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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의 위기 속에 대학의 미래를 생각합니다

개척하는 지성을 키워낼 미래의 대학이 되겠습니다

고려대학교의 역사는 그 첫걸음부터 새로운 학문을 통해 근대화의 인재를 키워낸 개척의 역사였습니다. 1905년 일제강점기를 

눈앞에 둔 시기, 나라는 갈 곳을 잃고 표류했습니다. 고려대학교는 ‘교육구국(敎育救國)’의 사명으로 민족의 어두웠던 앞날에 

교육을 통해 한줄기 등불을 밝혔습니다.

그 후 안암의 언덕에서 자유, 정의, 진리의 교훈으로 교육 받은 수많은 고대인들은 이 땅의 민주주의와 경제 발전을 이루어낸 

개척자가 되었습니다. 최초의 민립 고등교육기관이라는 자부심, 민족과 나라의 앞날을 선도해 왔던 한 세기는 

누구나 가질 수 없는 위대한 전통입니다. 

하지만 지금 우리가 마주한 시대는 이 자부심에만 기대어 안주할 수 없게 합니다. 대학은 교육 정책의 틀 속에 갇혀 

평가의 대상으로 전락했고, 청년들은 일자리를 구하지 못하고 좌절하고 있습니다.

대학이 변화를 선도하지 못하고, 그에 끌려가서는 안 됩니다. 2015년 이런 위기 속에 우리는 다시 한 번 교육의 미래를 생각합니다. 

역사상 어느 때보다 미래에 대한 전망이 불확실한 지금 고려대학교는 그 불확실성의 광야를 마음껏 누비고 다닐 

‘개척하는 지성’을 키워낼 것입니다.

이제 고려대학교는 21세기 새로운 미래를 이끌어가는 대학의 아이콘이 될 것입니다. 유연학기제, 토론식 수업 등 

새로운 교육 방법은 개척하는 지성을 키워내는 변화의 단초가 될 것입니다. 국제 개발 협력, 통일 준비, 사회적 기업 등 

우리 사회와 세계의 변화를 이끌어 나갈 수 있는 지식을 마련할 것입니다.

개척하지 않으면 내일이 없습니다. 그 개척의 길은 교육의 혁신을 통해서 이루어질 것입니다. 무한 경쟁에 지친 

나약한 지성을 배출하지 않겠습니다. 미래를 만들고 이끌어가는 대학이 되겠습니다.

고려대학교 총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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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AXIS
인류를 위해 실천하는 

고려대학교

PARAGON
대학의 표준이 되는 

고려대학교

PRIDE
모두가 자랑스러워하는 

고려대학교

개척하는 지성, 개혁하는 고대 

2015년 개교 110주년, 

그간의 위대한 역사와 앞으로 만들어 나갈 찬란한 미래를 생각합니다.

우리가 키워낸 인재들은 끝없는 자부심의 원천입니다.

고대는 21세기 새로운 미래를 개척해갈 지성을 키우기 위해 교육 혁신을 시작합니다. 

우리는 출석부, 상대평가, 시험 감독 등 과거의 굴레를 벗어던집니다. 

대신 유연학기제, MOOC 등 창의성 넘치는 인재를 위한 정책을 도입합니다. 

새로운 교육의 틀을 제시함으로써 대학의 표준을 세우고자 합니다.

고려대의 사회 공헌은 봉사에 그치지 않습니다. 대학의 지식은 인류를 위해 쓰여야 합니다. 

국제 개발 협력, 통일 준비, 사회적 기업 등 우리가 가진 지식과 경험을 사회와 나눌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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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훈

정의

JUSTITIA자유

LIBERTAS
진리

VERITAS

敎 國

育 救

건학 이념

자유, 정의, 진리의 가치 실현을 통한 건학 정신 계승

교육구국의 건학 정신을 이어가기 위해 1955년 개교 50주년을 계기로 정립한 자유, 정의, 진리의 3대 이념. 

이것은 인류 공통의 이상인 인간적 자유의 실현, 사회 속에 정의의 실현, 학문 연구에서의 진리 탐구를 의미합니다.

민족의 혼과 정서 그리고 반만년의 유구한 역사와 전통을 이어받아 오늘에 되살리고 있는 

고려대학교의 정신은 글로벌 시대를 헤쳐나가는 고대만의 표상이 되고 있습니다.

1905-1920

우리나라 최초 근대적 고등교육기관 

보성전문학교 탄생 

○ 근대 민족국가 건설의 교육구국 이념에서 출발 

○ 보성전문학교와 대한제국 황실과의 밀접한 관계

1946-1954 

민족의 사학 ‘고려대학교’로 새출발 

○1946년 8월 15일 해방된 지 1년 만에 

‘보성전문학교’가 4년제 종합대학인 

‘고려대학교’로 승격

1932-1938

인촌 김성수 선생의 구상

안암, 교육백년대계의 새 보금자리  

○교육과 학문 진흥 위해 각계 석학과 

신진 기예 대거 등용

○현대적 시설을 갖춘 중앙도서관 신축

○교육 여건 개선으로 사회적 신망 올라 

입학 지원자 급증

‘교육구국’ 그 위대한 발걸음을 되짚다

1905년, 민족의 염원을 담아 설립된 최초의 민립 고등교육기관

일제강점기, 민주화의 여정, 산업화의 경주…… 고대는 늘 민족의 나아갈 길을 앞장서 걸어왔습니다.

2015년 인류는 다시 한 번 대학에게 길을 묻습니다. 고대는 그 대답을 준비하는 대학이 되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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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0-2015

세계 100대 대학으로의 도약 

○중앙광장 조성 등 

세계 수준의 교육 연구 시설 구축

○집중적인 연구 투자와 지원, 

대학 행정 시스템의 글로벌 스탠드화를 통해 

세계 100대 명문 대학으로 도약의 토대를 마련

1990-2000

연구중심대학으로의 전환 

○녹지캠퍼스 조성

의과대학·의료원 이전 

○자연계캠퍼스의 대대적인 발전

○국제화 추진 본격화

1955-1959

‘자유 정의 진리’ 3대 교육 이념 제정 

○개교 50주년을 계기로 교육구국의 

건학 정신을 적극적으로 계승 발전시키기 위해 

고대의 이념 제정 

○신교가·교장(校章)·교기의 제정으로 

종합대학으로 약진하는 고려대학교의 정체성 구축 

1971-1985

지성과 야성의 조화에 바탕한 

전인적 인간상 제시 

○우석학원을 합병하여 의과대학, 부속병원 등을 

흡수함으로써 종합대학 체제를 구축 

○1973년 한독경제회 협정에 따라 서독정부는 

농과대학을 지원하기 위해 700만 마르크 무상 제공 

○본교의 제2의 창건을 목표로 충남 조치원에 

서창캠퍼스(현 세종캠퍼스) 설립

1960-1970

자유와 자주의 함성 

○1960년 4월 18일, 본교생 3,000여 명은 자유당 

정권의 독재와 불의에 항거하여 대규모 시위를 

감행, 4·19혁명의 도화선 역할을 함.

○각종 연구소의 활발한 연구활동으로 

세계적인 연구성과 이룸 

○이공대학 신설, 자연계 캠퍼스 준공, 

국내 최초로 경영대학원 창설 등

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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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일보 대학 학과 평가
인문사회계열 8개 평가 학과 중 
최상위 학과 수 (2014)

157
2015 US NEWS & WORLD REPORT 세계 대학 평가 순위
4개 대륙 49개 국가 500대 대학 중 순위

2
국내 유일 연구중심병원 복수 선정
(고려대 안암병원, 고려대 구로병원)

20
QS SUBJECT RANKINGS 평가 (2015. 4)
총 35개 평가 대상 전공 분야 중
세계 100위권 내에 진입 개수

26
THE 세계 500대 기업 CEO 출신 대학 순위 (2013. 9)
졸업생들의 사회진출도 평가 1

국내 로스쿨 평가 순위 (사립대 부문, 2014)

한경비즈니스 전국 MBA 평가 순위 (2014)

동아일보 선정 청년드림대학 평가 최우수 (2014)

톰슨 사이언티픽 ‘세계 수준급 
독창 영역 개척자’ 명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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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6
2014-2015 QS 세계 대학 평가 순위
최근 5년간 75계단 상승
역대 최고 순위 기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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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ide
개척하는 지성 - 자부심의 원천 

고려대학교는 시대정신을 읽어낼 수 있는 ‘개척하는 지성’을 키워냅니다.

격변하는 현재와 불확실한 미래는 이들이 새로운 길을 발견하고 손을 내뻗는 기회의 장입니다.

미래를 만들어갈 ‘개척하는 지성’, 우리 자부심의 원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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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대, 그 사명을 기억하다

고대는 그 역사의 시작부터 겨레가 모아준 정성으로 성장해 온 대학입니다. 

지금도 가장 많은 기부를 받고 있는 대학입니다. 

이는 우리가 그만큼 큰 기대를 받고 있는 대학이라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고대는 그 소중한 정성과 기부의 역사를 잊지 않습니다. 

1935년 허허벌판이던 안암의 언덕에 중앙도서관을 세워주신 모든 분들이 한없는 자부심을 느꼈듯, 

우리는 세계 대학의 사명과 책임을 자각하고 내일을 그려가는 것으로 다시 한 번 여러분들의 자부심이 될 것입니다.

고대의 교육, 강의실을 뛰어넘다

1960년 4월 18일 독재 정권의 불의에 항거한 고대인 3,000명은 ‘행동으로 실천하는 고대정신’의 증거입니다.

우리의 교육, 고대인의 정체성은 강의실 안에만 머무르지 않습니다. 

우리의 캠퍼스는 젊음과 열정을 나누고, 이를 통해 서로를 성장시키는 공간입니다.

개척하는 리더, 공동체에 그 책임을 다하는 리더. 고대는 그러한 리더를 길러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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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선회, 법학과 65
전 헌법재판소 소장(권한대행)  데니스 홍, 기계공학과 89

UCLA 로봇매커니즘연구소 소장(2014~)

정몽규, 경영학과 80 
현대산업개발 회장, 대한축구협회 회장

김승유, 경영학과 61
전 하나금융그룹 회장 

이수동, 산업공학과 69
STG그룹 회장

전수영, 국어교육과 08 
교사, 살신성인의 세월호 영웅 

홍소자, 영어영문 59
전 대한적십자사 부총재 

차두리, 신문방송학과 99
2002 FIFA 월드컵 한국/일본 4강, 2010 FIFA 월드컵 남아프리카공화국 16강

윤제균, 경제학과 90
영화감독, 한국 영화 최초 두 번의 ‘천만’ 흥행 기록

허창수, 경영학과 67
GS그룹 회장, 전경련 회장

김수현, 국문학과 61
방송 드라마 작가 

이명박, 경영학과 61 
제17대 대한민국 대통령

김효주, 체육교육과 14
LPGA투어 에비앙 챔피언십 우승

김영기, 물리학과 80
미국 시카고대학 교수, 페르미국국립연구소 부소장

김훈, 정치외교학과 66
소설가

김연아, 체육교육과 09 
2010 캐나다 밴쿠버 올림픽 피겨스케이트 금메달리스트

정의선, 경영학과 89
현대자동차 부회장

실천적 지성의 교우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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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승헌, 디자인조형학부
Red Dot Communication Design Award 2014 수상

김동원, 경영학과
국제노동고용관계학회(ILERA) 회장 (2015. 8~)

나성수, 기계공학부
세계 최초 1차원 나노독성물질 검출 기술 개발 (2015)

김현구, 의과학과
국내 최초이자 세계 두 번째로 싱글포트 폐암수술 성공 (2015)

김희남, 의학과
세균 변신 유도하는 DNA 스위치 세계최초 규명 (2014)

조민행, 화학과
다차원분광학 최고 권위자, IBS(기초과학연구원) 연구단장 (2014~)

곽지현, 뇌공학과
한국인 최초 신진연구자(HFSP) 연구비 지원 대상 선정 (2015)

이해근, 신소재공학부
세계 최초 2세대 고온초전도 선재간 저항 없는 접합기술 개발 성공

박홍규, 물리학과
나노선 두께 조절 기술 세계 최초 개발 (2015)

김언종, 한문학과
다산 정약용 미발표 원고집 <혼돈록> 첫 국역 (2015. 1)

황성필, 신소재화학과
나노 수준의 3D프린팅 구현하는 히드로겔펜 세계 최초 개발 (2014)

손기훈, 의과학과
생체시계 관련 정서 조절 원리 세계 최초 규명 (2014)

최원식, 물리학과
세계 최고의 고해상도 광학현미경 개발, 초기 암세포 내시경 확인 가능 (2015)

유정권, 의학과
수면자세와 녹내장과의 연관성 세계 최초 규명 (2015)

김성도, 언어학과
세계기호학회 부회장 (2014.10~)

강경인, 건축사회환경공학부
세계 최고층 킹덤타워 건설에 리프트 기술 수출 (2014)

시대를 앞서는 교수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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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7,846㎡

안산병원  

40,208㎡

구로병원  

47,488
+ 3,635
학생은 안암캠퍼스 36,464명, 세종캠퍼스 11,024명으로

총 47,488명 재학 중. 외국인 학생은 3,635명 

4,859 + 150 

교원은 안암캠퍼스 4,205명, 세종캠퍼스 654명으로

총 4,859명 재직 중. 외국인 전임교원은 150명

57,422,878,846
장학금 수혜 현황 <안암캠퍼스> (단위: 원)

20,135,785,709
장학금 수혜 현황 <세종캠퍼스> (단위: 원)

22.83 + 33.23

전임교원 1인당 학생수 <안암캠퍼스>

세종캠퍼스는 33.23명 

캠퍼스 구성

총 예산 : 18,578
(내부거래 포함, 추경예산 기준, 단위: 억 원)

안암캠퍼스: 6,086
(의대, 보과대 포함) 

세종캠퍼스 : 1,092

고대의료원 : 7,725

산학협력단 : 3,675

국제기구 가입 현황 

Universitas 21
APRU
World 100 —
Reputation Network
APAIE
ICUBE

Paragon
개혁하는 고대 - 대학의 표준을 세우다

고려대학교는 낡은 세대의 교육 방법을 과감히 벗어던질 것입니다. 

대신 우리의 인재들이 마음껏 창의성을 키울 수 있는 교육 환경을 제공할 것입니다.

연구의 패러다임도 바꿀 것입니다.

시대가 우리에게 요구하는 연구 분야를 찾아내고, 우리 사회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결과물을 내놓을 것입니다.

10 11(2014년 기준)

67,676㎡

안암병원  

428,871㎡
세종캠퍼스 

844,809㎡

안암캠퍼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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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고대, 사회와 소통하는 탐구의 길

상아탑은 사회와 유리된 채 고고히 솟아 있는 곳이 아닙니다. 

대학은 사회가 요구하는 지식을 찾아내고 발전시켜, 

그 열매를 인류에게 돌려줄 수 있어야 합니다.

세계 수준의 뇌공학 연구, 에너지 위기 해결의 단초가 될 염료감응형 태양전지 개발 등 

고대는 인류 모두에게 공헌할 수 있는 진리 탐구의 길을 걸어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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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대, 새로운 대학 교육을 개척하다

고려대학교에는 매년 가능성과 잠재력이 충만한 젊은이들이 입학합니다. 

대학은 미래를 이끌 인재들을 과거의 방식으로 가르쳐서는 안 됩니다. 

출석부, 상대평가, 시험 감독 등 창의성과 자율을 저해하는 낡은 제도를 과감히 버릴 것입니다.

우리는 이미 학문의 경계를 넘나드는 통섭을 위해 제2전공을 의무화했고, 

다양한 국내외 인턴십 프로그램을 통해 현장 교육을 강화했습니다.

앞으로는 유연학기제, MOOC 등 미래를 이끌어갈 인재들을 위해 

모든 한계를 뛰어넘는 새로운 교육의 기준을 제시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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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대, 세계를 품다

매년 여름 고려대 국제하계대학에는 1,600여 명의 각국 대학생들이 모여듭니다. 

아이비리그 등 세계 정상급 교수들의 명강의가 바로 이곳에서 펼쳐집니다.

매년 천여 명이 넘는 외국인 교환·방문 학생들이 고려대 캠퍼스를 찾아옵니다.

전 세계 91개국 887개교에 달하는 대학들이 우리와 협정을 맺고 교류하고 있습니다.

해외 파견 학생은 우리가 구축한 글로벌 KU 캠퍼스에서 그 꿈을 키우고 있습니다.

특히 중국의 부상을 앞두고 있는 지금, 차이나 글로벌 리더십 프로그램은 

향후 대 중국 관계를 이끌어 갈 글로벌 중국 전문가 양성을 목표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고대와 세계는 언제나 소통을 멈추지 않습니다.

15

KU-MAGIC

Medical Applied R&D Global Initiative Center.

고려대 의료원은 KU-MAGIC 프로젝트를 통해 첨단의료복합연구센터로 거듭날 것입니다.

우리와 국내 산업체, 해외 기관 모두가 연계되는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암, 백신, 의공학 등 첨단 분야에 대한 연구를 심화해갈 것입니다.

사업성 있는 의료 연구 결과는 적극적으로 상품화하여 

지속 가능한 연구의 선순환을 만들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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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전국 대학 졸업자 기부금 순위
(기업 제외)

2,400

발전기금 납입 현황 

(2010~2014년, 단위: 억 원)

17

Praxis
인류를 위한 실천

고려대학교는 지금까지 그래왔듯이 지행합일(知行合一)의 대학입니다.

고려대학교가 배출하는 지도자들은 희생을 마다하지 않고 

우리 사회를 이끌어가는 시대의 등불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미래의 비전을 제시하고 그 실현을 위해 힘쓰면서 

우리 사회를 보다 나은 곳으로 만들기 위해 부단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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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전기금 약정액

총 42,132,236,881원

개인 43.34% 

단체 19.03% 

재단 5.45% 

법인 32.18% 

발전기금 약정자

총 4,459명

개인 87.19% 

단체 5.32% 

법인 7.24% 
재단 0.25% 

(2014년 기준)



다시 한 번 ‘민족고대’  

민족의 대학으로 출발한 고려대학교는 남북통일을 준비하고, 전 세계에 흩어진 

730만 해외 동포를 민족의 귀중한 자산으로 품어내야 할 역사적 책무가 있습니다.

2015년 시작한 새터민 창업교육 지원사업은 통일 이후 사회·문화·심리적 

통합을 이루어낼 인재들을 육성하는 작업이기도 합니다.

또한 세계 각지에서 자라고 있는 한민족 후손과 북한 이탈주민들을

발굴하여 키워내는 입학 전형도 준비할 것입니다. 

그리하여 다시 한 번 민족의 이름으로 세계 무대에서 활약하는 

고대인의 모습을 보여줄 것입니다.

참살이, 대학과 사회 더불어 살다 

고려대는 2008년부터 사회봉사단(KUSSO)을 설립하여, 

‘실천하는 지성’으로서의 책임을 다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대학의 공헌 활동이 학생들을 활용한 노동력 지원에 그쳐서는 안 됩니다.

앞으로 고려대학교는 사회의 변화를 예측하고, 한국 사회가 정말 필요로 하는 

문제를 해결하는 데 사회 공헌 활동의 초점을 맞출 것입니다. 

장애인과 함께하는 ‘느린 커피숍’, 북한 이탈주민 창업 지원 교육 등은

우리가 가진 지식과 경험을 사회와 나누는 

가장 효율적인 공헌 방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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붉은 심장이 뛴다

김연아, 차두리, 이규혁, 장미란……이름만으로도 가슴을 뛰게 하는 자랑스러운 고대 체육인들입니다. 

이들이 보여준 불굴의 도전 정신은 우리 가슴속에 자리한 고대 정신과도 맞닿아 있습니다. 

고려대는 언제나 ‘도전’과 함께하며 한국 스포츠 인재의 요람 역할을 충실히 수행해 왔습니다. 

미래의 국가대표를 키워내는 일과 더불어 지도자, 스포츠 행정 및 경영 전문가를 키워내는 데도 

고려대가 앞장서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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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암캠퍼스

서울특별시 성북구 안암로 145

Tel 02-3290-1114

www.korea.ac.kr

www.korea.edu

세종캠퍼스

세종특별자치시 세종로 2511

Tel 044-860-1114

sejong.korea.ac.kr

발행처

고려대학교 커뮤니케이션팀

Tel 02-3290-1062

communications@korea.ac.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