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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05
우리나라 최초의 고등교육기관 ‘보성전문학교’ 설립
대한제국 내장원경 충숙공 이용익 선생이 ‘교육구국’의

신념으로 고려대학교의 전신인 보성전문학교 설립

1910
손병희 선생이 이끄는 천도교에서 보성전문학교를 인수
3.1운동 당시 손병희 선생을 비롯한 

수많은 교수와 학생들이 독립운동에 헌신

1932
중앙학원에서 보성전문학교를 인수
김성수 선생이 위기에 처한 보전을 인수해 

교육여건을 비약적으로 발전시킴

1934
안암동 캠퍼스로의 이전
민족의 염원을 담아 안암동에 현재의 본관 신축,

1937년 일제의 탄압 속에서도 민족의 성금으로 중앙도서관 완공

1946
감격의 그 이름, 고려대학교

8월 15일 종합대학으로 설립 인가, 

교명을 <고려대학교>로 정함

1960
4.19혁명의 불꽃이 되어
4월 18일, 독재에 대항하는 본교생 3천명의 의거가

다음날 4.19혁명을 일으키는 도화선이 됨

1971
의과대학의 출범
학교법인 우석학원을 합병해 의과대학 및 부속 병원을 흡수 

민족고대의 DNA에 ‘박애’의 정신이 새겨지다

1980
또 하나의 고대, 세종캠퍼스 탄생
도약을 향한 고대의 새로운 지평, <조치원캠퍼스> 인가(1월)

1991
녹지캠퍼스 조성
의과대학 및 부속병원이 안암동으로 이전

2002
세계 100대 명문대학 진입을 향한 토대구축
100주년사업의 첫 결실! 

대운동장을 중앙광장으로 탈바꿈

2005
개교 100주년, 민족고대에서 세계고대로

2005년 개교100주년

2005년 대교협 대학종합평가 최우수대학 선정

NOW
세계고대 1000년을 향하여
고려대학교는 민족고대 115년의 역사를 발판으로 삼아

세계고대 1000년의 미래를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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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년145th

116th

104th

98th

영국의 대학평가기관 Quacquarelli Symonds(이하 QS)에서 실시하는 2019 QS 

세계대학평가에서 고려대가 세계 83위를 기록했다. 아시아 사립대학 가운데 가장 

높은 순위이며, 작년에 이어 2년 연속 80위권에 진입하였다. 2013년 145위에서 

62계단 뛰어오르며 6년 연속 상승세를 기록했으며, 2016년 최초로 100위권에 진입한 

이후로도 꾸준한 순위 상승을 기록하고 있다.



2019년 83th

90th

86th

QS세계대학평가
아시아 사립대학 1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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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미래관

지하2층, 지상 5층 규모의 미래형 교육공간으로 106개의 랩(Lab) 및 

그룹스터디룸, 113개의 캐럴(개인집중실)이 있어 자유로운 토론과 몰

입이 가능합니다. 또한 사물인터넷, 블록체인 등의 기술을 기반으로 

모바일 앱을 이용한 예약 및 출입관리, 재실관리 시스템 등이 적용된 

스마트캠퍼스의 체험장입니다.



고대생 누구에게나 개방된 공간으로 아이디어와 열정을 가진 학생들

에게 15개의 스튜디오를 배정해 창업, 연구, 봉사, 예술활동을 할 수 

있게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한 강당 오픈플랜 스튜디오, 아이디어 카

페, 3D프린터 오픈랩 등의 공간에서도 더 많은 학생들이 다양한 활동

을 통해 자유롭게 사고하며 가능성을 키워가는 공간입니다.

한국어교육관

지하1층, 지상3층 규모의 한국어교육관은 한국어학 전문 교육시설

로 최적의 시설과 환경을 제공하며, 동아리실과 대형 강당은 다양한 

언어와 문화를 공유하고 체험할 수 있는 공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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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리더십을 겸비한 지역/언어 전문가 양성 특화 프로그램 운영

KU-Global Leadership Program은 고대만의 특화된 글로벌 프로그램으로 단기

집중 언어· 문화 교육과정입니다. 국내 · 외 통합 커리큘럼으로 구성되어 있어 7~8

주간 효율적인 어학 실력 향상이 가능하고, 동시에 관련 분야의 전문가 특강, 문화체

험과 기업 탐방을 경험하며 해당 국가에 대한 실질적인 이해를 증진 시킬 수 있습니

다. 본 프로그램은 해외과정 교육비 및 숙박비를 장학금으로 지원하고 있으며 프로

그램에 따라 3~6학점까지 계절학기 학점인정이 가능합니다. 2013년 KU-China 

GLP를 시작으로 2016년 KU-Latin America GLP, 2017년 KU-Japan GLP를 개

설하여 여름 또는 겨울방학 기간에 운영 중이며, 2019년에는 KU-Germany GLP

를 신설하였습니다.

자기 주도적 설계 및 체험 중심의 글로벌탐사연구 프로그램 운영

KU-글로벌탐사연구 프로그램은 참가자들이 탐사지역별 주제에 맞추어 약 일주일

가량 현장을 답사하고 팀 프로젝트를 수행하는 자기 주도형 단기파견 프로그램입니

다. 2016년도에 블라디보스토크 탐사연구를 시작으로 중국 심천, 미국 실리콘밸리, 

노르웨이 릴레함메르 등지에서 프로그램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본 프로그램을 통해 

문화·역사·경제적으로 의미 있는 현장을 직접 눈으로 보고 느끼고 경험하면서 글로

벌 리더십을 함양할 수 있습니다.

2019학년도 교환 및 방문학생 파견/유치 현황

북미

아시아

유럽

남미

오세아니아

아프리카

450
316

583
340

583
532

63
23

55
44

3
0



세계 300개 명문교와 함께하는 ISEP

ISEP은 국제교환학생 프로그램으로, 현재 미국을 비롯한 전 세계 50개국
에 300개 회원학교가 있습니다. 고려대학교는 국내 대학 중 드물게 ISEP
에 가입하여, 고대생들이 전세계 학생들과 함께 ISEP Exchange, Study  
Abroad 등의 프로그램을 통해 값진 경험을 쌓을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해외 인턴십 프로그램

해외 인턴십 프로그램은 정부 및 국제 기구, 비영리단체, 기업과의 연계로 
본교의 우수한 학생들에게 다양한 해외 연수 기회를 제공합니다. 선발된 
학생들은 실질적인 해외경험을 통해 글로벌 리더로서의 마인드를 형성하
고 세계를 바라보는 시야를 넓힘으로써 졸업 후 사회활동을 위한 특별한 
준비를 할 수 있습니다.

문과대학 7 + 1프로그램

문과대학 내 국제어문계열 학과에 입학한 학생들은 8학기 중 1학기를 전
공어를 모국어로 하는 나라에서 공부할 수 있습니다. 국제화 시대에 반드
시 필요한 외국어와 외국문학을 현지에서 전공함으로써 네이티브 스피커 
수준의 외국어 능력뿐만 아니라 그 나라의 문화를 습득하여 이해의 폭을 
넓힐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국제하계·동계대학 International Summer/Winter Campus

국제동·하계대학에서는 세계 정상급 교수들의 명강의와 더불어 한국을 소
개하는 문화 체험 커리큘럼이 펼쳐집니다. 모든 수업은 영어로 진행되며, 
국제적인 교수진이 제공하는 최고의 교육, 세계 각지에서 찾아온 명문대생
들과의 교류를 통해 세계를 이끌 리더의 면모를 갖추게 됩니다.

캠퍼스에서 어학연수를

고대인이라면 최소 5개 이상의 영어강의를 수강하며(일부 학과 및 학생 
예외), 엄격한 선발과정을 거친 국내외 교수진의 수준 높은 영어강의를 실
시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고대인은 국제감각과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인재로 성장하게 됩니다.

외국 학생과 고대생의 버디 프로그램 KUBA & KUISA

KUBA(Korea University Buddy Assistants)와 KUISA(Korea 
University International Students’ Assistants)는 본교에서 공부중인 
외국인 학생들과 고려대 재학생들의 버디매칭 프로그램입니다. KUBA와 
KUISA의 고대생들은 외국인 학생들의 생활 정착에서부터 수업, 국내여
행, 국제학생 페스티벌 등 학사 및 교내외 활동에 도움을 제공하고 지속적
인 우정을 다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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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려대학교 사회봉사단은  2008년 10월 발대 이래, ‘실천하는 지성, 생각

하는 리더, 사회에 힘이 되는 대학＇이라는 모토 아래 진정한 ‘노블리스 오

블리제’를 실천하기 위해 힘차게 달려왔습니다. 사회봉사단은 이 시대가 

요구하는 진정한 지식인으로서의 책임을 다하기 위해 대한민국을 넘어 세

계인류를 위한 더 큰 노력과 봉사를 실천하고자 합니다. 





서울캠퍼스

대학 학과(전공)

경영대학 경영학과

문과대학 국어국문학과

영어영문학과

철학과

한국사학과

사학과

심리학과

사회학과

독어독문학과

불어불문학과

중어중문학과

노어노문학과

일어일문학과

서어서문학과

한문학과

언어학과

생명과학대학 생명과학부

생명공학부

식품공학과

환경생태공학부

식품자원경제학과

정경대학 정치외교학과

경제학과

통계학과

행정학과

이과대학 수학과

물리학과

화학과

지구환경과학과

공과대학 신소재공학부

화공생명공학과

건축사회환경공학부

건축학과

기계공학부

산업경영공학부

전기전자공학부

의과대학 의(예)학과



대학 학과(전공)

사범대학 교육학과

체육교육과

가정교육과

수학교육과

국어교육과

영어교육과

지리교육과

역사교육과

컴퓨터교육과

간호대학 간호학과

보건과학대학 바이오의공학부

바이오시스템의과학부

보건환경융합과학부

보건정책관리학부

정보대학 컴퓨터학과

디자인조형학부 디자인조형학부

국제학부 국제학부

미디어학부 미디어학부

자유전공학부 자유전공학부

정보보호학부 사이버국방학과

미래 변화의 동력 단과대학



세종캠퍼스

대학 모집단위

과학기술대학 응용수리과학부

디스플레이∙반도체물리학부

신소재화학과

컴퓨터융합소프트웨어학과

전자및정보공학과

생명정보공학과

식품생명공학과

전자∙기계융합공학과

환경시스템공학과

자유공학부

약학대학 약학과

글로벌비즈니스대학 글로벌학부

융합경영학부

공공정책대학 정부행정학부

공공사회∙통일외교학부

경제통계학부

문화스포츠대학 국제스포츠학부

문화유산융합학부

문화창의학부

대학원

서울캠퍼스 세종캠퍼스

일반대학원 일반대학원

법학전문대학원 문화스포츠대학원

경영전문대학원 경영정보대학원

국제대학원 행정전문대학원

정보보호대학원 의용과학대학원

에너지환경대학원

기술경영전문대학원

KU - KIST 융합대학원

법무대학원

생명환경과학대학원

정책대학원

공학대학원

교육대학원

보건대학원

컴퓨터정보통신대학원

미디어대학원

노동대학원

임상치의학대학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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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려대학교 경영대학은 1905년 이재학과로 출범한 국내 최초의 경영대학으로서, 고려대학교의 전신인 보성전
문학교와 시작을 함께하며 대한민국의 역사를 이끌어 왔습니다.

2030년까지 세계30위, 아시아 1위의 경영대학으로 도약한다는 목표 하에, 국내 경영대학 최다 교수진의 연구 
역량을 기반으로 해외 유수 대학과 연구 교류를 지속하고 있습니다. 단과대학 차원의 교환학생 및 국제 인턴십 
프로그램과 창업 지원 공간인 스타트업 연구원으로 주목받고 있으며, 등록금을 지원하는 ‘고경면학장학금’과 생
활비를 지원하는 ‘드림스칼라쉽’ 등 자체 장학제도를 통해 학업에 전념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합니다. 또한 4차 
산업혁명에 따른 교육 패러다임의 변화를 반영하여 ‘비즈니스 애널리틱스’, ‘사회적 가치와 지속가능 경영’, ‘기
업가 정신과 혁신’ 등의 신규 커리큘럼을 운영합니다.

2005년 국내 최초로 세계경영대학협회(AACSB)로부터 국제수준의 대학 교육기관으로 공인받았으며, 2010
년과 2015년에 국내 최초로 2회 연속 재인증에 성공했습니다. 2007년 역시 국내 최초로 유럽경영대학협회
(EFMD)로부터 유럽경영학계인증(EQUIS)을 획득한 이래, 2010년과 2015년 2회 연속 재인증을 획득했습니
다. 또한 2015년, 한 국가 당 1개교 가입 원칙의 세계 명문 비즈니스 스쿨 연합인 CEMS Global Alliance에 한
국 대표 비즈니스 스쿨로 선정되어 국내 유일의 정회원으로 참여하고 있습니다.

대학원 석/박사 프로그램은 경영학 전반을 아우르는 최신 지식과 탁월한 연구 수행 능력을 갖춘 연구자를 양
성합니다. 최신경영이론과 실무지식이 반영된 교육커리큘럼을 기반으로 매년 우수한 인재가 국내외 유수의 대
학에서 꿈을 펼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우수 대학원생을 육성하기 위한 ‘Brain Korea 21 플러스’ 프
로젝트에 참여해 정부 지원을 받아 장학 혜택을 제공하고 있으며, 2020학년도부터 국내 최초로 1년 과정의 
Business Analytics 석사학위 프로그램을 운영합니다.

또한 국내외의 여러 평가를 통해 최고의 경영대학임을 증명하고 있습니다. 한경비즈니스의 ‘2019 전국 경영대 
평가’에서 12년 연속 1위를 차지했으며, 영국 대학평가기관인 Quacquarelli Symonds가 발표하는 ‘2019 세
계대학평가’에서 경영 분야 50위, 회계·재무 분야 45위를, 미국 U.S News & World Report의 ‘2020 세계대
학랭킹’ 경제·경영 분야 국내 1위, 아시아 12위를 차지해 국내 최고의 경영대학임을 입증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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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과대학은 1952년말 한국전쟁 당시 대구 임시교사에 머물고 있던 문과대학에 추가로 수물학과, 화학과, 생물학과 
설립 인가를 받아 문리과대학이 만들어지며 1953년부터 수물학과, 화학과, 생물학과의 신입생을 받기 시작하여 지
금까지 기초과학에 대한 전문지식과 깊은 이해를 바탕으로 학문과 기술발전을 선도하는 명품 인재를 양성하고 있습
니다.   

기초과학의 중요성은 최근 그 어느 때보다 커지고 있으며 발전 속도도 가속되고 있습니다. 기초과학 연구로 터득한 
자연의 원리는 신속하게 응용되어 세상을 변화시키고 막대한 부를 창출하고 있습니다. 스마트폰 혁명, 암 완치율의 
획기적 증대 등과 같은 놀라운 발전의 원동력은 모두 기초과학 연구에서 비롯되었습니다. 기초과학은 미래의 번영
을 약속하는 꿈나무의 뿌리인 것입니다.

이과대학은 인류의 번영과 풍요로운 미래를 위하여 자연 현상에 대한 끝없는 호기심과 열정을 가지고 모험적인 연
구를 수행해 왔으며, 1999년 이후 교육부 BK21 사업의 지원을 받아 학생들이 연구에 정진하는데 일조하고 있습니
다. 1971년 설립된 기초과학연구원을 비롯해 9개의 소속 연구소를 보유하고 있어 교육과 연구 등 모든 면에서 국내 
최고라는 명성을 뒷받침하고 있으며, 한국기초과학지원연구원 서울센터가 아산이학관 옆에 위치하여 산학협동연
구는 물론 이과대학에서 수행하는 기초 및 응용 연구에 큰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지덕체를 겸비한 인격을 연마하고, 창의적 학문탐구와 전문적 실천능력을 배양하여, 한국과 국제 사회에 기여할 
개방적 지도력을 육성한다.’ 는 고려대학교의 교육목표를 기반으로 1972년도에 설립된 사범대학은 8개 학과를 
거느린 대규모 단과대학으로서 인성과 지성을 겸비한 창의적인 글로벌 교육전문가를 키워내고 있으며, 교육부
의 전국사범대학 평가에서 연속 최우수 평가를 받은 대학입니다.

사범대학은 교사의 꿈을 실현하는 데 도움을 주고자 공선사후원과 임용고사세미나실을 개관하였고 1,600권의 
교과서가 비치된 교과서자료실을 갖추었으며 교육행정직 시험을 준비하는 학생이 교육행정 전문가로 성장할 수 
있도록 사도원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사범대학은 다양한 교육환경을 경험하고 국제적 역량을 갖춘 교육전문가를 양성하기 위해 미국 워싱턴 주 
Federal Way 교육청과 협정을 체결하여 Federal Way 교육청 산하 중, 고등학교에서 교생실습을 이수하는 해외
교육실습 프로그램, 해외 소재 한국학교에서 4주간 교생실습을 이수할 수 있는 해외한국학교 실습 프로그램 등
을 운영하고 있으며 많은 학생이 참가하여 성장할 수 있도록 장학금 또한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외에도 한국의 교육 정책과 교육 발전을 위해 선도적이고 창의적인 연구 활동에 매진하고자 ‘교육문제연구소’
를 비롯한 11개 연구소와 ‘BK21PLUS 아시아에듀허브(Edu-hub in Asia)사업단’을 운영하여 많은 성과를 올리
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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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호대학의 교육목표는 교육구국의 건학이념을 기반으로 미래를 이끌어 갈 창조적 간호지도자와  
국제 경쟁력을 갖춘 간호과학자의 배출에 있습니다.
 
고려대학교 간호교육 77주년 역사가 말해주듯이 그동안 배출된 3,700여명의 교우들은 국내뿐만이  
아닌 국외 대형 의료기관에서 전문직 간호사로 활동하고 있고 대학, 국가 행정부서와 보건기관, 산 
업체 및 노인의료복지시설 등에서 간호리더로 활약하고 있습니다. 
 
간호대학은 21세기 보건의료 환경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풍부한 연구경험과 교육경험을 갖춘  
우수한 교수진과 최첨단 실습기자재를 갖춘 교육환경을 발판으로, 졸업생이 지도자적 소양과 학자적  
자질을 갖추도록 미래지향적이고 혁신적인 간호교육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또한, 아시아, 미국, 유럽  
등 주요 대학 간 교수 및 학생 교류와 국내외 학생들의 봉사활동 등 다양한 국제화 전략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간호대학은 한국과 세계의 간호과학을 선도하는 교육기관으로서, 변화될 미래사회에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간호인재를 배출하여 세계 간호의 새로운 가치 창출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디자인조형학부는 1989년 사범대학 미술교육과로 출발해 2000년 미술학부 4개 전공(동양화, 서양화, 조소, 공
업디자인)으로, 다시 2007년 조형학부 2개 전공(조형미술, 산업정보디자인)으로 변화해 왔습니다.
2011년 '문화 창조자-글로벌 리더 양성'을 모토로 디자인조형학부로 거듭나며 새로운 도약의 발판을 마련하게 
되었습니다.

톱클래스 디자인 아트 스쿨로써 혁신적인 교육 커리큘럼을 개발하며 시행 중에 있으며 신축 최첨단 빌딩으로 교
육 공간을 이전하였습니다. 또한 세계화를 지향하기 위해 세계 유수의 대학 및 기업들과의 다양한 교환 교류 프
로그램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산업정보디자인전공은 제품디자인을 중심으로 인터페이스/인터랙션, 인테리어, 그래픽, 엔터테인먼트 등 전통
과 첨단을 아우르는 산업 전반에 걸친 디자인 역량을 갖출 수 있는 교육과정을 제공하며, 조형미술 전공은 한국
화, 서양화 전공의 특성을 살리면서 새로운 문화 환경을 반영한 다양한 교과목 개발을 통해 교육의 질을 높였습
니다. 또한 융합이라는 사회적 요구와 학생의 기대에 부응하기 위하여 패션디자인 및 머천다이징, 환경디자인, 
산업디자인공학 전공 등 캠퍼스 내의 다양한 전공들과의 연계전공도 점차 확대하고 있습니다.



세계 최고의 사이버보안 전문장교 양성

미디어학부는 1965년 국내 최초로 설립된 ‘신문방송학과’를 모체로, 새로운 미디어 시대에 걸맞은 창의적 글로
벌 미디어 인재 교육을 위해 ‘미디어학부’로 2010년 확대 출범했습니다. 미래사회 미디어•커뮤니케이션의 다
양하고 중요한 이슈들을 균형적인 시각에서 파악하고, 전통적인 언론인 교육 뿐만 아니라,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창의적 미디어 전문가 그리고 최근 중요해지고 있는 미디어 콘텐츠 기획과 데이터 사이언티스트의 영역까지도 
포함하는 글로벌 미디어 아키텍터의 양성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수많은 언론인과 미디어·커뮤니케이션 분야 교수를 배출해 국내 미디어산업과 교육에서 
최고의 인재양성소로 자리잡았고, 특히 2011년 완공된 자체 건물 미디어관의 ‘미디어종합교육 시스템’을 통해 
방송과 신문, 온라인, 광고, PR, 영상 엔터테인먼트까지 아우르는 입체적인 교육환경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미디어학부의 교육은 이론과 실습을 병행하는 방식으로 구성되어 ‘미디어학 입문, 미디어 데이터 사이언스 입문
과 같은 기본적 소양을 가르치는 과목부터 드라마 프로덕션, 멀티미디어 리포팅, 저널리즘 글쓰기, 광고 캠페인 
등과 같은 실습과목까지 포괄하고 있습니다.

고려대학교 정보보호학부 사이버국방학과는 상위 1%의 엘리트 사이버보안 전문장교 양성을 위해 고려대학교
와 국방부가 함께 만든 채용조건형 계약학과입니다.

본 학과의 학생들은 4년간 100% 장학금을 지급받게 되며 졸업 후에는 장교로 임관하여 일정기간동안 사이버사
령부 등에서 사이버국방을 위해 일하게 됩니다.

사이버국방학과의 목표는 최고의 IT 인재들을 사이버테러와 사이버전쟁의 위협으로부터 대한민국을 방어할 최
고의 사이버보안 전문장교들로 양성하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 수학, 컴퓨터과학, 암호학, 해킹, 사이버법률 등 
사이버보안에 필요한 지식을 습득하게 됩니다. 이런 교육을 바탕으로 사이버국방학과 학생들은 매년 다양한 국
내외 유수의 해킹대회와 각종 경진 대회에서 우승하는 등 뛰어난 실적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고려대학교 사이버국방학과는 최고의 교수진, 최고의 시설, 최고의 교과과정, 그리고 그 외의 다양한 특전들을 
마련해서 세계 최고의 사이버보안 인재 육성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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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개발협력, 국제통상, 국제평화안보, 지역학 및 한국학 등 5개 전공트랙의 고도로 전문화된 글로벌인재 양성
을 목적으로 합니다. 21명의 전임교수와 각 전공트랙 별로 최고의 실무 전문가로 구성된 석좌교수, 특임교수 및 
방문, 겸임교수를 포함하여 총 40여 명의 교수진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국제대학원의 모든 강의는 영어로 진행
됩니다. UNDP 서울정책센터를 국제관에 유치하였으며, UNESCO, UNIDO, UNECA, IAEA등의 유수한 국제기
구로의 인턴십기회를 제공하는 등 국내 최고의 교육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국제대학원은 미국, 아시아, 
유럽의 38개 대학으로 구성된 APSIA(Association of Professional Schools of International Affairs)의 정회
원으로 활동하며 지속적으로 발전하고 있습니다.



에너지환경대학원(그린스쿨)은 에너지·환경 분야의 첨단기술 개발과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정책수립을 목표로, 
기술과 정책의 융합 연구, 자연과학과 인문사회과학 간 융합교육이라는 새로운 패러다임의 전문대학원으로 설
립, 운영되고 있습니다.
  
고려대학교와 한국과학기술연구원(KIST)의 축적된 상호 신뢰감을 기반으로 다양한 분야의 연구자가 참여하고 
있으며, 융합교육시스템을 통해 기술과 정책을 동시에 이해하는 지혜로운 글로벌 인재를 양성하고 있습니다. 빠
르게 변화하는 시대의 복잡한 사회문제 해경을 위해 융합형 인재양성의 필요성이 더욱 요청되고 있는 바, 에너
지환경대학원(그린스쿨)은 대한민국의 선도적인 융합교육·연구모델로서 세계적인 에너지·환경전문대학원으로 
도약하고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고려대 교수진과 KIST 연구진이 참여하는 공동지도교수 제도 하에 1)신재생에너지, 2)첨단환경과학, 3)에너지
환경정책, 총 3개의 트랙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미래 기술경영환경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기업의 신성장동력을 창출하기 위한 시장중심의 기술개발 및 
경영기획능력을 겸비한 신사업/신수종 개발 인력 및 기술사업화 인력 양성을 목표로 개설되었습니다. 
 
기술경영전문대학원에서는 학계 석학뿐 아니라 기업 경험이 많은 임원 출신 교원 등 국내 최고의 교수진과 더불
어 교육과 연구에 매진하고 있으며, 기술경영에 특화된 커리큘럼, 다양한 사업개발 분야에 진출한 학생들의 심도 
있는 토론 및 정보교류와 더불어 국내외 유수대학 및 기업들과의 연구협력, 해외연수를 통해 석·박사 기술경영 
전문인력을 양성하고 있습니다.

대학이나 연구기관에서 동시에 근무하는 ‘학연(學硏)교수제’를 바탕으로 고려대학교(KU)와 한국과학기
술연구원(KIST)에서 최상의 연구력을 지닌 교수진으로 구성하였으며, 연구와 교육, 산업을 연결 짓는 산
실로 KU와 KIST 양기관의 시너지를 활용하여 미래융합 연구를 선도할 인력양성 및 연구를 수행합니다. 
 
NBIT융합전공(Nano-Bio-Information-Technology)으로 입학정원은 40명이며, 학생들이 교육과 연구에 몰
입할 수 있도록 안정적인 재정 지원을 하고, KU와 KIST의 실질적인 공동지도교수제도 등 최고의 교육 및 연구환
경을 지향하고 있습니다.



+82 2 3290 1410~3
http://kulabor.korea.ac.kr 

+82 2 3290 1291, 1293

서울캠퍼스 국제관 12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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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82,370
426,793

※ 2개의 캡퍼스 및 3개의 부속병원으로 구성

※ 총 1,464,893m2

※ 학생 = 재학생(학부 + 대학원)

※ 교직원 = 전임(총장제외) + 비전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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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부 재적생 현황 (2019. 10. 1. 기준)

(2019. 10. 1. 기준)

구분
재학생(A) 휴학생(B) 재적생(A+B)

계 남 여 계 남 여 계 남 여

서울 19,956 10,383 9,573 6,767 5,205 1,562 26,723 15,588 11,135

세종 6,022 3,788 2,234 2,957 2,454 503 8,979 6,242 2,737

계 25,978 14,171 11,807 9,724 7,659 2,065 35,702 21,830 13,872

남·여 재학생 비율 남·여 휴학생 비율 남·여 재적생 비율

▒ 남

▒ 여

대학별 학부 재학생 수 

간호대학

경영대학

공과대학

국제학부

디자인조형학부

문과대학

미디어학부

법과대학

보건과학대학

사범대학

사이버국방학과

생명과학대학

의과대학

이과대학

자유전공학부

정경대학

정보대학

정보통신대학

경상대학

공공정책대학

공공행정학부

과학기술대학

국제스포츠학부

글로벌비즈니스대학

문화스포츠대학

사회체육학부

약학대학

인문대학

0        500        1,000       1,500       2,000       2,500       3,000       3,500      4,000       5,000

265

2,152

3,315

355

265

572

2

1,323

1,573

117

1,628

667

734

110

2,234

642

3

646

544

135

2,326

141

878

531

16

148

657

3,999

(단위 :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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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대학원·전문대학원 재학생 수  (2019. 10. 1. 기준) (단위 : 명)

구        분
과정별인원

박 사 석박사통합 석사 계

대학원(서울)  1,025 955 2,269 4,249

국제대학원 15 191 206

정보보호대학원 46 28 261 335

경영전문대학원 614 614

의학전문대학원 2 2

법학전문대학원 15 378 393

에너지환경대학원(그린스쿨) 19 3 38 60

기술경영전문대학원 41 77 118

KU-KIST융합대학원 5 51 27 83

대학원(세종) 132 49 217 398

행정전문대학원(세종) 23 0 72 95

계 1,321 1,086 4,146 6,553 

특수대학원(석사) 재학생 수 (2019. 10. 1. 기준)

생명환경과학대학원

0               200                400                600                800               1,000            1,200

교육대학원 970

152

 1,025 955 2,269 4,249

15 191 206

46 28 261 335

614 614

2 2

15 378 393

19 3 38 60

41 77 118

5 51 27 83

132 49 217 398

23 0 72 95

1,321 1,086 4,146 6,553 

정책대학원 231

공학대학원 110

미디어대학원 151

노동대학원 134

법무대학원 150

컴퓨터정보통신대학원 255

보건대학원 123

임상치의학대학원 51

경영정보대학원(세종) 85

인문정보대학원(세종) 5

문화스포츠대학원(세종) 18

행정대학원(세종) 3

의용과학대학원(세종) 53

계 : 2,491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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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원 수 (2019. 10. 1. 기준/ 출처: 2019 하반기 고등교육통계/전임교원에서 총장 제외)

구분 합계

전임교원 비전임교원

계 교수 부교수 조교수 계
겸임
교원

초빙
교원

강사
기타

비전임

서울  4,207  1,474  1,100 226  148  2,733  232  299  452  1,750 

세종  630  261 140 60 61 369 17  58  155 139

합계 4,837  1,735  1,240  286  209  3,102  249  357 607  1,889 

외국인 교원 수 (2019. 10. 1. 기준)

구분 합계

전임교원 비전임교원

교수 부교수 조교수 계
겸임
교원

초빙
교원

기타
교원

시간
강사

계

서울 187 25 16 44 85 5 13 80 4 102

세종 36 1 4 20 25 0 2 9 0 11

계열별 학부 개설 강좌 수 (2019. 10. 1. 기준)

구분
서울 세종

교양 전공 교양 전공

인문사회 1,053 715 337 288 

자연과학 391 333 83 124

공학 131 363 38 199

의학 1 43

예체능 96 77 61 46

계 1,672 1,531 519 657 

전임교원 1인당 학생 수 (2019. 10. 1. 기준 / 전임교원에서 총장은 제외 - 공시 지침 의거)

구분 전임교원(B) 재학생(A) 전임교원 1인당 학생수(A/B)

서울 1,474 28,343 19.23 

세종 261 6,679 25.59 

(단위 : 명)

※ 전임교원에서 총장 제외

※ 단과대 구분없이 개설된 과목(예: 교양교육원 교양과목 등)은 제외

(단위 : 명)

(단위 :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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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서울 31,219,248 28,281,006 59,500,254 52.5 2,966.9

세종 11,886,629 10,575,190 22,461,819 52.9 3,392.0 

2017
서울 31,012,552 30,091,568 61,104,120 50.8 2,985.3 

세종 13,272,322 10,581,200 23,853,522 55.6 3,745.3 

외국인 학생 수 (2019. 10. 1. 기준 / 학부+대학원 / 출처: 2019 하반기 고등교육통계조사)

구분
총계 

(A+B+C)
학위과정(A)

공동운영 
교육과정(B)

연수과정

소계(C)
어학 

연수생
교환 
학생

방문 
학생

기타

서울 4,825 2,873 27 1,925 1,217 583 125 0

세종 436 277 0 159 0 0 0 0

총계 5,261 3,150 27 2,084 1,217 583 125 0

장학금 수혜현황 (학부, 단위: 천원 / 출처: 2019 대학정보공시)

연도 구분 교외 장학금 교내 장학금 총계
교외장학금 
비율(%)

재학생 1인당 
장학금

2018
서울 36,848,262 30,835,403 67,683,665 54.4 3,278.5 

세종 11,329,850 10,332,045 21,661,895 52.3 3,457.1 

※ 교외장학금비율 = (교외장학금/장학금총계) * 100 
※ 재학생 1인당 장학금 = 장학금 총계 / 재학생수

연도별 재학생 1인당 장학금 (단위: 천원)

● 서울
● 세종

3,500

3,000

2,500

2,000

1,500

1,000

2016                                           2017                                          2018   

2,966.9

3,392.0 

(단위 : 명)

2,985.3 

3,745.3 

3,457.1 

3,27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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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임교원 연구실적 (2019년 대학정보공시)

논문수 전임교원 1인당 논문수

계 국내 국제 연구재단 등재지(후보포함) SCI급/SCOPUS(학술지)

1,997.64 746.44 1,251.19 0.4051 0.7124

연구비 수혜실적 (2019년 대학정보공시)

과제총계 교내과제 교외과제 전임교원 1인당 
 연구비(천원)건수 연구비(천원) 건수 연구비(천원) 건수 연구비(천원)

4,839 348,695,733 2,184 24,404,565 2,655 324,291,168  204,896 

특허출원 및 등록실적 (2019년 대학정보공시)

국내특허(건수) 해외특허(건수)

출원 등록 출원 등록

 951  487  326  108 

기술이전 수입료 및 계약 실적 (2019년 대학정보공시)

계약건수 수입료(천원)

116 3,275,1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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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물관 소장품 현황

분류

고고자료

역사자료

민속품

자기류

도자기편

서화류

현대미술품

전통산업용구

생활도자기

교사자료

기타

합계

주요 소장품

발굴 수집의 토기, 철기, 골각기 등

민영환 유품, 유길준 유품, 과학기기류, 무구류, 인쇄용구류 등

복식류, 등화구류, 악기류, 가구류 등

순청자, 상감청자, 분청자, 백자, 청화백자 등 고려.조선시대 도자기류

전국의 도요지에서 수집한 고려 및 조선시대의 도자편

회화류, 기록화류, 서예류 등

서예, 동양화, 서양화, 판화, 조각, 현대도자 등

농기구, 축산, 직조, 목공구류, 옹기류 등

요업개발, 한국도자기, 두산유리, 행남자기 

간행물, 문서, 기록류, 사진, 비품, 기념품 등

기타참고자료

고고, 역사, 민속, 고미술, 현대미술, 교사자료 등

      점수

49,617

7,623

6,886

1,366

25,059 

1,483

1,960

2,780

2,198

3,498

330

102,800

박물관 소장품 현황

분류

고고자료

역사자료

민속품

자기류

도자기편

서화류

현대미술품

전통산업용구

생활도자기

교사자료

기타

합계

주요 소장품

발굴 수집의 토기, 철기, 골각기 등

민영환 유품, 유길준 유품, 과학기기류, 무구류, 인쇄용구류 등

복식류, 등화구류, 악기류, 가구류 등

순청자, 상감청자, 분청자, 백자, 청화백자 등 고려.조선시대 도자기류

전국의 도요지에서 수집한 고려 및 조선시대의 도자편

회화류, 기록화류, 서예류 등

서예, 동양화, 서양화, 판화, 조각, 현대도자 등

농기구, 축산, 직조, 목공구류, 옹기류 등

요업개발, 한국도자기, 두산유리, 행남자기 

간행물, 문서, 기록류, 사진, 비품, 기념품 등

기타참고자료

고고, 역사, 민속, 고미술, 현대미술, 교사자료 등

      점수

49,617

7,623

6,886

1,366

25,059 

1,483

1,960

2,780

2,198

3,498

330

102,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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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서관 시설 현황

구분 면적(㎡) 열람좌석수

중앙도서관

과학 도서관

신관

구관

중앙광장 (CCL 포함)

CDL

과학도서관

하나스퀘어

법학 도서관

의학 도서관

세종학술정보원

기타

총계

14,390

2,134

2,298

12,506

7,759

1,692

3,671

3,428

8,958

1,469

58,305

865

221

913

1,886

2,180

733

270

542

1,202

10

8,822

(2019. 3. 1 기준)

도서관별 소장 자료 현황 (2019. 3. 1 기준)

소장처
중앙 과학 의학 세종 계

자료유형

도서

단행본

국내 823,282 195,450 40,810 329,021 1,388,563

국외 626,879 116,063 32,297 65,861 841,100

연간물

국내 173,505 45,322 5,870 36,987 261,684

국외 186,146 106,192 38,418 22,518 353,274

e-Book 430,473 - 864 36,455 431,337

한적 107,414 - - 1 107,415

논문 92,288 33,538 10,679 70,925 207,430

소계 2,439,987 496,565 128,938 561,768 3,627,258

비도서(점/종) 66,855/16,022 6,253/3,851 3,442/1,795 13,691/7,512 90,241/29,1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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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서관 디지털 콘텐츠 현황  (2019. 3. 1 기준)

(2019. 3. 1 기준)

자료 유형 자료 현황

전자저널

국내 패키지수 5 수록종수 5,902

국외 패키지수 113 수록종수 31,941

데이터베이스 제공 40,372

데이터베이스
국내 31 종 (이러닝 5종 포함)

국외 97 종 (이러닝 1종 포함)

전자책

구독 구입 16,733 구독 -

구입 구입 325,844 구독 292,485

데이터베이스 제공 14,472 (국내 8,318 / 국외 6,154)

학위논문(데이터베이스 제공) 15,000 건

학위논문(논문) 79,925건

귀중서
고서 2,644 책

연간물 3,383 책

일반 고서 2,191 책

고지도/고신문 40 건 / 3,363 건

VOD 57,659 건

구한국 외교문서 26,846 건

계 918,928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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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전기금 약정액 현황

고려대학교 공선사후 기금캠페인

구분 2015 2016 2017 2018

발전기부금 494 699 1,031 241

부동산 및 물품 51 19 55 213

연구발전기금
(산학협력단) 27 39 21 4

소계 572 757 1,107 458

(단위 : 억원)

기금명 세부내용

공공적 가치 창출기금

- 사회공헌 프로그램 개발을 위한 ‘소셜밸류 상생기금’

- 공공적 가치 실현을 위한 ‘미래사회 상생기금’

- 세종시와 함께하는 캠퍼스를 위한 ‘행복세상 나눔기금’

선구적 인프라 구축기금
- 미래 가치 창조를 위한 ‘스마트캠퍼스 이노베이션기금’

- 창의적 미래 인재 육성을 위한 ‘맞춤형 인프라기금’

사람중심 연구혁신기금

- 차세대 연구자를 위한 투자 ‘KU 人베스트기금’

- 미래사회 선제적 연구기금 ‘KU 人사이트기금’

- 사회문제 해결을 위한 융합연구플랫폼 ‘KU 人프라기금’

- 우수교수 특별초빙 기금 ‘KU 人플루언서기금’

- 첨단교육 지원 기금 ‘KU 人터페이스기금’

후배사랑 실천기금

- 프로그램 기반형 장학금 ‘자유·정의·진리 장학금’

- 미래인재 양성을 위한 ‘창의발전기금’

- 소액정기기부로 후배사랑을 실천하는 ‘KU PRIDE CLU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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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서울캠퍼스

(인문사회계지역)
서울캠퍼스

(자연계지역)
세종캠퍼스

학생식당

학생회관 1, 2층 애기능생활관 2층 미래관 1층

교우회관 지하 1층 의과대학 2층 학생회관 1층

안암학사 1층 호익플라자 1층

교직원식당
수당삼양패컬티하우스 2, 3층 애기능생활관 2층 미래관 2층

산학관 1층

패스트푸드점
중앙광장 지하 1층 하나스퀘어 지하 1층

타이거플라자 1층

스낵코너
중앙광장 지하 1층 애기능생활관 1층 미래관 1층

국제관 2층 하나스퀘어 지하 1층 호익플라자 2층

카페

중앙광장 지하 1층 하나스퀘어 지하 1층 미래관 1층

타이거플라자 2층 의과대학 1층 석원경상관 2층

타이거플라자 지하 1층 하나과학관 지하 1층 학술정보원 1층

미디어관 1층

CJ법학관 1층

운초우선교육관 1층

KU라이시움 1층

국제관 2층

백주년기념관 1층

π-Vile 99(파이빌) 1층

SK미래관 3층

편의점

중앙광장 지하 1층 하나스퀘어 지하 1층 미래관 1층

타이거플라자 1층 애기능학생회관 1층 호익플라자 1층

현대자동차경영관 지하 1층 의과대학 2층

운초우선교육관 1층 산학관 1층

학생회관 2층

법학관(신관) 6층

중앙도서관 지하 1층

화정체육관 1층

안암학사1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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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서울캠퍼스

(인문사회계지역)
서울캠퍼스

(자연계지역)
세종캠퍼스

기념품숍(크림슨스토어) 백주년기념관 1층 학술정보원 2층

은행 고려대로빌딩 하나스퀘어 지하 1층

우체국 국제관 2층 학생회관 2층

문구점 중앙광장 지하 1층 하나스퀘어 지하 1층 학생회관 1층

복사부

중앙도서관 1층 과학도서관 1층 제1과학기술관 1층

공공정책관 지하 1층

석원경상관 2층

학술정보원 1층

안경부
KU라이시움 1층 학생회관 1층

중앙광장 지하 1층

전자부 학생회관 1층

컴퓨터부 하나스퀘어 지하 1층

미용부 학생회관 2층

이동통신부 중앙광장 지하 1층

여행사 학생회관 1층

구두수선부 노벨광장 1층

유학원 중앙광장 지하 1층

학생의료공제회 중앙광장 지하 1층

건강센터 중앙광장 지하 1층 하나스퀘어 지하 1층

음악감상실 중앙광장 지하 1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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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암병원 : 02841 서울특별시 성북구 고려대로 73

invite.korea.ac.kr +82 2 3290 1073

klc.korea.ac.kr +82 2 3290 29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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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D5 본관

02  D5 강당

03  D7 경영본관

04  D1 공학관

05  D2 과학도서관

06  C7 교우회관

07  D5 국제관

08  C2 기초과학관

09  C6 동원글로벌리더십홀

10  D7 라이시움(평생교육원)

11  E1 로봇융합관

12  D5 문과대학(서관)

13  E5 미디어관

14  E1 신공학관

15  E3 미래융합기술관

16  D6 백주년기념삼성관-박물관

17  D6 법학관(구관)

18  C6 법학관(신관)

19  D5 본관부속사무실

20  C7 사범대학본관

21  C7 사범대학신관

22  C2 산학관

23  B4 R&D센터

24  D3 생명과학관(동관)

25  D3 생명과학관(서관)

26  D2 아산이학관

27  C6 아세아문제연구소

28  A5 아이스링크

29  B6 안암 글로벌 하우스

30  B3 안암병원 장례식장

31  B5 안암학사 1동(A동)

32  B5 안암학사 2동(B동)

33  B5 안암학사 고시동(V동)

34  B5 안암학사 관리동(C동)

35  B5 안암학사 여학생동(D동)

36  B5 안암인터네셔널하우스(건립중)

37  C5 안암학사 프린티어관

38  E2 애기능생활관

39  E1 애기능학생회관

40  E5 우당교양관

41  B4 우정간호학관

42  E3 우정정보관

43  C7 운초우선교육관

44  C3 의과대학 본관

45  C4 의과대학 제1의학관

46  C4 의과대학 문숙의학관

47  C3 의료원(안암병원)

48  C3 의학도서관

49  E2 이학관별관

50  C5 인촌기념관

51  D4 정경관

52  E6 정문

53  E5 정문수위실

54  E3 제1실험관&제1실험관 부속건물

55  E2 Science π-Park

56  D1 제2실험관

57  D6 중앙광장

서울캠퍼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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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8  D6 중앙도서관(대학원)

59  D7 중앙도서관(신관)

60  C6 어린이집(차고·창고)

61  D1 창의관

62  E4 청산-MK문화관

63  C7 체육생활관

64  A5 체육위원회-연수관

65  D5 타이거플라자

66  D2 풍동실험관

67  D2 하나과학관

68  D2 하나스퀘어

69  B4 학군단

70  E5 학생회관

71  A5 한국학관

72  C6 해송법학도서관

73  D7 현대자동차 경영관

74  D6 호상

75  A4 화정체육관

76  E2 환경실험관

77  E5 4.18기념관

78  D5 4.18기념탑

79  B5 CJ International House

80  C6 CJ 법학관

81  D3 CJ 식품안전관

82  D7 LG-POSCO 경영관

83  D4 파이빌 99

84  D5 SK미래관

85  D5 구)인쇄실

86  D5 구)교환실

87  D5 자유마루

88  D5 수당 삼양 패컬티 하우스

89  C6 한국어교육관

90  C4 최첨단융복합의학센터(건립중)

91  D2 메디힐 지구환경관(건립중)

92  E3 교양·IT관(건립예정)

93  B3 KU R&D센터 별관

94  B3 인문사회관(건립예정)

95  A4 녹지운동장

96  E2 애기능

97  A6 정보관(정릉)

98  A7 정의관(정릉)

99  A7 진리관(정릉)

100 A6 학생회관(정릉)

101 A6 호림관(정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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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B3 문화융합관

02  B1 과학기술1관

03  A2 기숙사(자유관)

04  A2 기숙사(정의관)

05  A2 기숙사(진리관)

06  A2 기숙사(미래관)

07  B2 농심국제관

08  B2 학술정보원(도서관)

09  B3 석원경상관

10  B1 약학대학연구실험동

11  B3 공공정책관(인문관)

12  C4 동문

13  B2 과학기술2관

14  A1 종합운동장

15  B2 중앙광장

세종캠퍼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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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B4 체육관

17  A3 학군단

18  B3 학생회관

19  B3 행정관

20  B3 호익플라자

21  A2 휘트니스센터(I-PARK)

22  B1 가속기ICT융합관

23  B1 산학협력관

24  B2 정문 화장실동

25  B4 문화스포츠관

26  C3 정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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