 등과 연계하여 대규모 연구시설과 첨단장비를 활용한 세계적인 수준의 연구
를 하고 있다.
전기컴퓨터 공학부는 세계적인 연구중심 대학을 지향하며 국내․외 여러 대학 출신의 많은
우수한 인재들을 위해 대학원의 문을 활짝 열고 있고 교수 및 학생들의 교환 및 공동연구도 활
발히 추진하고 있다. 앞으로도 저희 학부에서는 전기, 전자, 정보, 컴퓨터분야에서 국제적으로
경쟁력 있는 고급 엔지니어와 지도적인 인재를 양성하며 선도적인 연구를 수행하기 위해 열심
히 노력할 것이다.
컴퓨터분야는 컴퓨터 하드웨어 및 소프트웨어와 관련된 이론과 응용에 관한 내용을 교육하고
연구한다. 대규모 처리 능력을 갖춘 고성능 컴퓨터, 지능을 갖춘 컴퓨터, 컴퓨터에 의한 반도체
설계 시스템, 세계를 하나로 묶어 주는 컴퓨터 통신망 등과 같이 지속적으로 발전을 거듭하고
있는 컴퓨터의 제반 원리와 컴퓨터 설계 이론 및 기술을 습득케 하여 고차원의 기술과 이론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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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하는 컴퓨터 산업계 및 연구소에서 창의적인 연구를 수행할 수 있는 전문 인력을 양성하고,
세분화된 전문 분야에서 독창적인 실험 연구 및 이론 정립을 수행할 수 있는 공학자를 양성함
을 목적으로 한다.

❙ 연합전공 기술경영
정보통신 혁명과 첨단기술의 확산, 자유무역체제와 New Round, 중국의 WTO 가입과 그 파
급효과 등으로 인하여 국내외 산업은 일대 전환기를 맞이하고 있다. 이에 따라 경영 인력을 양
성하는 경영대학, 기술 인력을 배출하는 공과대학도 산업여건의 변화에 따른 대응책 마련과 미
래지향적 기술경영 전문 인력을 양성하기 위하여 기술경영 연합전공을 설치하였다.
산업계의 수요와 선진국 대학의 기술경영학과의 운영형태를 조사한 결과 본 연합전공의 교과
과정은 크게 다음의 네 가지 분야로 구성되었다.
◦ 신제품, 신규사업을 창출하는 창의적 기술개발 (Chief Knowledge Officer; CKO)
◦ 신기술 개발전략 (Chief Strategy Officer; CSO)
◦ 기술집약형 기업 운영 (Chief Technology Officer; CTO)
◦ 지적소유권, 특허기술과 기술협력전략 (Chief Intelligence Property Officer; CPO)

연합전공 기술경영 교과 과정의 특징은 다음과 같다.
◦ 공과대학의 기술분야별 전공과목, 경영대학의 핵심과목과 기술경영 고유과목으로 구성
◦ Career track별 수강과목 지도
◦ 산업계 최고경영자의 교수초빙
◦ 첨단기술분야의 해외석학교수 및 기금교수제도 운영
◦ 산업계 현장연구과제 이수

❙ 협동과정 의용생체공학전공
본 협동과정은 1988년 12월 15일 공과대학과 의과대학을 중심으로 하여 의공학분야의 전문
인력을 양성하고, 이 분야의 연구를 활발하게 진행시키기 위하여 개설되었다. 공학과 의학은 인
간의 복지를 향상시키기 위한 응용과학으로서의 목적을 공유하고 있다. 자연과학 및 공학적 방
법과 기초의학 및 임상의학의 방법을 통한 기술 발전을 이용하여 인체 및 생체에 관련된 문제
점을 정의, 분석, 해결하는 학문이다. 그러므로 이 분야의 교육 및 연구는 현대과학 및 공학의
분석적 방법과 폭넓은 지식, 생체 및 인체시스템의 현상에 대한 기본적인 이해 및 최신의 기술
적 발전에 관한 정보를 필요로 하고 있다. 의용생체공학전공 협동과정의 목표는 공학 및 자연
과학뿐 아니라 생물학, 생리학, 임상의학 등 관련 학문분야를 포함하여 종합적인 연구를 수행할
수 있도록 연구경험을 쌓고 능력배양의 교육 기회를 제공하여 기초의학 및 임상 의학에 응용하
는 분야에서 연구 및 교육을 스스로 수행할 수 있는 자질과 능력을 겸비하도록 학생을 양성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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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있다. 졸업생은 대학 및 국공립 연구소, 의료기기 산업체, 의료기관 등에서 교육, 연구 및 개
발에 종사하고 있다.

❙ 협동과정 생물화학공학전공
본 협동과정은 급속히 발전하는 생명과학의 산업화라는 시대적 요구에 발맞춰 서울대학교 공
과대학내에서 생물공학분야의 체계적인 교육 및 연구수행을 전문화시키기 위해 1989년부터 대
학원 과정으로 개설하여 운영하고 있다. 본 협동과정 졸업생 및 재학생들을 학사전공출신별로
비교해 보면 상기한 여러 단과대학에 고루 분포하고 있어, 협동과정 본래의 취지에 걸맞는 다
양성을 유지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주요 연구분야로는 생물반응기설계 및 생물공정개발, 미생
물․동․식물 세포 배양에 의한 유용물질의 생산, 생물 시스템을 이용한 에너지 관련 물질 및
환경오염 대체물질의 개발, 생물학적인 환경보전기술, 바이오센서 및 생명재료공학기술, 생촉매
개발 및 응용, 생물질 분리․정제 기술 등의 매우 다양한 연구를 수행하고 있다.

❙ 협동과정 기술정책전공
기술정책과정의 교육 목표는 산업기술에 대한 전문지식과 경험을 바탕으로 정책수립 및 시행
을 위한 학문적인 소양과 정책적 식견을 바탕으로 관련분야에서 선도적 역할을 담당할 정책전
문가를 양성하는 것이다. 본 과정은 공과대학에 소속하되 사회과학대학 경제학부 및 행정대학원
을 위시한 대학간 협동과정이다. 본 과정에서 수행되는 각종 연구는 현실위주, 정책위주, 협동
위주를 기본전략으로 하여 수행되며, 주요 연구분야는 산업기술정책, 기반기술정책, 기술혁신정
책, 기술경제 및 기술행정, 국제관계 및 통상정책이다. 또한 21세기 미래 사회를 선도할 지도자
로서의 자질을 향상하기 위한 특수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다. 그외 원어민 영어강좌를 비롯하
여 국제적 교류와 협상을 위한 국제화교육도 중점적으로 교육하고 있다. 본 과정은 학생이 선
택한 커리큘럼과 연구논문에 따라 경제학, 행정학 또는 공학분야의 석․박사 학위를 서울대학
교 대학원 규정에 따라 수여한다.

❙ 협동과정 기술경영전공
본 과정은 새로운 기술경제패러다임(techno-economic paradigm)에 대응하여 공학적 전문성과
경영학적 전략성을 균형적으로 갖춘 21세기형 산업과 사회의 지도자를 양성하기 위한 목적으로
1996년에 설치된 석사 및 박사학위 과정이다. 이러한 취지에 따라 본 과정은 산업공학을 중심

한 공과대학과 경영대학이 공동으로 운영하며 서울대학교 내의 교수인력과 연구시설은 물론 외
부전문가들을 신축적으로 활용함으로써 학제간(inter-disciplinary) 접근을 통한 협동과정의 장점을
극대화한다는 원칙에 토대하고 있다. 본 과정의 학생들은 공과대학과 경영대학을 중심으로 관련
단과대학에서 개설되고 있는 교과목 가운데 개인의 관심과 목표에 적합한 과목들을 선택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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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강할 수 있으며 지도교수도 공과대학 및 경영대학의 교수진 가운데 연구주제의 성격에 따라
적임의 교수를 위촉하게 된다.

❙ 협동과정 도시설계학전공
본 협동과정은 현재 우리의 도시환경이 직면해 있는 복잡하고 다양한 문제들을 해결하고 삶
의 질 향상과 친환경성 회복, 도시환경의 국제경쟁력 강화라는 다양한 시대적 요구에 부응하기
위한 목적으로 1998년부터 서울대학교 내에 대학원 과정으로 개설되었으며, 현재 공과대학 건
축학과 및 지구환경시스템공학부, 농업생명과학대학 조경학과 그리고 환경대학원이 본 협동과정
의 운영에 참여하고 있다. 본 협동과정의 연구분야는 대규모 신도시 개발에서부터 도시 재개발,
공공환경의 개선, 주거단지개발, 쇼핑센터 등의 복합단지개발 등에 이르기까지 유형과 규모 면
에서 매우 다양하며, 내용 면에서도 단순히 지역전체에 대한 계획이나 구상을 세우는 것에서부
터, 다양한 민간 및 공공개발을 위한 설계지침과 기준을 제시하고 직접적인 개발기본계획을 수
립하는 것에 이르기까지 매우 다양하다.

농 ...............................
업생명과학대학
서울대학교 농업생명과학대학은 100년에 이르는 우리나라에서 가장 오랜 역사와 빛나는 전통
을 가지고 있다. 우리대학의 모체는 대한제국 시대인 1904년 9월 1일 설립된 농상공학교에서
분리 독립된 농림학교이다.
우리대학은 1946년 8월 국립 서울대학교가 설립되면서 농학과 외 6개 학과로 구성된 농과대
학으로 출범하였으며, 21세기는 생명과 환경의 시대라는 새로운 변화에 부응하기 위해 1992년
3월 농과대학으로부터 농업생명과학대학으로 개칭되었으며 2005년 현재 7개 학부로 학제가 개

편되어 운영되고 있다.
우리대학은 해방 후인 1946년 개교 이래 학사 16,662명, 석사 3,560명, 박사 1,072명 등
21,294명의 인재를 배출하여 왔으며, 이들 졸업생 모두 우리나라를 근대화시키는데 주역으로 크

게 공헌하여 왔다. 그러나 앞으로 통일 한국을 대비한 7천만 겨레의 생명공학과 환경산업으로
더욱 발전시키지 않으면 안 되는 큰 과제를 안고 있다.
우리대학은 이러한 시대적인 요구에 부응하기 위하여 교육․연구 여건의 획기적인 개선을 목
적으로 수원캠퍼스에서 2003년 9월 관악캠퍼스로 이전하였다. 관악캠퍼스의 신축 건물은 최신
의 설비와 교육연구용기자재를 갖추게 됨으로써 농업생명산업과 환경 관련 산업 분야가 요구하
는 농생명․환경 과학기술과 전문 인력을 공급할 수 있게 되었다. 이러한 결과로 2004년부터는
우수한 신입생이 많이 지원하였고, 교수들의 연구 활동도 뛰어난 성과를 거두어 미래를 향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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획기적인 도약의 발판을 마련하였다.
우리대학은 2만여 자랑스러운 동문들이 이룩한 빛나는 업적을 계승하고 우리나라의 농생명산
업과 환경관련 산업을 더욱 발전시켜 국가사회에 이바지하여야 한다는 투철한 사명과 의식을
가지고 첨단연구와 전문 인력의 양성을 위해 항상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다.
특히 교육인적자원부 제2단계 BK21사업의 『산업인력개발전문가양성사업팀』으로 선정됨으로
써 대학원생 및 신진연구인력에 대한 많은 지원과 함께 해외 학술대회 참석, 해외 선진대학 초
빙강연 등으로 인적자원개발 분야의 주체로 발돋움하고 있다.

❙ 식물생산과학부
식물생산과학부에서는 인류의 생존을 위한 식량 생산이 외에 한 걸음 더 나아가 유용한 식물
유전자원에 대한 연구, 환경 및 인적 자원에 대한 연구와 교육에 힘쓰고 있다. 이에 따라 식물
에 대한 기초적인 이해를 위한 자연과학분야, 실제 농업 응용 분야, 인적 자원 양성과 관리를
위한 인문․사회 과학 분야까지도 폭넓게 포함하고 있다.
현재 개설하고 있는 전공에는 농학전공, 원예과학전공, 산업인력개발학전공이 있다. 농학전공
과 원예과학전공에서는 식물의 합리적인 생산 기술, 유전자 개량 및 식물-환경의 상호 작용에
대한 복합적인 이론과 응용 등 식물 생산의 기초와 응용을 망라한 종합적․실증적인 연구와 교
육을 하고 있다.
산업인력개발학전공에서는 21세기 지식기반사회에 필요한 산업인력개발 전문가 양성에 관한
연구와 교육을 하고 있다. 따라서 식물생산과학부 학생들은 기초 지식을 토대로 실제산업에 바
로 이용하는 실용적인 학문을 배울 수 있고, 또한 식물 자원 및 산업인력개발이라는 큰 틀을
통합적으로 바라보는 시각을 기를 수 있다

❙ 산림과학부
산림과학부는 산림과 관련된 자원의 육성과 이용, 그리고 환경자원으로서의 숲에 관한 환경
과학의 발전을 위하여 산림자원학과와 임산공학과가 통합되어 새로이 탄생되었다. 따라서 산림
과학부에서는 산림환경학과 환경재료과학의 두 전공이 있으며, 이 중 하나의 전공을 선택하게
된다.
산림환경학 전공에서는 사막화의 확산과 열대림파괴 및 지구온난화 가스 증가 등의 지구환경
문제가 심각하게 대두되면서, 산림자원의 보전이 환경적인 측면에서 중요하게 인식됨에 따라,
자연환경으로 인식되는 산림자원에 대한 기존의 학문을 바탕으로, 산림과 환경자원의 다양한 가
치와 기능을 종합적으로 연구하는 학문을 지향하고 있다.
산림환경학 전공에서는 산림생태계의 기능을 유지, 증대하는 방안과 산림자원을 효율적으로
이용 및 관리하는 방안, 도시화, 황폐화되는 국토환경과 파괴된 생태계의 복원과 생태적인 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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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 관련된 학문을 연마하게 되며, 이를 통해 산림자원, 산림재료, 야생동물, 수자원, 공원휴양자
원을 지속가능하고 효율적으로 보전, 이용, 관리할 수 있는 인재를 양성하고 있다.
환경재료과학 전공에서는 산림에서 얻어지는 다양한 생물재료 중 천연 고분자 재료인 목재를
주재료로 하여, 재료가 가지는 친환경적인 요소와 영구적인 재생산이 가능한 특성을 활용하여
산업과 실생활에 보다 효율적이고 공학적 이용을 위한 다양한 기초 과목과 전공과목, 현장 학
습 및 실험을 진행하고 있다.
환경재료과학 전공에서는 기본적인 물리, 화학을 바탕으로 재료의 효율적인 사용을 위해 친
환경적 신소재 복합재료의 개발 연구, 첨단 펄프, 제지 기술의 개발, 목조 주택, 수목 성분의 화
학적 이용 및 산림 미생물에 의한 환경 정화 연구 등 다방면의 전문 인력 양성에 힘을 기울이
고 있다.

❙ 식품․동물생명공학부
생명공학분야 중 인류복지 및 첨단산업발전에 가장 비중이 큰 식품 및 동물자원 분야의 생명
공학 심충교육 및 연구를 위하여 식품․동물생명공학부가 수립되었다. 본 학과에서는 식품과
동물자원을 대상으로 생명공학기술을 적용하는 첨단과학 기술 연구를 핵심적으로 수행한다. 또
한, 최신 교육기법을 과감히 도입하여 21세기에 부합되는 첨단인력을 양성하고 서울대학교 장
기발전계획에 따른 핵심인력 양성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식품생명공학전공은 인간생활의
가장 기본적 요소 중 하나인 식품에 관련한 물리화학적 성질, 가공과 저장, 건강에의 영향 등에
필요한 이론과 관련기술을 다룸으로써 건강한 인류사회 구현에 이바지하는 인재를 양성한다.
동물생명공학전공에서는 21세기에 필요한 고급인력을 양성하기 위하여 생명공학의 최첨단 기
술과 동물생명자원 활용기술을 교육하며 인류복지향상을 위한 다양한 생명자원 확보, 생명활성
물질 생산 및 난치병치료 기술개발을 위한 연구를 수행하고 있다. 본 학부의 경우 견실한 산업
기반을 바탕으로 산․학협동연구 및 첨단응용과학기술 개발연구가 활발하게 수행되고 있으며,
본 학부를 졸업하는 학부생의 경우, 생명공학, 식품․동물자원, 제약, 의학을 포함한 국내외 유
수 생명과학 관련기업으로 취업이 보장된다.

❙ 응용생물화학부
응용생물화학부는 생명현상의 기본원리를 생물학적․화학적 측면에서 분석 이해하고 첨단 생
물공학기술을 활용하며, 또한 생물제어를 통한 식물보호와 안정적인 농업생산제고, 생산물의 부
가가치 증진, 생물 상호작용 및 새로운 생리활성물질 탐색, 농업환경개선 등에 관련된 교육과
연구를 수행하고 있다.
농업분야의 생물자원, 환경 및 생태계에 대한 기초과학이론은 물론이고, 최근에 급속히 발전
하고 있는 생화학, 분자생물학, 미생물학, 유전학, 환경생물화학 등의 응용분야를 심도 있게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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루어, 다가오는 국제 무한경쟁시대에 우리나라의 농업생산성을 향상시키고 생물자원을 효율적으
로 개발하기 위해 연구를 수행하고 있다.
응용생물화학부에서는 국제적 수준의 첨단 연구시설을 이용하여 생화학, 분자생물학, 식물미
생물학, 식물병리학, 환경미생물학, 곤충학, 생태학, 농약학, 환경화학, 토양학, 생물공학 등의 주
요 연구 분야의 실험과 현장교육이 충실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 조경․지역시스템공학부
우리국토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국토전원공간은 천연자원과 지하자원 그리고 어메니티가
부존되어 있어 국가경제의 기본이 되는 자원의 생산과 서비스산업이 이루어지는 공간이다.
이 공간은 새로운 시대를 맞아 인간다움 그리고 개인의 가치가 중요시 되는 선진국 형으로
발전하면서 생산적 공간으로부터 창조적 공간으로 역할이 변모되고 있다. 이러한 변화를 적절히
수용하기 위해서는 먼저 창조적 공간을 구상하여야 하고 현실적으로 이를 구현하여야 한다. 나
아가 문화와 생태를 기반으로 하는 새로운 가치에도 관심을 두어야 할 것이며, 이는 21세기 새
로운 국토 공간 구성의 기초가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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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
간적으로 구현하기 위해 필요한 기술, 자연자원개발과 관리를 위한 공학적인 해결능력을 겸비한
전문가 양성에 관한 연구와 교육을 하고 있다.
이를 위해 새로운 구상과 현실구현에 필요한 계획(planning), 설계(design), 그리고 시공(construction)과 관리(management)에 필요한 기초학문을 제공하고 실습을 통한 실무능력을 동시에

기를 수 있다.

❙ 바이오시스템․소재학부
바이오시스템․소재학부는 공학기술과 생명공학을 융합한 학문 분야로서, 바이오시스템공학과
바이오소재공학 2개의 교과과정상 전공을 두고 있다. 바이오시스템․소재학부는 생물 및 천연
소재의 고부가 가치 창출을 위한 바이오 산업 분야의 새로운 학문과 기술을 겸비한 21세기 인
재를 양성하는데 교육과 연구의 목표를 두고 있다. 따라서 바이오시스템․소재학부 졸업생의
진출 분야는 생물 생산, 생물 가공, 식품 가공, 바이오 소재 개발을 위한 기계, 전기 전자, 식
품, 섬유, 소재 산업 분야의 기업체, 연구소, 정부 기관을 포함하고 있다.
바이오시스템공학 전공은 생물의 생산, 가공 및 바이오 소재 개발을 위한 자동화, 설계, 공정,
비파괴 검사, 바이오 센서, 생체 시스템 등에 대한 교육과 연구를 담당하고, 바이오소재공학 전
공은 천연 고분자 생물 재료를 이용한 천연 섬유 고분자, 생분해성 친환경 재료, 생체 재료 등
바이오 신소재 개발을 위한 교육과 연구를 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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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농경제사회학부
농경제사회학부는 농업․농촌․농민문제와 자원․환경문제를 비롯하여 지역개발을 위한 전반
적인 사회과학적 방법을 연구하고 교육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한국의 농업과 지역사회․경
제는 그동안의 급속한 성장에도 불구하고 많은 과제를 안고 있다. 우리 농업․농촌이 직면하고
있는 문제를 냉철하게 분석하고 그 해결을 위한 대안을 제시하기 위해서는 어느 한 가지 사회
과학적인 접근방법만으로는 부족하고 폭넓은 학제간의 교류와 연계가 필요하게 되었다.
이러한 시대적 상황에 부응하기 위하여 그 동안 경제학적인 방법을 통해 농업문제를 연구하
던 농경제학과와 사회․교육학적인 방법을 통해 농촌개발문제를 연구하던 농업교육학과의 농촌
사회교육전공을 통합하여 1997년부터 농경제사회학부가 새로이 탄생하였다. 아울러 캠퍼스 종
합화 계획에 따라 2003년 관악 캠퍼스로의 이전이 완료됨에 따라 교육과 연구에 있어서 보다
폭넓은 학제간 교류를 추구할 수 있게 되었고 학생들은 보다 용이하게 복수전공을 할 수 있게
되었다.
본 학부의 1학년들은 전공탐색 교과목으로 경제원론, 농경제사회학입문, 경제수학을 수강하고
2학년부터는 자신의 선택전공에 맞춰 농경제학 전공과목과 지역사회개발학 전공과목을 수강하

면 된다. 농경제학 전공 재학생들은 기초과목으로서 미시경제이론, 거시경제이론, 농업경제학,
농경제계량분석 등을 수강하고 이어서 농업 및 자원․환경과 관련된 경제현상 분석에 필요한
농업경제학, 농산물유통의 이론과 실제, 농산물가격론, 시장개방과 농산물무역, 자원경제학, 환경
경제학, 상품선물과 옵션의 이론과 실제, 농업관련산업론, 지역경제론, 입지론, 농촌개발의 이론
과 실제 등 다양한 경제학 관련 과목을 수강한다. 이러한 과정을 이수하고 학부를 졸업하면 경
제학 학사 농경제학전공 학위를 부여받게 된다. 지역사회개발학전공 재학생들은 기초과목으로
미시경제이론, 거시경제이론, 농업정보체계론, 지역개발학, 지역정보시스템 등을 수강하고 이어
서 지역사회학, 지역사회인간관계론, 환경과 개발, 농산물전자상거래, 공간모형론, 계량지역분석
실습 등의 지역사회개발관련 과목을 수강하게 된다. 이러한 과정을 이수하고 학부를 졸업하면
경제학 학사 지역사회개발전공 학위를 부여받게 된다. 대학원 과정에서는 학문의 전문화와 후진
양성을 위해 농경제학 전공과 지역사회개발학 전공으로 분리하여 운영하고 있다.
졸업생들은 농업관련 대학과 정부기관, 연구기관을 비롯하여 공기업, 일반기업체, 금융기관
등 다양한 방면으로 진출하여 한국의 농업 및 지역사회발전에 중추적인 역할을 담당하고 있으
며, 앞으로 전통적인 의미에서의 농업․농촌문제뿐만 아니라 최근 중요도가 높아가는 지역사회
및 지역개발과 자원 및 환경 분야 등도 중점 분야로 연구 교육할 것이므로 본 학부에서 배출된
인재들이 사회에서 보다 중요하고 다양한 역할을 수행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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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학원 농생명공학부
농업생명공학은 생명공학의 기초기술인 세포공학․유전자 재조합 및 변형기술을 농학에서 이
용되어 오던 생명 이용기술에 접목한 첨단과학이다. 농생명공학은 동물․식물․미생물 등 생물
자원을 활용하여 부족한 식량자원의 양적․질적 확보, 생명유래 신기능소재의 개발 및 생산, 동
식물의 질병 해결 및 모델 시스템 개발, 그리고 오염되는 지구 환경의 해결과 보전 등에 중추
적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따라서 농생명공학부는 미래의 전략산업인 생명공학의 핵심대상인 동
물, 식물, 미생물 등을 인류의 목적에 맞게 이용하여 21세기 과제인 식량, 환경, 질병 문제를
해결하고 고부가가치 생물자원을 창출할 연구를 수행하며, 이를 통하여 인재를 양성하는 역할을
담당한다. 농생명공학부는 생명화학, 식물미생물학, 곤충학, 식품생명공학 및 동물생명공학 등 5
개의 교과과정상의 전공으로 나눠진다.
주 연구 분야는 식물유전공학, 응용식물생화학, 동물유전공학, 축산물 및 사료 소재공학, 축산
물의 환경친화적 생산, 농업 미생물생명공학, 식물 - 병원균 상호작용, 기능성식품소재, 식품생명
공학, 환경생물화학, 생물농약, 복제동물 생산, 축산식품환경 안전성 등으로, 국제적으로 손색이
없는 수준 높은 연구가 이루어지고 있으며 국내․외에서 저명한 38분의 교수와 3분의 연구전담
계약교수, 12명의 박사후 연구원이 연구와 교육에 매진하고 있다. 특히 교육부의 21세기지식기
반 사회대비 고등인력 양성산업(BK21)의 주체로서 대학원생에 대한 많은 지원이 있어 대학원생
은 실질적으로 연구에 전념할 수 있다.

❙ 대학원 농산업교육과
서울대학교 대학원 농산업교육과는 학사과정에 설치된 산업인력개발학 전공의 심화 학습을
위한 대학원 과정이며, 산업교육 및 직업교육 분야에서 국내 유일의 연구중심 대학원으로 인적
자원개발(HRD) 관련 학문 후속세대 및 산업인력개발 전문가를 양성하는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주요 연구 분야는 산업교수-학습, 산업교육시스템, 진로지도 및 상담, 직업능력 및 경력개발,
산업교육프로그램개발, 산업교육공학, 산업교육이념․교육사, 산업교육평가 등으로 국가 인적자
원개발전반에 걸친 교육과 연구를 수행하고 있다.
지난 수년간 인적자원개발 분야 실무 담당자들의 진학이 꾸준히 늘고 있는 추세로 이는 현장
에서 우리 대학원 과정의 필요성이 점차 높아지고 있음을 반증하고 있다. 특히 교육인적자원부
제2단계 BK21사업의 『산업인력개발전문가양성사업팀』으로 선정됨으로써 대학원생 및 신진연
구인력에 대한 많은 지원과 함께 해외 학술대회 참석, 해외 선진대학 초빙강연 등으로 인적자
원개발 분야의 주체로 발돋움하고 있다.
대학원 과정을 졸업하면 교육학 석사 및 박사 학위를 취득하게 된다. 졸업 후에는 교수, 전문
연구가, 산업인력개발업무 담당 현장 전문가, 강사, 행정가 등으로 진출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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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인력개발관련 컨설팅 비즈니스를 하거나 전문 강사로 활동할 수 있다.

❙ 협동과정 농업생물공학
협동과정 농업생물공학은 농업생물공학 분야의 체계적인 교육 및 연구수행을 담당한다. 본
대학의 식물생산, 동물생산, 농화학, 농생물학 그리고 식품공학 분야의 교수 및 대학원생들이
참여하여 공동연구를 수행하는데 필요한 대학원과정이다. 교과목으로 생화학, 미생물학, 발효공
학, 분자생물학, 생물화학공학, 세포생물학 등이 개설되어 농업의 첨단 과학화를 이루기 위해
종합적인 생물공학 관련 학문분야를 심도 있게 연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본 과정에
서는 이러한 학문 등을 배경으로 미생물의 유전적 재조합에 의한 우수균주 개발 및 유용물질의
생산, 식물의 유전자 재조합 기술을 이용한 종자개량, 식물세포배양에 의한 유용물질 생산과 생
물반응기 및 생물공정개발 등을 위한 연구를 수행하고 있다.

미 ....................
술 대 학
현대 미술교육이 움트는 격동의 시기 해방 이후부터 우리나라 미술문화 발전에 중추적 역할
을 담당해온 미술대학에서는 디자인학부․동양화과․서양화과․조소과로 구분되어 조형예술의
미와 이론에 관해 연구하고 교육한다. 디자인학부는 디자인전공과 공예전공 과정을 두어 정보전
달을 중심으로 형성된 현대사회에서 인간의 생활 환경에 대한 기획력과 디자인 능력을 함양하
기 위해 실기 및 이론 교육을 행함으로써, 생활문화의 창조자로서 창의력과 표현력, 그리고 경
영능력을 갖춘 전문인력 양성을 목표로 한다. 공예전공 과정에서는 도예 및 도자 산업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도예가를 양성하기 위한 도예에 대한 기초지식과 조형의식을 함양하는 한편,
현대사회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금속공예가를 육성하기 위해 금속공예에 대한 실기 및 이론교
육을 실시한다. 동양화과는 한국미술의 전통을 연구하여 이를 현대적으로 계승하고 해석하는 조
형적 실험과 이론을 체계적이고 균형적으로 행함으로써, 전인적인 미술전문인력이 국제화 사회
속에서 한국미술의 정체성을 표현하고 선도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질 수 있도록 교육한다. 서양
화과는 급변하는 국제적인 문화변동에 능동적으로 대응하는 미술지도자를 육성하기 위한 미술
교육을 여타 다른 학문분야와 연계시켜 교육함으로써, 조형예술 전반의 유기적인 상호연관성을
인식하고 총체적으로 사고할 수 있는 능력과 다양한 실험과 연구를 통해 조형예술에 대한 비평
적 시각을 함양하여 창의적이고, 국제적인 감각을 지닌 미술전문인력을 양성하고자 한다. 조소
과는 조소예술의 전문인력을 양성하기 위해 공간과 입체에 관한 이론과 실기의 체계적이고 심
도 깊은 연구와 교육을 행함으로써, 개성적이고 창의적인 사고와 표현능력을 발휘하는 미술전문
인력 배양에 힘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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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대학의 지원자는 조형예술에 대한 진지한 태도와 성실한 인격의 소유자여야 함이 요망된
다. 특히 조형예술에 대한 다양한 접근을 위해서 창의력과 실험정신, 그리고 비평적이고 논리적
사고가 요청된다. 본 대학의 졸업생들은 대학원에 진학하여 보다 전문적인 수업과 연구를 통해
창의적이고 표현력을 가진 미술가로서 미술계에 진출하거나 각종 미술관의 학예직으로 종사하
는 한편 사회와 산업체의 다차원적인 디자인 요구에 부응하고 있다. 또한 조형예술에 대한 다
양한 접근방법을 토대로 언론계 및 각종 문화 산업 분야에서 활발하게 활동함으로써, 우리나라
의 문화와 산업발전을 창조적으로 인도하는 미술․디자인 전문인력으로 중추적 역할을 하고 있
다. 21세기 새로운 국제적인 문화변동과 맞물려 우리나라에서도 미술․디자인 전문인력에 대한
수요가 계속 증가하고 있는 실정이므로 앞으로 더욱 밝은 전망이 기대된다.

❙ 디자인학부
디자인학부는 예술적인 감각과 조형전반에 대한 이해를 도모하는 교과과정을 통하여 상호보
완적인 교육과정과 분야의 호환성을 추구, 각 전공간의 장점들을 공유하며 다른 교과와의 유기
적인 연관성을 찾는다. 이로써 새 시대에 걸 맞는 진리와 가치를 추구하고, 바뀌어 가고 있는
교육체제에 맞추어 인성과 전공에 대한 능력을 함양할 수 있도록 한다.
공예분야의 도예과정과 금속공예과정은 공예의 실용적, 미적 기능과 사회적 역할을 새롭게
개발할 수 있는 창조적 공예가와 전문인력의 육성을 목표로 하고 있다. 과학기술과 예술을 조
화시키는 창조적 능력과 교양 있는 인격형성은 물론 전문인으로서 갖추어야 할 공예에 대한 이
론적, 체험적 전문지식을 함양케 한다. 그리고 디자인 분야의 시각디자인과정과 공업디자인과정
은 디자인 이론 및 실기의 체계적이며 균형적인 교육을 통하여 창의적이고 다양한 표현력을 갖
춘 유능한 전문인력의 육성을 목적으로 한다. 이에 본 학부는 창조적 공예가와 디자이너를 육
성하고 일반 교양교육과 조형예술 전반에 대한 이해와 감각을 균형있게 신장시켜 현대 산업사
회가 요구하는 고품격 전문인력을 배출함으로써 고부가가치의 문화 창출을 도모한다.

❙ 동양화과
동양화과는 미술을 통한 전인적 교육과 조형적 실험을 통하여 미술가로서의 기초적 소양과
전문적 자질을 개발, 육성함을 목표로 한다. 이를 위하여 기초과정에서는 한국회화의 미의식과
조형원리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동․서양의 제반 조형사조에 대해 익히고 다양한 필묵기법,
채색기법, 벽화기법, 종이조형 등의 전통재료기법을 연마한다. 전공과정에서는 개별적 조형실습
을 통하여 새로운 창작능력을 기른다.
대학원의 석․박사과정에서는 전통적 회화 기법과 조형이론에 대한 이해를 심화시키고 동시
에 현대회화의 다양한 표현방법과 매체들을 응용하여 개성적인 표현을 실험한다. 아울러 작품
전시기획론, 감정론, 작품 비평론 등 이론 수업을 강화하여 작품에 대한 안목, 논리적인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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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방법 등 미술전문가로서의 소양을 키운다. 이론과 실기가 보다 밀접하게 연관되는 과정을
거침으로써 개인의 지적사고와 표현의 영역을 확장시켜 나가도록 한다.

❙ 서양화과
서양화과는 전인적인 미술 교육을 통해 개성적인 작가와 민주적인 미술교육자의 자질을 갖춘
전문 인력의 육성을 목표로 한다. 이를 위해 기초 과정에서는 전반적인 기초실기교육 및 인문
학을 바탕으로 한 교양교육을 행하여 개인의 창의력.표현력을 고양하고, 조형전반의 유기적인
상호 연관성을 인식하게 하며, 미술 실기와 이론에 관한 종합적 사고 능력을 기른다. 전공과정
에서는 기초과정에서 축적된 지식과 능력을 바탕으로 풍부하고 다양한 실험과 연구를 함으로써
작품에 대한 비평적 시각을 기르도록 한다. 이를 위해 세분화된 전공실기 교육을 행하고 현대
미술에 대한 풍부한 지식을 습득하도록 함으로써 개인의 창작 능력을 심화시켜 미술에 대한 예
지적 접근을 도모한다.

❙ 조소과
본 학과는 조소예술의 다양한 표현을 위하여 실기와 이론, 전통적인 것에서 현대적인 실험에
이르는 풍부하면서도 체계적이며 균형있는 교육을 실시한다. 이를 위하여 기초과정에서는 삼차
원 공간, 구조, 재료 등에 관한 폭넓은 실습과 기술적 습득 그리고 기초 조형개념과 미술사를
학습하게 된다. 전공과정에서는 창의적 사고, 개념과 표현에 관한 포괄적인 학습을 하게 되며
전통에 확고한 기반을 두고 과감한 실험 활동과 새로운 도전을 통하여 창의적인 작가를 육성하
며, 국가와 사회가 필요로 하는 전문인력 양성을 목표로 한다.

법 ...................
과 대 학
법과대학은 1895년에 설립된 법관양성소를 모태로 하여 100여 년의 역사를 자랑하며 그 동
안 한국사회의 중추적 인물을 배출하였다. 졸업생은 법조계뿐만 아니라 정계, 재계 등에서 주도
적 역할을 하였으며, 근래에는 공공영역에도 활발히 활동하여 법을 통한 사회의 선진화에 기여
하고 있다. 법의 지배와 사회정의, 민주주의를 일상으로 만드는 데 많은 노력을 하였다. 법과대
학 교육의 기본목표는 법학의 토대인 인문학적․사회과학적 소양과 함께 법률 전문지식을 두루
갖춘 전문가를 양성하는 것이다. 법학에 대한 기초 및 심화 교육을 제공함과 동시에 미래사회
에 대한 통찰력을 겸비할 수 있도록 역사, 철학, 경제학 등 인접학문에 대한 교육도 제공한다.
법과대학 졸업생은 법원, 검찰, 변호사 등 법조계로 진출하는 것이 일반적이지만, 졸업생이 자
아를 실현하고 사회에 기여할 수 있는 분야는 이보다 더 넓다. 행정부와 기업은 물론이며, 소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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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보호, 환경문제, NGO 등 공공영역에서도 졸업생은 법률 전문가로서의 역량을 발휘하여 국가
와 사회의 발전에 기여할 수 있다. 따라서 법과 대학에서도 ‘법의 지배’의 실현과 궁극적으로는
인간다운 삶을 보장하는 사회를 만들기 위하여 졸업생들이 다양한 분야로 진출하는 것을 적극
적으로 권장하고 있다. 그리고 미래사회의 변화와 법조인의 역할 증대에 능동적으로 대응하는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을 마련하여 졸업생의 사회진출을 돕고 있다.

❙ 법학부
법학부의 교육 목표는 법학과 인접 사회과학에 관한 체계적 교육을 통해 장래 법률가가 될
사람에게 필요한 전문지식을 공급하고, 법조계, 행정계, 정계, 기업계 등 사회의 각 분야에서 국
가의 발전에 공헌할 수 있는 유능한 인재를 양성하는 데에 있다. 따라서 법학부에서 학생들은
인접 학문도 폭넓게 배움으로써 다양한 인문사회과학적 지식도 갖추게 된다. 이러한 교육을 받
은 학생들은 법조인 뿐만 아니라 행정공무원, 외교관, 정치가, 언론인 등 다양한 직업을 갖게
될 것이며, 나아가 기업계에도 진출할 수 있다. 이들은 각계 각층에서 지도적 역할을 수행하여
우리나라의 법치주의 확립에 크게 기여하게 될 것이다.

사 ...................
범 대 학
사범대학의 교육목표는 우수한 중등교사와 교육전문가, 교육학 및 교과교육 교수와 연구에
종사할 학자를 양성하는 것이다. 현재 사범대학에는 15개 학과, 6개 협동과정에 1,634명의 학부
생, 765명의 대학원생이 재학하고 있으며, 105명의 교수와 32여명의 행정 직원이 재직하고 있
다. 그리고 교육종합연구원을 비롯한 4개의 연구소, 교육행정연수원 등 3개의 연수원, 부설초등
학교등 4개의 부설학교가 설치되어 있다.
본 대학의 교육과정은 교육일반 이론과 교육활동의 원리를 내용으로 하는 교육일반 영역, 각
교과의 지식과 능력에 관한 교과내용영역, 학과별 교육활동을 위한 지식과 원리를 다루는 교과
교육영역으로 구성되어 있다. 따라서 사범대학 학생들은 교직생활에 필요한 필요한 분야의 전문
지식을 심층적으로 습득하고 우리 교육의 상황과 전망을 폭넓게 파악할 수 있다. 이들이 앞으
로 난제가 산적한 우리 교육의 밝은 앞날을 설계하고 한국의 인적자원개발의 주역이 될 것이라
기대한다.
현재 졸업생 대부분은 중․고등학교교사, 교육행정가, 대학교수, 학술기관연구원 등으로 활약
하고 있으며, 교육계나 학계이외의 언론계, 정치계, 경제계 등의 분야에서도 두각을 나타내고
있기도 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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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육학과
교육학과는 1946년 국립 서울대학교의 설립과 동시에 설치되어 한국교육의 이론적 기반을 구
축하고 교육현실을 개선하는 데 선도적 역할을 해 왔다. 교육학과의 학사운영은 교육학 전반에
걸친 이론과 실제를 연구․체득케 함으로써 장차 교육학자, 중등교원, 교육전문가 등 교육계의
지도자로서 활동하는 데 필요한 전문적 지식과 교양을 배양하는 데 그 목적을 두고 있다. 본
학과는 교육학에 입문하는 사람들로 하여금 교육에 관한 원리와 실제를 체계적으로 이해하고
새로운 교육의 원리를 탐구하는 데 요구되는 기본적인 자질과 능력을 기를 수 있도록 교육과정
을 조직하여 운영하고 있다. 또한 대학원 과정은 기초교육학, 교육공학, 교육상담, 교육행정, 평
생교육으로 세분화하여 교육과정을 운영하고 있다.
교육학과 졸업생들은 각급 학교, 연구소, 정부기관, 기업체 등 광범한 분야에서 활동하고 있
으며, 특히 교육계에 많은 졸업생이 진출하여 주도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 학부생들은 졸업 후
대학원에 진학하여 학업을 계속하는 경우가 많다. 대학원 졸업생들은 학위 취득 후에는 대학과
연구기관에서 교수와 연구원으로 활동하며 우리나라의 교육학계를 이끌어 가고 있다. 최근 들어
서는 일반 기업, 법조계, 행정관료, 회계사 등 졸업 후 바로 사회에 진출하는 졸업생도 많아지
고 그 분야도 점점 다양해지고 있다.

❙ 국어교육과
국어교육과는 국어교육의 실천가를 양성하고 국어교육의 이론을 연구하는 학과이다. 국어교육
과에서는 이론 연구와 실제 교육을 위해, 국어학과 국문학을 비롯한 다양한 인접학문의 배경이
론을 토대로 국어활동 이론의 기반이 되는 내용들을 다루게 된다. 국어교육 전공자는 다양한
국어활동의 양상과 이론에 관심을 가지고 이를 탐구하고 있으며 국어가 우리 문화의 중요한 부
분이라는 점을 인식하고, 국어교육의 연구와 실천에 대한 사명감을 지닌다. 국어교육과의 졸업
생은 주로 일선 중고등학교의 국어교사로 활동하거나, 국어교육학 연구자로서 각 대학의 국어교
육과, 국문학과의 교수로 재직하고 있다. 그 외 각종 연구기관, 교육행정기관 및 신문, 방송 등
언론기관에 종사하거나 기타 다양한 분야에서 일하고 있다.

❙ 영어교육과
오늘날 인류문명이 급속도로 발달하면서 자원과 정보의 이동 속도가 놀라울 정도로 빨라지고
그만큼 국제교류도 활발해졌다. 또한 많은 인적 자원들이 국가를 넘나들며 자국의 발전에 유용
한 기술과 정보들을 실어 나르고 있다. 국가 간의 교류가 이처럼 활발해지면서 우리도 세계 곳
곳에 많은 인력들을 내 보내게 되었고 이들은 또 다양한 전문영역에서 국가발전에 많은 기여를
해 오고 있다. 외교관, 기업인들은 물론이고, 고도의 기술 인력과 노동인력, 각 분야 전문가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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및 우수한 학자들이 세계를 무대로 활동하고 있는 것이다.
이와 같은 상황에서 의사소통 수단인 외국어의 중요성이 크게 부각되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일이다. 한편 외국어 가운데서도 특히 영어가 누리는 비중과 중요성은 대단한 것이어서, 수많은
사람들은 오늘도 자신의 영어능력을 향상시키고자 온갖 노력과 시간을 아낌없이 바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그러한 사람의 수효는 날로 늘어만 가는 실정이다. 이는 곧 영어교육에 대한 사회
전체적 관심과 기대가 지대한 것임을 의미하는 것이며, 미래지향적 관점에서 국가발전을 생각해
볼 때 영어교육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을 것이다.
서울대학교 사범대학 영어교육과는 유능한 중등학교 영어교사를 양성하는 것을 그 주된 목적
으로 삼고 있으며, 대부분의 핵심교과목은 영어교육 분야, 영어학 분야 및 영문학 분야의 학문
적 성과에 그 바탕을 두고 있다. 학부과정의 저학년에서는 주로 영어학의 기초 이론과 영미문
학의 주요 작품들을 읽고 고학년에서는 보다 심화된 영어학 및 영문학 이론을 탐구하기도 하고
영어교육의 여러 이론적 성과를 교육현장에 응용하는 가능성을 탐색하게 된다.
이러한 학문적 특성에 비추어 볼 때, 영어교육과를 지망하기에 적합한 사람은 일반적인 지적
능력이 뛰어나고 언어교육, 문학 및 언어학 분야에 적성과 관심을 가진 사람이라고 할 수 있다.
이밖에 논리력, 창의력, 언어 운용력 등을 고루 갖추고 끊임없이 탐구하는 자세와 학자 및 교육
자로서의 사명감을 지닌 사람이라면 학부과정을 마친 다음 대학원 과정에 진학하여 영어학, 영
문학, 영어교육 분야의 전문가로 성장해 갈 수 있을 것이다. 영어교육과 졸업생은, 중등교사 및
대학교수 이외에, 영어와 관련된 모든 분야로 진출할 수 있다. 즉, 영어교육과 졸업생은 곧바로
사회에 진출하여 영어교육계에서 주도적이고 핵심적인 역할을 담당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외
교, 통상, 무역, 기업, 매스컴 분야 등 영어능력이 활용되는 대부분의 무대에서 학부과정에서 연
마한 능력을 발휘할 수 있을 것이다.

❙ 불어교육과
본 학과는 유능한 프랑스어교사의 양성을 일차적인 교육목적으로 하며, 부차적으로 프랑스어
교육 관련 전공학자의 양성에도 노력하고 있다. 이에 따른 교과과정은 프랑스어교육 이론과 그
방법, 프랑스어학과 프랑스문학, 그리고 프랑스어능력 함양을 위한 회화와 작문 분야로 이루어
져 있다. 교육내용의 특징적인 부분은 프랑스인 교수의 원어강의, 어학실습실을 이용한 프랑스
어훈련, 프랑스어교수법과 프랑스문학 교육에 있어서의 세미나 형식의 수업이다. 본 학과에 적
합한 사람은 프랑스어교육에 뜻을 두고, 프랑스어 및 프랑스문학에 관심이 높아야 한다. 본 학
과의 졸업생은 고등학교의 프랑스어교사는 물론이고 대학의 교수로도 진출 가능하며, 그 이외에
프랑스어사용이 요청되는 언론, 문화, 예술, 외교, 무역 등의 분야로도 길이 열려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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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독어교육과
본 학과는 독어교육 및 관련분야의 전문 인력을 양성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이에 독일어 의
사소통 능력을 집중적으로 훈련시킴과 아울러 외국어로서의 독일어교육과 관련된 다양한 교과
교육학적 지식 탐구와 현장 실습 프로그램을 제공한다. 또한 인문학적 교양과 독일에 대한 지
역학적 안목을 키워주기 위해 독일문학과 독어학 및 독일 지역학에 관한 많은 강좌들을 개설하
고 있다. 독어교육과를 졸업한 학생들은 고등학교 독일어교사로 진출할 수 있으며, 대학원에 진
학하여 독어교육과 관련된 분야들을 전문적으로 연구할 수 있다. 또한 독어교육, 독문학, 독일
문화 등을 통해 배양된 인문학적 지식을 토대로 교육행정, 문화예술계, 출판계 등으로 진출하거
나, 외국어 능력을 바탕으로 외교전문가 뿐 아니라 언론계, 방송계, 경제계 등으로도 진출할 수
있다. 본 학과의 재학생에게는 다양한 장학금이 지급되며 재학 중 또는 졸업 후 우수한 학생은
대학 당국이나 독일 정부가 지급하는 각종 장학금의 도움으로 독일 유학의 기회를 갖게 된다.

❙ 사회교육과
본 학과는 학생들의 사회탐구능력과 건전한 시민의식의 함양, 그리고 성인들의 재사회화를
담당할 유능한 교육전문가 양성을 목적으로 한다. 이 같은 목적의 효과적인 달성을 위해서 사
회교육과 교육과정은 사회교육개론, 정치학 및 정치교육, 법학 및 법교육, 경제학 및 경제교육,
사회학 및 사회문화교육, 철학․윤리 및 철학․윤리교육 등 6개 영역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들
영역에서는 사회과학 및 인문과학 전반에 걸친 지식과 그 탐구방법을 습득케 하며, 이를 바탕
으로 실제 교육현장에서의 실천을 위한 교수-학습 방법의 탐색과 개발에 중점을 두고 있다. 본
학과의 전공은 사회이론과 교육적 실천의 문제를 밀접히 관련시켜 연구하는데 특성이 있다. 본
학과의 졸업생 중 상당수가 교육계에서 종사하고 있으며, 정치, 경제, 행정, 법조, 언론 등 비교
육계로 진출해서 교육적인 업무에 종사하는 졸업생도 적지 않다.

❙ 역사교육과
본 과는 중등교육계에서 역사교육을 담당할 유능한 역사교사를 양성하는 동시에 역사학 연구
에 종사할 역사학도를 배양하는 학과이다. 이를 위해 본과에서는 한국 및 동․서양 역사일반에
관한 전문강좌와 역사과교육에 관한 역사교육 관계의 교과목 강좌를 개설하고 있으며, 한편 전
문지식 교육교양을 정립하기 위하여 교직과목을 별도 이수하도록 하고 있다. 이를 통해 학문이
론, 역사연구에 힘쓰는 한편 교육현장 지도에 필요한 역사교육의 역량을 신장시키기 위해 현장
답사와 교육실습도 실시한다. 현재까지 졸업생의 5분의 3은 중등교육계에서 중추로서 활동하고
있으며, 5분의 1은 고등교육계에서 연구․강의에 종사하고 있고, 그외는 정계․언론․출판 등
기타 여러 부분에서 활약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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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리교육과
본 학과는 유능한 지리교육자와 지리학자를 양성하는 데 주된 교육목적을 두고 있다. 따라서
교육내용은 지리학의 기초 학문분야들과 지리교육이 중심을 이루고 있다. 기초학문분야로는 자
연지리학(지형학, 기후학 등), 인문지리학(경제지리학, 도시지리학 등) 및 지역지리학(한국지리,
유럽지리 등), 그리고 지리교육 분야로는 지리교육론, 지리학습론 등이 교육되고 있다. 그밖에도
지역연구 방법론에 관한 교육을 지리학사, 지도학, 지리조사 및 실습, 지리자료분석 등의 강좌
들을 통하여 실시하고 있다. 또한 최근에 개설된 컴퓨터 지리학습, 지리정보체계(Geographic
Information System) 및 원격탐사 등의 과목을 통하여 지리적인 자료의 분석에 컴퓨터 이용의

확대를 도모하고 있다. 그리고 효과적인 현장교육을 위하여 주요 관심지역을 대상으로 한 학기
에 한 차례씩 정기 학술조사를 실시하고 있다.

❙ 국민윤리교육과
본과의 학부과정은 중․고등학교에 개설된 도덕․윤리 교과를 지도할 중등교원 양성을 주된
목표로 하고 있다. 이를 위해 우리 사회의 각 생활영역에서 발생하는 윤리적 문제들을 이론적
으로 분석하고, 그 해결방안을 탐구하는 창의적이고, 자율적인 인재를 기르고자 노력하고 있다.
본과의 학문은 철학, 윤리학, 전통사상과 전통윤리, 정치학, 사회학, 교육학, 남북한 관계와 통일
문제 등 인문․사회과학의 여러 영역에 대한 학제적 접근(interdisciplinary approach)을 통해 연구
를 수행하는 종합학문의 성격을 지니고 있다. 또한 본과의 대학원은 학부의 교육과정을 보다
전문화하여 교과교육, 윤리, 정치, 통일 관련 분야의 전문가 양성을 그 목표로 하고 있다. 본과
에서는 그동안 역량 있는 중⋅고등학교 도덕․윤리 교사를 배출해 왔으며, 동시에 대학교수 및
교육행정 전문가, 각종 연구소 및 사회 전문분야에서 활발한 활동을 하고 있는 많은 전문 인력
을 양성하고 있다.

❙ 수학교육과
본 학과의 교육목적은 중등학교의 우수한 수학교사와 영재 및 창의적인 수학교육 전문가를
양성하고 수학교육의 질적 향상에 이바지할 수학교육학 및 수학을 연구할 연구 인력을 배출하
는데 있다. 학생들은 대수학, 해석학, 기하학, 위상수학, 통계, 응용수학 등 수학 전반에 관한 내
용을 학습한다. 또한 수학교육학, 수학교재연구 및 지도법, 컴퓨터와 수학교육 등 수학교육 전
반에 관한 내용을 연구하고 실습한다.
수학은 논리적 사고와 추리력 및 추상적인 개념을 이해할 수 있는 능력을 요구하는 학문이므
로 이러한 적성을 가진 학생이면서 교사로서의 사명감과 자질은 물론이고 그러한 능력을 계발
하고 자의적이고 창조적인 생활을 할 수 있는 학생에게 더욱 적합한 분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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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학과의 졸업생 중 대부분은 대학교와 중등학교의 교직에 종사하고 있다. 수학 및 수학교
육학의 연구를 계속하여 대학에 재직하는 졸업생의 수가 계속 늘어나고 있으며, 근래에는 수학
및 수학교육 전문가를 필요로 하는 기업체가 늘어나고 있어 기업체에 진출하는 졸업생의 수가
많아지고 있다.

❙ 물리교육과
본 학과의 학부과정에서는 중․고등학교 물리교사 겸 과학교사로서 갖추어야 할 물리학 및
과학 전반과 물리(과학)교육에 대한 기초를 다지며, 이러한 교육을 받은 졸업생들은 물리교사를
포함한 다양한 분야로 사회에 진출하고 있다. 이어지는 대학원 과정에서는 학과 교수들의 전공
및 활동 영역에 따라 교육대학, 사범대학 등 고등교육기관의 물리교육학 또는 과학교육학 교수,
물리학 교수 및 연구원, 기업체 연구인력 등으로 다양하게 진출하고 있다. 물리교육과의 교수들
은 물리학과 물리교육에 대한 국내외에서의 연구 활동은 물론이고 현직 교사의 계속 교육, 인
터넷 스쿨의 운영, 물리 올림피아드 등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활동하고 있다. 학생들은 현대물
리학의 이론과 실험은 물론이고 물리교육에 대한 연구를 일찍부터 접할 수 있으며, 소규모 학
과의 장점인 교수와 학생간의 밀접한 교류가 본 학과의 장점이자 특징이기도 하다. 물리교육
또는 과학교육을 전공하는 학생은 앞으로 과학담당 장학관, 편수관, 과학관의 전문가, 과학시설
기구 자료의 고안자와 제작자, 과학기자 등 근래에 특별히 요청되는 각 분야의 과학문화교육
특수인력으로 활동할 수 있는 길이 열려 있다. 물리교육과의 학부나 대학원에서 수학하고자 하
는 학생은 물리학과 수학 이론 및 실험 그리고 과학교육, 과학철학, 과학사 등에 흥미와 능력을
갖추어야 하며, 물리학도로나 물리교육학도로서 국가나 사회에 헌신하고자 하는 자세를 가져야
한다.

❙ 화학교육과
본 학과는 중등 과학교사 양성을 기본 취지로 하고 있다. 따라서 본 과에서는 화학 전반에
대한 지식을 고르게 갖추고, 전문적인 교수 이론 및 풍부한 상식과 경험을 가진 능력 있는 교
사 양성을 목표로 다양한 교과 과정을 실행하고 있다. 본 학과의 학생들은 교사로서의 능력 개
발을 목적으로 일반교양과 교직 과목 이수, 교생 참관 및 실습을 통해 예비교사로서의 경험을
쌓고, 특히 새로운 화학교육의 방향을 연구할 수 있도록 과학 교재 및 실험 방법, 화학 교과 과
정 설계 등의 화학 지도법을 스스로 개발하는 과정을 이수하여야 한다. 또한 화학교육 과정 외
에도 물리화학, 유기화학, 분석화학, 무기화학, 생화학 등 화학 전 분야에 걸친 심도있는 수업과
실험을 통해 이론을 재검토하고 체험하며, 화학 지식과 올바른 연구 태도를 배우게 된다. 본 화
학교육과 졸업생의 진로는 중․고등학교 화학교사 및 교육계에서 활동하거나 대학원 진학, 유
학 등을 통해 학계 및 산업 연구원으로 활동하는 등 매우 다양하다. 참고로 지금까지의 졸업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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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황을 소개하면 화학 교사 35%, 국가 및 기업 연구소 25%, 대학 교육 15%, 화학 관련인 직
종 20%, 기타 5%를 나타내고 있다.

❙ 생물교육과
본 과의 교육목적은 우수한 중학교 과학교사 및 고등학교 생물교사를 양성하고 생물학 및 생
물교육학의 발전에 기여할 고급인력을 배출하는 데 있다. 이를 위해, 다양한 실험실습을 바탕으
로 한 생물과학 분야와 생물교육학의 여러 영역을 포괄하는 교육과정을 통해 생물과학 연구와
중등학교 현장에서 능동적으로 새로운 문제를 탐구해 나갈 수 있는 능력을 배양한다. 기초 생
물학, 기초 물리학, 기초 화학, 기초지구과학, 수학 등의 과목 학습으로 광범위하게 과학의 기초
를 다지며, 분자, 세포, 조직, 개체, 집단수준에서의 생물에 대한 강의로 생물학에 대한 체계적
인 안목을 형성하게 되고 야외실습, 임해실습 등을 통하여 대자연을 탐구하는 실증적 경험을
하게 된다. 본과의 졸업생들은 중․고등학교의 교사로 진출하여 우리나라 교육계에 많은 기여
를 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대학원에 진학하거나 외국대학에 유학하여 대학교수 또는 연구원으
로서 계속적인 학문연구에 종사하고 있는 졸업생도 상당수에 이른다.

❙ 지구과학교육과
본 학과는 지구의 대기, 지질, 해양 및 천문 분야에 관한 폭넓은 지식을 쌓고 이를 바탕으로
지구과학의 교육과 연구에 종사할 중․고등학교 교사 및 지구과학 분야 전문인력을 양성하는
데 교육목적을 갖고 있다. 학부에서는 수학, 물리학, 화학 등 자연과학 일반의 기초를 닦은 후
지구과학 전반에 대해 공부하며, 대학원 과정은 전문인력의 배출을 목표로 대기과학, 지질학,
지구물리학, 천문학, 해양학, 지구과학교육으로 세분화하여 교육과정을 운영한다. 특히, 지구 및
우주의 환경 변화가 인류의 생존에 절박한 문제로 대두됨에 따라 환경지구과학 분야의 폭 넓은
지식과 보다 많은 전문인력의 양성이 전 세계적으로 요구되고 있다. 이러한 추세에 부응하여
본과의 학부과정에서는 지구과학 내의 각 학문 분야들을 묶어 통합된 지구계 과학으로 가르치
고자 하는 지구과학 교육을 전개하고 있다.

❙ 체육교육과
본 과는 체육의 이론 및 실제에 관한 연구와 중등학교 체육교사 양성을 목적으로 한다. 체육
은 신체를 통한 교육 즉, 활발한 신체활동을 통한 체력 및 건강의 유지․증진과 전인적 인격형
성에 기여하는 교육의 한 형태이다. 따라서 본 과는 체육을 교수하는 데 필요한 이론적 지식과
운동 기능 습득에 필요한 교과과정을 운영하여, 체육교사 양성은 물론 생활체육 지도자나 경기
지도자 및 전문적인 체육학자를 양성하는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졸업 후에는 중등학교 교사
외에 전국의 체육관련 학과의 교수로 많은 수의 졸업생들이 진출하여 있으며, 다양한 체육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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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구나 단체에 소속되어 생활체육과 엘리트 체육을 담당하는 선도적 역할을 수행하고 있고, 또
한 일부의 졸업생들은 체육과학연구원과 병원 등 체육관련 연구직에 종사하여 생산적이고 성과
있는 연구 과업을 수행하고 있다. 이밖에도 많은 수의 졸업생들이 사회의 다양한 분야에 각각
진출하여 그 역량을 십분 발휘하고 있다.

❙ 협동과정 특수교육전공
특수교육전공은 서울대학교 학칙 제 7조에 의거하여 2000학년도부터 설치․운영되고 있다.
본 전공은 특수교육대상자의 독특한 요구에 부합하는 미래지향적인 교육 내용 및 제도의 혁신
적 개선을 통하여 내실있는 특수교육의 수혜가능성을 확대하고, 급증하는 특수교육 전문가 수요
에 부응하고, 한국 특수교육의 혁신적인 자리 매김과 특수교원의 자부심 고취 및 성장을 위한
연수기회를 제공하고, 특수교육 관련 학문 분야간의 다학문적인 연구 및 실천을 위한 풍토 조
성을 목적으로 한다. 본 전공은 교육학과, 체육교육과, 사회교육과, 사회복지학과들의 협력에 의
해 운영되며, 석․박사과정이 개설되어 있다.

❙ 협동과정 환경교육전공
본 과정은 석․박사 과정으로서 대학원 수준에서의 학제적 연구를 통하여 보다 바람직한 환
경교육의 방안을 모색하고자 하며, 따라서 유능한 환경교육 전문가를 양성하는데 중점을 두고
있다. 교육과정은 환경교육학 분야와 환경에 대한 일반적인 내용분야로 대별되어 있는데, 환경
교육학 분야에는 환경교육교수학습방법론, 환경교육 세미나, 국토와 환경교육연구, 토지이용 변
화와 환경교육이 있으며, 환경에 대한 내용분야로는 기존의 학과에서 개설된 다양한 강좌와 신
설된 강좌 등 여러 과목이 있다. 이러한 내용 분야는 학생 자신의 선택에 따라 다양하게 수강
할 수 있다. 본 학과를 졸업한 후 선택할 수 있는 직업으로는 환경교육가 혹은 환경교육 관련
기관에 종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 협동과정 가정교육전공
본 전공의 학생들은 가정학의 지식과 내용을 교육원리에 접근시키는 과정에 높은 관심을 갖
고 있다. 교육과정은 우수한 가정 교과 교육 전문가를 양성하기 위하여 가정학과 교육학의 교
과목들로 균형있게 편성되어 있다. 또한 각자의 관심분야에 따라 교육학과 교수들과 생활과학대
학 교수들의 협력적인 지도가 가능하며, 이를 통하여 가정학에도 교육학에도 편중되지 않는 가
정 교과 교육학을 탐구하는 것이 가능하다.

❙ 협동과정 미술교육전공
미술교육은 미술이라는 정의적 영역을 체계적으로 또는 효과적으로 학습자에게 전달하는 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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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을 탐색하기 위한 분야이다. 단지 몇가지 법칙이나 이론을 전달하는 것이 아닌 내면에 잠재
하여 있는 예술적 감수성을 불러 일으켜 교육이라는 과정을 통하여 미술을 공유하고 상호작용
하게 하는 과정이다. 미술교육은 매체, 시설, 과정, 평가 등 학교 내의 일련의 연구뿐만 아니라
사회교육, 미술을 통한 심리치료의 개발 등의 광범위한 영역으로 이루어져 있다.

❙ 협동과정 음악교육전공
음악교육 전공은 대학에서 음악이론과 실기를 전공한 학생들에게 음악교육과 관련된 교육과
연구 프로그램을 제공함으로써 음악교육전문가를 양성하는데 목적을 두고 있으며 이를 위해 사
범대학과 음악대학의 협동으로 운영되고 있다. 음악 교육가는 전문적 이론과 기술의 체득, 교직
의 사명과 전문성에 대한 인식, 음악교육가로서의 확고한 신념, 음악교육을 위해 노력하는 생활
태도와 습관형성 등 교육자로서의 지도자적 인격도야와 건전한 사상의 함양을 필요로 한다. 본
과정은 이와 같은 중등교사 및 음악교육지도자에게 필요한 능력을 개발, 심화시킬 수 있도록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다. 본 과정을 졸업한 학생들은 교수나 강사, 연구원 등으로 활동하거나
교직을 이수하여 중등교원으로도 활동할 수 있다. 학부에서 음악을 전공한 학생으로서 음악교육
에 관심 있는 학생들에게 권장되는 영역이다.

❙ 협동과정 유아교육전공
본 과정은 유아를 교육하는 현장에서 근무하는 일선 교육담당자로서 유아교육과정개발이나
유아기 학습활동의 질을 높이고 교육기간의 질 개선에 이바지하는 인력을 교육하여 유아교육전
문가로서 교사자격을 준비하며 실제 현장에서 일하는 교사와 원장들의 재훈련을 담당하는 목적
을 수행하고자 2005년도부터 설치⋅운영되었다. 본 과정을 통하여 유아교육에 관한 학제적이면
서도 전문적인 연구를 시도하여 유아교육연구의 학술적, 이론적 기초를 정립하고 유아교육현장
에서 실습을 통하여 유아교육이론과 실무를 갖춘 전문인력으로 양성시키고 있다.

생 ......................
활과학대학
생활과학은 인간의 삶을 영위하는 의․식․주 등의 생활문화, 생활환경, 생활산업 및 아동,
여성, 노인 및 가족생활과 소비자 문제를 과학적으로 접근 해결함으로써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데 기여하고자 하는 학문적 목적을 가지고 있다. 특히 오늘날 사회적 가치나 이념의 변화, 과학
기술의 급진적인 발전으로 가정의 전통적인 기능의 많은 부분이 산업화, 기업화되었고, 또 산업
이 발전함에 따라 소비자의 역할이 커지면서 이에 부응하기 위하여 생활과학 전공자들에 대한
사회적 요구는 계속 증가 추세에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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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68년 사범대학 가정교육과가 가정대학으로 독립되었다. 1997년 가정대학은 생활과학대학으

로 명칭이 변경되었고, 농업생명과학대학 농가정학과를 이관해 통합시켰으며, 더욱 산업과 사회
의 요구에 대처하기 위하여 새로운 교과과정개편과 교육 연구시설의 보충, 연구의 확장 및 증
대 등으로 지속적인 발전을 꾀하고 있다. 따라서 소비자학, 아동가족학, 식품영양학, 의류학으로
분리된 전문교육을 통하여 공헌하고 있다. 부설로 생활과학연구소, 어린이집이 있으며, 패션산업
최고경영자과정을 개설하여 연구 및 상담에 기여하며, 전문지식의 실제 활용으로 사회에 환원을
꾀하고 있다.
현재 생활과학대학은 소비자아동학부, 식품영양학과, 의류학과의 1학부, 2개과로 나누어 학부
생을 모집하여 교육하며 석․박사 과정에서는 소비자학과, 아동가족학과, 식품영양학과, 의류학
과의 4학과 체제로 나누어 교육이 이루어지고 있다. 졸업 후 대학원으로 진학하거나 각자의 전
공에 따라 사회와 기업에서 요구하는 전문적 직업인으로 종사함으로써 국민생활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데 기여하고 있다.

❙ 소비자아동학부
소비자아동학부는 2개 학기를 마치는 시점(계절학기는 포함하지 않음)에 소비자학 전공과 가
족아동학 전공으로 나뉜다. 소비자학 전공은 산업화된 현대 생활환경과 소비자의 상호작용에 주
목하며, 소비자 및 소비자의 기본적 생활공동체인 가계의 복지향상에 필요한 제반 이론과 실제
를 다룬다. 소비자학 전공의 주요 분야는 소비의사결정 및 소비자행동, 자원관리 및 소비자재
무, 소비자교육 및 소비자정책, 소비문화, 소비자주의 및 소비자운동 등으로서 소비자학의 모든
분야는 이론과 실천의 문제가 언제나 연계되어 있으며 이와 관련된 다양한 영역에서 인간중심
적 생산 및 생활환경의 구축, 소비자능력의 계발을 통한 소비자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는 전
문인 양성을 목표로 한다. 그리고 가족아동학 전공은 아동과 가족원의 사회환경과의 상호작용을
체계적으로 연구하고, 건강한 인간발달과 가족발달을 위하여 상담 및 교육을 수행할 전문인 양
성을 목적으로 한다. 아동학 분야는 인간발달과 아동의 지도 및 교육에 관심을 두고, 보육, 아
동의 인지발달, 언어발달, 사회발달, 특수 아동의 발달, 전통육아, 유아교육, 부모교육과 청소년
의 일탈 등을 연구한다. 가족학 분야는 가족내 인간관계특성, 의미, 역동성 등을 연구하며, 결혼
의 질, 성역할, 부모됨, 세대간의 문제, 전통가족의 특성과 현대가족의 위상 등을 연구한다.

❙ 식품영양학과
식품영양학과는 식품을 구성하고 있는 성분들과 응용방법 및 이들 식품성분과 인체와의 상호
작용에 대한 이론과 지식을 과학에 근거하여 생산하고 식생활 문화 및 산업에 접목하기 위한
연구 및 교육활동을 통해 인간의 건강 증진과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식
품영양학은 응용과학 분야이므로 화학, 생물학, 물리학, 통계학 등의 기초과학을 바탕으로 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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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 구성성분의 구조와 성질, 조리와 가공에 따른 변화, 위생적인 관리방법, 영양소의 체내 이
용과 대사, 질병의 예방과 치료를 위한 식사법, 각종 영양문제 분석 및 해결법, 영양교육, 영양
정책, 단체급식관리 및 급식경영 등에 관하여 학습한다.

❙ 의류학과
의류학과에서는 의류학 전반에 걸쳐 체계적으로 학습시킴으로써 의류 및 패션산업이나 관련
분야에서 요구하는 여러 직종에 종사할 수 있는 전문인을 양성한다. 응용과학이면서 종합과학인
의류학의 특성을 고려하여 의류에 관련된 모든 영역을 다루고 있다. 교육 내용은 패션상품을
디자인, 생산, 판매하는데 필요한 예술적, 자연과학적, 사회과학적 지식과 능력을 개발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

수 ..................
의과대학
수의학은 동물을 대상으로 하는 의학으로서 동물의 질병을 예방, 진단 및 치료하는 이론과
기술을 연구하는 학문이다. 이러한 동물질병에 관한 연구는 축산업의 근간을 이룬다. 구제역을
막지 못하여 양돈산업의 기반이 무너진 대만의 예를 생각하면 이해가 쉬울 것이다. 수의학이
동물을 대상으로 한다고 하여 사람의 건강문제와는 관련이 없는 것은 아니다. 사람과 함께 생
활하며 현대인의 정신건강에 지대한 공헌을 하고 있는 반려동물(애완견 등), 레저동물(말 등), 봉
사동물(맹도견 등) 등의 건강은 사람의 육체적, 정신적 건강에 직접적 영향을 미친다. 동물에게
서 사람으로 옮기는 질병(인수공통전염병)과 동물유래 생산물을 사람이 안전하고 위생적으로 이
용하는 공중보건분야도 수의학의 범주에 속한다. 최근에 전 세계적으로 문제가 되었던 광우병,
O157 대장균, 조류인플루엔자, 다이옥신․PCB파동 등의 예에서 보듯 동물의 건강과 사람의 건

강은 밀접히 연관되어 있다. 동물에서 유래한 축산식품이 사람이 먹기에 안전한 지, 병원성미생
물, 항생물질, 농약 등에 오염되어 있지나 않은지 등을 검사하고 대책을 강구하는 연구도 수의
학의 중요한 부분이다.
오늘날 의학과 생명공학의 눈부신 발전에 수의학이 크게 기여하였다. 대부분 의학적 실험은
사람에게 시행하기 전 먼저 동물실험을 거쳐야하며, 생명공학 연구의 많은 부분이 동물과 관련
되어 있다. 이러한 실험동물과 동물실험에 관한 연구도 수의학의 영역인 것이다. 국내 최초의
체세포복제 송아지(영롱이와 진이)와 세계 최초의 체세포복제 개(스너피)를 만들어 낸 곳도 서울
대학교 수의과대학이다. 자연과 환경을 보전하여 지속 가능한 지구환경을 조성하는데 있어서도
수의학은 중요한 역할을 수행한다. 예를 들어 최근 세계적으로 문제시되고 있는 내분비계 장애
물질(일명 환경호르몬)은 사람과 동물의 생식기능에 서서히 장기적으로 악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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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려져 있는데, 이에 관한 연구에도 동물에 관하여 가장 잘 아는 수의학자들이 커다란 역할을
하고 있다. 사라져 가는 야생동물을 보호, 보전하는 연구 역시 수의학에서 커다란 부분을 차지
한다.
수의학 교육은 고등교육법 시행령 제 25조에 의거 1998학년도부터 수의예과 2년, 본과 4년의
학제로 개편되어 6년제로 운영되고 있으며 2005년 12월 현재 교수 38명과 일반직원 12명이 학
사에 종사하고 있으며 현재까지의 졸업생수는 학사 2,650명, 석사 806명, 박사 238명이 배출되
었다.
전문분야 및 연구실은 기초, 예방, 임상수의학의 3개의 분야, 21개 연구실(수의해부학교실, 수
의조직․발생학교실, 수의생화학교실, 수의생리학교실, 수의약리학교실, 수의독성학교실, 수의미
생물학교실, 수의병리학교실, 수의기생충학교실, 수의공중보건학교실, 환경위생학교실, 실험동물
의학교실, 어패류질병학교실, 수의내과학교실, 수의외과학교실, 수의산과학교실, 수의방사선과학
교실, 수의전염병학교실, 조류질병학교실, 수의임상병리학교실, 야생동물질병학교실)로 나뉘어져
있다. 부속기관으로는 동물병원, 수의과학연구소, 수의학도서관 및 서울대학교/서울대공원 야생
동물보전센터가 있으며, 2005년도 12월 현재 교수 1인당 연구비 수혜액은 평균 연간 1억 5천만
원 이상의 높은 연구용역체결을 성사시키고 있다.

❙ 수의학과
수의학의 기본역할은 동물의 질병을 예방하고 진료함으로써 동물의 건강을 증진시키고 가축
의 생산성을 향상시키며 나아가서는 공중보건면에서 인류의 건강과 환경을 보전함에 공헌하는
것이다. 수의학의 주 영역은 초기에는 전염병이나 질병의 진단, 치료에 주력하였으나 사회문화
적 환경의 변화와 급격한 경제성장에 따라 새로운 동물진료 기술의 개발 및 가축생산기술의 향
상, 야생 및 수생동물의 보전, 생명과학 연구에 필수적인 실험동물에 대한 연구, 축산식품을 비
롯한 각종식품의 안전공급과 인수공통전염병의 예방 및 환경보호를 통한 인류보건의 향상, 의약
품 및 신물질개발 등에 대한 생명공학기법의 개발에 이르기까지 그 영역이 광범위하게 확대되
었다. 본 대학 4년 과정을 이수한 후에 정부가 주관하는 수의사 국가고시에 합격하면 수의사
면허를 받게 된다. 수의사는 그 활동분야가 매우 다양하다. 본 대학 졸업생이 이미 미국 등 해
외 각국에 진출하여 교수직, 관계 공무원직, 수의사 개업 등의 업무에 종사하면서 명성을 떨치
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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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 ....................
학 대 학
의약품은 인류의 건강을 지키는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핵심적인 물질로 현대과학의 가장 아
름다운 꽃이자 가장 소중한 열매이다. 약학대학의 교육목표는 이처럼 소중한 의약품에 대한 전
문인을 양성하는데 있다. 여기에는 의약품의 연구, 개발, 생산, 유통, 활용 등 의약품에 관한 모
든 과정이 포함된다.
이같은 전문인을 육성하기 위하여 본 대학에서는 신약개발에 필요한 각종 이론, 좋은 의약품
을 생산하기 위한 각종 이론, 생산된 의약품을 환자에 투약하기 위해 필요한 각종 이론을 교육
하고 아울러 여기에 필요한 실습을 실시한다. 구체적으로는 합성, 천연물 및 생물공학적 방법을
이용한 신약후보물질의 개발, 신약후보물질에 대한 약리, 독성, 대사, 제제화연구, 품질관리 등
에 필요한 교육 및 연구를 수행한다. 또한 의약품의 약효와 약리, 조제와 복약지도, 병원약학,
환경과 건강 등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특히 우리 대학에서는 새로운 의약품을 연구개발하는데 필요한 폭넓은 이론을 갖춘 약학자의
양성에 노력하고 있다. 이는 우리 대학 졸업생의 60% 정도가 대학원에 진학하여 의약품 개발
에 정진하고 있다는 점에서 단적으로 드러난다.
약학대학에는 44명의 교수가 교육과 연구를 담당하고 있는데, 특히 약학대학 교수의 연구업
적은 서울대학교 내에서도 단연 두각을 나타내고 있다. 우리 대학 교수들은 국제적으로 유명한
논문들을 많이 출판하고 있으며, 우리나라 신약개발의 많은 부분이 우리 대학에서 이뤄지고 있
다.
현재 약학대학은 매년 63명의 신입생을 선발하고 있다. 우리 대학 졸업생의 약 60%는 대학
원 석사과정에 진학하여 전문적인 약학자로서의 길을 걷는다. 대학원 진학자의 50～60% 정도
는 다시 박사과정에 진학하거나 해외유학을 하고 있다. 학부과정을 졸업한 학생은 주로 제약기
업이나 약국, 국공립 연구기관에 진출한다. 석사 또는 박사학위를 취득한 경우에는 주로 대학의
교수, 국공립연구소, 제약기업연구소, 정부기관에 연구책임자로 진출하여 신약개발 연구의 중추
적인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
전체적으로 우리 대학 졸업생의 분야별 사회진출을 보면 대학(22%), 약국(22%), 제약기업
(20%), 병원(15%), 공직(6%), 기타(16%) 등이다.

약학대학에서 다루는 학문분야가 광범위한 만큼 약학대학에 입학한 학생은 다른 대학보다 훨
씬 많은 공부를 하고 있다. 그러면서도 약학대학은 선후배 관계나 교수와 학생과의 관계가 매
우 부드럽고 분위기가 좋기로 정평이 나 있다. 특히 약학대학은 학업 이외에 학생활동이 매우
활발하다. 약학대학에는 여러 동아리들이 있는데 예를 들면, 생약에 대해 공부하는 본초학회,
크래식기타 합주단인 줄벗, 전통민속악기를 다루는 우리굿, 노래패 아우성, 학술단체인 사람사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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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상, 약과사회, 종교단체인 새벽빛, 교지를 출판하는 편집부, 사회봉사단체인 약손, 컴퓨터부,
에니메이션부, 바둑부, 테니스부, 농구부, 야구부 등의 여러 동아리가 활발히 활동하고 있는데,
약학대학 학생들은 평균 2개 이상의 동아리 활동을 할 정도로 학생활동이 활성화 되어 있다.

❙ 약학과
약학과는 질병의 예방 및 치료를 위한 물질의 학술적 이론과 기술을 연구하고 의약품에 관한
이론과 기술을 적용할 수 있는 전문인이 되기 위한 과정을 제공한다. 약학과에는 생리 활성물
질 즉 의약품과 의약품자원의 물성과 생체내 작용에 관한 연구, 의약품의 배합 및 조제에 관한
연구와 환경 오염으로부터의 인체 보호를 위한 이론과 기술의 연구를 위하여 약화학연구실, 약
물학연구실, 생물화학연구실, 위생화학연구실, 분석화학연구실, 생약학연구실, 임상약학연구실 등
7개의 연구실을 갖추고 있으며 이들 연구실을 지원하기 위한 중앙기기측정실, 부속약초원, 부속

실습약국 등이 있다. 졸업생의 사회적 진출분야는 매우 광범위하여 교육 및 연구기관이나 환경
위생, 중화학공업, 제약공업 등에 진출하며 지역약사가 되기도 한다.

❙ 제약학과
제약학과는 의약품의 이론과 기술을 연구할 수 있는 응용과학자 및 전문인이 되려는 학생에
게 의약품과 그 원료 및 자원의 개발과 품질관리에 관한 연구 등을 지원하는 약품제조학, 약품
제조공학 및 약품합성화학 등과 의약품을 실제로 인체에 투여할 수 있는 제형에 대하여 연구하
는 약제학의 과정을 제공한다. 따라서 본 학과는 의약품 산업 및 관련 화학분야에 중점을 두고
있으며, 연구 및 교육을 위한 약품제조화학연구실, 약제학연구실, 미생물약품화학연구실 그리고
물리약학연구실 및 천연물과학연구실이 있고, 이에 필요한 광학분석 실험기기 등의 훌륭한 시설
이 갖추어져 있다. 졸업생은 대학원에 진학하거나 연구기관 등에 진출하기도 하나 상당수가 제
약공업 분야에 진출하고 있다. 생명과학의 중요성에 비추어 이 분야의 전문인력의 사회적 수요
는 증가하고 있다.

음 ....................
악 대 학
음악대학은 당초 1945년 12월 문교부의 전문학교령에 따라 고 현제명 박사에 의하여 경성음
악학교로서 설립되었고, 이듬해 1946년 8월 서울대학교 예술대학 음악부로 승격 개편되었으며
1953년 국립학교설치령에 의해 서울대학교 음악대학으로 독립되어 현재에 이르고 있다.

성악과, 작곡과, 기악과의 3개과로 운영되어 오던 중 1959년 국악과가 신설되어 국악기악전
공과 국악작곡이론전공으로 운영되었으며, 1981년 작곡과 내에 작곡전공과 이론전공을 1982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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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는 기악과 내에 피아노전공, 현악전공, 관악전공을 분리 신설하였으며, 1984년에 국악과에 다
시 성악전공이 추가 신설되어 현재 기악전공, 작곡전공, 이론전공, 성악전공으로 분리되어 운영
하고 있다. 위와 같이 음악예술교육을 포괄하고 있는 본 대학은 해당 전공분야의 우수한 교수
진을 확보하고 음악분야의 재능이 있는 학생들을 모집하여 이론과 실기를 겸비한 전문 음악인
을 양성하고 있다는 점에서 한국음악교육의 명실상부한 최고의 전당이라고 할 수 있다.
교과과정에서는 이론과 실기의 교육과정 이외에 매학기 3회의 관현악단의 정기연주회가 있으
며, 격년으로 성악과와 기악과가 합동으로 거교적 행사인 오페라 공연을 개최한다. 또한 지방문
화발전에 기여코자 주요 도시 순회연주회를 아울러 갖고 있다. 그 외에 실내악 연주회, 관악정
기연주회, 합창 정기연주회, 국악 정기연주회, 작곡과의 현대음악 및 창작곡 발표가 정기적으로
있으며, 학점이 부과되는 주1회의 학생연주와 졸업 필수 과목인 졸업연주 등이 있다. 이 모든
연주회를 합하면 연간 250회 가량의 연주회를 개최한다.
이외에도 교수 음악회, 교수 독주회 및 실내악 연주회가 수시로 있어 학생들에게 귀감이 되
고 있으며, 학생들의 교육과 실습에 필요한 모든 악보와 음반 및 녹음테이프를 갖춘 자료실과
시청각교육을 시행할 수 있는 현대적 제반시설을 갖추고 있다.
6,802명에 달하는 졸업생들은 문화예술, 예술교육 분야의 전문인으로서 한국음악계를 이끌어

가는 지도적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본 대학은 국내․외에서 경쟁력 있는 이론과 실기를 겸비
한 전문인력을 양성함으로써 세계수준음악대학으로 거듭나고자 부단한 노력을 경주하고 있다.

❙ 성악과
성악과의 교육목적은 성악에 관한 광범위하고 전문적인 이론 및 전공실기를 연구, 교수함으
로써 참되고 유능한 음악 예술가, 나아가서는 음악문화 발전의 동량이 될 지도자를 양성하는
데 있다. 인간성을 가진 예술가가 되기 위하여 1, 2학년에서는 교양 전반에 걸친 풍부한 교과과
정을 교수하고 있으며 또한 전공을 위하여서는 엄격한 기초 훈련이 필수적이고 이를 바탕으로
해서 우선 남성, 여성으로 나뉘어지고 다시 각자가 자기 음역이나 음질 또는 개성에 따라 전공
실기 및 합창, 음악문헌과 딕션(4개 국어의 성악적 발음연구)을 통한 광범위한 학구적인 연구를
하고 있다. 이와 같이 폭넓은 탐구적인 노력이 성악과 학생만으로 이루어진 단체합창 및 개인
연구발표, 또한 오디션을 거쳐 선발된 우수한 학생으로 구성된 본 대학 주최 오페라 공연 등을
통해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 작곡과
본 학과는 음악활동에 있어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으로 인정되고 있는 창작에 관한 이론과 기
법 뿐만 아니라 음악현상을 체계적, 이론적으로 탐구하는 학문으로서의 음악학을 연구 교수하여
유능한 창작예술가 및 음악이론가를 양성 배출해냄을 그 목적으로 한다. 이 목적에 따라 본 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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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는 작곡전공과 이론전공으로 나뉘어져 있다. 작곡을 전공할 학생은 우선 예술에 대한 창작적
인 소질과 명석한 두뇌를 타고나야 한다. 이론을 전공할 학생은 예술적 감성과 아울러 학문적
탐구에 대한 능력과 소질을 갖고 있어야 한다. 현재 창작활동 뿐만 아니라 많은 음악의 응용분
야에서 졸업생들이 활동하고 있다.

❙ 기악과
기악과는 확고한 연주기술의 토대를 연마하고 바로크, 고전, 낭만, 현대 음악의 광범위한 분
야를 음악적으로 숙달할 수 있도록 지도함을 목적으로 한다. 본 과에서 피아노, 바이올린, 비올
라, 첼로, 더블베이스, 하프, 기타, 플륫, 오보에, 클라리넷, 바순, 혼, 트럼펫, 트럼본, 튜바 및
타악기 등 각종 악기의 연주를 교육내용으로 한다. 각자 선택에 따라 실내악의 연주 및 연구를
할 수 있으며 음악 문헌시간에는 고전부터 현재까지의 음악분석 등이 광범위하게 연구․지도되
고, 실기시간에는 오디션을 거쳐 그 중 우수한 학생이 선발되어 1년에 2회 실시하는 정기연주
회에 출연할 기회를 갖게 하는 등 다양한 활동분야가 졸업 후에는 물론 재학 중에도 학생들에
게 제공되어진다.

❙ 국악과
국악과는 민족문화발전에 필요한 국악의 이론연구와 실기 및 창작을 연마하고 사계의 예술가
및 지도자 양성을 목적으로 한다. 국악과에는 기악전공, 이론전공, 작곡전공, 성악전공이 있는데
기악전공에는 가야금, 거문고, 해금, 피리, 대금, 아쟁, 타악의 실기를 지도하며 이론전공에서는
국악의 학문적인 연구를, 작곡전공은 국악창작을 하며, 성악전공에서는 가곡과 판소리로 나누어
공부하도록 한다. 국악을 연구하는 학생은 국악 뿐만 아니라 서양음악 전반에 관한 기초지식
및 실기훈련이 갖추어져야 하며 서양음악 연구에 필요한 외국어는 물론 국악의 성질상 한문으
로 된 문헌자료를 읽기 위한 한문의 지식이 필요하다.

❙ 협동과정 음악학전공
박사과정은 1988년 12월 15일 협동과정 음악학이 신설되었으며, 전공 분야는 서양음악학, 한
국음악학 두 분야로 나뉘어 있다. 서양음악학은 석사과정에서 작곡이론을 전공하여야 하며, 한
국음악학은 석사과정에서 국악이론을 전공하여야 한다. 협동과정 음악학 박사과정은 음악학 전
공자의 깊이 있는 학문과 폭넓은 지식을 제공함을 목적으로 인문대학 국문학과와 철학과, 미학
과가 참여하는 협동과정으로 이루어져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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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
과 대 학
본 대학은 의사와 의학자의 배출을 목적으로 하는 교육기관이다. 16개 단과대학 중 가장 오
랜 역사를 가진 의과대학은 1899년 조선 제26대 고종에 의하여 설립된 국립의학교가 그 모체
가 된다. 그 후 부속병원격인 광제원과 합쳐져 대한의원부속의학교(1907)가 되었으며, 총독부부
속의학강습소(1910)를 거쳐 경성의학전문학교(1916)로 바뀌었다. 일제하에 생긴 경성제국대학 의
학부(1926)는 해방 후 경성대학 의학부(1945)가 되었다가 정부의 국립대학 계획안에 따라 경성
의학전문학교와 합쳐져 본교의 한 단과대학이 되어 오늘에 이르게 되었다. 실제 교육면에 있어
서는 국제적인 의학교육 수준에 맞추어 이론 강의보다는 실습위주의 교육, 대단위 집단교육보다
는 소그룹 개별교육, 주입식 교육보다는 스스로 학습하는 능동적 교육, 고정교과목 외에 선택의
학 교육과정을 도입함으로써 학생 스스로가 자발적이고 적극적으로 학문에 접근하도록 하며 또
한 이를 바탕으로 창의적으로 스스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을 배양하도록 교과과정이 설
계되었다.
임상의학교육의 많은 시간이 bed side teaching을 중심으로 짜여져 있다. 이를 위하여 서울대
학교병원은 최신 설비와 1,388 병상의 교육병원시설을 갖추고 있으며, 1985년 10월에는 소아병
원(258병상)이 개원됨으로써 소아과 계열 임상실습에 도움을 주게 되었다. 또한 보라매병원(561
병상)과 아울러 2003년 6월에는 분당서울대학교병원(905병상)이 개원 되어 지역사회의학에 대한
교육의 장으로 활용되고 있다. 이밖에도 국립의료원, 국립암센터, 적십자병원, 노원을지병원 등
이 교육병원으로 지정되어 학생 임상교육장소로 쓰이고 있다. 현재 기초의학연구동에는 교수들
의 연구를 위한 최신장비가 도입되어 연구활동에 박차를 가하고 있으며, 의학교육을 위하여
1998년 11월에 설립한 의학교육실에서는 의과대학 교육프로그램의 개발, 수정, 보완 및 평가기

능을 수행하고 있다. 아울러 연구를 위한 암연구소, 간연구소, 노화․고령사회연구소, 특수생명
자원연구소 및 의학연구원이 있으며, 의학연구원 산하에는 인구의학연구소, 신경과학연구소, 환
경의학연구소, 심장연구소, 감염병연구소, 의용생체공학연구소, 방사선의학연구소, 유전자이식연
구소, 알레르기 및 임상면역연구소, 폐연구소, 장기이식연구소, 원자력영향역학연구소, 인간행동
의학연구소, 류마티스연구소, 피부과학연구소, 보완대체의학연구소, 인간유전체연구소가 있어 국
제적 수준의 연구사업을 추진해 나가고 있다. 이 외에 과학기술부의 생체계측신기술연구센터,
노화세포사멸연구센터, 종양면역의과학연구센터, 4개의 국가지정연구실, 창의적연구사업단, 당뇨
및 내분비질환유전체연구센타, 피부감염유전체연구센타, 바이오이종장기연구사업단, 약물유전체
연구사업단, EHR핵심공통기술연구개발사업단, 나노인공시각개발센터, 지역임상시험센터, 뇌졸중
임상연구센터, 차세대첨단세포치료법개발사업단 등 대단위 국가지원 연구단위가 선정되어 활동
하고 있다. 또한 본 대학에서 운영하고 있는 의학교육연수원에서는 국내 타 의과대학 교수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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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으로 교육과정, 교수법, 평가방법 등 의학교육 수준을 향상시키기 위해 갖추어야 할 여러
가지 전문내용에 대한 연수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 의학과
의학과는 학교의 설립목적이 그렇듯이 인간의 생명을 다루는 직업에 종사하게 될 의사를 교
육시키는 곳이므로 그 수학연한은 다른 학과보다 2년이 더 많은 6년이다. 따라서 자연과학대학
에서 2년의 예과과정을 마친 학생들이 본 대학 1학년으로 진입하는 것이 특징이지만, 2002학년
도부터 4년제대학 졸업자 10명을 정원 외로 학사편입으로 입학시켰으며, 2006학년도에는 35명
의 학사자격자를 정원 내로 의과대학에 입학시킬 계획이다. 4학년의 선택과목 만을 제외하고는
모든 교과목이 필수과목으로 되어 있어 각 학년마다 반드시 해당 학년의 전 교과목을 이수해야
만 한다. 4년의 교육과정 중 1학년에는 해부학, 생리학, 병리학, 미생물학 등 기초의학 과목을
집중적으로 이수하게 되며 2학년에는 기초의학과 임상의학의 혼합연결과정인 통합교과목을 이
수하게 된다. 3학년에는 내과학, 외과학, 산부인과학, 소아과학, 정신과학 등 임상과목에 대한
임상실습 위주의 교육을 받게 되며 4학년에는 18개 과목의 특과계 임상과목에 대한 교육을 받
게 된다. 또한 4년 전체에 걸쳐 운영되는 통합교과목환자-의사-사회’에서는 생물의학지식 뿐
아니라 인문사회적소양, 인성교육을 통합적으로 교육받게 된다.
......................
치 ....................
과 대 학 치 의학대학원
본 대학은 1922년 경성치과의학교로 시작하여 1929년 경성치과의학전문학교로 승격된 후
1946년 8월 22일 국립서울대학교 설치령에 의해서 9개 단과대학의 하나로 발족하였다. 1959년
1월 13일 대통령령 제1430호에 의거 치의예과가 신설됨에 따라 2년간의 치의예과 교육을 자연

과학대학에서 이수하고 치과대학으로 진입하여 4년간의 치의학교육을 이수함으로써 명실상부한
한국치의학의 중추적 역할을 해 왔다. 2002년 3월 5일 치의학전문대학원으로의 전환을 결정함
에 따라 2003학년도부터 치의예과 학생모집을 중단하였고, 2005학년도부터 치의학대학원 학생
을 모집하고 있다.
교육의 목표는 치의학에 관한 기본적 연구와 진료능력 및 사회에 대한 봉사정신과 사명감을
갖춘 치과의사를 양성함에 있으며 더 나아가서는 치의학의 기초 및 임상분야와 이들에 관련된
학문의 연구 및 교육을 능동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고급인력을 양성하는 것을 그 목적으로 한
다.
이를 위하여 치의학대학원은 교수와 학생들 간의 긴밀한 대화와 교수의 직접지도, 우리 실정
에 맞는 학제와 교과과정 개편 등으로 주입식 교육방법에서 탈피하여 학생들 스스로 연구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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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료할 수 있는 동기유발과 환경조성에 주안점을 두어 교육하고 있다. 또한 치의학 기본교육
과정을 이수한 학생들이 치의학에 관한 기본적 연구와 진료능력 및 지역사회에 대한 봉사정신
과 사명감을 갖춘 의료인으로서 또 사회지도자로서 국가발전에 선도적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
록 교육하고 있다.

❙ 치의학과
본 학과는 450여명의 치의학과 학생의 교육을 담당하여 대한민국의 치의학 분야에서 중추적
역할을 할 수 있는 치과 의료인을 양성함은 물론이고 세계적인 학자를 배출하는데 필요한 이론
과 실습 및 임상진료에 관한 교육을 맡고 있으며 교육연한은 전문대학원 4년과정이 된다. 치의
학과는 단일 학과이지만 다양한 전공교실로 세분되어 있으며 전공교실은 크게 기초치의학 분야
와 임상치의학 분야로 나눌 수 있다. 1학년때는 주로 임상치의학의 기초가 되는 기본적인 이론
을 배우고 실습을 하게 되나 기초적인 임상교육과정이 동시에 실시되며, 학년이 올라갈 수록
임상치의학의 각 전공별 교육이 강화되고 다양한 임상 경험을 할 수 있게 교육하고 있으나 역
시 이때에도 연관된 기초치의학에 대한 강의도 계속된다. 따라서 4년간 이러한 기초․임상 통
합 교육과정을 이수한 학생들은 졸업과 동시에 치과의사로서 일반적인 치과진료를 수행 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치의학 분야의 지도자로서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 역량을 갖추게 된다.

보 ..................
건대학원
보건대학원은 1959년 전문대학원의 하나로서 개인 단위의 질병을 넘어서서 집단 수준의 건강
상태와 그를 결정짓는 요인들을 심도 있게 연구하고 그를 바탕으로 국민보건 향상에 기여할 수
있는 인재의 교육과 배출을 목적으로 설립되었다. 보건학은 집단과 사회의 개념을 바탕으로 구
성원들의 신체적․정신적․사회적․정서적․영적 그리고 성적 건강을 포함한 전체적인 건강을
향상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으며, 이를 실천하기 위한 사회문화적, 제도적, 그리고 기술
적인 개입지점들을 규명하는 것을 연구의 내용으로 삼고 있다. 건강에 대한 생의학적인 접근법
은 신체적 질병을 중심으로 개별 장기의 손상을 세포수준 내지는 분자수준까지 환원적으로 분
석하여 조사하는 전통적인 방법에 따라 수행되어 왔다. 하지만, 사회와 생태계를 포함한 전반적
인 환경의 변화에 따라 건강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요인들이 시대별로 달라짐으로써 이러한 환
원주의적 접근은 한계를 드러냈고, 건강에 대한 총체적인 접근법이 필요하게 되었다. 즉, 건강
을 유지․향상시키는 방법으로서 개별 장기나 세포만을 들여다보는 의학뿐만 아니라 세포나 장
기가 인간을 이루고, 이러한 총체적 인간이 다시 집단과 사회를 이루는 것을 연구하는 사회과
학, 자연과학 및 기타 보건의료관련 분야들이 연계하는 다학문적 접근방법이 요구되었는데 이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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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바로 보건학의 학문적 배경이며 방향이라 할 수 있다.
이와 같은 학문목적과 방향을 구체적으로 실현하기 위하여 보건대학원은 보건학과와 환경보
건학과로 구성되어 있다. 보건학과 내에는 다시 보건학 전공과 보건정책 및 관리학 전공과정이
있다. 또 전문대학원의 특성상 각 학과 내에는 세부적인 전공이 있어 전문 분야로의 연구를 심
화시키고 있다. 대학원은 부속기관으로 보건환경연구소와 춘천보건사업소가 있다. 보건환경연구
소는 국민보건 전반에 관한 과학적 조사연구와 정책의 개발 및 지식의 보급에 관한 사업을 수
행하고 있다. 연구조사사업을 지속적으로 하기 위해 매달 한 번씩 보건학 관련 연구내용을 발
표하고 있다. 춘천보건사업소는 실제 지역사회 주민들의 생활과 건강향상을 도모하기 위한 연구
가 수행되고, 대학원 재학생들이 춘천시 지역사회 현장실습을 통하여 학문적 연구를 현장에서
직접 실천․응용하여 봄으로써 그 연구성과를 더욱 깊게 하는 데 크게 이바지하고 있다.

❙ 보건학과
보건학과는 집단을 대상으로 건강상태와 그 결정요인들을 파악하는 방법을 연구하며, 한편
이러한 상태를 변화시킬 수 있는 정책 및 사업의 기획과 그에 따른 효과를 평가하는 연구들을
수행하고 있으며, 현재 보건학 전공과 보건정책 및 관리학 전공으로 분류된 교과과정을 운영하
고 있다. 보건학 전공은 주로 건강상태와 그 결정요인의 조사와 분석에 따른 연구방법론에 중
점을 두고 다양한 접근을 하고 있으며, 현재 세부전공으로 보건통계학, 역학, 인구학, 보건영양
학, 생물정보학 연구실들을 두고 있다. 보건정책 및 관리학 전공은 좀 더 실천적인 학문으로서
주어진 건강상태와 그 결정요인들을 바꾸어 낼 수 있는 정책 및 관리방안을 체계적으로 만들어
내고 평가하는 학문으로서, 의학을 비롯한 자연과학적인 지식이나 기술만으로는 해결할 수 없는
건강상의 많은 문제를 사회과학적인 방법들을 통하여 해결하고자 연구하고 있다. 세부 전공으로
서 보건간호학, 보건경영학, 보건경제학, 보건사회학, 그리고 보건정책학 연구실들을 두고 있다.

❙ 환경보건학과
환경보건학과는 물리적 환경과 건강의 문제를 인간 환경을 포함한 전체 생태계의 차원에서
규명하고 이것의 해결에 이바지함을 그 목적으로 하고 있다. 현재 환경오염문제는 심각한 정도
를 벗어나 인류 전체의 건강을 위협하고 있다. 대표적인 환경문제로서 대기오염, 고체폐기물,
수질오염, 식품오염 등이 있다. 한편 일반 환경이 아닌 사업장 환경으로서 산업장의 유해물질
및 위험한 작업과 이에 피동적으로 노출되는 열악한 노동조건 등은 노동자에게 다양한 직업병
유발요인으로 작용하여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다. 이러한 여러 문제를 해결하고 그 연구성과를
올리기 위해 환경보건학과는 내부 전공으로 환경보건(대기오염, 고체폐기물, 환경화학, 환경미생
물, 환경독성학), 수질관리, 산업보건(산업위생, 산업의학) 연구실들을 두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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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 ..................
정대학원
행정대학원은 1959년 1월 13일에 최초로 설립된 대한민국 전문대학원의 효시로서 행정학 연
구와 고급 공무원을 양성하기 위한 목적으로 설립된 전문대학원이다. 행정대학원은 사회과학의
제 이론과 기법을 활용하여 국내 공공부문의 정책과 관리에 관한 분석적이고 체계적인 교육 및
연구를 수행하고 있다. 인접학문의 폭넓은 이해를 토대로 고도로 정치하고 독창적 영역을 개척
하여 한국 행정학의 골격을 형성하였을 뿐만 아니라 정책학의 소개와 토착화에 기여한바 크다.
최근에는 정보통신 기술과의 접목을 통하여 정보화와 세계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고 있다.
또한 행정대학원은 국내 각 대학의 행정학 및 정책학 교수 요원 및 연구 요원을 양성하고 공
급하는 역할과 함께, 고급 공무원 및 공공부문의 전문 인력을 교육․훈련하는 전문교육기관
(professional school)으로서 기능을 함께 수행해 왔다. 이 밖에도 다양한 분야에 걸친 정책 연구

를 통해 공공문제 해결과 행정의 질적 향상에 기여하고 있으며, 공사부문의 지도자를 대상으로
한 단기 연수과정의 운영, 그리고 중앙부처 및 지방자치단체 등에 대한 교수들의 자문활동 등
을 통해 사회봉사에도 일익을 담당하고 있다.
행정대학원은 현재의 위상에 안주하지 않고 국가경영의 비전과 전략을 제시하는 세계수준의
종합연구교육기관으로 변모하기 위한 중장기계획을 수립하여 추진 중에 있다. 교육부문에서 정
책학과 신설, 전문학위과정 신설을 목표로 하여 보다 전문화되고 고도화된 행정학․정책학 교
육을 수행하기 위한 체제를 구상하고 있으며, 연구부문에서는 한국행정연구소를 한국정책연구원
으로 격상하고 외국 저명대학과 공동으로 정책평가센터를 설치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또한
정보화 부문에서는 한국정책지식센터를 설치하여 학계와 실무를 잇는 On/Off-line의 다양한 세
미나를 개최하면서, 인터넷을 통해 행정․정책관련 지식의 공유와 고도화를 추구하고 있다. 그
리고 국제화 프로그램으로 계획되었던 아시아개발센터(ADI)는 2004년 신설되어 아시아 각국의
고위 공무원 교육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다.
이러한 노력의 결과로 행정대학원은 2006년 4월 교육인적자원부가 주관하는 2단계 두뇌한국
21(BK21) 사업의 행정학 분야 1위 사업단으로 선정되었다. 행정대학원의 ‘정부운영의 과학화를

위한 전문인력 양성 사업단’은 “World Class 행정학 교육/연구기관으로의 도약”을 비전으로 하
고 있으며, 이와 같은 비전하에, “증거 기반(evidence based)의 정부 운영 및 정부 역량 제고를
위한 인력 양성”을 목표로 하고 있다. 사업단은 주요 이슈별로 ‘과학적 공공관리팀’ 등 7개 팀
이 구성되어 연구 및 교육 과제를 수행하게 되며, 이번 사업단 선정을 계기로 향후 7년간 연 7
억 5천만원의 국고 지원을 받게 되었다.
이상과 같은 여러 과제들의 성공적인 수행은 앞으로 행정대학원 주도의 정책 네트워크 구축
과 국내외 협력연구를 위한 Hub기관으로서의 위상확립을 가능하게 할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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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학전공
행정학전공은 행정조직이론, 재무행정이론, 인사행정이론과 같은 공공조직의 관리에 관한 제
반 이론과 함께, 현실 행정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행정학 연구의 기본적인 시각을 제공하는 행
정이론들을 학습하고 연구한다. 아울러, 현대 행정의 개념 변화와 발전을 중심으로 하는 행정이
론의 발전과 사회과학방법론에 기초한 행정학의 여러 접근 방법을 학습하고, 현실 행정 및 행
정학의 주요 이슈가 되어 온 법제도, 행정개혁, 정부간 관계, 행정윤리, 시민참여, 전자정부 등
의 문제들을 심화하여 연구한다.

❙ 정책학전공
정책학전공은 합리적 정책결정과 효율적 집행 및 적절한 정책변경을 위하여 개발된 주요 기
초개념과 정책이론을 연구한다. 특히 미국을 중심으로 정책학이 등장된 배경을 이루는 행태주의
및 후기행태주의 정치이론, 다양한 정책학의 접근방법, 정책과정 전반에 걸쳐 공통적인 이론들
을 검토하고 정책의제설정, 정책결정과정, 정책집행 및 평가에 이르는 정책과정에서 이론적 기
초가 되고 논란이 많은 부분을 집중적으로 검토하여 정책형성론, 정책집행론, 정책분석 및 평가
론을 학습하고, 이를 다양한 정책영역 분야에 응용한다.

환 ..................
경대학원
본 대학원은 도시 계획 및 설계, 교통관리, 지역개발, 환경관리, 조경 등 정주공간의 물리적
체계와 생활환경의 합리적 구성을 위한 학술을 연구하고 그 응용능력을 발휘할 수 있는 전문가
양성을 목적으로 설립되었다. 이러한 목적 하에 1968년 이후 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에 설치되
었던 도시 및 지역계획학과와 신설된 조경학과를 합병하여 1973년 1월 25일에 환경대학원이
설립되었다. 1973학년도 제1학기부터 개강하였으며, 1975년 1월 1일 도시 및 지역계획학과는
환경계획학과로, 조경학과는 환경조경학과로 학과명칭이 변경되었다. 또한 1980년 1월부터 환경
계획학과에 박사과정을 개설하였으며, 1990년 1학기부터 농업생명과학대학의 조경학과와 협동
으로 조경학 협동과정(박사과정)을 개설하였다.
본 대학원은 도시 및 지역의 공간계획과 생활환경의 개선문제를 사회과학, 공학 및 자연과학,
설계학 등을 포함한 여러 분야의 학술과 지식을 종합적으로 응용하여 연구할 수 있다. 환경계
획학과와 환경조경학과가 모두 폭넓은 기초이론과 각 분야별 전문기술과목을 이수케 하고 논문
제출자격시험을 거쳐, 학위논문을 제출하여 통과한 자에게 소정의 석사학위(도시계획학석사, 조
경학석사)와 박사학위(도시계획학박사, 공학박사)를 수여한다.
환경계획학과는 교과과정 구성원칙에 전문화 영역 개념을 도입하여 도시 및 지역계획, 환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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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 교통관리 전공으로 교과과정이 구성되어 있다. 도시 및 지역계획 전공은 국토공간과 도
시․지역적 차원에서 공간분석, 도시 및 지역경제, 도시개발, 그리고 도시사회정책 연구를 수행
하며, 환경관리 전공은 환경공학, 환경관리정책 등을 연구한다. 교통관리 전공은 도시교통문제의
분석과 대책방안수립기법 및 교통류의 미시적 특성이해와 통제관리기법 등을 연구한다.
환경조경학과는 지속가능한 인간환경조성과 관련된 설계실무능력의 함양을 위한 조경설계 스
튜디오 중심의 교육이 제공되며, 이외에도 문화경관과 환경설계, 도시환경과 도시건축, GIS와
멀티미디어응용, 조경공학 등에 대한 폭넓은 학문탐구의 기회가 주어진다.
1995년부터는 입법, 사법, 행정기관의 고급 관리자들과 민간 기업의 최고 경영자들에게 도시

및 환경문제에 효과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능력을 부여하기 위하여 도시․환경 고위 정책과정
을 운영하고 있다.
본 대학원 부속으로 환경계획연구소가 있으며, 정기학술지로 환경논총을 발간하고 있다. 한편
본 대학원의 도서관은 21세기 전자도서관으로 지향하고 있으며, 이 분야의 정기간행물을 최다
보유하고 있다. 2000년도에 완공된「환경연구관」은 건축대상을 받을 정도로 알려져 있으며, 명
실공히 21세기의 도시․환경분야를 선도하는 학문의 중추적 요람지로 명성을 떨치고 있다.

❙ 환경계획학과
환경계획학과는 국토공간과 도시․지역적 차원에서 인간정주환경 및 자연환경에 대한 지속가
능한 개발 및 보전계획 수립과 생활환경의 개선을 위한 대안마련 등을 위해 학제간 연구를 수
행함으로써 종합과학적이며 실질적으로 활용가능한 학문을 구현하고, 실무에 활용할 수 있도록
전문기술을 습득케 함으로써 해당 분야의 고급전문가를 양성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현재 환
경계획학과는 도시 및 지역계획전공, 교통관리전공, 환경관리전공으로 구분하여 운영하고 있다.
도시 및 지역계획 전공은 도시와 지역의 각종 문제점과 해결책을 모색하기 위한 정책대안 개
발 등의 연구능력 배양을 목적으로 하고 있으며, 전반적인 국토․지역․도시문제의 이해의 증
진과 계획 및 개발정책의 수립, 도시 및 지역개발에 따른 문제파악과 대책수립, 도시 및 지역개
발 행정 및 법제, 그리고 도시 내 물리적, 사회적 환경의 조성과 형성에 관한 도시설계 부분을
연구한다.
교통관리 전공은 사람 및 재화의 이동이 안전하고 신속․편리하며 효율적․경제적으로 수행
될 수 있게 하기 위한 과학적 이론, 방법 및 기법 등을 연구하고 더 나아가 그러한 교통개발이
도시 및 지역성장과 공간구조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적으로 평가, 예측할 수 있는 능력을 배양
함을 목표로 한다.
환경관리 전공은 인간과 환경과의 유기적 관련성에 대한 체계적인 이해를 바탕으로 환경문제
에 대한 근본적인 원인규명과 그 해결방안을 모색하는 데 전공의 목적이 있으며, 환경오염 및
훼손의 문제를 생태적, 공학적, 사회․경제적, 법제적 측면으로 다양하게 접근함으로써, 환경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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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환경체계에 미치는 직․간접적 영향과 개선방안 등을 연구한다.

❙ 환경조경학과
환경조경학과는 우리가 살아가는 환경을 대상으로 하여 환경적으로 건전하고 지속가능하며,
심미적으로 아름다운 환경을 위해 폭넓은 디자인 철학과 비전을 제공하고 있다. 또한, 우리 환
경을 보다 합리적으로 분석하고, 새롭게 창조할 수 있는 다양한 기법을 연구하고 있다.
환경조경학과는 조경전공과 도시설계전공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미래 우리나라의 조경 및 도
시설계 분야를 이끌어 나갈 수 있는 인재를 양성하기 위해, 이론연구와 설계 스튜디오를 병행
하여 교육하고 있다.
조경 전공은 인간정주 환경에 대한 올바른 가치관과 문제의식을 길러주고, 이를 연구하는 창
의적인 과정을 교육하며, 문제해결과 효과적인 표현에 필요한 다양한 기술과 지식의 교육을 목
표로 하고 있다.
학생들은 역사, 예술, 디자인 이론, 공학, 생태적인 대상지 분석과정, 그리고 사회적, 경제적,
제도적, 환경적인 연구를 통해 다양한 문화적, 생태적인 맥락을 가진 광범위한 인간 정주환경을
창조하는 기법을 배우게 된다.
관심분야로는 공원녹지 및 도시 오픈스페이스 계획과 설계에서부터, 낙후지역의 재생, 재식설
계 및 단지설계, 여가 및 레크리에이션 계획과 설계, 생태적 계획과 광역조경계획, 경관 및 시
각자원의 관리, 지리정보체계 및 원격탐사까지 광범위한 분야를 대상으로 하고 있다.
도시설계 전공은 도시환경을 대상으로 건축, 도시계획, 조경 등의 다양한 분야의 통합적 접근
방법을 이끌어내어, 훌륭한 공공영역을 창출하는데 목적을 두고 있다. 따라서, 도시의 공공영역
이라는 관점에서 우리 도시를 바라보고, 개별적이고 복잡한 도시조직들을 연결하는 디자인을 통
해 도시민을 위한 새로운 제안들을 만들어내는 학생들의 능력을 개발하고자 한다.
도시설계 전공에서는 이를 위해 현대 도시를 만드는 힘들에 대한 더 많은 이해 속에서 도시
의 집합적 양상과 사회적․경제적 이슈를 다루고 있으며, 도시의 형성과 변화, 도시문제의 본질
파악과 해결방법 등을 연구하고 있다. 그리고, 이를 위해 새로운 지식을 전달하는 접근방법을
모색하여 실천성을 높이기 위한 종합적인 설계방법론을 연구하고 있다.
관심분야로는 도심부 재개발계획, 주거단지설계, 지구단위계획, 신도시(신시가지)설계, 대학캠
퍼스 계획․설계, 역사환경 보전에 이르는 광범위한 분야를 대상으로 하고 있다.

❙ 협동과정 조경학전공
협동과정 조경학 전공은 1989년 농업생명과학대학 조경학과와 환경대학원 환경조경학과가 협
동으로 박사과정을 설치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본 전공의 기본목표는 조경과 관련된 폭넓은 전
문지식을 습득하는 고급인력을 양성하는데 있다. 따라서 조경을 중심으로 하면서 도시, 건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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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태 등의 분야를 응용하여 환경을 계획, 설계하며 연구한다.
현재 이루어지고 있는 연구분야는 조경계획 및 설계, 조경재료 및 시공, 도시/주거단지계획
및 설계, 경관과 환경미학분야, 생태계획, 환경심리행태, GIS 응용기법 등으로 매우 다양하다.
2006년까지 56명의 공학박사를 배출하였으며, 2006년 현재 89명의 재학생이 등록하고 있고,

졸업생들은 대학교, 국․공립 연구기관, 정부기관 등 사회 각계각층에서 조경분야뿐만 아니라
환경 등 관련된 분야에서 매우 활발한 활동을 하고 있다.

국 ..................
제대학원
국제대학원은 냉전체제의 종식과 정보기술의 혁신으로 인해 빠르게 진행되고 있는 세계질서
의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더 나아가 동서양의 화합과 특히 동아시아평화를 추구하며 우
리나라의 선진국 진입을 효율적으로 준비하는 데에 필요한 국제전문인력을 본격적으로 양성하
고 관련 분야의 연구를 촉진시키기 위해 지역종합연구소를 거쳐 1997년 1월 24일 협동과정 체
제인 국제지역원이 설립되었으며 2003년 3월 1일 전문대학원인 국제대학원으로 확대․개편 되
었다. 특히 OECD 회원국이 된 우리나라는 WTO의 출범과 함께 펼쳐지고 있는 무한경쟁 시대
속에서 살아남기 위한 대외전략을 수립해 나가야 한다. 이러한 취지 하에 국제대학원은 국제통
상, 국제협력, 국제지역학 분야의 국제전문인력을 양성하기 위한 교육과정을 두고 있으며, 1998
년도부터는 한국을 전세계에 널리 알리기 위한 한국학 프로그램도 개설하였다.
한국학전공을 제외한 국제대학원의 프로그램은 대부분의 강의가 영어로 진행되고 있으며, 각
전공간의 교류는 물론 서울대 내 타 대학과의 활발한 교류를 통하여 정부기관, 국제기구, 국내
기업, 다국적 기업, 국내외 언론사 등 다양한 직업에 뛰어들어 일할 수 있는 전문지식과 정보기
술 그리고 외국어 능력을 갖춘 국제전문인력을 양성하고 있다.
국제대학원은 교육과정의 운영 이외에도 국제통상, 국제협력, 주요지역에 대한 연구를 종합적
으로 수행하고, 국․영문 학술지 발간, 국내외 대학 및 연구기관과의 협력 등을 주요 부대사업
으로 추진하고 있다. 또한, 국제대학원은 국제정보지원부를 두어 국제지역연구에 필요한 다양한
정보자료(영상자료 포함)를 고루 갖추고 나아가 첨단 정보처리시설을 확보함으로써 학생과 연구
자들에게 선진화된 대학원 교육과 연구 환경을 제공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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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제통상전공
세계화 시대에 국제통상 전문가를 양성하려는 본 전공에서는 국제경제와 국제경영에 관련된
주제에 초점을 맞추어, 기존학과에서 잘 다루지 않는 통상협상의 사례연구, 세계화와 다자간 무
역협정, 국제경영관계의 이해, 세계화 전략의 수립 등과 같은 문제들을 중점적으로 다룬다. 그
리하여 국가경제와 기업경영을 종합적으로 다룰 수 있는 능력을 함양하고, 학제적인 접근 방법
을 통해 경제․경영의 세계화 현상을 종합적으로 이해하고 분석할 수 있는 고도의 전문성을 습
득하게 한다.
특히 본 전공에서는 세계화 시대에 새롭게 등장하는 분야들에 대한 연구와 교육에 중점을 둔
다. 예컨대, 오늘날 인터넷의 발달은 정보의 디지털화, 네트워크화를 통하여 기존의 경제․경영
활동을 근본적으로 변화시키고 있기 때문에 인터넷과 관련되는 과목들을 적극적으로 개발하여
가르친다. 또한 교내 다른 학과에서 개설한 이론적 과목들을 선수과목으로 지정하여 학문적 토
대를 강화시키면서 실무적․학제적 성격이 강한 국제대학원의 과목들을 듣게 함으로써 교내 학
과들과의 상호보완관계와 시너지 효과를 증대시킨다. 강의는 사례연구, 그룹 프로젝트 등을 통
하여 분석능력과 발표능력을 기르는 데에 역점을 둔다. 예를 들어 학생들을 그룹별로 나누어
국제경제 또는 국제경영 모델을 서로 다른 지역 또는 산업에 적용해 보게 함으로써 비교분석능
력을 제고시킨다. 이런 방식은 분석모델의 현실적 유용성을 검증하면서 이론과 실제를 함께 이
해하도록 해 주는 효과적 강의 방식이다. 현실감을 더욱 높이기 위해서 전현직 정부 고위 관리,
대기업체 최고경영자, 국제기구 관리자 등을 초빙교수로 임명하여 특강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국제통상 전공에서 배출해 내는 학생들은 국제경제와 국제경영 관련 분야에서 이론과 실무를
겸비할 뿐 아니라 고도의 외국어 능력과 탁월한 국제감각을 갖춘 국제통상 전문가들이다. 이들
은 정부와 국제기구 뿐 아니라 민간부문의 다국적기업이나 컨설팅 회사에서도 절실히 요구하는
인재들이다. 또한 연구소, 학교 등으로도 진출하여 사회 저변의 국제화 기반을 넓히는 데에도
크게 공헌할 수 있을 것이다.

❙ 국제협력전공
세계화라는 국제환경의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국제전문인력을 양성하기 위하여
국제법, 국제기구, 국제정치 및 국제정치경제에 관련된 현안 중심의 교육을 지향한다. 교육의
기본 방침은 학제적인 이론과 실무의 접합에 있으며, 이를 위하여 사례연구와 현안분석에 관련
된 과목에 비중을 둔다.
세계화시대에는 단순히 외부에서 주어지는 환경에 수동적으로 따라가기만 해서는 민간 및 공
공영역에서 경쟁력을 가질 수 없다. 따라서 세계화에 대한 철저한 이해와 더불어 한국적인 시
각에서 세계화에 대응할 수 있는 전략개발에도 교육내용의 초점이 맞추어진다. 이를 위해 동아

236

2007 서울대학교 요람

교 육 기 관

시아 지역에 대한 종합적인 이해와 타 지역을 포함한 지역적 대응전략에 관한 이론과 실무 과
목들이 교육내용에 포함된다.
학생들은 국제법 관련 주요 문건의 해석 및 적용, 경제 및 환경 데이터의 정치경제적 이해
및 활용, 국제정치현상의 분석 및 대응전략 등에 관하여 개별 및 팀 프로젝트의 방식으로 현장
감 있는 훈련을 받게 된다. 특히 현장감을 살리기 위하여 관련분야의 실무전문가를 초빙 및 겸
임교수로 초청하여 이론과 실무의 접합을 시도한다. 그리하여 학생들은 현실문제에 대한 이론적
이해를 실무전문가를 통해 검증할 수 있는 다양한 기회를 갖게 된다.
국제협력과정이 배출하는 학생들은 한국적 시각에서 세계화에 대한 종합적 이해와 고도의 실
무능력, 동아시아 및 타 지역에 대한 깊은 이해, 그리고 영어 및 타 지역 언어의 구사력을 갖춘
굴지의 국제전문인력이다. 이들은 공공 및 민간영역을 불문하고 즉시 실무에 기여할 수 있는
고도의 분석력을 가진 실사구시적인 폭넓은 인재들이다.

❙ 국제지역학전공
본 전공 분야의 목표는 세계화 시대를 주도하는 유능한 지역전문가를 양성함에 있다. 지역학
은 본질적으로 학제적인 연구를 생명으로 하며, 높은 현지어 구사능력과 현지 사정에 대한 폭
넓은 지식, 그리고 현지조사를 기본으로 한다. 따라서 본 전공분야에서는 당해 지역의 정치, 경
제, 사회, 문화 등 다양한 분야에 대한 깊이 있고 폭넓은 지식을 습득시키고 현지어를 자유자재
로 구사할 수 있는 언어 능력을 함양하며 현지조사를 통해 변화하는 현지상황을 분석하고 종합
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도록 훈련시키는 데에 교육의 주안점이 있다.
국제지역학 전공분야에서는 학생 선발 과정에서부터 현지어와 영어 능력에 대한 엄격한 기준
을 적용하며, 사회과학적 지식의 구비 여부를 중시한다. 입학 후에는 세계적인 지역전문가로서
손색이 없는 고도의 어학력과 사회과학적 분석력을 갖추게 하기 위해 모든 교육이 현지어나 영
어로 이루어지며, 현지조사연구 및 현지 교육에 높은 비중을 둔다. 특히, 현지인과 거의 동일한
수준의 어학력을 갖춘 지역전문가로 양성하기 위해 특별 언어 능력 배양과정을 실시한다.
한편, 사회과학적 지식을 이론적으로만 습득하는 데 그치지 않고 그것을 활용하고 응용하여
급변하는 현지의 사정을 순발력있게 분석할 수 있는 분석력 개발에도 중점을 둔다. 아울러, 국
제 전문 인력으로서의 전문성을 갖추기 위해 국제통상이나 국제협력에 대한 이론적․실무적 소
양도 겸비하도록 권장된다.
국제지역학 전공분야는 크게는 미주, 아시아, 유럽 등 권역별로 나뉘어진다. 그러나, 지역전문
가는 적어도 전공으로 하는 한 지역에 대해서는 깊이있는 지식과 이해를 갖추어야 하고 현지어
문제도 있기 때문에 더 세분된 형태의 전공 영역을 가지도록 권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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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학전공
한국의 국력이 신장되면서 한국학에 대한 수요가 급증하고 있다. 한국의 독특한 문화와 발전
경험, 그리고 민주화에 대한 관심이 증대하고 있다. 전 세계적으로 역사, 사회, 문화, 정치, 경제
등 여러 측면에서 한국을 연구하려는 수요가 늘면서 한국학은 중국학, 일본학 등과 함께 아시
아학의 중요한 한 분야로 자리를 잡고 있다. 서울대 국제대학원은 전 세계적인 차원에서 한국
을 연구하려는 수요를 충족시키면서 한국학의 새로운 발전방향을 제시하고 궁극적으로는 한국
학의 거점을 목표로 하면서 한국학 전공과정을 설치하였다.
한국학 전공은 한국학 연구 수준을 높이고 한국학의 국제화를 이룰 수 있도록 국내외에서 활
동할 한국학 전문인력 양성을 일차적인 목표로 한다. 한국학 전문인력은 한국을 연구하려는 외
국인이나 교포 유학생들뿐만 아니라 한국에서 교육받아온 한국인 학생들이 모두 대상이 된다.
한국학 전공 과정을 성공적으로 이수하고 졸업하면 한국에 관련된 연구와 직무를 수행할 수 있
는 전문가로 자타가 인정할 수 있도록 교육목표를 설정하고 있다.
현재 한국학 전공에는 어학, 문학, 역사, 문화, 정치, 경제, 사회, 북한 등 다양한 분야와 전공
교과목이 설치되어 있다. 한국학 과목의 개설 및 운영에는 국제대학원 한국학 전공 전임교수뿐만
아니라 서울대학교의 한국학 관련 교수들과 전문가들이 함께 참여하고 있다. 따라서 학생들은 한
국과 관련된 다양한 분야의 강의를 수강하고 여러 분야의 전문가들에게 직접 배우면서 한국을 전
체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실력을 기르고 한국학에 대한 새로운 비전을 갖출 수 있게 된다.
한국학 전공과정에는 매 학기 영어와 한국어로 진행되는 강의가 개설되고 있다. 한국어로 진
행되는 강의는 주로 한국학을 전공하는 외국인 학생들을 대상으로 하고 영어로 진행되는 강의
는 한국학에 관심이 있는 모든 전공의 학생들을 위해 개설되고 있다. 서울대 국제대학원의 한
국학 전공은 중국학, 일본학 등의 지역학 및 국제협력, 국제통상 등 인접 학문과 유기적으로 긴
밀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국제대학원 내 다른 전공의 강의도 수강하기를 권장하고 있
다. 특히 국제지역학과의 공통과목을 통해 한국을 비교사회적 시각에서 객관적이고 균형있게 이
해하고, 동북아 지역에 대한 비전을 갖추기를 권장하고 있다.
한국학 전공의 교과과정은 한국에 대한 기초적인 강의부터 전문적 지식을 위한 높은 수준의
강의까지 다양하게 구성되어 있다. 한국학 전공과정의 학생들은 매 학기 서울대학교 내에서 관
심있는 강의를 수강할 수 있으며, 필요하다면 자신의 분야를 특화하기 위하여 관심있는 전공
분야에서 지도교수를 선택할 수 있는 기회도 제공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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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 ..........................
영전문대학원
최근 국가 경쟁력의 중요한 원천으로 능력 있는 경영자의 확보가 강조되고 있다. 개인적으로
는 자신의 경영능력 배양을 통해 자신의 가치를 제고하고자 하는 사람들이 늘고 있고 기업체에
서는 현장에서 활용할 수 있는 경영지식 소유자에 대한 커다란 수요를 갖고 있다. 그리고 기업
내 기존 구성원에 대한 경영능력 대한 필요성도 절실한 형편이다. 이렇듯 개인과 기업의 욕구
를 포함한 사회적 수요가 제대로 충족이 되면 국가 경쟁력에 도움이 될 것은 자명하다. 경영전
문대학원은 이러한 사회적 필요를 바탕으로 2006년 8월 출범하였다.
경영전문대학원에서 제공하고자 하는 MBA 과정은 해외 MBA 프로그램을 벤치마킹 하는데
초점을 맞춘 국내 여타 MBA 프로그램 수준을 초월하여 해외 유수 MBA 프로그램의 강점과 한
국적 실정의 특화된 내용을 결합하여 최고 수준의 프로그램을 제공하고자 한다. 우리가 목표로
하는 학생들은 뛰어난 능력 및 사회경력을 가진 동북아 (한국, 중국, 일본) 최고의 인재와 한국
및 아시아 기업 및 경영에 관심이 많은 타 외국인 경력자 (미주, 유럽, 기타 아시아 국가)를 그
대상으로 한다 이는 동북아 중심 대학으로서의 서울대학교의 위상을 강화하고, 국립대학으로서
의 한국기업의 국제적 경쟁력 향상을 위한 최고 경영자를 양성하기 위한 경영대학원의 목적에
부합하고, 급속히 성장하는 동북아 기업⋅경영에 대한 경험 및 지식을 가진 인재에 대한 외국
기업의 높은 선호도를 반영하는 것이다.
현재 서울대학교 경영전문대학원에는 Global MBA와 Junior Executive MBA의 두 개의 프로그
램이 운영되고 있다. 두 프로그램 모두 수업 년한은 1년, 4학기제의 Full time 주간 MBA 과정
으로 운영되며, 45학점을 이수하여야 한다.
1) Global MBA
Global MBA의 경우 100% 영어수업으로 진행된다. 이는 선진 MBA 프로그램을 운영하는데

필요한 “외국 교수와 학생”을 유인 하는 가장 기본적인 운영방침 일 뿐 아니라, 기업의 채용담
당자들이 해외 MBA를 선호하는 이유로서 “영어구사능력”을 우선 하고 있으므로 동등한 수준의
영어 구사능력을 가질 수 있도록 교육하여야 한다는 데 그 이유가 있다. 또한 글로벌 수준의
도약을 위해 미국의 Top Business School인 Duke 대학 Fuqua Business School과 포괄적인 전략적
제휴 협약을 맺었다. Global MBA 프로그램에서는 Duke 대학과 서울대학교 학위를 동시에 취
득할 수 있는 복수학위를 선택적으로 제공한다. 중장기적으로는 Duke 대학 이외의 해외 유수
경영대학원들과도 복수학위를 운영할 계획이다.
전공필수과목은 서울대학교 교수진이 담당하며, 선택과목은 해외 유수 대학으로부터 초빙 된
외국인 교수들이 강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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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Junior Executive MBA
Junior Executive MBA (JEMBA)는 경영자적 자질과 실무능력을 겸비한 차세대 핵심임원 양성

을 위한 학위과정이다. 이 과정의 주요 교육대상은 최소 5년 이상의 실무 경력자들로서 기업에
서 파견하는 핵심인재들이다. JEMBA는 한국기업의 경영현실을 충분히 반영 하여 실무 중심으
로 이루어지며 과목선택의 폭을 넓혀 관심분야를 심도 있게 공부할 수 있다. 전공필수 과목은
서울대 교수진이 담당하며, 선택과목은 실무 전문가들과 세계 유수대학교수들이 강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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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연 구 기 관

❙ 통일연구소
통일연구소는 통일포럼(2000년) 및 통일학운영위원회(2003년)의 경험을 바탕으로 통일을 대비
하는 지적 역량을 축적하고 통일한국의 대안을 모색함으로써 한반도의 평화와 통일에 학술적으
로 기여하기 위해 2006년 4월 12일에 설립되었다. 통일연구소는 통일과정에서 해결해야 할 다
양한 영역의 문제를 통합적⋅학제적으로 연구하고, 통일 후 사회 각 영역에서 해결해야 할 과
제들을 분석⋅검토하는 연구활동을 목표로 하고 있다.
통일연구소는 연구, 포럼, 교육, 교류 등 크게 네 영역에서 학술⋅연구활동을 진행하고 있다.
연구활동으로는 통일학의 기반확충을 위한 기초연구와 중점연구, 학술지 발간 등의 사업을 추진
하고 있다. 2003년부터 시작한 통일학연구는 기획⋅자유⋅논문 과제로 구분하여 2006년까지
78편의 과제를 수행했거나 진행중에 있으며, 11편의 박사학위논문을 지원하였다. 또 통일학정립

을 위한 학제적 연구모형 개발, 남북통합지수 개발 연구 등 중점연구사업을 진행하고 있고,
2007년 6월부터 연2회의 국문학술지를, 2008년 6월부터 연2회의 영문학술지 발간을 계획하고

있다. 또한 통일⋅북한 관련 국내외 학자, 전문가 초청강연으로 진행하는 통일정책포럼, 주요
NGO 관계자를 초청하여 주제별 토론회로 진행하는 NGO포럼, 북한이탈주민들을 대상으로 의

견을 청취하고 적응실태를 파악하는 새터민포럼 등의 통일포럼을 진행하고 있다. 교육프로그램
으로 대학원생들의 월례세미나와 ‘원서로 읽는 독일통일’ 등 통일강좌, 그리고 다양한 참여프로
그램 등의 통일아카데미를 진행하고 있으며, 방학 중 연2회 통일체험 학생답사 프로그램을 계
획하고 있다. 이와 함께 국내 통일교육 연구기관과의 교류, 주변 4국과의 해외 네트워크 구축,
북한과의 공동연구 및 교수⋅학생 교환 등 학술교류 추진을 준비하고 있다.

❙ 인문학연구원
인문학연구원은 인문학 제 분야의 학문 연구를 촉진하고 분야간의 학제적 연계 및 협동을 통
한 연구를 수행함으로써 인문학의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발전에 기여할 목적으로 1979년 서울대
학교 인문대학 부속연구소로 설립되었다. 1992년에는 서울대학교 직할연구소로 승격되었고,
2001년 기존의 인문학연구소를 근간으로, 인문대학부설 동아문화연구소, 영문화권연구소, 불어

문화권연구소, 독일어문화권연구소, 러시아연구소, 스페인중남미연구소, 종교문제연구소, 예술문
화연구소, 인문정보연구소를 통합하여 2001년 인문학연구원으로 확대 개편되었으며, 2003년 한
국문학연구소, 중국어문학연구소, 언어연구소, 문화유산연구소가 추가로 설립되어 인문학 분야
대부분의 영역을 아우르는 종합 연구기관으로 발돋움하고 있다. 매년 2회에 걸쳐 인문학 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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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 성과를 종합하는 학술지 인문논총을 발간하여 전문연구성과의 발표와 학문 분야 간 소
통의 장을 마련하고 있으며, 현재 중장기 발전 계획을 수립하여 향후 선도적인 인문학 종합 학
술지로 도약하기 위해 노력 중이다. 한편 인문학에 대한 관심의 확산과 대학 교양 교육 활성화
를 위해 <동서양 고전 200선>을 선정하여 서울대학교출판부와 공동으로 <서울대학교 인문학
연구원 고전총서>를 지속적으로 간행하고 있으며, 인문학 전문 학술 연구 도서로 <서울대학교
인문학연구원 연구총서>를 지원․발간함으로써 인문학 연구의 활성화와 연구 성과 보급에 기
여하고 있다. 이외에도 각종 학술 연구 사업을 진행하고 있으며, 국내외 저명학자들을 초청하여
심포지엄, 학술강연회, 집담회 등을 개최함으로써 인문학분야 학술연구를 촉진함과 동시에 다양
한 연구 성과 확산에 주력하고 있다.

❙ 미국학연구소
미국학연구소는 한국과 각별한 관계를 맺고 있으며 세계적인 영향력을 가진 중요한 나라인
미국을 정치․경제․사회․문화 등 제반 분야에 걸쳐 종합적으로 연구하기 위해 설립되었다.
그러한 학제적 접근방법을 통해 미국문화와 사회에 대한 체계적이고 심층적인 연구결과를 산출
해 출판하고, 해외 미국학연구소들과의 교류를 활성화하여 국내외 미국학 연구를 선도하며, 더
나아가서는 미국에 대한 심도있는 이해를 통해 바람직한 한미관계를 정립하는 것이 본 연구소
의 목적이다.

❙ 인지과학연구소
본 연구소는 1997년 9월 설립되었으며, 철학, 언어학, 인공지능, 심리학, 신경과학이 참여하여
연구분야를 형성하고 있는 인지과학은 인간의 마음이나 컴퓨터와 같은 지능적 체계의 성질-구
체적으로는 학습, 추론, 언어, 문제해결 등을 각 분 야에서 발전시켜 온 방법론과 이론을 적용
하여 학제적으로 연구하고 있다. 대학, 학계 및 산업계간의 공동연구의 기회를 마련하고 이를
통해 국내외 인지과학 연구에 기여하고자 한다. 본 연구소에서 연구하는 영역은 다음과 같다.
① 인지 신경과학 ② 지식 표현과 추론과정 연구 ③ 언어 학습과 이해의 인지적 모델링 ④ 의

식과 정서의 철학적, 심리학적 이해 ⑤ 기타 응용 연구 분야
그 외에 매 달 인지과학 세미나를 개최하고 있으며, 올해 인지과학 집담회를 개최하여 color
vision에 대해 각 전공 영역의 교수들이 각자의 연구성과를 교류하고 있다.

그 외에 매달 인지과학 세미나를 개최하고 있으며, 매 학년도마다 새로운 주제로 인지과학 집
담회를 개최하여 각 전공 영역의 교수들이 각자의 연구 성과를 교류하고 있다.

❙ 철학사상연구소
본 연구소는 동서의 철학사상과 그 현대적 타당성을 연구하고, 제반 학문의 방법론과 체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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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한 학제적 연구를 수행할 목적으로 1989년 6월 14일에 설립되었다. 본 연구소는 1989년 9월
1회를 필두로 매월 철학 및 인문․사회․자연과학 분야에서 뛰어난 연구성과를 이룩한 국내․

외 석학을 초대하여 현재까지 약 116회에 걸쳐 콜로키움을 개최하고 있으며, ‘국제철학학술대
회’(1990)에서부터 최근의 ‘세계전자문화지도협의회(ECAI) 한국대회’(2002), ‘칸트 서거 200주년
기념 학술대회’(2004)에 이르는 각종 국내외 학술대회를 개최해 왔고, ‘자연의 이해와 인간의
삶’, ‘현대철학의 쟁점’, ‘논리게임 소프트웨어개발’ 등 주요한 연구과제를 성공적으로 수행해
왔다. 한편 철학사상연구소는 인접학문과의 활발한 소통을 위하여 콜로키움과 심포지움을 통하
여 사회과학,․자연과학․법학 등 여러 학문분야와 학문적교류를 진행하고 있다. 사회과학분야
와 2차에 걸쳐 ‘합리성에 관한 연구’ 이론물리연구소와 ‘아인슈타인탄생 100주년 기념 심포지
움’을 열었고, 올해도 법학 연구소와 공동심포지움을 계획하고 있다. 그리고 현재 학술진흥재단
기초학문 육성 사업의 일환으로 “토픽맵에 기초한, 철학 고전 텍스트들의 체계적 분석 연구와
디지털 철학 지식 지도 구축” 작업을 계속하고 있다. 또한 본 연구소는 이러한 연구 활동의 성
과를 연구소의 기관지인 철학사상을 통해 1년에 2회 외부에 공개하고 있다. 이러한 철학사상
연구소의 교육 및 연구 업적은 2001년 서울대학교 연구소 자체 평가에서 최우수 연구소(평가 1
위)와, 2003년 우수 연구소, 2005년 연구처주관 서울대학교 연구소 인문사회계열 최우수 연구소
로 선정되는 등 객관적으로 공인된 바 있다.

❙ 역사연구소
역사연구소는 역사 연구에서 학제적 협력과 거시적 접근방법을 강조하는 최근 국내외 역사학
계의 새로운 경향에 부응하기 위해서 설립되었다. 따라서 기존 학과체제로 인해 역사 연구의
관심과 영역이 협소화되어 가는 폐단을 극복하기 위해 다양한 형식의 학술활동을 통해서 연구
자들 상호간의 토론과 대화의 장을 마련하고자 한다. 또한 학제적 연구를 활성화하기 위해 국
제사 및 비교사 연구를 촉진하고 나아가 역사 교육 문제의 개선에 노력함으로써, 궁극적으로
역사학 분야의 지적 공동체의 구축과 확대를 도모할 것이다.
이해 및 협력을 촉진함으로써 동북아시아의 평화와 번영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 사회과학연구원
사회과학연구원은 1976년에 설립된 법정연구소인 사회과학연구소를 모체로, 사회과학대학 부
설 세계경제연구소, 사회발전연구소, 비교문화연구소 및 사회복지연구소를 통합하여 1997년 3월
1일 발족하였다. 1999년에 한국정치연구소와 국토문제연구소가 통합되었고, 2001년에 사회발전

연구소와 국토문제연구소가 다시 독립 연구소로 분리되었으며, 2004년 7월1일 중국연구소가 신
설됨에 따라, 2006년 현재 본 연구원은 세계경제연구소, 비교문화연구소, 사회복지연구소, 한국
정치연구소 및 중국연구소 등 5개 연구소를 산하연구소로 두고 있다. 본 연구원은 제반 사회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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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 및 정책집행의 기초가 되는 사회과학의 기초연구 및 학제간 연구의 활성화를 도모하고, 나
아가 정책과제에 대한 종합적 접근을 추구하며, 이를 통하여 한국 사회과학의 학문적 성숙을
지원하고, 한국 사회과학의 현실적합성 및 실용성 제고를 추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세부
연구분야는 사회과학방법론과 사회과학이론을 연구․개발하는 기초이론 연구, 다양한 지역과 체
제에 대한 지역연구, 국가발전에 기여하는 국내정책과 대외정책의 개발, 북한에 대한 실증적 연
구와 남북관계 및 통일문제에 관한 정책대안의 개발, 중국의 사회과학 전반에 관한 학제간 연
구와 교류협력, 기타 정치․경제․사회․문화․복지 등 산하 각 연구소들의 구체적인 연구 영
역 연구 등을 포괄한다. 미국, 유럽, 아시아 등지의 주요 대학 및 연구소와 밀접한 협력을 유지
하여, 학술자료를 교환하고 각 국의 저명학자들을 수시로 초청하여 강연회와 세미나 및 국제회
의를 개최하는 등 전 세계적인 학술교류를 도모하고 있다. 학술잡지로서 <한국사회과학>을 년
1회로 발행하는 외에, 각 연구소 차원에서 <한국정치연구>, <비교문화연구> 등의 학술지를

발간하고 있으며, 각종 연구보고서와 함께 “한국연구시리즈”(영문 단행본), “국제문제시리즈”(영
문 단행본), “서울대학교 사회과학총서”(국문단행본), “사회복지연구총서”(국문단행본) 등을 발간
하고 있다.

❙ 경제연구소
본 연구소는 1961년 국내 최초의 경제분야 전문연구기관으로 설립되었으며, 경제문제의 이론
적․실증적 연구를 수행함으로써 국민경제의 안정과 발전에 기여할 것을 목적으로 한다. 연구
원 및 국내외 연구자들의 연구성과를 게재하기 위해 1962년부터 계간학술지 ｢경제논집｣을,
1988년부터 계간 국제학술지 Seoul Journal of Economics를 발간하고 있다. 그리고 국내외 학자

간의 폭넓은 연구교류를 도모하기 위해 매년 SJE International Symposium을 개최하고 있으며,
연구원의 연구성과 발표와 학문적 토론을 위한 연구발표회를 주례세미나로 운영하고 있다.
2001년 3월부터 또한 경제정책당국자와 관련인사들 그리고 기업인, 각 기관 책임자들을 위한
“세계경제최고전략과정”의 공개강좌를 연 2회, 총 11회를 개설하여 국가사회에 기여하고 있다.

본 연구소는 60여 개의 외국 연구기관과 40여 개의 국내 연구기관 및 정부기관과 자료 및
정보를 교환하고 있다. 또한 외국 연구기관과의 교류를 통해 국제적인 연구협력을 증진하는 한
편 외국 연구자의 국내체재연구를 지원하고 있다.

❙ 언론정보연구소
1963년 3월 25일 각령 제1133호에 의거 매스커뮤니케이션 연구 및 언론인 재교육을 목적으

로 ‘신문연구소’라는 이름으로 창설되었다가 1994년 언론정보연구소로 그 명칭을 변경하여 오
늘에 이르고 있다. 동 연구소는 우리나라 대학 최초의 언론학 관련 연구소로서 초창기 한국 언
론학의 수용과 발전에 지대한 역할을 담당하였는바, 현재는 국내외 여러 기관과의 협력 하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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커뮤니케이션 현상 전반에 걸쳐 다양한 연구과제들을 수행하고 있다. 특히 동 연구소가 연 2회
발간하는 언론정보연구(言論情報硏究)는 1963년 창간된 신문연구소학보가 1994년에 확대
개편된 것으로 한국언론학계의 대표적인 학술지로 성장하였다. 또 동 연구소는 일본 동경대 정
보학환(東京大 情報學環) 및 중국 전매대(傳媒大) 동아시아미디어센터와 매년 정기적으로 국제세
미나를 개최함으로써 언론학의 국제 교류와 협력을 다지고 있다. 이 밖에도 동 연구소는 KBS와
함께 1981년부터 2005년까지 총 6회에 걸쳐 ‘국민생활시간조사’를 실시한 것을 비롯해 다양한
용역과제를 수행하였으며, 1997년부터는 LG 상남 언론재단과 공동으로 ‘SNU-LG Press
Fellowship Program’이라는 한국의 대표적인 외국 언론인 재교육 프로그램을 매년 실시하고 있

다.

❙ 국제문제연구소
국제문제연구소는 1972년 2월 16일 서울대학교 문리과대학 부설 연구소로 설립 이래(1975년
사회과학대학 부설로 변경), 국제관계의 다양한 문제들을 분석하고 정책적인 대안을 제시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여왔다. 본 연구소의 설립취지는 국제문제에 대한 학술 연구를 지원하고 발전
시키고자 하는데 있으며, 이를 통한 한국의 국제정치적 위상의 정립과 외교정책의 방향 설정에
대한 학문적 기여를 목적으로 삼고 있다.
본 연구소는 “현대 한국 외교정책(1948～1977)의 기본사료 수집, 해체 및 연구”를 최근 완수
하였으며, 아울러 탈냉전과 9/11 사태 이후 변화된 국제정치적 환경 속에서 러시아의 체제변환
과 중국의 강대국화 등을 위시한 다양한 문제들의 분석에 필요한 기본적인 틀을 제공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이제 세계화와 정보화라는 국제관계의 새로운 도전에 직면하여 본 연구소는 교내외 여러 학
술기관과의 다각적인 협력을 통해 앞으로도 계속 수준높은 연구성과들을 생산해 낼 계획이다.
구체적으로 우선 본 연구소는 기존의 통일학, 북한학을 위시한 “한국외교”에 대한 연구를 계승
적으로 발전시킨다는 의미에서 주변 4대 강국에 대한 연구를 균형적으로 모색하는 작업을 통해
“한국외교”의 실제적 방향을 찾고자 노력할 것이다. 다음으로 둘째, 이러한 한반도를 둘러싼 주

변 4대 강국에 대한 체계적인 이해를 중심으로 탈냉전 이후 세계화와 정보화의 냉엄한 현실에
직면해 있는 한국외교의 개념과 쟁점 및 추진전략에 대한 연구를 선도적으로 추진할 것이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셋째, 본 연구소는 위와 같은 다양한 연구를 최적의 상태에서 수행할 수 있
도록 재정적 지원을 확보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며 이는 현재 본 연구소에서 발간 중인 학술 계
간지 세계정치를 충실하게 발전시키는 것도 포함되어 있다.

❙ 심리과학연구소
본 연구소는 심리학의 과학주의적 경향과 인간 중심적 접근방식에 기초한 연구를 촉진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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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사회의 현안 문제들에 대해 심리학적 연구를 수행하여 심리학을 실용과학으로 한국에 정착
시키는데 이바지하고자 설립되었다. 심리학의 지식, 특히 한국사회의 개인적, 집단적, 그리고 사
회적 문제의 근원규명 및 해결방안을 강구함에 유용한 지식을 체계적으로 수집하고 확산 보급
하는 것을 주요 목적으로 하고 있다.
본 연구소는 심리학과 관련된 이론적 연구로는 한국인의 심리 및 행동양식에 대한 토착이론
을 발달시킴에 초점을 두고 있다. 응용 연구로는 보다 나은 인간관계, 조직 및 사회를 촉진하는
구조화된 프로그램 개발이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정부의 정책 및 제도 개선을 위한 실용연구
를 개발 수행하고 있다. 이같은 이론적, 응용적 연구들을 수행함에 있어서 관련 학문분야들과의
학제간 연구를 꾸준히 실현하고 있다. 아울러 대외적으로는 해당 전문연구원들이 주축이 되어
대외 서비스 활동(자문, 연구용역 등)을 제공하고 있다. 그리고 매달 1회 정도의 학술 심포지움
을 개최하며 심리학과 교수진 및 대학원생들의 연구 성과를 발표하는 세미나를 지속적으로 주
최하고 있다.

❙ 사회발전연구소
서울대학교 사회과학대학 부설 사회발전연구소(Institute for Social Development and Policy
Research)는 뉴욕에 있는 미국 인구협회(Population Council)의 재정지원과 사회학과 이해영 교수

의 노력으로 당시 문리과학대학 부설 인구연구실로 출발하여, 1965년 8월 31일 서울대학교 문
리과학대학 부설 인구연구소로 창립되었다. 초기에는 인구관계자료의 수집과 인구학 분야의 조
사연구에 중점을 두었지만, 연구사업이 증가되고 관심분야가 확대됨에 따라 인접분야의 연구활
동에도 많은 지원을 하게 되었다. 특히 인구현상도 보다 넓은 사회적 맥락 속에서 연구되어야
한다는 인식이 커져감에 따라 발전문제에 대한 관심이 높아져서 1966년에 인구및발전문제연구
소로 명칭이 바뀌게 되었다.
특히 본 연구소에서 소장하고 있는 우리나라 지방통계자료는 다른 곳에서 구하기 어려운 희
귀자료로 관련분야의 연구에 기여해왔으며, 연구의 결과는 단행본, 인구 및 발전연구총서, 영문
정기학술지 <Development and society> 등을 통하여 보급하여 왔다. 이러한 가운데 본 연구소
는 인구 및 발전분야에 있어서 국내 뿐 아니라 국제적으로도 그 위치와 중요성을 인정받게 되
었다.
그러나 창립 이래 지난 30년 동안 한국사회가 발전하면서 사회구조가 고도화되고 다양화함에
따라 학문적 수요도 크게 변화되었다. 연구대상의 변화에 따라 학문적 연구관심과 접근방법이
변화되어 왔으며 새로운 학문영역이 등장한 것이다. 산업, 노동, 복지 및 기업에 관련된 경제사
회학적 문제에 대한 연구가 중요하게 부각되었고, 세계체제, 국가, 민족, 민주화, 지방화와 관련
된 정치사회학적인 문제들이 중요한 연구영역으로 부상하였다. 뿐만 아니라, 도시, 농촌 문제에
대한 관심, 사회정책 개발에 대한 학문적인 지원의 필요성, 문화 및 종교나 가정 및 여성 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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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대한 사회학적 연구의 필요성이 대두하였으며, 아울러 이에 기반이 될 사회학적 이론 연구
도 필요하게 되었다. 이러한 변화 속에서 본 연구소가 현실의 학문적 수요에 부합하기 위해서
는 사회학과 관련된 다양한 분야를 포괄적으로 다룰 수 있도록 변화되어야 할 필요성이 나타나
게 되었다.
요컨대 본 연구소는 한국의 사회발전에 관한 학술적 조사연구, 정책연구 및 이론연구를 위하
여 관련자료를 사집하고 국내외 유관학자들과의 협동연구를 추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이것에 맞추어 연구소의 창립 30주년인 1995년을 맞아 새롭게 연구소의 발전을 모색하고 그
이름을 사회발전연구소로 개칭하게 되었다.
올해 본 연구소는 설립 40주년을 맞았으며 한국의 대표적인 사회과학분야 연구소로서 활발한
활동을 해오고 있다.

❙ 국토문제연구소
국토문제연구소는 우리 국토와 지역에 내재된 여러 현상에 대해 사회․자연․인문과학의 학
제적 학술연구를 목표로 1990년에 설립한 연구기관이다.
우리 삶의 터전인 국토의 자연적․인문적 현상과 다양한 문제, 특히 산업화와 도시화가 급속
히 진전되어온 과정에서 발생된 공간, 지역, 환경 및 사회경제적 문제와 이의 해결을 위한 국토
정보기술 개발에 집중해왔다.
이러한 연구 활동을 통해 우리 국토의 여러 현상과 문제들을 학문적 차원에서 분석하고 그
해결을 위한 정책적 대안의 마련을 모색하며, 국내외 국토관련 학문 분야 연구기관 및 인력과
의 교류와 협력을 통해 국토공간의 지식을 전파하는데 노력해 오고 있다.
연구소 창립 이래 지역정책, 지역환경, 지역계획 등을 포함한 지역문제를 주로 연구해 왔으
며, 국토정보기술과 지리정보학에도 역점을 두고 있다. 다양한 주제를 가지고 여러 차례에 걸쳐
학술대회와 정기적인 콜로키움을 개최하고 있으며, 국토통일과 지역균형발전 문제를 탐구하기
위한 일환으로 인구 고령화 시대의 공간에 대한 연구, 장수지역연구, 통일국토 공간에 대한 연
구 및 지방자치단체들의 공간과 지역계획, 지역개발 등에도 관심을 두고 있다.

❙ 여성연구소
본 연구소는 한국의 사회적 조건과 역사에 기반한 여성 및 양성관계 연구를 전문화하고 여성
연구자들 간의 학술적 연계망을 활성화하기 위해 2001년 9월 설립되었다. 본 연구소의 중점 사
업은 연구활동(여성사, 여성정책 및 여성주의 연구, 여성학 관련 강좌 개발 등), 교육활동(국내외
대학간 공동 연구, 여성정책 전문가 연수, 여성사회교육), 학술행사(학술대회, 콜로키움, 워크샵
개최), 학내 양성평등 프로그램 개발(학내 성평등 실태 조사, 신입생 양성평등 교육 프로그램 개
발 등), 여성관련 자료 축적 등으로 구분된다. 본 연구소에서는 현재 한국 여성정책의 전개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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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주제 폐지 등 가족제도 변화의 사회문화적 효과, 한국 근대국가의 형성과 여성에 관한 연구,
그리고 여성사 연구의 한일 교류 등을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또한 정기 집담회 및 학술회
의를 개최하고 있으며 연구소총서 시리즈 및 워킹페이퍼 시리즈를 발간하고 있다.

❙ 기초과학연구원
본 연구원은 기초과학 교육의 질적 향상과 기초과학의 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기초과학 각 분
야의 연구와 이와 관련된 사업을 수행함을 목적으로 하여 설립되었으며 현재 다음과 같은 업무
를 수행하고 있다. 첫째, 교육인적자원부 및 한국학술진흥재단과 그 외 여러 국가기관에서 지원
하는 각종 연구지원사업에 의거한 기초과학 각 분야의 연구 활동을 원활히 수행하기 위한 제반
업무를 총괄한다. 본 업무에는 각종 연구지원사업 신청 및 협약체결, 체결된 연구사업 연구비의
효율적 중앙관리 및 집행, 연구 결과의 보고 및 홍보 등이 속한다. 둘째, 기초과학 연구에 필요
한 외국 학술지 및 연구자료를 구입하여 그 정보를 제공함은 물론 영어논문교정 서비스를 제공
함으로써 폭넓은 연구 활동에 이바지한다. 셋째, 국가 시책이나 산학 협력에 필요한 용역사업을
원활히 추진시키기 위한 행정 편의와 이에 관한 제반 관리를 수행한다. 구체적인 예로 1992년
우리나라 기업의 기초과학 분야에 대한 연구와 교육 지원 및 산학협동을 위하여 기초과학연구
협력컨소시엄(BASREC)을 구성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현재 19개 업체가 가입되어 있다. 그리고
전국대학기초과학연구소연합회를 구성하여 기초 과학의 중요성에 대한 심포지엄 개최, 대정부
홍보 등도 담당하고 있으며, 현재 71개 대학의 기초과학연구소가 이 연합회에 가입되어 있다.

❙ 유전공학연구소
유전공학기술을 이용하여 생명의 기본 현상을 연구하고, 이로부터 얻어지는 결과를 이용하여
산업화하는 목적형 연구를 병행하여 21세기 생명과학 발전의 중추적 역할을 담당하고자 1985년
12월에 법정연구소로 설립되었으며, 1991년 6월 교육부의 지원으로 현재의 건물을 완공하였는

바, 국내 대학교에서는 유일하게 독립건물을 확보하고 있는 유전공학연구소이다. 현재 9명의 교
수, 3명의 계약제교수, 170여명의 대학원생, 석․박사급 연구원이 상주하여 연구 활동을 벌이고
있으며 대학원 유전공학협동과정을 통해 교육활동에도 참여하고 있다. 역점 사업은 인간, 동․
식물, 미생물 등 주요 생명체의 생물학적 현상을 분석하고 이해하여 산업적, 의학적으로 유용한
기술과 소재를 개발하는 것이다. 이러한 노력의 일환으로 2005년에 한국학술진흥재단에서 지원
하는 중점연구소로 선정되어 협동연구의 강화와 연구소의 전문화와 특성화를 추구하고 있다.
1996년에는 산학협동 지원실을 설립하여 벤처 활동을 지원하기 시작하였는바, 우리나라에서 벤

처 열기가 불기 전인 1996년 11월에 국내 최초로 대학교 내에 교수와 연구원을 중심으로 벤처
회사를 설립한 바 있어, 성공적 보육 경험을 바탕으로 2001년 12월 유전공학특화창업보육센터
건물 105-1동(약870평)을 확장하여 설립하였으며, 현재 11개 회사가 입주 혹은 등록 되어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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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양연구소
본 연구소는 대학의 해양학 교육과 연구활동을 접합시켜 국제적 수준의 우수한 전문인력 양
성을 뒷받침하며, 우리나라 주변 해역의 연구를 활성화시키고, 아울러 국내 대학들 및 동북아
국가들과의 연구협력을 통해 우리 주변해의 해양 현상에 대한 지식을 확충할 목적으로 1986년
에 설립되었다. 1998년에는 부속시설로서 강원도 동해시 망상동 1～6번지 해안에 지하1층, 지
상3층, 연건평 1,289m2 규모의 건물을 신축하여 ‘동해해양연구센터’를 개소하였다. 연구소의 연
구조직은 기초해양학연구부, 응용해양학연구부 및 대외협력부로 구성되어 있다. 기초해양학연구
부는 해양과학 제 분야의 기초적 연구를 관장하며, 산하에 인공위성 영상자료를 활용한 해양연
구를 수행하는 위성해양학연구실이 있다. 응용해양학연구부는 해양환경의 보전, 해양자원의 개
발 및 기타 국가와 사회가 필요로 하는 분야의 해양 연구를 관장하며, 산하의 해군해양학연구
실 이외에 갯벌환경연구실, 적조연구실, 해양생명공학연구실, 해난재해방제연구실, 또한 해양균
주센터 신설 등의 새로운 연구 활동을 촉진시킬 계획으로 있다. 동해연구센터 앞 해상에는 무
인 해양관측시스템이 계류되어 실시간 유속, 수온 염분 등의 해황자료를 수집하고, 이를 기상
청, 해군, 인접 수산업계에 실시간 제공하는 연구업무도 수행하고 있다. 본 연구소에는 본교 교
수 20여명이 겸임연구원으로 소속되어 연구활동을 하고 있으며, 해양수산부 연구과제를 비롯한
정부, 국내외 연구기관 및 기업체 등으로부터 의뢰받은 많은 연구과제들을 수행하고 있다. 또한
사회봉사활동의 일환으로 2000년부터 매년 6개월동안 해양정책 최고과정 공개강좌를 운영하고
있으며, 2004년부터 매년 여름 초․중학생을 대상으로 한 여름바다학교를 개최하고 있다.

❙ 이론물리학연구소
이론물리학연구소(CTP)는 국내 이론물리 연구자들의 공동연구 및 협력을 통하여 이론물리학
의 발전에 적극 기여하고자 1990년 1월 5일 발족하였다. 이곳에서 하는 연구활동은 높은 수준
의 이론적 논의를 통하여 자연현상을 좀더 잘 이해하고 새로운 물리법칙을 찾아내는 것을 궁극
적인 목적으로 삼고 있으며, 또 고급 물리학에 대한 연구동기를 유발하는 양질의 교육을 실시
하는 것도 중요한 활동 목표이다.
최신 물리관련 정보습득 및 국내 연구 활성화를 위해 국제적 석학의 초청강연, 위크샵, 각종
심포지움 및 세미나 등을 개최하고 아울러 국제학술회의에 학자 파견 및 외국의 연구소들과 상
호방문 연구를 적극 지원하고 있다.

❙ 미생물연구소
본 연구소는 1990년 11월 21일 자연과학대학 부설 연구소로 설립되었고 1997년 3월 1일 서
울대학교 자연과학대학 부속 미생물연구소로 법정화되었다. 기초과학 분야로는 국내 최초의 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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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물학 교육 및 연구기관인 자연과학대학 미생물학과와 우수연구센터인 분자미생물학연구센터
를 모체로 그동안 이 분야에 종사해온 국내 유수의 연구원을 망라하여 새로운 아이디어와 조직
을 구축하여 공동연구를 수행하고, 국제적으로 새로운 지식의 축적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생물
물리학, 생화학, 세균학, 균학, 발효미생물학, 면역학, 미생물생리학, 미생물생태학, 미생물유전학,
분자미생물학 등의 각 연구실에서는 기초미생물학 및 응용미생물학의 연구가 이뤄지고 있으며
미생물의 수집과 분리, 보관 및 분류의 연구를 수행하고 있다. 또한 미생물 관련 정보 및 자료
의 수집과 제공, 국내외 협력 연구활동, 공동기기의 관리 및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연구부 - 수리미생물학연구실, 생물물리학연구실, 생화학연구실, 세균학연구실, 균학연구실,

발효미생물학연구실, 병원미생물학연구실, 면역학연구실, 미생물생리학연구실, 미생물생태학
연구실, 미생물유전학연구실, 분자생물학연구실 등 10 여개의 연구실을 운영하고 있으며,
미생물의 기초과학적 연구 및 자원으로서의 활용에 관한 연구를 수행하고 있다.
∙분자미생물학연구센터 - 본 연구센터는 지난 9년(’90. 4 - 99. 2)간 (1) 환경변화에 대한 방

선균의 적응, (2) 담자균류의 분화에 관한 분자생물학적 연구, (3) 미생물에 의한 수계오염
물질의 정화기능 등, 3개의 총괄연구과제를 과학재단의 지원(SRC 지정)하에 성공적으로 수
행하였으며, 1999년 3월부터는 특정기초연구 유형 센터로 지정되어 미생물의 적응에 대한
분자메카니즘이라는 주제로 한국과학재단의 지원하에 학제간 연구를 수행한 바 있다. 본
연구센터의 목적은 미생물의 적응에 관한 분자메카니즘을 장기적으로는 인간에까지 확장시
킬 수 있는 기초를 마련하는데 있다.
∙미생물자원센터 - 1993년 7월에 설립되어 국내 연구에 필요한 표준미생물 균주와 국내 미

생물학자들이 탐색한 신균주, 개발한 돌연변이주 및 유전자 조작 균주를 수집, 보관, 분양
하는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지난 5년간 한국과학재단으로부터 계속적인 지원을 받아왔으
며 현재, 균주센터의 보유균주수는 13,869개(2000년 8월 기준)에 이르며 주로 세균, 효모,
곰팡이 및 방선균이 주종을 이루고 있다.
∙유전체센터 - 본 연구소에는 자연계와 가공품에서 미생물의 분리(isolation)하여 분류(classification), 동정(identification)하고, 특수한 미생물의 유전적/생리적 기능들을 연구하는 우수한

연구자들이 국내 어느 기관보다 많이 모여있다. 학문적, 산업적으로 중요한 미생물들의 유
전체(genome) 정보를 구축하고, 유전체 산물들의 기능과 상호작용등을 규명하는 기본
database를 구축하고자 하는 것이 유전체 센터의 일차목표이다.
∙공동기기센터 - 본 센터는 각종 실험에 필요한 기기, 장비 등의 효율적인 관리와 사용을

위해 설립되었다. 본 센터에서는 거의 모든 기초적인 실험들은 모두 가능하게 되었고 또한
고가의 기기들이 갖추어져 있다. 최근에는 confocal microscope, electron paramagnetic
resonance spectrometer, Raman spectrometer 등의 기기들이 구비되었고 몇몇 고가의 기기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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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소정의 이용료를 받고 operation을 해 주고 있다. 본 연구센터의 기기들은 공개적으로
사용되고 있다.
∙생물정보학센터 - 학술정보자료를 수집, 보관하며 전산자료를 관리하고 있다. 현재, 본 연

구소내 자료센터가 보유하고 있는 학술지는 40 여종, On-line journal은 30 여종을 구독하
고 있다. 본 센터의 발전계획은 미생물학 관련 균주 정보, 기기 정보, 학술지, 도서 정보의
통합 데이터 베이스를 구축하고 유전체 데이터 베이스, functional genomics/microarray/
proteomics 분석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이를 인터넷을 통해 학내외에 제공하며, 장기적으로

국내 미생물학 정보를 종합적으로 제공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이다.
∙연구지원실 - 기획실 및 행정실에서 연구소의 발전계획을 수립하고 제반 행정업무를 지원

하고 있다.

❙ 수학연구소
수학연구소(RIM)는 순수 수학 및 응용 수학 연구 증진의 목적으로 1990년 1월 발족하였다.
수학연구소는 국내외 연구협력 및 학술 지원활동 뿐 아니라 산업기술 및 경제 전반과 관련된
응용수학의 다양한 연구와 발전적 과제를 수행하고 있다.
수학연구소는 총 5층 규모의 상산수리과학관이라는 자체 건물을 보유하고 있어 국내외 방문
자 연구 및 세미나, 국제학술회의 등을 효과적으로 지원하고 있으며, 5층에 소재한 수학도서관
은 국내외 유수의 서적과 학술지를 완비하고 있어 수학연구소의 산실 역할을 하고 있다. 특히
수학연구소는 2006년 11월 대학 수학교육 인터넷 과제물 처리 시스템인 ‘스누미(SNUMe: Seoul
National University Mathematics e-Learning) 시스템’을 개발하여 본교 수학 교육에 혁신적인 방

향을 제시하였다. 현재 수학연구소는 이 ‘스누미 시스템’을 국내외 대학에 점차적으로 보급하기
위한 각종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다.

❙ 생명공학공동연구원
생명공학공동연구원(Bio-MAX Institute)은 다학제적(Multidisciplinary) 공동 노력과 모험적(Adventurous) 연구개발 정신으로 세계 최우수(eXcellent) 연구와 교육으로써 BT 산업을 발전시키며

차세대 BT분야 리더를 양성하고자 하는 목적으로 2003년 1월에 설립되었다. 생명공학공동연구
원은 이 같은 목적을 이루기 위해 교내 BT 관련 10개 대학의 참여를 바탕으로 Bioscience, Biomedicine, Bioengineering, Bioagriculture가 융합된 다학제간의 새로운 통합 연구 시스템을 구축하

고, 정보기술(IT), 나노기술(NT)과의 접목으로 다학문간의 연계를 통한 새로운 연구 영역을 개척
하고자 5개의 중점연구그룹(시스템 생물학 및 생물공학 연구그룹-System Biology and Biotechnology Research Group, 항체 및 단백질공학 연구그룹-Antibody and Protein Research Group, 기

능성 생물소재 연구그룹-Functional Biomaterial Research Group, 신약개발․기능성 화학유전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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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그룹-Functional and Chemical Genomics Research Group, 바이오 이미징 연구그룹-Bio
Imaging Research Group)을 구성하여 다학제적인 첨단연구를 수행하고자 한다. 생명공학공동연

구원은 외국인을 포함한 국제적 경쟁력을 지닌 최정상급 전문인력을 영입할 예정이며, 최적의
환경 하에서 창의적인 연구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하여 국내 뿐 아니라 동아시아 BT연구의 중심
축으로서 기능하고자 한다. 생명공학공동연구원 내에 BT 분야의 특성화된 연구센터들을 설립,
지원하며 이를 네트워크화 함으로써, 국내 대학 및 연구소에 산재해 있는 관련연구자들의 역량
을 결집시키고 이를 극대화시키고자 산업자원부의 지원하에 ｢Korea 바이오허브센터｣를 설립하
게 되었다.
Korea 바이오허브 센터는 생명현상의 근본적인 메커니즘을 연구하고 과학적으로 증명하여 다

학제적인 연구를 바탕으로 세계적으로 경쟁력 있는 기반기술을 개발하여 바이오산업과 타 산업
간의 연계를 통해 신 산업을 창출하고자 하며, 또한 지역에 분산되어 있는 바이오산업 인프라
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네트워크를 구성하고 우수한 바이오 인력을 양성하여 국내 바이
오산업의 발전을 위한 중추적인 씽크탱크 역할 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산업자원부로부터 총
990억원(5년)을 지원받아 프로테오믹스 관련장비, 세포이미징장비, 분석장비, 유세포분석장비 등

핵심공동연구시설을 구축하여 본 연구원에서 추구하는 다학제간 공동연구와 지역연구센터의 네
트워킹 및 활성화를 위한 기반을 마련하고자 한다.
생명공학공동연구원은 국내외에서 BT 관련 벤처들을 유치하고 기술이전을 통한 연구결과의
산업화 체제를 구축하는 등, Bio-Hub로 기능하여 BT 분야 연구 및 산업화의 중심 역할을 할
것이다.
이밖에도 본 연구원에서는 서울대학교 생명공학 연구의 네트워크를 구축하기 위하여 산하에
바이오공학연구소와 특수생명자원센터를 두고 있다.
∙바이오공학연구소는 급속히 변화하는 생명과학분야의 발전을 꾀하고 이를 응용하여 국내

바이오 관련산업과 연계한 산업화 연구를 추진하고 아울러, 관련분야의 협동연구(BT, NT,
IT)를 통하여 바이오공학 연구에 선도적인 역할을 하고자 한다.
∙특수생명자원센터는 생명과학연구를 위한 특수형질실험동물의 생산, 유지 및 번식 등의 유

전자은행으로서의 기능을 통해 생명과학연구 활성화 및 발전을 도모하는 취지를 가지고 설
립되어 국내 생명공학연구자 및 관련 연구를 지원하는 중요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 간호과학연구소
간호과학연구소는 1995년 인류의 건강증진을 위한 간호과학의 이론과 기술의 발전, 그리고
연구자의 능력 개발과 국․내외 학술교류 활성화를 위하여 설립되었다.
본 연구소는 간호기초이론개발부, 간호중재연구부, 간호정책․정보연구부 등 3개의 연구부서
와 학술부, 출판홍보부, 연구지원부 3개의 지원부서, 그리고 대학간호센터로 구성되어있다. 간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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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이론개발부는 신체, 심리, 사회적 통합체인 인간의 질병, 건강, 안녕에 관련된 기초이론에
관한 연구, 간호중재연구부는 간호대상자의 건강과 안녕을 위한 간호중재 개발에 대한 연구, 간
호정책정보연구부는 기초과학과 임상간호 분야의 정보를 관리하는 연구와 국민 건강과 관련된
간호 정책 연구를 수행하고 있다. 학술부는 학술대회 주관, 학술세미나 등 학술에 관한 업무,
출판홍보부는 매년 발행되는 학술지 “간호학의 지평” 이외에도 연구소와 관련된 보고서 작성
및 홍보 업무를 맡고 있으며, 연구지원부는 외국간호학술지 게재 지원, 연구비 지원단체안내,
통계상담실 및 정보자료실 운영에 관한 업무를 맡고 있다. 그리고 대학간호센터는 실무자 교육
훈련과 대민건강사업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각 부서별로 수행하고 있는 연구과제는 간호기초이론개발부는 “바이오휘드백 훈련을 통한 심
호흡 훈련이 유방암환자의 스트레스, 면역반응 및 삶의 질에 미치는 효과”, 간호중재연구부는
“항암치료 종료 후 환자의 간호요구 사정”, 간호정책․정보연구부는 “능력중심의 관점에서 간호

대학 실습평가 과정” 등이다. 또한 연구소 단위로 “통일을 대비한 남북한 간호제도 통합방안”과
“제 2형 당뇨병 대상자를 위한 웹기반 간호중재 시스템 개발” 등의 연구가 진행 중에 있다.
2005년부터는 아시아 8개국과 함께 “Evaluation of a Self-Help Pack for Heart Attack Patients”

를 주제로 한 멀티센타 연구를 착수하였다.
본 연구소 학술부에서는 최근의 연구동향을 파악하기 위해 교내외 연자를 초빙하여 매 2주마
다 금요학술세미나를 개최하고 있으며 이는 교수와 대학원생이 참여하는 열띤 토론의 장이 되
고 있다. 또한 국내외 학자들과의 학문적 교류를 목적으로 국내 및 국제학술대회를 격년으로
개최하고 있다. 그리고 연구소를 더욱 활성화시키기 위해 국립암센터 연구소 김창민 소장과 미
국 University of Washington 간호대학 교수인 Dr. Margaret Heitkemper를 자문위원으로 위촉하
여 자문을 받고 있다.

❙ 경영연구소
본 연구소는 기업이 현실에서 직면하는 경영상의 문제를 연구․분석하여 이를 보다 합리적으
로 해결하는 방안을 찾고 우리나라 현실에 적합한 기업경영형태 경영학의 발전에 기여함을 목
적으로 1963년 4월 22일 상과대학 부설 한국경영연구소로 설립되었으며 1975년 경영대학 경영
연구소로 개칭되어 오늘에 이르고 있다.
본 연구소는 ｢경영논집｣은 매년 4회, ｢경영사례연구｣는 매년 2회, ｢영문저널｣은 매년 2회 발
간하고 있으며, 최근 경영학계의 핫이슈를 중심으로 매월 SBL(Seoul Business Letter)를 발간하고
있다. 현재까지 발간된 SBL(Seoul Business Letter)를 묶어 “혁신하는 경영, 신뢰받는 기업”이 단
행본으로 발간되었다. 또한 한국기업경영에 대한 역사적 연구를 통하여 한국기업경영의 역사와
변천과정, 이의 성과를 평가하여 미래의 시사점을 제시하는 한국기업경영사 연구사업을 중점사
업으로 수행하고 있다. 한국기업경영에 대한 연구는 본 연구소가 한국기업경영의 중심적 연구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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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서 자리매김은 물론, 국제적 위상제고에도 크게 기여할 것이다.

❙ 노사관계연구소
본 연구소는 우리나라 현실에 적합하며 실제 기업경영에 적용될 수 있는 노사관계 및 인적자
원 이론을 개발하여 산업평화와 기업발전에 기여하기 위하여 1989년 3월에 설립되었다.
노사관계 및 인적자원 문제는 여러 분과학이 연구대상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특성에 따
라서 본 연구소에서는 경영학뿐만 아니라 노동경제학, 노동법학, 산업사회학, 산업심리학 등의
분과학과 학제적인 공동연구를 수행하고 있다. 본 연구소에서는 매년 노사관계 학술연구지인
노사관계연구발간, 국내외 노사관계연구 특별출판물 간행, 노사관계연구를 위한 콜로키움 및
국제학술세미나 개최, 노사관계관리를 위한 조사․연구사업 및 지도사업을 실시하고 있다.

❙ 경영정보연구소
본 연구소는 경영문제에 대한 시스템적 접근방법을 개발하고 그 과정에서 정보의 효율적인
활용에 대한 연구를 활성화하자는 요구에 부응하고자 1989년 6월에 설립된 연구기관이다. 생산
관리를 전공하는 교수들을 중심으로 제조. 서비스부분의 생산효율성 정보 활용에 대한 계량․
시스템적 분석에 의한 연구를 추진하고 있으며, 기술적인 분석을 위하여 공대와 타교의 정보통
신 기술관련 학과의 교수들을 연구원으로 참여시켜 공동연구를 추구하고 있다. 디지털 시대에
Issue가 되고 있는 주제들로 매월 Workshop을 개최하여 국내외 교수들의 아이디어와 정보의 교

환으로 연구활동의 활성화는 물론 연구내용의 첨단화를 기하고 있다. 또한 연구활동이 활발한
외국 학자들을 초빙, 매년 국제학술대회를 개최하여 선진학문의 소개 및 우리 교수들의 연구업
적에 대한 국제적인 타당성을 제시하고 있다. 본 연구소의 연구활동과 성과를 게재하기 위하여
1990년도부터 정기학술지인 경영정보논총을 매년 발간하고 있다.

❙ 증권․금융연구소
본 연구소는 우리나라 재무관리의 학문적인 발전과 금융산업의 효율적인 발전에 기여하고자
1992년 1월에 설립되었으며, 국제금융시장의 통합과 시장개방이 가져올 경쟁상황을 슬기롭게

대처하기 위하여 재무관리와 금융분야를 전공하는 학자들이 연구와 교류를 통해 건전한 자본시
장 정책의 추진방향을 제시하고, 금융산업에는 효율적 경영을 위한 이론적 바탕과 기법을 제공
하여 경쟁력을 높이는 동시에 안정적인 금융산업의 발전을 도모할 필요성이 있다. 이에 본 연
구소는 이러한 금융산업을 둘러싼 환경의 변화에 대응하여 우리나라의 현실에 맞는 금융산업에
관한 이론과 모형을 개발하고 금융산업이 당면한 제반 경영 문제를 해결하며 앞으로 금융산업
이 나아가야 할 방향을 제시하고 있다. 또한, 국내외에서 이루어진 금융관련 연구결과를 널리
보급하고, 세미나 및 국제학술대회를 개최하며, 금융산업에 종사하는 사람들을 위한 교육, 학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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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그램을 마련하여 우리나라 금융산업의 합리적 경영에 기여하고 있다.

❙ 반도체공동연구소
반도체공동연구소는 반도체분야의 대학 기초공동연구, 학부과정과 석․박사과정 학생들의 실
습교육, 기업체 기술자의 재교육 및 산․학․연 공동연구를 수행하기 위해 1985년에 설립되어
정부의 지원으로 1988년 10월에 본관(1,402평, Fab.500평)이 완공되었으며, 반도체 설계연구를
위한 설계연구관 1,2,3층(1,016평)이 2000년 11월에 디스플레이연구시설 4,5층(695평)이 2005년
6월에 완공되었다. 반도체공동연구소는 첨단 반도체 미세 가공기술을 보유하고 있는 국내 유일

의 대학 공동연구 시설이다. 전국대학의 석․박사 과정 학생들의 실습교육을 통해 고급 두뇌를
배출함은 물론, 관련 대학 및 산업체와의 공동연구를 통해 새롭게 개발, 창출된 기술을 함께 공
유함으로써 반도체 산업의 질적 향상에 기여하고, 미세 가공기술을 다양한 학문분야에 적용시키
며 NT, IT, BT 등 새로운 과학기술이 창조되는 연구기반을 제공한다. 반도체공동연구소는 지난
16여년 축적한 미세 가공기술을 바탕으로, 0.1㎛ 이하 나노 CMOS 기술, 100㎓급 Ⅲ-Ⅴ 반도

체 전자 및 광소자, 나노기술을 이용한 미래형 기억소자 및 물질, 평판디스플레이 장치를 위한
새로운 기술, 통신, 컴퓨터를 포함하는 멀티미디어 칩 설계 기술, 새로운 하드웨어-소프트웨어
통합 설계 기술 등 새로운 학문분야와 기술을 개발할 것이다.
부설센터로는 디스플레이연구센터, 마이크로시스템기술센터, 내장형시스템연구센터가 있으며
지원센터는 나노기억매체연구단, 초미세생체전자시스템연구센터 등이 있다. 또한 (주)나노트론,
(주)GCT 등 2개의 반도체 및 나노관련 벤처를 보유하고 있다.

❙ 공학연구소
본 연구소는 공학기술의 최신 이론과 실제 응용에 관한 연구를 수행하고 이에 따르는 제반업
무를 지원하기 위하여 설립되었다. 서울대학교 공과대학이 보유한 우수한 연구진과 시설을 교육
활동뿐만 아니라 기술발전에 활용하게 함으로써 국내 산업발전에 기여하고자 함이 본 연구소의
설립목적이다. 현장적용 기술개발은 각 산업의 현장에서 이루어질 수도 있겠으나, 고도 기초기
술 영역에 이르면 이에 대한 해결을 대학의 전문연구소에 위촉 연구하도록 함이 효율적이다.
이러한 요구에 부응하는 것이 본 연구소의 사명이기도 하다. 정부기관을 비롯한 국영 기업체나
일반 기업체에서 위촉하는 연구과제는 공학연구소 내의 연구부에서 개별 또는 공동으로 수행하
게 된다.
위와 같은 연구 활동과 더불어, 본 연구소는 정기적인 보고서 간행을 비롯한 출판사업과 국
내외 대학 및 연구소와의 정보교환을 행하며 국내공학 기술자의 재교육과 훈련사업도 추진하고
있다. 또한, 서울대신기술창업네트워크센터에서는 신기술 벤처기업 창업을 적극 지원하고 있다.
이 밖에도 본 연구소에는 공학교육연구센터, 방재안전관리연구센터, 건축건설기술개발연구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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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멘트 및 콘크리트연구센터, 생물화학공학연구센터, 레이저계측기술연구센터, 신기술창업네트워
크센터, 환경소음진동연구센터, 교량신기술연구센터, 지반환경연구센터, 빗물이용연구센터, 도시
연구센터, 공간정보연구센터, 신공간경기술연구센터, 세라믹수동소자연구센터가 있다.

❙ 신소재공동연구소
신소재 공동 연구소는 산․학․연 협동 연구 체계의 구축을 통해서 산업 발전의 기반이 되
는 신소재의 연구 개발과 인력 양성을 목표로 설립되었다.
연구소는 원활한 연구 수행을 행정적으로 지원하는 기능을 수행하는 운영부와 각종 재료의
분석을 수행하는 연구지원부, 산학 연계 연구를 기획하고 산업체 기술 지원 업무를 수행하는
산학협력부를 가지고 있다.
그리고 주요 과제를 집중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 산하에 센터와 연구단을 구성하고 있다.
2006년 현재 산학기술센터와 철강연구센터, 마그네슘기술혁신연구센터가 설치되어 관련 분야의

연구 추진을 활발하게 진행하고 있으며, 스핀파동역학소자연구단은 첨단 특성을 가진 재료 연구
를 수행하고 있다.
산학협력부는 금속 및 세라믹 재료들의 신 기능을 연구하는 구조재료실, 반도체를 포함하여
IT 및 NT 산업의 기초가 되는 재료들을 연구하는 전자재료실, 그리고 BT 및 ET 산업을 포함

하여 새로운 기능성 재료로 각광받고 있는 유기 재료를 연구하는 섬유고분자 재료실로 구성되
어 있으며, 각 실간의 상호 연계 연구도 활발하다.
또한 재료의 분석을 통하여 연구소, 서울대학교 내부, 외부 연구를 지원하는 연구지원부는 각
종 전자 현미경, X선 분광기, Auger, XPS, EBSD, 주사탐침현미경 등 첨단 장비를 갖추고 다양
한 소재의 내부와 표면의 조직, 결정구조 등 재료의 평가 개발에 필요한 분석을 행하고 있다.

❙ 자동화시스템공동연구소
자동화 및 시스템 분야의 핵심 기반 기술의 연구와 개발, 전문 인력의 배양과 산업체 제공을
목표로 세워진 연구소로서, 신기술연구부에서는 자동화 및 시스템 분야의 핵심 기반 기술의 연
구와 개발, 전문 인력의 배양과 산업체 제공을 목표로 세워진 본 연구소의 신기술연구부에서는
제어정보시스템, 지능제어, 항법유도제어, 컴퓨터비젼, 지능로봇, 실시간초고성능DB, 지능연산제
어, 그래픽스 및 미디어, 시각정보처리연구, 항법전자시스템연구 등의 분야를 연구한다. 또 산업
응용연구부에서는 신기술연구부에서 연구된 내용 및 기존의 기초기술 등을 산업용으로 개발, 실
용화하는데 역점을 두고 있다. 비선형시스템, 마이크로/나노시스템 및 제어, VMS, CIM, 플랜트
제어, 지능제조공학, 최적강인제어, 시스템전자, 실시간운영체제, 제어 및 동역학연구 등의 연구
를 수행한다. 자동화연구소는 국내 기업이 미래의 국가 경쟁력에서 우위를 점하기 위해 필요한
신기술 이전과 혁신적 교육을 계속해서 제공할 것이다. 그리하여 정부․대학․산업체간 협동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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센터역할을 수행함으로써 국내 자동화시스템 기술을 국제적 수준으로 향상시키는데 주도적 역
할을 수행할 것이다.

❙ 컴퓨터연구소
국내의 첨단 컴퓨터 원천기술을 발전시켜 국가 경쟁력의 우의를 확보하기 위한 목적으로 삼
성그룹의 지원으로 1989년 10월에 설립되었으며, 컴퓨터분야 최첨단 기술의 연구개발뿐만 아니
라, 전국의 각 대학, 산업체 및 연구소간의 상호 협력적 연구의 구심점 역할을 하고 있다. 정보
기술(IT)과 관련하여 고급 인력 양성과 계속교육 등을 통하여 국내 컴퓨터산업의 성장에도 크게
기여하고 있다.
분산 병렬 시스템, 실시간 및 내장형 컴퓨터, 생명 정보기술, 차세대 네트워크 등의 중점 연
구분야를 포함한 차세대 컴퓨터 신기술의 개발을 통한 세계화 및 선진기술의 포착화를 위해 컴
퓨터공학 및 컴퓨터과학의 제 분야에 대한 연구를 수행하고 있다.

❙ 정밀기계설계공동연구소
본 연구소는 기술의 난이도가 높아 이론적 접근이 필수적이고 기계 외적 분야인 전자, 컴퓨
터, 신소재, 제어 및 생명관련 기술이 기계 고유설계기술과 융합되어 개발되는 첨단핵심부품 및
제품에 대한 연구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설립되었으며 주요기능은 다음과 같다.
－ 정밀기계기술 및 설계기술의 고도화를 위한 기업과의 공동연구 수행 및 창의력과 실무경

험을 갖춘 연구인력을 산업계로 배출
－ 산업체와 대학연구소의 협동을 통한 대학의 풍부한 연구인력의 활용
－ 고도의 기계기술 연구 개발에 필요한 고가 기자재와 기술 정보의 공동 활용 및 대학간의

협동연구 수행
－ 급격한 기술 변화에 적응할 수 있는 공학교육의 개선, 산업체 기술자의 재교육 및 정책연

구 수행

❙ 뉴미디어통신공동연구소
본 연구소는 급격히 증가되고 있는 뉴미디어 통신기술분야의 기술 및 인력 수요에 대응하기
위하여 관련 핵심 기반기술의 연구개발과 고급인력의 장기적인 양성․배출을 목적으로 한다.
주요 연구분야로는 통신시스템연구부에서 무선통신, 이동통신, 위성통신, 신호전송, 통신이론 분
야에 관한 연구를, 통신망연구부에서 유․무선 초고속 네트워크, 데이터통신망, 유비쿼터스네트
워크, 인터넷, 교환기 및 정보통신시스템 분야에 관한 연구를, 신호처리연구부에서 음성신호처
리, 영상신호처리, 음향 및 고선명TV 분야에 관한 연구를, 마이크로파연구부에서 RF소자 및 회
로, 전자장 해석, 광소자 및 전파 분야에 관한 연구를 수행하고 있다. 학술 및 교육활동으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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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미디어 및 통신분야 전문가를 국내․외에서 초청하여 정기세미나를 개최하고 있으며, 산업체
엔지니어 및 외부 연구소 연구원을 대상으로 하는 하계 단기 계속교육 강좌와 산업체를 대상으
로 하는 원격강의를 통하여 산업체 기술인력의 재교육에 활용함으로써 국내 산업체의 기술력
향상과 국가 경쟁력 제고에 이바지하고 있다.

❙ 에너지자원신기술연구소
현재 우리가 이용하고 있는 에너지 자원은 그 양이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활용효율을 극대화
하고 재활용할 수 있는 기술이 요구된다. 또한 에너지자원의 개발, 활용에서 야기되는 대기오
염, 수질오염, 토질오염 등 환경파괴의 문제에 대한 대처 방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
이와 같은 여러 당면과제의 해결을 위해 본 연구소는 에너지자원분야의 핵심 기술 집단을 형
성하여 교육 및 연구능력을 향상시킴으로서 고급기술인력의 양성과 산업기술자의 재교육에 이
바지하며 최신연구기자재를 확보하고 공동 이용함으로써 관련 산업체, 연구기관과의 협동체제를
공고히 하는 목적으로 1991년 12월에 설립되었다.
현재 소장(강주명 교수)과 운영위원회, 자문위원회를 중심으로 하여 자원개발 연구부, 신에너
지연구부, 환경 및 자원정책 연구부로 조직을 개편하여 연구부서의 활동과 산학연 협동 The
Energy Institute, Pennsylvania State University 등의 국외 연구기관과 국제 학술교류를 통해 에

너지 자원 신기술의 기반확충 및 기술개발의 활성화에 기여하고 있다. 자원개발전문인력 양성프
로그램인 “자원개발아카데미”, 교육인적자원부 BK21 에너지자원인력양성사업단, 서울대학교 에
너지시스템공학부 등 산학연계를 통한 Energy Global Leader를 양성하는 중심에 서 있다.

❙ 해양시스템공학연구소
조선․해양산업의 발전에 기여할 첨단기술 개발과 차세대 조선․해양산업을 주도할 고급 기
술인력 양성을 목적으로, 대우조선해양(주)의 지원을 얻어 1993년에 해양시스템공학연구소
(RIMSE)가 설립되었다. 본 연구소는 이에 조선해양공학 관련산업체와 유기적인 협력관계를 구

축하여 산학연 공동연구활동을 활성화에 노력하는 한편 소속 연구원들의 과제수행과 연구활동
을 지원하고 있다. 또한 차세대 선박의 필수적 첨단요소기술을 개발하고 해저자원의 개발과 해
양환경의 보전에 필요한 해양공학분야의 연구활동을 통해 우리나라 조선해양산업의 기술경쟁력
향상에 앞장서고 있다.

❙ 화학공정신기술연구소
본 연구소는 현재 김화용 교수를 제 6대 소장으로 하여 서울대학교 공과대학 내의 화학공정
기술 분야의 교수들이 중심이 되어 화학공정 기술의 연구개발과 보급, 고급 전문기술 인력의
양성, 기타 화학산업의 발전에 필요한 사업을 수행할 목적으로 SK(주)의 지원으로 1996년 12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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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설립되었다.
지속적인 인력양성을 위해 화학공학 계속교육을 매년 2회 실시하고 있으며, 각종 국내, 국제
적 규모의 심포지엄을 개최하여 국내 화학공정 기술의 발전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또한 산학
연 협력체제 구축을 바탕으로 활발한 연구를 진행 중이다.
본 연구소에는 5개의 연구부 산하 16개 연구실과 안전 및 방재센터, 화학공정 정보센터 등 6
개의 센터 그리고 운영부가 있으며 연구분야는 다음과 같다.
－ IT 연구부 : 고분자 박막 연구실, 지능공정 시스템 연구실, 소자공정 연구실
－ BT연구부 : 단백질 신소재 연구실, 효소 및 환경 생물공학 연구실
－ ET연구부 : 공정 시스템 및 안전연구실, 전기화학 에너지 변환공정 연구실, 환경재료 및

공정 연구실, 광 및 전기화학에너지 연구실
－ NT연구부 : 산화물 나노 결정 연구단, 표면공학 연구실, 분자촉매 및 반응공학 연구실
－ FT 연구부 : 열물성 연구실, 유변공정 연구실, 초임계유체 공정연구실, 미세유변학 연구실

❙ 항공우주신기술연구소
본 연구소는 항공기술․우주기술․생산기술․항공교통운항․항공안전연구부 등 5개 부서를
주축으로 관련분야 연구에 매진하고 있으며, 수행된 기초연구 결과를 국책연구소 및 항공우주산
업체의 비행체 설계에 구체적으로 적용할 수 있도록 산․학․연간의 유기적인 협동체제를 구축
하여, 항공우주산업기술의 국제 경쟁력을 강화시키는데 중점을 둔다. 또한, 항공우주 핵심기술의
기초연구를 공고히 함으로써, 연구개발 업무에 종사하게 될 고급 기술인력을 안정적으로 양
성․배출하고 있다.
위의 연구활동과 더불어, 본 연구소에서 디지털항공기술혁신센터를 설립하여 선진 항공우주산
업국으로 도약하기 위해 항공우주산업을 21세기 전략산업으로 육성하고 있다.

❙ 차세대융합기술연구원
본 연구원은 서울대학교와 경기도의 지원을 받아, 글로벌 첨단기술경쟁시대의 산업 경쟁력
확보를 위해 기존 학문의 틀을 넘어서는 융합적 교육과 새로운 연구 영역 창조를 주도하기 위
해 2004년 11월에 설립되었다. 경기도로부터 수원시 영통구 이의동 “산학연 첨단 R & D 단
지” 내에 8만평(1단계 45,000평, 2006년 이후 2단계 25,000평)과, 1단계에 건평 18,000평의 실
험 및 교육시설을, 2단계에 Research park와 기숙사 등 부대시설을 제공 받게 되어있다. 2007년
1월 입주예정이며, 연구 내용은 나노 기술, 바이오 기술, 차세대자동차 기술, 휴먼테크 기술, 디

지털콘텐츠 기술, 환경 기술, 유비퀴토스 컴퓨팅 기술을 기반으로 한 이들의 융합 기술 개발을
목표로 하고 있다. 그러나 연구 내용은 사회 수요의 변화에 따라 언제든지 그 분야를 바꿀 수
있도록 되어 있다. 이를 위한 방편으로 어느 연구 그룹이나 초기 탐색연구를 수행할 수 있도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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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하며, “탐색-스튜디오-센터”의 형태로 연구 그룹을 키울 수 있도록 제도적으로 지원한다.
관악 캠퍼스의 교수가 겸임을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이들을 유치하기 위해 관악 캠퍼스에
없는 대규모 또는 고가의 실험실을 구축하여 연구 장비나 시설을 통한 학제간 협동 연구를 유
도하고자 한다. 그 예로 항온 항습 실험실, 전파 차단실, 청정실, 엔진 무향실, 모션 캡쳐 스튜
디오, 해양 환경 수조실 등이 계획되어 있다. 규모는 서울대 겸무 교수 80여명과 경기도 소재
대학 및 연구소 소속 교수 초빙교수 35명 내외에, 석 박사 과정 상주 인원이 총 500명 정도를
계획하고 있다.

❙ 건설환경종합연구소
건설환경종합연구소는 한국에서 첨단 기술인력을 양성하고, 혁신적인 건설기술을 개발하여 건
설환경 및 제분야의 국가 경쟁력 확보에 기여하기 위한 취지로 서울대학교의 지구환경시스템공
학부와 건축학과가 협력하여 설립하였다.
연구소의 세부적인 설립목적은 학술적 측면, 산업적 측면, 국제적 측면으로 구분되며, 학술적
측면에서는 국제적 연구중심 선도대학으로서 필수 건설인력 양성과 기술연구에 필요한 첨단의
대형실험시설 확보, 국가기반시설 시스템 건설 및 유지에 필요한 기술의 학제간 연구개발, 21세
기 첨단 건설기술개발 전문인력 양성 및 기술자립과 기반구축에 필수적인 기초연구수행이 목적
이다. 산업적 측면에서는 매년 한국 GDP의 14% 이상을 차지하는 건설산업의 지속적인 발전을
위하여, 건축-토목 및 설계-시공의 Fusion을 통한 새로운 PARADIGM 창출이 목적이다. 국제적
측면에서는 건설기술의 국제경쟁력 강화를 위한 첨단 건설기술 연구 및 원천기술 확보, 동아시
아 거점으로서 국제건설정보 HUB 구축이 목적이다.
연구소의 조직은 연구소장의 효과적인 업무와 함께 자문위원회, 운영위원회를 두며, 지원연구
센터, 특수목적 연구센터, 대형구조 실험동, 대형수리실험동, 전문연구부로 구성된다. 지원연구센
터에는 건설정책 및 기술이전센터와 건설연구정보센터가 있으며, 특수목적센터에는 동아시아 교
류개발연구센터, 지진공학연구센터, 빗물이용연구센터, 방재안전관리연구센터가 있고, 대형구조실
험동 및 대형수리실험동의 운영을 위한 운영관리부가 있다. 전문연구부에는 건축도시설계연구
부, 환경기술연구부, 친환경수자원 및 해안연구부, 구조안전연구부, 지반 및 지반환경연구부, 차
세대 교통기술연구부, 건설신재료연구부, 건설관리연구부가 있다.

❙ 농업생명과학연구원
서울대학교 농업생명과학연구원은 기존의 농업개발연구소(1967년 설립)를 모체로 농업생명과
학대학내 여러 연구소들을 하나의 기구로 통합하고 새로이 몇몇 연구소들과 센터를 신설하여
효율적인 연구지원 관리체계를 갖춘 종합연구원으로 2001년 9월 1일 설립되었다. 연구원내 연
구기관으로 농업생산․가공기술연구소, 식물환경과학연구소, 임업과학연구소, 축산과학기술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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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 북한․해외농업연구소, 지역개발․조경연구소 및 농생명과학정보연구소의 7개 연구소와 지
원기관으로 농업과학기술센터와 연구기획지원실을 설치하여 농업생명과학분야의 연구 역량을
극대화하고 결집시키며, 산․학․연 협동연구 활동을 확대시켜 국제 공동연구와 협력사업을 보
다 체계적으로 추진하여 농업생명과학 발전에 선도적 역할을 하고, 농생물 자원의 안정적 공급
과 이용, 농촌 및 지역사회의 진흥, 환경친화적인 농생명과학 분야의 효율적인 연구를 통하여
21세기 농업생명과학을 주도하고 있다.

❙ 농업생물신소재연구소
농업생물신소재연구소는 차세대 한국농업을 위한 생물신소재의 개발과 응용기술의 확보를 통
해 농산물의 안정적인 생산을 도모하고 부가가치를 증진시켜 한국농업의 선진화를 이룩한다는
목표를 가지고 1991년 한국과학재단 우수연구센터로 지정되었다. 자연계의 생물체내에 존재하
고 있는 유용한 신물질을 찾아내고 이를 유전자공학, 효소공학 및 생물공학을 이용한 생명공학
기법을 통해 신물질의 산업적 생산과 농업적 이용을 위한 기초 및 응용연구를 목적으로 한다.
연구소가 지향하는 핵심 농업생물신소재는 농업미생물유래의 1) 식물병 저항성 관련 유전자
소재, 2) 기능성 생물신소재, 3) 고부가가치 식품신소재로 설정하고, 종합적이고 유기적인 협동
연구 체계로 신소재를 탐색 분리, 정제하며 구조결정, 생합성 메카니즘 규명, 대사조절 등의 기
초 및 응용연구를 수행하고 있다.
해마다 농업생물공학과 관련된 국제심포지움을 개최하여 폭넓은 학술토론의 장을 마련하고,
연구결과를 모아 매년 영문연구보고서를 발간하여 유관기관에 배포하고 있으며, 고가의 최신연
구장비를 구비하여 연구지원 및 교육연수(workshop)에 활용하고, 국내 타 대학, 연구소 및 산업
체와 공동으로 활용하고 있다.

❙ 조형연구소
본 연구소는 조형연구에 관한 전문기관으로 설립되었으며, 현대조형예술의 학문적 연구와 창
작의 순수성 연구이며 특히 창조적 능력의 개발, 새로운 표현과 기법의 실험 등 여타 현대의
과학 기술과의 접목을 통하여 종합적이며 체계적인 지적 경험의 연구가 그 특성으로 볼 수 있
다. 조형전반에 대한 이론적, 작품을 통한 실제적 연구를 통해 우리나라 조형연구의 발전과 국
가와 사회의 제 정책 사업에 기여할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이를 위하여 이론적 연구, 국내
외 조형과 관련된 문헌 및 자료의 수집, 정리, 조형지 발간, 조형 및 관련분야의 교육 및 교육
과정 연구, 국내외 학자의 초청과 학술 교류 및 작품교류 전시를 통해 국제적인 연구협력을 도
모하고, 아울러 개발사업을 수행하고 조형문화의 향상과 발전에 기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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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학연구소
본 연구소는 법의 이론과 실제를 연구하여 한국의 법학과 법률문화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
로 한다. 이를 위해 연구와 용역사업은 금융법센터, 기술과법센터, 법의지배센터, 공익산업법센
터가, 학술문헌의 발간은 간행부가, 연구발표회, 학술대회 등은 연구부가 주축이 되어 활동하고
있으며, 학내의 각종 기관을 위한 법률자문을 담당하는 법률자문실을 두고 있다. 정기간행물로
｢서울대학교 법학｣(계간), ｢Business, Finance & Law｣(격월간), ｢Law & Technology｣(격월간)를 발

간하고 있고, 부정기간행물로 ｢법학학술총서｣와 ｢법학연구총서｣를 발간하고 있다.

❙ 교육종합연구원
본 연구원은 학제간 연구를 통해 각 분야의 교과교육을 심도 있게 연구하고, 실천적인 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하기 위한 목적으로, 사범대학 내 기존 연구소들을 통합하여 1997년에 설립된
종합연구 기관이다. 본 연구원 산하에는 외국어교육연구소, 사회교육연구소, 과학교육연구소, 과
학영재교육센터, 평생교육연구센터, 특수교육연구부, 연구조정실 등이 있으며,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다.
∙외국어교육연구소 : 외국어교육 전반에 관련된 외국문학, 어학 등의 기초학문 및 외국어교

육 정책, 교원교육, 교재개발 등 실천에 관한 연구
∙사회교육연구소 : 역사, 지리, 사회, 윤리의 교육 전반에 관련된 기초학문 및 통일이념 등

실천에 관한 연구
∙과학교육연구소 : 수학, 과학의 교육 전반에 관련된 기초학문 및 과학교육정책, 교원교육,

교육과정, 교재개발 등 실천에 관한 연구
∙과학영재교육센터: 수학, 과학, 정보 분야 영재교육과 관련된 연구, 교육프로그램 개발, 상

담, 교사교육, 중학교 영재학생의 선발 및 교육 등 실천에 관한 연구
∙평생교육연구센터: 평생교육 이론, 제도와 정책, 프로그램에 관한 연구 및 개발, 평생교육

전문가 연수, 이를 위한 대외협력에 관한 연구
∙특수교육연구부: 학습부진아 교육, 특수장애인 교육에 관련된 이론과 실천에 대한 연구
∙연구조정실: 학제간 연구의 기획, 조정, 학술 정보의 수집과 관리, 연구원의 출판사업, 국제

교육 및 기타 연구 지원
본 연구원에서는 교육 현안을 집중적으로 조명하고 그 해결책을 논의하기 위해 매 분기별로
‘사범대 교육 포럼’을 개최하고 있으며, 한국학술진흥재단 등재후보 학술지인「The SNU Journal of Education Research」를 매년 발간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평생교육연구센터는 관악구가

평생학습도시를 조성하는데 필요한 프로그램의 기획, 연구 및 개발을 주도하였고, 관악구는 교
육인적자원부로부터 평생학습도시 및 과학문화도시로 선정되는 영예를 안았다. 과학영재교육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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터는 학문 연구에 기초하여 국가적 차원에서 추진하고 있는 과학영재 육성의 효과를 높이기 위
해 서울시 중학교 영재학생들을 대상으로 과학영재 교육을 직접 실시하고 있다. 이와 같이 본
연구원은 설립 이래 교육 전반에 대한 연구와 실천을 꾸준히 확대해 나가고 있다.

❙ 교육연구소
교육연구소는 교육 전반에 관한 기초연구, 학교교육 개혁을 위한 응용 및 개발 연구, 교육정
책 연구, 각종 교육의 비교 연구를 통하여 교육이론 및 교육실제의 문제를 전문적으로 연구하
여 한국교육의 발전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1963년 10월 21일에 설립되었다. 본 연구소는
현재까지 약 140여건의 연구과제를 수행하였으며, 35종의 모노그래프를 발간했다.
구체적인 사업으로는 ‘관악교육정책포럼’ 개최, 국제학술대회 개최, 국문 및 영문 국제학술지
발행 등이 있다. 1997년부터 시작된 ‘관악교육정책포럼’은 서울대학교 교육학과와 교육행정연수
원이 공동으로 매년 1회 혹은 2회, 새로운 교육정책과 제도 중 쟁점이 되는 주제를 선정하고
각계의 전문가들을 초빙하여 광범위하고도 전문적인 토론회의 형식으로 개최하고 있다. 또한,
본 연구소는 2000년부터 국제학술대회인 International Conference on Education Research를 매년
개최하고 있으며, 2종의 교육학 학술지―영문 국제학술지 ｢Asia Pacific Education Review｣와 국
문학술지 ｢아시아교육연구｣―의 편집 및 발간 사업을 추진함으로써 기존의 교육학 연구활동과
더불어 한층 더 밀도 있는 사업들을 수행하고 있다. 특히 국제학술지 ‘APER’는 2005년 SSCI에
등재됨에 따라 앞으로 보다 활발한 연구지원사업으로 자리잡게 될 전망이다.

❙ 스포츠과학연구소
본 연구소는 체육 이론과 실제 전반에 걸친 연구와 신체 움직임을 중심으로 일어나는 과학적
현상들을 연구하고, 체육 교육과 스포츠 관련 분야의 발전 및 국민 체력 향상을 도모함으로써
국가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1978년에 설립되었다. 본 연구소에서는 체육학 연구의 양적 확
대와 질적 심화를 위하여 1년에 2회 <스포츠과학 연구소 논집>을 발간하고 있으며, 이와 함께
연구소보 등 각종 학술지를 발간 보급하고 있다. 또한 각종 학술연구사업이 진행 중에 있으며,
국내외 저명학자들을 초청하여 심포지엄, 학술강연회 등을 개최함으로써 체육학분야의 학술연구
를 촉진함과 동시에 다양한 연구 성과 확산에 주력하고 있다.

❙ 국어교육연구소
본 연구소는 1993년 설립된 국내 유일의 국어교육학 및 한국어교육학 연구 기관으로서 국어
교육 연구 및 외국어로서의 한국어교육 연구의 체계화, 세계화를 지향한다.
본 연구소의 주요 연구 분야는 국어교육 및 한국어교육 연구분야로 대별된다. 국어교육 분야
에서는 각종 국어교육 연구사업 및 학술대회 개최, 국어교육과정 및 중고등학교 교과서 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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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스미디어․하이퍼미디어와 국어교육 연구, 근현대 민족어문교육 기초 연구, KBS 뉴스원고 검
토사업 등 이론적 실천적 활동을 활발히 전개하고 있다. 한국어교육 분야에서는 세계 각 국의
한국어교육학자들이 참여하는 국제학술회의 개최, 외국인을 위한 한국어 교재 개발, 한국어교육
관련 국제 교류 확대 등을 통해 한국어교육의 체계화 및 이론화에 기여하고 있다.

❙ 생활과학연구소
본 연구소는 의․식․주, 소비환경 및 아동, 여성, 노인 및 가족생활의 문제를 과학적으로 접
근, 해결함으로써 국민생활의 질적 향상에 기여하고자 하는 목적으로 설립되었다. 그동안 생활
과학대학 내의 학과간 공동작업을 진행하는 유일한 창구 역할을 담당해 왔으며, 대학의 연구
및 사회봉사기능에 대한 사회의 요구에 발 맞추어, 산학 협동 연구와 대민 사회 봉사를 수행하
고 있다. 본 연구소는 생활상담교육센터, 생활상품개발센터, 연구부, 중앙기기실 및 정보실로 구
성되어 있다. 생활상담교육센터는 상담 및 교육사업을 중점적으로 수행하며, 일반인을 대상으로
교양강좌실시, 의․식․주, 소비 및 가족생활에 관련된 문제 상담, 생활과학 관련분야의 전문가
재교육, 생활관련 교육프로그램 개발 및 사회교육을 실시한다. 생활상품개발센터는 산학협동연
구를 중점적으로 수행하며, 가정생활에서 소비자들이 원하는 상품과 서비스를 기업 및 공공기관
이 제공할 수 있도록 생활과학에서 연구된 자료를 관련 산업체와 상호 교환하고, 새로운 생활
상품을 개발하고 생활 환경 개선방안을 연구한다.

❙ 수의과학연구소
수의학은 소득수준의 향상과 문화의 진보와 함께 반려동물에 대한 사회적 수요 증가, 동물
질병의 예방 치료 및 방역 수요의 증대, 진료 대상 동물의 다양화, 식품 및 의약품 안전성의 중
요성 증가, 신물질 개발의 가속화 등의 변화를 맞이하고 있다. 본 연구소는 연구와 산학협동을
통하여 이러한 사회적 요구에 부흥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1981년 4월부터 1년여의 준비기간을 거쳐 서울대학교 규칙 제588조에 의거, 1982년 11월 17

일 설립된 수의과학연구소는 기초과학연구, 응용과학연구 및 임상과학연구와 각급 공공기관과
민간기업체가 의뢰하는 용역연구 및 개업수의사들의 졸업 후 평생교육을 담당하고 있다. 본 연
구소에는 수의과대학 교수 38명과 조교 10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연구소장과 기획과 연구를
담당하는 기획연구부 그리고 3인의 행정요원으로 구성된 행정실에 있다. 본 연구소의 운영위원
회는 연구소 운영에 관한 기본계획수립, 규정의 개정 및 보완, 기타 사항을 심의, 의결하여 집
행토록 하고 있다. 최근 학술진흥재단으로부터 인수공통질병연구를 위한 중점연구소로 지정을
받아 수의과학연구원으로 확대․개편을 추진 중에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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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종합약학연구소
본 연구소는 인류의 건강에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신의약품을 연구하는 연구자의 결
집체로서 신약개발을 위한 연구기반 구축, 기술개발 및 국내외 연구자의 교류를 설립 목적으로
하고 있다. 설립 이후 본 연구소는 연구원에 대한 연구비 지원을 통하여 기초약학 연구를 진흥
하고, 산학협동연구를 통한 제약기업의 현장 애로 기술 해결에 많은 기여를 하고 있다. 또한 본
연구소는 신의약품 관련 전문가를 교육․양성하고 약학의 여러 분야에 종사하고 있는 신의약품
전문가에 대한 계속교육까지 그 영역을 확장하고 있다. 그 일환으로 실습제약공장을 설립하여
학생들에 대한 현장 교육은 물론 제약현장에 근무하는 인력에 대한 계속교육의 기반을 마련하
였다. 국내의 연구자가 방문연구를 수행함은 물론 중국 등 외국인 대학원생 및 연구원들이 방
문 연구를 수행하여 국제간 학문 교류를 활발히 하고 있다. 또한 본 연구소에서는 교수나 연구
원이 연구 결과를 바로 산업화할 수 있도록 실험실 벤처를 육성하고 있다.

❙ 천연물과학연구소
천연물과학은 육상 및 해양 생물자원을 대상으로 이차대사 과정에서 생성된 미량 성분을 탐
색하고, 생물학적 효용성을 검색하여, 고부가가치 유용 천연물의 개발과 생산을 담당하는 학문
분야로서, 천연물 자원분류기술(천연물소재의 보존, 분류, 생산, 경제성), 천연물 성분화학 기술
(천연물 성분의 분리, 정제, 구조 결정 및 합성), 천연물생물활성탐색기술(천연물생체기능성 탐

색) 및 천연물 문헌정보 기술(천연물 연구 결과의 접근, 평가, 정보화) 등의 4가지 핵심요소로
이루어져 있다. 이와 같은 종합과학적 특성의 총체적인 연계와 응용으로 유용 천연물의 발굴,
응용, 확대 재생산, 정보화하여 천연물자원을 효율적으로 이용하고, 신의약품, 신농약, 향신료,
색소 등의 유용 신물질 및 신효능 연구개발을 궁극적인 목표로 한다.

❙ 동양음악연구소
본 연구소는 1976년 5월 22일에 설립된 동양음악 연구기관으로, 한국 전통음악의 보존 연구
발전 및 보급은 물론 아시아와 세계 각 국의 민족음악 자료 수집 및 연구를 그 목적으로 한다.
매년 동양음악 모든 분야의 연구성과를 종합한 학술지 동양음악을 발간하고 있으며, 음악학
연구의 활성화와 연구 성과 보급을 위해 서울대학교 동양음악연구소 연구총서를 발간하고 있
다. 또, 해마다 국내외 저명학자들을 초청하여 학술회의, 강연회, 연주회 등을 개최함으로써 음
악 전문인들의 교류 및 토론의 장을 마련하고 있다.
본 연구소에서는 일반인을 대상으로 공개강좌를 시행하고 있다. 이는 국악 지도자 육성을 위
한 체계적 교육의 필요성과 대학의 개방 교육을 통한 사회봉사 등의 요구에 따른 기획으로 음
악에 관심 있는 이들에게 재교육의 기회를 부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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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양음악연구소
본 연구소는 음악학의 제 분야에 관한 연구활동을 통해 한국에서 서양음악의 발전을 도모하
는 것을 목표로 하여 1989년 설립되었다. 이를 위해 각종 학술회의, 심포지엄, 학술강연회 및
전시회, 강습회 등을 개최한다. 또한 교원 연수, 음악지도자 재교육 등, 음악 관련분야의 교육활
동사업 또한 적극적으로 추진하며, 국내외의 방송, 언론기관과 교육기관 등, 사회, 공공기관과
산학 협동연구 프로젝트를 기획하여 대학의 연구성과를 사회와 공유하고자 한다.
음악학과 관련된 이론분야의 연구활동과 함께 연주자, 작곡가와의 세미나 및 연구연주회를
주최하여 공연예술분야의 발전에 기여하고 있으며, 이와 같은 다양한 연구성과들을 수집 정리하
여 정기학술지, 연구서적, 비정기 간행물을 출판하고 있다.

❙ 오페라연구소
오페라는 독창, 중창, 합창 오케스트라 등의 음악적인 요소와 무대장치, 의상, 소품, 분장 등
의 미술부문, 대본, 배우, 무대 등의 극적인 요소들과 공연기획, 자료수집 등이 포함된 거대한
종합무대예술로서 모든 참여자들이 하나가 되어 창출해 내는 종합예술작품이다. 이러한 오페라
가 대학생들에 의해 행해질 때에 대학 오페라라고 말하는데, 이는 극기와 인내로 시간과 예산
등의 열악한 조건들을 이겨내어 얻어내는 값진 결실로서 종합예술의 창조가 얼마나 많은 어려
움과 고뇌 끝에 얻어지게 되는 것인가를 몸소 체험할 수 있는 매우 좋은 기회이다. 이러한 대
학 오페라의 준향상을 통해 종합예술의 결정체인 오페라를 전문적이고 체계적으로 연구, 발전시
키는 것이 오페라연구소의 설립목적이라 말할 수 있다.
오페라 연구소의 설립 이후 2년마다 개최되는 본교 오페라 공연의 주관으로 체계적인 학습과
기획을 통해 성공적인 공연을 만들어 오고 있으며, 학생오페라가 나아가야 할 방향을 제시할
뿐만 아니라 여타의 기성오페라단에 비추어 보다 우수한 공연을 만들어내고 있다.

❙ 의학연구원
의학은 건강과 질병현상의 본질을 규명하고 건강유지와 질병의 진단, 치료 및 예방에 관련된
폭넓은 지식과 수단을 확립하여 인간 생명의 본질을 향상시키는 실용적인 목표를 갖고 있기 때
문에 의학연구와 이에 대한 지원은 미래를 대비한 과학정책과 국가발전계획에서 매우 중요하다.
이러한 요구에 따라 본 연구원은 의학 및 의학교육의 발전과 국민보건 향상을 위하여 의학
및 의료의 각 분야에 대한 연구와 사업을 포괄적이며 유기적으로 수행할 하나의 통합된 연구조
직으로서 연건캠퍼스 내 기존의 서울대학교 인구의학연구소와 의과대학 부설 7개 연구소(감염
병, 폐, 체력과학노화, 신경과학, 의용생체공학, 환경의학, 심장연구소)를 통합하여 1994년 3월
창설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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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후 기존 연구소의 연구기능을 강화하고 부속기구를 추가하였으며, 국제적인 연구추이와
국내 현실을 감안하여 새로운 연구 영역을 보강하여 1997년에는 산하에 방사선의학, 유전자이
식, 알레르기 및 임상면역 에 관한 연구소, 그리고 최근에는 장기이식, 원자력영향역학, 인간행
동의학, 류마티스, 피부과학, 인간유전체 및 보완대체의학에 관한 연구소를 신설하여 확대 개편
되었다.
본 통합 연구원은 현재 174여명의 겸임교수연구원과 박사급 연구원 46명, 석사급 연구원 48
명, 보조연구원 79명, 조무원 6명의 상근 연구인력을 보유하고 있으며, 산하 18개 연구소가 각
각의 독자적인 연구를 수행하면서 다른 연구소와 긴밀한 협력체제를 구축하고 있다. 산하 감염
병연구소는 1981년부터 세계보건기구(WHO) 연충성 질환 연구협력기관으로, 그리고 인구의학연
구소는 1974년 및 1976년 이래로 WHO의 인간생식협동 연구기관(WHO Collaborating Center)
및 WHO 서태평양 지역 및 동아시아 지역 핵심연구소(Core Institute)로, 또한 체력과학노화연구
소는 1994년에 WHO Collaborating Centre on Physical Culture and Aging Research for Health
Promotion으로 지정되어 국제적인 협력관계를 계속 유지해 오고 있다.

❙ 암연구소
서울대학교 암연구소는 1963년 설립이래 세계적인 ‘암’ 전문 연구소로 도약하기 위하여 Harvard 의과대학의 Dana-Farber Cancer Institute를 benchmarking하여, 암연구를 통한 암의 예방, 조

기진단 및 치료에 관한 효과적인 방법의 개발 및 시행, 사회적 국가적인 암연구 관리체제의 확
립, 국민건강 및 삶의 질 향상, 우수연구 인력 양성에 목적을 두고 있다.
2

2000년 삼성전자의 이건희 회장의 기부로 10층의 14,014m 신축 건물로 이전했으며 서울대

학교 의과대학 교수 40명 등 430여명의 연구자들이 한국에서의 암연구의 지도자로서 최선을 다
하여 일하고 있다.
암연구소는 공용장비실 등(7개 층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핵자기공명분광기(NMR), 공초점레이
저분석기(Confocal Laser Microscope), 유세포분석기(FCAS) 등 첨단 연구용 정밀 연구기기 820 여
점을 보유하고 있으며 쾌적한 환경 속에서 연구에 몰두할 수 있는 최신형 연구 공간이다.
우리 연구소에서는 종양생물학 협동과정을 운영하여 우수한 석․박사 암연구원을 배출하고
있다. 이 협동과정은 암의 퇴치를 위해서 의대, 치대, 약대, 자연과학대학의 학사학위 소지자들
에게 종양생물학에 관한 통합적인 지식을 교육시켜 우리나라에서 종양생물학 분야의 연구자로
양성하기 위한 프로그램이다.

❙ 간연구소
우리나라는 급성 및 만성 간염, 간경변증 및 간암의 발생 빈도가 세계적으로 매우 높아서 개
인 건강 측면뿐만 아니라 사회경제적 측면에서도 막대한 손실을 입고 있는 실정이다. 본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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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는 간 질환의 역학 및 병인, 병태생리 등을 규명하는 제반 연구, 그리고 진단과 치료법을 개
선하는 기술 연구 등을 수행하며 선진 기술과 지식을 도입하기 위하여, 1984년 12월 1일 의과
대학 부설 비법정 연구소로 설립되어, 1986년 10월 14일 독립 건물(2,136m2)로 독자적 연구 공
간을 확보하였으며, 1996년 3월 1일 서울대학교 설치령중 개정령 제 21조 제3항 제9호로 법정
연구소로 개정되었다. 본 연구소는 간학에 관련된 각 학과 교수들 뿐만 아니라 대학원 학생들
에게 좋은 실험실과 연구 장소 등을 제공하여 전반적인 의학 발전을 도모하고 있다. 특히 간
질환 이외에 위장관 질환 및 췌담도 질환에 대한 기초, 임상 연구도 수행함으로써 소화기질환
에 관한 전반적인 연구 기능을 담당하고 있다.

❙ 노화․고령사회연구소
한국 사회의 고령화는 평균 기대수명의 증가, 사망률과 출생률의 감소로 인하여 매우 빠른
속도로 전개되고 있으며, 2000년 한국에서 65세 이상 노인 인구의 비율은 전체 인구의 7.3%를
차지하였고, 이 비율은 2019년이 되면 14.0%를 넘어섬으로써 한국사회는 완전한 ‘고령사회
(aged society)’에 진입할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고령화 사회를 대비하기 위하여 서울대학교에

노화.고령사회 연구소가 지난 2006년 5월에 설립되었다. 연구소의 기본 기능은 첫째, 노화, 노
인, 고령사회에 대한 기초 학술 연구를 수행하는데 있으며, 둘째, 연구 정보를 수집․제공하고
여러 학문 분야의 협력을 주도하고, 셋째, 노인 분야의 핵심 연구 인력을 보유한 국제적 수준의
연구 정보 센터기능을 수행하며, 넷째 고령친화산업과의 유기적 연결을 통해 연구, 교육, 응용
간의 연계 효과를 극대화하는데 있다. 향후 연구소의 연구결과를 이용하여 미래 고령사회 적응
전략 및 정책제시하고, 서울대학교의 노인관련 연구, 인력 개발의 기회를 증대시키며, 미래 혁
신 고령친화산업, 첨단 공학 기술 등 기반 기술 개발 및 인프라 구축에 도움을 주며, 노인성 질
환의 진단과 치료 기술 개발 및 향상에 이바지 할 것이다.

❙ 치학연구소
본 연구소는 두개악안면, 구강 및 치아의 질병 예방과 치료에 대한 기초 및 임상적 연구를
위해 1980년 설립되었다. 모두 5개의 연구부로 구성되는데, 생체재료연구부는 악안면 수복 및
재생 재료를 비롯한 다양한 생체재료의 평가, 개발 및 응용 및 이와 관련된 생물학적 연구, 생
체역학 및 생체전자학 등에 관한 연구 구강악안면재건줄기세포연구부는 배아 및 성체줄기세포
를 이용한 구강악안면 조직의 재건 및 이의 기초기반기술 개발에 관한 연구 경조직생물학연구
부는 골조직의 개조(remodeling) 현상의 이해 및 악안면기형의 발생과 유전적 소인의 연구, 효율
적인 경조직 재생방법의 개발 등에 관한 연구 줄기세포조직공학연구부는 성체줄기세포를 이용
한 구강악안면 영역의 생체조직공학적 조직재생 연구 및 각종 선천성 기형질환의 유전적 연구
와 질환 치료법의 개발 타액 및 biofilm연구부는 타액형성 및 분비조절 기전, 타액단백질 및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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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 타액, biofilm 형성기전 및 관련질환 등에 관한 연구를 수행하고 있다.
또한 본 연구소는 치의학전문대학원과 연계하여 우수한 고급 연구 인력을 양성․배출하며,
2003년도 연구소 치과생체재료연구동의 신축을 계기로 최신 연구장비를 도입하였으며 치과 재

료를 포함한 생체재료 분야의 산․학․연 협동 연구체계를 강화하기위한 창업보육센터를 설립
하는등 국내 치의학 발전을 선도하고 있다.

❙ 보건환경연구소
본 연구소는 보건학 및 환경보건학 분야의 연구, 정보교환 및 전문인력훈련을 통하여 국민보
건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1966년에 설립되었다. 처음에는 “보건대학원 부설 국민보건연구소”
라는 명칭으로 발족되었으나, 보건학에 있어서 환경보건의 중요성이 점차 대두됨에 따라 2001
년 “서울대학교 보건환경연구소”로 격상되어 오늘에 이르고 있다. 본 연구소는 보건관리부, 보
건정보개발부, 환경보건부 등으로 구성되어 있고 학술활동으로는 국내․외 학술세미나와 공개강
좌를 수시로 개최하고 있으며 1964년에 창간하여 매년 2회 발간하는 “보건학 논집” 등의 학술
지에 그간의 연구성과를 꾸준히 게재하고 있다. 아울러 사회봉사활동의 일환으로 춘천지역을 중
심으로 보건교육을 실시하고 환경보건학적 지식을 지역사회에 적용하고 있다.

❙ 한국행정연구소
본 연구소(The Korea Institute of Public Affairs)는 행정분야의 이론을 개발하고 이를 현실에
적용하는 한편 행정실제에 관한 연구조사를 통해 공공행정의 합리화에 기여하고자 한다. 정부기
관을 중심으로 한 공공기관의 행정현상을 연구하기 위한 본 대학원의 중심기관으로 공공정책을
위한 제안, 정책의 분석 및 평가, 공공문제에 대한 기초연구, 행정학 교육을 위한 기초연구와 자
료제공, 정부 및 민간기관으로부터의 위탁연구 수행 또는 정책자문, 외국 행정기관 및 연구소와
의 협력 및 공동연구를 수행한다. 1962년부터 전국규모 학술지인 “행정논총”을 발간하고 있다.

❙ 정보통신행정연구소
본 연구소(Research Institute of Public Information Management)는 정보통신 정책 및 행정에
관한 연구와 교육, 한국적 행정학 및 정책학에 관한 이론 연구의 심화에 초점을 맞춘 연구 등
을 위하여 1992년 설립되었다. 본 연구소는 정보통신 정책 및 행정에 대한 연구의 수행과 정보
통신분야의 전문인력양성을 목적으로 개설․운영하는 정보통신방송정책과정을 지원하고 있다.
본 연구소는 행정과 정책의 정보화에 관련된 적실성 있고 적시성 있는 연구의 성과를 제시하여
정보화 사회의 비전을 제시하고, 정보통신관련 산업을 위한 정책개발 및 관련기업의 전략수립에
대한 연구를 통해 정보사회의 구현에 이바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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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환경계획연구소
환경계획연구소는 도시․환경 분야의 계획․설계․관리에 있어 이론과 실제의 발전과 더불어
인간정주환경의 개선을 도모하고, 중앙 및 지방정부의 도시․환경 분야 정책의 합리적 수립을
위한 정책 연구를 수행하고자 설립되었다.
1971년 설립한 도시 및 지역계획연구소(사단법인)의 명맥을 이어받아, 1980년 환경대학원 부

설 연구소로 설립된 환경계획연구소는 1997년, 대학 시책의 전향적 변화에 따라 서울대학교 부
속기관으로 승격하였다. 따라서, 본 연구소는 서울대학교의 학칙 및 연구 진흥에 관한 여러 규
정과 제도를 준수하고 연구 성과의 질적 수준을 확보하고 있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의거하여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국가투

자기관 등과 자유로운 수의계약을 통해 그간 중요한 많은 국책 사업을 수행해 왔으며, 이를 통
한 연구역량과 실적은 본 연구소의 명망을 든든히 뒷받침하고 있다.
연구분야로는 도시, 환경, 경관 분야의 계획, 설계, 관리를 그 종합성과 광역성에 맞추어 타
연구기관 및 민간 전문회사등과 제휴하여 다수의 협동 연구 실적을 쌓아왔다.
한편, 본 연구소는 환경대학원의 현장교육과 연계되어 재학생의 실무연구 능력 향상과 장학
효과를 동시에 거두고 있다. 연구원의 구성은 환경대학원 전임교수 22인이 겸임연구원으로 있
으며, 박사과정수료생 이상의 상임연구원 16인, 석사과정 재학생 중심의 인턴연구원 36인으로
모두 73명으로 되어 있다.
또한, 전문문헌의 발간 및 학술행사의 개최를 통해 환경대학원의 교육 역량을 배양하는 역할
을 하고 있다.

❙ 국제학연구소
국제학 연구소는 국제 통상, 협력, 지역 연구 및 한국학의 제 문제를 전문적이고 체계적으로
연구, 분석, 교육함으로써 국제학 및 지역연구의 전문성을 제고하여 바람직한 정책 연구를 수행
하고 국제화시대에 요구되는 국제전문인력 양성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본 연구소에는 국
제통상연구센터, 국제협력연구센터, 미주연구센터, EU연구센터, 중국연구센터 및 한국학연구센터
등 각 전공별 연구센터를 두어 개별학문의 연구 뿐 아니라 다학제적 학문 발전을 위한 협동연
구를 수행하고 있다. 이러한 연구성과는 계간 국문학술지 국제․지역연구, 영문학술지 Journal of International and Area Studies, 국제지역연구총서 발간 및 각종 학술회의 개최 등 다

양한 학술활동을 통해 국내외 관련 학계 및 전문연구자들에게 우수한 연구정보를 제공하고 상
호 학술 교류의 장을 마련함으로써 국제학 분야의 연구를 주도해 나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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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본연구소
일본연구소는 일본에 대한 기존의 분야별 연구를 촉진하는 것은 물론, 일본이라는 공통된 주
제에 대하여 보다 전체적으로 접근함으로써 한정된 연구자원을 극대화한다. 본 연구소는 한국내
의 일본연구를 활성화시키며 동시에 일본과의 상호 이해와 협력을 공고히 하고자 2004년 11월
에 설립되었다.
일본연구소는 우선 서울대학교 내에 개별적으로 연구되어 오던 일본에 관한 연구를 체계화하
고 종합화하여 서울대학교 내의 일본연구를 보다 활성화하는데 기여하고자 한다. 즉 일본연구소
는 일본관련 연구자간의 연계를 도모함과 동시에 공동연구와 협력작업을 이끌어내고 조정할 수
있는 중요한 거점이다.
또한 일본연구소는 일본관련 교육의 바람직한 방향을 제시하고, 다양한 강의주제를 개발하며,
학위논문 작성중의 연구자들에 대한 자문과 다양한 지원프로그램을 개발 활용함으로써 서울대
학교와 한국 내에서의 일본연구를 진작하고 일본에 관한 교육의 발전에 기여하고자 한다.
연구 결과를 발표할 수 있는 공동의 장을 마련하는 것도 일본연구소의 중요한 목적의 하나이
다. 즉 포럼이나 워크샵, 세미나, 심포지움 등을 통한 의견교환의 장 뿐 만 아니라 연구발표회
와 학술회의 등을 통하여 연구를 발표하고 그에 대한 의견을 들을 수 있는 장을 제공해 준다.
이러한 장은 학술저널의 발행이나 관련도서의 출판 등을 통해서 일본에 관한 이해를 넓혀갈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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