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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QS 세계대학평가

국내사립대 
1위

세계98위

“고대는 장차 세계 100대 대학에 진입하겠습니다”

2005년 5월 5일 개교 100주년의 약속

“이제 고대는 또 다른 미래를 준비합니다”

2016년 사립대 최초 100대 대학 진입



안녕하십니까. 저는 고려대학교 총장으로서 우리 

겨레의 보람이요 희망이 되었던 고려대학교의 

자랑스러운 역사를 계승하여 세계적으로 우뚝 선 

고대의 미래를 만들기 위해 막중한 책임감과 겸허한 

마음으로 혼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 문명사적 대전환기에 서 있습니다. 평균 

수명은 30년 이상 연장되었고, 전 세계는 하나의 

지역공동체가 되었습니다. 반도체와 컴퓨터 전자 

혁명의 정보화가 또 한 번 인류의 문명을 획기적으로 

변화시켜, 지금 이 순간에도 사회와 조직, 지식은 

변하고 있습니다. 또한 엄청난 변화와 함께 새롭게 

인류를 위협하는 많은 문제들에 우리는 당면해 

있습니다.

고려대학교는 ‘개척하는 지성’으로 새롭게 

출발합니다. 1905년 최초의 민립 고등교육기관으로 

개교하여 일제강점기 민족의 미래를 개척한 우리의 

역사처럼, 전국을 돌아다니며 겨레의 정성을 모아 

구 중앙도서관을 건립한 인촌 선생처럼, 자유, 

정의, 진리의 정신으로 민주화와 산업화를 개척한 

선배들처럼, 우리는 21세기 인류 공동체의 미래를 

이끌어갈 젊고 패기에 찬 개척하는 지성들을 키워낼 

것입니다.

21세기의 거대한 바다 앞에 화려하고 안락한 여행을 

떠나기 위해 유람선을 기다리는 승객이 아니라 거친 

바다를 항해하기 위해 자신만의 뗏목을 만드는 

개척자로 우리의 젊은 학생들을 키우겠습니다. 이를 

위하여 혁신과 개혁의 뼈를 깎는 노력을 기꺼이 감내할 

것입니다.

KU-The Future, 개척하는 지성 개혁하는 고대. 

고대 곳곳에 이 깃발이 휘날리고 있습니다. 개척과 

개혁, 변화와 도전은 한 번도 쉽게 이루어진 적이 

없었습니다. 우리는 또 한 번 고대다운 모습으로 

미래를 개척할 것입니다. 고대가 개척하는 미래를 

응원해주십시오. 그리고 함께 걸어주십시오. 미래를 

여는 고대, 함께 만드는 고대의 여정에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감사합니다.

함께 이루어낸 세계 100대 대학,

이제 새로운 고대의 사명을 생각합니다.

고려대학교 총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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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명사적 대전환기,
미래를 준비하라

KU-The Future | 민족대학의 소명, 세계대학의 사명

역사의 어둠 한가운데,

민족의 꿈을 품고 태어난 

최초의 민립 고등교육기관 

보성전문학교. 

당시 아무도 눈여겨보지 않았던

혁신 학문인 법률학과 이재학을

가르치며 미래를 준비하다

겨레의 뜨거운 기부와 

후원으로 지어진 중앙도서관.

공선사후 신의일관 정신으로

다가올 독립과 민족의

미래를 대비하다

민족국가로 자리매김하는 데 기여하며 

민주화 투쟁의 

뜨거운 선봉에 서다

눈부신 경제발전을 견인하며 

학문 탐구와 기술 개발에 힘써 

산업화, 근대화의 최전선에 서다 

개교 100주년,

민족고대에서 세계고대로의 

도약과 이를 위해 

세계 100대 대학 

진입의 비전을 선언하다

19351905~ 20051940
~19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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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80

사립대 최초 세계 100대 대학

다시 한 번,

미래대학의 사명을

생각하다

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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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novation

고대, 미래의 캠퍼스로
힘차게 航海하라

마음껏 생각하고 창조하라

파이빌

2016년 9월 지식 창조를 위한 개척마을 ‘π-Ville’이 

문을 열었습니다. Pioneer(개척자)의 앞 글자를 

무한한 확장을 나타내는 원주율 π로 표기하고 

고대인의 개척정신이 끝없이 뻗어나가기를 바라는 

마음을 담은 이름처럼 무한한 도전과 협동, 창의의 

인큐베이터가 될 것입니다. 

창의와 몰입을 위한 미래공간

SK미래관

전통적인 강의실 구조가 아닌 111개의 소형 

세미나실과 111개의 개인 집중실(캐럴)로 이루어지는 

SK미래관. 단순한 지식 전수를 넘어 시대를 이끌 

신지식을 창출하며 고대가 지향하는 새로운 

대학교육을 상징하는 공간입니다. 

가장 많은 신뢰와 기대를 받는 대학

사립대학 최대의 기부금
고대를 사랑하고 신뢰하는 기부자들의 숭고한 

헌신을 모든 고려대학교 가족이 기억합니다. 우리는 

이 사랑을 힘입어 세계대학의 모범이 될 혁신적 

교육인프라를 이뤄갈 것입니다.

세계대학의 사명 | 교육의 혁신 08  09 

시험 감독, 출석 확인, 상대평가 대신 자율·신뢰·책임을

파격적 3무 정책

고대와 세계 명문대학 시험장에는 시험 감독 대신 

명예롭게 시험을 치르겠다는 약속이 있습니다. 출석 

확인 없이도 학생 스스로 수업을 준비하게 하는 강의, 

줄세우기식 성적평가를 탈피하는 절대평가 등 자율과 

신뢰, 책임 중심의 학사 정책을 실행하였습니다. 

장학금은 필요한 학생에게, 성적우수학생에겐 명예를

필요 기반의 장학금 제도 개혁

장학금을 배움의 기회를 장려하는 본연의 목적에 

맞도록 장학제도를 필요 기반(Need-based) 장학금으로 

개혁하여 경제적 지원이 필요한 학생들도 학비를 

벌기 위한 아르바이트 대신 학업과 미래 개척을 위한 

도전에만 집중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자율을 부여하는 학사제도

유연학기제 시행

8주에 1학기, 1년에 3학기를 이수하는 등 탄력적으로 

학기를 운영하는 유연학기제는 선택과 집중의 자유를 

부여합니다. 교수들은 더욱 집중적인 연구에 몰입하고, 

학생들은 해외인턴십 등 새로운 분야에 도전할 수 

있습니다. 

가능성과 잠재력을 우선하는 입시 전형

고교 교육을 바꾸는 입학제도 혁신

대학의 입학전형제도는 중-고등학교 교육체계에까지 

영향을 끼치므로 대학은 무한한 책임감과 사명감으로 

백년대계를 이끌어야 합니다. 고대는 학생의 잠재력과 

성장 가능성을 중심으로 진흙 속 원석같은 학생을 

찾아내는 혁신적 입학제도를 제시하였습니다.

2016년 9월 문을 연 지식 창조를 위한 개척마을 ‘π-Ville’

변화를 위한 예지와 용기, 
그것이 세계대학으로 뻗는 고대정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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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search

고대, 
무한한 연구의 우주로 
飛上하라

모든 경계를 허무는 융복합 연구의 중심이 되어라

KU-MAGIC
Korea University Medical Applied R&D Global Initiative Center

KU-MAGIC은 핵심 미래산업인 바이오메디컬 산업을 혁신적으로 선도하기 

위한 고려대학교의 거침없는 도전입니다. 다양한 분야의 우수한 학자들이 

울타리를 넘어 자유롭게 협업할 수 있는 최고의 연구 환경을 제공하고, 

글로벌 바이오메디컬 연구 플랫폼에서 인류의 건강한 내일을 위한 신지식을 

창출하며, 대한민국의 세계적 경쟁력을 제고하는 바이오메디컬의 메카가 될 

것입니다.

잠재력 있는 새로운 연구에 대한 아낌없는 지원

KU-FRG/ 석탑 연구상

고대는 단시일 내의 업적 위주 논문 양산에서 벗어나 미래지향적 연구를 

장려하는 KU-FRG(고려대 미래창의연구사업)사업을 시행합니다. 미래를 

위해 꼭 필요한 미지의 분야에 도전하는 연구자들이 기한에 얽매이지 

않고 마음껏 연구에만 집중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고자 함입니다. 또한 

석탑연구상을 제정하여 연구 업적이 탁월한 교원의 장기적인 연구를 

지원합니다. 

세계적으로 인정받는 탁월한 연구진

세계대학평가 연구자 평판도 국내 사립대 1위

2016년 QS 세계대학평가에서 고려대학교는 연구자 평판도 부분 

국내 사립대학 1위의 성과를 기록하였습니다. 연구자 평판도는 

세계대학평가에서 가중치를 얻을 정도로 매우 중요한 지표이기도 합니다. 

본교 화학과 김종승 교수가 “세계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연구자”로 선정되는 

등 고대 연구자들의 창의적인 연구가 세계적인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세계대학의 사명 | 미래지향적 연구 지원 10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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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lobal중국인민대학에 고대의 캠퍼스를

차이나글로벌리더십 프로젝트

고려대학교는 2013년 베이징의 명문대학 

중국인민대학에 복합공간 ‘고려대학교 

회관’을 건축하였습니다. 중국인민대학과 

하얼빈공대에 매년 70여 명의 학생을 

파견해 집중적인 언어 습득과 폭넓은 문화 

체험의 기회를 제공하고, 이를 통해 다양한 

전공의 학생들을 중국의 언어와 문화에 

능통한 중국 전문가로 성장시키는 차이나글로벌리더십 프로젝트는 2013년 이후 

매년 2회에 걸쳐 성공리에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KU-실리콘밸리, KU-라틴 

글로벌리더십프로젝트도 진행 중입니다.

아시아 최고의 국제대학으로 성장

국제하계대학/동계대학

매년 여름과 겨울 방학, 세계 명문대학의 

교수와 학생들이 고려대학교로 모입니다. 

아이비리그 대학 교수의 강의를 들을 수 

있고, 전 세계 40여 나라에서 모인 2,000여 

명의 명문대 학생들과 교류하며 우정을 쌓을 

수 있는 고려대학교 국제하계대학은 국내 

최대 규모를 자랑하며 아시아를 대표하는 

국제하계대학으로 성장하였습니다.

지금 떠오르는 기회의 땅을 가장 먼저 개척하다

KU-라틴 프로젝트

중남미는 세계가 주목하는 새로운 시장입니다. 다른 대학들의 영미권에 

집중된 국제화를 넘어 고대는 기회의 땅 라틴아메리카에 가장 먼저 도전해 ‘KU 

라틴프로젝트’ 를 시작하였습니다. 한국 대학 최초로 쿠바 아바나대학과 MOU를 

체결하고 코스타리카, 페루, 콜롬비아, 멕시코, 에콰도르의 교육부와 협조 체계를 

구축하는 등 라틴 대륙을 향한 힘찬 발걸음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세계 대학들과 연구 협력 관계를 넓혀가다

한ㆍ중ㆍ일ㆍ노르딕ㆍ베네룩스 대학협의체  구축

고려대학교는 2016년 동아시아와 북유럽의 연구중심대학이 모인 국제협의체 

East Asia- Nordic/Benelux University Consortium(ENUC)를 구축하였습니다. 

한중일 3국과 덴마크, 노르웨이, 스웨덴, 핀란드, 벨기에, 네덜란드 등 10개국 11개 

대학이 참여한 ENUC는 공동 연구 활성화, 공동 교육 프로그램 개발, 대학의 사회적 

책무 공동 한국 대학 최초로 쿠바 아바나대학과 인류의 미래, 대학의 미래를 함께 

준비해갈 것입니다.

세계대학의 사명 | 글로벌 2.0

고대, 
더 넓은 세계로 
新항로를 연결하라
지구촌 공동체를 품는 열정과 인류애를 갖춘 세계 리더 양성- 
세계를 먼저 만나는 고대의 세계화입니다.



2020년 세계 50대 대학을 향한 도전, 

여러분의 애정과 관심이 필요합니다.

To the World’s Top 50 University 다시 고대는 뚜벅뚜벅 걸어갑니다.

우리의 선배들은 언제나 내일을 바라보았고

우리의 역사는 언제나 미래를 개척하는 걸음이었습니다.

세계 50대 대학의 꿈은, 단지 순위가 아니라

문명사적 대격변기, 인류의 내일을 개척하겠다는 굳은 다짐입니다.

1905년 민족의 촛불로 태어난 대학, 

2020년 세계대학의 사명을 향해 달려가는 고대.

민족대학의 소명, 

세계대학의 사명을 다하는 고대를 주목해주십시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