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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대 학 심 벌 해 설
v 심볼 의미

좌우의 사각형은 열리는 문의 형상으로 열린대학, 미래를
향하여 나가는 대학을 상징하며 지구의 형상은 국제화,
세계화를

지향하는

우리

대학의

상징이자

진리창조의

파란기둥과 실천을 의미하는 주홍색 기둥은 지구를 안고 있는
형상으로 나아가 온 인류에 기여하는 대학을 상징한다.

v 색상 의미
한경 Blue

：이성, 냉정함 등을 의미하는 것으로 진리와
창조를 상징함

한경 Orange ：활력, 젊음 등을 의미하는 것으로 실천적
행위를 상징함
한경 Green

：환경, 인류를 의미하는 것으로 인류에 대한
기여를 상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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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학년도 학사일정
월별

2022.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일정

내용

1. 3.(월)~ 1. 7.(금)
1. 5.(수)~ 1. 7.(금)

온라인 복학 신청
복수전공 및 조기졸업 신청

1.10.(월)~ 1.14.(금)

전과, 재입학 신청
등록 전 1차 온라인 휴학 신청
학사학위 취득유예 신청

1.24.(월)~
1.26.(수)~
2. 7.(월)~
2.21.(월)~
2.22.(화)
2.28.(월)
2.28.(월)~
3. 2.(수)
3. 2.(수)~
3. 2.(수)~
3.18.(금)
3.29.(화)
3.30.(수)~
4. 6.(수)
4.15.(금)
4.25.(월)
4.25.(월)~
5. 2.(월)~
5. 9.(월)~
5.10.(화)~
5.13.(금)
6.13.(월)~
6.14.(화)~
6.20.(월)
6.21.(화)~
6.27.(월)~
7. 4.(월)~
7.11.(월)~
7.11.(월)~
7.21.(목)~
7.25.(월)~
7.27.(수)~

예비 수강신청(장바구니)
재학생 본 수강신청
등록 전 2차 온라인 휴학신청
2022-1학기 재학생 등록
2021학년도 전기 학위수여식
2022학년도 입학식 및 신입생 O·T
신․편입생 수강신청
1학기 개강
(등록 후) 온라인 휴학 신청
재학생 수강신청 변경
복학 마감
수업일수 1/4선 (휴학 마감)
1차 수강철회
수업일수 1/3선
개교기념일
수업일수 1/2선
1학기 중간시험
2차 수강철회
제1회 졸업종합시험
건학 83주년 한경체전
수업일수 2/3선
전공 배정 및 변경 신청
1학기 기말시험
종강
하계 계절수업
1차 온라인 복학 신청
전과 및 재입학 신청
조기졸업, 학사학위취득유예 신청
(등록 전) 1차 온라인 휴학 신청
2차 온라인 복학 신청
예비 수강신청(장바구니)
재학생 본 수강신청

1.25.(화)
1.28.(금)
2.11.(금)
2.25.(금)

3. 3.(목)
3. 4.(금)
3. 8.(화)

4. 7.(목)

4.30.(토)
5.10.(화)
5.14.(토)
5.12.(목)
6.17.(금)
6.20.(월)
7.11.(월)
7. 1.(금)
7. 8.(금)
7.13.(수)
7.15.(금)
7.22.(금)
7.26.(화)
7.29.(금)

길을 만드는 대학, 경기대표 국립대학 _

iii

월별
8월

9월

10월

11월

12월

2023. 1월

2월

일정

내용

8.17.(수)

2021학년도 후기 학위수여

8.17.(수)~ 8.23.(금)

(등록 전) 2차 온라인 휴학 신청

8.25.(목)~ 8.31.(수)

2022-2학기 재학생 등록기간

9. 1.(목)

2학기 개강

9. 1.(목)~ 9. 6.(화)

(등록 후) 온라인 휴학 신청

9. 1.(목)~ 9. 7.(수)

재학생 수강신청 변경

9.16.(금)

복학 마감

9.27.(화)~ 9.29.(목)

건학 83주년 한경제(축제)

9.30.(금)

수업일수 1/4선(휴학 마감)

10. 4.(화)~ 10.12.(수)

1차 수강철회

10.11.(화)

수업일수 1/3선

10.17.(월)~ 10.22.(토)

제2회 졸업종합시험

10.24.(월)~ 10.29.(토)

2학기 중간시험

10.28.(금)

수업일수 1/2선

11. 1.(화)~ 11.10.(목)

2차 수강철회

11.15.(화)

수업일수 2/3선

12. 5.(월)~ 12. 9.(금)

전공 및 트랙 배정(변경) 신청

12.13.(화)~ 12.20.(화)

2학기 기말시험

12.20.(화)

종강

12.21.(수)~ 1.10.(화)

동계 계절수업

1. 2.(월)~ 1. 6.(금)

1차 온라인 복학 신청

1. 9.(월)~ 1.13.(금)

전과 및 재입학, 1차 온라인 휴학 신청

1.11.(수)~ 1.13.(금)

조기졸업, 학사학위취득유예 신청

1.19.(목)~ 1.20.(금)

2차 온라인 복학 신청

1.23.(월)~ 1.24.(화)

예비 수강신청(장바구니)

1.25.(수)~ 1.27.(금)

재학생 본 수강신청

2.13.(월)~ 2.17.(금)

2차 온라인 휴학 신청

2.22.(수)

2022학년도 전기 학위수여식

2.22.(수)~ 2.28.(화)

2023-1학기 재학생 등록기간

2.28.(화)

2023학년도 입학식 및 신입생 O·T

※ 상기 일정은 사정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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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총 론

교육운영 체제(한경 VISION 2030)
연 혁
역대 총장
개설학부 및 전공현황
기구표

I. 총론

1

교육운영 체제 (한경 VISION 2030)

1. 교육이념, 교육목적, 교육목표(인재상)
□ 비전 체계

길을 만드는 대학, 경기대표 국립대학 _

3

2022년도 대학요람

4_

I. 총론

2. 중장기 발전계획 및 특성화 계획
□ 한경비전 2030 요약

길을 만드는 대학, 경기대표 국립대학 _

5

2022년도 대학요람

□ 5대 추진전략 및 실행과제 현황

□ 특성화 분야 및 특성화 추진체계

6_

I. 총론

□ 기능별 특성화를 위한 중기 재정운용 계획

□ 대학발전 계획 및 특성화 추진체계

길을 만드는 대학, 경기대표 국립대학 _

7

2022년도 대학요람

□ 한경비전 2030 성과관리를 위한 성과지표 및 성과관리 체계
- 핵심 성과지표 (KPI 10개)
연번

핵심지표

산출식

1

신입생 충원율

(정원내 입학자 / 정원내 모집인원) ×100 *정보공시 기준

2

재학생 충원율

(정원내 재학생수 / 편제 정원) × 100 *정보공시 기준

3

교육 만족도

재학생 교육만족도(1학기+2학기) / 2 *당해연도 실적

4

학생 현장실습 참여율

(현장실습 참여 학생수 / 학부 재학생수) ×100 *정보공시 기준

5

교육비 환원율

(총교육비 / 등록금) × 100

6

국제교류
학생비율

((학부 외국인 학생수(1,2학기평균) + 연수파견*학생수)/재학생수(1,2학
기 평균(4/1, 10/1)) × 100
*연수파견: 교환학생 + 2주이상 연수
*국제협력단: 당해연도실적

7

졸업생 취업률

∑ 취업자수 / (졸업자-제외 졸업자) × 100 *정보공시 기준

8

교원 1인당 논문실적

(연구재단 등재(후보)지 게재논문수 / 전임 교원수) × 0.5 + ((SCI급논
문수 + SCOPUS논문수)/전임교원수)×0.5 *정보공시 기준

9

산학협력 수익금

연구+교육운영+지식재산권+설비자산사용료+기타 산학협력 수익
(단위: 백만원), *회계 결산기준

10

핵심역량진단결과

핵심역량진단 참여 학생의 핵심역량진단 점수 평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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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총론

- 5대 전략과제별 세부 실행과제 및 성과지표
과제
번호
1.

실행과제

세부 성과지표 (단위)

담당부서

융복합 인재양성을 위한 교육혁신 (5개 전략과제/16개 실행과제/28개 세부 성과지표)
1.1 융‧복합 인재 특화교육모델 개발

1.1.1

GOOD 교육모델 개발 및 운영

1.1.2

핵심역량 기반 교육체계 구축 및 운영

1.1.3

교육인증 평가기반의
융복합 교육체계 구축 및 운영

재학생 교육만족도(점)

기획평가과

핵심역량 진단 참여율(%)

교육평가혁신센터

핵심역량 진단 결과점수(점)

교육평가혁신센터

교과목 인증제 본인증(우수인증)률(%)

교육평가혁신센터

교육과정 인증제 인증률(%)

교육평가혁신센터

1.2 융복합 기반 전공교육 혁신
1.2.1

산업체 맞춤형 전공교과
개발 및 운영

산업체 맞춤형 전공 교과 수강인원(명)

교무과

산업체 대상 교육 만족도(점)

기획평가과

1.2.2

전공역량 연계 전공교육 운영

재학생 대상 전공 교육만족도(점)

기획평가과

1.2.3

핵심역량 연계 전공교육 비교과 운영 및
활성화

전공 비교과 교육과정 운영률(%)

교육평가혁신센터

전공 비교과 프로그램 만족도(점)

교육평가혁신센터

1.3 핵심역량기반 교양교육 혁신
1.3.1

핵심역량 연계 교양교과 개발 및 운영

교양 교육과정 개발·개편률(%)

교양교육지원센터

1.3.2

핵심역량 연계 교양교육 운영

재학생 대상 교양 교육만족도(점)

교양교육지원센터

1.3.3

핵심역량 연계 교양교육 비교과 운영 및
활성화

비교과 교양 프로그램 참여자 수(명)

교양교육지원센터

비교과 교양 프로그램 만족도(점)

교양교육지원센터

학습지원프로그램 참여자 수(명)

교수학습센터

학습지원프로그램 만족도(점)

교수학습센터

BTS교수역량강화 프로그램 참여자수(명)

교수학습센터

BTS교수역량강화 프로그램 만족도(점)

교수학습센터

BTS교수역량강화 교수자료 개발수(건)

교수학습센터

1.4 융‧복합 교육을 위한 교수학습법 혁신
1.4.1

1.4.2

학습역량강화 지원체계 혁신

교수역량강화 지원체계 혁신

1.4.3

CQI 체계 고도화를 통한 교수학습 질 제고

1.4.4

디지털 기반 온‧오프라인 수업 지원체계
혁신

교과목 CQI 입력률(%)

교육평가혁신센터

교육과정 CQI 입력률(%)

교육평가혁신센터

원격수업 강의 개발수(건)

원격교육지원센터

원격수업 강의 만족도(점)

기획평가과

1.5 융복합 인재 양성을 위한 학사제도 혁신
1.5.1

유연학사제도 운영 및 활성화

유연학사제도 참여인원(명)

교무과

유연학사제도 관련 교과목 강의평가(점)

교무과

길을 만드는 대학, 경기대표 국립대학 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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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제
번호

실행과제

1.5.2

융합전공제 운영 및 활성화

1.5.3

산업 맞춤형 인재 양성을 위한 학사제도 혁신

2.

세부 성과지표 (단위)

담당부서

융합전공 참여 학생수(명)

교무과

연계전공 참여 학생수(명)

교무과

학사제도 제‧개정 횟수(건)

교무과

미래 선도를 위한 산학협력 연구 혁신 (2개 전략과제/9개 실행과제/18개 세부 성과지표)
2.1 미래 산업 대비 연구 역량강화
교외연구비(민간) 수입금액(단위:백만원)

산학협력단

해외기관 공동연구 지원 건수 및 체결(건)

산학협력단

전공간 공동 연구 체계 구축

학제간 공동연구 수주(건)

산학협력단

2.1.3

학부생 연구제도 활성화

학부생 공동연구(명)

산학협력단

2.1.4

미래 선도형 연구 성과 확산을 위한
체계 구축

미래산업분야 연구과제 수주(건)

산학협력단

기술이전료(백만원)

산학협력단

특허 출원·등록 실적(건)

산학협력단

산업자문 실적(건)

산학협력단

산업체 만족도(점)

산학협력단

신규 계약학과 설치(수)

산학협력단

계약학과 참여학생 수(명)

산학협력단

계약학과 운영 만족도 점수(점)

산학협력단

2.1.1

지역산업 및 국제교류 연계 연구 활성화

2.1.2

2.2 지역산업 맞춤형 산학협력 강화

2.2.1

2.2.2

2.2.3

지역 산학관 클러스터 구축

사회맞춤형 계약학과 운영 확대

창업 지원 활동 강화

2.2.4

가족회사 다양화 및 운영 고도화

2.2.5

IPP, 현장실습 등 산학연계 교육 강화

3.

창업보육센터 입주(%)

창업보육센터

창업기업 성장촉진 지원(건)

창업보육센터

프로그램별 만족도 평가(점)

창업보육센터

가족회사 기업(개)

산학협력단

가족회사 참여 프로그램(건)

산학협력단

현장실습 참여 비율(%)

대학일자리센터

국립대 책무이행을 위한 지역사회 기여 및 국제화 선도 (3개 전략과제/7개 실행과제/14개 세부 성과지표)
3.1 지역공감대 향상을 위한 협력활동 강화

3.1.1

3.1.2

나눔 실천 자역사회 봉사활동 확대

지역사회 지원 및 기부 프로그램 활성화

재학생/교직원 봉사활동 건수(건)

한경봉사센터

재학생/교직원 봉사활동 참여 인원수(명)

한경봉사센터

교육·행정 지원/기부 프로그램 운영수(건)

평생교육원

교육지원/기부 프로그램 수강 인원수(명)

평생교육원

지역사회 만족도 평균값(점)

평생교육원

지역사회 농업교육 프로그램 참여자 수(명)
3.2 지역친화적 평생교육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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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제
번호

실행과제

3.2.1

수요기반 평생교육 운영 체계 구축

3.2.2

지역사회 맞춤형 평생교육 프로그램 운영

세부 성과지표 (단위)

담당부서

평생교육 프로그램별 만족도 평균값(점)

평생교육원

평생교육 수익금액 (백만원)

평생교육원

평생교육 프로그램(위탁) 운영수(건)

평생교육원

평생교육 프로그램(위탁) 참여 인원수(명)

평생교육원

국제협력단

3.3 국제화 선도를 위한 인프라 구축
3.3.1

해외 대학과의 교육중심 교류 활성화

해외대학 교환학생 수(명)

3.3.2

국제화 선도를 위한 글로벌 역량
지원 활동 강화

해외인턴십 및 실습인원(명)

3.3.3

외국인 유학생 지원 고도화

4.

대학일자리센터

학부 및 대학원 외국인 유학생 수(명)

국제협력단

외국인 유학생 만족도 평균값(점)

국제협력단

학생 행복을 위한 학생지원 혁신 (4개 전략과제/8개 실행과제/17개 세부 성과지표)
4.1 학생 생애주기관리를 통한 학교 생활적응력 강화
예비대학 참여학생 만족도(점)

4.1.1

신입생 적응력 제고를 위한
프로그램 운영

신입생 교육만족도(점)

기획평가과

신입생 대상 교과목 이수율(%)
4.1.2

학생 맞춤형 생애주기별 상담 확산

입학관리본부

대학일자리센터

학교생활상담프로그램 종합만족도(점)

학생상담센터

고위험군 학생 프로그램 참여율(%)

학생상담센터

4.2 학생 맞춤형 지원활동 강화
4.2.1

학생 맞춤형 장학 및 복지제도 운영

4.2.2

장애학생 맞춤형 지원활동 실시

학생 복지사업 만족도 점수(점)

학생과

학생 장학제도 만족도 점수(점)

학생과

장애학생 학교생활 만족도(점)

장애학생지원센터

4.3 핵심역량 함양을 위한 자기계발 지원체계 구축
4.3.1

BRIGHT 역량기반 맞춤형 자기개발
설계 활성화

인증률(%)

교육평가혁신센터

인증 취득 학생의 취업률(%)

교육평가혁신센터

4.3.2

학생역량 강화 지원을 위한
지도교수제 운영 개선

지도교수 만족도 점수(점)

학생과

중도탈락률(%)

교무과

4.4 학생 수요기반 취·창업 지원강화
4.4.1

4.4.2

학생 맞춤형 진로설계 및 취업역량 고도화

학생 수요기반 창업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취업프로그램 참여자 비율(%)

대학일자리센터

취업프로그램 만족도(점)

대학일자리센터

창업 프로그램 참여자 비율(%)

대학일자리센터

창업 프로그램 만족도(점)

대학일자리센터

창업자 수

대학일자리센터

길을 만드는 대학, 경기대표 국립대학 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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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제
번호
5

실행과제

세부 성과지표 (단위)

담당부서

지속가능 경영을 위한 대학운영 혁신 (4개 전략과제/12개 실행과제/ 27개 세부 성과지표)
5.1 우수인재 모집을 위한 입학전형 고도화

5.1.1

5.1.2

우수인재 확보를 위한 예비입학자원 확보

입시홍보 효율화를 위한 전략적
홍보체계 구축

지역 중고교 MOU 실적(건)

입학관리본부

우수학생 입학 인원(명)

입학관리본부

전공체험 참여 학생수(명)

입학관리본부

지역 중고교 MOU 실적(건)

입학관리본부

우수학생 입학 인원(명)

입학관리본부

전공체험 참여 학생수(명)

입학관리본부

5.2 빅데이터 기반 대학운영 고도화

5.2.1

5.2.2

데이터 기반 성과관리체계 구축 및 운영

전산운영효율화를 위한 정보화 체계 구축 및 운영

GOOD-GIL 시스템 활용 횟수(회, 백만)

교육평가혁신센터

성과지표 모니터링(회)

지식통합정보센터

교육 효과성 분석 수행(회)

지식통합정보센터

대학전산시스템 이용 만족도(점)

정보전산원

행정부서 자체평가(점)

기획평가과

학과평가(점)

기획평가과

대학 중장기 발전계획 평가(점)

기획평가과

5.3 전략적 성과관리 체계 구축

5.3.1

5.3.2

5.3.3

모니터링 기반 중장기 발전계획
연계 성과관리 고도화

교수역량 진단체계 구축 및 운영

평가환류를 통한 직원 역량강화

교수역량 진단 참여율(%)

교육평가혁신센터

교수역량 진단 결과점수(점)

교육평가혁신센터

직원의무교육 참여 달성율(%)

인사팀

직원 교육 만족도(점)

인사팀

직원 이탈률(%)

인사팀

5.4 대학 브랜드 가치 제고를 위한 운영 혁신
교육비 환원율 (%)
5.4.1

5.4.2

재정 건전성 제고를 통한
지속가능 경영 기반 구축

지속가능 대학 운영 효율화

재무팀

산학협력 수익 (백만원)

산학협력단

발전기금 모금액 (천원)

홍보실

교육비 환원율 (%)

재무팀

산학협력 수익 (백만원)

산학협력단

발전기금 모금액 (천원)

홍보실

5.4.3

미래산업 대응을 위한 대학 특성화 강화

학문분야 특성화사업 평가결과(점)

5.4.4

학생행복을 위한 캠퍼스 인프라 개선

재학생 학교 인프라 만족도(점)

시설과

5.4.5

대학 브랜드 이미지 제고를 위한 홍보활동 강화

재학생 대상 인지도 조사 (점)

기획평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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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총론

- 한경비전 2030 성과관리 체계 (PDCA : plan, do, check, 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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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연

혁

1939

3 24 안성공립농업학교 설립 인가(5년제)

1950

5

1

안성농업고등학교(3년제) 및 안성농업중학교(4년제)로 병설
개편

1965

1

7

안성농업고등전문학교 설립인가(5년제)

1965

4 15 안성농업고등전문학교 개교

1970

8 30 안성농업전문학교 설립인가(2년제)

1977

9

1

국립으로 이관

1979

1

1

안성농업전문대학 설립 인가(승격)

1993

3

1

안성산업대학교 개교(4년제, 대통령령 제 13859호)

1993

3 31 초대 韓基碤 총장 취임

1994

9 21 구 도서관 증축 개관

1995

8 18 산업체위탁교육 개설

1996

3

1

산업대학원 개원

1996

9

4

제1공학관 준공

1996

11 1

1997

3 31 제2대 韓基碤 총장 취임

1998

11 19 제2공학관 준공

1998

12 7

사회교육원 개원

1999

1

8

재단법인한경대학교학술․장학진흥재단 설립

1999

3

1

한경대학교로 교명 변경(대통령령제16039호)

2000

9 15 공동실험실습관 준공

2001

3

2001

3 31 제3대 李元雨 총장 취임

2001

8 24 교육인적자원부 지정 우수 산업대학교 선정

2002

3

14 _

2

2

농림부 지정 낙농특성화대학교 선정

전자정부대학원 개원

생물․정보통신전문대학원 개원(박사과정 신설)

I. 총론

2003

9 24 중소기업기술혁신대전 산․학․연 단체부문 대통령상 수상

2004

3 18 중앙도서관 개관

2005

3 31 제4대 崔一信 총장 취임

2005

6 21 교육인적자원부 주관 수도권대학 특성화 지원사업 선정

2005

12 15 인문사회관 개관

2006

4 10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우수농산물(GAP)인증기관 지정

2006

4 27 교육인적자원부 주관 제2단계 BK21 사업 선정

2007

8 27 학생 기숙사(호연관) 개관

2008

3

2008

6 12 플로랜드 개장

2009

2 27 기후변화연구센터 개소

2009

3 31 제5대 金成珍 총장 취임

2009

5 15 박물관 개관

7

바이오가스센터 개소

2009

11 1

IT와 전통기술 융합기반 고령친화산업 전문기술 인력양성
사업 선정
(지식경제부)

2009

12 8

학생회관 개관

2009

12 11 포르투갈 리스본기술대학교와 학술교류 협정 체결

2009

12 22 한국국제협력단(KOICA)과 장기 석사 연수과정 협정 체결

2009

12 23 글로벌물류연구센터 개소

2010

1 26 중소기업청 예비기술창업자육성사업 선정

2010

2 22 중소기업청 대학생창업지원단사업 선정

2010

3

1

학과명 변경 : 운동생리정보학과 → 스포츠과학과

2010

4

8

국제개발협력대학원 신설 : 석사과정, 입학정원 15명

2010

4 27 물류 특성화 인력 양성 사업 선정(국토해양부)

2010

5 10 전통식품마이스터과정 선정(농림수산식품부)

2010

10 14 중소기업중앙회 MOU 체결

2010

11 2

오스트리아 B&R사 MOU 체결
길을 만드는 대학, 경기대표 국립대학 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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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

11 18 인조잔디구장 개장

2010

12 8

2010

12 10 산학협력관 개관

2010

12 22 농촌진흥청 동물유전체육종사업단(차세대바이오그린21사업) 선정

2011
2011

중국 길림애니메이션대학과 학술교류협정 체결

우리시와 관내 5개 대학 간 상호협력체결
2 25 (중앙대, 두원공과대학, 동아방송예술대학, 한국폴리텍여자대학,
한경대)
대학원명 변경 : 생물환경․정보통신전문대학원 → 바이오․정보기
3 1
술대학원

2011

3 14 『노사관계 전문가 육성 사업』선정 (고용노동부)

2011

4

2011

4 19 『참살이실습터 지정사업』선정 (중소기업청)

2011

4 28 농업기술실용화재단과 협약체결

2011

5

2011

6 30 경기도 스마트물류기술연구센터

2011

7

2011

7 18 지식경제부 에너지 인력양성 사업(에너지 기초인력양성 트랙) 선정

2012

3

2012

4 12 2012「대학교육역량강화 지원 사업」선정(교육과학기술부)

2012

4 16 대학 창업 교육 패키지 사업 선정

2012

5 21 태국 킹몽커트공과대학과 학생교류 협정 체결

2012

5 25 예비기술창업자육성사업 선정

2012

6

2012

6 12 선취업 후진학 지원시스템 사업 선정

2012

6 15 식품산업 전문인력양성사업 선정

2012

7 16 베트남경제대학과 학생교류 협정 체결

2012

8 20 창업맞춤형사업화지원사업 선정

2012

9

2012

10 29 일본 교토대학 농학부와 학술교류협정 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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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9

8

1

7

4

몽골국립농업대와 복수학위제 (2+2) 협정 체결

2011 『대학교육역량강화 지원 사업』선정 (교육과학기술부)
국토해양부 해양환경기술개발사업(지속가능 해양오염퇴적물 정화
기술 개발) 선정
국립한경대학교 일반대학 설립 개교

한경 Vision2025 비전선포식 개최

자연과학관 개관

I. 총론

2013

3

1

대학원 명칭변경 : 바이오·정보기술대학원 → 미래융합기술대학원
전자정부대학원 → 공공정책대학원

2013

3

4

인도네시아 젬버대학 과 학생교류 협정 체결

2013

4 23 제6대 太範錫 총장 취임

2013

5 13 카메룬 University of Dschang 과 학생교류 협정 체결

2013

7 11 2013「대학교육역량강화 지원 사업」선정(교육부)

2013

7 15 한길학교와의 자매결연 및 교류협력 협약 체결

2013

8

5

2013「대학중심의 평생학습 활성화 지원 사업」선정(교육부)

2013

9

2

학생생활관 신축 ‘창조관’ 개관

2013

11 4

2013

11 16

2013

12 27

2014

4 15 경기도 농업마이스터대학 운영기관 선정

2014

5 20

신약개발연구조합과 한경대 산학협력단 업무협약 체결

2014

7

2

수도권대학 특성화 사업 선정

2014

7

8

캐나다 UNBC와 복수학위 관련 자매결연 체결

2014

7 15

교육부 평생학습 중심대학 육성기관 선정

2014

7 10

제11회 IE경진대회 대상 수상

2014

7 23

경기도안성교육지원청과 자유학기제 실시에 따른 진로교육 내실
화를 위한 MOU 체결

2014

8

경기도-美플럼라인사와 공동협력협약(MOU) 체결

2014

9 12

한살림연합과 농축산물 분석 연구센터 설립 협약 체결

2014

9 29

지역문화 복합관 건립 확정(19년 완공)

2014

10 1

2015

1

한우산업 정책개발을 위한 국제 심포지엄 개최
베트남 탄자오대학(Tan Trao University), 바리아 붕타우대학
(Ba Ria - Vung Tau University) 학술, 교수, 항생교류 및 공동연구
협력

2015

1 29

일본 국립사가대학과 교류협정 체결

2015

3

한살림 농식품 분석센터 개소

1

3

교육부 BK21 플러스 사업(특화 전문인재 양성사업단) 선정
‘동북아 평화와 번영을 위한 2013 한일평화심포지엄’ 공동 개최
대학교육협의회 대학평가원의 평가인증 획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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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

4

2015

4 13

중소기업청 「대학생 창업아카데미사업」선정

2015

5 13

「대학 창의적 자산 실용화 지원사업」선정

2015

7

미래인재개발원 신설

2015

9 24

우수 창업 기업 발굴을 위한 협약 체결

2015

10 21

한경대학교 대학발전위원회 출범

2015

10 22

한국복지대학교와 학술 및 교육협력을 위한 MOU 체결

2015

10 30

경기도 국제개발협력센터 설립을 위한 MOU 체결

2015

11 26

몽골과학기술대(Mongolia University of Science and Technology)
와 MOU 체결

2015

12 8

중소기업청「지역특화산업학과」주관대학 선정

2016

1 14 중소기업청「2016년도 산학연협력 기술개발사업 주관기관」선정

2016

2

2016

2 16 한국농어민신문, 한국농업경영인경기도연합회 MOU 체결

2016

3

2016

3 22 농림축산식품부 친환경농업연구센터 사업자 선정

2016

3 31 국제대․한국폴리텍대학교 MOU 체결

2016

4

2016

4 18 문화체육관광부 「길 위의 인문학 사업」 도서관 선정

2016

4 29 BI 보육역량강화사업 선정

2016

5 31 경기도 「창농 팜셰어」 창업농 실전교육 기관 선정

2016

5 31 수도권대학 특성화 사업(CKⅡ) 중간평가 결과 계속 지원 대학 선정

2016

7 13 국립대 직원역량강화 운영성과 우수대학 선정

2016

8 11 한경대-중국신장농업대 학생 및 학술교류 등 협정 체결

2016

9

2016

10 13

「창농 팜셰어」개소식

2016

10 21

러시아 사할린국립대학교 MOU 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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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1

중소기업청 「연구마을 사업」주관기관 선정

3 태국 카셋삿대학 MOU 체결

전통시장 대학협력사업 선정

8 이공계전문가 기술개발서포터즈 사업 선정

1 경기도지역협력연구센터 평가 우수센터 선정

I. 총론

2016

11 8

2016

11 21

2017

1

2017

1 23 안성고등학교 특별교육과정 업무협약 체결

2017

2 15

한국교통대학교, 건국대글로컬캠퍼스, 세명대학교 교육자원공유 업무협
약 체결

2017

3

나래관 개관식

2017

3

2017

3 23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안정성 검사기관」선정

2017

4 20 교육부 「국립대직원역량강화 운영성과 평가 최우수 대학」 선정

2017

6

2017

8

2017

10 20 제7대 任太熙 총장 취임

2018

2 12 고용노동부 「대학일자리센터사업」 운영대학 선정

2018

3

2018

3 15 교육부 주관「파란사다리」주관대학 선정

2018

5 16 국립백두대간수목원과 교류협정 체결

2018

5 17 2018년 교육부 주관 고교교육기여대학 지원사업 선정

2018

5 17 중앙도서관 '한경마루' 현판식

2018

6 26 한겨레중고등학교 교류협정체결

2018

9 20 「2018 공공부문 인적자원개발 우수기관(Best HRD)」 선정

2018

11 8

2018

11 21 대학일자리센터 개소식

2019

3 12 경기도 일자리재단 취업브리지사업단 선정

2019

3 20 대학 특성화 학부 선정 – 웰니스산업융합학부

2019

3 25 <한경비전 2030> 중장기 발전계획 및 특성화 계획 확정

2019

4 15 한국복지대와 통합관련 양해각서 체결

2019

5

2

6

「예비대학」관련 경기도 교육청 MOU 체결
교육부 ․ 한국직업능력개발원 주관 교육기부 진로체험 인증기
관 선정
국제개발협력대학원 ⌜화공·환경 융합기술 석사학위과정⌝ 입교
식 개최

「농업계학교 역량강화 교육지원사업」 선정

2

「산업안전보건 계약학과 주관대학」 선정
교육부 「2017년 고교교육기여대학지원 공동사업」 선정

5

2

일본 소조대학 교류협정 체결

이라크 안바대학((University of Anbar) 학술교류협정 체결

대학혁신지원(Ⅱ유형)사업 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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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

5 28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실증연구단 수행기관 선정

2019

7

2019

11 13 친환경농업연구센터 준공

2019

12 5

2019

12 20 지역문화복합관 준공

2020

3

2020

5 28 창업동아리 발대식 및 창업공간(HK 드림랜드) 개소식 개최

2020

6

2020

6 16 경기도 대학생 융합기술 창업지원 사업 선정

2020

8 18 한경대,안성시,한국토지주택공사 교류협정체결

2020

8 25 공공서비스노총과 교류협정체결

2020

10 22 대학 비대면 교육 긴급 지원사업(대학혁신지원사업) 협약 체결

2020

10 29

2020

11 27 「2020 장애대학생 교육복지지원 실태평가」 우수대학 선정

2020

12 2

글로컬 융합교육센터 신축사업비 확정

2021

2

고용노동부 2020년 대학일자리센터사업 성과평가 우수대학 선정

2021

3

2021

3 25

2021

4 28 한경대학교 백두산연구센터 설립 기념 학술대회 개최

2021

5

6

2021

9

1

2021 ‘교육 분야 정부혁신 우수사례 경진대회’ 장려 선정

2021

9

3

2021년 대학 기본역량 진단 최종 결과 일반재정지원 대학으로 선
정

2021

10 8

경기도 대학생 농촌일손돕기 지원 업무협약 체결(한경대,농협중앙

2021
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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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1

3

1

대학기관평가인증 획득

<한경비전 2030> 선포식 개최

학사구조 개편(4개 단과대학, 24개 학과→ 13개 학부, 31개 전공)

한경대학교,한국복지대학교 통합 합의서 체결

「2020 교육분야 정부혁신 우수사례 경진대회」 장려상 입상
: 예비청년농부 모의창업 “창농팜(Farm)”

AI융합학부 설치
전통시장 및 국가경제 활성화를 위한 산·학·연·정 업무협약(한경대
학교․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한국식품연구원․코오롱글로텍)

한국고용정보원 대학일자리센터 2020년 연차성과평가 우수대학
선정
국립대학 네트워크 구축과 인적자원 교류 체결(한국방송통신대학
6 21
교)
농촌인력지원 및 봉사활동 추진사업 연계 · 협업 업무협약(한경대,
7 20
농협중앙회 경기지역본부)

I. 총론

회 경기지역본부,경기도)
2021

10 15 제8대 李元熙 총장 취임

2022

1

2022

1 10 산·학간 교육 및 학술정보 교류 등 상호협력 체결(현대로템)

2022

1 25

2022

2 25 지식과 기술의 정보교환 등 상호 교육 협력 체결(한국해양대학교)

2022

2 25

2022
2022
2022

6

지식과 기술의 정보교환 등 상호 교육 협력 체결(국립 금오공과대
학교)
지역사회 자원봉사활동 지원을 위한 업무협약 체결(안성시자원봉
사센터)

우수 인재를 양성하고 새로운 기회를 발굴하는 공유 · 혁신 모델
구축 협약 체결(한성대학교)
지식과 기술의 정보교환 등 상호 교육 협력 체결(동아방송예술대학
3 3
교)
농축산업 분야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그랜드 컨소시엄 구축 업무
3 8
협약 체결(국립한경대학교-SK인천석유화학-대한한돈협회)
국내 물산업 발전 및 인재육성을 위한 협약 체결(한경대, 한국수자
3 11
원공사)

길을 만드는 대학, 경기대표 국립대학 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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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역대 총장

가. 안성농업전문학교 역대학장
구

분

성

명

기

간

제1 대

윤수병

1977. 4. 12. ∼ 1979. 8. 2.

제2 대

김동우

1979. 10. 19. ∼ 1983. 10. 16.

제3 대

김동우

1983. 10. 17. ∼ 1987. 2. 28.

제4 대

노흥식

1987. 3. 1. ∼ 1991. 2. 28.

제5 대

노흥식

1991. 3. 1. ∼ 1993. 3. 30.

비

고

비

고

나. 한경대학교 총장
구

22 _

분

성

명

기

간

제1 대

한기영

1993. 3. 31 ∼ 1997. 3. 30.

제2 대

한기영

1997. 3. 31 ∼ 2001. 3. 30.

제3 대

이원우

2001. 3. 31 ∼ 2005. 3. 30.

제4 대

최일신

2005. 3. 31 ∼ 2009. 3. 30.

제5 대

김성진

2009. 3. 31 ∼ 2013. 3. 30.

제6 대

태범석

2013. 4. 17 ∼ 2017. 4. 16.

제7 대

임태희

2017. 10. 20 ∼ 2021. 10. 5.

제8 대

이원희

2021. 10. 15. ~

1999. 3. 1. 교명 변경
제1대 안성산업대학교 총장

2012. 3. 1.
일반대학교 전환

I. 총론

4

개설학부 및 전공현황(13개
학부명

학부 31개 전공)

세부전공
문예창작미디어콘텐츠홍보전공

인문융합공공인재학부 영미언어문화전공
공공행정전공
법학전공

수여학위
문학사
문학사
행정학사
법학사

법경영학부
경영학전공

경영학사

의류산업학전공

이학사

아동가족복지학전공

이학사

식품영양학전공

이학사

웰니스산업융합학부

웰니스스포츠과학전공
식물생명환경전공

체육학사
농학사

식물자원조경학부
조경학전공

조경학사

동물자원과학전공

농학사

생물산업응용전공

농학사

원예생명공학전공

농학사

응용생명공학전공

농학사

동물생명융합학부

생명공학부

길을 만드는 대학, 경기대표 국립대학 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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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부명

세부전공

수여학위

토목공학전공

공학사

환경공학전공

공학사

안전공학전공

공학사

지역자원시스템공학전공

공학사

화학공학전공

공학사

식품생명공학전공

공학사

소프트웨어&서비스컴퓨팅전공

공학사

소프트웨어융합전공

공학사

응용수학전공

이학사

ICT로봇공학전공

공학사

기계공학전공

공학사

전자공학전공

공학사

전기공학전공

공학사

건설환경공학부

사회안전시스템공학부

식품생명화학공학부

컴퓨터응용수학부

ICT로봇기계공학부

전자전기공학부

디자인건축융합학부

디자인전공

미술학사

건축학전공

건축학사

건축공학전공

24 _

공학사

I. 총론

5

기

구

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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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 대 학

인문융합공공인재학부
법경영학부
웰니스산업융합학부
식물자원조경학부
동물생명융합학부
생명공학부
건설환경공학부
사회안전시스템공학부
식품생명화학공학부
컴퓨터응용수학부
ICT로봇기계공학부
전자전기공학부
디자인건축융합학부
AI융합학부
브라이트칼리지

II. 대학

1

인문융합공공인재학부

가. 문예창작미디어콘텐츠홍보전공
전공 소개
문예창작미디어콘텐츠홍보전공은 인문학적 사유를 바탕으로 한 어문학 전공과 문예창작은
물론 문화콘텐츠, 홍보 현장에서의 실무능력을 겸비한 전문가를 양성함으로써 문화
및 미디어 산업의 수요와 신장에 크게 기여할 것을 목표로 한다. 또한 점차 증대하고 있는
IT 산업 및 정보기술과 결합된 문화 산업의 사회적 수요를 충족할 수 있는 유능한
전문 인력 양성을 지향한다.

졸업 후 진로
(1) 취업 : 시인, 소설가, 비평가, 아동문학가, 드라마작가. 시나리오작가, 방송구성작가, 콘텐츠
크리에이터, 홍보기획자, PR 컨설턴트, 소셜미디어 전문가, 정부 및 공공기관 홍보
전문가, 광고기획자, 카피라이터, 애니메이션 시나리오작가, 게임기획자,
게임시나리오작가, IT콘텐츠플래너, 독서논술지도교사, 한국어교원, 출판편집인,
신문잡지기자 등
(2) 진학 : 문예창작학과 및 국어국문학과, 문화콘텐츠학과, 광고홍보학과,
미디어커뮤니케이션학과 대학원 진학

교육 목적
문예창작미디어콘텐츠홍보전공은 문화산업 관련 융·복합적 창의성을 갖추고
창작과 혁신적 아이디어를 도출하는 작가, 비평가, 스토리텔링 전문가 및 광고·홍보
전문가, 게임기획자 등을 양성하고자 한다.

교육 목표
(1) 인문학적 소양에 기반한 문학 전문 인력 양성
(2) 창의적이고 융합적인 전문성을 구비한 미디어 및 홍보 전문가 양성
(3) 문화산업 수요에 부응하는 실무형 콘텐츠 전문 인력 양성
길을 만드는 대학, 경기대표 국립대학 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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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과목 연계도

나. 영미언어문화전공
전공 소개
영미언어문화전공은

한경대학교

유일한

어문학과로서

영어학,

영어교육학,

영미문학, 영미문화, 통. 번역학의 이해 등에 대한 전문지식과 영어 구사력을 겸비한
전문인을 양성하기 위하여 전공 분야를 영어학, 영미문학, 영어 교육, 통. 번역학
5개의 영역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영미언어문화전공에서는 사회에서 필수적으로
요구되는

영어

능력

향상을

위해

영어

말하기

대회,

TOEIC

경시대회,

영미언어문화전공 최고의 메리트인 원어민 교수님들과 소통할 수 있는 English
Clinic 등의 전공 행사를 매년 주최하고 있습니다. 또한 학생들이 전공 영어뿐만
아니라 실생활 속에서도 사용할 수 있는 실용 영어 교과목을 편성하기 위하여
체계적으로 연구하고 융합적 인재를 양성하기 위하여 노력하고 있습니다.

30 _

II. 대학

졸업 후 진로
일반 기업체 : 서비스업(의료 코디네이터, 호텔, 항공사, 무역회사, 관광 통역안내원, 열차
승무원), 금융업 (은행, 자산 운용사, 증권회사),
공무원(공기업) : 행정직(행정 공무원) , 교사, 연구원 , 한국도로교통공사, 한국 관광공사
기타 : 번역가, 통역사, 출판 분야, 언론, 문화 관련 분야 ,대학원 진학

교육목표
국제화, 정보화 시대가 요구하는 영어구사력을 갖추고, 영어학, 영어교육, 영미문학,
영미문화, 통. 번역학에 대한 학문 탐구를 통하여 국제적 전문인력을 양성함.
국제사회에 대한 정확한 인식과 이해를 통하여 균형 있는 사고력을 배양하고 적극
봉사하는 실천적 지성인의 자질을 함양함.
시대를 앞서가는 교육과정을 개발하고 교육하여 미래 사회에 대한 창조적
적응력을 함양함.

교과목 연계도

길을 만드는 대학, 경기대표 국립대학 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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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공공행정전공
전공 소개
정보화사회, 지식기반사회, 과학기술사회, 세계화와 지방화 시대가 필요로 하는
미래지향적 행정인재를 양성하는데 주력하고 있다. 교육과정은 문제해결능력,
창의적 사고력, 실용적 응용능력을 배양하는데 중심을 두고 있으며, 조직, 인사,
정책, 재무 등의 전략적 결정과 관리를 위한 다양한 지식을 학습하는데 있어서
실질적인 교육내용을 토대로 정부기관뿐만 아니라 일반기업체에서 요구하는
유능한 인재를 양성하는데 역점을 두고 있다.

교육 목표
공공성과 효율성을 판단하며 창의적 문제해결 역량을 갖춘 인재 양성
4차 산업시대에 적극 대응하고, 이론과 실무를 겸비한 전문적 행정·관리 인력 양성
국가와 인류사회에 기여하는 글로벌 인재 양성
졸업 후 취업 진로
국가 및 지방공무원, 경찰공무원, 공기업 등 공공기관 및 일반기업체

교과목 연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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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법경영학부

가. 법학전공
전공 소개
민주국가, 법치국가, 복지국가의 이상을 법을 통해 연구하고 이를 사회에 활성화시킬
인재를 양성하는 것을 목표로 1996년 설립되었다. 현대 사회에서 법학은 모든 분야에
기본을 이루는 분야로서 헌법의 가치와 이상을 지속시킬 수 있는 법학교육과 올바른
인성을 갖춘 법학전문가 교육을 제시하는 소임을 다하고자 최선을 다할 것이다. 이를
위하여 법철학, 인권법 등의 기초법과 헌법, 민법, 형법의 기본 3법, 행정법, 상법, 민사
소송법, 형사소송법, 헌법소송법 과목 외에 모의재판 등 실무관련 과목을 교육하고 있다.
변화된 사회에서 점차 중요성을 더해가고 있는 과학기술의 윤리와 안정성을 법률을
통해 확보할 수 있는 의료법, 특허·상표·디자인·저작권 등 지적 재산권, 인터넷 관련법을
전문 법학교육 분야로 연구 및 교육하고 있다.

졸업 후 진로
법조계 : 로스쿨 진학(판사, 검사, 변호사) 또는 자격시험(법무사, 공인노무사,
감정평가사, 변리사 등)을 통해 법조계로 진출
공무원 : 경찰, 경찰특채(순경), 검찰직(검찰사무관), 법원직(법원사무관), 교정직(교정관),
국회직(입법조사관), 행정직(행정공무원), 감사원 등
일반회사 : 법무팀, 기획팀, 인사관련 부서, 감사실 등
기타 : 금융기관(은행, 증권회사 등), 언론사(사회부 기자 등)
전문법 분야를 통해 정보 보안관련 회사나 특수 의료·제약회사의 법무 상담역 등
진출에 경쟁력 있음(향후 법조개방에 대비해 해외법과 UN이나 EU와 같은 국제
조직관련법을 포함한 새로운 커리큘럼 제공 예정)

교육목표
심층적, 융합적 법률 실무능력 배양
국제적 감각을 지닌 글로컬 법률전문가 양성
소통과 협력을 통한 문제해결 능력을 갖춘 법률전문가 육성

길을 만드는 대학, 경기대표 국립대학 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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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과목 연계도

나. 경영학전공
전공 소개
정보화. 세계화의 시대적 흐름과 급변하는 산업사회는 과학적이고 효과적인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 경영자를 필요로 한다. 이러한 경영자는 시대 상황에 적합한
경영학 교육을 통하여 실현될 수 있다. 경영학전공은 사회현상을 다루는
사회과학의 한 분야로서 기업의 합리적 운영과 전략적인 경영을 강조하고 있다.
그러므로 경영학전공에서는 학생들에게 경영조직에 적용할 수 있는 이론과 기법을
포괄적으로 교육함과 아울러 특히 기업의 중요한 실제적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을 배양하도록 노력하고 있다.
또한, 경영자로서의 창조적 사고 능력과 사회적 역할에 대한 예리한 통찰력을 갖출
수 있도록 교육함으로써 급변하는 기업경영환경에서 요구되는 기본적 자질을
갖추게 한다.

졸업 후 진로
일반 기업체 : 제조업, 금융업(은행, 증권사, 보험사), 서비스업(항공사, 컨설팅사, 광고기획사,
회계법인, 언론사, 리서치회사, 레저관광회사), 유통업(무역회사, 유통회사)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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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자격인 : 공인회계사, 세무사, 감정평가사, 경영지도사, 보험계리사, CFA 등
공기업 및 정부산하 기관 : 한국거래소, 증권예탁결제원, 국민연금관리공단, 한국수자원공사 등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 : 세무직, 관세직, 재경직 공무원 등
창업 및 벤처사업가
학교, 호텔, 병원, 각종 재단(사단)법인 등의 협회 및 단체
대학원 진학

교육목표
(1) 맥락적 역량을 기반으로 효율성 및 효과를 산출하는 전문성을 함양
(2) 다양한 인문사회학의 전문지식을 융복합적으로 활용하는 창조적인 문제해결 역량을 함양
(3) 타인 및 사회와 자연스럽게 소통하고 협력하며 다양한 문화에 대해 이해하는 능력을 함양

교과목 연계도
역량기반 교육과정 로드맵(이수체계도)

길을 만드는 대학, 경기대표 국립대학 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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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웰니스산업융합학부

가. 의류산업학전공
전공 소개
차세대

신산업사회가

요구하는

섬유·패션산업의

발전과

섬유·패션제품의

고부가가치화의 요구에 부응하기 위해 각 분야의 전문 인력 양성을 목표로
전통복식, 어패럴CAD, 패션디자인, 패션마케팅, 텍스타일디자인 등의 전문 실무
중심의 교육과 체계적인 이론 및 실습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이러한 교육을 통하여
패션 정보 실무능력을 갖춘 차별화 된 융합적 전문 패션인의 양성을 목표로
노력하고 있다.

졸업 후 진로
의류산업체로 진출하여 디자이너(패션, 테크니컬, 텍스타일, 한복), 패션마케터(MD,
VMD, 샵마스터), 크리에이터(패션 에디터, 크리에이터), 패션 스타일리스트(TV,
영화, 패션 산업 브랜드), 교사, 연구원 등으로 활동할 수 있다.

교육목표
(1) 다양한 패션 영역을 융합하여 문제해결 역량을 갖춘 창의융합적 의류산업인을
양성한다.
(2) 산업 현장에서 요구하는 능력을 발휘할 수 있는 실무 역량을 갖춘 의류산업인
을 양성한다.
(3) 서양복 및 전통복 각 영역의 전문성을 극대화하면서 국제적 감각을 갖춘 미래
지향적인 글로벌 의류산업인을 양성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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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아동가족복지학전공
전공 소개
저출산 · 고령화 시대, 시니어 · 장애인 · 가족 분야의 웰니스 전문가 양성
아동가족복지학은 사회복지, 건강가족, 영유아 보육 분야에 대한 총체적인 교육을
통해 관련 이론을 응용·융합·실천하는 휴먼서비스 전문가 양성을 목적으로 하는
학문입니다. 아동가족복지학은 노인 및 장애인 등 취약계층의 각종 복지문제, 다문화
현상과 가족복지 문제, 청년실업, 보육과 아동, 인권 등 광범위한 사회문제를 다룹니다.
특히 저출산·고령화에 따라 심각하게 발생하고 있는 노인의 건강, 빈곤, 일자리 창출,
독거, 여가와 삶의 질 등 노인 관련 다양한 영역에 초점을 두고 휴먼서비스 현장에서
활동하는데 필요한 능력과 전문지식 및 기술, 올바른 인성을 갖춘 유능한 인재를
양성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저출산 · 고령화 이슈, 취약계층의 웰니스, 가족해체 등
다양한 사회복지 문제 해결에 대한 학문적 호기심과 열의를 가지고 있으며 봉사활동
등 지역사회에 대한 기여에 관심 있는 학생들에게 적합합니다.
졸업 후 진로
종합사회복지관 등 사회복지관련 기관 및 시설, 기업복지재단 및 공기업, 사회복지
연구기관, 건강가정지원센터, 다문화가족지원센터, 가족센터, 어린이집
길을 만드는 대학, 경기대표 국립대학 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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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목표
가족학, 사회복지학, 아동학의 관련 지식을 응용-융합-실천하는 아동가족복지
전문성을 함양한다.
문제해결중심의 사고와 직업윤리의식을 겸비한 휴먼서비스 능력을 함양한다.
문화적 감수성과 주도적이고 도전의식을 갖춘 글로벌 역량을 함양한다.

2022년도 교과목 연계도

다. 식품영양학전공
전공 소개
복지사회 지향과 창조의 식문화시대를 열어 가는 현대사회에서 국민 각 계층의
영양과 식품 및 외식산업의 중요성은 한층 증대되고 있다. 이에 웰니스산업융합학부
식품영양학전공은 국민영양과 단체급식 및 외식산업분야에서 실무를 주도해 나갈
역량을 갖춘 영양사, 영양교사 및 전문산업인력양성을 위하여 이론 및 실기,
현장실습을 강화한 교육의 전개를 목표로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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졸업 후 진로
영양사, 영양교사, 급식 및 임상영양사, 조리사, 식품관련분야 공무원 정부기관 및
산업체 식품연구소 연구원, 조리연구가, 식품관련 사업장 관리자, 식품영양관련
각종 기관(건강증진센터, 스포츠센터, 다이어트센터 등) 영양상담원, 푸드스타일리스트,
외식산업체 전문경영인, 급식관련 전문인, 방송매체 전문리포터 및 기자, 영양 조리
관련 창업, 대학원진학

교육목표
급·외식 및 식품영양산업 분야의 창의적 설계 능력을 함양한다.
현장 적응력 강화를 위한 실험 및 현장실습 전개로 직무능력을 함양한다.
자기계발을 위한 능동적인 자세와 직업소명의식을 함양한다.

2019학년도까지 트랙 이수체계도

길을 만드는 대학, 경기대표 국립대학 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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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웰니스스포츠과학전공
전공 소개
다양하고 체계적인 스포츠학문을 연구하고 교육함으로써, 국민 건강 문화 창달에
일조할 수 있는 인재를 양성하는 것을 운영 목적으로 특성화를 실천하기 위해
다양하고 체계적인 이론과 실제를 학습시킨다. 또한 학생만족을 위한 교육서비스의
품질을 향상시킴으로써 보다 우수한 교육내용을 경험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
이를 위해 다양한 교육체계와 교육실습 그리고 산업연계 교육을 활용하고 있다. 본
학과의 주요 교육영역은 첫째, 레저 및 스포츠 경영 마케터 둘째, 레저 및 스포츠
현장 지도자 셋째, 운동과학 및 처방 등이다.

졸업 후 진로
각종 레저스포츠 지도자 (스키, 스노우보드, 웨이크보드, 수상스키, 윈드서핑, 스쿠버 다이빙,
레프팅, 라이프가드 등)
40 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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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종 구기 심판 자격증, 무도자격증(유도 등), 수영관련 자격증(인명구조, 강사자격, 심폐소생술 등)
학사장교, 소방공무원, 경찰공무원 등
스포츠지도자, 유아체육 지도자, 청소년 지도자, 노인체육 지도자
대학원진학

교육목표
스포츠 산업 및 현장에 적합한 실무 교육
스포츠와 관련된 정보 전반에 관한 전문 이론 및 실기교육
21세기 세계화ㆍ정보화시대에 적합한 각종 정보 기기의 기초지식 및 응용기술 교육
지역사회에 부합하는 특성화 교육
다원화되는 정보ㆍ산업사회에 요청되는 가치관 정립 및 자질배양

2022년도 교과목 연계도
역량기반 교육과정 로드맵(이수체계도)

길을 만드는 대학, 경기대표 국립대학 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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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식물자원조경학부

가. 식물생명환경전공
전공 소개
식물생명환경 전공은 자연계에 존재하는 다양한 식물자원들 중에서 인간에게 유용한
식용, 약용 및 특용 작물들, 즉 유용 바이오매스의 효율적인 생산 및 이용을 탐구하는
학문분야이다. 식물자원의 활용을 위한 재배학, 식물생리학, 식물유전학, 토양학 및
생화학의 기초 교육에 중점을 두고 응용 학문인 분자육종학, 유전공학, 조직배양학,
종자학, 식물생태학, 생태복원학, 농약학, 천연물분석학, 바이오매스처리 등의 응용
교육을 통해 전문기술인 및 학문 후속세대를 양성한다.
식물의 발달, 환경스트레스 적응성, 고수량성, 고품질 등에 관련된 유전자 기능연구에
대한 이론 및 실습교육을 실시하고, 전통육종기술 및 유전자변형기술(GMO),
유전자편집(gene editing), 분자마커개발 등의 분자육종 방법에 대한 이론 및 실무
교육을 통해 식물생명공학 연구인력 및 식물육종 기술인을 양성한다.
또한, 농업 및 자연생태계의 지속 가능한 이용을 위한 농약학, 천연물화학, 종자, 생태,
환경복원 분야의 이론 및 실무 교육을 통해 다양한 환경문제 해결하기 위해 농식품의
식품 안전성 확보, 유용 바이오매스 자원의 활용, 농업환경에 대한 전반적인 지식을
기초로 안전하고 지속가능한 농산업 육성에 기여할 수 있는 전문 인력을 양성한다.
변화하는 시대적 요구에 부응하여 기후·환경 대응을 위해 농산업 부산물
바이오매스의 생물·화학적 전환을 통하여 바이오에너지(에탄올, 디젤, 메탄가스 등)
및 석유화학 대체원료 등을 이용하는 기술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며, 지속가능한 미래
스마트 농업 기술인력 양성에 부응하는 소명을 가지고 관련 분야의 융합 교육을
통한 농산업 분야 전문인을 양성하여 국가 경제와 농산업 발전에 기여하고 있다.

졸업 후 진로
대학원 진학: 국내외 일반대학원, (한)의학 전문대학원
공무원 : 국가직 공무원(농촌진흥청, 농림수산식품부와 그 산하 기관들의 연구직,
행정직, 기술직), 지방직 공무원(각 도 연구직, 지도직, 기술직 등)
국가연구소 : 농어촌공사, 농업실용화재단, 농산물품질관리원, 국립종자원, 농수산식품
유통공사, 국립생태원, 농수산교육문화정보원, 식물검역소, 임업연구원,
국립환경연구원, 지질자원연구소, 식품연구원, 식품의약안전청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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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연구소 : 한국생명과학 연구소, 한국생명공학연구원 등
기 업 체 : 국·공립 및 사립식물원, 농협, 종묘회사, 농약회사, 비료회사, 제약회사,
농업 환경관련회사, 골프장, 식물원, 토양환경관리 벤처기업, 수질 및
지하수탐사 업체 등
국제기관 : FAO, IAEA, IITA, IRRI, UNESCO 등
자 영 업 : Bio-Tech 벤처회사, 전문농업경영인, 식물원, 농업컨설팅 등

교육목표
농산업 분야 전문 지식을 겸비한 도전적인 지식인 양성
창의적 사고와 실무능력을

갖춘 전문인 양성

국제 감각과 경험을 갖춘 책임감 있는 사회인 양성

2022년도 교과목 연계도
역량기반 교육과정 로드맵(이수체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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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조경학전공
전공 소개
조경학은 사회 및 자연과학을 바탕으로 인간과 환경의 바람직한 관계를 도모하고
도시계획 및 건축, 토목, 생물학, 사회학 등 다양한 학문 분야의 포괄적 이해를
바탕으로 하는 종합과학예술 학문이다. 따라서 조경학과는 자연과 인간관계에서
나타나는 다양한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는 유능한 환경계획·설계가와 전문 건설인
양성을 목표로 하고 있다. 우리 학과는 21세기가 요구하는 통섭적, 학제적 능력을
갖춘 인재양성 교육을 목표로 기초 전문지식을 바탕으로 한 창의적 사고의
환경분야 전문인을 양성하고 있다. 또한 실전형 실무인재 양성을 위하여
현장중심의 문제해결 능력과 다양한 분야와의 협업능력을 갖춘 조경전문가를
육성하고 있으며, 지난 20여년 동안 300여명의 산업체 위탁생을 포함한 800여명의
졸업생을 배출하여 명실상부한 수도권 거점학과로 급부상하고 있다.

졸업 후 진로
취업진로 : 건설회사, 조경설계사무소, 조경시설물 및 조경관리 업체, 조경직 공무원,
연구원, 공공기관, 고등학교 교사, 대학원 진학 등
취업분야

━
━

건설회사 : 삼성물산(주), 삼성에버랜드(주), SK건설(주), SK임업부문, 현대건설(주),
현대산업개발(주) 등
설계회사: (주)도화종합기술공사, (주)동일기술공사, (주)유신코퍼레이션, (주)한국종합기술개발공사,
(주)다산컨설턴트, 조경설계 서안(주), (주)그룹한, (주)신화컨설팅, 동심원, CA조경기술사

━

사무소, 동인조경 마당 등
국가기관 : 국토부, 환경부, 농림부, 산림청, 문화재청, 농진청, 국립산림과학원,
국립수목원, 국립원예특작과학원

━
━

지 자 체 : 서울특별시, 경기도청, 지방광역시, 전국 시군 등 지방자치단체 공무원
공 공 기 관 : AURI( 건축도시공간연구소), 환경정책평가연구원,
건축도시공간연구소,국립종자원,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한국수목원관리원,
한국산림복지진흥원, 서울도시주택공사, 경기도시개발공사, 서울시설관리공단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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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목표
(1) 체계적 전문지식을 갖춘 현장형 전문가 양성
(2) 새로운 시각으로 문제를 분석하고 해결할 수 있는 혁신 인재 양성
(3) 변화에 유연하게 대응하고 끊임없이 도전하는 개척가 양성

2022년도 교과목 연계도
역량기반 교육과정 로드맵(이수체계도)

길을 만드는 대학, 경기대표 국립대학 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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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동물생명융합학부

가. 동물자원과학전공
전공 소개
동물자원과학전공은 동물과 관련된 산업의 고급인력을 양성하는 학문분야로써
육류의 주 공급원인 소, 돼지, 닭, 오리, 사슴, 염소 등과 같은 경제동물과 개, 고양이,
말과 같은 인간 친화형 동물 및 각종 야생 조수류, 어류, 실험동물에 이르기까지
각종 동물의 생명현상에 대한 학습 및 연구를 수행하는 전공분야이다. 또한 첨단
생명공학기법과 ICT기술을 접목한 융복합 학문분야로써 경제동물의 생산성 향상과
인간 친화적인 지속가능한 친환경 동물산업을 창출하는 학문영역으로 확대하고
있다. 따라서 본 전공에서는 동물자원과학의 발전에 선도적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유능한 인재양성을 통하여 동물 산업발전에 기여함과 동시에 인류의 건강과 복지
증진에 기여하는 것을 교육목표로 하고 있다.
전공의 목표를 이루기 위하여 동물자원과학의 핵심 분야인 동물자원의
육종·번식·영양·사양·사료·시설·환경 분야에 대하여 전공 분야별 심도 있는 이론 및
실습으로 연구 능력을 향상하고 있으며 중앙정부 및 관련기관으로부터 많은
예산지원을 통하여 실습 및 체험 프로그램, 기업 및 관련산업의 현장실습 및
관련분야 전문가 특강, 각종 세미나, 취업 및 창업동아리 지원, 진로개척을 위한
강연회 및 장학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미래에 대비하기 위한 동물산업 전반에 걸친
전문적인 이론과 기술을 연마함과 동시에 창의성을 개발하고, 연구력 및 정보력을
배양시켜 미래산업의 주역으로서 역할을 다할 수 있는 인재 양성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 또한 신기술 생명현상에 대한 연구로써 동물유전공학, 동물유전체 육종학,
동물발생공학, 줄기세포학, 동물영양학, 동물생리학, 기능성 동물성식품소재,
생리활성물질 등의 최첨단 영역에서 교육과 실습을 실시하고 있다. 졸업 후,
동물관련기업, 생명공학기업, 생명의료기업, 제약기업, 병원(불임클리닉 등), 국공립
연구소, 국가기관(공무원) 등에 취업이 유리하며 대학원 진학을 원하는 학생들을
대상으로 특성화된 대학원 프로그램(학사-석사 통합과정, 석사, 박사 과정)을
운영하고 있으며, 해외 유학을 위한 진로 지도를 병행하고 있다. 이를 위하여
동물산업기반이 풍부한 중국, 베트남, 태국, 호주, 뉴질랜드 등으로의 해외진출을
목표로, 국내외 동물자원 관련 산업에 공헌할 수 있도록 우수한 인적자원을
발굴하고 양성을 목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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졸업 후 진로
생명공학 벤처 및 연구소
경제동물산업 기업농장 및 경영체 운영
동물산업 관련 행정직, 연구직, 기술직 공무원
농·축협 등 금융기관
사료회사 및 제약회사
축산물품질평가원 및 가축방역본부
동물 수출/입 업체 및 유통업계
수정란 이식 및 인공수정센터
동물산업 관련 연구기관 및 기업체
생명공학 관련 연구기관 및 업체
동물산업 언론기관 및 출판사
석/박사과정의 대학원 진학
동물병원 및 애완동물관련 직종관련분야 공무원, 정부출연 및 대학연구소의 연구원

교육목표
동물자원과학분야의 학문적 이론과 응용능력을 향상하여 미래 동물산업의
신지식인을 배양한다.
신기술에 대한 창의성을 높이고 동물관련 산업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학문적
역량을 향상한다.
동물자원과학분야의 해외 산업진출을 위한 국제화 역량을 높인다.

길을 만드는 대학, 경기대표 국립대학 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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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도 교과목 연계도
역량기반 교육과정 로드맵(이수체계도)

나. 생물산업응용전공
전공 소개
식품산업, 반려동물산업, 바이오산업은 인간의 삶에 매우 중요한 요소에
해당되며, 그 중요성과 발전 가능성은 앞으로 더욱 증대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러한 중요성으로 인하여 우리 생물산업응용 전공은 축산식품학, 사료가공학,
반려동물학, 식품위생·안전학, 세포생물학, 경영 및 유통학 분야에 특화된 전문
인력 양성과 해당 분야의 다양한 연구 수행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생물산업응용 전공은 동물산업과 관련이 있는 바이오 분야에 특화된 전문
인력을 양성하는 학문 분야를 중심으로 교과목이 구성되어 있다. 분야별 교과목
구성 비율을 보면, 축산식품학 분야 (유가공학, 육가공학 등) 22.3%, 기초응용학문
분야 (미생물학, 분자세포학) 22.3%, 식품위생 및 안전분야 (12.4%), 반려동물
분야 (12.4%), 사료가공 및 영양학 분야 (18.2%), 경영 및 유통학 분야 (12.4%)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러한 커리큘럼 구성은 축산분야의 식품, 반려동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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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이오산업 인력양성에 꼭 필요한 교과목으로 학생들의 취업 활동에 상당히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이와 함께, 생물산업응용 전공에서 운영 중인
교과목 프로그램을 이수하면 다양한 자격증 취득이 가능하다. 특히, 국가공인
자격증은 축산기사, 식품기사, 식품위생사, 식육가공기사, 유기가공식품기사 등이
해당되며, 반려동물 관련 민간 자격증은 반려동물관리사, 반려동물매개치료사
등이 포함된다.
생물산업응용 전공은 전공 학생들의 학생활동, 진로, 학술활동 등에 필요한
다양한 비교과 학생활동 프로그램을 구성 및 운영하고 있다. 비교과 프로그램은
크게 학습동아리 (식품위생역량강화, 유제품 마이스터, 반려동물 치유) 자격증
취득 동아리 (축산기사, 식육가공기사, 반려동물 자격증), 취업특강, 진로특강,
국내외 학술대회 참가 등이 포함된다. 아울러, 축산물품질평가대회, KOICA 해외
봉사활동 등도 참여 가능하다.
생물산업응용

전공은

학생들의

Needs와

산업의

요구에

발맞추어

스마트에그리푸드시스템 전공을 응용생명공학 전공과 융합전공으로 2022년
1학기부터 운영한다. 스마트에그리푸드시스템 전공의 교육목표는 농축산 식품
생산 전문이론을 기반으로 첨단 스마트 기술 전문인력 육성과 농축산 식품 생산
시스템 분야의 생산성과 위생안전성 향상을 위한 융합 빅데이터 가공 및 AI 활용
역량을 함양하는데 있다.

졸업 후 진로
대학원 진학 : 국내·외 대학원(석사, 박사) 과정 진학
식품회사 취업 : 축산식품, 일반식품, 농식품 회사
반려동물 회사 취업 : 국내외 전문 반려동물 회사
축산분야

공공기관

취업

:

축산물품질평가원,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

가축위생방역본부 등
사료회사 취업 : 반려동물 사료, 배합사료, 단미사료 등
농협 및 축협 취업 : 농협중앙회 및 자회사, 지역농협, 지역축협
병원취업 : 대형병원 불임연구센터 연구원 취업
국가

연구소

연구원

:

농촌진흥청,

축산과학원,

산림청

소속

야생동물

종복원연구소 등
공무원 : 중앙정부, 지방정부의 농업직 또는 식품직 공무원
길을 만드는 대학, 경기대표 국립대학 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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벤처기업 : 생명공학 분야, 스마트에그리푸드시스템 분야
기타 연관 산업 : 협회, 출판사, 신문사, 제약회사 등

교육목표
동물생명과학 2차 산업 분야의 전공이론을 바탕으로 각종 연구를 수행할 수 있는
전문성을 함양한다.
미래 동물소재 산업을 선도하기 위한 가공, 위생, 유통산업과 관련된 새로운 교육
및 제품을 개발할 수 있는 도전정신과 융합역량을 강화한다.
4차 산업혁명을 위한 생물 산업 관련 문제를 분석하고 해결하는 수행력을
함양한다.
산업에 필요한 깊이 있는 응용학문을 수학하고 이를 현장에 적용하는 능력을
배양한다.

교과목 연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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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생명공학부

가. 원예생명공학전공
전공 소개
원예생명공학 분야는 생명현상의 이론을 바탕으로 연구와 실험을 통하여 다양한
과학 분야에 응용 가능한 융합적인 전문 인재 양성을 하고 있다.
원예생명공학은 고부가가치 원예작물의 육성을 위해 재배, 생산과 더불어 원예
산물의 가공 및 활용, 생명공학기술의 적용 및 이용 등에 관한 연구를 수행하며, 이를
위한 체계적인교육을 통해 사회에 기여할 수 있는 창의적 인재 양성을 하고 있다.

졸업 후 진로
국제기관

유엔식량농업기구(FAO), 국제농업개발기금(IFAD),
국제식량정책연구소(IFPRI), 국제친환경유기농센터, UN산하농업관련기관 등

공무원

농림수산식품부, 각 도 및 시청, 농촌진흥청, 국립원예특작과학원,
국립농업과학원, 국립식량과학원, 산림청, 종자관리소, 식물검역소,
각 도 농업기술원, 전국 농업기술센터에서의 연구직 또는 지도직 공무원 등

정부 및
출연기관

농산물유통공사, 한국농림수산정보센터, 농협, 농촌공사,
각 도 산하 농어업관련기관 등

정부출연
연구소

한국생명공학연구원, 한국식품연구원, 한국화학연구소, 한국원자력연구소,
대학부설농업 과학연구소 등

기업체

종자관련회사, 식물조직배양회사, 농약관련회사, 실내ㆍ외 조경회사, 골프장,
원예 관련 무역회사, 국내외 원예 및 자생식물원, 농자재회사 등

교육분야

대학교수, 초ㆍ중등 교사, 플라워디자인 전문강사, 원예전문강사, 원예치료사,
원예컨설팅 등

자영업

채소시설재배, 식물공장, 과수원, 다양한 화훼농장운영, 관광농원, 플라워샵,
원예유통업 등

교육목표
원예생명공학의 체계적 교육을 통하여 학문적 전문성과 응용능력을 갖춘 창의적 인재 양성
전문적 지식을 활용하여 인류의 번영을 위해 공헌하는 융합형 글로벌 인재 양성
건전한 정신으로 원예생명공학 분야를 이끌어 갈 배려와 소통의 인재 양성

길을 만드는 대학, 경기대표 국립대학 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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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도 교과목 연계도
역량기반 교육과정 로드맵(이수체계도)

나. 응용생명공학전공
전공 소개
새로운 도전과 도약을 위하여 미래형 생명공학 및 친환경농업분야로 특성화를
추진하여 국내외 바이오산업을 이끌어갈 핵심 분야로써 새로운 DNA 분석기술을
통한 유전특성 규명 및 질병원인 규명, 바이오 식의약 소재 발굴, 홍삼 및
건강기능성 식품 개발, 현장형 유전자감식 기술 개발, 농축산물 이력추적 관리 등을
배울 수 있게 산·학·연 협력 현장실습 시스템을 구비하고 있다. 그린바이오분야에
특화된 창의적 분석기술 인재, 체계적인 실습교육을 통한 현장실무형 인재,
지역산업과 연계된 글로컬 전문 인재와 같은 ‘BEST’ 인재 양성이라는 모토로
첨단생명공학 기술을 가르치고 있다. 특히 중국·일본·몽골·동남아시아로의 현장
기술 연수, 한국국제협력단(KOICA) 해외팀 봉사단원 파견, 북아메리카로의 영어
교육 및 현장 연수를 통하여 글로벌 국제 인재 양성과 생명산업 분야의 전문가
배출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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졸업 후 진로
국제기관

농업생명공학정보한국센터(KBIC), 유엔식량농업기구(FAO), 유엔환경계획(UNEP),
국제농업개발기금(IFAD), 국제식량정책연구소(IFPRI), 국제친환경유기농센터,
UN산하농업관련기관 등

공무원

농림수산식품부, 각 도 및 시청, 농촌진흥청, 국립농업과학원, 국립식량과학원, 산림청,
축산물검사관, 농축산물검역소, 각 도 농업기술원, 전국 농업기술센터에서의 연구직
또는 지도직 공무원, 농업직 공무원 등

정부 및
출연기관

농촌진흥청, 축산물품질평가원, 국립축산과학원, 축산물HACCP기준원, 국립농산물
품질(GAP)관리원, 농산물유통공사, 한국농림수산정보센터, 농·축협, 농촌공사,
각 도 산하 농어업관련기관 등

정부출연
연구소

한국생명공학연구원, 한국과학기술연구원, 한국기초과학지원연구원, 한국과학기술
정보연구원, 한국식품연구원, 안전성평가연구소, 한국화학연구소, 국립과학수사연
구원, 한국원자력연구소, 한국표준과학연구원, 대학부설 농업 및 축산과학연구소 등

기업체

농업관련 국영기업체·기관 및 회사, 생명공학관련 벤처기업, 바이오관련 산업체,
바이오센터, DNA 분석·유전자 감식기업, 제약회사, 화장품회사, 건강기능식품
회사, 한국바이오플라스틱(KBPA), SD생명공학 등

교육분야

대학교수, 대학강사, 생명과학전문강사, 중등 교사, 방과후 강사 등

자영업

실험용품 납품업, DNA 수공예품 제작 및 판매, 수제맥주제조업 등

교육목표
생명과학 분야의 실험, 검사 및 분석을 수행할 수 있는 ‘BEST’ 전문 인재 양성
생명공학 분야에서 제기되는 문제의 원인을 파악하고 해결할 수 있는 창의적 인재 양성
새로운 실행 및 제품을 개발하기 위한 연구를 수행할 수 있는 도전정신과
교류능력이 함양된 인재 양성

2022년도 교과목 연계도
역량기반 교육과정 로드맵(이수체계도)

길을 만드는 대학, 경기대표 국립대학 _

53

2022년도 대학요람

54 _

II. 대학

7

건설환경공학부

가. 토목공학전공
전공소개
토목공학전공은 공학분야 중 가장 먼저 학문체계가 정립되어 문명의 발전과 함께
성장해온 학문으로, 대부분 공적인 자본으로 건설되는 다양한 사회기반시설을 보다
안전하고 경제적이며 환경 친화적으로 계획, 설계 시공 및 유지관리하기 위해
요구되는 지식을 탐구하여 국가발전과 인류공영에 이바지함을 목표로 한다.

졸업 후 진로
공무원, 정부투자기관, 공기업, 건설관련연구소
건설회사, 설계 및 감리요원(엔지니어링회사), 건설안전관리자

교육목표
토목공학 분야의 전문지식을 바탕으로 창의적 종합설계 능력을 함양
토목공학 분야 산업 현장에서 문제를 파악하고 해결 방안을 제안할 수 있는 실무
역량을 함양
기술환경 변화에 따른 미래지향적 도전정신을 갖춘 글로벌 역량을 함양

길을 만드는 대학, 경기대표 국립대학 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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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도 교과목 연계도
역량기반 교육과정 로드맵(이수체계도)

나. 환경공학전공
전공소개
환경공학전공 은 실용적 문제해결 능력과 창의력을 갖춘 환경인재 육성을 목표로
환경 지속가능한 발전과 환경재해 예방 등 행복한 삶을 위해 환경 핵심기술과 에너
지, 바이오, 보건, 나노 및 정보기술을 융합하여 현재와 미래의 기술적·사회적 요구
에 부응하는 특화된 교육을 진행하고 있다.

졸업 후 진로
환경직공무원, 환경엔지니어, 연구원
한국환경공단, 국립환경과학원, 한국환경산업기술원
환경설계 및 시설업체, 환경시설 전문운영사, 환경영향평가사

56 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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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목표
산업현장에서 요구하는 실용적 교육
산학협동에 기초한 이론과 실무를 겸비한 전문기술인 양성
창의적이고 실천적이며 미래지향적인 글로벌 공학인재 양성

2022년도 교과목 연계도
역량기반 교육과정 로드맵(이수체계도)

길을 만드는 대학, 경기대표 국립대학 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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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사회안전시스템공학부

가. 지역자원시스템공학전공
전공소개
지역자원시스템공학은 농업 생산 환경의 유지, 환경보존 및 지속성 문제, 지역격차
해소를 위한 부존량 활용 방안을 통하여 지역 문제를 시스템적으로 분석하며,
문제해결을 위한 이론과 방법에 대해 집중적으로 연구하는 학문분야입니다. 또한
지역사회 발전단계에 따라서 공학적 기법을 토대로 농촌개발정책 및 계획을
수립하기 위한 방법을 탐구합니다. 지역계획, 설계, 지리정보시스템의 활용, 각종
컴퓨터실습

등

공학적

지식이

요구되므로

공학사를

받게

됩니다.

지역자원시스템공학은 농업생산의 농학계열 지식과 공업경제학 요소, 토목공학,
환경공학,

ICT

분야의

요소기술을

도입하여

스마트

농업생산시설관리,

농업용수관리 등을 수행하면서 주변의 여러 학문과 인접해있는 학문영역입니다.

졸업 후 진로
공무원,

한국농어촌공사,

재난안전연구원,

한국수자원공사,

농촌진흥청,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국토개발

농어촌연구원,
관련

국립

국영기업체,

엔지니어링ㆍ환경ㆍ건설 회사진출, 건설토목 분야 기술자, 농업환경생태연구원,
바이오에너지연구 및 개발자, 시스템 컨설턴트, 토목공학기술자, 환경공학기술자

교육목표
기초지식, 설계, 환경계획 능력을 갖출 수 있는 교과목의 개발과 도입을 통한
농업생명환경에 기반을 둔 공학도의 양성
환경 친화적 농촌개발과 첨단 및 정밀농업기반조성 및 환경계획을 추진할 수 있는
창의인재의 배양
세계의 농업환경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글로벌 경쟁력이 있는 기술
인력의 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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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안전공학전공
전공소개
안전공학전공은 제조업과 건설업을 중심으로 한 산업재해 예방활동을 담당할 수
있는 안전전문가 양성을 목표로 하며, 학생들이 건설, 기계, 전기, 화공, 시스템
안전 분야에 대한 공학적 지식과 실무적 안전관리 역량을 함양하도록 하고 있다.
특히 우리 대학 안전공학 전공은 건설안전, 인간공학 및 시스템안전 분야의 특화로
동 분야에서는 국내 최고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졸업 후 진로
공무원, 공기업, 건설회사, 설계 및 감리요원(엔지니어링회사), 건설안전관리자,
제조업체 및 일반산업현장에서의 산업안전관리자
진학 : 안전공학과 산업시스템공학과, 산업안전보건학과 대학원 진학
길을 만드는 대학, 경기대표 국립대학 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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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목표
창의적 종합 설계 능력을 갖춘 전문 엔지니어 양성
산업 현장의 문제 해결을 위한 현장 전문가 양성
업무수행에 요구되는 소통과 협업에 능한 사회인 양성

2022년도 교과목 연계도
역량기반 교육과정 로드맵(이수체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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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식품생명화학공학부

가. 식품생명공학전공
전공 소개
식품생명공학전공은 1982년 식품제조과로 설립된 이후 지난 37년간 현장 실무
경험을 갖춘 교수진과 우수한 연구시설을 확보하여 산업계 맞춤 전공 이론과
실습교육을 제공하고 있다. 또한 식품공학 및 생명공학 관련 지식을 바탕으로 식품
중의 생리활성물질의 탐색과 이를 활용한 바이오소재 개발, 식품특성에 관한
이론을 바탕으로 다양한 가공기술과 생명공학기술, 식품의 안전한 저장/유통을
위한 신기술에 대한 연구 및 개발을 활발히 수행하고 있다. 이를 통해 4차 산업혁명
시대의

식품

및

바이오산업을

이끌어갈

수

있는

창의적,

실무적인

식품생명공학도를 양성하고 있다.

졸업 후 진로
식품생산업체, 식품유통업체, 기능성식품업체, 바이오업체, 제약업체, 식품포장업체
정부출연연구소, 정부기관 및 식품분석기관(한국식품연구원, 식품의약품안전처,
농촌진흥청, 한국보건산업진흥원,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등)
국내외 대학원 진학

교육 목적
미래융합식품 산업현장에 필요한 식품가공(가공/저장/유통), 식품안전(위생/안전/품질관리),
식품공학(화학/발효/생물공정), 기능성식품(천연물/기능성/기기분석)분야의 실무적
역량을 갖춘 글로벌 식품생명공학 전문가 양성

교육 목표
식품생명공학의 기초지식과 이론을 체계적으로 습득하여 창의성과 산업적 응용력을 함양한다.
미래지향적 핵심융합기술의 교육과 실습을 통하여 문제해결 능력을 증진한다.
안전하고 건강한 식품을 공급하는 윤리의식과 책임의식을 갖춘 인재를 양성한다.
국제적 감각과 진취적인 지도력을 발휘할 수 있는 글로벌 리더를 양성한다.

길을 만드는 대학, 경기대표 국립대학 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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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도 교과목 연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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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화학공학전공
전공 소개
자연계에 존재하는 여러 자원 물질 또는 이를 변형한 물질에 화학적 및 물리적
처리를 하여 인간의 생활에 유용한 물질을 경제적으로 생산하는 공학으로서 기초
적이고도 종합적인 학문의 성격을 갖고 있다. 본 학과는 지식기반사회에서 BT
(Biotechnology), IT (Information technology), NT (Nanotechnology), ET (Energy
and Environment technology) 관련된 화학공학 전문 인력을 양성한다.

졸업 후 진로
석유화학 기간산업, 정밀화학 및 의약품 첨단산업, 고분자 및 나노소재 분야,
바이오/생명공학 분야, 에너지/환경 분야, 정보화와 산업자동화 분야, 자원과
신재생 에너지 관련분야, 향장 산업 분야, 화공직 관련 공무원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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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목표
화학공학분야에서 필요한 전문기술 및 지식을 습득한다.
교육주체 간 상호작용을 촉진하여 현장문제를 해결한다.
화학공학 실제문제의 능동적·창의적 해결 능력을 배양한다.
공학윤리를 겸비한 전문가로서 국제 감각과 소통능력을 증진한다.

2022년도 교과목 연계도
역량기반 교육과정 로드맵(이수체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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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컴퓨터응용수학부
가. 소프트웨어&서비스컴퓨터전공
전공소개
소프트웨어&서비스컴퓨팅 전공은 컴퓨터공학 이론과 원리를 소프트웨어 개발에
적용시킬 수 있는 창의적 문제해결 역량을 갖춘 글로벌 인재 양성을 목적으로 하고
있으며, 컴퓨터하드웨어 및 통신공학 기술자, 컴퓨터시스템 전문가, 소프트웨어
개발자, 데이터 네트워크 및 시스템 운영 전문가, 정보보안 전문가를 양성하고자
한다.

졸업 후 진로
시스템 통합관리(SI)업체, 전자상거래시스템개발 및 인터넷서비스종사자, 내장형
시스템 소프트웨어 및 응용 소프트웨어 개발자, 웹 설계 운영자, 홈쇼핑몰 업체,
통신/정보보안, 유무선 웹/앱 컨텐츠 제작업체, 네트워크 관리자 등의 산업계
진출과 전산직 공무원 취업, 그리고 IT분야의 대학원 진학이나 연구원이 되는 등
다양한 분야에 진출

교육목표
소프트웨어&서비스컴퓨팅 전공의 교육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교육 목표는 아래와 같다.
컴퓨터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에 대한 지식을 기반으로 시스템의 분석, 설계,
개발, 시험과정을 수행 및 통찰할 수 있는 전문지식 기반 실무역량을 함양
다양한 학문 분야에서 발생하는 소프트웨어적 요구 사항에 도전적으로 부응할
수 있는 융합역량을 함양
소프트웨어 개발 분야의 글로벌화에 대처할 수 있는 의사소통역량과 세계
시민의식 역량을 함양

64 _

II. 대학

2022년도 교과목 연계도
역량기반 교육과정 로드맵(이수체계도)

나. 소프트웨어융합전공
전공소개
소프트웨어융합트랙은 소프트웨어를 중심으로 변화, 발전하는 IT 융합산업 시대의
요구에 상응하는 능력을 갖춘 학생들을 위한 전공이다. 전공교육과정은
모바일프로그래밍과 소프트웨어 응용, 인공지능(AI)과 빅데이터, 가상현실(VR)과
게임, 사물인터넷(IoT)과 컴퓨터네트워크 네 분야의 기초 학습과 응용 및 융합 능력
향상에 중심을 둔 전공강좌들로 구성된다. 소프트웨어융합트랙은 학생들의 빛나는
창의력과 도전정신을 증진하기 위한 최적의 학습 환경을 제공한다.
모바일프로그래밍과 소프트웨어 응용: 모바일 장치와 PC 용 소프트웨어 개발을 위한
프로그래밍 기술과 공학적 작업 학습 및 개발
인공지능(AI)과 빅데이터: 지능형 시스템 개발과 빅데이터 분석을 위한 머신러닝, 딥러닝 학습 및 개발
가상현실(VR)과 게임: 인간-컴퓨터 사이의 인터페이스 구현을 위한 프로그래밍기법 학습 및 개발
사물인터넷(IoT)과 컴퓨터 네트워크: 가전제품, 모바일 및 웨어러블 장치 등 다양한
임베디드 시스템 개발을 위한 지식 학습 및 개발
길을 만드는 대학, 경기대표 국립대학 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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졸업 후 진로
전문 프로그래머, 시스템 엔지니어, 통신/보안 전문가 등 다양한 직종으로 진출할
수 있다. 또한 본교를 비롯한 국내외 우수한 대학원에 진학이 가능하다.
전공교육과정과 연계된 진로는 구체적으로 다음과 같다.
모바일프로그래밍과소프트웨어응용분야: 모바일콘텐츠개발자, 온라인게임프로그래머, 웹프로그래머등
인공지능(AI)과 빅데이터 분야: 데이터 과학자, 빅데이터 분석가, 정보처리 응용 프로그래머 등
가상현실(VR)과 게임 분야: 가상ㆍ증강현실(VR/AR) 전문가, 게임 프로그래머, 디지털영상처리 전문가 등
사물인터넷(IoT)과 컴퓨터네트워크 분야: 인터넷 보안전문가, 정보보호 전문가,
임베디드 소프트웨어 프로그래머 등

교육목표
기존 소프트웨어 관련 교육체계의 한계를 극복하고 소프트웨어융합 패러다임에
맞는 인재를 육성한다. 또한 산업체 전문가들과 함께 하는 프로젝트, 인턴십 등
맞춤형 교육과정을 통하여 확고한 비전을 갖는 고급 전문가로의 성장을 위한
발판을 마련한다.

2022년도 교과목 연계도
역량기반 교육과정 로드맵(이수체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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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응용수학전공
전공소개
학생들이 순수 및 응용수학의 기초적인 지식을 익혀 활용할 수 있는 소양을 갖추도록
하고 있으며 전산 실무를 담당할 수 있도록 전산 과목의 교육도 병행하고 있다.
먼저 수학 과목의 교육과정을 개략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수학의 기본 줄기라고 할 수 있는 해석학, 대수학, 위상 및 기하학의 기초를
교육하고 응용 학문을 추가로 개설하고 있다.
해석학 쪽으로는 미분적분학을 배우고 다변수 함수론과 벡터해석학을 익힌다. 또
선형대수학, 미분방정식, 복소해석학에 이르는 과정이 개설되어 있다.
대수학 및 정수론 등이 개설되어 있고 위상수학과 미분기하학이 개설되어 이
분야의 기초적인 내용을 학습한다.
수리통계학 등 통계학 과목을 개설하여 실용적인 교육을 하고 있다. 수치해석학
또한 중요한 실용 수학이라고 할 수 있다.
이 외에도 현대수학의 이해, 융합이산수학, 확률론 등의 과목이 개설되어 학생들이
두루 현대 수학의 면면을 들여다 볼 수 있게 하고 있다.
전산 관련 교육과정은 컴퓨터 소프트웨어를 익히고 전산 실무를 담당할 수 있도록
초점을 맞추었다. 컴퓨터공학입문과 파이썬, 프로그래밍입문, 머신러닝, 딥러닝
프로그래밍 언어와 컴퓨터 운영체제 등의 과목을 개설하고 있다.

졸업 후 진로
대학원 진학을 통한 전공 심화학습
교육대학원 진학을 통한 중ㆍ고교 교사의 길
은행, 증권사, 보험사 등 금융 기관 취업
금융 기관 및 각 기업체에서 전산 실무 담당
컴퓨터 관련 벤처 기업에서 전문 프로그래머로서 역할
여론조사 기관 취업

교육목표
현대 과학기술의 근간이 되는 수학적 사고와 연역적 추론이 가능한 인재 양성
산업과 사회에서 비롯한 현상에 대해 수학적 모델을 세우고 분석할 수 있는 전문
인력 양성
길을 만드는 대학, 경기대표 국립대학 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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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이터 분석과 프로그래밍 능력을 갖추어 4차산업 흐름을 선도할 실무 인재 양성
책임감과 도전 정신을 갖춘 세계 시민 양성

2022년도 교과목 연계도
역량기반 교육과정 로드맵(이수체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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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ICT로봇기계공학부
미래사회가 요구하는 ICT(정보통신기술), 로봇, 기계공학 분야의 융복합 교육을
통하여 제4차 산업혁명을 선도하는 융합형 전문 엔지니어 양성
ICT·로봇·기계공학 분야를 창의적으로 융합할 수 있는 엔지니어 양성
ICT·로봇·기계산업 현장의 실무 능력을 갖춘 엔지니어 양성
사회에서 요구하는 인성과 경쟁력을 갖춘 ICT·로봇·기계 분야의 엔지니어 양성

전공안내
ICT로봇공학전공
기계공학전공

학위과정
구분

계열

ICT로봇기계공학부

공학

전공명
ICT로봇공학전공
기계공학전공

가. ICT로봇공학전공
전공소개
ICT로봇공학 전공에서는 다가오는 4차 산업혁명 시대에서 중추적 역할을 담당하는 융합형
전문 엔지니어의 양성을 위하여 ICT(정보통신기술) 및 로봇 공학의 융합 교육을 한다.
첫째로, 전기전자공학 지식을 기초로 제어, 로봇, 임베디드시스템, 지능시스템 관련
이론을 학습하며, 미래의 스마트 시스템을 연구 개발할 수 있는 실무 기술을 배운다.
둘째로, ICT 기술을 기초로 프로그래밍 언어, 응용 소프트웨어, 정보처리기술, 신호처리기술,
데이터통신 및 네트워크, 무선/이동통신망 기술에 대한 기초 지식과 실습위주의 전문기술을
습득하여 SW 및 ICT 관련 산학연분야에서 필요한 이론 및 기술을 교육한다.
마지막으로, 로봇 산업에 필수 요소인 반도체 기반의 메모리 및 비메모리 반도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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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EMS(Micro Electro Mechanical System) 센서, 로봇 재료 및 부품 등의 기본 원리
및 설계/제조/응용 분야의 기초 이론과 기술을 교육한다.

교육목표
미래사회가 요구하는 ICT(정보통신기술) 및 로봇공학 분야의 융복합 교육을 통하여
제4차 산업혁명을 선도하는 융합형 전문 엔지니어 양성
· ICT 및 로봇공학 분야를 창의적으로 융합할 수 있는 엔지니어 양성
· ICT 및 로봇 산업 현장의 실무 능력을 갖춘 엔지니어 양성
· 사회에서 요구하는 인성과 경쟁력을 갖춘 ICT·로봇 공학자 양성

졸업 후 진로
￭ 직무
전자제품개발기획/생산, 전자부품기획생산, 전자제품고객지원
가전기기, 산업용전자기기, 정보통신기기, 전자응용기기, 전자부품, 반도체,
(플렉시블)디스플레이, 로봇, 의료장비, 광기술, 3D 프린터, 가상훈련시스템,
착용형스마트기기, 스마트팜, OLED, 커넥티드카
정보기술 : 정보기술전략/계획, 정보기술운용, 관리 영업, 정보보호, 인공지능, 블록체인
통신기술 : 유선통신, 무선통신, 이동통신, 통신서비스, 실감형 콘텐츠제작
방송기술 : 방송제작기술, 방송플랫폼, 방송서비스
(유·무선통합서비스, 방송 장비설치유지보수 등)
￭ 업체
반도체 및 디스플레이 공정 장비 회사, 전자 관련 제조업체, 통신업체, 전자 부품
설계 및 제조업체, 전자 기기 설계 및 제조업체, 첨단 의료장비 제조업체, 위성
통신 및 위성 방송 관련업체, 전자 소자 제조업체, 로봇제조업체
￭ 정부 및 공공기관
전기직·전산직·통신직 공무원, 전자 및 통신 중·고등학교 교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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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기계공학전공
전공소개
기계공학전공은 인류의 생활을 편리하게 하기 위하여 기계에 관한 자연계의 원리를
연구하고 이를 실용화시키기 위한 기계의 설계, 개발, 생산에 관련된 제반기술을
탐구하는 학문으로서 공학의 거의 모든 분야와 연계되어 있다. 급변하는
과학기술의 발전으로 현대 산업사회의 기계공업은 날로 그 비중이 증대되고
있으며, 기계공학은 모든 공학의 핵심기반이 되는 학문으로 다양한 분야와 지식의
복합으로 구성되어 있다. 기계공학과는 현대 산업사회에 필요한 전문 기술 인력의
양성을 최우선 목표로 이론적 기초와 실험실습 및 현장실습을 중요시하며 확고한
직업윤리와 교양을 갖추도록 하여 고도의 산업화, 정보화시대에 필요한 우수한
기계공학도를 배출하고 또한, 학생 눈높이에 맞춘 체계적이고 합리적인 맞춤식
교육과정을 통해 창의적이고 실용적인 지식 습득이 가능함은 물론, 자신의 꿈과
이상을 실현할 수 있는 학과이다.

교육목표
현대 산업사회에 필요한 전문기술인력의 양성을 최우선 목표로 기계공학 전반에 걸친 기본
역학 및 응용과목, 실험 및 실습과목 뿐만 아니라 전기전자공학, 컴퓨터 활용 및 기타
응용공학에 관련된 다양한 전공지식을 습득하고, 확고한 직업윤리와 교양을 갖추도록 하여
고도의 산업화, 정보화시대에 필요한 우수한 기계공학도를 양성하는데 교육의 목표를 둔다.
공학적 기초 지식과 기계공학의 전문 지식을 겸비한 교육
종합적 설계 및 문제 해결 능력을 갖춘 기계공학인 양성
실용적 실무 능력을 갖춘 창의적 기계공학인 양성

졸업 후 진로
기계제조 및 생산관리 분야,
기계설비(건축, 제철, 발전, 환경, 일반 공정) 분야
기계설계 및 자동화 분야, 조선, 항공, 자동차공업 분야
에너지이용 및 관리 분야
기술교육기관 및 연구기관 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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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전자전기공학부
가. 전자공학전공
전공소개
한경대학교 전자전기공학부 전자공학전공은 교수 10명, 신입생 정원 65명의 전공으로써,
학문과 기술의 발전에 따라 전자/IT 산업의 특성 및 산업 연계성을 고려하여 보다 창의적이고
특성화된 IT 교육을 실현하고자 한다. “미래에 도전하고 소통에 강한 융합형 인재 양성”이라는
교육 목표를 가지고 있으며, “융합형 전문인”, “소통하는 사회인”, “도전하는 지성인”의 BRIGHT
(Blending, Research, Interaction, Globalization, Holistic, Traiblazing) 인재상을 가지고 국가와
세계가 필요로 하는 인재를 양성하기 위하여 노력하고 있다.
본 전자공학전공의 소속 교수들이 연구하고 있는 분야는 차세대 반도체,
유무선통신(5G, 6G), 안테나, 신호처리, 인공지능, 바이오/의료 기술 등으로 매우
다양하다. 전자공학전공 관련 기술들은 사회적 수요 증가에 따라 다양한 응용 분야들에
커다란 영향을 주고 있다. 또한, 전자공학은 우리나라가 글로벌 관점에서 볼 때 매우
경쟁력을 가지고 있는 분야이다. 반도체, 스마트폰 등에서 우리나라 기업들은 매우
훌륭한 기술력으로 세계 시장에서 주도권을 가지고 있으며, 이러한 기업들은 우리나라
경제에 커다란 기여를 하고 있다. 한경대학교 전자전기공학부 전자공학전공에서는 해당
분야에서 경쟁력 있는 인력의 양성을 위하여 정부지원 사업 수행, 장학금 지급 확대,
교육과 취업의 연계 프로그램 수행 등 다각적인 노력을 진행하고 있다.

비전

취업률 제고와 교육/연구 역량 강화를 통하여 한경대학교를 대표하는 전공으로
발돋움하기 위하여 “2030년 EE/ICT 분야 국내 10위권 학과”를 학과 목표로
설정하고 비전 달성을 위해 “수요 맞춤형 특성화 교육”, “창의적 설계교육”,
“산학협력 극대화” 및 “국제협력 현장교육”을 추진 전략으로 설정하였고 이를
기반으로 교육 프로그램 혁신 및 융합 인프라를 구축하고, 국제 협력 및 산학
협력체계를 고도화하여 학과의 목표를 달성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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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 목표

(1) 전자공학기반 지식을 습득하고 산업체 현장 실무에 필요한 전문인력 양성
(2) 전자공학이론을 실무에 응용할 수 있는 산업 맞춤형 엔지니어 양성
(3) 지속적인 자기계발을 통하여 창의적 문제해결 능력을 갖춘 글로벌 인재 양성

졸업 후 진로

(1) 정보통신 관련 연구소 및 공공기관
(2) 유무선 통신, 사물인터넷 관련 기업 (삼성전자, LG전자, SKT, KT 등)
(3) 반도체 및 디스플레이 관련 기업 (삼성전자, SK 하이닉스 등)
(4) 인공지능, 소프트웨어 및 임베디드 시스템 관련 기업
(5) 전자기기 및 자동화 관련 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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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공 교육과정 운영
1학기
학년

2학기
교육
혁신
구분*

이수구
분

학수
번호

교과목명(영문명)

이수
학점

전필

1000300001

공학설계입문
(Elementary design of engineering)

2-0-0-2

전필

공학설계활용
1000300002 (Design of convergence
engineering) 2-0-0-2

전선

0000330156

회로이론I
(Circuits theory I)

3-3-0-0

전선

0000330018

전선

프로그래밍언어및실습I
1000300006 (Programming
Language & Practice I) 3-2-2-0

전선

프로그래밍언어및실습II
0000350127 (Programming
Language & Practice II) 3-2-2-0

전선

1000300005

디지털회로설계
(Digital Circuits Design)

3-2-0-1

전선

0000330220

디지털시스템설계
(Digital System Design)

3-2-0-1

전필

1000300002

전자기학I
(Electromagnetics I)

3-3-0-0

전선

1000300051

전자기학II
(Electromagnetics II)

3-3-0-0

전선

1000300003

기초회로설계및실험
(Basic Electric Circuit Design and
Experiment)

3-0-2-2

전선

1000300044

데이터구조
(Data Structure)

2-0-2-1

전필

1000300007

공학수학
(Engineering Mathematics)

3-3-0-0

전선

1000300045

공학선형대수
(Engineering Linear algebra)

3-3-0-0

전필

0000330004

전자회로I
(Electronic Circuits I)

3-3-0-0 ①산학연
계형

전선

0000330006

전자회로II
(Electronic Circuits II)

3-3-0-0

전필

1000300045 (Electronic 전자회로설계및실험I
Circuits Design & Experiment I) 2-0-2-1

전선

0000330227 (Electronic전자회로설계및실험II
Circuits Design & Experiment II) 2-0-2-1

전선

0000330208

마이크로컨트롤러
(Microcontroller)

3-2-0-1

전선

0000330225

마이크로컨트롤러시스템설계
(Microcontroller System Design)

3-2-0-1

전선

1000300024

PLC & 네트워크 I
(PLC & Network I)

3-0-0-3

전선

1000300035

PLC & 네트워크 II
(PLC & Network II)

3-0-0-3

전선

0000330041

신호및시스템
(Signal & System)

3-3-0-0

전선

1000300036

디지털신호처리
(Digital Signal Processing)

3-3-0-0

전선

1000300023

반도체 디스플레이 물리전자
(Semiconductor Display Physic
Electronics)

3-3-0-0

전선

0000330210

융합반도체공학
(Convergence Semiconductor
Engineering)

3-3-0-0

전선

1000300047

확률및랜덤변수
(Probability and random variable)

3-3-0-0 ⑤MOOC

전선

1000300038

통신이론
(Communication theory)

3-3-0-0

전필

1000300021

융합종합설계
(Convergence Capstone design)

3-0-0-3

③융합
(전공간)

전선

0000330214

반도체공정공학
(Semiconductor Process)

3-3-0-0

전선

0000330002

데이터통신
(Data Communication)

3-3-0-0

전선

0000330217

컴퓨터네트워크
(Computer Network)

3-3-0-0

전선

1000300090

디지털영상처리
(Digital Image Processing)

3-3-0-0

전선

1000300018

센서네트워크
(Sensor Networks)

3-3-0-0

전선

1000300042

인공지능과프로그래밍
(Artificial intelligence & Programming)

3-3-0-0

전선

1000300085

의용전자공학
(Medical Electronics)

3-3-0-0

전선

0000330054

안테나공학
(Antenna Enginering)

3-3-0-0

전선

1000300043

기계학습응용및설계
(Application and Design
of Machine Learning)

3-0-0-3

전선

0000350126

산업의료원 I
(Industrial Clinic I )

3-1-4-0

전선

1000300042

융합창업종합설계
(Convergence Startups Capstone
design)

3-0-0-3

전선

1000300086

현장실습 I
(Field Practice I )

3-0-6-0 ①산학연
계형

전선

0000340185

산업의료원 II
(Industrial ClinicI II )

전선

1000300088

현장실습 Ⅲ
(Field Practice Ⅲ )

4-0-8-0

전선

0000340193

현장실습 II
(Field Practice II )

2-0-4-0

전선

1000300039

현장실습 Ⅴ
(Field Practice Ⅴ )

15-0-30-0

전선

1000300034

현장실습 Ⅳ
(Field Practice Ⅳ )

4-0-8-0

전선

1000300049

현장실습 Ⅶ
(Field Practice Ⅶ)

8-0-16-0

전선

1000300038

현장실습 Ⅵ
(Field Practice Ⅵ )

15-0-30-0

전선

1000300048

융합산업공학
(Converged Industrial Engineering)

3-0-0-3

전선

1000300050

1

2

3

4

⑤MO
OC

취업
브리지

이수구분

학수
번호

이수
학점

교과목명(영문명)

회로이론II
(Circuits theory II)

3-3-0-0

②융합
(전공
자체)

④융합
(학부간)

3-1-4-0 ①산학연
계형

현장실습 Ⅷ
8-0-16-0

(Field Practice Ⅷ)

* 교육혁신구분: ①산학연계형, ②융합(전공자체), ③융합(전공간), ④융합(학부간), ⑤MOOC,
⑥지역문제해결형, ⑦비교과연계형, ⑧기타( )로 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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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전기공학전공
전공소개
전기공학 분야의 기초 지식과 산업응용기술을 겸비한 전문산업인력을 양성 하여
사회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공학인 양성을 목표로 한다. 전공 분야 교육 과정은
전자기학, 전기·전자 회로이론, 전기에너지 및 전기기기공학, 전력공학, 자동제어,
전력전자 등으로 구성 되어 있다. 이론과 실습을 병행한 교육을 통해 산업체 현장
적용 가능한 실무교육에 역점을 두고 있다.

졸업 후 진로
한국전력을 비롯한 공기업
가전·산전업체, 건설업체
석유화학, 자동차, 제철, 중전기, 통신, 엔지니어링
공무원
대학원 진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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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목표
(1) 전기공학의 기초 학문 교육
(2) 산업기술 분야 기술인력 양성
(3) 전기 산업 분야 이론과 응용기술을 겸비한 고급 기술인 양성
(4) 실험·실습을 통한 현장 전문성 및 창업 교육

전공 교육과정 운영
1학기

2학기

학년

이수구
분

학수
번호

1

전필

1000300001

전필

1000300003

전선

프로그래밍언어및실습I
1000300004 (Programming Language & Practice 3-2-2-0
I)

전선

1000300005

디지털회로설계
(Digital Circuits Design)

전필

1000300006

전필

1000300007

전선

1000300008

전선

1000300009

공학수학
(Engineering Mathematics)

3-3-0-0

전필

1000300016

전자회로I
(Electronic Circuits I)

전선

1000300017

전선

1000300018

전기기기1
(Electric Machine 1)

3-3-0-0

전선

1000300019

제어공학
(Control Engineering)

3-3-0-0

전선

1000300020

마이크로컨트롤러
(Microcontroller)

전선

1000300021

전기재료
(Electric Materials)

2

3

이수구
분

학수
번호

교과목명(영문명)

이수
학점

전필

1000300002

공학설계활용
(Application Design of
Engineering)

2-0-0-2

전선

1000300010

전기회로II
(Electric Circuits II)

3-3-0-0

전선

1000300011

프로그래밍언어및실습II
(Programming Language &
Practice II)

3-2-2-0

3-3-0-0

전선

1000300012

디지털시스템설계
(Digital System Design)

3-3-0-0

전자기학I
(Electromagnetics I)

3-3-0-0

전선

1000300013

전자기학II
(Electromagnetics II)

3-3-0-0

전기회로설계및실험I
(Electric Circuit Design and
Experiment I)

2-0-2-1

전선

1000300014

전기회로설계및실험II
(Electric Circuit Design and
Experiment II)

2-0-2-1

전기전자수학
(Electrical and Electronics Mathemat 1-1-0-0
ics)

전선

1000300015

컴퓨터구조
(Computer Architecture)

3-3-0-0

3-3-0-0

전선

1000300022

전자회로II
(Electronic Circuits II)

3-3-0-0

전자회로설계및실험I
(Electronic Circuits Design & Experiment 2-0-2-1
I)

전선

1000300023

전자회로설계및실험II
(Electronic Circuits Design &
Experiment II)

2-0-2-1

전선

1000300024

전기기기2
(Electric Machine 2)

3-3-0-0

전선

1000300025

전력공학1
(Power Engineering 1)

3-3-0-0

3-1-0-2

전선

1000300026

제어시스템설계
(Control System Design)

3-3-0-0

3-3-0-0

전선

1000300027

전력전자공학1
(Power Electronics 1)

3-3-0-0

전선

1000300028

3-0-0-3 ③융합(전공간)

전선

1000300039

융합에너지변환공학
(Fusion Energy Conversion
Engineering)

교과목명(영문명)

이수
학점

교육혁신
구분*

공학설계입문
(Elementary Design of Engineering) 2-0-0-2
전기회로I
(Electric Circuits I)

3-3-0-0

⑤MOOC

전선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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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MOOC

⑤MOOC

마이크로컨트롤러시스템설계
(Microcontroller System Design) 3-1-0-2

전필

1000300029

융합종합설계
(Convergence Capstone Design)

전선

1000300030

전기설비공학및실습
(Electrical Installation Engineering
and Practice)

3-2-2-0

전선

1000300040

전기재료설계및실험
(Electric Materials Design and
Experiment)

3-0-2-2

전선

1000300031

전력공학2
(Power Engineering 2)

3-3-0-0

전선

1000300042

종합설계
(Capstone Design)

3-0-0-3

전선

1000300032

전력전자공학2
(Power Electronics 2)

3-3-0-0

전선

1000300033

SMPS설계
(SMPS Design)

3-1-0-2

전선

1000300034

태양광발전
(Principles of Photovoltaics)

3-3-0-0

전필

1000300039

융합·창업종합설계I
(Convergence Capstone Design I)

3-0-0-3 ④융합(학부간)

전선

1000300042

전선

1000300035

산업의료원I

3-1-4-0

전선

1000300044

①산학연계형

교육혁신
구분*

3-3-0-0 ②융합(전공자
체)

융합·창업종합설계II
(Convergence Capstone Design 3-0-0-3 ④융합(학부간)
II)
산업의료원II

3-1-4-0 ⑦비교과연계

II. 대학

1학기
학년

이수구
분

학수
번호

2학기
교과목명(영문명)

이수
학점

교육혁신
구분*

이수구
분

학수
번호

교과목명(영문명)

이수
학점

(Industrial Clinic I)

(Industrial Clinic II)
15-0-30-0

15-0-30-0

전선

1000300036

현장실습I
(Field Practice I)

전선

1000300037

현장실습III
(Field Practice III)

4-0-8-0

전선

1000300038

현장실습Ⅴ
(Field Practice Ⅴ)

2-0-4-0

전선

1000300048

융합산업공학
(Converged Industrial Engineering)

3-0-0-3

취업브리지

전선

100030049

현장실습VII
(Field Practice VII)

8-0-16-0

취업브리지

①산학연계형

교육혁신
구분*
형

전선

1000300045

현장실습II
(Field Practice II)

전선

1000300046

현장실습IV
(Field Practice IV)

4-0-8-0

전선

1000300047

현장실습VI
(Field Practice VI)

2-0-4-0

전선

100030050

현장실습VIII
(Field Practice VIII)

8-0-16-0

①산학연계형

취업브리지

* 교육혁신구분: ①산학연계형, ②융합(전공자체), ③융합(전공간), ④융합(학부간), ⑤MOOC,
⑥지역문제해결형, ⑦비교과연계형, ⑧기타( )로 구분

2022년도 교과목 연계도
역량기반 교육과정 로드맵(이수체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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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디자인건축융합학부
가. 디자인전공
전공소개
현대의 다양한 이슈와 변화에 대해 디자이너로서 능동적 주체적으로 대처하기 위한
융합교육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특히, 각 미디어와 디자인 분야 간의 융합을
통해 디지털과 아날로그의 경계를 넘나드는 디자이너를 양성하는 것을 주목적으로
교육하고 있다. 시각디자인 전공자는 본인 전공분야에 대한 체계적인 교육과
더불어 디지털 미디어디자인에 대한 교육을 받을 수 있고, 디지털미디어디자인
전공자는 타이포 그래피와 조형, 커뮤니케이션에 대한 교육을 받을 수 있다. 또한
디자인 영역 안에서의 융합을 넘어서 타 전공분야와의 연계를 통한 학제적인 교육을
통해 지식융합을 꾀하고 있다. 아동가족복지학과, 경영학과, 미디어문예창작학과,
컴퓨터공학과 등과 연계하여 디자이너-클라이언트의 전통적 모델 외에 콘텐츠
중심의 새로운 가치창출을 실현하기 위한 지식융합교육도 함께 이루어지고 있다.

졸업 후 진로
그래픽, 편집, 아이덴티티, 디자인 컨설팅 등 디자인 전문기업, 출판사, 기업 홍보실,
영상, 3D, 애니메이션, 방송 등 전문 프로덕션, 웹, 인터랙티브 미디어, UXD 등
미디어 전문기업, 교구전문회사, 아동출판 관련회사, 아동 미술 및 창의력 교육기관
등 에듀테인먼트 관련 기업 등

교육목표
창의적 가치 창출을 위한 혁신적 교육
다학제적 협력 능력을 갖춘 융합 교육
산업의 변화와 실무환경에 발맞춘 산학협력형 교육
글로벌 소통 능력을 갖춘 인재 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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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건축학전공(5년제)
전공 소개
5년제 건축학전공은 국제건축사 인증의 기초가 되는 한국건축학교육인증원이
제시하는 인증규준을 준수하고 건축학교육 전문학위 인증을 취득한 프로그램이다.
서양 및 동양, 한국건축역사에 대한 인문학적, 사회학적, 문화적 이해를 바탕으로
창조적인 조형과 공간 만들기의 능력을 배양하는 설계 및 디자인 교육을 중시한다.
또한 창의적이며 예술적인 조형을 실현할 수 있도록 공학의 중요한 지식을
이해시키고 필요한 기술을 숙지하게 하며, 인간의 심리적인 측면을 고려하고
에너지를 절약할 수 있는 친환경 설계능력을 중요시한다. 고학년 과정은
건축내부의 인테리어디자인, 건물이 모여서 단지 및 도시를 이루는 단지설계 및
도시설계 등으로 건축적 사고의 폭을 넓혀 단순히 건물단위설계에만 머물지 않고
보다 폭넓은 분야로 진출할 수 있는 능력을 배양시킨다.

길을 만드는 대학, 경기대표 국립대학 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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졸업 후 진로
건축설계사무소, 건설회사, 건축직 공무원, 구조설계사무소, 인테리어회사, 국공립
및 사립연구소, 시설직 공무원, 건축정보기술관련회사, 대학원 진학 등

교육목표
전문 건축인 양성
국제화ㆍ첨단화를 통한 종합적 건축능력 배양
인간과 환경을 중시하는 건축기술인 양성

2022년도 교과목 연계도
역량기반 교육과정 로드맵(이수체계도)

다. 건축공학전공
전공 소개
공학의 중요한 지식을 이해시키고 필요한 기술을 숙지하게 함으로써 창의적인
공학자를 양성하는데 교육의 목표를 둔다. 건축공학전공에서 다루는 세부 주제로는
구조공학, 시공학, 환경공학 등이 있다. 건축구조공학은 안전하고 경제성 있는
구조물을 구조설계하는 것을 목표로 하며, 건축시공학은 최단 기간 안에 경제성 있는
건축물을 안전하게 시공하는 것을 목표로 하며, 건축환경공학은 거주자가 쾌적하게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기계, 전기, 음향설비, 에너지 효율 등을 계획하는 학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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졸업 후 진로
건축설계사무소, 건설회사, 건축직 공무원, 구조설계사무소, 인테리어회사, 국공립
및 사립연구소, 시설직 공무원, 건축정보기술관련회사, 대학원 진학 등

교육목표
전문 건축인 양성
국제화ㆍ첨단화를 통한 종합적 건축능력 배양
인간과 환경을 중시하는 건축기술인 양성

2022년도 교과목 연계도
역량기반 교육과정 로드맵(이수체계도)

길을 만드는 대학, 경기대표 국립대학 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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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AI융합학부
가. AI스마트팜융합전공
전공소개
AI스마트팜융합전공은 최근 국내외 성장 유망산업으로 분류되는 미래 농업과
ICT 기술이 융합된 스마트팜 분야의 전문 인력양성 및 관련 융합기술 분야
개발을 중점 추진하는 전공으로, 농림생명 재배생리, 환경대응조절
관련지식과 센서제어시스템, 인공지능 기반 모델링, 생육환경 빅데이터 분석
등 ICT 분야 전문지식의 교육을 제공함으로써 융합적 사고와 전문성을 갖춘
전문 인력의 양성을 목표로 하는 전공과정
졸업 후 진로
농업 작물 재배, 생산, 가공, 보관, 품질인증관리, 물류 업체 등
농업 자동화 제어장치, 계측 장치, 센서 장치, 전기장치, 스마트팜 장비,
스마트팜 회사, 식물공장, 테마식물원, 육묘업체, 영농 업체, 온실 설계 및 스마트팜 장비
회사, 농업 설비 관련 제조업체, 농업 자동화 장치 설계 및 제조업체, 농식품 가공 및 물류
관련 업체, AI 소프트웨어, 농업 운영 및 관리 소프트웨어 개발 업체, 식품경영컨설팅 업체
기업의 농식품 빅데이터 관리부서, 또는 마케팅부서
농식품 관련 정부출연연구소의 데이터 처리 및 분석가
정부 및 공공기관 농업직·전기직·기계설비직 공무원, 농업 및 공업 중고등학교 교원

교육목표
스마트팜 운영 및 재배연계 농업기술 분야 특화 교육은 스마트팜 재배작물에 대한
스마트팜 재배 및 운영기술, 작물보호기술, 수확 후 저장 및 가공 유통기술의 습득을 통해
스마트팜 전문경영인, 국내외 종자기업, 식품 및 유통회사 등 취업 가능한 인력 양성
스마트팜 설비 및 제어시스템, SW 등 ICT분야 특화교육은 국내외 스마트농업 관련 센서
및 제어기업, 데이터 서비스 기업, 디지털 농업기업에 적합한 인력 양성
최근 농업분야 융복합 전문인력을 필요로 하는 농업법인회사, 식물원, 테마복합리조트,
농촌진흥청, 산림과학원 등 국가연구소로의 수요에 대응하는 것을 목표로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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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도 교과목 연계도
역량기반 교육과정 로드맵(이수체계도)

나. 스마트헬스케어융합전공
전공 소개
식품영양과 스포츠과학 분석과 관련된 교육 과정을 통해 관련 분야에서 다양한
지능형 서비스를 개발, 구축, 운영할 수 있는 역량을 갖춘 4차 산업혁명 지향형
인재 양성을 목표로 하는 전공과정

졸업 후 진로
개인용 헬스케어기기, 현장진단용 휴대형기기, 지능형 건강관리서비스 사업체 등
농업 영양사, 스포츠영양사, 건강관련분야 공무원
헬스케어

관련

각종

기관(건강증진센터,

스포츠센터,

다이어트센터

등)

영양상담원, 영양 관리 전문가, 체력 관리 프로그램 전문가
스포츠영양사, 건강관리사, 바이오 의약품 산업체 및 제약회사 연구원

길을 만드는 대학, 경기대표 국립대학 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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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목표
건강한 삶을 통한 자아실현을 위해 운동과 영양을 융합한 전문 인력의 필요성이
대두함에 따라 이를 관리할 수 있는 전문지식을 갖춘 스포츠-영양 전문 인력 양성
올바른 영양 상태와 적당한 운동을 통한 건강관리에 대한 학문적 지식을 터득하고
소프트웨어 운영 능력을 갖춤으로서, 국민 건강 증진에 이바지할 전문인 양성
급성장하고 있는 기능성 스포츠식품을 개발하기 위한 전문적인 지식을 학습하고,
기업과 사회에서 요구하는 빅데이터 기반 스포츠식품산업 분야에서 활동할 수
있는 핵심 인력 양성

2022년도 교과목 연계도
역량기반 교육과정 로드맵(이수체계도)

다. AI빅데이터융합전공
전공 소개
인공지능 및 빅데이터 분석과 관련된 교육 과정을 통해 관련 분야에서 다양한
지능형 시스템 및 서비스를 개발, 구축, 운영, 분석할 수 있는 역량을 갖춘 4차
산업혁명 핵심 기술 및 연구 인력양성을 목표로 하는 전공과정

졸업 후 진로
AI SW 개발 기업, 게임 및 메타버스 개발 업체, 스마트 팩토리 개발 및 연구 업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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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화 및 기계 전자 장비 SW 연구 및 개발 업체, 응용 SW 전문 개발 업체, 로봇
및 의료시스템 개발 업체
AI 또는 데이터 분석 관련 정부출연연구소, 공공빅데이터센터 등 정부기관, SW
관련 정부출연연구소, 전산직 공무원
임베디드 SW 전문 개발 업체, 자동화 및 기계 전자장비 임베디드 SW 연구 및
개발 업체
빅데이터 관리/마케팅 기업체, 인터넷 포털업체, 데이터분석 전문 업체,
정보통신시스템 개발 업체

교육목표
4차 산업혁명 시대의 핵심 분야인 인공지능 및 빅데이터 산업의 핵심 기술 인력
및 연구 인력 양성
인공지능 및 빅데이터 기반의 다양한 지능형 시스템 및 서비스의 개발, 구축, 운영,
분석 전문가 양성

2022년도 교과목 연계도
역량기반 교육과정 로드맵(이수체계도)

길을 만드는 대학, 경기대표 국립대학 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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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공공헬스케어IT융합전공
전공 소개
공공헬스케어IT융합전공에서 제공하는 교과과정 이수를 통해 헬스케어분야의
산업적 가치와 적용 과학원리 및 규제·행정에 대해 융합적으로 사고하고 의료기기
규제과학전문가(RA) 자격증 취득에 필요한 규제이론 및 전문지식을 습득하고,
헬스케어 디바이스 및 관련 서비스업 종사자로서 현장실무능력 및 규제
대응능력의 강화를 목표로 하는 전공과정

졸업 후 진로
헬스케어 관련

각종 기관(병원, 건강증진센터, 스포츠센터, 다이어트센터 등)

헬스케어분야 규제(행정)전문가, 건강관련 업체, 공무원, 연구원 등 정부 기관,
식약처관련 정부 공공기관

교육목표
IT를 활용한 헬스케어 분야의 규제·행정 실무에 전문성을 갖춘 인재를 양성한다
의료기기 규제과학전문가(RA) 양성을 위한 규제이론과 해당분야 전문 지식을 습득한다
자기계발을 위한 능동적인 자세와 직업소명의식을 함양 한다

2022년도 교과목 연계도
역량기반 교육과정 로드맵(이수체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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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 반도체융합전공
전공 소개
반도체융합전공에서는 인공지능, 빅데이타 및 반도체를 융합한 교육 과정을 통해
반도체 공정, 장비, 소자, 회로 및 시스템 설계 분야의 전문 인재 양성을 목표로
하는 전공과정

졸업 후 진로
반도체 및 디스플레이 장비, 공정, 소자, 회로 및 시스템 설계 및 연구개발, 반도체
장비 회사, 반도체 설계 회사, 반도체 제조 회사, 전자 관련 제조업체, 통신업체,
전자 부품 설계 및 제조업체, 전자 기기 설계 및 제조업체, 첨단 의료장비 제조업체,
전자 소자 제조업체, 로봇제조업체

교육목표
4차 산업혁명 시대의 핵심 분야인 인공지능 및 빅데이터와 반도체를 융합한
반도체 산업의 핵심 기술 인력 및 연구 인력 양성
인공지능과 빅데이터를 융합한 반도체 장비 및 공정, 소자, 회로 및 시스템 설계 전문가 양성
인공지능, 빅데이터 및 반도체 기술을 이해하고 실무에 적용할 수 있는 실무형
융합 전문가 양성

2022년도 교과목 연계도
역량기반 교육과정 로드맵(이수체계도)
1학년
봄

가을

2학년

3학년

봄

가을

설계:

디지털시스템

수학:

공학수학

-->

반도체

반도체디스플레이물리전자

-->

전자기학

-->

전기회로

-->

반도체 회로/시스템

융합반도체공학

전공선택

-->

4학년
가을

봄

전자회로설계

--> 반도체 소자 설계 --> 반도체 융합 설계

확률과 통계

-->

-->

-->

반도체공정

가을

->

--> 인공지능 반도체 -->

디지털 집적회로설계

전력전자공학

--> 마이크로전자회로 -->

파이썬 데이터 분석

SW

봄

-->

프로그래밍 언어

->

인공지능

-->

전공필수

길을 만드는 대학, 경기대표 국립대학 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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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 스마트에그리푸드시스템전공
전공 소개
스마트에그리푸드시스탬 전공에서 제공하는 교과과정 이수를 통해 관련 분야의
다양한 스마트 (센싱기술, 네트워킹 기술, AI 및 빅데이터 활용 기술 등) 기술 구축
및 활용 가능한 역량을 갖춘 4차 산업 융합 전문 인재 양성을 목표로 하는 전공과정

졸업 후 진로
농식품 및 축산식품회사, 식품소재 개발 회사, 제약회사, 식품 전문 분석 회사,
스마트 벤처기업, 글로벌 스마트 식품 회사, 공무원, 연구원 등 정부 기관, 식품관련
정부 공공기관

교육목표
농축산 식품 생산 전문이론을 기반으로 첨단 스마트 기술 융합 전문 인력 양성
농축산 식품 생산 시스템 분야의 생산성과 위생안전성 향상을 위한 융합 빅데이터
가공 및 AI 활동 전문 인력 양성
응용 바이오융합 역량을 갖춘 “BEST” 전문 인력 양성

2022년도 교과목 연계도
역량기반 교육과정 로드맵(이수체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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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브라이트칼리지
브라이트칼리지 소개
브라이트칼리지는 교양교육의 질을 높이기 위해 ‘지식과 사고 영역’에서는
균형적인 통합 지식을, ‘가치와 태도 영역’에서는 배려적인 도덕성을, ‘사회와 세계
영역’에서는 진취적 태도와 의사소통 역량을 높이고자 한다. 교양교육은 공통교양,
필수교양, 한경교양으로 구분하여 사회 변화에 적합한 교과목을 신속하게 개설하고
있다. 교양교육의 질을 높이기 위한 전문적인 지원은 인문사회교양교육실과
기초과학교양교육실을 두고 있으며, 행정적이며 통합적인 지원은 각 분야의
전문가로 구성된 교양교육과정운영위원회를 두어 체계적인 접근을 하고 있다.

교양교육의 목적과 목표
교양교육의 목적 : 미래주도형 융복합 창의 인재양성을 위한 역량 기반 교육과정
실현하고자 BRIGHT College의 교육목표를 균형 잡힌 역량
기반 전인 교육, 진취적인 자세로 다양성을 포용하는 열린 교육,
세계와 소통하고 지역에서 행동하는 실천 교육에 둔다.
공통교양의 목표 : 기초학문과 공통교육의 특징을 융합하여 언어, 소통,
기초학습능력 등의 역량을 함양한다. 중점 핵심역량은
의사소통능력과 세계시민의식역량을 높인다.
필수교양의 목표 : 대학의 인재상 구현 및 21세기를 살아가는 사회의 구성원으로서
교양인이 갖추어야 할 역량을 함양한다. 중점 핵심역량은
자기성찰역량, 의사소통역량, 세계시민의식역량, 도전의식역량을
높인다.
한경교양의 목표 : 학습자 요구 및 지역사회 요구를 실제적으로 반영하거나 또는
교양-전공/교양-비교과 융합 교육이 실현되어 고차원적인
역량을

함양한다.

중점

핵심역량은

세계시민의식역량,

도전의식역량, 자기성찰역량을 높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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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교육의 목적과 교양교육의 목표
대학 교육목적

국가와 인류사회 발전에 공헌

대학 교육목표

미래에 도전하고 소통에 강한 융합형 인재 양성

대학 인재상

도전하는 지성인

도전

핵심역량

역량

교양교육 목적

융합형 전문인

자기

창의

전문

의사

세계

성찰

융합

지식

소통

시민

역량

역량

탐구역량

역량

역량

미래주도형 융복합 창의 인재 양성을 위한 역량 기반 교양교육과정 실현

균형 잡힌 역량

교양교육 목표

기반 전인 교육

공통교양 + 필수교양

Ÿ

추진 방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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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통하는 사회인

Ÿ

공통교양을 통한
기초 학습능력
신장
주제 중심으로
편성된 필수교양
8영역 이수를 통해
인간, 사회, 자연에
대한 성찰적 지식
함양

진취적인 자세로

세계와 소통하고

다양성을 포용하는

지역에서 행동하는

열린 교육

실천 교육

한경교양

비교과 교육프로그램

Ÿ

체험 중심
소양교양

Ÿ

학제간 융합 교과

Ÿ

글로컬 디자인
수업

Ÿ

지역 봉사활동 지원

Ÿ

해외탐방 프로그램

Ÿ

세계시민역량 강화
포럼

III. 대 학 원

주요 업무
대학원별 학과 안내
- 일반대학원
- 산업대학원
- 공공정책대학원
- 국제개발협력대학원

III. 대학원

1

주요 업무

가. 대학원 수강신청, 외국어 및 학위종합시험, 논문제출
1) 수강신청
수강신청 절차
수강신청 계획 수립

수강신청 안내
(각 학과)

강의계획서 확인

수강신청 내역 확인

폐강 및 수강신청
변경

수업 교과목 확정
승인

수강신청
(종합정보시스템)

수강신청 학점 : 매학기 3학점 이상 9학점 이내
선수과목의 수강신청학점 : 6학점 범위 내에서, 학부(석사)과정 교과목 수강신청
공통기초 교과목 신청
- 대상 : 2020학년도 일반대학원 신입생부터 필수 이수
- 이수학점 : 석사 3학점, 박사 3학점

※ 공통기초는 1과목만 수강 권유(1과목 초과수강시 학점인정 안됨)

대학 내 타 대학원, 타 학과, 타 학위과정 교과목 수강은 석사과정 12학점, 박사과정
18학점 이내에서 대학원장의 승인을 얻어 수강신청 가능

※ 동일계열 및 유사전공 수강신청만 승인

「논문연구」교과목은 마지막 학기 차에 수강

※ 논문제출면제 학위수여(구 무논문 학위수여) 신청자는 이수 불필요

━

학위과정별 이수학점(최소)
학위과정

입학생 이수학점
논문제출자

특수대학원 논문 제출 면제자

석사

24학점

30학점

박사

36학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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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위과정별 수업연한
대학원

학위과정

수업연한(이수학기)

석사

2년 (4학기)

박사

3년 (6학기)

일

반

대

학

원

산

업

대

학

원

석사

2년 6월 (5학기)

공 공 정 책 대 학 원

석사

2년 6월 (5학기)

국 제 개 발 협 력 대 학 원

석사

2년 6월 (5학기)

2) 학위종합시험
응시자격

━
━
━
━

학·석사연계과정: 석사과정 2개학기 이상 등록하고, 12학점 이상 취득한 사람
석사과정 : 3개학기 이상 등록하고 12학점 이상 취득한 사람
박사과정 : 4개학기 이상 등록하고 24학점 이상 취득한 사람
석·박사통합과정 : 6개 학기 이상 등록하고 48학점 이상 취득한 학생

시험과목 : 각 전공 과목 중 3개 과목 이상
시험시간 : 3시간(과목당 1시간)
합격기준 : 각 과목당 100점 만점에 70점 이상 합격, 불합격 과목은 재응시 가능
시험일정 : 매년 2회 실시(4월, 10월)
시험면제 : 국제저명학술지(SCI, SCIE, SSCI, A&HCI)에 제1저자로 게재가 확정된 학생
(석사과정 1편, 박사과정 2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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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제출 절차

졸업이수학점
취득

학위종합시험
최종 합격

심사위원 추천 및
위촉
(학과→대학원)

논문 예비심사

대학원위원회
합격 심의 의결

총장 보고

학위청구논문
제출자격취득

논문 본심사
(석사1회,박사3회)

학위청구논문
심사원 접수
(지도교수,
주임교수 추천)

논문 완성본 제출

학위 수여

※ 심사위원위촉 : 박사학위를 소지한 전문가로, 석사 3인이상, 박사 5인
이상(교외 전문가 2명 이상)으로 구성
제출자격

━
━
━

학위과정별 수료요건 충족(수료 예정자 포함)
학위종합시험에 합격한 사람
일반대학원 석사학위: 학과(전공)의 시행세칙으로 정하는 학술지게재 조건을
이행한 학생. 단,계약학과 제외

━

일반대학원 박사학위: 아래 논문 게재 학술지 점수에 따라 2점 이상 논문을
게재하였거나, 논문게재예정증명서를 제출한 학생(단,
입학일 이후 게재한 실적만 인정), 2022년 규정 개정 중.
추후 공지함

SCIE, SSCI, A&HCI

SCOPUS

2.0

1.5

━

등재후보지 또는
국제전문학술지

등재지

KCI

KCI

1.0

0.5

외국인 학생: 한국어능력시험(TOPIK) 4급 이상 또는 영어능력시험 TOEFL(IBT)
80, New TEPS 265, TOEIC 700, IELTS 6.0점 이상 취득한 외국인 학생,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전체대학원위원회 승인을 받은 경우 예외

심사용 논문 제출 시기 : 매년 5월~6월, 10월~11월
완성본 논문 제출 시기 : 논문심사 통과자에 한하여 매년 7월과 1월에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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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휴학, 자퇴, 제적, 재입학
1) 일반 휴학
신청서 제출 시기 및 대상
- 등록기간 이내 : 등록 및 미등록한 학생
- 수업1/4선 이내 : 등록한 학생
- 수업1/4선 이후 : 질병 등 대학원장이 부득이하다고 인정하는 학생 중 증명
서류를 제출한 학생

※ 입학 후 첫 학기는 휴학 불가(병역의무에 따른 복무나 질병치료 제외)
휴학 기간 : 연속하여 2학기를 초과할 수 없음
처리절차

━
━

휴학사유에 해당하는 증명서 또는 휴학사유서를 첨부하여 휴학신청서 작성 제출
대학원통합행정실에서는 서류검토 후 대학원장의 결재를 얻어 휴학처리

휴학 연장(변경) 신청 : 임신·출산·육아·유학 및 창업휴학의 사유로 휴학 기간을
연장하거나 다른 휴학사유가 발생하여 휴학 종류를
변경하려고 할 경우 신청

2) 군 입대 휴학
신청서 제출시기 : 군 입대 사유가 발생할 때
휴학 기간 : 병역법에 의한 군 복무기간
절차 : 입영통지서 사본 첨부하여 휴학신청서 작성 제출
대학원통합행정실에서는 서류 검토 후 대학원장의 결재를 얻어 휴학처리

3) 자퇴
재적생으로 본 대학의 대학원을 자퇴하고자 하는 사람이 해당
자퇴신청서 수령 및
작성 (본인)

지도교수 및
학과주임교수
경유

대학원통합행정실
제출

총장허가

구비서류 : 자퇴신청서(지정 양식)
납입금 : 학교수업료 및 입학금에 관한 규칙에 의하여 반환사유 발생일에 따라
정해진 금액을 반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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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제적
미등록, 미복학 등의 사유로 학칙에 의거 대학의 학적을 상실하는 것을 말함
미등록자 : 정해진 기간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등록하지 않은 학생
미복학자 : 휴학기간 종료 후 수업일수 4분의 1 범위까지 복학하지 않은 학생
대학원위원회에서 제적의 징계를 받은 학생

5) 재입학
자퇴 또는 제적된 학생이 대학원 정원에 여석이 있을 경우 재입학 가능
여석 : 대학원별로 정원 중 결원 산정
재입학 허가 시기 : 매학기 초
재입학원서 작성 및 학과
제출

학과교수 회의 후 재입학
의견서 등 구비서류
대학원통합행정실 제출

대학원위원회 심의

총장허가

본인통보

학적처리ㆍ등록 및
수강신청

총장허가

본인통보

학적처리ㆍ등록 및
수강신청

다. 수료 및 학위수여
1) 수료
학위과정별 최소 이수학점 이상을 이수하고 전과목 성적 평점평균이 3.0이상인 사람

━
━
━
━
━

학위과정별 정해진 과정을 이수한 자라도 다음에 해당하는 자는 수료로 인정함
졸업논문 미제출자
논문심사에 불합격한 자
졸업사정에서 수료자로 판정된 자
학위종합시험에 불합격한 자

2) 학위수여
학위수여(논문제출) : 학위과정별 수료요건을 갖추고 학위종합시험과 학위청구
논문심사에 합격 후 학위논문을 제출한 학생에게는
대학원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석사 및 박사학위를 수여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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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위수여(특수대학원 논문제출 면제) : 학위과정별 수료요건을 갖추고 학위종합
시험에 합격한 후 대학원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석사학위를 수여함

라. 대학원 장학금 및 우수논문 포상
1) 경제사정곤란장학금
소득분위 심사방법

순위

구분

합산대상

미혼자(본인 + 부모), 기혼자(본인 + 배우자)

합산범위

표준 보수월액, 소득정보, 재산정보, 자동차정보, 경제활동지수

소득분위별 건강보험료
- 해당년도 한국장학재단 소득분위별 건강보험료에 따름

성적심사

구분

기준
- 재학생: 직전학기 평점평균 3.0이상이며, C0이하 학점 과목이 없는 학생

성적기준

- 신입생: 학부 또는 대학원 최종성적이 평점평균 3.0이상인 학생
(신입생 성적은 대학원 입시기준을 따름)

이수학점

- 재학생: 직전학기 6학점 이상 취득(대학원 학사운영규정)
- 신입생: 기준 없음

우선순위 및 지급예정액
- 1순위: 기초생활수급자
- 2순위: 차상위 저소득계층
- 3순위: 소득분위 순위(1분위 ⇒ 5분위)

※ 지원인원에 따라 지급예정액이 변경될 수 있고, 예산금액 초과시 후순위자는 미지급
※ 한국장학재단 「2022년 1학기 국가장학금 시행계획」에 따라 변동 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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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연구역량장학금
지원자격
본교 대학원 석사 또는 박사학위과정 신입생 또는 재학생으로서 해당 학기 동안
「국가공무원복무규정」에 따른 근무시간에 근무가능자

연구역량 장학생 논문 실적 점수
KCI

SCIE, SSCI, A&HCI

SCOPUS

등재지

2.0

1.5

1.0

등재후보지 또는
국제전문학술지

KCI

0.5

※ 지도교수가 교신저자인 논문만 인정
연구역량 장학생 논문 실적 점수
장학 기준

논문 실적 점수

등록금 전액

2.0 이상

등록금 일부

1.0 이상

※ 연구역량장학생 연구계획서 제출 당시 출판이 완료된 논문만 인정
선발인원
학기초 장학금 배정에 따라 선발인원을 결정
신입생을 먼저 선발하고 재학생을 선발. 단, 신입생 선발인원이 전체인원의 2분의
1이상이 될 수 없음
지도교수별 2인까지 우선 추천할 수 있으며 여석 범위 내에서 추가 추천 가능

선발순위
구분

우선순위

신입생
1) 논문실적
2) 박사학위 과정생
3) 학부 또는 대학원성적
(전체학기 평점평균)
4) 최근졸업자
5) 연소자 순

재학생
1)
2)
3)
4)

논문실적
박사학위 과정생
저학년 순
직전학기 평점평균 성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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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출자료
구 분
해당자제출
학생

제출자료
- 연구역량 장학생 논문 실적서
- 논문게재 확인 관련 증빙서류

기수혜자 논문실적 제출

- 수료 후 2년 이내 논문실적 제출

직전학기 수혜자

- 연구역량 장학생 연구성과보고서

해당학기 신청자
(신입생 및 재학생)
학 과

- 연구역량 장학생 연구계획서
- 본인명의의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최근 1개월이내 발급)
- 연구역량 장학금 신청내역(엑셀서식-예시)
- 연구역량 장학생 연구계획평가서
- 연구역량 장학생 성과평가서

※ 논문실적 제출대상자 실적 미제출시 제재조치 : 연구역량장학생이 논문게재를 하지
않은 경우 해당 지도교수에게 연구역량장학생을 2년간 배정하지 아니함

3) 교육조교 장학금
교육조교 대상 및 운영
대 상: 대학원 재학생으로「국가공무원복무규정」에 따른 근무시간에 근무가능한
자로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에 지역가입자 또는 직장피부양자임이 확인되는 자
교육조교 운영 : 학기 중 운영
- 선발인원 : 예산범위내 필요 학과(부)의 요청으로 대학원장이 정함
- 장학금액 : 학기별 1인당 100만원 내외
- 주요업무 : 교원 강의자료 준비 및 보조, 학생 과제물정리, 시간표 작성 자료수집,
수강신청 지도 보조, 학생상담 보조, 취업관계 자료 수집, 실험실습 보조 등
- 근로시간 : 학기별 100시간 내외
※ 대학원 장학금 운영은 대학원 사정에 따라 변경 가능

4) 대학원 우수논문 포상
목적 : 대학원생의 연구력 고취 및 우수논문 장려
우수논문 대상
한경대학교 대학원생이면서, 주저자 (제1저자 또는 교신저자)로 표기된 논문
국제 저명 학술지: SCI급(SCIE, SSCI, A&HCI)
국내 및 국제 공인학술지: SCOPUS article, 한국연구재단 등재(후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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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상기준 및 포상자 수
국제저명학술지 IF 합산값 ⇒ 2명 내외
국제저명학술지 IF 건별 점수값 상위 ⇒ 2명 내외
국내 및 국제 공인학술지 게재 총 논문 수 ⇒ 3명 내외

마. 학사·석사학위 연계과정
바. 선발대상 : 지원 자격 요건을 충족한 학생
본교 학사학위과정 4개 학기 이상 이수하고, 아래의 요건을 갖춘 학생
구 분

졸업 이수기준
120학점

130 학점

5년제

이수학기

4학기 이상

4학기 이상

6학기 이상

이수학점

65학점 이상

70학점 이상

103학점 이상

- 전체 성적평점 평균 3.3 이상인 학생
- 소속 학과 학생지도를 담당할 전임교원 및 대학원 주임교수의 추천을 받은 학생
학사과정의 전공분야와 동일한 분야에만 지원가능(단, 지원학과의 동의를 받은
경우는 예외)하며 복수지원은 허용하지 않음
※ 대학원 석사과정 재학생이 없는 학과(전공)의 경우 신청 불가

1) 전형 및 선발방법
소속 학부장은 선정된 대상자를 대학원장에게 제출
서류전형을 원칙으로 하되, 학부 성적·추천서·학업계획서와 전공에서 별도로 정한
기준 등을 종합적으로 심사 평가
학과(전공)별 형평성을 고려한 선발인원 배정 후, 잔여 인원에 대한 추가 배정은
전체 성적의 백분율 점수, 총 취득학점 순으로 사정함
대학원장은 전체대학원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학·석사연계과정 학생을 최종 선발

2) 제출서류 : 연계과정에 지원하고자 하는 학생은 다음의 서류를 학과(부)에 제출
학사·석사학위 연계과정 지원서 1부
추천서 1부
학업계획서 1부
성적증명서 1부(백분율 기재)
길을 만드는 대학, 경기대표 국립대학 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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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학부 졸업 요건
학사·석사 연계과정으로 선정된 학생은 학부 졸업요건을 모두 충족하여 7학기
내에 조기 졸업할 수 있고, 조기졸업요건을 충족하지 못할 경우 8학기 내에
졸업해야 함
전체 성적 평점평균이 3.5 이상인 학생

4) 대학원 학사ㆍ석사학위 연계과정 입학 요건
학부의 졸업 요건 충족
대학원 입학지원서(별지 제4호 서식)를 제출하여 대학원위원회의 사정을 거쳐
선발되고, 대학원 등록을 마친 학생
학사·석사학위 연계과정 학생은 입학전형 시 우선하여 선발할 수 있다.

5) 중도 포기 및 탈락
아래의 경우에 해당하는 자는 연계과정 중도포기 및 탈락자로 간주

━
━
━
━
━

대학원 등록 이전에 학사·석사 연계과정 포기원을 제출한 학생
연계과정 학사과정의 수업연한 마지막 학기까지 졸업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학생
직전 학기 성적 평점 평균 3.5 미만인 학생
진학 예정 대학원의 전공과목 6학점을 이수하지 못한 학생
대학원 입학 등록을 하지 않은 학생

6) 유의 사항
연계과정 학생은 학사과정에서 매학기 6학점까지 추가로 수강 신청할 수 있으며,
대학원 교과목 6학점을 반드시 이수해야 함

━

연계과정 학생이 학사과정에서 이수한 대학원 교과목의 이수학점은 대학원
이수학점에는 포함되나, 전공(학부)의 학기당 최대 취득학점 및 졸업 최저
이수학점에는 미포함

학사ㆍ석사연계과정으로 대학원 석사과정에 입학한 첫 학기에는 “한경대
학사ㆍ석사학위 연계과정 운영규정”에서 정하는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 휴학
및 자퇴를 할 수 없으며, 휴학 및 자퇴 시 학사ㆍ석사연계과정의 합격을 취소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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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대학원별 학과 안내

가. 일반대학원
생명공학부(School of Biotechnology)

━
━

원예생명공학전공
응용생명공학전공

학부소개
생명공학은 생명현상을 이해하고 농학, 의학, 식품, 환경, 에너지와 같은 생명체에서
일어나는 다양하고 복잡한 연구를 통해 질병의 원인 규명 및 치료 기술을 개발하고
다양한 생물체에서 세포내 분자 수준의 분석연구, 세포기능 및 현상에 대한 변화
요소를 활용한 생명현상 규명, 조직 및 개체의 복합적 반응 경로 분석을 통한 연구,
포스트 게놈 연구로부터 도출된 생물 및 생체정보의 통합적 해석 연구 등 인류의
건강과 복지증진에 크게 기여하게 될 것이다. 또한 유전현상을 분자학적 이해로
접근하며 염기서열의 대량 해석을 통한 유전체의 구조분석, 유전자 수준의
기능해석, 생체에서 발현되는 양적 질적 형질에 영향을 미치는 단백질 발현 양상
분석을 통한 응용 분야로서는 동·식물 전반에 걸친 생명 현상의 구명과 유전학적
다양성의 해석에 필요한 기술체계를 제공하는 응용학문이다.
석사
- 원예생명공학전공 (Division of Horticultural Biotechnology
- 응용생명공학전공 (Division of Applied Biotechnology)
박사 – 생명공학부 (School of Biotechnology)

원예생명공학전공
원예생명공학전공은 생명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분자수준의 다양하고 새로운 생명
현상 탐구를 통해 식물과 분자생명산업에 응용하는 분야로 1) 기후변화에 따른 식량과
환경문제의 해결, 2) 인간의 건강을 증진시킬 수 있는 기능성 식의약 소재 개발, 3)
세계 종자 산업에 대응한 분자육종기술 적용 신품종 개발, 4) 분자생물학과 생명공학
기술을 이용한 식물 유전자 기능연구, 5) 식물유래 신기능성 천연물질의 분리, 구조
동정 및 산업화, 6) 식물병 저항성 기작 연구 등을 통해 인류의 삶을 질적, 양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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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상시킬 수 있는 대표적인 첨단과학기술을 배우는 전공 분야입니다. 이러한 기술은
NT, IT와 함께 21세기 3대 기술 중 하나인 BT 분야로, 석박사 취득과 전문인재양성을
위해 원예생명공학전공에서는 생리학, 병리학, 육종학, 유전학, 생명공학, 분자생물학,
조직배양학, 기능성물질, 생물정보학, 대사공학, 채소, 과수, 화훼과련 최신과제 등의
과목을 기반으로 최근의 주력산업인 생명의 산업화를 이끌어 가고 있습니다. 국내외에서
다수의 연구 경력을 갖고 계신 최고 수준의 교수진과 함께 생명공학적 최신기술을
다루며 학문적 전문성과 응용 능력을 길러 글로벌 시대를 이끌어 나갈 수 있도록
원예생명공학전공에서는 산업체 및 국공립 연구소 등과 학문적 성과를 교류하며
지금도 활발히 연구를 수행하고 있으며, 여러분을 위해 항상 노력하고 있습니다.

응용생명공학전공
응용생명공학전공은 4차 산업혁명의 핵심 분야로 주목받고 있는 생명공학을
기반으로 농학, 의학, 약학, 공학 등의 응용학문을 접목하여 만들어진 종합적인
학문으로서 생물체의 DNA를 분석하여 유전형질 파악 및 개선, 천연물을 활용한
인간의 건강 증진을 위한 건강식품 및 천연물 신약 연구, 미생물을 활용한
환경보전에 노력, 식량부족 문제 해결, 자원고갈 및 새로운 대체에너지 개발 등의
인류가 당면하고 있는 모든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는 혁신적인 차세대 고부가 가치
기술을 연구 개발에 주안점을 두고 있다. 생명공학 관련 여러분야에 대한
종합적이고

전문지식을

갖추고

이를

응용할

수

있는

창의적인

인재를

양성배출하고, 관련 산업의 첨단 기술을 연구 개발하는데 교육의 목표를 두고 있다.
이를 위해 기초생물정보학특론, 분자세포생물학특론, 분자유전학특론, 유기화학특론,
기능성소재학,

미생물학특론,

생물전산통계학

등의

학문을

기반으로

①

유전자조작이나 세포융합을 통한 생물의 유전정보를 바꾸는 육종 연구 ② 천연물에
함유되어 있는 성분들의 효능과 작용기전들이 밝혀진 질병과 천연물 성분의 관계
규명을 통한 기능성 식품 및 약품 개발 및 연구 ③ 동식물, 미생물, 곤충 등을 포함한
생명공학적 연구 및 농약학을 포함한 생물환경공학적 연구 ④ 생명현상의 규명,
질병진단 및 예측, 이력추적 및 관리 등을 위한 진단 마커 및 바이오칩 연구 ⑤
생물체를 이용한 유해 폐기물 분해 및 오염 정화를 위한 환경보존 연구 등의
생명공학 관련 산업의 첨단 기술 개발을 위한 연구를 수행하고 있다. 이를 바탕으로
최고수준의 교수진이 생명공학분야의 급속한 발전에 부응할 수 있는 고급
전문인력양성에 역점을 두고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고 있으며, 특히나 교수진이
산업체와 공동연구를 활발히 수행하며 학문적 성과 뿐 아니라 산업체 현장 중심의
연구개발이 활발히 수행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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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물자원조경학부(School of Applied Science in Natural Resources and Environment)

━
━

식물생명환경전공
조경학전공

학부소개
식물생명환경전공은 자연계에 존재하는 다양한 식물자원들 중에서 인간에게
유용한 식용, 약용, 특용 작물 및 유용 바이오매스의 효율적인 생산 및 이용에 관한
학문을 교육, 연구하고, 조경학 전공은 경관을 조성하는 분야로서 주택 정원, 도시
공원, 자연 공원, 관광지 등을 합리적이고 아름답게 계획, 설계, 시공, 감리 및 유지
관리할 수 있는 이론과 기법을 연구하는 분야이다.

동물생명융합학부(School of Animal Life Convergence Science)

━
━

동물자원과학전공
생물산업응용전공

학부소개
동물생명융합학부는 동물 및 생명공학관련 전 분야의 기초 지식을 넓히고,
생명체의 유전학적 다양성의 해석, 생명신소재의 개발, 동물생산 및 경영, 가공 및
유통 등과 관련된 학문을 학습하고 연구함으로써 동물생산성 증대뿐만 아니라
인류건강과 지속적 환경유지를 극대화 할 수 있는 생명산업분야의 우수한 인재를
배출하는데 교육목적이 있다.

사회안전시스템공학부(School of Social Safety System Engineering)

━
━

지역시스템공학전공
안전공학전공

학부소개
지역자원의 효율적 관리와 개발, 생산성의 증대를 위해 관련된 학문을 체계적으로
연구하고 이론과 전문지식을 함양하여 학문 및 기술발전에 기여하며, 농업의
경쟁력 강화와 살기 좋고 풍요로운 지역건설의 주역이 될 수 있는 전문 인력 양성을
목표로

하며,

안전공학

분야의

전문적

지식을

학습하고,

이를

바탕으로

산업현장에서 안전을 실천하는 전문가를 양성한다.

길을 만드는 대학, 경기대표 국립대학 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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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환경공학부(School of Civil and Environmental Engineering)

━
━

토목공학전공
환경공학전공

학부소개
다양한 토목구조물을 보다 안전하고 경제적이며 환경 친화적으로 계획, 설계 시공
및 유지관리하기 위해 요구되는 지식을 탐구하는 것을 교육목표로 한다.

토목공학 전공
토목공학전공은 공학 분야 중 가장 먼저 학문체계가 정립되어 문명의 발전과 함께
성장해온 학문으로, 대부분 공적인 자본으로 건설되는 다양한 사회기반시설을 보다
안전하고 경제적이며 환경 친화적으로 계획, 설계 시공 및 유지관리하기 위해
요구되는 지식을 탐구하여 국가발전과 인류공영에 이바지함을 목표로 한다.

환경공학 전공
환경공학전공 은 실용적 문제해결 능력과 창의력을 갖춘 환경인재 육성을 목표로
환경 지속가능한 발전과 환경재해 예방 등 행복한 삶을 위해 환경 핵심기술과
에너지, 바이오, 보건, 나노 및 정보기술을 융합하여 현재와 미래의 기술적·사회적
요구에 부응하는 특화된 교육을 진행하고 있다.

건축학과(Department of Architecture and Architectural Engineering)

━
━

건축학전공
건축공학전공

학부소개
인간과 환경의 상호관계를 잘 이해함으로써, 쾌적한 일상생활 및 각종 활동의 편의를
도모하고,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건물 단위에서부터 도시규모에 이르기까지
다각적인 관점에서 우리의 물리적·사회적 환경을 다루는 종합적인 학문이다. 따라서
건축교육은 건축문화의 향상을 위한 창조적인 조형능력과 건축을 실제적으로
실현할 수단인 건축기술을 습득하여, 현재의 기술을 건축분야에서 응용할 수 있는
능력과 창의력을 겸비하도록 지도 육성하는데 그 목표를 두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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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자인학과(Department of Design)

학부소개
디자인학과는 현대사회의 소통과 표현의 매체인 사진예술과 시각 커뮤니케이션
디자인에 대하여 학문적인 연구와 창작활동을 전개할 수 있는 전문적 능력을 함양한다.

식품생명화학공학부(School of Food Biotechnology and Chemical Engineering)

━
━

식품생명공학전공
화학공학전공

학부소개
식품생명공학전공은

식품의

이론적

습득과

실험,

실습을

통한

유능한

식품생물공학도를 양성하고 첨단식품산업에 대응하며 전문지식과 교양을 갖춘
고급 식품생물공학도를 양성하는 것을 교육목표로 한다.
화학공학전공은 석유화학, 정밀화학, 에너지산업, 생물공학, 환경, 신소재, 공정시스템
등을 포함하는 BT(Bio-technology),ET(Environmental & energy technology),
NT(Nano-technology), IT(Information technology) 등 전통적인 석유화학 산업 뿐
아니라 첨단 기술 분야를 탐구하는 학문으로 바이오융합기술(Interdisciplinary biotechnology),
신재생에너지(Renewable energy), 정밀화학(Fine chemistry), 나노신소재(Nano &
new materials)의 전문 인력 양성을 목표로 하고 있다.

전자전기공학부(School of Electrical and Electronic Engineering)

학부소개
전자전기공학부는 국제적인 경쟁력을 지닌 전자, 전기공학을 기반으로 하는 IT
분야의 전문 인력을 양성하기 위해 미래 지향적인 교육과 연구를 실시하고 있다.
이를 통해 습득한 이론을 공학적 문제에 적용하여 실무 능력과 창의성을 함양할 수
있으며, 연구 분야로는 반도체 디바이스, 디지털 미디어, 전자 및 통신, 자동화 및
네트워크, 전기에너지, 전력 변환 분야가 있다. 전자전기공학부에는 14명의 교수님이
해당 분야의 연구를 수행하고 있기 때문에 학생들에게 폭넓은 연구 분야 선택권이
주어지며, 교수님과 학생들이 함꼐 과제 수행을 통하여 새로운 연구 결과와 지식을
창조하며 국내외의 학술 대회 및 학술지 게재를 통해 이를 알리고 있다.
길을 만드는 대학, 경기대표 국립대학 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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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CT로봇기계공학부(School of ICT, Robot and Mechanical Engineering)

━
━

ICT로봇공학전공
기계공학전공

학부소개
기계공학은 인류의 생활을 편리하게 하기 위하여 기계에 관한 자연계의 원리를
연구하고 이를 실용화시키기 위한 기계의 설계, 개발, 생산에 관련된 제반 기술을
탐구하는 학문으로서 공학의 거의 모든 분야와 연계되어 있다. 급변하는 과학
기술의 발전으로 현대 산업사회의 기계공업은 날로 그 비중이 증대되고 있으며,
기계공학은 모든 공학의 핵심기반이 되는 학문으로 다양한 분야와 지식의 복합으로
구성되어 있다. 기계공학과는 현대 산업사회에 필요한 전문 기술 인력의 양성을
최우선 목표로 이론적 기초와 실험실습 및 현장실습을 중요시하며 확고한
직업윤리와 교양을 갖추도록 하여 고도의 산업화, 정보화시대에 필요한 우수한
기계공학도를 배출하고 또한, 학생 눈높이에 맞춘 체계적이고 합리적인 맞춤식
교육과정을 통해 창의적이고 실용적인 지식 습득이 가능함은 물론, 자신의 꿈과
이상을 실현할 수 있는 학과이다.
ICT 로봇공학은 이론을 기반으로 과학용 전기부품 및 시스템을 연구, 설계, 개발,
시험하는 전문성과 기술적 성능을 개선하고 ICT 로봇공학 특성의 변형과 응용에
대해 개발할 수 있는 자기 성찰 역량과 문제해결역량을 함양하며, ICT 로봇공학
분야의 다양화 및 글로벌화에 대처할 수 있는 역량을 함양하는데 교육목적이 있다.

컴퓨터응용수학부(School of Computer and Applied Mathematics)

━
━
━

소프트웨어&서비스컴퓨팅전공
소프트웨어융합전공
응용수학전공

학부소개
컴퓨터이론, 컴퓨터시스템, 컴퓨터네트워크, 소프트웨어 설계 및 응용, 인공지능 등
컴퓨터공학의 핵심 영역과 대수학, 해석학, 기하학, 응용 통계학, 확률론과
수리물리학, 해석학 등의 응용수학영역에서 창의적이고 실천적인 교육을 통하여
세계 수준의 고급 연구 개발 인력을 양성하는데 교육목적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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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과학과 (Department of Human Ecology)

━
━

의류산업학전공
영양조리과학전공

학부소개
급변하는 현대사회는 전문성과 함께 통합적인 시각을 지닌 생활과학 분야의
전문인을 요구하고 있다. 높은 삶의 질을 확보하고자 하는 사회 구성원들의 지각과
사회 환경의 변화 등으로 생활과학전공자들의 역할이 한층 더 증대 되고 있는
현실이다. 이에 본 학과에서는 전문성을 강화하고 전공영역을 다변화하는 동시에
종합적이고 실천적인 학문 연구를 기반으로 하고 있다.

의류산업학전공
의류산업학 전공 대학원 과정은 의복구성, 복식디자인, 텍스타일디자인, 전통복식
등의 학문적 영역을 포함하고 있으며, 변화하는 다양한 패션 영역들을 적극적으로
수용하여 우수한 패션전문인 교육에 힘쓰고 있다. 의복구성 분야에서는 의복구성을
위한 체형분석, 체형별 연령층별 의복 치수 규격, 어패럴 CAD 시스템에 의한 패턴
그레이딩

등에

대한

연구와

교육,

복식디자인분야에서는

영화의상

분석,

고부가가치의 패션디자인에 대한 연구와 교육, 텍스타일디자인 분야에서는
텍스타일디자인,

디지털텍스타일디자인,

패션

악세서리디자인,

패션컬러

&

코디네이션, 디자인과 색채, 염색, 아트패브릭에 대한 연구와 교육, 그리고 전통복식
분야에서는 근대 한국복식사, 근대 일본복식사, 조선시대 복식사에 대한 연구와
교육이 이루어지고 있다.

영양조리과학전공
21세기 식생활은 사회 환경적인 변화와 요구에 부응하여 국내외적으로 빠르게
발전하고 있으며 다양한 식생활에서 삶의 질을 주도해 나갈 인재양성이 요구된다.
따라서 영양조리과학 전공에서는 이러한 변화를 기반으로 한 실증적 학문의 이해와
교육을 통하여 식품영양 및 조리학 분야의 발전에 기여하고 외식산업을 창의적이고
능동적으로 선도할 수 있는 전문인 및 지도자 양성을 목표로 한다.

길을 만드는 대학, 경기대표 국립대학 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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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학과(Department of Public Administration)

학과소개
끊임없는

지식의

재충전은

현시대의

당면과제이며

특히

정체되기

쉬운

공무원에게는 필수적이다. 또한 공공부문의 과업환경도 매우 전문화되고 있어 업무
분야에 대한 전문지식의 재충전이 끊임없이 요구되고 있다. 이에 본 과정에서는
문제 해결 중심의 실무 전문지식을 제공하고 현장에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정책
문제 해결 능력을 배양한다.

어문학과(Department of Language and Literary Arts)

━
━

영어학전공
미디어문예창작학전공

영어학전공
영어학, 문학, 영어 교육에 대한 이론뿐만 아니라 뛰어난 영어 능력을 겸비한 인재를
양성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미디어문예창작학전공
문학에 대한 탐구와 문예창작을 통해 개성 있고 역량 있는 문학인과 문화산업
전문가 양성을 목표로 하고 있다.

경영학과(Department of Business Administration)

학과소개
정보화, 세계화의 시대적 흐름과 급변하는 사회는 과학적이고 효과적인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 경영자를 필요로 한다. 본 대학원에서는 글로벌 경쟁 환경에 맞는 창조적
시각과 심층 지식, 통합능력을 갖춘 전문경영인 양성을 교육목표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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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학과(Department of Law)

학과소개
법학교육이념을 실현하기 위하여 법학과에서는 종합학문으로서의 법학의 기초가 되는 인문
사회학적 소양의 배양과 전문법률 지식의 습득을 교과과정에서 체계적으로 실현하고자 한다.
법학과는 심오·정치한 규범의 학문인 법학이론을 익혀 국제사회의 새로운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이론을 개발함으로써 실제 법률문제의 해결방법을 모색함과 동시에 능력 있는 법률
전문가를 양성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우리 법학과에서는 이 나라의 법치주의와 민주주의를
실현할 지도자를 양성한다는 자부심과 사명감을 갖고 시대적·민족적 과제를 안고 책임
있는 법학교육을 계속해 나갈 것이다.

응용자원환경학과
(Department of Applied Science in Natural Resources and Environment)

학과소개
인간을 둘러싼 환경, 생태, 농업, 산림분야 등을 중심으로 하여 다각적 전공영역에
관한 연구 및 교육을 행하며, 인간에게 유용한 식용‧약용‧특용 작물 및 유용
바이오매스의 효율적인 생산‧이용을 비롯하여 인간거주환경 및 생태계획 등 미래
신산업분야를 개척하기 위한 학문을 연구하고 후속세대를 양성하는데 그 목적이
있으며, 경관을 조성하는 분야로서 주택 정원, 도시공원, 자연공원, 관광지 등을
합리적이고 아름답게 계획, 설계, 시공, 감리 및 유지 관리할 수 있는 이론과 기법을
연구하는 분야이다.

화학공학과(Department of Chemical Engineering)

학과소개
화학공학과는 석유화학, 정밀화학, 에너지 산업, 생물공학, 환경, 신소재, 공정
시스템 등을 포함하는 BT(Bio-technology), ET(Environmental&energy technology),
NT(Nano-technology) 등 전통 화학 산업뿐만 아니라 첨단기술분야를 탐구하는
학문으로 바이오융합기술(Interdisciplinary biotechnology), 신재생에너지(Renewable energy),
정밀화학(Fine chemistry), 나노신소재(Nano & new materials)의 전문 인력 양성을
목표로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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융합시스템공학과(Department of Integrated Systems Engineering)

학과소개
융합시스템공학과는 기계, 건설, 토목, 산업시스템, NT(Nano Technology), IT
(Information Technology), ET(Energy Technology)등 다양한 기술 및 지식을
바탕으로 산업에 요구되는 융합시스템 설계를 주도하기 위한 전문가 양성을 목표로
함. 융합형 제조공학의 역량강화를 위하여 개설된 다전공의 융합형 프로젝트
수행을 통해 경험과 전문지식, 노하우를 축적하고, 각 전문 분야에 특화되어있는
지도 교수들의 연구실에서 다양한 학술 연구 및 기업 연계 과제 활동을 진행한다.

토목안전환경공학과
(Department of Civil, Safety and Environmental Engineering)

학과소개
토목안전환경공학과는

토목공학과,

안전공학과

및

환경공학과가

학문간

접목·융합을 통하여 교육과 연구의 시너지 효과를 극대화함으로써 새로운 지식의
창출과 전문 인력의 양성을 목표로 통합된 학과이다.
토목공학은 다양한 사회기반시설을 보다 안전하고 경제적이며 환경 친화적으로 계획,
설계시공 및 유지관리하기 위해 요구되는 지식을 탐구하는 것을 교육목표로 한다.
안전공학분야에서는 대형 산업재해 특히 건설재해의 예방 및 관리인력 양성에
목표로 한다.
환경공학은

화학,

생물,

토목

등

기초학문을

바탕으로

자연생태

그리고

신재생에너지 등에 대한 전문지식을 습득하여 환경 분야 전반에 걸쳐 문제
해결능력을 갖춘 전문엔지니어, 연구인력 및 기술 관료를 양성하는데 그 목표를
두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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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산업대학원
그린바이오산업학과(Department of Green Bio-industry)

학과소개
기후변화에 따른 지구 생태계 변화와 미래농업환경에 적합한 농생명산업의
친환경적 관리체계가 요구되는 상황에서 농생명자원에 관련된 그린 바이오산업의
중요성이 한층 높아지고 있다. 이에 따른 학문적 이론과 응용기술을 익혀 미래
선도적 그린 바이오산업을 이끌어나갈 전문 인력을 양성한다. 교과과정의
특징으로는 바이오자원의 관리체계, 신개념의 탄소경영과 기후자원의 계량화,
미래농업환경에 대한 자원생산 평가관리체계, 친환경 작물생산 및 관리, 친환경
농촌기반시스템 구축, 지역환경관리, 기후 변화에 따른 기초 분석데이터를 활용한
정보 분석 교육, 동식물의 기본적인 유전 및 특성관련 교육 등 매우 다양한 측면에서
접근하고 있다.

플랜트공학과(Department of Plant Engineering)

학과소개
현재 해외플랜트 시장의 약 70%를 국내 기업이 점유하고 있다는 통계에서 보듯이
플랜트 산업은 건설 분야의 유망주로 주목 받고 있는 상황이다. 더욱이 정부는
2025년까지 에너지·플랜트 분야에 약 103조원 규모의 신시장이 창출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반면 우리나라는 과거 고도 성장기에 풍부한 경험과 기술을 축적한
플랜트 전문가를 다수 보유하고 있었으나, 외환위기 이후 사회·경제적 여건 변화
속에 현재는 수요에 비하여 플랜트 전문가들이 턱없이 부족한 실정이다.
본 학과에서는 우리나라의 해외 플랜트 건설산업 경쟁력을 확보하고, 향후
해외건설시장 확대에 따른 플랜트 건설 수주의 제약요인으로 작용하는 전문 인력
부족현상 해소에 기여하고자 한다.
본 학과에서는 플랜트 분야의 기술경쟁력을 갖춘 글로벌 인재양성을 위해 다학제간
융합된 플랜트공학 관련 이론과 실습교육을 병행한다. 이를 통해 전문가로서의
창의력을 최대한 배양하고, 플랜트 산업의 질적 향상은 물론 시대가 요구하는
국제적 감각을 지닌 미래지향적 고급전문인 양성을 교육의 목표로 삼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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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가족복지학과(Department of Child & Family Welfare)

━
━

아동가족학전공
사회복지학전공

학과소개
아동가족복지학과는 학부과정에서는 사회복지사, 건강가정사, 보육교사를 위한
총체적

교육을 실시하고,

대학원

과정에서는

아동가족학전공과

사회복지학

전공으로 심화하여 석사과정을 운영하고 있다.

아동가족학전공
보육문제, 가족상담, 건강가정지원 및 글로벌한 국제사회에서 발생하는 다문화적
현상 등 심화된 이론과 특화된 내용을 바탕으로 전문적 지식을 익히고, 연구수행을
위한 체계적인 방법론을 습득함으로써 아동 및 가족관련 전문가를 육성하며
건강가정사 자격 인증이 가능하며 보육 및 건강한 가족지원 전문가로 진출할 수
있다.

사회복지학전공
저출산·고령화 시대를 맞이하여 우리사회 다양한 사회문제의 해결과 늘어나는
사회적 요구 충족 및 휴먼서비스 제공을 위해 필요한 사회복지 관련 전문적 지식을
익히고 연구수행을 위한 방법론을 습득함을써 이론 및 실천을 겸비한 사회복지
전문가 양성을 목표로 한다. 졸업 후 사회복지사 2급 국가자격증 취득이 가능하며,
사회복지 관련 실무 분야로 진출 가능하다.

산업시스템공학과(Department of Industrial System Engineering)

학과소개
산업시스템공학과는 산업공학과, 산업경영공학과, 산업정보공학과 등의 다른
명칭으로 불리기도 한다. 산업시스템공학은 경영과 공학의 융합학문 분야로 기업
경영에서 발생하는 생산(Production), 품질(Quality), 원가(Cost), 일정(Delive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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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Safety) 관리 등의 운영관리 문제와 전략적 차원 의 인사조직, 재무회계,
마케팅, 기술경영 문제 등의 해결에 시스템 공학적 접근을 하는 학문분야이다.
산업시스템공학과의

교육과정은

기업의

다양한

경영관리

문제를

해결을

기초과목으로 산업시스템공학, 통계학, 컴퓨터응용 등을 개설하고 있다. 이를
바탕으로 산업현장의 운영관리와 관련해 대표적으로 생산시스템관리, 품질경영,
원가회계,

프로젝트관리,

안전보건경영

등을

학습할

수

있다.

경영전략과

관련해서는 인사조직 심리학, 기술마케팅, 경영정보시스템 등을 학습할 수 있다.
특별히 인간공학과 관련한 인간공학설계와 휴먼인터페이스 디자인, 작업설계 등을
전문적으로 공부할 수도 있다. 산업시스템공학과를 졸업하면 기업이나 공공기관의
문제를 파악하는 시야를 넓히고 실력을 갖추게 되어, 산업현장의 생산, 품질,
안전보건 등의 분야에서 능력 있는 중견관리자로 활약할 수 있을 것이다.

스포츠과학과(Department of Sports Science)

학과소개
교육목적으로 21C 스포츠 현장의 급격한 환경 변화에 걸 맞는 이론과 실제를
탐구하는 것을 목적으로 삼는다. 또한 본 학과의 교육 서비스를 통한 학문적 지식과
정보를 레저 및 스포츠 현장에 활용함으로써, 보다 우수한 레저 및 스포츠 현장의
합리적인 지도자를 육성하는 것을 교육 운영의 원칙으로 삼는다. 본 학과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체계적이고 실천적인 학과목을 교육내용으로 설정하고, 보다 다양한
이론과 실제를 경험하기 위해 건강증진, 레저 및 스포츠 교육, 스포츠산업과 경영에
관련된 학과목들로 강의된다. 이러한 교육을 통해 합리적, 민주적인 레저 및 스포츠
지도자를 육성하고, 이들로 하여금 지역사회 복지 문화 창달과 레저 및 스포츠
산업의 역군을 양성하고자 함이 본 학과의 구체적인 교육 목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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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공공정책대학원
법무학과 (Department of Justice)

학과소개
법무학과는 체계적이고 폭넓은 법학 교육을 통해 민주국가, 법치국가, 사회국가
(복지국가)의 이상을 구현하는데 필요한 인재양성을 추구한다. 세부적인 목표로는
지방화 시대에 따른 자치행정능력을 갖춘 인재를 양성하고, 법률 실무 현장에서
적용할 수 있는 법률지식을 함양토록 한다. 이러한 교육과정을 토대로 현재 한경대
법학부의 졸업생들은 경기도 지역을 중심으로 경찰공무원, 소방공무원, 시청공무원
및 교정직 공무원으로 활동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그 역할이 기대되고 있다.
2013.3월 법학과에서 법무학과로 학과명 변경됨.

교육행정학과(Department of Educational Administration)

학과소개
교육행정학은 교육에 관한 제반 행정의 이론적이며 실무적인 행정 능력을 높여서,
우리나라 교육행정의 효율성을 도모하고자 한다. 교육행정학은 교육에 관한
전문적 자질을 고양하여, 교육행정의 효율화를 높여 교실수업의 질을 한층
개선하고자 한다. 교육행정학은 단위학교, 지역교육청, 시도교육청, 교육부의
행정적 제도화를 유기적으로 연결하여 인적, 물적, 제도적, 재정적 지원의 효과성을
높이기 위한 능력을 배양하는데 있다.
교육행정학과는 2000년도에 개설한 이래, 거시적 이론적 관점과 미시적 실무
능력을 갖춘 유능한 교육행정학 전공의 능력을 함양하며 심화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이를 위해 교육행정가로서 갖추어야 할 덕목과 전문지식, 연구능력,
문제해결능력 그리고 교육기관의 경영과 교육정책의 수업, 실천에 필요한
실무능력을 함양한다. 구체적으로 교육행정연구, 교육제도 및 법규, 학교경영론,
장학론, 교육경제학, 교육정책 등의 다양한 교과목을 개설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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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복지학과(Department of Labor Welfare)

━
━

노동정책학전공
사회사업학전공

학과소개
노동복지 정책의 문제는 삶의 질의 핵심 지표로서 현대사회의 가장 핵심적이고
본질 적인 과제이다. 그럼에도 노동복지의 문제는 여전히 미완의 형태로 남아 있는
실정이며, 선진 사회를 향한 노동정책의 필수함은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다.
노동복지학과는 오늘의 사회변화와 노동 현실을 직시하면서 학생들로 하여금
노동복지와 정책에 대한 이론적 이해는 물론이고 현장의 얘기를 담아 낼 수 있도록
교과과정과 학사지도를 마련하고 있다. 노동복지학과는 학제간의 연계 속에서
형성되는 만큼, 행정학, 법학 등 다양한 전공을 광범위하게 접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함과 동시에 노동복지 및 정책의 고유 과목을 개설한다.
노동정책학전공
노동자와 사용자 혹은 정부 간의 적절한 관계 설정을 규정하여 최소한의 인간다운
삶의 질을 보장하는 관련정책을 연구하는 과정이다.
사회사업학전공
사회문제에 대처하기 위한 사회적 시책을 연구과정으로 사회복지사와 관련된 필수
및 선택과목을 이수하면 사회복지사 자격증을 취득할 수 있다.

글로벌물류학과 (Department of Global Logistics)

━
━
━

녹색물류전공
국제물류전공
통합물류전공

학과소개
글로벌물류학과는 정부의 동북아 물류허브 구축과 국내 물류기업의 물류혁신과 글로벌
경쟁력 있는 기업육성을 선도할 글로벌 물류전문가의 양성을 위해 설립되었다. 이론과
산업현장 적응능력 향상을 동시에 구비할 수 있도록 하는 이 학과는 미래 우리나라의
물류산업을 이끌어 갈 중추핵심 인력을 양성하는 메카로서 역할을 하게 될 것이다.
길을 만드는 대학, 경기대표 국립대학 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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녹색물류전공
물류의 환경 결과들과 이들을 바로 잡는 방법들을 분석하며, 경제, 환경 및 사회적
목적들가운데 더욱 지속가능한 균형 달성과 영향 감축방법들을 학습한다. 특히
공급사슬에서의 탄소회계, 녹색화 교통수단들로의 전환교통, 보관의 환경영향 저감,
화물운송에서의 연료효율성 향사, 폐기물관리의 회수물, 지속가능물류 등에 관한
전문 인력양성을 목적으로 한다.

국제물류전공
국내에서 양성된 물류전문인력의 대상지역은 주로 동북아시아(중국,일본),북미지역
등에 치중되어 있었다. 상대적으로 유럽지역 국가들의 물류전략 연구 및
인력양성에는 소홀해져 왔다. 한-EU FTA의 발표로 인한 대유럽 물동량 증가에 따라
유럽지역 물류정책 및 성공사례를 경험하고 향후 국제경쟁력 있는 전문인력양성을
목적으로 한다.

통합물류전공
제3자 물류(3PL)의 증가와 제4자 물류(4PL)의 대두로 공급망 내 기업 간 효과적인
동시성과 비용의 조정을 위한 통합물류시스템 및 정보기술의 역할이 증대되고
있다. 유럽의 첨단물류시스템과 국내 정보기술의 결합을 통한 물류산업 경쟁력을
제고하고 제3자와 제4자 물류의 주요 서비스인 수송서비스와 창고시설에 필요한
전문적 기술능력을 가진 인재를 양성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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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국제개발협력대학원
국제개발협력학과 (Department of International Development and Cooperation)

학과소개
국제개발협력학과는 증대되는 국가의 국제적 역할을 구체적으로 실현할 수 있는
차별화된 교육 및 연구 기반을 마련하고, 국내외 개발 및 협력 전문가를 육성하며,
다양한 외부 지원사업을 확보하여 국내는 물론 국제적인 학문과 실용적 지식의
산실이 되는 것을 목표로 한다.

국제경영학과(Department of Global Business)

학과소개
국제경영학과는 급변하는 글로벌 경영환경에 대응할 수 있는 국제경영 전문가로서
갖추어야할 전문지식과 소양을 갖출 수 있도록 하여 글로벌 리더를 양성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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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사안내
학생활동 및 주요행사
장학금 및 학비감면 안내
취업지원안내
학습지원안내
학생상담센터 이용안내
병무안내
직장예비군대대
보건진료소 이용안내
장애학생지원센터 안내
학생생활관 안내
중앙도서관 이용안내

IV. 학생생활안내

1

학사안내

가. 교과목이수
1) 이수구분의 종류

교

전

양

공통교양

기초학문과 공통교양의 특징을 융합하여 언어,
소통, 기초학습능력 등의 역량을 함양할수 있는
교과목

필수교양

대학의 인재상 구현 등 교양인이 갖추어야 할
역량을 함양할 수 있는 교과목

한경교양

교양-전공/교양-비교과 융합 교육이 실현되어
고차원적인 역량을 함양 할 수 있는 교과목

전공필수

전공 교과목으로서 수강생이 반드시 수강해야
하는 필수 교과목

전공선택

소속학부(전공) 교과목 중 필수를 제외한 전공

자유선택

타 학과 전공과목 이수 시 “자유선택” 으로 표시

공

2) 교육과정의 이수학점 및 시간
가) 교육과정의 이수단위는 학점임
나) 이론 및 설계과목：1학기에 15시간 이상의 강의를 1학점으로 함
다) 실험‧실습‧실기‧체육：1학기에 30시간 이상의 강의를 1학점으로 함

나. 수강신청
교육과정 이수에 관한 사항은 학부(전공)에서 수강지도를 받은 다음 수강신청함
(※ 수강신청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매 학기 학교 홈페이지 학사공지 게시판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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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인정보 관리
수강 신청 시 아이디와 비번을 도용하는 사례가 있습니다.
학생 본인의 비번을 남들이 알 수 없도록 자주 변경하여 관리하시기 바랍니다.
예) SNS에 자신의 생년월일을 공개하여 비번을 도용당한 사례가 있음

2)

교수 자녀 수강지도 안내(강사 포함)

부모가 우리대학 교수(강사 포함)인 경우,
전공 선택 및 교양 과목 : 부모(교수)의 강의를 수강하지 않아야 함
전공필수 : 분반 구성 시 타 분반 선택해야 함
-

교수 자녀가 부모(교수) 수업을 수강 신청한 경우 해당 사실을 교원 소속

학부(전공)에서 개강 후 2주 이내 「교수 자녀 수강신청 신고서」를 학사지원팀에
공문 제출함

3)

강의매매에 대한 안내

강의매매는 불법적인 행위이므로 적발되는 경우 처벌이 가능하오니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강의매매를 한 사람에 대하여 제보하는 경우
학사지원팀(031-670-5032)으로 연락주시기 바람

4) 수강신청 전 알아야 할 기본사항
- 졸업이수 요구학점: 입학년도 기준
- 이수학점이 부족하여 졸업을 못하는 경우가 없도록 소속 학부(전공)의 지도를
받은 후 수강신청
- (트랙)이수구분이 다르게 나온 경우: 학부(전공)상담 후 변경 가능함(오류표기에 한하여)
※ 졸업: 졸업이수 요구학점, 졸업인증, 졸업요건 모두 충족해야 함(소속 학부(전공)에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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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수강신청별 차이점
구분

내

용

예비

- 시간표 중복, 수강인원 상관없이 10과목 신청 가능함(장바구니 개념)

수강신청

- 본 수강신청 시 신청해야 확정됨(선착순)
- 개설학부(전공)에서 학년제한 체크한 경우 신청 안됨
- 학습구분(주/야) 교차지원 가능(신청학점 1/2이내에서 최대 9학점까지)

본 수강

※ 9학점 초과 시 “학습구분 변경신청서” 학사지원팀 제출
- 성적우수자(3학점), 교직학생의 교직과목(6학점)
※ 단, 성적우수 학점과 교직학점은 최대 6학점을 초과 할 수 없음

*성적우수자: 직전학기 15학점 이상 취득, 평점평균 4.0 이상
*학사경고자(평점평균 1.5 미만)는 수강신청 학점이 15학점으로 제한됨

6) 인성교육 및 상담(비교과, 졸업인증)
- 신입생 : 2015학번부터 4번 이수(학기당 1번)
- 편입생 : 2017학번부터 2번 이수(학기당 1번)
※ 수강신청 시 1학점으로 보이지만 취득학점으로 인정 안함

7) 재수강 (C+이하에 한하여)
개설된 과목에 한하여 재수강 가능, 수강신청 시 재수강으로 표시됨
- 재수강 성적은 A0등급 이하, 2019-1학기부터 성적표에 “(R)”로 표기됨
- 재수강시 처음 취득한 성적은 삭제되고 재수강으로 취득한 최종 성적으로 부여됨
예) 2017-1학기(경영학개론, C+)을 재수강하여 2019-1학기(경영학개론, F)
마지막에 수강한 2019-1학기 성적이 성적표에 표기됨

8) 수강인원 문의(책상, 실험도구, 수용인원 등 강의실 상황에 따라 개설학부 및
전공에서 결정)
전공과목: 전공과목 개설학부(전공)
교양과목: 브라이트칼리지, 031-670-5260, 5261, 52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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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수강신청 가능 학점
❍ 매 학기 최대 신청 및 이수 가능학점: 18학점(건축학부 건축학 전공은 21학점)
❍ 매 학년도 이수 가능학점: 36학점(건축학부 건축학 전공: 40학점, 인문사회계열: 34학점)
- 계절수업으로 이수하는 학점은 제외
<특이 사항>
❍ 직전학기 성적 우수자(15학점 이상 취득, 4.0이상) 는 다음 학기 3학점 추가
- 3학점 추가 수강신청은 우수성적 취득 후 바로 다음 학기에만 해당됨 (휴학 후 이월 불가)

❍ 직전학기 학사경고자는 수강신청 가능학점을 15학점으로 제한함
- 학점 제한은 학사경고를 받은 후 바로 다음 학기에만 해당됨 (휴학 후 복학 시 이월 되지 않음)

❍ 인문사회계열 학생은 1학기 18학점, 2학기 16학점 (매 학년도 최대 34학점으로 세팅)
- 1학기에 18학점을 듣고 2학기 휴학하고, 다음 년도 1학기에 복학을 했을 경우에는 최대 18학점
- 2학기에 휴학하여 다음년도 2학기에 복학한 학생도 최대 18학점

❍ 교직학생은 성적에 관계없이 6학점까지 추가 신청 가능
- 교직이면서 성적우수자일경우에도 다음 학기 최대 추가 학점은 6학점을 초과할 수 없음

10) 학년별 수료 학점(해당 학점만큼 취득하여야 학년수료 증명서 발급 가능)
일반대생(신입생: 2012학번 이후, 편입생: 2014학번 이후)
학년구분

자연과학계열, 공학계열, 예·체능계열

인문ㆍ사회계열

1학년
2학년
3학년
4학년
5학년

33학점 이상
65학점 이상
98학점 이상
130학점 이상
164학점이상(건축학 전공만 해당)

30학점 이상
60학점 이상
90학점 이상
120학점 이상

특례편입학생(신입생: 2011학번 이전, 편입생:2013학번 이전)
학년구분

자연과학계열, 공학계열, 예·체능계열

1학년
2학년
3학년
4학년
5학년

35학점 이상
70학점 이상
105학점 이상
140학점 이상
170학점이상(건축학 전공만 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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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학년별 승급 기준(2021년부터 적용)
학년

경과 학기 (정규)

비고

1학년

2학기

2학년

4학기

3학년

6학기

ex) 취득 학점이 53학점이고 7학기를
다니고 있는 학생의 학년은 4학년으로
승급 처리되지만 2학년 수료 증명서
는 발급 불가

4학년

8학기

5학년

10학기

※ 등록 후 휴학 학기, 계절학기,
특별학기, 군 학점 학기는 경과
학기에 해당하지 않음

12) 폐강 교과목 변경 (폐강학점 내에서 변경)
신청한 과목(1과목, 3학점)이 폐강이 되면, 폐강과목 3학점내에서만 변경 가능함
(3학점 A과목 → 3학점 B과목 또는 1학점 D과목 또는 2학점 C과목 또는 변경 안함)
※ 변경 후 꼭 개인별 수강신청 내역에서 결과 확인해야 함

13) 수강신청 철회
가) 기간
구분

대상

신청 방법

비고

1차

수강신청 교과목을 철회하려는 학생

학사시스템
온라인 신청

2차

취업, 직장 근무지 이전, 발령,
질병 등으로 수강이 어려운 학생

학사지원팀으로
신청서 제출

*수강신청학점의
1/3범위 내에서 철회
(소수점 이하 절사)
*수강과목이 1과목인
경우 철회 불가

나) 기타 ：철회 시 이미 납부한 등록금은 반환하지 않으며, 다른 과목으로 변경 불가

14) 설강 및 폐강
가) 전공교과목은 해당학부(전공) 해당학년 학습구분별 재학생의 50% 이상이거나
15명 이상이 수강 신청할 때 설강함.
나) 교양교과목은 25명 이상 수강 신청할 때 설강함.(※ 단, 교과운영상 부득이한
경우에는 총장의 승인을 받아 설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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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위 항목에 따른 최소 설강인원의 80% 미만이 수강 신청한 교과목은 수강신청
마감과 동시에 폐강
※ 폐강과목에 대해서는 교과목 변경을 할 수 있도록 기간을 부여하므로 반드시 학교
홈페이지 학사공지 확인 또는 학부(전공)사무실에서 폐강여부를 확인하여야 함.

다. 학사경고
1) 대상 : 직전학기 성적 평점평균이 1.5 미만인 자에게 학사경고 처분함
2) 학사경고제적 : 학사경고를 연속 3회 또는 통산 4회 받은 자
3) 재입학제한 : 학사경고 제적자는 제적 후 2개 학기 경과 후에 재입학 신청 가능

라. 복수전공
1) 의의: 2개의 전공에 동등한 가중치를 부여하여 복수학위를 수여토록 하기 위함
2) 목적: 학생들로 하여금 다전공ㆍ복합 학문연구를 통하여 종합적인 사고력을
함양토록 함
3) 신청시기: 신청일 현재 학적상태가 재학 중인 자로 2학년 1학기 이후
※ 매 학기별로 학교 홈페이지 게시판에 공지

4) 신청자격: 2학년 이상
5) 이수과목: 학부(전공)별로 지정된 복수전공 이수학점을 취득

━
━
━

복수전공 허가이후, 원전공 및 복수전공학부(전공)의 일반트랙을 이수하여야 함
복수전공학부(전공)의 이수과목(트랙제): 계열기초, 일반트랙(트랙필수+트랙선택)
기타 자세한 사항은 대학 홈페이지 “학사 FAQ”참조

마. 연계전공
1) 소개: 원전공 이외에 다른 전공에서 정한 교과목을 이수하는 전공제도로
학생들에게 다양한 전공 선택 기회를 제공
2) 신청시기: 학기별 1회 선발(학교 홈페이지 게시판에 공지)
3) 신청자격: 2학년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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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이수방법: 소속 학부(전공) 교과목 78학점(법학전공을 제외한 인문·사회
계열은 72학점) 이상 이수 + 다른 학부(전공) 전공필수 교과목 중
9학점 이상 이수

바. 융합전공
1) 소개: 2개 이상의 전공이 융합하여 새로운 전공을 만든 것으로 스마트헬스케어
융합전공, AI스마트팜 융합전공, AI빅데이터 융합전공, 공공헬스케어IT
융합전공, 반도체 융합전공, 스마트애그리푸드시스템 전공
2) 신청시기: 학기별 1회 선발(학교 홈페이지 게시판에 공지)
3) 신청자격: 2학년 이상

* 2020학년도 신입생부터 적용

4) 이수방법: 원 전공의 전공필수 교과목 포함 39학점 이상 이수 + 융합전공의
전공필수 교과목 포함 39학점 이상 이수(원전공-법학전공을
제외한 인문·사회계열은 36학점)

사. 융합부전공
1) 소개: 2개 이상의 전공이 융합하여 새로운 전공을 만든 것으로 스마트헬스케어
융합전공, AI스마트팜 융합전공, AI빅데이터 융합전공, 공공헬스케어IT
융합전공, 반도체 융합전공, 스마트애그리푸드시스템 전공
2) 신청시기: 학기별 1회 선발(학교 홈페이지 게시판에 공지)
3) 신청자격: 2학년 이상

* 2020학년도 신입생부터 적용

4) 이수방법: 원 전공의 전공필수 교과목 포함 51학점 이상 이수 + 융합부전공의
전공필수 교과목 포함 27학점 이상 이수(원전공-법학전공을
제외한 인문·사회계열은 48학점)

아. 휴학 및 복학
1) 휴학의 종류
가) 일반휴학 : 학생 개인사정으로 수강할 수 없을 때 지정된 기간에 신청하고
연속하여 1년을 초과할 수 없음. 그 이상의 기간은 복학 후 휴학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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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야 하며 재학 중 최대 3년까지 휴학 신청이 가능. 개강일 이후에는
등록한 자에 한하여 수업일수 1/4선 이전까지 휴학신청 가능
※ 단, 수업일수 1/4선 이후에는 질병 등 총장이 부득이 하다고 인정하는 자 중
증빙서류를 제출한 자에 한하여 허가
나) 군휴학 : 병역의 의무를 이행하기 위한 휴학으로서 수업일수에 관계없이 휴학을
할 수 있으며, 휴학기간은 군복무기간이 만료되는 학기까지 가능하며,
입영통지서 등 관련서류 사본을 제출

2) 휴학시기 및
종류

제출서류

제출기한
수업일수
4분의 1 이내

일반
휴학

수업일수

제출서류

비고

- 휴학원 1부 (공통)
질병 등 총장이 부득이 하다고

- 휴학원 1부 (공통)

인정되는 자 중 증빙서류를 제출한

4분의 1 이후 - 증빙서류 1부 (공통)

자에 한하여 허가
수업일수 2/3선 이후 학기를

- 휴학원 1부 (공통)
군휴학

수

마치지 못하고 군입대를 하는

- 입영통지서(병적증명서)

시

학생이 당해 학기 성적을 취득

1부(공통)
- 성적인정원 1부 (해당자만)

하고자 할 때에는 휴학원과 함께
성적인정원 제출

3) 휴학절차
방문 접수 (수시)

인터넷 접수
(홈페이지 내
기간 공고)

-

휴학신청서 작성

휴학신청서 접수

학사시스템 접속

학적관리

학적변동신청 클릭

-

온라인 휴학신청

최종 입력 후 신청버튼 클릭

※ 군휴학자는 입영통지서 지참하여야 하며, 군입대후 “귀향조치”를 받았을 경우는
10일 이내에 복학 또는 일반휴학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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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복학시기 및 제출서류
종류

대상

복학시기

복학사유

제출서류

일반복학

일반
휴학한 자

학사일정상의 복학기간

휴학기간 만료
또는
사유 소멸 시

복학원 1부

군입대로
군복학

인해
휴학한 자

학사일정상의 복학기간
(군입대 귀향조치시에는
10일 이내 복학 또는

복학원 1부
군 제대

전역(병적)증명서
1부

휴학종류 변경)

5) 복학절차
방문 접수 (수시)

인터넷 접수
(홈페이지 내
기간 공고)

-

복학신청서 작성

복학신청서 접수

수강신청 및 등록금
납부

학사시스템 접속

학적관리

학적변동신청 클릭

-

온라인 복학신청

최종 입력 후 신청버튼 클릭

자. 전과
1) 지원자격

━
━

2학년 이상의 재학생
학칙 제86조 의거 징계 받은 사실이 있거나, 재입학한 자는 전과 불가

2) 전과 허가

━

전과신청자수가 희망학부(전공) 정원의 여석을 초과하였을 경우에는 성적순에
의하여 허가함을 원칙으로 하되 별도의 선발시험를 병행할 수 있음

※ 전과한 자는 기 취득학점 여하에 불구하고 전과 학부(전공)에서 인정한 유사 또는
대체 과목을 제외한 전과 학부(전공)에서 지정한 선이수과목 및 졸업요구 학점 이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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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절차
여석산출 및 공고
(학사지원팀)
전과허가원 접수
(학부 → 학사지원팀)

전과허가원 작성
(학적부,
성적증명서 첨부)
교무회의 심의

소속학부 지도교수,

전과희망

학부장 면담

학부장 면담

전과허가 및
학점인정표 열람

학적 정정

차. 자퇴 및 제적
1) 자퇴절차
자퇴신청서 작성
(본인)

학부장
면담 및 날인

행정부서 경유
(등록금, 학생증반납,
대여도서 확인)

자퇴신청서 접수

2) 제적사유
가) 휴학기간 만료 후 특별한 사유 없이 복학기간 내에 복학하지 아니한 사람
나) 정당한 사유 없이 정해진 기간 내에 등록을 필하지 아니한 사람
다) 학사경고를 연속 3회 또는 통산 4회 받은 사람
라) 타 대학에 입학하였거나 이중학적을 가진 사람
마) 질병 및 기타 사정으로 학업을 계속할 가망이 없다고 판단되는 사람

카. 재입학
1) 지원자격
가) 한경대학교(구 안성산업대학교 포함)에서 자퇴 또는 제적된 자 중 재입학을
희망하는 사람
나) 학사경고 제적자는 제적 후 2학기 이상 경과한 후 지원가능
다) 학칙 제47조 제5호에 해당하여 징계로 퇴학된 사람은 재입학 불가
라) 산업체위탁교육생 및 외국인은 재입학 지원 불가

2) 재입학 허가
가) 계열별 총 정원의 여석 범위 내 원적학부(전공) 동일 학년 이하에 허가.
(단, 총장이 재입학 불가로 판단할 만한 사유가 있을 시 불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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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제적당시의 모집단위(학부)가 폐지된 경우 총장이 교육목적 등을 고려해 학칙이
정하는 모집단위에 재입학 허가
다) 재입학 신청자 수가 여석 범위를 초과하였을 경우에는 성적순(동점자는
취득학점)으로 허가
라) 허가 여부 안내 후 재입학생은 수강신청 기간이 별도로 부여됨
마) 재입학 후 즉시 휴학은 제한 (군휴학 예외) 하며 입학취소는 불가함
바) 등록기간 내 미등록 시 재입학은 취소되고 취소이력 기재

3) 절차
여석산출 및 공고
(학사지원팀)
검토 및 확인
(학사지원팀)

재입학원서 작성
(본인)

교무회의 심의

지도교수 및
학부장 면담
(본인)

학부장, 총괄학부장
의견서 첨부 제출
(학사지원팀)

재입학 허가 및
등록

학적 생성

타. 졸업
졸업(학사학위수여)을 위해 아래의 졸업요건(학점, 졸업종합시험, 졸업인증)을 모두
충족해야 함

1) 졸업요건 학점
가) 계절학기를 제외한 정규학기를 8학기(건축학부 건축학전공은 10학기) 이상
등록한 사람

※ 편입학생은 4학기 이상 등록한 사람

나) 졸업학점
대상학번
특례편입학생
(신입학: 2011학번 이전,
편입학: 2013학번 이전)
일반대학생
(신입학: 2012학번 이후,
편입학: 2014학번 이후)

계열

졸업 학점

인문 ․ 사회계열

130학점 이상 취득

건축학부 건축학전공

164학점 이상 취득

그 외 계열

140학점 이상 취득

인문 ․ 사회계열

120학점 이상 취득

건축학부 건축학전공

175학점 이상 취득

그 외 계열

130학점 이상 취득

비고

5년제

5년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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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졸업요구 학점표(학부(전공), 학번, 입학유형) 별 세부 이수기준을 모두 충족한 사람

2) 졸업요건 졸업종합시험
가) 졸업종합시험은

학부(전공)

평가위원회가

지정하는

졸업시험,

졸업논문,

실험실습보고서, 실기(작품 또는 설계) 등으로 시행함.
나) 응시자격
대상학번
특례편입학생

계열
인문 ㆍ 사회계열

응시 자격
90학점 이상 취득

(신입학: 2011학번 이전,

건축학부 건축학전공

편입학: 2013학번 이전)

그 외 계열

98학점 이상 취득

인문 ㆍ 사회계열

98학점 이상 취득

일반대학생

130학점 이상 취득

(신입학: 2012학번 이후,

건축학부 건축학전공

140학점 이상 취득

편입학: 2014학번 이후)

그 외 계열

105학점 이상 취득

━

비고

5년제

5년제

복수전공자의 졸업종합시험: 복수학위를 원하는 사람은 소속학부(전공)와
복수전공학부(전공)에서 요구하는 전공학점 이상 취득을 각각 이수하고

━
━

졸업종합시험에 각각 합격하여야 함.
불합격자에게는 다음 정규학기에 재 응시 가능

다) 졸업종합 시험 과목 및 종류

━

졸업종합시험은 해당학부(전공) 전공과목 중 3개 이상 5개 이내의 교과목을
평가위원회에서 선정하여 승인을 받아 시행하되, 전공분야에 대한 지식과
능력을 측정할 수 있어야 한다.

━

학부(전공) 특성에 따라 논문, 실험실습보고서, 실기(작품 또는 설계) 등으로
졸업종합시험을 대체할 수 있다.

라) 시기 및 응시원서 제출

━

졸업종합시험은 매 학년도 5월과 10월중에 실시한다.
(단, 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횟수 및 시기를 조정할 수 있음)

━
━

시험실시 공고는 시행일 30일 이전에 함.
졸업종합시험에 응시하려는 사람은 정해진 기간에 졸업종합시험 응시원서를
평가위원회를 거쳐 학부장에게 제출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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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 평가

━
━

졸업종합시험의 성적평가는 교과목당 100점을 만점으로 하여 40점 이상
취득하고 전 과목 평균 60점 이상 취득한 경우를 합격으로 함.
(단, 60점 이상 취득한 과목은 재시험을 면제할 수 있다).
소정의 전 과정을 이수하지 못한 경우에도 기 졸업종합시험 합격은 계속 유효함

바) 졸업논문 제출

━

논문지도
논문지도교수는 제출된 논문계획서를 검토하여 논문작성의 전 과정을 3회 이상
지도함. 논문계획을 변경하려는 경우 논문 지도교수의 승인을 받아 최초 논문계획서
제출 후 1개월 이내에 졸업논문(작품, 실기발표)계획 변경 신청서를 학부장에게 제출

━

논문작성
논문은 한글로 작성하되 영문과 한문을 혼용할 수 있다.
Ÿ 표지, 표제지, 목차, 본문, 참고문헌

━
━

제출
매년 전기 졸업예정자는 전년도 10월말, 후기 졸업예정자는 해당연도
5월말까지 논문지도 교수의 확인을 받아 논문을 제출, 심사위원은 심사결과를
합격(Pass) 또는 불합격(Non-Pass)로 판정
결과 조치
심사에 합격한 논문제목을 학적부에 기재, 합격된 논문 및 관련서류는
학부(전공)에서 3년간 보관한다.

3) 졸업요건: 졸업인증
가) 응시대상 및 이수조건: 일반대 재학생으로 아래의 공통 및 학부(전공)별 조건을
모두 충족한 사람 ※ 제외: 산업대생
나) 공통 조건

━
━
━

취업부서 지정교과목 다음 중 1개 과목 이수
(과목명: 진로선택과 취업준비, 취업준비실무, 창업제대로하기) ※ 2012학번부터
비교과 영역 이수(과목명: 인성교육 및 상담)
Ÿ 신입학생(2015학번부터): 4회 이수
Ÿ 편입학생(2017학번부터): 2회 이수

다) 학부(전공)별 조건: 학부(전공)별 졸업인증 자격을 충족한 자
(점수제/분야선택제 등 학부(전공)별 상이)
라) 졸업인증은 졸업학기 종강 전 까지 제출 (1학기 종강: 6월경, 2학기 종강: 12월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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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 조기졸업
1) 조기졸업 자격요건
졸업학점을 취득하고 평점평균이 4.00이상인 사람으로서 졸업요건을 모두
충족(학점, 졸업 종합시험, 졸업인증)한 사람(6학기 이상 등록, 건축학전공은 8학기
이상 등록하여야 함)
※ 제외: 편입학생, 재입학생, 학사경고 또는 징계를 받은 학생

2) 조기졸업 신청시기
조기졸업을 희망하는 사람은 해당학기 성적평가가 끝난 후 정해진 기간에
조기졸업신청서를 평가위원회를 경유하여 교무처에 제출하여야 함.

하. 제증명 발급 안내
교무처 학사지원팀의 증명발급 창구 또는 교내 증명서 자동발급기, 학교 홈페이지
웹증명 발급 또는 시ㆍ군ㆍ구ㆍ읍ㆍ면ㆍ동 민원실을 통해 어디서나 민원
처리제(정부24, www.gov.kr )로 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다.

1) 증명서 종류
졸업증명서, 재학증명서, 성적증명서, 졸업예정증명서, 제적증명서, 수료증명서,
조기졸업예정증명서, 휴학증명서, 학적부

2) 수료 증명 발급 기준
자연과학계열, 공학계열, 예ㆍ체능계열

인문ㆍ사회계열

1

33 ~ 64학점 이상 취득
(35 ~ 69학점 이상 취득)

1

30 ~ 59학점 이상 취득
(33 ~ 64학점 이상 취득)

2

65 ~ 97학점 이상 취득
(70 ~ 104학점 이상 취득)

2

60 ~ 89학점 이상 취득
(65 ~ 97학점 이상 취득)

3

98 ~ 129학점 이상 취득
(105 ~ 139학점 이상 취득)

3

90 ~ 119학점 이상 취득
(98 ~ 129학점 이상 취득)

4

130학점 이상 취득 이상/
건축학전공 130 ~ 163학점 이상 취득
(140학점 이상 취득 이상/
건축학전공 140 ~ 174학점 이상 취득)

4

120학점 이상 취득 이상
(130학점 이상 취득)

5

164학점 이상 취득 이상/건축학전공
(175학점 이상 취득 이상/건축학전공)

※ 농업생명과학대학ㆍ자연과학대학ㆍ공과대학 수료 기준은 자연과학계열, 공학계열,
예·체능계열과 동일하며 인문사회과학대학 수료 기준은 인문·사회계열과 동일함
※ 특례편입학생 및 특례재입학생은 ( )의 기준에 따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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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외국어로 된 증명서
외국어 증명서는 본인의 신청에 의하여 각종 증명서를 외국어로 발급받을 수 있다.
※ 종합정보시스템 내 영문명을 등록하여야 하며, 학교 SEAL 및 직인을 요하는 경우
학사지원팀으로 직접 방문하여 신청하여야 함.

거. 학적부 기재사항 변경
입학당시 작성된 학적부상의 기재사항(성명, 주민등록번호, 생년월일 등)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는 변경사유가 기록된 관계서류(초본 등)를 첨부하여 학적부
기재사항 정정원을 교무처 학사지원팀에 제출하여 정정할 수 있다.

너. 전공배정
1학년 말 별도 정해진 기간에 학생의 지망순위에 따라 지망순위가 높은 전공에
우선 배정함을 원칙으로 하되, 지망별 신청인원이 초과하는 경우 성적순으로
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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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학생활동 및 주요행사

가. 입학식
우리 대학의 입학식은 2월 말에 거행되며, 입학식에서는 대학 생활의 의의를 깊이
인식시키며, 우리 대학의 비전제시, 장학, 취업, 학사 등 +학생생활에 관한 전반적인
유의사항 등이 소개된다.

나. 신입생 오리엔테이션
한경대학교 연혁 및 비전제시
대학 제도 안내(학사, 장학, 취업, 학자금 대출 등)
대학생활에 관계되는 학교시설 안내 및 중앙도서관 이용안내
학생자치단체를 중심으로 하는 학생 활동 설명 및 지도
캠퍼스 안내 및 각 학부(전공) 교수 소개

다. 개교기념일
우리대학의 개교기념일은 4월 15일로 기념식을 거행하며 휴업일로 정하고 있다.

라. 체육 대회
1학기에는 전 학생들이 한자리에 모여 평소에 닦아온 젊음의 ‘힘’과 ‘기’를 겨루는
체육 대회를 학생 자치 단체의 주최로 거행하고 있다. 이 대회는 각 학부(전공)의
대표 선수들에 의해 축구, 줄다리기, 여학생 발야구, 족구 등 경기를 한다.

마. 한경제
2학기에는 모든 한경인이 한 자리에 모여 각종 문화행사의 한마당을 펼친다.
가을 하늘의 높고 푸르름을 받으며 벌이는 축제의 한 마당은 각 학부(전공) 및
동아리 장기자랑, 가요제 등으로 진행된다.

바. 동아리
학술 동아리
마대(고적답사)
배움가지(학술활동)
4-H(가드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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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육관련 동아리
비봉축구단(축구)
Free-Tap(농구)
SNOWBALL(e-sprot)
COCK(배드민턴)
COMA(주짓수)
검향(검도)
ATC(테니스)
파밍(게임)
다이서(보드게임)

종교 및 봉사동아리
CCC(대학선교회)
길잡이(봉사)
로타랙트(봉사)

예술 동아리
어우러기(민중가요)
에이마이너(대중가요)
그림손(그림그리기)
CAIN(락음악)
돋을볕(풍물놀이)
예지회(사진)
늘품(댄스)
Stage Burn(랩)
사랑방극회(연극)

IV. 학생생활안내

3

장학금 및 학비감면 안내

가. 교내장학금 지급 절차 및 지급기준 안내
성적장학금은 학생처에서 재학생 대비 장학금 지급 비율에 의하여 각
학부(전공)별로 인원 배정
각 학부(전공)에서는 선발 기준에 의하여 선발
신ㆍ편입생은 성적순에 의하여 학생처에서 일괄 선발
장학생으로 선발된 학생은 등록금 납입 고지서에 해당되는 금액 감면
장학종류 및 기준은 예산 등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음.
지원

장학

구분

구분

2022학년도
장학금명
지급 절차 및 기준

지급액

비고

- 학부(과) 추천(휴학생 추천 불가)
재학생
성적우수
A,B,C
①성적
우수

신입생

등

성적우수

록

A,B,C

금
성

수 석
(신입생)

장
학

- 직전학기 15학점 이상 이수, 성적 B°이상
(졸업직전학기는 10학점 이상 이수)
- F학점 없을 것

- A : 등록금 전액

- 8학기 이내(건축학전공은 10학기)

- B : 등록금 반액

※ 복학생의 경우 가장 최근 성적 기준

- C : 등록금 20%

- 학부 추천
- 성적순 최고 득점자(정시,수시)
- 성적순 최고 득점자(정시,수시)

- 등록금 전액

- 전체수석 : 4년간 지원

※ 성적 미달한 미수혜 기간도

편입

전체 수혜 기간에 포함

생

- 학부수석 : 1년간 지원
+

- 직전학기12학점이상이수, 성적B 이상유지 ※ 전체수석은 생활관비 1년면 제외
(졸업직전학기는 10학점 이상 이수)

금

제

- 소득분위 8분위 이하
한경복지Ⅰ

- 국가장학금Ⅰ유형 수혜대상자

- 최대 300,000원

(수업연한 초과자 제외)
②저소
- 소득분위 8분위 이하

득층
한경복지Ⅱ

- 기초~3분위 : 전액

- 국가장학금Ⅰ유형 성적미달 탈락자 중 - 4~8분위 : 등록금 20%
직전학기 성적 1.6 이상 2.6미만
(학사경고자 제외)

- 예산 범위 내에서 지급
※ 예산 미확보시 지급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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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장학

구분

구분

2022학년도
장학금명
지급 절차 및 기준

지급액

- 한국장학재단 국가장학금(다자녀)
수혜횟수 초과자로 본교 수업연한
(초과학기자 제외)에 해당하는 학
다자녀

생

- 1명 등록금 전액

- 형제자매가 3명 이상(기혼자 제외)
- 소득분위 8분위 이하
- 직전학기 12학점 이상 이수, 성적 2.6 이상

백호

- 6급 이하 장애등급

A,B

- 직전학기 12학점 이상 이수, 성적 C°이상

- 장애등급으로 지급
- A(1∼3급) : 등록금 전액
- B(4∼6급) : 등록금 반액

③장애
학생등
소외

외국인

- 직전학기 12학점 이상 이수, 성적 2.6 이상
- 직전학기 성적별 지급

계층
국가유공자
북한이탈주
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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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련 법령에 의한 자
- 직전학기 성적 1.6 이상
- 관련 법령에 의한 자
- 직전학기 성적 1.6 이상

- B⁺ 이상 : 등록금 전액
- B°이상 : 등록금 반액
- 2.6 이상 : 등록금 20%
- 등록금 전액

- 등록금 전액

비고

IV. 학생생활안내

지원

장학

구분

구분

③장애
학생등
소외
계층

2021학년도
장학금명
지급 절차 및 기준

백호

- 6급 이하 장애등급
- 직전학기 12학점 이상 이수,
성적 C°이상

- 장애등급으로 지급
- 1∼3급: 등록금 전액
- 4∼6급: 등록금 반액

외국인

- 직전학기 12학점 이상 이수
- 직전학기 성적별 지급

- B⁺ 이상: 등록금 전액
- B°이상: 등록금 반액
- 2.6 이상: 등록금 20%

- 관련 법령에 의한 자
- 직전학기 성적 1.6 이상

- 등록금 전액

국가유공자
등

북한이탈주민 - 관계 법령에 의한 자

록
금
성
장
학
금

④가족
장학금

⑤체육
특기자

근

형제애

- 1명 등록금 전액

직계
존비속

- 직계가족이 2명 이상 현재학기 재학
중 일 때 1명만 해당
- 직전학기 성적 B°이상
- 직전학기 12학점 이상 이수

- 1명 등록금 전액

부부애

- 부부가 현재학기 재학 중 일 때 1명만 해당
- 직전학기 성적 B°이상
- 직전학기 12학점 이상 이수

- 1명 등록금 전액

- 체육특기자(정구부)로 입학한 자
- 직전학기 성적 2.0 이상

- 등록금 전액

인 턴

-

- 9,000원/시간
- 학기: 80시간, 방학: 160시간
* 예산 범위내 지원으로 배정
시간은 변경될 수 있음
- 별도 계획 수립

공 로

- 학생자치단체 임원 및 학회장 대상
- 직전학기 12학점 이상 이수,
성적 2.0 이상

체육특기자
등 우수학생

장

⑥인턴
및
공로

각 부서(학과) 추천
경제생활이 곤란한 자 우선 선발
국가근로 시급단가 동일 적용
2020. 3월 ~ 2021. 2월까지 적용
직전 정규학기 성적 2.0 이상

국가근로
(대응투자)

RA장학금

- 학·석사 연계과정 신청자
- 본교 학사학위과정의 4학기(2학년 2
학기) 이상 이수
- 70학점(인문·사회과학대학65학점)
이상 취득
- 성적 평균평점이 3.3 이상

금

등록후
지원

- 별도 계획 수립

- 한국장학재단‘21-1, 2학기 국가근로장
학금 신청자
- 직전학기 성적 70점(Co) 이상
- 교내: 9,000원/시간
- 국가장학금 소득분위로 선발
- 교외: 11,150원/시간
- 1순위: 0~4분위
- 2순위: 5~6분위
- 3순위: 7~8분위

학

비고

- 등록금 전액

- 형제자매가 2명 이상 현재학기 재학 중 일
때 1명만 해당
- 직전학기 성적 B°이상
- 직전학기 12학점 이상 이수

로
성

지급액

- 8,720원/시간

‘20년부터
국립대육
성사업비
로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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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장학

구분

구분

⑦
글로
벌
인재
양성
생
활
비
성

⑧
핵심
역량
지원
등

타 부서
장학금

2021학년도
장학금명
지급 절차 및 기준

자기주도형
인재양성

- 해외 봉사 및 교류
- 자율적 해외 참여활동 선발

- 별도 계획 수립

수 석
(신입생)

- 성적순 최고 득점자
- 전체수석: 4년간
※ 유지조건: 직전학기 12학점 이상 이수,
성적 B+ 이상

- 생활관비 1년 면제
- 성적 미달한 미수혜 기간도
전체 수혜기간에 포함

대회입상

- 국제대회 및 국내대회 입상자

- 별도 계획 수립

정구부대회
성적우수

- 체육특기자 등 우수학생이 전국규모
대회에서 3위 이내 입상자

- 별도 계획 수립

B.B핵심역량
인증제

- 교과, 교내비교과, 교외비교과 활동
기반 역량지수를 산출하여 장학금 지급
※ 사업부서: 교육혁신본부

- 별도 계획 수립

글로벌
연수지원

- 서류전형(학점, 어학점수 등) 및 면접
전형 합격자
- 국가별, 대학별 연수지원금 상이

- 별도 계획 수립

유학생
유치관리
역량강화

-

튜터링 프로그램 참가자
토픽 4급 이상 취득
한국어교육 지원
유학생 거주 지원 등

비고

GOODGI
L 시스템

국제
협력단

- 별도 계획 수립

언론사 및
학생
대외홍보활동

- 신문사: 취재, 기사수당
- 학생홍보위원: 홍보 활동 참여 실적

- 별도 계획 수립

기획처

취·창업 활동
및 홍보 지원

- 취업동아리 참여 활동 우수자
- 홍보 활동 참여 우수자

- 별도 계획 수립

현장실습 지원

- 현장실습 교과목 수료자(학점 부여) 수
행 기간별 차등 지원

- 별도 계획 수립

대학
일자리센
터

원격지원 및
모니터링장학
금

- 원격지원 및 모니터링 활동 지원

- 별도 계획 수립

튜터링 장학금 - 튜티, 튜터 장학금
우수튜터 및
우수학습동아
리 시상금
기타 타부서
장학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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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급액

- 별도 계획 수립

- 우수튜터 및 우수동아리 활동 지원

- 별도 계획 수립

- 기타 타부서 집행

- 별도 계획 수립

교육
혁신
본부

기타
부서

IV. 학생생활안내

※ 등록금성 장학금은 등록금을 초과하여 지급 불가
※※ 2종류 이상 장학금 수혜 시 1)국가유공자장학금 2)농림축산식품
부장학금. 3)국가우수장학금 4)희망사다리장학금 5)수석장학금 6)
저소득층장학금 7)성적우수장학금 8)국가장학금(Ⅰ,Ⅱ) 9)외국인장
학금 10)장애학생장학금 11)체육특기자장학금 12)북한이탈주민장
학금 순으로 지급
나. 한국장학재단장학금
(국가장학금Ⅰ유형(다자녀포함)) 저소득층 고등교육 비용의 실질적 경감을 위해
정부가 등록금에 대해 연간 700만원 한도로 소득구간(분위)별로 차등 지원
(국가장학금Ⅱ유형) 대학의 등록금 부담완화 정책 동참 교내장학금 유지 또는
확충한 대학의 자체노력과 연계하여 지원
(국가교육근로장학금) 저소득층 대학생들의 학자금 지원 및 직업 체험 기회 제공
(대학생청소년교육지원장학금) 저소득층 청소년을 대상으로 멘티에게 지식과
경험을 나누어 사회적 지식 나눔 문화 확산 및 근로장학금 지원
(다문화·탈북학생멘토링장학금) 다문화·탈북학생과 대학생간 멘토링 활동을 통해
학교생활 적응 및 기초학습 지원 등 나눔 문화 확산 및 근로장학금 지원

다. 대외장학금
장학금 기부자 및 각 외부 장학회의 선발 기준 우선 적용
장학 재단의 추천 자격에 의한 적격자를 각 학과에 추천 안내
학생처에서는 해당 장학 재단에 장학생으로 추천
대학에 선발권이 위임된 경우에는 성적(직전학기 B°이상)과 장학금 합계가
등록금을 초과하지 않는 학생에게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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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취업지원안내

가. 진로·취업상담 및 정보 지원
재학생의 진로의사결정을 돕고 기업과 구직자 간의 미스매치로 인한 취업난이
증가함에 따라 대학일자리센터의 취업지원팀은 개인상담과 연계하여 해당 기업의
취업 준비를 위한 이력서등 서류작성 및 면접 준비를 지원하며, 온라인으로
학생들에게 취업정보와 기업체의 채용정보를 제공한다.
접속방법 : 학교홈페이지 →입학/취업→ 취·창업 안내→ 대학일자리센터 홈페이지
메뉴안내 : 취·창업프로그램, 채용정보 등
취업상담

신청방법:

굿길시스템→상담메뉴→종합상담→상담분야

확인

후

일정조회→상담신청
대학일자리센터 카카오 플러스를 통한 비교과 프로그램 정보제공 : 한경대학교
대학일자리센터 검색

나. 학생현장실습
대학일자리센터 취업지원팀에서는 학사운영규정 제6절에 의하여 학생 현장실습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급격하게 발전하는 각 업종별 산업체들의 현황을 파악하여
교내에서 습득할 수 없는 실무능력을 현장실습을 통해 습득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 주된 목적이다. 이를 통하여 학생들은 취업에 필요한 능력을 개발, 숙련할 수
있도록 함과 동시에 소정의 학점을 취득함으로써 사회에 필요한 인재로서의 기초
능력을 배양하는 계기가 될 것이다.

⓵ 세부프로그램
실 시 대 상
교육과정에 현장실습이 개설된 학과(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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⓶ 현장실습절차
현장실습

현장실습안내

현장실습 업체지정

계획수립

(현장실습지원부팀

(현장실습지원부

(현장실습지원부)

→학과)

or 학과)

대상업체와
현장실습 협약체결

사전교육 및 수강신청

현장실습 대상자 신청

(학과)

(학과→현장실습지원부)

순회지도

현장실습 완료보고서 제출

현장실습완료보고

(학과)

(학과→현장실습지원부)

(학과→현장실습지원부)

현장실습실시

현장실습 이수학생 성적입력

현장실습 이수학생 명단통보

(학과)

(현장실습지원부→학사지원팀)

다. 진로 및 취·창업프로그램 운영
진로 및 취·창업 프로그램 운영을 통하여 학생들의 다양한 대학생활을 지원하고
미래 직업을 준비할 수 있도록 하며 이를 통해 자신의 미래에 대한 준비를 보다
이른 시기에 적극적으로 할 수 있도록 하여 진로설정 및 취·창업 준비에 도움을
주고자 한다.
(1) 취업준비 교과목
취·창업교과목

━
━
━

취업 준비를 위한 저학년(1∼2학년), 고학년(3∼5학년) 수준별 학습기회 제공
저학년부터 다양한 직업세계 탐색을 통한 진로설정 지원
교육과정
교과목명

대상

이수구분

학점

비고

대학생활과 진로설정

1학년

공통기초

1

온라인강의

진로선택과 취업준비

2~3학년

선택교양

2

취업준비실무

4~5학년

선택교양

2

졸업인증

계
※ 상기 개설현황은 교육과정, 수강인원 등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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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교과목

━
━
━

창업 준비를 위한 저학년(1∼2학년), 고학년(3∼5학년) 수준별 학습기회 제공
학년별 창업 교과목을 통한 교내 창업 활성화
교육과정
교과목명

대상

이수구분

학점

비고

기업가정신과 창업

1~3학년

선택교양

3

브라이트칼리지운영

창업 제대로하기

1~5학년

선택교양

3

졸업인증

계

2) 취업 능력 향상 프로그램
취업동아리반 운영

━
━
━

학생들의 자발적인 취업 스터디 문화 조성
취업전문가 및 지도교수의 지도를 통한 취업역량향상 도모
운영방법 : 주별 스터디활동

정보화 자격증반 운영

━
━

전공과 무관하게 공통으로 취득할 수 있는 컴퓨터활용능력, 전산회계, ICDL등
정보화 자격증 취득 지원
교육비 : 무료

여대생 프로그램 운영
- 여대생의 선호직무 특성에 맞춘 진로, 취업 프로그램 개설
- 취업 역량 향상을 위한 취업캠프, 특강 등 필요 교육과정 운영
진로캠프
- 강점찾기, 흥미찾기, 대학생활 설계 등 진로탐색 및 설계 프로그램
- HK진로캠프(교내·교외)
취업 캠프

━
━

취업 동향, 입사서류, 면접 종류별 체험학습 중심의 단기 집중 프로그램
직무캠프, NCS캠프, 면접캠프, 공기업캠프 등 운영(교내ㆍ교외)

졸업(예정)자 프로그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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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무박람회

━
━

동문취업자 및 현직자를 초청해 취업에 대한 동기부여 및 직무, 진로, 기업에
대한 멘토링 운영
취업상담, 청년정책, 입사지원서 사진촬영 등 부대행사 운영
※ 상황에 따라 운영방식 변경 가능

잡카페 특강 운영

━

진로 목표설정, 채용트렌드, 직무특강 등 진로설계부터 취업역량 강화를 위한
단기특강 프로그램 운영

인적성 모의테스트 운영

━

공기업 NCS 및 대기업 직무적성 모의테스트를 통한 취업지원

외국계 및 해외취업 특강 운영

━

해외 취업인식 고취 및 글로벌 역량 강화를 위한 특강, 설명회 운영

지역청년 진로설정 프로그램

━
━

지역민, 지역 고등학생 등 지역청년들에게 진로서비스를 제공하여 진로설정에
대한 중요성을 인식시키고 대학일자리센터 및 청년고용정책 정보를 제공
지역청년 진로상담 프로그램, 지역청년을 위한 특강 등의 프로그램 운영

HKNU StartUP&GO 창업동아리 활동

━

목적 : 교내 우수한 아이디어 보유한 학생들을 창업동아리로 선발하여 맞춤형
프로그램 및 사업화 지원을 통해 아이디어 구체화

· 창업동아리 지원금

━

구분

세부내용

지원금 규모

Pre창업동아리

창업아이디어 구상 단계의 팀

팀당 100만원 내외

Pro창업동아리

사업자등록 완료 또는 선정 후,
1개월 이내에 사업자등록 할 팀

팀당 300만원 내외

추진절차
모집/선발

▶

2~3월
경진대회/평가
12월

동아리 활동

▶

3~6월
◀

동아리 활동
9~12월

중간보고/평가
6월

▼

◀

추가선발
8~9월

길을 만드는 대학, 경기대표 국립대학 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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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KNU StartUP&GO Academy(창업특강)

━

목적 : 창업 관련 전문지식과 창업경험을 보유한 전문가를 초빙하여 노하우
전수를 위한 강연 등을 통해 창업에 대한 관심 및 진로선택 기회 제공

━

프로그램 내용
구분

내용

예비창업

창업아이템발굴, 4차산업혁명, 창업선배의 창업스토리 등

창업초기

성공·실패 사례, 사업계획서 작성법, 지식재산권 보호 등

창업성장

스타트업 마케팅, 브랜드 전략, 크라우드펀딩 등

HKNU StartUP&GO 창업캠프

━
━

목적 : 기업가정신 함양과 실무적 창업 역량 강화의 필요성 고취
프로그램 내용
· 기술 및 사업화 전문가와 함께하는 실전형 창업 교육 운영
· 창업 환경의 주요한 변화 흐름, 창업 단계별 핵심 개념 이해 등의 실습·참여형 교육
· 멘토링, 사업계획서 및 비즈니스 모델 수립, 모의 창업경진대회 등 실무 중심 교육

HKNU StartUP&GO 창업경진대회

━
━

목적 : 우수한 아이디어를 보유하고 있는 예비창업가 발굴·지원
운영방법

모집/선발

▶

경진대회 발표·심사

▶

상금 획득 및
후속지원

HKNU StartUP&GO 창업멘토링

━
━

목적 : 다양한 분야의 전문멘토와 지속적이고 체계적인 만남을 통해 창업에
실질적인 도움을 주는 프로그램
프로그램 내용 : 창업 전문가 및 분야별(기술 및 사업화 등) 전문가가 창업에
대한 궁금증 및 애로사항을 겪고 있는 학생들과 함께 고민하고
문제를 해결하는 프로그램

취업능력향상 장학금 지원(경력개발지원금)
취업역량 강화를 위한 자격증 취득 및 외국어 응시료, 공무원 시험을 준비하는
학생 수강비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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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청방법 : 매월(굿길시스템) 지원금 신청 접수
Ÿ 자격증 취득 : 지원신청서,

자격증 사본, 영수증 제출

Ÿ 외국어 응시 : 지원신청서, 성적표, 영수증 제출

3) 학과 지원 프로그램
맞춤형 학과(부) 취업특강 : 직업선택에 대한 다양한 특강을 통하여 학생들에게
보다 실질적인 취업 정보 제공
동문 및 기업체 인사 초청 멘토 행사비 지원
동문을 초청하여 취업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며 직무에 대한 이해와 목표 제시
기업체 견학 : 전공 진출분야와 관련된 기업체 견학 지원

4) 기타 취업 지원
추천채용제 : 구인을 요청한 기업(우수중소기업 등)에 대해 우리학교 졸업(예정)자를
추천하여 채용정보를 제공하고 매칭해주는 서비스
정부지원 취업 프로그램 사업

━

대학일자리센터사업 등

취업인식강화 취업지원 행사

━

AI면접, 온라인 취업솔루션(기업정보 및 합격 자기소개서 등 제공), 이력서 사진
촬영, 청취다방(열린 상담실)

지역인재 7급 수습직원 선발

━

전국 광역시·도의 우수 인재를 고르게 등용하기 위한 제도로서 대학별
추천대상자(학과 성적 상위 10% 이내 등)를 선발하여 인사혁신처 주관 필기
및 면접시험 등 절차를 통해 지역인재 7급 수습직원 선발

5) 진로 및 취업 상담
재학생들의 삶의 비전확립, 자기 결정력 강화 등 커리어 개발의 기초능력을
함양토록 하고 직업 세계에서 요구하는 역량 강화는 물론 적극적이고 보람 있는
대학생활을 해 나갈 수 있도록 전문 상담사를 통한 학생상담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진로설정, 취업 문제를 전문상담사를 통해 해결할 수 있다.

길을 만드는 대학, 경기대표 국립대학 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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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종 직업심리검사

━

직업선호도검사 L형 : 개인의 성격, 능력, 유능정도, 직업적 흥미를 알아봄으로써
진로직업탐색기회를 제공한다.

━

직업가치관 검사 : 13가치 가치관 요인에 대한 진단을 통해 진로직업 결정시
도움을 준다.

━

구직준비도 검사 : 구직취약성, 구직동기, 구직기술들에 대한 자기진단을 통해
구직활동준비를 위한 전략을 제시해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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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학습지원안내
학습역량강화과정(HK-LCD) 비교과 프로그램 체계
4차 산업혁명 시대의 다양화, 전문화 및 글로벌화에 적극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맥락적 역량을 갖춘 인재를 양성하기 위하여 우리대학 학습역량강화과정인
HK-LCD(HanKyung-Learning Competency Development Extra Curriculum) 비교과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학습역량강화 지원 비교과 프로그램
항목

세부항목

프로그램명
자신감 향상(1단계)

Ⅰ.
학습동기
및 정서

Ⅱ.
학습전략
진단 및
컨설팅

1

2

Mind
school

진단

프로그램 소개
자존감의 변화를 주어 새로운 일에 도전하고 학습성취 동기를
높이고자 하는 특강 및 세미나 프로그램입니다.

학업수행에 필요한 행동을 조직하고 실행하는 자신의 능력에
표현과 소통을 위한 스피치
대한 판단인 ‘표현과 소통을 위한 스피치’능력을 높여 학업 성
(2단계)
취도를 증진하고자 하는 특강 및 세미나 프로그램입니다.
마인드셋(3단계)

학생 스스로 자신의 재능과 능력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에
대한 마인드셋(마음가짐)을 ‘고착’에서 ‘성장’으로 변화를 주는
특강 및 세미나 프로그램입니다.

대학생활적응력검사(CAT)

CAT 대학적응력검사를 통해 잠재적 중도탈락 경향성과 학업
지속력을 파악하여, 대학생활 적응에 여려움이 있는 학생에게
올바른 학교생활 적응을 도와주는 학습상담 및 컨설팅 프로그램을
운영합니다.
길을 만드는 대학, 경기대표 국립대학 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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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목

세부항목

3

4

GLC

기초
학습력(力)

프로그램명

학습유형검사(U&I)

U&I 학습유형검사를 통해 성격에 따라 학습 상황에서 개인이
보일 수 있는 행동 양식을 종합적으로 진단하여, 학생이 학습
문제에 관해 고민하는 심리적인 변인과 성격적인 요인을 바탕으로
가장 적합한 학습 방법에 대한 컨설팅 프로그램을 운영합니다.

좋은 학습 컨설팅

학생들의 학습부진에 대한 예방적 접근과 처방적 접근 방식의
컨설팅 프로그램을 운영합니다. 또한 소수집단(장애학생, 외국인
유학생, 다문화가정 학생, 새터민 학생)을 위한 종합적 학습상담
및 컨설팅 프로그램을 운영합니다.

리포트 기획력

창의성과 객관성을 바탕으로 하는 좋은 리포트를 작성하는
방법을 습득하는 특강 및 세미나 프로그램입니다.

프레젠테이션 발표력

말하기의 기본부터 PT 발표까지 효과적으로 커뮤니케이션하는
방법을 습득하는 특강 및 세미나 프로그램입니다.

4차 산업혁명 기술력

프로그램은 4차 산업혁명과 관련된 AI, IOT, VR, AR, 빅데이터,
로보틱스, 블록체인 등 유망한 미래기술 능력을 함양하는 특강
및 세미나 프로그램입니다.

이공계 기초과목 온라인
강좌

대학수학 강의를 수강하기 전 기초수학이 필요한 학생을 대상으로
진행하는 온라인 강의입니다. 총 3부로 나누어, 1부는 함수, 2부는
함수와 극한, 3부는 미적분학으로 진행합니다.

U-KNOU 캠퍼스 강좌

국립대학 강좌를 온라인으로 수강할 수 있습니다. 직업능력
향상에 기초가 되는 과목들과 다양한 교양과목을 수강할 수
있습니다.

저작권 교육

한국저작권위원회의 교육자료를 통하여 수업자료 및 저작물
(과제, 포트폴리오 등)의 저작권 문제해를 해소할 수 있는 교
육 프로그램입니다.

학습포트폴리오 경진대회

학습포트폴리오를 공모하고 우수작을 선발하여 공유 확산하
기 위한 프로그램입니다.

튜터링

특정 교과목의 학습 향상을 위하여 선수 지식을 가진 튜터와
이를 배우고자 하는 튜티가 팀을 이루어 함께 공부하는 학생
주도의 학습 커뮤니티 프로그램입니다.

Ⅲ.
학습활동

5

6

자기주도
학습력(力)

협동
학습력(力)

프로그램 소개

같은 주제에 관심이 있는 선후배나 친구들이 함께 모여 공통된
목표를 가지고 정기적인 모임을 통해 학생들의 자율적 협동
학습 프로그램입니다.
자신이 들은 좋은 강의의 에세이 작성을 통해 글쓰기 능력을
좋은 강의 에세이 공모전 향상시키고 학생 간 좋은 강의를 공유하기 위한 공모전 프로
그램입니다.
대중의 집단지성을 활용하여 창의적인 융합 아이디어를 발굴
B 미래융합 해커톤
하고 4차 산업혁명시대에 필요한 미래지향적 융합 역량 개발에
대한 기반을 조성하기 위한 해커톤(해커+마라톤) 프로그램입니다.
학습동아리

Ⅳ.
창의학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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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반성적
학습력(力)

8

BRIGHT
비교과
Festival

R

캡스톤디자인
경진대회

교과 및 비교과 프로그램에서 도출된 다양한 캡스톤디자인
수행 결과물을 공유하고 캡스톤디자인 교육에 대한 참여를
높이기 위한 경진대회 프로그램입니다.

I

디자인씽킹
아이디어톤

자신의 대학 생활 전반에서 불편하고 필요한 부분을 생각해
보고 이를 실제 적용시켜보며 창의적 문제 해결력을 높이기
위한 아이디어톤(아이디어+마라톤) 프로그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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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목

세부항목

프로그램명

프로그램 소개

G

지역문제해결형 교과목 또는 그와 연계된 프로그램(활동)에 학
안성맞춤
생들의 참여 수기를 공모하여 서비스러닝 학습(교과목 및 프로
서비스러너 경진대회
그램)에 대한 참여를 높이기 위한 공모전 프로그램입니다.

H

DIY 학습프로그램
공모전

학생들이 원하는 학습 프로그램을 직접 만들어봄으로써 학습
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고 수요자 맞춤 프로그램을 개설하기
위한 프로그램입니다.

T

BRIGHT 비교과
Festival

우리대학 전체 비교과 프로그램 및 성과, 확산 공유를 위한
프로그램입니다.

학습역량강화 지원 비교과 프로그램 운영 절차
프로그램
참여자
모집공고

━

참여자
신청·접수

참여자선발
및 OT

프로그램
운영

프로그램
만족도 조사

프로그램
결과보고
및 평가

프로그램 참여자 모집 공고 및 신청·접수
GOOD-GIL 시스템 → 학습지원 비교과 프로그램 모집 공고 → 프로그램 참가 신청 → 접수

━

프로그램 참여자 선발 및 프로그램 운영
프로그램별 운영 기준 및 대상에 맞춰 참여자 선발 및 프로그램 운영

━

프로그램 만족도 조사 및 성과 평가
운영 프로그램에 대한 참여자 만족도 조사 및 운영 성과 평가

☞ 교수학습센터 : 미래융합기술연구센터 601호 ☎ 031-670-55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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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닝 지원 사이버캠퍼스
사이버캠퍼스(http://cyber.hknu.ac.kr)는 한경대학교 온라인강의실로 이러닝 정규
교과목 뿐 아니라 모든 과목이 자동으로 개설되어 다양한 기능(게시판, 자료실,
과제, 토론방 등)을 제공
사이버캠퍼스 프로그램 소개
사이버캠퍼스(http://cyber.hknu.ac.kr)는 한경대학교 온라인강의실로 이러닝
정규 교과목을 포함한 학내 모든 과목이 자동적으로 개설되어 출결을 포함한
다양한 기능(게시판, 자료실, 과제, 토론방, 시험 등) 제공
사이버캠퍼스 이용방법 : 로그인(학번/주민번호 뒷자리) → 사이버캠퍼스 Quick
Menu → 수강과목 메뉴에서 원하는 과목명을 클릭하여 강의실 입장
온라인 무료 공개강좌 제공(사이버캠퍼스>내강의실>공개강좌) : 기초 수학, 기초
화학, 글쓰기 기초, 대학생활에서의 학습법과 나만의 학습노하우, 프레젠테이션,
토론법, 취업특강 등 제공

온라인 무료 공개강좌 HK-MOOC
HK-MOOC(http://mooc.hknu.ac.kr)는 한경대학교의 우수한 강의를 공개하여
대학교육 혁신 및 고등교육에 대한 실질적인 기회균형을 실현

온라인 무료 공개강좌 제공(HK-MOOC>지식나눔 / 재능나눔) : 경영학 전공,
공공행정전공, ICT로봇기계공학전공, 안전시스템공학전공, 전기공학, 교양 등
다양한 형태(동영상, 강의자료)의 콘텐츠 제공

☞ 원격교육지원센터 : 미래융합기술연구센터 109호 ☎ 031-670-55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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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습역량강화 프로그램 체계도>

<

<BTS 교수역량강화 교육과정 체계도>

(3) 교수법 프로그램 운영실적
(단위:명, 천원)
구분

운영 체계

운영 횟수

참가자 수

투입 예산

2020

4단계 10개 프로그램

20

876

36,667

2021

4단계 10개 프로그램

20

830

36,905

(4) 학습법 프로그램 운영실적
(단위:명, 천원)
구분

운영 체계

운영 횟수

참가자 수

투입 예산

2020

4단계 23개 프로그램

36

4,274

170,798

2021

4단계 20개 프로그램

29

10,840

169,263

나) 원격수업운영지원
(1) 목적 : 원격수업 환경 및 콘텐트 구성을 통하여 질 높은 수업 제공
(2) 업무 내용
- 원격수업 및 교육매체에 대한 연구·개발, 원격교육 질관리
- 원격수업 콘텐츠 및 교육매체 제작 지원
- 학습관리시스템(LMS) 구축 관리 운영

길을 만드는 대학, 경기대표 국립대학 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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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2021년 원격지원 운영실적
구

원격수업
강의
개발·운영

LMS시스템
운영

원격지원
인프라구축

2020년 실적

분

금액(천원)

2021년 실적

건수

금액(천원)

건수

이러닝 교과목 신규개발

14,400

6

온라인 콘텐츠 개발
(MOOC교재, KOCW,
HK-OCW 차시수)

45,000

949

K-MOOC 콘텐츠 개발

44,000

1

41,400

1

LMS 시스템 방문자 수

18,000

8,323

18,000

8,538

LMS 정규교과 강의실 개설

-

2,875

-

2,796

LMS 비교과 강의실 개설
(수강자수)

-

115
(10,034명
)

-

125
(53,900명
)

594,995

-

231,257

매체제작실 구축·운영,
LMS고도화 투자비

15
21,100
195

다) 교육 평가혁 신
(1) 교 육질관 리(CQI)업무
- 목적 : 역량기반 교육 목적에 부합하는 교육과정 평가체계 및 지속적인
교육의 질 관리를 위한 CQI 체계 구축
- 내용 : 교과목 차원, 학과 차원, 대학전체 차원에서 3중(LEVEL) 차원의
CQI 수행
차원

1 LEVEL

2 LEVEL

구분
교과목 차원 CQI
(프로그램 차원 CQI)

교과 교육과정 차원 CQI
(비교과 운영부서 차원 CQI)

세부 내용
교 과 목 차 원 의 CQI에 서 는 역 량 기 반 수 업 목 표 가
달성되었는지, 학생들의 역량지수 기여도는 어떠한지 등을
데이터를 기반으로 분석하여 추후 개선 계획 수립
학 과 차 원 의 CQI에 서 는 각 교 과 목 의 CQI 결 과 를 취 합 하 여
그 데이터를 분석하고 이를 기반으로 교육과정 개선계획
등에 반영
대 학 전 체 차 원 의 CQI에 서 는 각 학 과 의 CQI 결 과 를

3 LEVEL

대학전체 차원 CQI

취 합 하 여 분 석 하 고 교 육 정 책 수 립 및 각 종 규 정 (지 침 )
개선에 반영하고, 예산 편성 등에 참고자료로 활용함

(2) 비 교과통 합관리 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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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학생상담센터 이용안내
건강한 나! 행복한 우리!”
한경대학교 학생상담센터는 우리 대학 학생들의 심리적 건강과 강점 개발을
지원하여, 미래에 도전하고 소통하는 융합형 인재로서의 역량을 증진시키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학생상담센터는 한경인들의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돕기 위해
다음과 같은 프로그램을 진행합니다.

가. 개인상담
개인상담이란?
대학생활적응, 대인관계, 성격문제, 정신건강 등을 주제로 한 1:1 맞춤형 상담을
제공합니다. 전문상담자와의 상담을 통하여 자신의 문제를 이해하고, 해결방안을
모색할 수 있습니다.
상담기간 : 매주 1회씩 5 ~ 10주
이용자격 : 한경대학교 학생 누구나
상담절차
굿길 시스템접속
‘심리상담’신청

심리검사실시

전화연락 및
상담예약

개인상담

나. 심리검사
심리검사는?
정신건강, 성격, 강점 등에 관한 심리검사를 실시하고 검사 결과에 대한 해석
상담을 제공합니다. 심리검사를 통하여 자신에 대한 이해를 높일 수 있습니다.
심리검사 종류

━
━
━

MMPI-2 다면적인성검사: 심리상태와 적응 정도를 측정하는 검사
SCT 문장완성검사: 가족, 대인관계, 자기 개념 등을 살펴보는 검사
MBTI 성격유형검사: 성격선호지표와 성격유형을 통하여, 개인의 성격, 대인관계
등을 이해하는 검사
길을 만드는 대학, 경기대표 국립대학 _

159

2022년도 대학요람

━
━
━
━
━
━
━

TCI 기질 및 성격검사: 기질과 성격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사고 방식, 감정양식,
행동패턴 등을 알아보는 검사
CST 성격강점검사: 성격의 대표강점과 주관적 행복 정도를 알아보는 검사
BFI 성격5요인검사: 성격특성 및 적응 정도를 측정하는 검사
K-BASC-2 정서행동평가: 정서증상, 문제행동 등 정신건강 지표를 확인하고
적응정도를 측정하는 검사
IESS 통합스트레스 검사: 스트레스에 대한 인지적, 정서적 반응과 개인의
스트레스 취약성 등을 통합적으로 측정하는 검사
K-IIP 대인관계검사: 다각적인 측면에서 대인관계 문제를 살펴보는 검사
HTP, KFD 그림검사: 그림을 통해 자신의 내면을 알아보는 검사

심리검사 실시 및 해석은 집단으로도 가능합니다.
이용자격 : 한경대학교 학생 누구나
심리검사 절차
굿길 시스템접속

선택한

전화연락 및

‘심리상담’신청

심리검사 실시

상담예약

검사 해석상담

다. 집단상담
집단상담이란?
비슷한 고민을 가진 사람들과의 지속적인 집단 활동을 통해서 자신의 문제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이를 개선하며, 정보와 지지를 주고받을 수 있습니다.
집단상담의 종류

━
━
━
━
━
━

대인관계 향상 집단상담
미술치료 집단상담
발표불안감소 집단상담
자기이해 및 감정탐색 집단상담
또래 상담자 집단상담
유학생을 위한 지지 집단상담

※ 집단상담 및 종류는 상황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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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단상담 일정 : 구체적인 일정은 홈페이지에서 확인
이용자격 : 한경대학교 학생 누구나
참여인원 : 5 ~ 10명 내외 (선착순)
참여기간 : 매주 1회씩 4-6주로 진행
집단상담 절차
굿길 시스템접속
‘비교과’신청

참여 확정 및 안내

집단상담

라. 양성평등상담
양성평등이란?
우리학교는 인권존중 및 양성평등 교육환경과 문화를 위한 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하며, 성희롱이나 성폭력과 관련된 상담 및 사건처리를 지원합니다.

마. 특강 및 캠페인
학생상담센터에서는 심리적 문제를 예방하고 정신건강을 증진시키기 위하여
특강과 캠페인을 실시합니다.
자살예방 및 성폭력 예방 특강
정신건강 특강 및 캠페인
리더십 향상, 자기이해 MBTI 워크샵 등

바. 학생상담센터 이용 안내
이용자격 : 한경대학교 학생 누구나
이용가능시간 : 월요일 ~ 금요일, 9:00 ~ 18:00
센터위치 : 학생회관 2층(203호)
센터전화 : 031-678-4841~4846
이메일: sangdam@hknu.ac.kr
굿길시스템: http://goodgil..hknu.a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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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무안내

가. 재학생 입영연기
고등학교 이상의 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들이 군 복무로 인하여 학업이 중단되는
일이 없도록 징병검사를 실시한 후 각급 학교별 제한연령까지 입영을 연기하는
제도이다.

1) 입영연기대상
징병검사 결과 현역 또는 보충역으로 판정된 사람으로서 아래 학교에 재학(휴학
포함)중인 사람으로 학교별 제한 연령은 다음과 같다.
학교별 제한연령
고등학교
28세

전문대학

대학

대학원

2년제

3년제

4년제

5년제

22세

23세

24세

26세

4학기제 5ㆍ6학기제
26세

27세

사법연수원
26세

2) 입영연기절차
본인이 연기원을 직접 출원하지 않고, 재학하고 있는 학교의 장 (고교 재학생은
시ㆍ도 교육감)이 매년 3월 31일까지 작성하여 송부하는 학적보유자 명부에 의거
지방병무청장이 직권으로 입영연기 처리하고 있다.
학적보유자 명부에 의거 직권으로 입영연기 처리하기 전에 입영통지된 사람은
입영전일까지 병적을 관리하고 있는 지방병무청(지청)에 재학증명서(휴학증명서
포함)를 제출하면 입영연기 처리된다.

3) 입영연기를 받을 수 없는 사람
퇴학, 제적된 사람
병역의무를 기피하거나 감면 받을 목적으로 도망하거나 행방을 감춘 때 또는
신체손상이나 자해 행위를 한 사람
현역입영 또는 공익근무요원 소집을 기피한 사람
국외여행허가 의무를 위반한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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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재학생 입영원
1) 목

적

재학생 입영연기 중에 입영을 원하는 사람이 언제든지

재학생 입영신청서를

제출하여 입영할 수 있는 제도
입영통지서를 받은 후에 휴학하고 입영함으로써 학업공백 최소화

2) 신청대상
징병검사결과 현역 또는 보충역으로 판정된 사람으로서 전문대학, 대학 및
대학원에 재학(휴학 중인 사람 포함)하는 사유로 입영 연기 중에 있는 사람

3) 신청시기
입영을 원하는 달의 최소한 2개월 전 까지 신청하되, 가급적 빨리 신청하여야
원하는 시기에 입영이 가능

4) 구비서류
재학생 입영신청서 (지방병무청 또는 시ㆍ군ㆍ구에 비치)
병무청홈페이지

「민원마당-민원서식」에서

‘징병검사ㆍ병역이행일자변경

신청서’ 출력 가능

5) 신청방법
병무청홈페이지 「민원마당-민원신청-현역ㆍ상근ㆍ공익 민원」에서 인터넷으로
신청하거나 지방병무청 민원실에 직접 또는 팩스로 신청

6) 입영시기
군 입영계획인원(적성별, 시기별) 범위 내에서 입영원서 접수가 빠른 순으로 본인의
입영 희망시기를 반영하여 입영 일을 결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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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역입영대상자]
다음 해 입영을 희망하는 사람이 1월～11월 사이에 입영원을 출원한 사람은
12월중에 미리 결정하여 사전 안내하며, 본인의 입영희망 시기 반영에 가장 유리
다음해 입영을 희망하는 사람으로서 12월에 입영신청서를 제출한 사람과 입영을
희망하는 당해년도에 입영신청서를 제출한 사람은 이미 입영일이 결정된
사람으로 인하여 본인의 입영희망 시기보다 다소 늦어질 수 있음
공익근무요원소집대상자 : 거주지별 소집계획 인원의 제한으로 본인의 입영
희망시기보다 다소 지연되는 경우가 있음
군 복무를 마친 후 복학시기 등을 감안하여 재학생 입영신청서를 제출하기 때문에
특정기간에 입영희망시기가 집중되는 경우에는 부득이하게 본인의 입영희망시기보다
다소 늦어질 수 있음
※ 입영예정시기는 병적을 관리하고 있는 지방병무청 징집과(공익근무요원소집대
상자는 사회복무과)로 문의하여야 확인이 가능하다.
※ 유의사항
재학생입영신청서를 제출한 사람은 본인의 입영희망시기보다 다소 늦어지는 경우
가 있으므로, 미리 휴학하지 말고 입영통지서 수령시까지 학업을 계속하다가 입영
통지서를 수령한 후에 그 사본을 첨부하여 휴학하여야 학업공백을 줄일 수 있다.
※ 입영일자/입영부대를 본인선택한 사람은 재학생입영신청취소 및 재학생입영희
망시기변경, 입영기일 등 연기처리(질병, 직계존·비속 간호, 천재지변, 행방불명,
재감사유, 군지원사유, 입영일 60일 이전에 입영일자/입영부대 본인선택 취소
자는 제외)가 제한되므로 신중하게 생각하신 후 입영일자/입영부대 본인선택을
하시기 바랍니다.

다. 재학생 입영원 취소
재학생 입영신청서를 제출하였으나 학업을 계속하고자 하는 사람은 재학생입영신청서의
취소를 입영희망시기를 변경하고자 하는 사람은 재학생입영신청시의 희망시기를 변경할
수 있는 제도이다.

1) 신청대상
재학생입영신청 취소사유가 발생하여 입영원의 취소를 원하는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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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신청시기
재학생입영취소신청서 : 입영 전일까지
입영희망시기변경신청서 : 입영통지 전까지

3) 구비서류
재학생입영취소신청서 또는 입영희망시기변경신청서
병무청 홈페이지 「민원마당-민원서식」에서 ‘징병검사ㆍ병역이행일자 변경신청서’ 출력 가능

4) 신청방법
병무청 홈페이지 「민원마당-민원신청-현역ㆍ상근ㆍ공익 민원」에서 인터넷으로
신청하거나 지방병무청 민원실에 직접 또는 팩스로 신청

5) 유의사항
재학생입영신청을 하여 정해진 입영일자로부터 60일 이내에 취소한 사람은 2월이
경과 후 다시 재학생 입영신청 가능, 입영희망시기 변경 신청은 1회에 한하여
처리하며 다음 사항이 제한됨

━
━

입영통지 중인 사람은 입영희망시기변경 제한
정해진 입영일자로부터 60일이내의 사람은 재학생 입영원 취소 제한

※ 병무청 홈페이지(www.mma.go.kr), 민원상담(☎ 1588-9090, 2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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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예비군대대

가. 설치목적
한경대학교 직장 예비군 대대는 본 대학교에 재학(재직)중인 학생 및 교직원
예비군을 대상으로 편성하여 효율적인 교육 훈련과 예비군 자원을 학교에서
관리함으로써 학업과 직무에 내실을 기하고자 설치.

나. 예비군 편성 대상
장교, 준사관, 부사관：군인사법 8조1항에 의한 현역군인의 정년이 될 때 까지
계 급

편성연령

계 급

편성연령

소령

45세

중사

45세

대위 - 소위

43세

하사(장‧단기)

40세

일반하사(본인의 지원에 의하지 않고 임용된 하사)

━

군 복무를 마친 다음해부터 만 8년이 되는 해의 12월 31일까지

현역, 공익근무요원, 방위소집복무를 마친 예비역 및 보충역의 병

━

군복무를 마친 다음해부터 만 8년이 되는 12월31일까지

다. 예비군 편성 제외자
병역법에 의한 생계유지 곤란 자
심신장애자
가족과 같이 국외로 이주하는 자
2년 이상 징역 또는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자
외관상 식별이 명백한 혼혈아
귀화에 의거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자
중학교를 졸업하지 아니한 자(일반하사, 병에 한함)
군인사법 제41조에 의거 퇴역한 자
41세 이상의 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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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직장예비군 대원 편성(신고)
편성(신고)대상

━
━
━

대학에 재학중인 학생 (신입생, 편입생, 복학생, 기타)
대학원에 재학중인 학생 (특수‧전문과정, 연구과정, 관리과정 제외)
대학에 재직중인 교직원

편성(신고)시기 : 매 학기초(3월초, 9월초), 사유 발생시
편성(신고)방법

━

신/편입학,복학 신청시 학교종합정보시스템 병역사항(군번,입대일,전역일등)란
본인 직접입력 확인 학교예비군대대장 직권편성

━

교직원 임용,전입 명부 근거 학교예비군대대장 직권편성

※ 학교 예비군대대 본인직접 방문신고 없음

마. 교육훈련
시기 : 본 대학교를 관할하는 군부대와 협의 후 결정
시간 : 방침 보류자로 교육실시(학생/교수)

━

1~6년차 : 일반훈련 8시간
※ 일반교직원 : 신분별/연차별 교육실시

━

7~8년차, 당해연도 전역자 : 교육훈련 비대상(예비군편성 관리)

홍보 : 대학신문, 대학방송, 공고, 학과 등을 통하여 홍보

바. 기 타
기타 자세한 문의사항은 예비군대대로 연락바람. ☎ 031) 670 – 54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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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보건진료소 이용안내

가. 일반 현황
학생 및 교직원의 건강관리를 위하여 보건사업을 수행하며, 학생들의 학교생활 중
발생하는 안전사고에 대한 치료비를 지원함

나. 주요업무
1) 응급조치 및 투약
2) 건강상담 및 건강증진 프로그램 운영
3) 학생안전보험가입으로 학생치료비지원
4) 감염병 예방 및 관리

다. 주요업무 세부내용
1) 응급조치 및 투약
응급환자 지원부서 : 학생회관 보건진료소 (670-5119), 감염병 및 재난 국가 위기
발생 시 학교 임시 휴업, 휴교, 휴강 조치
응급환자 이동 : 보건진료소에서 응급조치 후 학과 조교 동행하여 병원 이동
119 우선 연락 : 강의실, 실험실, 운동장 등 현장에서 119 우선 호출

5분

즉시

결핵, 국가위기 감염병, 응급환자 발생 시 교내 보건진료소 670-5119 연락
※ 야간 비상연락 당직실 670-5016 연락요망
응급처치 및 상처관리
상비약품 및 구급약품 지원
학생 및 교직원의 교내, 외 학교행사 시 구급약품 지원
신체 이상에 대한 투약 및 안정실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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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건강상담 및 건강증진 프로그램 운영
체지방 측정 후 건상 상담, 교육, 관리
금연지원사업: 금연상담, 교육 및 추후관리, 금연 캠페인 등
생활습관병 및 기타 건강상담

3) 학생안전보험가입으로 학생치료비 지원
우리대학교의 시설물이나 학교업무와 관련된 지역에서 학교업무의 수행으로
인하여 생긴 우연한 사고로 학생의 신체나 재물에 대한 손해가 발생했을 때를
대비하여 학교경영자배상 책임보험 가입하여 치료비 지원함
구

분

내

용

학교활동으로 인한 사고 및 부상

실험, 실습으로 인한 사고 및 부상

대

상

재학생(대학원생 포함)

실험실 연구자

보건진료소

대학행정실

지원부서

학교경영자배상책임보험

실험실안전보험

4) 감염병 예방 및 관리
코로나19 업무
교내 건물 정기/수시소독, 손씻기 홍보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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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장애학생지원센터 안내
한경대학교 장애학생지원센터는 장애학생의 교육환경 개선 및 학습지원을 위한
통합지원체제를 마련하고자 2008년 11월 설치하였으며 장애학생들의 학습 및
생활을 효과적으로 지원하는 기관입니다.
본 센터에서는 장애 영역별 교수-학습 지원, 대학생활 및 이동-편의 등의
지원서비스를 하고 있으며, 문화-여가 지원 서비스 활동을 통하여 일반인들의
장애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장애학생의 삶의 질을 높이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장애학생지원센터에서는 우리 장애학생들의 어렵고 불편한 사항을 상담하고
지원하여 학습 및 생활 여건을 개선하고자 노력할 것이며, 지역의 복지기관과의
연계활동을 통해 장애인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노력할 것입니다.

가. 주요업무
1) 장애학생 등록 및 맞춤형 개별 상담
2) 장애학생 교수·학습지원
3) 이동 및 대학생활 편의지원
4) 진로·취업 지원
5) 장애학생 및 도우미 각종 행사 및 프로그램 지원
6) 장애학생 도우미(전문, 일반) 지원 및 관리
7) 장애인식 교육 및 장애인식 캠페인 홍보
8) 학내 장애인 편의시설 점검(경사로, 장애인 주차구역 등) 시설보수 요청

나. 지원제도 및 지원프로그램
1) 장애학생 등록 및 맞춤형 개별 상담
: 장애학생지원센터에 장애학생을 등록 할 경우 다양한 서비스 제공
※ 장학금, 취업추천, 다양한 프로그램 참여, 도우미 지원 등

2) 백호장학금 지원
: 직전학기 성적 12학점이상 이수, 성적 C0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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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우선수강신청제도 운영
: 장애학생들의 수강신청 편의를 위하여 사전 수강신청 운영
4) 간담회 및 학생체험활동(문화체험행사 등) 운영
간담회를 통하여 장애학생들에게 교류의 장을 제공
장애학생 지원 계획 및 지원서비스 소개
장애학생의 불편사항 수집 및 해결 지원
대학생활에 대한 정보 교류
문화적 소양함양을 위하여 문화체험행사 등 운영

5) 장애학생 도우미(전문, 일반) 지원
학습지원(수업대필, 실험·실습보조, 튜터링)
이동지원(학내 이동 및 학내 시설 이용 보조)
생활지원(대학 내 대학생활 지원)

6) 맞춤형 진로·취업프로그램 운영 및 지원
상담을 통해 전공학과를 고려한 진로 매칭
구인구직정보 및 취업알선 등 정보 제공
장애인취업박람회, 설명회 및 채용관 등 외부행사 참여 지원

7) 장애유형별 보조공학기기 및 학습기자재 지원
: 장애학생이 학습과 대학생활을 원활하게 할 수 있도록 장애유형별
학습보조기기 및

보조공학기기 지원

8) 학습지원 안내문 발송 제도 운영
: 장애학생이 희망할 경우 수업편의를 위하여 교과목 담당 교수에게 장애인
특성에 적합한 교수·학습법 등 안내문 제공
9) 기숙사 우선 배정 지원
: 기숙사 입소를 희망하는 장애학생의 경우 기숙사 우선 배정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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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장애학생지원 서비스

❍ 장애학생의 교수·학습지원과 생활지원을 통한 교육권 확대와 장애인의 사회참여의
기회 확대를 위해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음
❍ 진로·취업상담 등 비교과 교육을 지원함으로 학생 맞춤형 비교과 교육 인프라 구축
및 다양한 형태의 장애학생지원 프로그램을 제공함

라. 지원서비스 운영체계
❍ 장애학생 개별 등록 절차

①
센터 방문 또는
유선 등
▶
(장애인복지카드 및
장애인증명서 등
관련서류 지참)

②
신청서 작성

▶

(장애학생 등록신청서
작성 제출)

③

④

대상자 등록

대상자

(일정한 심사를 거쳐

▶

서비스 지원

장애학생지원센터

(등록대상자

대상자로 등록)

원활한 서비스 지원)

❍ 장애학생 및 장애학생 도우미 지원 체계
- 장애학생 및 도우미학생 지원체계를 통하여 장애학생지원과 도우미 활동신청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하고, 장애학생이 생활에 잘 적응하여 건강하고 활기찬 대학생활이 되고자 함
- 정기적인 상담과 사후관리, 만족도조사 및 개선점을 통하여 장애학생과 도우미학생의
요구사항을 지속적으로 반영하고 있음
172 _

IV. 학생생활안내

<장애학생 신규 등록 절차>
접수상담

지원방안 검토

지원결정통보

사례관리

종결평가

방문, 전화, 인터넷
신청서 작성

사례회의

도우미지원,
기자재지원 등

정기적인 상담
및 사후관리

만족도조사 및
개선점 반영

<장애학생 도우미 지원 절차>
접수상담

지원사항 검토

장애학생 연계

사후관리
및 점검

종결평가

활동신청

검토회의

장애학생도우미학생
매칭

정기적인 상담
및 사후관리

만족도조사 및
요구사항 반영

마. 주요사업
① 학습지원: 담당과목 교수님들에게 장애학생의 정보를 안내하는 수강 안내 가이드
발송, 사회적응력 향상을 위해 사회성개발 프로그램, 전문도우미 및
일반도우미 지원 등 장애학생의 학습지원을 위하여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음
② 편의지원: 장애학생이 편리하게 이동 할 수 있게 편의시설 설치 및 교내시설 점검,
교내외 행사 안내, 기숙사 우선 배정으로 생활 편의 지원
③ 문화활동: 학교생활 적응과 친목도모를 위해 간담회 실시, 문화격차 해소를 위한
문화공연 관람, 장애 이해를 돕기 위한 100분 이상의 교육을 실시하고 있음
바. 기타 참고사항(환류체계 마련)
❍ 장애학생지원 프로그램 개발을 위하여 사전요구도 조사 및 만족도조사를 통하여
개선점을 반영하여 장애학생에게 필요한 맞춤형 프로그램을 개설·운영하고 있음
사. 기타
기타 자세한 문의사항은 장애학생지원센터로 연락바람(☎ 031-670-50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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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학생생활관 안내
학생생활관은 생활관(비봉관, 호연관, 창조관, 나래관) 및 식당(학생식당, 교직원식당)을
운영하여 본교 재학생들에게 쾌적한 교육환경과 복지시설을 제공하여 대학생활에
만족을 느끼고 학업증진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최상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가. 학생생활관
1) 일반 현황
학생생활관은 본 대학 학생에게 면학 분위기 조성과 편의를 제공하며 단체 생활을
통해 자율, 협동, 근면, 성실의 생활화로 학생의 인격 도야에 기여함을 그 목적으로
하며, 생활관 운영을 위하여 다음 기구를 둔다.
운영위원회 : 운영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8인 이내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생활관장이 되고. 위원은 교무처장, 기획처장, 학생처장, 사무국장과
총장이 임명하는 3명 이내의 교직원으로 한다.
관생자치위원회 : 생활관의 운영과 관련된 관생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건전한
생활관 문화를 조성하기 위해 관생자치회를 둔다.

2) 관생자격
본 대학의 재학생으로서 학과 성적이 우수하고 생활 근거지가 원거리인 학생

3) 관생 선발절차
생활관에 입사하고자 하는 자는 생활관생 선발기간 중에 입사신청을 한다.
생활관장은 한경대학교 학생생활관 규정에 의거 관생을 선발한다.
관생 선발은 학년별로 인원을 배정하여 성적, 거주지 거리, 봉사활동점수 가점(봉사활동과목
이수)을 합산하여 총점 순으로 선발한다.

4) 관생 선발자격 제한
유기정학 이상의 징계처분을 받은 사실이 있는 자
생활관에서 퇴사처분을 받은 자
질병으로 인하여 공동생활을 함께 할 수 없는 자
휴학 중인 자
기타 생활관장이 부적당하다고 인정하는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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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생활관 인원 및 시설현황
가) 생활관 수용인원
(단위: 명)

현

건 물 명

황

남

비봉관

여

계

104

-

104

호 연 관

-

282

402

창 조 관

216

-

216

나래관(BTL)

301

285

586

계

621

567

1,308

나) 시설현황
(단위: 실)

건
실

물

명

별
호연관

비봉관

창조관

나래관(BTL)

그린낙농
(게스트하우스)

1인실

-

-

2

6

39

2인실

201

52

107

290

-

행정실

1

-

-

1(운영사)

-

전산실

1

1

2

-

-

스터디룸(독서실)

2

2

3

2

-

세탁실

3

1

4

2

1

휴게실

3

1

2

2

-

체력단련실

1

1

1

1

-

샤워실(세면실)

각실

각실

각실

각실

각실

화장실

각실 외 1층

각실 외 1층

각실 외 1층

각실 외 1층

각실

침실

6) 학생생활관 각종행사
학생생활관 축제 개최: 연 1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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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학교식당
1) 일반현황
현재 우리대학은 학교 직영급식을 하고 있으며 학생생활관(호연관) 식당 외
학생식당, 교직원식당을 운영하고 있다.

2) 좌석수 및 종사원현황
근 무 처

좌 석 수(석)

종 사 원(명)

직

책

호연관

315

18

영양사, 조리장 등

학생식당

260

11

영양사, 조리장 등

교직원식당

120

3

조리장 등

3) 운영시간 및 식단가
구분

운영시간
조식 – 08:00 ~ 09:30

호연관

중식 – 12:00 ~ 13:30
석식 – 17:00 ~ 18:30
운영시간 11:30 ~ 18:30

학생식당

15:00 ~ 17:00(휴게 및
조리시간)

교직원식당

중식 12:00 ~ 13:15

식단가(1식)
주5일 2식: 3,600원
주5일 3식: 3,300원

위치

호연관 1층

건강 한끼 3,500원
맛난 한끼 3,800원
간편 한끼 2,000원부터

학생회관 2층

이벤트코너 5,000원
5,000원

학생회관 2층

※ 방학기간은 식수인원 감소에 따른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호연관 식당만 운영

다. 복지매장
본교의 복지매장은 편의점(CU,GS), 자동판매기를 운영하며 본교의 재학생들에게
복지 및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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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복지매장 운영 현황
가) 시설 및 인력 현황
적(㎡)

인력현황
(명)

위치

후생시설

공유시설

계

1

CU편의점

2

한경 스케치 1층

98.58

-

98.58

1

GS편의점

2

나래관1층

41.60

-

41.6

자동판매기
(위탁운영)

23

코카콜라
주식회사

-

각동건물

89.10

-

89.1

계

25

분

실수
(실)

면

업체명

구

편의점
(위탁운영)

4

229.28

229.28

나) 운영시간
(1) 편의점
Ÿ 학기 중 : 09:00 - 20:00
Ÿ 방학 및 공휴일: 휴무
Ÿ 판매품목 : 과자, 담배, 음료, 각종잡화 등

(2) 자동판매기
Ÿ 연중운영
Ÿ 판매품목 : 이온음료 및 커피, 콜라, 사이다 등 각종음료

길을 만드는 대학, 경기대표 국립대학 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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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자동판매기 설치현황
연 번

설 치 위 치
층

1

1공학관

중앙로비

3.3

2

1공학관

1층

3.3

3

2공학관

1층

3.3

4

3공학관

1층

3.3

5

3공학관

1층

3.3

6

그린낙농센터

1층

3.3

7

본관

1층

3.3

8

미래융합센터

1층

3.3

9

미래융합센터

2층

3.3

10

지역문화복합관

1층

3.3

11

산학협력관

1층

3.3

12

인문사회관

1층

3.3

13

인문사회관

1층

3.3

14

학생회관

6층

3.3

15

자연과학관

1층

3.3

16

자연과학관

1층

3.3

17

중앙도서관

1층

3.3

18

중앙도서관

1층

3.3

19

중앙도서관

2층

3.3

20

중앙도서관

2층

3.3

21

창조관

4층

3.3

22

창조관

5층

3.3

23

호연관

7층

3.3

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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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중앙도서관 이용안내
중앙도서관은 2004년 3월 신축 개관하여 학내 구성원들의 학문연구와 지식함양에
중추적인 역할을 해오고 있다.
1,200여석의 열람석과 49만여 권의 장서, 15종의 전자콘텐츠 등 자료를 구비하고
있으며,

이용자

중심의

주제전문서비스를

위하여

3개의

주제자료실과

복합문화공간인 한경마루를 운영하고 있다.
최근 IT트렌드에 맞춰 다양한 전자콘텐츠 구독서비스, SNS, 모바일서비스를
실시하고 있으며, 이용자들의 다양한 활동 지원을 위하여 스터디룸, 세미나실을
제공하고 있다.
중앙도서관은 대학의 핵심 정보제공기관이자, 복합문화공간으로서 그 기능을 계속
수행해 나갈 것이다.

가. 개관시간
자 료 실 명
한경마루

월요일 ∼
목요일

금요일

토요일 ∼
일요일

09:00 ∼ 20:00 09:00 ∼ 18:00

휴관

09:00 ∼ 18:00 09:00 ∼ 18:00

휴관

비

고

예술어문학자료실
순수기술과학자료실
인문사회과학자료실
제 1, 2 열 람 실
06:00 ∼ 24:00
한빛마당

시험기간
24시간 운영

※ 자료실 운영시간은 상황에 따라 변동 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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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층별 안내
위치

실명

1층

좌석수

제1열람실

295

제2열람실

62

한빛마당

65

비도서 자료실

§ 좌석표 발급 후 이용
(기본 5시간, 연장1회 가능, 좌석반납 필수)
* 시험기간 기본 4시간

§ 휴게, 열람, 전시 공간
(컴퓨터 사용 및 DVD 시청가능)

- § 폐가제로 운영

제1세미나실
3층

§ 개인 학습 공간

112 § 개방형 열람 공간

한경마루
2층

비고

22

예술ㆍ어문학자료실
순수ㆍ기술과학자료실

§ 그룹 토의 및 세미나(빔, 스크린 완비)
§ 홈페이지에서 온라인신청 후 사용 가능

90 § 예술, 어학, 문학, 역사 자료 소장
164 § 총류, 순수과학, 기술과학 자료 소장

4층
혜윰

42 § 휴게, 열람 공간

인문사회과학자료실
5층

113

§ 철학, 종교, 사회과학 자료 소장
§ 연속간행물, 신문 이용가능

제1스터디룸

16 § 그룹 스터디 및 토의 (컴퓨터 시설완비)

제2스터디룸

16 § 홈페이지에서 온라인신청 후 사용 가능

다. 시설이용
1) 열람실 이용
이용대상 및 이용방법
구분
이용대상
이용방법
비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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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열람실

제2열람실
학내 구성원, 지역주민 등

좌석발급기 로그인 ⇒ “열람실 및 좌석” 선택 ⇒ 좌석표 발급
※ 이용시간 종료 전에 좌석발급기에서 “연장 또는 좌석반납” 선택
시험기간 중 재학생만 이용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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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세미나실 및 스터디룸 이용
현황 및 이용방법
구분

세미나실

제1스터디룸

이용대상
부대시설

제2스터디룸

학내 구성원
빔프로젝트, 롤스크린,
화이트보드, 전자교탁,
냉난방기

컴퓨터, 벽걸이형 PDP, 화이트보드, 냉난방기

§ 도서관 홈페이지 로그인 후‘시설예약’클릭
§ 원하는 서비스 공간 선택 → 이용날짜 선택 → ‘예약하기’ 클릭 →
상세내용 입력ㆍ신청
이용방법

§ 승인 통보 휴대폰 문자메시지 확인
§ 세미나실/마루 미디어룸: 도서관 2층 한경마루 방문 → 신청자 확인 후
사용
§ 스터디룸: 도서관 5층 인문사회과학자료실 방문 → 신청자 확인 후
사용

라. 자료이용
구 분

대출권수

대출기간

연장기간

예약권수

예약기간

교수

20권

90일

90일

10권

2일

학부생

5권

10일

10일

2권

2일

대학원생(수료생포함)/
직원/조교

10권

40일

40일

3권

2일

명예교수/시간강사

10권

30일

30일

2권

2일

1) 대출
도서관 홈페이지에서 자료를 검색 후 청구기호를 가지고 서가에 가서 직접 책을
찾는다.
대출대에 책과 학생증을 함께 제시하거나 자동대출반납기를 이용한다.
※ 신/편입생은 “도서관이용교육”을 이수해야만 대출 자격이 주어진다.
※ 방학 중 장기대출 실시 (안성시 거주자 제외, 실시 전 도서관 홈페이지에 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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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반납
반납대에 책을 제출하여 반납하거나 자동대출반납기를 이용한다.
정학, 제적, 휴학, 졸업을 할 경우에는 기한 전에라도 반납하여야 한다.
연체 중인 자료가 있을 경우 제증명 발급 및 행정 처리가 중지된다.
도서관 2층 한경마루, 1층 출입구 반납기 이용하여 시간제한 없이 도서를 반납할 수 있다.
※ 반납예정일 통보는 휴대폰 SMS 및 메일로 제공된다.

3) 대출연장
대출한 자료를 연장하고자 할 때는 본인이 직접 방문하여 연장하거나 도서관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로그인한 후 My Library 대출현황 메뉴에서 연장할 수 있다.
대출한 자료는 1회에 한하여 연장할 수 있다.
(단, 반납예정일을 넘긴 경우나 연체도서가 있는 경우에는 연장할 수 없다)

4) 예약
검색한 자료가 대출중일 경우 서명을 클릭하면 상세정보 화면이 나오는데
여기에서 대출예약 버튼을 클릭 후 확인 버튼을 누르면 된다.
(단, 예약도서 도착 후 2일 이내에 대출하지 않으면 예약이 자동 취소된다.)
예약한 도서는 4층 순수기술과학 자료실의 예약코너에 비치된다.
※ 예약도서도착 통보는 휴대폰 SMS 및 메일로 제공된다.

5) 연체로 인한 제재
대출한 도서를 기일 내에 반납하지 않으면 연체일수의 2배(×대출권수)만큼
대출이 중지되며, 전자정보실 및 열람실 좌석발급기 이용도 중지된다.
대출 중지자는 일정시간 근로 후 또는 대출중지일수만큼 도서관 마일리지를 차감
후 정상적으로 도서관을 이용할 수 있다.
※ 연체 통보는 휴대폰 SMS 및 메일로 제공된다.

6) 대출도서의 분실 시 변상
대출한 도서를 분실하였을 경우 담당사서에게 신고한 후 동일한 도서나 주제가
유사한 도서를 구입하여 변상한다.

182 _

IV. 학생생활안내

마. 웹콘텐츠 서비스
1) 전자콘텐츠 서비스
최신 정보 제공을 위하여 국내ㆍ외의 우수한 전자저널 및 오디오북 등 다양한
전자콘텐츠를 구독하여 학내 구성원들에게 제공한다.
전자콘텐츠 구독현황 및 이용방법
구분

DB명

주제분야

이용방법

전자저널

[국내]

[국외]

DBPIA

학문 전 분야

KISS

학문 전 분야

코리아 스칼라

학문 전 분야

e-article

학문 전 분야

ScienceDirect

학문 전 분야

Wiley Online
Library
American Society
of Civil Engineers

학문 전 분야

(교내,외)
도서관 홈페이지 우측

도서관

토목, 환경 분야 서비스의 ‘학술DB’ 클릭

WEB DB
[국내]
[국외]

[국내]

KSDC

통계,여론조사

ICPSR
MathSciNet

수학, 통계 분야

WIPS ON
ID/PW :
hkuniv2013

특허

e-Book 등
오디오북

학문 전 분야

사이버학습관

취업/면접/어학/
자격증 등

[국내]
전자책

학문 전 분야

전자잡지

학문 전 분야

도서관 홈페이지 우측

도서관

서비스의 ‘오디오북’등 해당
아이콘 클릭
※ 모바일로도 이용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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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원문 제공 서비스
우리 대학 및 국내 대학에서 발행하고 있는 학위논문 등의 원문을 온라인으로
제공한다.
사이트 안내 및 이용방법
구 분
서비스 사이트

원문복사
§ www.riss.kr(학술연구정보서비스)
§ scholar.ndsl.kr(NDSL)

상호대차(대출)
§ www.riss.kr(학술연구정보서비스)

① 해당 사이트에서 회원 가입
② 회원가입 후 도서관5층 인문사회과학자료실로 전화 후 소속
이용방법

이용자 인증받음
③ 위 사이트에서 자료 검색 후 원문복사 / 대출 신청을 함
④ 자료도착통보를 받은 후 도서관5층 인문사회과학자료실을 방문
후 자료수령

원문복사 서비스 § 기간 : 2021. 3월 ~ 2022. 2월
비용지원 안내

§ 비용지원 범위 : 1인당 10만원, 예산 소진 시 종료(100만원)

3) 우선정리요청
도서관 자료 중 ‘정리중’인 도서가 이용자에게 급히 필요한 경우 우선 정리하여
신속하게 이용(대출 및 열람)할 수 있도록 제공하는 서비스
이용방법

━
━
━
━

도서관 홈페이지에서 검색한 자료가 ‘정리중’일 경우
도서관 홈페이지 로그인 후 해당 자료의

우

버튼을 클릭하여 신청

신청자료가 정리되면 신청자 에게 문자 발송
정리 완료된 우선정리요청 자료는 해당 자료실에서 3일간 보관

4) 중앙도서관 회원증 발급
지역 사회 발전에 이바지 하기 위하여 회원증 신청자에 한하여 일반 열람실 개방과
소장자료 대출서비스 등을 제공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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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원 혜택 및 구비서류
도서관 회원 혜택
구분

평생
회원

일반
회원

졸업생
회원

수료생
회원

대출권수

10책
30일

5책
10일

3책
7일

10책
30일

희망도서 신청

○

○

○

○

대출예약

○

○

○

○

전자 콘텐츠
이용

○

○

○

○

원문복사
서비스

○

○

○

○

발전기금

3백만원

3만원

1만원

1만원

구비서류

§ 사진1매
§ 회원별 발전기금 납부
§ 신분증
*졸업생/수료생인 경우
졸업증명서, 수료증명서
제출

※ 회원증 유효기간 : 1년, 해지 시 발전기금 미 환불

5) 도서관 포인트 운영
도서관 이용 실적에 따라 도서관 포인트 점수를 부여하고 다양한 우대 혜택을
제공한다.
도서관 포인트 지표 및 점수

━
━
━
━

도서관 문화 행사 참여 +5
자료대출, 도서관 프로그램 참여

+3

자료구입 신청 +2
홈페이지 로그인 +1

※ 대출중지 시(대출중지 일수×3) 차감 후 대출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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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 도서관 스마트 서비스
시공간에 제약 없이 도서관에 대한 각종 정보 수신이 가능하고, 도서관 내에서
Wi-Fi 이용 가능
서비스 현황 및 이용방법
구분

내용
§ 반납예정일, 예약도서
도착 등 도서관

문자전송
서비스

이용안내

문자서비스

§ 검색 자료 소장 위치
문자

무선인터넷
서비스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

전송 서비스

§ 도서관 내 무선인터넷

§ 종합정보시스템 로그인 ⇒ 정보변경 클릭 ⇒
휴대폰번호 입력ㆍ저장

§ 도서관홈페이지 로그인 ⇒ 자료검색 및 선택
⇒

상세서지정보 ⇒ ‘SMS’ 서비스 클릭

(스마트폰)

(hknu) 접속 및 이용

§ iOS ⇒ WHKNU 선택 ⇒ 자동 연결

서비스

§ 안드로이드 ⇒ WHKNU선택 ⇒ 자동 연결

§ 인스타그램

§ 카카오톡 채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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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방법

§ 인스타그램(www.instagram.com/hknu_library)
⇒ 팔로잉
§ 카카오톡 친구 ⇒한경대학교 중앙도서관’
검색 ⇒ 카카오톡 채널추가

V. 부속시설 / 산학협력단 / 부설연구소

부속시설
산학협력단
부설연구소

V. 부속시설/산학협력단/부설연구소

1

부속시설

가. 중앙도서관
1) 설립목적
교수, 학생 및 교직원들의 학문연구 및 지식함양을 위하여 각종 자료들을 수집,
정리, 보존하고 있으며, 도서관 이용의 체계적인 지도, 타 학술기관과의 협력 등을
통해 서비스를 활성화함으로써 정보를 효율적으로 제공하고, 정보 이용 격차를
해소하여 대학의 학문 발전에 이바지하고자 한다.

2) 연 혁
1965.

안성농업고등전문학교 개교 당시 부속 기관으로 시작

1980.

현 박물관 부지(전 학생회관)로 도서관 이전 개관

1988. 10.

현 후생관 건물로 이전 개관

1992. 03.

PC용 KOLAS 단행본 프로그램으로 도서관 전산화 시작

2001. 03.

전산프로그램(KOLAS)를 슬리마(SLIMA) 프로그램으로 교체

2004. 03.

현 중앙도서관으로 신축 개관

2008. 03.

Web2.0기반 도서관홈페이지 오픈, 도서관SMS 서비스 실시

2008. 05.

좌석발급시스템 도입, 도서관 소식지 발행

2010. 09.

전자자료 교외접속서비스 실시

2010. 10.

도서관발전계획(2010~2015) 수립

2011. 03.

도서관 마일리지제 시행

2011. 09.

도서관 트위터 서비스 실시

2012. 06.

도서관 모바일 홈페이지 오픈

2013. 08.

전자정보실 멀티미디어룸 오픈

2014. 12.

주출입구 출입게이트 설치

2015. 02.

오토스윙게이트 인식기 설치

2016. 02.

2018. 03.

제2차 도서관 발전계획(2016~2020) 수립
2016년 도서관「길 위의 인문학」사업 도서관 선정(문화체육관광부 주최,
한국도서관협회 주관)
한경마루 개실

2018. 05.

통합전자도서관시스템 신규 구축

2019. 09.

열람실 리모델링(1,2열람실 및 한빛마당 개실)

2016. 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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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조 직
수서정리팀과 열람팀으로 구성ㆍ운영되고 있다. 수서정리팀은 자료수집, 도서DB구축
및 정리, 도서관전산화시스템 운영을 주 업무로 하고 있으며, 열람팀은 4개의 주제
자료실과 열람실을 운영하고 있으며, 상호대차서비스, 연구지원맞춤서비스 등의
이용자서비스관련 업무를 맡고 있다.

4) 현 황
시설현황
연면적(m2)

구 분
지하1층

서고

849.27

-

제1열람실

443.34

295

제2열람실

176.3

62

한빛마당

112.5

112

77

-

한경마루

741.32

65

제1세미나실

56.59

22

비도서 자료실

56.98

-

예술ㆍ어문학자료실

776.20

90

순수ㆍ기술과학자료실

895.22

164

혜윰

100.7

42

인문사회과학자료실

895.13

113

제1스터디룸

29.3

16

제2스터디룸

29.3

16

기타

3,769.5

-

합계

9,008.65

997

1층

복사실

2층

3층
4층

좌석수(석)

5층

비고

소장자료 현황
도서(권)
동양서 서양서

합계

인쇄
비도서
저널
(점)
(종)

463,852 43,260 507,112 14,059 2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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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콘텐츠(종)
신문
(종) 전자저널 WebDB 전자책 전자
잡지
20

7

4

7,416

215

오디오
북
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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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박물관
1) 설립목적
우리 대학의 역사자료를 수집, 정리, 전시함으로써 학생들에게 대학의 건학이념을
전달하고 대학의 전통을 계승 발전시키며, 동시에 졸업생이나 지역사회로부터 열린
대학의 역할을 수행하고 대학의 정체성을 알리기 위하여 설립되었다.

2) 연 혁
2009. 05.

박물관 개관

3) 조 직
박물관은 우리 대학의 역사 자료를 수집, 정리, 보존 업무를 하기 위해 설립되었으며,
현재 시설은 잠정 운영 중단 중이다.

4) 현황
자료현황
품명

수량(점)

품명

수량(점)

교육기자재

23

세미나자료

8

기 념 품

68

수

첩

10

깃

발

3

신

문

8

도

면

4

액

자

8

도

서

50

졸업앨범

27

리 플 릿

38

연 하 장

5

비 디 오

1

증

서

15

사무용품

5

초 대 장

2

사

진

540

포 스 터

5

상

패

18

현

판

1

서

류

17

기

타

5

소

계

767

소

계

94

총

계

861

※ 상기 현황은 박물관 개관당시 보유한 자료로 현재와는 차이가 있을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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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정보전산원
1) 설립 목적
학내 네트워크 및 시스템을 효율적으로 관리하여 대학 내의 제반 행정업무
전산화와 부설연구소 및 교수의 연구지원을 도모하고, 또한 대학운영의 효율성
확대와 능률적인 학사/일반 행정을 위한 업무 전산화를 지원한다.

2) 연혁
연월

주

요

내

용

1993. 07.

§ 학사, 수강, 성적업무 전산화

1996. 04.

§ 도서시스템 도입(9차 IBRD)

1997. 04.

§ 전용회선개통, 인터넷 서비스 개시

1998. 05.

§ 교내 LAN망 설치 완료

1998. 05.

§ 학사관리 개발 완료

1999. 09.

§ 학사, 행정서버 도입

2000. 06.

§ 국공립대학교 전자계산소장 협의회 가입

2001. 04.

§ 5대 전자계산소장 이근수 교수 부임

2001 .06.

§ 전자문서 서버 도입, 네트워크 장비 도입

2001. 10.

§ 메일서버 구입

2002. 02.

§ Gigabit Ethernet망 구축(제1,2,3공학관, 실습동, 농학관)

2002. 03.

§ 1대 학술정보센터 소장 이광남 교수 부임
전자계산소에서 학술정보센터 내 전산정보지원팀으로 조직개편

2002. 09.

§ 백업시스템 및 학사 서버 업그레이드

2003. 03.

§ 종합정보시스템 개발 완료
홈페이지 개편 및 웹메일 구축

2003. 12.

§ 보안시스템 장비 도입

2004. 01.

§ 학술정보센터 소장 유동상 교수 부임

2005. 03.

§ WEB 및 학생정보화시스템 구축

2007. 07.

§ 제 2대 정보전산원장 김삼근 교수 취임

2007. 11.

§ 백본 이중화 및 네트워크 케이블 구축

2008. 02.

§ 학사 스토리지, 웹방화벽, Qos 도입

2009. 05.

§ 제 3대 정보전산원장 강철 교수 취임

2011. 08.

§ 종합정보시스템(학사, 행정) 개발완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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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월

주

요

내

2012. 03.

§ 제 4대 정보전산원장 이창훈 교수 취임

2013. 08.

§ 종합정보시스템(학사 트랙제) 개발완료

2014. 03.

§ 제 5대 정보전산원장 전병태 교수 취임

2015. 02.

§ 스마트 클라우드 시스템 구축

2015. 02.

§ 정보전산원 민원처리 시스템 구축 및 운영

2015. 07.

§ 제 6대 정보전산원장 이인호 교수 취임

2015. 11.

§ 신규 웹메일 시스템 구축

2015. 11.

§ 전자문서 시스템 노후 서버 교체

2017. 01.

§ 수강 시스템 고도화 사업

2017. 11.

§ 7대 정보전산원장 김미희 교수 취임

2018. 01.

§ 한경대학교 무선랜 구축 사업

2018. 05.

§ 한경대학교 네트워크 고도화 사업

2019. 01.

§ 신규 학사 시스템 하드웨어 구축 사업

2019. 11.

§ 신규 대표 홈페이지 구축

2019. 11.

§ 제8대 정보전산원장 유윤섭 교수 취임

2021. 02.

§ 신규학사시스템 구축

2021. 03.

§ 제9대 정보전산원장 이인호 교수 취임

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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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주요업무
부

서

담 당 업 무
§ 정보화 장, 단기 사업계획 수립 및 집행
§ 정보화시스템 통합유지보수 관리
§ 학사/행정 시스템 운영 및 관리

전산운영팀

§ 홈페이지 시스템 운영 및 관리
§ 웹메일 시스템 관리
§ GPU클라우드 관리
§ 모바일 어플리케이션 관리
§ 코러스 데이터 연계 관리
§ 정보보안 업무계획 수립 및 집행

정보전산원

§ 학내 정보보안 관리
§ 학내 서버 및 네트워크 보안 관리
§ 정보보안 침해사고 대응 및 관리
정보보안팀

§ 교육부 사이버안전센터 보안 업무 관리
§ 정보보안교육 관리
§ 컴퓨터실습실 및 소프트웨어 관리
§ 문자메시지 시스템 관리
§ 개인정보보호 기술적 관리
§ 네트워크/서버 운영 및 관리

4) 조직도
정보전산원

접근권한 심사위원회

전산운영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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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보안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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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공동실험실습관
1) 설립목적
주요 연구 및 교육용 분석기기를 중앙 집중화하여 사용 효율을 극대화 하고, 예산을
절감하여 운영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교내외의 모든 이용자에게 최적의 분석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2001년 8월에 개관했다.
특히

학술연구의

편리성,

정확성,

경제성을

제고하고자

사용자

중심의

분석시스템을 운영하기 위하여 노력하고 있으며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창의적인
실험ㆍ실습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또한 교내 이용자 이외에도 인근의 대학, 연구소
및 중소기업이나 벤처기업에 필요한 분석지원을 하고 있으며, 지속적으로 산업체의
수요 요구는 물론 공동 활용효과가 높은 첨단 고가기자재를 지속적으로 확충하여
이용자들의 연구업무를 효율적으로 지원하고 지역 산업체의 기술 수준 제고를
위하여 최선을 다하고 있다.

2) 주요기능
교수연구지원 및 학생실험실습 교육 지원
첨단기자재의 중앙집중화로 기기활용의 극대화
전문운영자 교육 및 워크샵 개최
산ㆍ학ㆍ연 협동연구를 통한 공동 활용 촉진
산업체 분석지원으로 지역경제 활성화
기타 공동실험실습관의 목적에 수반되는 제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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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혁
2001. 08.

공동실험실습관 개관 초대 관장 윤종택 교수 취임

2001. 09.

제2대 관장 조규성 교수 취임

2002. 04.

제3대 관장 태범석 교수 취임

2004. 02.

제4대 관장 구자갑 교수 취임

2005. 03

제5대 관장 태범석 교수 취임

2005. 03.

제6대 관장 최승범 교수 취임

2005. 05.

제7대 관장 김미수 교수 취임

2006 01.

제 8대 관장 최강덕 교수 취임

2008. 01.

제 9대 관장 박장우 교수 취임

2008. 02.

제 10대 관장 김태욱 교수 취임

2009. 06.

제 11대 관장 정하열 교수 취임

2011. 03.

제 12대 관장 최동욱 교수 취임

2013. 03.

제 13대 관장 김운학 교수 취임

2014. 03.

제 14대 관장 문준관 교수 취임

2016. 06.

제 15대 관장 김계원 교수 취임

2019. 01.

제 16대 관장 천만영 교수 취임

2021. 01.

제 17대 관장 백승재 교수 취임

4) 분석실별 주요기자재 현황
분석실

영 상 분 석 부

주요기자재

모델명(제조회사/
제조국가)

주사현미경
(Scanning Electron Microscope)

S3500N
(HITACHI/일본)

냉전계방출 주사현미경
(Cold Field Emission Scanning Electron
Microscope)

S-4700
(HITACHI/일본)

원자현미경
(Scanning Probe Microscope)
탁상용 현미경
나노 적외선 분광현미경 (nano IR)
유기구조분석부
퓨리에 변환 적외선 분광기 (Fourier
Transform Infrared Spectromete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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XE-100
(PSIA/한국)
Hitach, JP/TM-1000,
10000배
Anasys
Instruments/미국)
iS 10
(Thermo Electron
Scientific Instruments
LLC/미국)

비고

V. 부속시설/산학협력단/부설연구소

분석실

이화학분석부

구조재료실험부

메이커스페이스

주요기자재

모델명(제조회사/
제조국가)

비고

핵자기공명분광기
(Nuclear Magnetic Resonance)

AVANCE NEO 400
MHz (Bruker)

‘20년 신규도입

가스크로마토그래피 질량분석기
(Gas Chromatograph-Mass/Mass)

모델:450GC/300 TQ
MS (Bruker/독일)

‘21년 추가도입

액체크로마토그래프 텐뎀질량분석기
(Liquid chromatograph tandem mass
spectrometry)

LCMS-8050/
SHIMADZU

‘21년 추가도입

총 유기탄소 분석기 (총질소)
Total organic carbon analyzer

TOC-L TNM-L
/SHIMADZU

자외선/가시광선/근적외선
분광광도계(UV/Vis/NIR
Spectrophotometer)

Cary5000
(Agilent/미국)

시차주사열량계
(Differential Scanning Calorimetry)

DSC8500(Perkin
Elmer/미국)

열중량분석기
(Thermogravimetric Analysis)

Pyris 1(Perkin
Elmer/미국)

점·탄성측정기 (Rheometer)

AR 2000(TA
Istruments/미국)

입도분석기 (Paticle Size Analyzer)

Bluewave(Microtrac/미
국)

비표면적측정기
(Surface Area Analyzer & Pore Size
Analyzer)

QUADRASORB
SI(Quantachrome
Instruments/미국)

만능재료시험기
(Universal Testing Machine)

Instron 4495
(INSTRON/미국)

유압가진기
(Hydropuls Actuator)

PL 1.0N
(IST/독일)

진동대
(Shaking Table)

STC-servo
(선진정밀/한국)

공시체연마기
(Cylinder Mold Polishing Machine)
3D 프린터
(3D printer)
교육용 3D 프린터
(3D printer)

HJ-3750
(흥진정밀/한국)
Projet 460Plus
(3D Systems/미국)

Zortrax M300 Dual

‘21년 추가도입

‘21년도 산업용 장비
도입 진행 중

한경공방(레이저 커팅기 등)

X - 선회절분석실

X-선 회절 분석기
(X-ray diffractometer)

Rigaku
/Smartlab

X-선 마이크로-컴퓨터 단층 촬영장치
(X-ray Micro - Computered Tomography)

BRUKER
/SKYSCAN1272

X-선 형광분석기
(X-Ray Fluorescence Spectrometer)

BRUKER
/S8Tiger

‘20년 신규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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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공동실험실습관 조직도

6) 기기이용 흐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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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 평생교육원
1) 설립목적
급변하는 사회에 지역사회 성인들이 적응할 수 있도록 대학의 인적, 물적 자원을
활용하여 고등교육을 제공함으로써 평생교육의 이념을 실천하는 동시에 대학의
사회봉사 기능을 확대하고, 지역 주민들의 문화의식 및 지적 수준을 높여 개인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함

2) 운영현황
비학위과정
구 분

과 정 명

비 고

기초영문법, 영어 기초 및 중급회화,
일반과정

전통발효식품교실, 사진예술창작2, 한국화(산수화)
기초부터 작품 완성까지,

비단공필화, 노래하는

-

인문학교, 우리의 전통 미술 민화
3D프린터운영기능자 자격증 취득과정, 드론 관제사
자격증과정

자격증 취득과정, 마을미디어 기자 양성과정,
원격자동차 조종사 양성과정, 로봇코딩 전문가

-

양성과정, 냉난방기 크린관리사 양성과정
스포츠과정

힐링요가, 노래와 움직임, 힐링댄스, 골프

-

위탁과정
구분

현 황

비고

§ 대상 : 조경 및 원예에 관심 있는 자
조경가든대학

§ 모집정원 : 30명 내외

경기도

§ 조경에 관한 이론 및 실습
§ 대상 : 조경가든대학 수료자 및 조경·원예학과 졸업자
시민정원사

§ 모집정원 : 20명

경기도

§ 식물이해, 식물관리 및 해설, 정원조성 등 이론과 실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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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현 황

비고

§ 대상 : 해양경찰청 일반형, 수상형, 수중형 안전관리
연안체험
안전교육

요원 자격을 원하는 자
§ 모집정원 : 200명 내외

해양경찰청

§ 연안사고 예방법 실시에 따른 일반형, 수상형,
수중형 안전관리요원 교육

청소년
생존수영 및
응급처치 캠프

§ 대상 : 안성시 관내 중학생
§ 모집정원 : 300명

안성시

§ 생존수영 및 응급처치 이론 및 실습교육
§ 대상 : 안성시 관내 초등학생 및 중학생

스킨스쿠버캠프 § 모집정원 : 30명 내외

안성시

§ 스킨스쿠버 이론 및 실습
§ 대상 : 안성시 관내 초등학생 및 중학생
스키캠프

§ 모집정원 : 90명

안성시

§ 스키 이론 및 실습
§ 대상 : 안성시 관내 초중등 학부모 및 대학생
진로멘토교육

§ 모집정원 : 25명

안성교육지원청

§ 진로멘토 전문 및 실습
유아경영자
교육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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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상 : ㈜지앤 관할 유아원 및 유치원 원장
§ 모집정원 : 50명
§ 유아원, 유치원 리더십 교육

㈜지이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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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 중등교육연수원
1) 연 혁
연월일
2003. 07. 13.

주

요

내

용

§ 교원등의연수에관한규정(대통령령제18075(2003.7.30)호) 및
교원등의연수에관한규정시행령규칙(교육인적자원부령
제(2004.5.29)호)에 의하여 설치 근거 마련

2004. 07. 30.

§ 중등교육연수원 개설 신청

2004. 10. 04.

§ 중등교육연수원 개설 인가 받아 중등교육연수원 설치

2004. 11. 22.

§ 중등교육연수원 설립 초대 원장 홍완표 교수 취임

2005. 04. 01.

§ 2대 원장 류호열 교수 취임

2007. 03. 01.

§ 3대 원장 이택기 교수 취임

2007. 07. 16.

§ 4대 원장 김용곤 교수 취임

2009. 05. 07.

§ 5대 원장 전영길 교수 취임

2011. 03. 08.

§ 6대 원장 현혜경 교수 취임

2012. 03. 01.

§ 7대 원장 강근옥 교수 취임

2013. 03. 30.

§ 8대 원장 이경석 교수 취임

2018.06.

§ 9대 원장 류호상 교수 취임

2021.11.08

§ 경기도교육청과 한경대학교 연수기관 교육협력 업무 협약 체결

2) 설립목적 및 기능
중등교원으로서 기본 자질과 직무 수행에 필요한 새로운 전문 지식 및 교육 기술을
연마하고 교수법의 연구 및 개발을 통한 일선교육현장에서 활용할 수 있는
효율적인 교육방향을 제시하고자 한다.

3) 주요 업무
연수는 교육의 이론ㆍ방법 및 직무수행에 필요한 능력배양을 위한 직무연수와
초ㆍ중등교육법 제21조제1항 및 제2항과 동법 별표 1 및 별표 2의 규정에 의한
교원의 자격을 취득하기 위한 자격연수 실시

4) 연수과정현황
주로 방학기간을 이용하여 경기도 남부지역 교사를 대상으로 각종 직무연수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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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중등교육연수원 개설현황
학년도/계절

과정명

교육기간

참가인원

2019 중등

2019/동계

전문교과 부전공(조리)

2019.12.28.~2020.08.20

28

2020.06.23~08.21

409

2020.12.21.~2021.08.20

79

2021.06.10.~08.07

431

2022.01.05~

32

5과정

979

자격연수 과정

비고
경기도교육청
위탁연수

∎2020 정교사1급

2020/하계

자격연수(가정, 도덕ㆍ윤리,
상업, 일반사회 정보ㆍ컴퓨터,

경기도교육청
위탁연수

지리 통합사회, )

2020/동계

∎2020 부전공 자격연수
(디자인과, 정보컴퓨터과)

경기도교육청
위탁연수

∎2021 정교사1급

2021/하계

자격연수(가정, 기술,
기술가정, 상업,

경기도교육청
위탁연수

영양,물리,정보ㆍ컴퓨터, )

2021/동계

∎2021 특별연수 부전공
자격연수(정보ㆍ컴퓨터)

계

경기도교육청
위탁연수

사. 국제협력단
1) 설립목적
국제협력단은 국제교류, 국외 홍보, 글로벌 언어 교육 등의 업무를 추진함으로써
대학의 국제화 및 대학의 재정 확충을 통한 교육 및 연구 환경 개선을 도모하고자 한다.

2) 주요업무
국제협력교류

글로벌언어교육

§ 국제교류 업무
§ 외국인 학생 유치 및 관리
§ KOICA 관련 사업 및 교육지원
§ 국외 홍보, 홍보물 제작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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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외국민 및 외국인 대상 한국어 교육
§ 재학생 및 외부인 대상 외국어 교육
§ 본교 및 외부기관 외국어 위탁 교육

V. 부속시설/산학협력단/부설연구소

3) 주요현황
가) 외국 대학ㆍ기관 교류협정 체결 현황
국가명

대

학

명

카자흐스탄 Kazakh National Technical Univ.
대

만

National Pingtung University of
Science and Technology

러 시 아 Ussuriisk University
러 시 아

Primorskaya State Agricultural
Academy

체결일자

체

결

내

용

1998.08.03 학술교류, 학생 및 교수 교류
1999.04.21 학술교류
2000.05.15 학술교류
2000.11.29 학술교류 및 교수ㆍ학생교류

오스트리
Salzburg University
아

2001.02.02 학술교류 및 교수ㆍ학생교류

미

국 Central Washington University

2002.01.16 학생 및 교수 교류협의

미

국 University of Hawaii at Hilo

2002.03.15 학술교류 및 교수ㆍ학생교류

미

국 California State University, Fresno

2002.04.09 학술교류 및 교수ㆍ학생교류

중

국 Agricultural University of Hebei

2002.05.10 학술교류 및 교수ㆍ학생교류

Khabarovsk State University of
Technology
Moscow Timiryazev Agricultural
러 시 아
Academy
러 시 아

중

국 Yanbian University

러 시 아 The City of Belogorsk

2002.07.30 학점교류 및 학위협정(2+2, 3+1)
2002.08.01 학술교류 및 교수ㆍ학생교류
2002.08.30 학술교류 및 교수ㆍ학생교류
2002.10.04 농업발전 및 연구교류

독

일 Johann Wolfgang Goethe University 2003.01.21 교수ㆍ학생교류 및 학점인정

일

본 Rakuno Gakuen University

캐 나 다 Suh Brothers Farm Vancouver
러 시 아

Far Eastern State Transport
University

2003.07.29 학술기자재, 간행물, 정보공유, 공동연구
2003.08.09 학술교류 및 학생실습교류
2003.09.05 학생교류

대

만 National Chiayi University

2003.10.23 학술교류 및 교수ㆍ학생교류

미

국 Clemson University

2003.12.22 학생교류 연구 및 교수교류

중

국 Zhejiang Wanli University

2004.03.24 교수ㆍ학생교류 및 학위협정(2+2, 3+1)

중

국 Shenyang Agricultural University

2004.12.14 학술교류 및 학생교류(2+2, 3+1)

중

국 Jilin Institute Of Physical Education

2004.12.17 학술교류 및, 학생교류(2+2, 3+1)

중

국 Yantai University

2005.05.23 학술교류 및 교수ㆍ학생교류

러 시 아

Far Eastern State Agricultural
University

2005.06.20 학술교류 및 교수ㆍ학생교류

러 시 아 The V.V. Dokuchaev Soil Institute

토양자원 활용에 관한 연구, 전문과와
2005.08.23 학생 파견, 정보과학적 생산물 및
기술교환

중

2005.09.08 학술교류 및 교수ㆍ학생교류

국 Hebei Univers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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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명

대

학

명

러 시 아 OPTA Farm
러 시 아

International Univ. for Nature,
Society and Man "Dubna"

체결일자

체

결

내

용

학생실습지원, 러시아 농축산업
2005.10.05 현황조사,
오르따농장의 사료에 대한 품질인증
학생교환, 학술교류, 교수 교환에 관한
2005.12.13
협정

필 리 핀 Benguet State University

2006.04.27 상호 학술 프로그램 교환, 공동연구

캐 나 다 Kwantlen University College

2006.05.16 상호 학술 프로그램, 학생 및 자료교환

베 트 남 Binh Duong University

2005.12.23 학술교류 및 교수ㆍ학생교류

중

국 Changchun University

2006.06.15 학술교류 및 교수ㆍ학생교류

중

국 Yanbian University

2006.06.16 학술교류 및 교수ㆍ학생교류

중

국 Liaocheng University

2006.06.19 학술교류 및 교수ㆍ학생교류

러 시 아 Lomonosov Moscow State University 2006.06.28
필 리 핀
태

University of the Philippines at
Los Banos

국 Chandrakasem Rajabhat University

학술교류 및 교수ㆍ학생교류
Technology Park HNU-MSU 설립

2006.08.04 학술교류 및 교수ㆍ학생교류
2006.11.01 공동프로젝트 수행, 교수·학생 교환

과 테 말 라 University Rafael Landivar

2007.02.13 공동프로젝트 수행, 교수·학생 교환

과 테 말 라 University of San Carlos

2007.02.13 공동프로젝트 수행, 교수·학생 교환

파 나 마 University of Panama

2007.02.15 공동프로젝트 수행, 교수·학생 교환

과 테 말 라 University of Marroguin

2007.02.22 공동프로젝트 수행, 교수·학생 교환

체

코 Institute of Chemical Technology

2007.05.02 학술교류 및 교수ㆍ학생교류

영

국 Writtle College

2007.05.03 학술교류 및 교수ㆍ학생교류

영

국 The University of Nottingham

2007.05.04 학술교류 및 교수ㆍ학생교류

러 시 아 ALEV

2007.05.07 학생 연수 및 교수 지원

러 시 아

Ulianovsk National Agricultural
Academy

2007.05.07 학술교류 및 교수ㆍ학생교류

몽

Mongolian State University of
Agriculture

2007.12.11 교수, 연구원 및 학생교류

골

인도네시아 Bogor Agricultural University

2008.01.16 학술교류 및 교수ㆍ학생교류

중

2008.06.27 교수, 연구원 및 학생교류

국 Qufu Normal University

러 시 아

Far Eastern State Agricultural
University

중

국

The College of Yan Bian Agricultural
2008.07.30 농대 교원, 학생 및 학술교류
Research Institute

태

국

King Mongkut's University of
Technology North Bangko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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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07.04

극동아시아 자원연구소 설립 및
정보교환

2008.10.08 교수, 연구원 및 학생교류

V. 부속시설/산학협력단/부설연구소

국가명

대

학

명

체결일자

체

결

내

용

베 트 남 Hanoi University of Technology

2008.10.10 교수, 연구원 및 학생교류

인도네시아 Hasanuddin University

2008.12.26 교원, 연구원 및 학생 교류

필 리 핀 Central Luzon State University

2009.01.20 교원, 연구원 및 학생 교류

필 리 핀 Philippine Carabao Center

2009.01.21 연구원 교류 및 KOICA 프로젝트 지원

College of Plant Protection,
Henan Agricultural University

중

국

일

본 Hokkaido University

2009.02.12 농대간 교수, 학생 및 학술교류
2009.02.16 학술교류 및 교수ㆍ학생교류

Vietnam Institute of Industrial
베 트 남
Chemistry

2009.06.30 학술 및 연구원 교류

포 르 투 갈 Technical University of Lisbon

2009.12.11 학술, 교수, 학생 교류 및 공동연구 협력

오스트리아

Bernecker & Rainer
Industrie-Elektronik

중

국 Jilin Animation Institute

몽

골

Mongolian State University of
Agriculture

베 트 남 Development Strategy Institute

2010.11.02 공동연구 협력 및 학술교류
2010.12.08 학술, 교수, 학생 교류 및 공동연구 협력
2011.04.08 복수학위 프로그램
2011.08.19 연구원, 학생교류 및 공동연구 협력

Mongolian University of Science and
2011.11.07 학술, 교수, 학생 교류 및 공동연구 협력
Technology

몽

골

몽

골 Dornod Institute

태

국

2011.12.09 이공대학과의 학술, 학생 교류 협력

King Mongkut's Univ. of Technology
2012.05.21 학술, 교수, 학생 교류 및 공동연구 협력
North Bangkok

베 트 남 The National Economics University

2012.07.16 학술, 교수, 학생 교류 및 공동연구 협력

일

The Graduate School of Agriculture,
농업생명과학대학과의 학술, 교수, 학생
본
2012.10.29
Kyoto University
교류 및 공동연구 협력

몽

School of Mathematics and
골 Computer Science, National
University of Mongolia

2012.12.01

대

만 MingDao University

2012.12.12 학술, 교수, 학생 교류 및 공동연구 협력

미

국 North Dakota State University

2013.01.28 학술, 교수, 학생 교류 및 공동연구 협력

공과대학과의 학술, 교수, 학생 교류 및
공동연구 협력

인도네시아 University of Jember

2013.03.04 학술, 교수, 학생 교류 및 공동연구 협력

카 메 룬 University of Dschang

2013.05.13 학술, 교수, 학생 교류 및 공동연구 협력

태
대

Sirindhorn International Institute of
Technology (SIIT)
National Pingtung University of
만
Science and Technology
국

필 리 핀 Saint Theresa's College
캐 나 다

University of Northern British
Columbia(UNBC)

2014.02.24 학술, 교수, 학생 교류 및 공동연구 협력
2014.03.17

학술, 교수, 학생 교류 및 공동연구
협력에 관한 사항 재체결

2014.04.09 학술, 교수, 학생 교류 및 공동연구 협력
2014.07.07 학술, 교수, 학생 교류 및 공동연구 협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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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명

대

학

명

체결일자

체

결

내

용

베 트 남 Tan Trao University

2015.01.22 학술, 교수, 학생교류 및 공동연구 협력

베 트 남 Ba Ria - Vung Tau University

2015.01.23 학술, 교수, 학생교류 및 공동연구 협력

미

국 Troy University & AKEEP

2015.07.21 학술, 교수, 학생교류 및 공동연구 협력

이

란 Shahrekord University

2015.09.08 학술, 교수, 학생교류 및 공동연구 협력

몽

골

몽

골 The Secondary School # 47

2015.11.27 학술, 학생 교류

미

국 Valparaiso University

2016.04.26 학술, 학생 교류

Mongolian University of Science and
2015.11.26 학술, 교수, 학생교류 및 공동연구 협력
Technology

스 페 인 University of Valencia

2016.05.02 학술, 학생 교류

중

국 Xinjiang Agricultural University

2016.08.11 학술, 학생 교류

미

국 University of the WEST

2016.08.17 학술, 학생 교류

러 시 아 Sakhalin State University

2016.10.21 학술, 학생 교류

중

국 Shenzhen University

2016.11.22 학술, 학생 교류

중

국 Shandong University of Technology 2017.02.25 학술, 학생 교류

미

국 New Jersey City University

2017.05.10 학술, 학생 교류

일

본 Sojo University

2018.03.05 학술, 학생 교류

필 리 핀 Central Philippine University

2018.03.12 학술, 학생 교류

국 University of Florida

2018.08.07 학술, 학생 교류

미

필 리 핀 Bataan Peninsula State University

2018.08.23 학술, 학생 교류

우 즈 베 키 Tashkent State University of
스
탄 Economics

2018.10.12 학술, 학생 교류

인도네시아

일

Faculty of Agricultural Technology,
Universitas Brawijaya

School of Computer Science and
본 Systems Engineering, Kyushu
Institute of Technolgoy

이 라 크 University of Anbar
인도네시아

Faculty of Agriculture, Universitas
Muhammadiyah Yogyakarta

2018.10.17 학술, 학생 교류

2018.10.24 공동연구, 학술, 학생 교류
2018.11.08 학술, 학생 교류
2019.04.10 학술, 학생 교류

호

주 Windsor College

2019.07.08 학술, 학생 교류

중

국 Shenzhen University

2019.12.12 학생 교류 세부 협정

이

란 Shahrekord University

2020.09.08 공동연구, 학술, 학생 교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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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국제교류 프로그램 운영
(1) 국외 파견 학점교류(교환학생, 어학학기제)
프로그램 소개
우리 대학과 학생 및 학점 교환에 관한 협정을 체결한 외국 대학과 학점 교류가
가능한 프로그램으로 학점교류 프로그램에 선발된 학생이 파견기간 동안
교류대학에서 수학하고 그 학점을 상호 인정 해주는 프로그램
지원절차
신청서 제출
(국제협력단)

선발 및
학점교류
선
해외
신청서
대학 통보
작성

교무처
제출

출국

연수

귀국보고서

지원자격 : 재학생으로 1학년 이상, 성적 3.0이상, 파견 희망 대학의 어학 능력
요구조건을 만족한 자
모집기간 : 매 학기 초(4월, 10월) 공고를 거쳐 모집(파견은 차학기)
수학기간 : 2학기 이내
연도별 현황
연도

인 원(명)

대상대학

기타

2010

7

영국 The Univ. of Nottingham 등 4개 대학

2011

5

영국 Writtle College 등 3개 대학

2012

4

영국 The Univ. of Nottingham 등 3개 대학

2013

15

중국 Yantai Univ. 등 4개 대학

2014

83

미국 NDSU 등 9개 대학

2015

64

미국WWU 등 11개 대학

2016

47

미국 NDSU 등 12개 대학

2017

33

중국 Yantai Univ. 등 10개 대학

2018

32

일본 북해도대학 등 10개 대학

2019

27

미국 NJCU 등 10개 대학

2020

4

계

미국 UF 대학

코로나19로 파견
축소 및 취소

321

※ 파견 지역에 따라 연수 장학금 차등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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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국외 연수 프로그램
프로그램 소개
세계화 및 국제화 추세에 따라 외국어 능력이 절대적으로 요구되는 시기에 미국,
일본, 중국 등 주요 국가의 대학 및 학원이 운영하는 연수기관에서 현지생활을
통해 자연스럽게 외국어 의사소통능력을 향상시키고 사회에 대한 도전정신 함양 지원
지원절차
모집공고

신청서 작성

국제협력단
제출

선발

연수

귀국보고서

지원자격 : 재학생으로 어학성적 및 학기 성적우수자
모집기간 : 매 학기중(4월, 10월) 공고를 거쳐 모집
파견시기 및 기간 : 하계, 동계 방학 중 4주 이내
선발기준 : 모집 공고 참고
연도별 현황
연도

파견인원(명)

연수기관

2010

25

호주 The University of Sydney 등 2개 기관

2011

67

캐나다 TRU 등 6개 기관

2012

73

캐나다 TRU 등 5개 대학

2013

140

호주 UOW 등 5개 대학

2014

64

캐나다 UNBC 등 5개 대학

2015

18

캐나다 UCCBT 등 2개 대학

2016

15

캐나다 GC 등 2개 대학

2017

70

미국 UHM 등 6개 대학

2018

120

미국 ASA 등 9개 대학

2019

136

호주 WC 등 3개 대학

2020

102

호주 WC 등 2개 대학*

계

830

※ 파견 지역에 따라 연수 장학금 차등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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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계 및 동계
※

교육역량

강화

사업,파란사다리
사업 포함
* 코로나19로 인해
국내 온라인 연수
과정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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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외국인 유학생 지원 및 관리 프로그램
(1) 외국인 유학생 멘토링(튜터링) 프로그램
멘토링(튜터링) 프로그램 소개
매학기 우리대학에 입학하는 외국인 유학생(교환학생)을 대상으로 내국인
재학생과 멘토-멘티로 연결하여 한국 유학생활 적응에 실질적인 도움을 주고
내국인 재학생 및 외국인 학생간의 문화교류 기회를 제공하는 프로그램
지원절차

모집공고

신청서 작성

국제협력단
제출

선발

멘토링

보고서

활동

제출

지원자격

━
━

멘토(튜터) : 본교 학부생
멘티(튜티) : 외국인 신, 편입생 및 교환학생, 한국어 연수생

모집기간 : 매 학기 초(3월, 9월) 공고를 거쳐 모집
활동기간 : 1학기
활동내용 : 외국인 유학생 한국어능력 고양을 위한 언어교환, 수강신청
안내ㆍ상담, 강의소개 및 수업 수강 등의 학교생활 적응 및 학사
안내, 한국 전통 문화 소개 및 체험(유적지, 박물관, 민속촌 탐방 등),
축제 및 각종 행사 참여 및 안내, 휴대폰 구입, 보험 가입 안내 등
유학생활에 관한 사항

길을 만드는 대학, 경기대표 국립대학 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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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 대학일자리센터
1) 설립취지
대학일자리센터는 체계적인 진로지도 및 직업능력 개발을 통해 학생들의 희망분야
또는 적성에 맞는 분야로 취업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취업전담 부서이다.
이를 위해 취업 교과목 개설 운영, 취업능력 향상프로그램 운영, 현장실습 지원,
취업 멘토링제 등 취업 지원제도를 마련하여 1~2학년들에게 진로탐색과 진로설정
등의 활동을 통해 보람차고 활기찬 대학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진로상담을 통해 올바른 직업 선택의 기회 및 정보를 제공한다. 3학년들에게는
기업분석 및 기업체 견학 등의 활동을 통해 조기에 취업에 대한 관심을 가지게 하여
자신의 적성, 역량에 맞는 취업 준비를 유도하고 있으며, 4학년에게는 준비되어
있는 역량을 중심으로 꿈을 키울 수 있는 일자리를 찾을 수 있도록 취업상담 및
채용정보제공 등 취업을 위한 지원활동을 하고 있다. 또한 정부(경기도, 중소기업청,
지방행정기관, 고용노동부 등)의 취업 교육프로그램을 지원받아 취업활동을
촉진하는 방안을 개발ㆍ육성하기 위해 적극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지원활동을 통해 학생들과 함께 진로·취업 문제를 같이 고민하고 해결
방안을 찾는 역할을 다하기 위하여 노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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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학 후 학년에 따른 추진 로드맵

1학년
§ 올바른 직업 선택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각종
직업심리검사 등을
통해 진로탐색의
기회를 제공

2학년
§ 진로탐색 분석
결과를 토대로
멘토링, 직무특강,
직무설계 워크숍
등을 시행하여
학생에게 적합한
커리어로드맵을
구축할 수 있도록
지원

3학년

4학년

§ 취업 준비에 필요한
스펙과 역량개발을
체계적으로
설계하도록
취업능력향상과정,
취업캠프,
취업동아리, 자격증,
공모전 등의
프로그램을 지원

§ 실제적인 구직활동
지원을 위해 최신
채용정보 제공 등을
통한 취업지도와
추천, 면접 준비,
구직지원 서비스를
제공

2) 대학일자리센터 업무소개
가) 진로 취업상담 및 정보 지원
재학생의 진로의사결정을 돕고 기업과 구직자 간의 미스매치로 인한 취업난이
증가함에 따라 취업지원팀은 개인상담과 연계하여 해당 기업의 취업 준비를
위한 이력서등 서류작성 및 면접 준비를 지원하며, 온라인으로 학생들에게
취업정보와 기업체의 채용정보를 제공한다.

━
━
━

접속방법 : 학교홈페이지 → 입학/취업 → 취·창업 안내 → 대학일자리센터 홈페이지
메뉴안내 : 취창업프로그램, 채용정보 등
대학일자리센터 카카오 플러스를 통한 비교과 프로그램 정보제공 : 한경대학교
대학일자리센터 검색
길을 만드는 대학, 경기대표 국립대학 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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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진로 및 취·창업프로그램 운영
진로 및 취·창업 프로그램 운영을 통하여 학생들의 다양한 대학생활을 지원하고
미래 직업을 준비할 수 있도록 하며 이를 통해 자신의 미래에 대한 준비를 보다
이른 시기에 적극적으로 할 수 있도록 하여 진로설정 및 취·창업준비에 도움을
주고자 한다.
(1) 취·창업 준비 교과목
취·창업교과목

━
━
━

취업 준비를 위한 저학년(1∼2학년), 고학년(3∼5학년) 수준별 학습기회 제공
저학년부터 다양한 직업세계 탐색을 통한 진로설정 지원
교육과정
교과목명

대상

이수구분

학점

비고

대학생활과 진로설정

1학년

공통기초

1

온라인강의

진로선택과 취업준비

2~3학년

선택교양

2

취업준비실무

4~5학년

선택교양

2

졸업인증

계
※ 상기 개설현황은 교육과정, 수강인원 등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창업교과목

━
━
━

창업 준비를 위한 저학년(1∼2학년), 고학년(3∼5학년) 수준별 학습기회 제공
학년별 창업 교과목을 통한 교내 창업 활성화
교육과정
교과목명

대상

이수구분

학점

비고

기업가정신과 창업

1~3학년

선택교양

3

브라이트칼리지
운영

창업 제대로하기

1~5학년

선택교양

3

졸업인증

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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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취·창업 능력 향상 프로그램
취업 동아리반 운영

━
━
━

학생들의 자발적인 취업 스터디 문화 조성
취업전문가 및 지도교수의 지도를 통한 취업역량향상 도모
운영방법 : 스터디 활동, 모의면접 등 맞춤형 지원

창업동아리 운영

━
━

학생들간 창업 정보 교류
운영방법 : 창업 아이템 발굴 및 창업 박람회 등 참여 지원

정보화 자격증반 운영

━

전공와 무관하게 공통으로 취득할 수 있는 컴퓨터활용능력, MOS등 정보화
자격증 취득 지원

━

교육비 : 무료

학과(부)지정 자격증반 운영

━
━

학과별 취업에 필수적인 지정 자격증을 취득할 수 있도록 지원
해당 학과(부)별 자격증과정 년 1회 개설

여대생 프로그램 운영
- 여대생의 선호직무 특성에 맞춘 진로, 취업 프로그램 개설
- 취업 역량 향상을 위한 취업캠프, 특강 등 필요 교육과정 운영
진로캠프
- 강점찾기, 흥미찾기, 대학생활 설계 등 진로탐색 및 설계 프로그램
- HK진로캠프, 직무캠프(교내·교외)
취업 캠프

━
━
━

취업 동향, 입사서류, 면접 종류별 체험학습 중심의 단기 집중 프로그램
집중 취업캠프 운영(교내 · 교외)
테마별 취업캠프 운영(교내)

졸업(예정)자 프로그램

━

졸업 전, 졸업 후 취업스킬 향상을 위한 입사지원서, 모의면접 프로그램

길을 만드는 대학, 경기대표 국립대학 _

213

2022년도 대학요람

직무박람회

━

동문취업자 및 현직자를 초청해 취업에 대한 동기부여 및 직무, 진로, 기업에
대한 멘토링 운영

━

취업상담, 청년정책, 입사지원서 사진촬영 등 부대행사 운영

잡카페 특강 운영

━

진로 목표설정, 채용트렌드, 직무특강 등 진로설계부터 취업역량 강화를 위한
단기특강 프로그램 운영

인적성 모의테스트 운영

━

공기업 NCS 및 대기업 직무적성 모의테스트를 통한 취업지원

외국계 및 해외취업 특강 운영

━

해외 취업인식 고취 및 글로벌 역량 강화를 위한 특강, 설명회 운영

지역청년 진로설정 프로그램

━

지역민, 지역 고등학생 등 지역청년들에게 진로서비스를 제공하여 진로설정에
대한 중요성을 인식시키고 대학일자리센터 및 청년고용정책 정보를 제공

━

지역청년 진로상담 프로그램, 지역청년을 위한 특강 등의 프로그램 운영

창업동아리 활동

━

목적 : 교내 우수한 아이디어 보유한 학생들을 창업동아리로 선발하여 맞춤형
프로그램 및 사업화 지원을 통해 아이디어 구체화

━

지원내용
· 창업동아리 공간 제공
· 창업 아이템 개발비 지원(최대 300만원)
· 메이커스페이스 이용 및 기자재 사용 지원
· 맞춤형 프로그램(창업특강, 창업캠프, 창업경진대회, 창업멘토링 등) 참여 기회 제공

━

추진절차
모집/선발

▶

2~3월
경진대회/평가
12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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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선발

3~6월
◀

동아리 활동
9~12월

8~9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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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특강

━

목적 : 교내 교과 또는 비교과를 통해 얻지 못하는 창업 정보를 특강을 통해
제공하여 교내 창업 분위기 확산 및 활성화

교내·외 창업캠프

━
━

목적 : 기업가정신 함양과 실무적 창업 역량 강화의 필요성 고취
프로그램 내용
· 기술 및 사업화 전문가와 함께하는 실전형 창업 교육 운영
· 창업 환경의 주요한 변화 흐름, 창업 단계별 핵심 개념 이해 등의 실습·참여형 교육
· 멘토링, 사업계획서 및 비즈니스 모델 수립, 경영시뮤셀레이션 등 실무 중심 교육

창업경진대회

━
━

목적 : 우수한 아이디어를 보유하고 있는 예비창업가 발굴·지원
운영방법
모집/선발

▶

팀별 전문가
멘토링

▶

경진대회 발표·심사

▶

상금 획득 및
후속지원

창업멘토링

━

목적 : 다양한 분야의 전문멘토와 지속적이고 체계적인 만남을 통해 창업에
실질적인 도움을 주는 프로그램

━

프로그램 내용 : 창업 전문가 및 분야별(기술 및 사업화 등) 전문가가 창업에
대한 궁금증 및 애로사항을 겪고 있는 학생들과 함께 고민하고
문제를 해결하는 프로그램

경력개발지원금
취업역량 강화를 위한 자격증 취득 및 외국어 응시료 지원

━

신청방법
Ÿ 자격증 취득 : 지원신청서,

자격증 사본, 영수증 제출

Ÿ 외국어 응시 : 지원신청서, 성적표, 영수증 제출

(3) 학과 지원 프로그램
맞춤형 학과(부) 취업특강 : 직업선택에 대한 다양한 특강을 통하여 학생들에게
보다 실질적인 취업 정보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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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문 및 기업체 인사 초청 멘토 행사비 지원
동문을 초청하여 취업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며 직무에 대한 이해와 목표 제시

(4) 기타 취업 지원
정부지원 취업 프로그램 사업

━

취업성공패키지 등

취업인식강화 취업지원 행사

━

이력서 사진 촬영, 진로 및 취업상담 등

(5) 진로 및 취업 상담
재학생들의 삶의 비전확립, 자기 결정력 강화 등 커리어 개발의 기초능력을
함양토록 하고 직업 세계에서 요구하는 역량 강화는 물론 적극적이고 보람 있는
대학생활을 해 나갈 수 있도록 전문 상담사를 통한 학생상담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진로설정, 취업 문제를 전문상담사를 통해 해결할 수 있다.
각종 직업심리검사

━

직업적성검사 : 개인의 성격, 능력, 유능정도, 직업적 흥미를 알아봄으로써
장래에 어떤 진로를 선택하는 것이 바람직한가를 결정하는데
도움을 준다.

━

직업흥미검사 : 세분화된 직업흥미 탐색을 통한 개인의 흥미영역 세분화에 초점을
두고 보다 구체화된 직업 탐색 및 진학계획, 경력개발 등에
효과적으로 사용한다.

다) 학생현장실습
취업지원팀에서는 학사운영규정 제6절에 의하여 학생 현장실습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급격하게 발전하는 각 업종별 산업체들의 현황을 파악하여 교내에서
습득할 수 없는 실무능력을 현장실습을 통해 습득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
주된 목적이다. 이를 통하여 학생들은 취업에 필요한 능력을 개발, 숙련할 수
있도록 함과 동시에 소정의 학점을 취득함으로써 사회에 필요한 인재로서의 기초
능력을 배양하는 계기가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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⓵ 세부프로그램
실시대상

시

교육과정에 현장실습이 개설된 학과(부)

기

하계(동계)방학 및 학기 중

⓶ 현장실습절차
현장실습
계획수립
(현장실습지원부)

현장실습안내
(현장실습지원부팀
→학과)

현장실습 업체지정
(학과)

대상업체와
현장실습 협약체결

현장실습실시

사전교육 및 수강신청
(학과)

현장실습 대상자 신청
(학과→현장실습지원부)

순회지도
(학과)

현장실습 완료보고서 제출
(학과→현장실습지원부)

현장실습완료보고
(학과→현장실습지원부)

현장실습 이수학생 성적입력

현장실습 이수학생 명단통보

(학과)

(현장실습지원부→학사지원팀)

자. 교육혁신본부
1) 설립목적
교육혁신본부는 대학의 중장기발전계획 교육혁신전략을 수행하기 위하여
2019년 1월에 설립되었으며, 교수․학습, 원격수업 지원 및 학생역량 기반
교육평가혁신체제 구축, 데이터기반 교육성과관리 등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2) 연혁
2012. 3. 1.

교수학습지원센터 출범

2015. 7. 1.

미래인재개발원 교수학습지원센터로 조직 개편

2019. 1. 10.

교육혁신본부로 확대 개편

2021. 1. 22.

2센터 1팀에서 4센터 1팀으로 확대 개편
(원격교육지원센터, 지식통합정보센터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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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조직 및 인원 (2021.3.1. 현재)

교육혁신본부
교육혁신
위원회

교수학습센터

교육평가혁신센터

· BTS 교수역량강화
프로그램 연구개발,
운영
· BRIGHT 학습지원
프로그램 연구개발,
운영
· 교수학습 프로그램

원격교육
지원센터

지식통합
정보센터

행재정지원

· 원격교원지원 매체
· 교육과정 질관리 (CQI)
· 교육인증 및 진단평가

개발 및 연구지원
· 원격교육시스템

· 데이터 분석

· 비교과 통합관리

구축 및 운영

· 데이터 관리

· 교육평가혁신지원체제

(사이버캠퍼스,LMS)

· 교육성과관리

구축 및 운영

3명

· K-MOOC, OCW 등
공개강의 개발·운영

성과분석

4명

교육혁신지원팀

5명

2명

2명

4) 주요 업무 현황
가) 교수학습지원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1) 목적
- 교수역량강화 교육과정 및 교수지원 프로그램을 통해 교수 핵심역량을 향상시켜
우리 대학 교육의 질을 증진
- 재학생의 핵심역량을 강화하는데 기초가 되는 학습역량을 함양
(2) 프로그램 체계
- 교수지원 : 주기별, 단계별, 수준별 4단계 교수지원 프로그램 개발
- 학습지원 : 교과 교육과의 연계성 및 통합성을 기반으로 점진적이고
단계적으로 학생의 역량이 성장할 수 있도록 단계별(4단
계)로 수준과 내용을 달리 편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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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습역량강화 프로그램 체계도>

<

<BTS 교수역량강화 교육과정 체계도>

(3) 교수법 프로그램 운영실적
(단위:명, 천원)
구분

운영 체계

운영 횟수

참가자 수

투입 예산

2019

13개 프로그램

16

510

42,799

2020

4단계 10개 프로그램

20

876

36,667

(4) 학습법 프로그램 운영실적
(단위:명, 천원)
구분

운영 체계

운영 횟수

참가자 수

투입 예산

2019

33 개 프로그램

54

2,898

224,047

2020

4단계 23개 프로그램

36

4,274

170,798

나) 원격수업운영지원
(1) 목적 : 원격수업 환경 및 콘텐트 구성을 통하여 질 높은 수업 제공
(2) 업무 내용
- 원격수업 및 교육매체에 대한 연구·개발, 원격교육 질관리
- 원격수업 콘텐츠 및 교육매체 제작 지원
- 학습관리시스템(LMS) 구축 관리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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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2020년 원격지원 운영실적

구

원격지원
인프라구축

금액(천원)

2020년 실적

건수

금액(천원)

건수

이러닝 교과목 신규개발

12,500

5

14,400

6

온라인 콘텐츠 개발
(MOOC교재, KOCW,
HK-OCW 차시수)

71,000

840

45,000

949

K-MOOC 콘텐츠 개발

-

0

44,000

1

LMS 시스템 방문자 수

18,000

1,669

18,000

8,323

LMS 정규교과 강의실 개설

-

2,918

-

2,875

LMS 비교과 강의실 개설
(수강자수)

-

3
(177명)

-

115
(10,034명)

원격수업
강의
개발·운영

LMS시스템
운영

2019년 실적

분

매체제작실 구축·운영,
LMS고도화 투자비

393,32
4

594,995

다) 교육 평가혁 신
(1) 교 육질관 리(CQI)업무
- 목적 : 역량기반 교육 목적에 부합하는 교육과정 평가체계 및 지속적인 교육의 질
관리를 위한 CQI 체계 구축
- 내용 : 교과목 차원, 학과 차원, 대학전체 차원에서 3중(LEVEL) 차원의 CQI 수행
차원

1 LEVEL

2 LEVEL

구분
교과목 차원 CQI
(프로그램 차원 CQI)

교과 교육과정 차원 CQI
(비교과 운영부서 차원 CQI)

세부 내용
교 과 목 차 원 의 CQI에 서 는 역 량 기 반 수 업 목 표 가
달성되었는지, 학생들의 역량지수 기여도는 어떠한지 등을
데이터를 기반으로 분석하여 추후 개선 계획 수립
학 과 차 원 의 CQI에 서 는 각 교 과 목 의 CQI 결 과 를 취 합 하 여
그 데이터를 분석하고 이를 기반으로 교육과정 개선계획
등에 반영
대 학 전 체 차 원 의 CQI에 서 는 각 학 과 의 CQI 결 과 를

3 LEVEL

대학전체 차원 CQI

취 합 하 여 분 석 하 고 교 육 정 책 수 립 및 각 종 규 정 (지 침 )
개선에 반영하고, 예산 편성 등에 참고자료로 활용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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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비 교과통 합관리 업무
- 목적 : 교양, 전공, 비교과 교육과정의 통합 관리 체계를 통한 대학차원의
교육 질 관리 영역 확보 및 체계적인 질 관리를 통한 성과 창출
- 내용
·비 교과 교육과 정 개 발·운영 ·평가 표준화 체계 구축 및 운영
·비 교과 통합 관리 체계 구축 및 운 영
- 2020학년도 통합(교양·전공·부서) 비교과 교육과정 운영
구분

참여실적

운영 프로그램 수

참여인원

교양 비교과

1개 부서

2개

251명

전공 비교과

20개 전공

45개

429명

부서 비교과

6개 부서

253개

10,978명

합계

27개 부서(전공)

300개

11,658명

비고

대면, 비대면
운영

(3) 교 육인증 평가 업무
① 교 과목인 증제
- 목적 : 지속적인 역량기반 교과목의 질관리를 위한 인증제도 구축
- 내용 : 4차 산업혁명 시대를 설명하는 대표적인 특징인 초연결
(Hyper-Connected)과 초지능화(Hyper-Intelligent) 사회에 적
합한 역량을 배양하는 것을 돕는 교수법을 적용한 교과목에
대해 적정 기준에 도달했을 경우 해당 교수자에게 교과목에
대한 인증을 해주는 제도
인증 유형
융합형 교과목(Ⅰ)
플립러닝형 교과목

산학연계형 교과목 서비스러닝형 교과목
문제중심학습(PBL)형
교과목

MOOC형 교과목

캡스톤디자인형
교과목

- 2020-2학기 GOOD 교과목인증제 운영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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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업설계

수업운영

수업결과

예비인증(인증률)

본인증(인증률)

우수인증(인증률)

3건(33.4%, 3/9)

2건(66.7%, 2/3)

1건(50.0%, 1/2)

신청

9건

② B.B 인증제
- 목적 : 핵심역량 기반 평가인증 체계를 구축하여 일련의 교육성과를 체계적으로
측정하고 분석함으로써 지속가능한 교육 품질 관리
- 내용 : 학생역량인증제인 B.B. 인증제는 한경대학교 6대 핵심역량인 BRIGHT
[창의융합(B), 전문지식탐구(R), 의사소통(I), 세계시민의식(G), 자기성찰
(H), 도전 역량(T)]를 고루 갖춘 우수한 인재임을 인증하는 제도를 말함
※ B.B.는 Be The Brightest의 약 자 로 ‘스 스 로 빛 나 며 , 사 회 를 빛 나 게 하 는 인 재 ’를 뜻 함

- 2020학년도 B.B.핵심역량인증제 지수별 운영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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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과지수

교내 비교과 지수

교외 활동 지수

전 학생
(1,2학기 성적)

11,663명
(300개 프로그램)

71건 승인
(신청 107건)

V. 부속시설/산학협력단/부설연구소

(4) 교 육성과 관리업 무
① 핵심역 량진단
- 목적 : 우리대학의 핵심역량인 BRIGHT 핵심역량을 기반으로 학생들의
역량을 진단하고 이를 통해 학생 개개인에 맞춘 교육과정 설계
및 비교과 프로그램 추천
- 내용
▪ BRIGHT 핵심역량 진단(HK-ESA) 실시 및 분석
인재상

핵심역량

문항 수

B

창의융합역량

10

R

전문지식탐구역량

12

I

의사소통역량

13

G

세계시민의식역량

11

H

자기성찰역량

10

T

도전역량

11

융합형 전문인

소통하는 사회인

도전하는 지성인

▪외부 진단검사(NASEL. K-CESA, K-NSSE) 실시 및 분석
- 2020학년도 운영 실적
구분

진단명

횟수

참여인원

진단결과

자체
검사

HK-ESA

1회

1,186명

3.6(5점 만점)

NASEL

1회

439명

‘교수-학습성과’ 요인 지속적 향상

K-CESA

1회

200명

전반적으로 모든 영역에서 낮은 결과

K-NSSE

1회

208명

전반적으로 모든 영역에서 낮은 결과

4회

2,033명

-

외부
진단

합계

(5) 굿길시스템(교육평가혁신지원시스템) 운영
- 목적 : 대학 인재상에 부합하는 인재를 양성하기 위해 학생들의 핵심역량을
진단하고 이를 기반으로 입학에서 졸업까지 역량 향상을 위한 체계적인
One-stop 맞춤형 가이드를 제시
길을 만드는 대학, 경기대표 국립대학 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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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 스템구 성
연번

시스템 구성

1

학생 역량 진단·관리 시스템

2

▸역량-비교과 프로그램 맵핑, 비교과 프로그램 통합관리(개설(신청), 운영, 평가 등)
역량기반 교육운영 시스템
▸역량-교과, 비교과 매칭 활용(학사시스템 연동)
(비교과 통합관리)
▸I-DESIGN(자기주도학습 설계)

3

상담·멘토링 시스템

▸역량진단 결과에 따른 상담 수행
▸상담(멘토링)신청, 상담(멘토링)결과 등록, 상담(멘토링)이력 관리

4

진로·취업 지원 시스템

▸역량진단 결과에 따른 진로설계, 경력개발, 커리어 플래너
▸취업포탈시스템, 취업통계

5

학생역량인증제 시스템

▸교과·비교과 통합 학생역량인증제 시스템

6

부적응학생 예방시스템

▸부적응학생그룹(SWAN) 예방 및 사후지원 시스템

7

교육 질(CQI) 관리 시스템 ▸교과목(프로그램) CQI, 학과 교육과정(부서) CQI, 대학전체 CQI 등 3중 CQI 시스템

8

교수역량 진단·관리
시스템

9

교과목인증제 시스템 ▸PBL, Flipped Learning, 융합수업 등 교과목(비교과) 인증제 시스템

10 교육성과관리시스템

구축 내용
▸학생 핵심역량 진단 온라인 실시 시스템(IBT)
▸학습스타일 검사 등 다각적 진단

▸교수 역량 진단 온라인 실시 시스템(IBT)

▸교양, 전공, 비교과 역량기반 교육성과 분석
▸각종 지표(지수) 모니터링 및 관리
▸재학생, 졸업생, 기관(기업) 등 대상 만족도 조사

- 2020년도 GOOD-GIL 시스템 운영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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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누적수

1일 평균 값

시스템접속

135,258

493.6

페이지뷰수

1,177,143

4,296.1

V. 부속시설/산학협력단/부설연구소

차. 농업과학교육원
1) 설립목적
글로벌 시대 농식품 산업분야 경쟁력 강화를 위한 전문농업경영인 양성
기존 농가 → 농업경영체 인식 및 구조 개선을 위한 최신 기술 및 경영 교육 프로그램 보급
귀농·창업농 지원사업을 통한 희망자 안정적인 농촌정착 도모
스마트팜, 인공지능(AI), 치유농업, 신 농업지식 등 교육 프로그램 개발 및 보급
2) 연

혁

년 월 일

2000. 03.
2005. 05.
2007. 03.
2007.
2007.
2008.
2009.
2009.
2010.
2011.
2011.
2012.
2013.
2013.
2014.
2015.
2016.
2017.
2017.
2018.
2019.
2019.
2020.
2020.
2020.
2020.

03.
07.
03.
02.
04.
11.
03.
03.
04.
04.
10.
03.
09.
06.
02
03.
03.
01.
01.
01.
02.
07.
10.

주

요

내

용

§ 경기도·한경대 “최고농업경영자과정” 개설
§ 농업과학교육원 설립 및 초대 원장 정예표 교수 취임
§ 농림부 지역농업특성화사업 “G⁺ Meat 생산농가"
"친환경농축산물브랜드양성과정” 개설
§ 농촌여성경영기술대학 농업과학교육원 통합운영
§ 2대 원장 전우정 교수 취임
§ 3대 원장 전광주 교수 취임
§ 농림수산식품부 경기농업마이스터대학 한경대 캠퍼스 개설
§ 4대 원장 안종호 교수 취임
§ 전국 농업경영 성공사례 발표대회 개최
§ 5대 원장 황한철 교수 취임
§ 21세기 경기농협 여성기술대학 개설
§ 귀농귀촌대학, 농산물유통전문과정 교육기관 선정
§ 6대 원장 강권규 교수 취임
§ (사)한국도시농업조경진흥협회 지정검정장 선정
§ 7대 원장 남기웅 교수 취임
§ 경기 농식품 ICT 거점지원센터 교육기관 선정
§ 창농팜셰어(Farm Share) 교육기관 선정
§ (사)한국도시농업조경진흥협회 보수교육장 선정
§ 8대 원장 황성구 교수 취임
§ 학교 화훼정원 조성사업 지원사업 운영기관 선정
§ 9대 원장 강희완 교수 취임
§ 국립대학육성사업 수도·강원권 지역사회 네트워크 활성화 우수사례 선정
§ 국립대학육성사업 수도·강원권 지역사회기여 우수사례 선정
§ 경기도 농업교육 위탁기관 우수교육기관 선정
§ 10대 원장 공홍식 교수 취임
§ 2020 교육분야 정부혁신 10대 우수사례 선정 “예비 창업농부 창농팜”

길을 만드는 대학, 경기대표 국립대학 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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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조

직
(단위: 명)

구분

원장

행정팀장

직원

합계

농업과학교육원

1

1

4

6

4) 교육과정
농업과학교육원 주요개설 과정 현황
(단위: 명)

과정명

최고농업경영자과정

년도

교육기간

이수인원

2000

2000. 3. ~ 2001. 1.

33

5개 학과

2001

2001. 3. ~ 2002. 1.

70

6개 학과

2002

2002. 3. ~ 2003. 2.

90

5개 학과

2003

2003. 3. ~ 2004. 2.

54

4개 학과

2004

2004. 3. ~ 2005. 2.

90

8개 학과

2005

2005. 3. ~ 2006. 2.

94

6개 학과

2006

2006. 3. ~ 2007. 2.

109

6개 학과

2007

2007. 3. ~ 2008. 2.

131

6개 학과

2008

2008. 4. ~ 2009. 2.

52

3개 학과

2009

2009. 4. ~ 2010. 2.

36

2개 학과

2010

2010. 3. ~ 2011. 2.

38

3개 학과

2011

2011. 3. ~ 2012. 2.

68

4개 학과

2012

2012. 3. ~ 2013. 2.

52

3개 학과

2013

2013. 3. ~ 2014. 2.

50

4개 학과

2014

2014. 3. ~ 2015. 2.

60

4개 학과

2015

2015. 3. ~ 2016. 1.

94

4개 학과

2016

2016. 3. ~ 2017. 1.

70

5개 학과

2017

2017. 3. ~ 2018. 1.

90

5개 학과

2018

2018. 3. ~ 2019. 1.

80

6개 학과

2019

2019. 3. ~ 2020. 2.

120

8개 학과

2020

2020. 3. ~ 2021. 2.

7개 학과

2016
2017
2018
2019
2020

2016.
2017.
2018.
2019.
2020.

120
1,601
11
20
21
20
20
92

소계
경기창업준비농장
(구 창농팜셰어)
소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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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3.
3.
1.
1.

~
~
~
~
~

2016.
2017.
2018.
2019.
2020.

12.
12.
12.
12.
12.

비고

1기
2기
3기
4기
5기

V. 부속시설/산학협력단/부설연구소

과정명

년도

교육기간

2015

2015. 11. ~ 2015. 12.

30

1박 2일(1회)

2016

2016. 8. ~ 2016. 9.

30

1박 2일(1회)

2017
2018
2019
2020

2017.
2018.
2019.
2020.

소계
학교 화훼정원 조성사업
소계

2018

2018. 3. ~ 2020. 12.

귀 농 귀 촌 대 학

2012
2013

2012. 4. ~ 2012. 10.
2013. 3. ~ 2013. 10.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2012

2012. 4. ~ 2012. 12.

2011
2005
2006
2007
2008
2009

2011.
2005.
2006.
2007.
2008.
2009.

2008

2008. 1. ~ 2008. 12.

2009

2009. 1. ~ 2009. 12.

2007

2007. 6. ~ 2007. 12.

2008

2008. 4. ~ 2008. 12.

147
246

8개 사업단

2007

2007. 6. ~ 2007. 11.

80

2개 사업단

스마트팜(농식품ICT)

이수인원

8. ~ 2017. 9.
7. ~ 2018. 8.
6. ~ 2019. 10.
10. ~ 2020. 11.

소계

자 격 증 취 득 과 정

소계
농산물 물류·유통 과정
21세기 여성기술대학

농촌여성경영기술대학

11.
9.
9.
9.
10.
9.
9.
11.

3.
3.
3.
3.
3.
3.

~ 2013.
~ 2014.
~ 2015.
~ 2016.
~ 2017.
~ 2018.
~ 2019.
~ 2020.

~
~
~
~
~
~

2011.
2005.
2006.
2007.
2008.
2009.

12.
10.
10.
10.
12.
11.
11.
12.

12.
12.
12.
12.
12.
12.

소계
농업정보119서비스센터
소계
G⁺ Meat 생산농가과정
소계
친 환 경 농 축 산 물
브 랜 드 양 성 과 정
소계

33
59
82
80
314
2,695
2,695
23
30
53
26
35
71
48
34
35
26
31
306
21
68
111
110
99
109
73
591
550
6회 교육
317
3회 교육
867
99

비고

1박
1박
1박
1박

2일(1회)
2일(2회)
2일(3회)
2일(3회)

51개 초등학교

4개
4개
4개
5개
5개
5개
5개
5개

과목
과목
과목
과목
과목
과목
과목
과목

1기
4개
4개
4개
4개
5개
5개

학과
학과
학과
학과
학과
학과

방문교육
집합교육
방문교육
집합교육
5개 사업단

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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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과정별 교육 프로그램 안내
최고농업경영자과정 ‘전문농업경영인 양성 프로그램 운영’
교육목적

━
━
━
━

국가정책을 이해하고 지역농업을 이끌어갈 농업경영 전문가 육성
첨단기술과 경영능력을 기술 배양을 통한 농가 소득 증대
현장중심의 문제점 해결 교육 및 수요자 맞춤형 교육 진행
현지견학을 통한 벤치마킹 교육을 통한 신(新) 농업인 인재 배출

교육기간 : 1년 과정(총 34주/회)
학과(2021학년도 12개 모집학과)
농식품가공

말산업

조경

한방약초

농업공방

치유농업

농촌관광

창업리뉴얼

버섯

화훼디자인

체리

스마트축산

교육내용 : 농업관련 저명인사 초청 특강, 학과별 전문교육(이론·실습·현장학습),
선진지역 농업연수, SNS 등 쇼셜마케팅 교육 등
주요일정 : 매년 1~2월 모집, 3월 선발, 3월(입학) ~ 12월(종강), 익년도 2월(수료)

경기창업준비농장 ‘예비 창업농부 육성을 모의창업 창농팜’
교육목적 : 귀농·창업을 희망자를 대상으로 사업계획 수립, 농업경영 시작부터
끝까지 전 과정 모의창업 기회제공을 통한 성공적인 농촌정착 도모
운영방향 : 1인 1시설하우스(약 165㎡) 제공을 통한 실전 모의창업 기회 부여
참가기간 : 최대 2년(1차 년도 개별 영농경영 실적을 통해 추가 +1년 참가 기회 제공)
참가인원 : 20명 선발(1인 1시설하우스 지정 분양)
교육내용 : 농장경영+전문기술교육+현장실습+1:1멘티ㆍ멘토+전문가진단 및
컨설팅(한곳에서 모든 정보와 기술을 습득하고 전문가 컨설팅까지
제공되는 ‘원스톱시뮬레이션’ 구축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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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트팜 전문교육(경기 스마트팜 거점 지원센터)
교육목적

━
━
━

지속적인 농업생산성 및 품질 향상을 위한 농산업 국제 경쟁력 강화
경기지역 시설원예 및 노지과수 분야 스마트팜 활용 기술 전수 및 우수모델 발굴
IT 융합기술 확산을 통한 농업경영체 참여 유도 및 활성화

교육기간 : 연중 상시(회차별 1박2일 합숙 교육 형태 운영 교육시간 15시간)
참가자격 : 스마트팜 적용 및 설치 희망 농업인, 대학 학부생 등
교육내용 : 시설원예, 과수 스마트팜 농업현장 적용 모델 개발

농업부분 자격취득과정(주관 : 한국직업능력개발원, 한국도시농업조경진흥협회)
추진배경 : 농업부분 전문인력 배양을 위한 관련분야 자격검정 취득기회 제공
검정기간 : 매년 9월(지원자 모집), 10월(1차 필기 점검), 11월(2차 실기 점검)
검정분야 : 도시농업지도사, 식물관리사, 약용작물재배사, 조경관리사, 그린인테리어사 등
지원자격 : 농업교육 120시간 이상 이수자 및 농업전공 학부생(3학년 이상) 등
발급기관 : (사)한국도시농업조경진흥협회 등(관련사업분야 공인 민간자격 발급기관)

탈북청소년 농산업 취·창업 아카데미(국립대학육성사업)
추진배경 : 국립대학육성사업 일환으로 사회취약계층 “탈북주민(청소년)” 대상
농산업분야 취업 및 창업, 진로개척 도모
교육방향 : 북한에서의 농업에 대한 부정적 인식탈피, 한국사회의 다양한 농업경영
사례 탐구학습을 통한 취·창업 지원 프로그램 운영
운영기간 : 매년 3월 ~ 12월
참가자격 : 탈북청소년(한겨레중고등학교 재학생)
교육과정 : 진로탐색(기초교육), 취·창업지원(심화교육) 2개 과정 운영
운영방식 : 방과 후 이론+실습 집중교육(연동시설하우스 활용), 농업현장견학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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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 장애학생지원센터
1) 설립목적
장애학생과 비장애 학생의 통합교육을 이루어 나가고 장애학생의 학습권을
보장하기 위해 장애학생지원 장기발전계획을 세워 추진하고 있다. 학습지원 뿐만
아니라 편의지원, 문화 활동을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본 센터에서는 장애학생의 교육환경 개선 및 학습지원 뿐만 아니라 장애 영역별
교수·학습지원, 대학생활 및 이동·편의 등의 지원서비스를 하고 있으며, 문화·여가
지원 서비스 활동을 통하여 일반인들의 장애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장애학생 삶의
질을 높이고자 노력하고 있다.

2) 연

혁

2008. 11. 24.

장애학생지원센터 설립

2012. 03. 09.

「2011년도 장애대학생 교육복지 지원실태평가」 우수대학 선정

2013. 10. 11.

「2012학년도 도우미 지원 사업」 우수대학 선정

2017. 12. 28.

「2017년도 장애대학생 교육복지지원 실태평가」 우수대학 선정

2020. 11. 27.

「2020년도 장애대학생 교육복지지원 실태평가」 우수대학 선정

3) 조

직

센터장은 기본적인 기본계획 수립 및 전문도우미 채용을 담당하며, 전담직원은
학생도우미 선발, 시험대필, 보조공학기기 대여, 학습지원, 상담 지원, 대학생활 및
편의지원, 진로·취업 등 다방면으로 지원하고 있다.

4) 주요사업
① 학습지원 : 담당과목 교수님들에게 장애학생의 정보를 안내하는 수강 안내 가이드
발송, 사회적응력 향상을 위해 사회성개발 프로그램, 전문도우미 및
일반도우미 지원 등 장애학생의 학습지원을 위하여 다각적인 노력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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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울이고 있다.
② 편의지원 : 장애학생이 편리하게 이동 할 수 있게 편의시설 설치 및 교내시설 점검,
교내외 행사 안내, 기숙사 동실 배정으로 생활 편의를 지원하고 있다.
③ 문화활동 지원 : 학교생활 적응과 친목도모를 위해 간담회 실시, 문화격차 해소를
위한 문화공연 관람, 장애 이해를 돕기 위한 재학생 및 교(직)원
대상의 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5) 학습보조공학기기 보유현황
장애학생을 위한 학습 및 보조공학기기를 장애유형에 따라 구비하고 있다. 대여기간은 보통
일주일이며 필요에 따라 변경이 가능하다. 또한 장기적인 점검을 통해 학습 및 보조공학기기의
유지 및 보수가 다양한 상태로 상시 활용이 가능하다.
유형

품

명

노트북
공

청

지

수 량((개)
5

수업 및 평가 지원

2

수업 및 평가 지원

2

수업 및 평가 지원

3

수화통역사의자

청각장애 수화통역

2

영상전화기

청각장애 수화용

5

화상카메라

청각장애 수화용

3

속기키보드

청각장애 수업 지원

1

음성출력기

청각장애 수업 지원

5

무선마이크

청각장애 수업 지원

3

전동휠체어

지체장애 이동지원

1

지체장애 수업용 보조책상

1

지체장애 수업·작업용 책상

1

수업 및 평가 지원

4

동 태블릿PC
각 디지털 레코드

각

도

수업 및 평가 지원

컴퓨터
시

용

체 휠체어용 테이블
수동 높낮이 조절책상

뇌병변장애 의사소통보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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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 한경봉사센터
1) 설립목적
한경봉사센터는 우리대학 구성원들이‘소통하는 사회인’이라는 인재상에 부합하도록
지역사회 봉사 및 해외 봉사활동 등을 지원하는 기관입니다. 본 센터에서는 봉사동아리,
교직원 단체 봉사, 학과 봉사활동 및 해외봉사 등 단체 봉사를 계획하고 지원할 뿐만 아니라
개인별 교육기부 활동도 지원하고 있습니다. 한경봉사센터에서는 대학의 사회적 책임 및
지역사회와 함께 하는 공동체 의식을 바탕으로 나눔을 실천하는 기관으로 다가설 것입니다.

2) 연

혁
2019. 1. 10. 한경봉사센터 설립(교내외 사회봉사 주관)

3) 주요 사업
① 봉사 기본 계획 수립
② 봉사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③ 봉사 교과과정 운영
④ 봉사 장학생 선발
⑤ 그 밖에 필요한 사업

4) 조직
센터장

과장

직원

조교

1

1

1

1

센터에 센터장을 두며, 전임교원 중에서 총장이 임명하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센터장은 센터를 대표하며, 센터업무를 총괄한다.
센터에는 센터운영과 봉사활동에 관한 각종 프로그램 개발등을 위하여 전담
직원을 둘 수 있다.

5) 한경봉사운영위원회
① 센터 운영 규정의 개정 및 폐지에 관한 사항
② 봉사 프로그램 개발 및 활동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③ 봉사 활동 지원과 평가에 관한 사항
④ 봉사 대상기관의 선정에 관한 사항
⑤ 그 밖에 사회봉사 운영에 필요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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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봉사 대상기관
① 정부의 인가를 받은 사회복지 기관
② 비영리 사회복지법인·단체 및 기관
③ 아르바이트 성격의 업무가 아닌 구체적인 장소, 시간, 봉사내용 등의 프로그램을 가진 기관
④ 그 밖에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선정된 기관

7) 봉사의 구분
① 학습봉사 : 교과과정에 따른 사회봉사 관련 학점을 취득하기 위하여 실시하는
학생들의 봉사활동
② 자원봉사 : 학점취득과 관계없이 실시하는 교직원 및 학생들의 봉사활동

8) 학습봉사
① 봉사 관련 교과목으로 학점을 취득하고자 하는 학생은 이수하고자 하는 학기에
개설된 봉사활동 교과목을 수강 신청 후 이수
② 봉사활동 기간은 계절학기를 포함한 매 학기 단위로 하며, 사회봉사교과목
수강자는 매학기 내에 소정 시간의 봉사활동을 완료하여야 함
③ 봉사활동 시간은 사전교육 2시간, 실습(봉사활동) 30시간 이상 등 총 32시간 이상으로 함
④ 봉사 관련 교과목을 이수하고자 하는 학생은 정해진 기간에 사회봉사 활동계획서를
센터에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함
⑤ 봉사교과목 봉사활동 인정 기관

━

정부인증포털인1365(자원봉사포털) 및 VMS(사회복지자원봉사인증관리사이트)
등록기관에서 봉사활동 원칙으로 함. 다만, 아래 기관으로서 한경봉사센터에서
인정한 경우에는 예외로 함

⑥ (봉사 확인서 제출) 봉사 확인서는 1365(자원봉사 포털) 및 VMS(사회복지자원봉사
인증관리사이트)에서 발급된 확인서를 제출
⑦ (설문조사서 제출) 봉사교과목 이수자에 대해 별도 계획에 따라 설문조사 또는
만족도조사를 실시하고, 설문조사 결과 등을 바탕으로 문제점 등을 개선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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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습봉사[봉사 교과목] 신청 및 이수 절차
①
“봉사활동”
교과목 수강신청

②
사전교육(2시간) 및
봉사계획서 제출

③
봉사활동
(승인기관에서
봉사활동)

④
확인서 제출 및
성적부여,
설문조사 제출

9) 자원봉사
① 자원봉사는 개인봉사활동, 동아리 봉사활동, 단체 봉사활동, 해외 봉사활동으로
구분하여 운영
② 자원봉사활동을 원활하게 운영하기 위하여 사회봉사단을 둘 수 있음
③ 봉사단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따로 정함
(1) 개요

❍ 지역사회 교육중추기관으로서 봉사 역량을 활용한 나눔 실천 및 공동체의식 함양
❍ 대학의 물적·인적 기반으로 지역사회 자원봉사의 다각적 전개를 통한 역할 도모
❍ 지역사회 취약계층 등 복지 활성화를 통한 대학 역량 강화
❍ 지역사회 취약계층 및 소외계층 지원체제 구축 및 운영
(2) 주요내용
q 운영체계

한경봉사
센터
한경봉사운영위원회

HK봉사단
⟺

주요사항 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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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내 봉사단체 연합

▪ 봉사 기본 계획 수립

▪ 봉사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 봉사 교과과정 운영

▪ 봉사 장학생 선발 등

▪ 교외 유관
기
관

▪ 교내 유관
⟺
부
서
(실무협의체)

V. 부속시설/산학협력단/부설연구소

q 운영내용
- 교내 자원봉사활동을 원활히 추진하기 위하여 봉사동아리, 학부, 봉사단체 및
교직원 단체 등으로 HK봉사단을 구성·운영함
- 지역사회 유관(공공)기관과 연계하여 저소득층 및 취약계층 대상 봉사활동을
지속적으로 실시함
- 사전요구도조사와 프로그램 종료 후 만족도조사를 통하여 개선점을 반영하여
봉사활동에 대한 재학생의 만족도 상승과 학생 인성 함양을 위한 다양한 형태의
자원봉사활동지원 프로그램 제공
(3) 추진절차
q HK봉사단 구성 및 운영
m (목적) 교내 자원봉사활동을 원활히 추진하기 위하여 봉사동아리, 학과 봉사
단체, 교직원 단체 등으로 봉사단을 구성ㆍ운영함
m (조직) 한경봉사센터장이 HK봉사단의 단장이 되며, 부단장은 교직원 또는 봉사
단체 구성원 중에서 단장이 임명함
m (운영) 교내 구성원이 예산의 지원을 받아 봉사활동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HK봉사단에 등록하여야 함
- 봉사활동 수행을 위한 현수막 등 명칭 사용 시‘한경대학교 HK봉사단’명칭을
사용하여야 하며, 필요시 학과명 등을 부기할 수 있음
※ 예시) 한경대학교 HK봉사단(○○○학과 ○○○봉사단) 또는 HK봉사단(한경
대학교 ○○○학과 봉사단) 등
<등록 절차>
① 신청서작성

② 접수
➡

한경봉사센터 소정 양식

③ 등록증 발급
➡

한경봉사센터 사무실

센터 → 단체 또는 개인

m (예산 및 행정지원) HK봉사단(이하 “봉사단”이라함)에 등록된 봉사단체 또는
개인에게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봉사에 필요한 물품 및 경비 또는 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음.
- 봉사활동을 하려는 경우 【서식 1】의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함
<예산지원 절차>

길을 만드는 대학, 경기대표 국립대학 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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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봉사활동 계획서 제출

② 접수 및 검토

③ 물품구매 등 지원

요구 내용 검토 후 센터에서
물품구매 지원
※ 요구자 직접 구매 불가

한경봉사센터 소정 양식 ➡ 한경봉사센터 사무실 ➡

※ 봉사단체에서 물품 등을 선 구매 후 예산을 요구해서는 안되며, 물품 등 구매 시
반드시 사전에 협의 후 센터를 통해 구매 및 집행 추진
m (실적보고 등) 대학의 예산을 지원받아 봉사활동을 한 경우에는 봉사활동 종료 후 7일 이내에
한경봉사센터에 사진 등을 첨부한 실적보고(【서식 2】)를 하여야 함
※ 한경봉사센터에서 설문조사 등 만족도 조사를 요청한 경우에는 이에 따라야 함
(4) 기타 참고사항(환류체계 마련)
❍ 자원봉사활동지원 프로그램 개발을 위하여 사전요구도 조사 및 만족도조사를
통하여 개선점을 반영하여 재학생들에게 필요한 맞춤형 프로그램을 개설·운영하고 있음

파. 부속농장
1) 설립목적 및 기능
학생의 실험, 실습 및 교수의 시험연구에 필요한 사항을 지원하고 체계적인 현장 교육
중심의 프로그램 도입과 효율적 관리함으로써 대학의 교육 발전에 이바지하고자 한다.

2) 조

직
(단위: 명)

구분

농장장

각부장

행정실장

팀장

직원

합계

부속농장

1

3

1

1

3

9

3) 위치 및 면적
(단위 : ㎡)

구

분

면

적

교내포장

69,014

교외포장

100,372

계

169,3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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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안성시 석정동 67
경기도 보개면 양복리 산42-4번지 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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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위치 및 면적
(단위 : ㎡)

구분
화훼포
교내
포장

교내
시설

면 적(㎡)
482

교내 조경 수목

61,050

잔디

2,614

자생식물포장, 화단

3,950

실험ㆍ실습 관련학과

용도

원예학과

교육,연구

식물생명과학부,
원예학과, 조경공학과
식물생명과학부,
원예학과, 조경공학과
식물생명과학부,
원예학과, 조경공학과

비고

교육,연구,녹지
교육,연구,녹지
교육,연구,녹지

유리온실1

283

원예학과

교육,연구

유리온실2

121

원예학과

교육,연구

양액재배온실

143

원예학과

교육,연구

첨단환경제어유리온실

261

식물자원학과

교육,연구

비닐하우스1

110

원예학과

교육,연구

전작포장

75,567

식물생명과학부,
원예학과

교육,연구

배과수원(145주)

7,962

원예학과

교육,연구

사과, 복숭아, 포도과수원

6,080

원예학과

교육,연구

교외 평생교육원 조경실습포장
포장
채소포장

2000

평생교육원, 조경학부

교육,연구

990

식물생명과학부

교육,연구

4,125

식물생명과학부

교육,연구

수생식물연구포

990

식물생명과학부

교육,연구

농업시설공학실험실

800

지역자원시스템공학과

교육,연구

우사

230

동물생명환경과학부

교육,연구

관리사

198

계사

171

동물생명환경과학부

교육,연구

과수원창고

100

관사1

79

미사용

관사2

105

미사용

비닐하우스

975

답작포

교외
시설

합계

원예학과

교육,연구

169,386
길을 만드는 대학, 경기대표 국립대학 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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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 교양교육지원센터
1) 설립목적
고등교육에서 자유교육으로서의 교양교육의 중요성과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는
시대에 맞춰 교양교육의 발전 및 교육목표와 인재상의 실현에 기여하기 위하여
교양교육지원센터를 설립 운영하고 있다.

2) 연

혁

2019. 10.

교양교육지원센터 설립

2019. 10. 02.

센터장 김원철 교수 취임

2020. 03. 03.

센터장 김용태 교수 취임

3) 조직 및 조직도
(단위: 명)

구분

센터장

부센터장

각 교육지원부장
(교수)

연구원

조교

합계

교양교육지원센터

1

1

3

4

1

10

4) 주요사업
① 교양교육 과정 지원을 위한 기획 및 연구에 관한 사항
② 교양교육 과정의 개발
③ 교양교육 과정의 성과평가와 개선
④ 교양교과 교재 개발 계획과 운영
⑤ 비교과 교양교육 과정의 개발과 운영
⑥ 그 밖에 센터의 목적달성을 위한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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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산학협력단

1) 설립목적
산학협력 및 연구지원 업무를 지원⋅관리하고 지적재산권 관리를 전담하는
기구이며 총장의 지도 감독을 받는 대학의 부속 조직으로 특수법인의 성격을
갖는다. 우리대학은 산업인력 양성과 계속교육의 실현이라는 대학이념을 실현하기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으며, 이를 체계적으로 지원⋅관리하기 위한
목적으로 산학협력단을 설립 운영하고 있다.
주요업무로는 산학협력 계약의 체결 및 이행, 대외 연구지원 및 연구비 관리,
지적재산권 취득 및 관리, 기술이전 및 사업화 지원, 계약학과 운영, 기타
산학협력관련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2) 연 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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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 02. 24.

산학협력단 설립 (http://sanhak.hknu.ac.kr)

2004. 02. 24.

1대 산학협력단장 건축학부 최동욱 교수 취임

2005. 02. 25.

친환경농림축산물 인증기관 지정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2005. 04. 01.

2대 산학협력단장 환경공학과 김경섭 교수 취임

2006. 04. 10.

GAP인증기관 지정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2007. 03. 01.

3대 산학협력단장 식품생물공학과 박장우 교수 취임

2007. 09. 05.

먹는물 검사 국가인증기관 지정 <국립환경과학원>

2008. 06. 12.

친환경 경관농장 플로랜드 개장 (http://floland.hknu.ac.kr)

2009. 04. 21.

4대 산학협력단장 정보제어공학과 김상훈 교수 취임

2010. 12. 10.

산학협력관 개관

2011. 03. 08.

5대 산학협력단장 바이오정보기술대학원 이학교 교수 취임

2012. 03. 01.

6대 산학협력단장 화학공학과 김영기 교수 취임

2013. 03. 30.

7대 산학협력단장 컴퓨터웹정보공학과 안재근 교수 취임

2014. 09. 05.

8대 산학협력단장 토목안전환경공학과 천만영 교수 취임

2016. 01. 01.

9대 산학협력단장 미래융합기술대학원 이득환 교수 취임

2016. 08. 09.

10대 산학협력단장 김계원 교수 취임

2017. 03. 23.

안전성검사기관 지정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2017. 11. 01.

11대 산학협력단장 전기전자제어공학과 김용태 교수 취임

2019. 05. 10.

(사)한국융합복지연구원 설립(한경대-복지대 공동추진)

2019. 11. 01.

12대 산학협력단장 강태혁 교수 취임

2021. 02. 01.

13대 산학협력단장 정명규 교수 취임

V. 부속시설/산학협력단/부설연구소

3) 주요업무
국가연구개발사업, 지자체, 산업체 및 정부용역사업 관리
센터(연구소) 설치·관리·평가
기술사업화 운영 및 관리
가족회사 협약·관리·지원
주식회사한경대학교기술지주 운영관리
대학특성화 및 연구개발활동 실태조사
계약학과 설치·운영 및 실무관리
연구윤리 업무

4) 조 직 도

길을 만드는 대학, 경기대표 국립대학 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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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부설사업단

가. 중소기업산학협력센터
1) 소개
대학과 중소기업이 공동으로 기술개발을 수행할 수 있도록 중소기업의 경쟁력
향상에 기여하고자 1997년에 설립되었다. 중소벤처기업부에서 지원하는 중소기업
기술개발 지원 사업을 통해 산‧학 간의 유기적인 연구개발협력 체계를 구축하고 있다.
또한, 2015년도에는 ‘창조적 융합기술 선도 연구마을’에 선정되어 17개의
중소기업들과 연구개발을 진행하여 대학과 중소기업의 탄탄한 산학협력 체계를
구축하였다. 이를 바탕으로 앞으로도 기업에서 요구하는 기술개발 수요에 맞춰
다양한 지원 사업에 참여하여 중소기업의 경쟁력 향상에 노력할 것이다.

2) 주요연혁
설립일 : 1997. 6. 16.

3) 주요사업
중소벤처기업부 사업 수행
중소기업 공동연구를 통한 신기술, 신제품 개발 지원
산업체의 현장애로기술 지원 및 기술자문
각종 세미나, 워크숍 및 연구발표회의 개최 등 지원

4) 조직도(센터장 : 산학협력단 정명규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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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창업보육센터
1) 소개
한경대학교 창업보육센터는 경기 남부권 특화 창업 생태계 구축 및 성공창업 모델을
창출하기 위하여 2000년에 개소하였으며, 유망 아이디어와 기술을 보유한 창업자를
발굴하여 한경대학교 창업보육센터만의 보육 프로그램을 통해 창업 성공률 제고에
노력하고 있다. 또한 창업보육 활성화를 위하여 센터 입주기업-전임교원 매칭, 대학
공동장비 사용, 한경대학교 가족회사 프로그램 참여 및 지원 등 대학이 보유한 인프
라를 활용하여 대학과 기업이 상생하는 산학협력 체제를 구축하고 있다. 앞으로 경기
남부권 창업 허브로써 역량 있는 창업기업을 발굴․지원하여 성과창출 중심의 선진형
창업보육센터로의 도약을 위하여 조직 역량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2) 주요연혁
1999. 04. 01. 센터장 김한정 교수 취임
2000. 04. 27. 창업보육센터 지정 및 설립
2001. 04. 01. 센터장 박현식 교수 취임
2002. 02. 01. 센터장 안재근 교수 취임
2004. 02. 01. 센터장 김영호 교수 취임
2008. 01. 10. 센터장 김용곤 교수 취임
2009. 05. 11. 센터장 김영기 교수 취임
2013. 04. 22. 센터장 김용태 교수 취임
2014. 05. 01. 센터장 고형림 교수 취임
2015. 04. 01. 센터장 김규호 교수 취임
2017. 11. 15. 센터장 문상영 교수 취임
2019. 01. 08. 센터장 박성직 교수 취임
2021. 01. 01. 센터장 정명규 교수 취임

길을 만드는 대학, 경기대표 국립대학 _

243

2022년도 대학요람

3) 주요사업

4) 조직도(센터장 : 산학협력단 정명규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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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축산기술연구센터
1) 소개
1996년 농림부 농림특성화사업계획에 의거 국내 유일의 낙농분야 특성화대학으로
선정되어 낙농분야 생산성향상, 경쟁력제고 방안 수립 등 현장기술지원을 위한
교육, 국제낙농 심포지엄 개최, 현장 워크샵, 경영컨설팅 등 낙농업 발전의 중추적인
역할을 수행하기 위하여 설립되었다.
1996년부터 현재까지 경기, 충ㆍ남북지역 등 전통적인 축산(낙농)산지를 중심으로
지역자원의 효율적인 이용 등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생산기반구축 및 경영개선을
위한 경영진단 등 낙농산업 합리화를 위한 각종연구, 교육, 현장기술지원을
활발하게 추진하고 있다.

2) 주요연혁
설립일 : 1996. 11. 01.

3) 주요사업
교육

━
━
━
━

축산기술 단기과정
축산기술 세미나 및 교육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HACCP) 교육
국제협력단(해외파견, 연수)교육

연구

━
━
━

특화작목 겸임연구관사업(낙농분야)
농림수산기술개발 (현장애로, 첨단과제)
친환경 농업(낙농, 한우, 양돈, 가금)분야 연구

기술보급 및 지도

━
━
━
━

연구개발 결과 홍보 및 기술이전
양돈(종돈) 기술컨설팅
Lactocoder를 이용한 착유진단 지도
농가형 유가공 기술지도 및 보급
길을 만드는 대학, 경기대표 국립대학 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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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보

━
━
━
━

축산기술지원센터 활동보고서
각종 축산기술 교육 교재 발간
축산실무 경영 핸드북 등 교재개발
국내 축산관련 학술대회 참가 및 홍보

4) 조직도(센터장 : 동물생명융합학부 안종호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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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고품질친환경농축산물생산기술연구센터(GRRC)
1) 소개
농축산분야의 친환경 신기술 특화 추진 및 산학협력 전문기관으로 2002년 11월에
경기도 지역협력연구센터(GRRC)로 지정되었다. 시대적으로 농축산물 생산에 대한
소비자의 인식이 농산물의 안전성과 소득증대에 기대를 둔 고품질 브랜드로의
전환을 요구하고 있으며, 특히 지속적 농축산업의 발전을 위한 친환경적
생산시스템의 구축이 요구되는 시점에 와 있다. 본 연구센터는 이와 같은 소비자와
생산자와의 요구에 부응하기 위하여 친환경농축산물 생산을 위한 유전ㆍ육종
소재의 발굴, 보급 및 산업화, 친환경농축산물생산체계 구축 및 보급, 소비자에게
신뢰를 줄 수 있는 농축산물 원산지 추적시스템의 확보를 위한 Solution 개발 및
실용화, 가축 분뇨 자원화, 무항생제 및 친환경 가축 사양 시스템 개발 등을 통해
지속 가능한 미래형 농축산업의 모델을 제시하고자 한다.

2) 주요연혁
설립일 : 2002. 11.

3) 주요사업
생명공학 기술을 접목한 친환경 농축산기술개발로 경기도내 농축산업의 경쟁력
강화 및 안전 농산물 생산 기반 확보
고기능성 천연 생리활성물질 개발을 통한 부가 가치형 산업화 응용 기술 개발
친환경 농축산물 생산을 위한 최적화 경영체 육성과 소비단계로의 상품신뢰성
전달을 위한 지역 정보화 연계 시스템 개발
관련 분야 연구개발 능력 보유 팀과의 전략적 제휴 역량 확보
산학협동을 통한 우수한 산업인력 양성 및 학문 연구에 기여
첨단 생물공학 기법을 응용한 친환경농축산기술의 발전을 선도할 고급인력 양성
산ㆍ학 협동 연구체제의 활성화 및 국가 과학기술 발전에 대한 지역 구심점 확보

4) 조직도(센터장 : 생명공학부 공홍식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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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 바이오가스연구센터
1) 소개
화석연료 고갈로 인한 신재생에너지 개발과 지구온난화 방지를 위한 국제적인 관심과
노력이 집중되는 가운데, 농업분야 바이오에너지 상용화 기술개발 및 전문 기술인력
양성을 위하여 2006년 국내 대학 최초로 바이오에너지 전문연구기관인 바이오가스
연구센터를 설립하였다. 바이오가스 연구센터는 산ㆍ학ㆍ관ㆍ민 협동연구체계를 기
반으로 바이오에너지 산업 발전과 친환경에너지 특성화 대학발전에 기여하고자 농업
현장 실증연구를 기초로 연구개발, 산업 컨설팅, 전문인력 양성체계를 구축하고 있다.

2) 주요연혁
2006. 02.

바이오가스연구센터 설립

2006. 03. 01. 센터장 김창현 교수 취임
2014. 01. 01. 센터장 김태완 교수 취임
2015. 04. 01. 센터장 김창현 교수 취임
2016. 04. 15. 센터장 황성구 교수 취임
2019. 01. 01. 센터장 윤영만 교수 취임

3) 주요사업
연구 및 교육사업

━
━
━
━
━
━

바이오매스 자원 탐색 및 개발
바이오가스화 상용화 공정 개발
바이오매스타운 구축 및 실증 연구
바이오가스 저장연료화 기술 개발
바이오가스 엔진발전 및 전료전지 기술
바이오가스 전문가 교육 및 농가지도

기술보급 및 컨설팅 사업

━
━
━
248 _

농가형 및 중앙집중형 시설 보급 사업
동아시아 온실가스감축 국제 지원 사업
바이오가스시설설치 타당성 조사용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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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SOC 사업 및 기업 컨설팅
LCA평가 및 CDM 연계 사업
중앙 및 지방정부 정책 및 기술 자문

4) 조직도(센터장 : 식물자원조경학부 윤영만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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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 한경분석센터
1) 소개
2007년 9월 환경부 국립환경과학원으로부터 먹는물 수질검사기관 지정과 2010년 12월
측정분석능력 우수기관 지정을 받았으며, 2010년부터 전국 최초로 지역사회인 안성시
관내 모든 지하수 수질검사를 지방 조례에 의한 지원으로 위탁 검사를 담당함으로써
국립대학의 산하기관으로 지역사회에 공헌하는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본 센터는 분야별 전문 연구 인력을 갖추고 있을 뿐만 아니라 각종 첨단 분석장비 (GC-MS,
LC-MS, ICP-MS, ICP, 위상차현미경 등)를 구축하고 국책연구과제 수행과 지역소재 산업체의 연
구개발, 분석 및 품질관리 기여를 통하여 산학협력관계를 더욱 강화시켜 나가고 있으며, 2017
년 3월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으로부터 안전성검사기관(농산물 잔류농약, 농산물 및 토양
중금속) 지정으로 국가공인 전문 종합 분석기관으로 확대･발전하여 산업체 및 소비자에게
꼭 필요한 분석기관으로 성장해 나아가고 있다.

2) 주요연혁
2006. 05. 19. 센터장 최강덕 교수 취임
2007. 07. 11. 센터장 김태욱 교수 취임
2007. 09. 05. 먹는물 검사 국가인증기관 지정 <국립환경과학원>
2010. 12.

측정분석능력 우수기관 지정

2013. 04. 08. 센터장 문준관 교수 취임
2016. 06. 15. 센터장 김계원 교수 취임
2017. 03. 23. 안전성검사 국가인증기관 지정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2017. 11. 10. 센터장 문준관 교수 취임
2019. 09. 01. 센터장 박성직 교수 취임
2021. 01. 01. 센터장 문준관 교수 취임

3) 주요사업
국립환경과학원 지정 국가 공인 먹는물 수질검사기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지정 국가 공인 안전성검사기관
안성시 지하수 수질검사 위탁기관
교내 및 각종 기관의 연구지원
국책연구과제 수행
산업체 연구개발, 분석 및 품질관리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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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조직도(센터장 : 식물자원조경학부 문준관 교수)

5) 보유기기
유기분석

━

액체크로마토그래프, 액체크로마토그래프 질량분석기, 가스크로마토그래프
불꽃이온화검출기, 가스크로마토그래프 질소인검출기, 가스크로마토그래프
전자포획검출기

━

Purge & Trap 가스크로마토그래프 질량분석기, Head Space 가스크로마토그래
프 질량분석기

이온분석

━

이온크로마토그래프(Ion Chromatograph)

무기분석

━

유도결합 플라즈마 분광분석기, 유도결합 플라즈마 질량분석기, 수은분석기,
원자흡수분광계

수질분석

━

자외가시부 분광광도계, 전자동수질분석기

미생물분석

━

도립현미경, 무균실

표면구조분석

━

주사전자현미경, 전계방출형 주사전자현미경, 원자현미경

길을 만드는 대학, 경기대표 국립대학 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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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스마트물류기술연구센터
1) 소개
물류기술 연구 개발, 전문 인력 양성 및 보급, 기술지원 및 컨설팅, 산업화 및 제품화
지원, 물류기술 및 정보교류 등을 통해서 국내 물류산업의 글로벌 강국으로의
발전과 경기도 및 평택지역의 물류산업 고도화 및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2011년 9월
스마트물류기술연구센터를 설립하였다.

2) 주요연혁
2011. 09.

스마트물류기술연구센터 설립

2011. 10. 17. 센터장 김용태 교수 취임

3) 주요사업
고효율 스마트 물류장비 기술 개발

━
━

신선물류창고를 위한 모듈형 물류이송 시스템 개발
지능적 물류검사에 적합한 비전검사 알고리즘 및 유무선 통합제어시스템 개발

에너지 저감 및 스마트 물류기술 개발

━
━
━

극한조건에서의 대형 물류시설 및 설비의 안전성 평가 시스템 개발
클린 및 농식품 물류센터를 위한 에너지 절약형 전력변환 장치
열 제어 기능을 갖는 물류 센터의 차세대 경량콘크리트 벽체 개발

4) 조직도(센터장 : ICT로봇기계공학부 김용태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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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 국제개발협력사업센터
1) 소개
우리나라의 OECD 개발원조위원회(Development Assistance Committee : DAC) 가입에 따라
우리나라의 ODA는 큰 전환점을 맞이하고 있다. 이와 관련, 개발도상국에 대한 정부개발원조(Official
Development Assistance : ODA)를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기술협력사업 및 전문 인력 양성에 필요한
연구와 프로그램 개발을 수행하기 위하여, 2009년 3월 「개발도상국 기술협력연구소」를 설립하였다.

2) 주요연혁
2009. 03.

개발도상국 기술협력 연구소 설립

2009. 03. 25. 센터장 김상태 교수 취임
2010. 07. 22. 센터장 최승범 교수 취임
2011. 10. 01. 센터장 이원희 교수 취임
2013. 03. 01. 센터장 김영기 교수 취임
2013. 04. 22. 센터장 홍성구 교수 취임
2013. 09. 30. 국제개발협력사업센터로 명칭 변경
2014. 02. 07. 센터장 안재근 교수 취임
2014. 03. 01. 센터장 김한중 교수 취임
2015. 06. 17. 센터장 김상태 교수 취임
2019. 11. 13. 센터장 남인식 교수 취임

3) 주요사업
ODA 관련 각종 조사 및 집행 사업
ODA 관련 연구과제 개발 및 수행
ODA 관련 국내외 전문인력 양성
ODA 관련 대국민 인식증진

4) 조직도(센터장 : 동물생명융합학부 남인식 교수)

길을 만드는 대학, 경기대표 국립대학 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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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 양조연구센터
1) 소개
국내 양조 산업의 발전과 풍요로운 국민 생활에 공헌하고, 양조 관련 핵심기술의
창출을 통하여 생명공학의 발전에 공헌하기 위한 양조 및 양조 소재 관련 연구 활동
수행 및 대학의 연구 성과 및 역량을 지역 산업 발전과 연계시킬 수 있는 학내
통합적 창구 역할 수행하기 위하여 설립되었다.

2) 주요연혁
2011. 08. 19. 양조연구센터 설립
2011. 08. 22. 센터장 김계원 교수 취임
2012. 08

양조연구실 setting 및 pilot 양조 assembly 설치

3) 주요사업
양조 분야의 국내ㆍ외 연구 동향 조사 및 각종 연구 사업
양조 분야에 관한 외부 위탁 연구과제 및 개발사업
양조 분야의 국내ㆍ외 전문기관과의 교류 및 공동연구
양조 분야 기업체 컨설팅 및 임직원 교육

4) 조직도(센터장 : 산학협력단 김계원 교수)

5) 향후 발전계획
GLOBAL FOOD BRAND로 육성 가능한 상품 제조를 위한 기반 지식 및 기술 개발
양조 식품 및 양조 소재의 기능성 규명을 통한 농생명공학 (AgriBio) 산업 기반 지식
및 기술 개발
LOCAL INDUSTRY 활성화를 위한 기반 기술 개발 및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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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 기후변화연구센터

1) 소개
지구온난화로 인한 농업생태자원과 토양 및 대기의 변동을 학술적으로 연구하고,
기후변화대응 작물생장모형 신이론 정립, 토양과 환경오염물질의 생태계 내 순환
변화예측 기술 개발, 전 과정 평가 컨설팅 등을 목표로 설립되었다.

2) 주요연혁
2008. 03.
기후변화연구센터 개소
2008. 03. 24. 센터장 이상은 교수 취임
2009. 10.
토양비료분석기관 지정

3) 주요사업
교육 : LCA 전 과정 평가 전문 교육 과정 운영
연구 활동 : 토양분석, 무기화합물 분석, 생태계 오염물질 분석, 기후변화 관련 모델링
저서발간 및 연구 결과 국제공동 발표회 개최
4) 조직도(센터장 : 식물자원조경학부 이상은 교수)

5) 향후 발전계획
세계기후변화적응 시나리오 및 정책 선도적 국제공동연구프로젝트수행
국내외 장기 생태조사 사업 참여
생태환경산업 기술 수요에 맞춘 전문 기술 교육 과정 개발
기후변화에 의한 작물생장 변화 예측 생장모델 개발
기후변화관련 생태계오염물질의 순환 변동 모델 개발
한반도형 기후변화에 의한 식생 및 대기변화 예측 및 D/B화
식물생태 및 분류특성 분석을 통한 Nature, Science 등 세계적 권위의 학술잡지 논문 게재
길을 만드는 대학, 경기대표 국립대학 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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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 그린낙농연구센터
1) 설립 목적
교육 및 실습 강화를 위한 대학농장 시설을 확충하여 선진 낙농후계자를 양성하고,
이론중심의 관행적 농업인 교육을 현장실습 위주의 전문 낙농인 교육으로 전환하기
위하여 낙농가와 농과대학생을 연계, 즉 현장과 이론을 연계하는 전문실습교육장으
로 활용하기 위하여 설립되었다.

2) 주요연혁
2013.
2013.
2014.
2016.

11.
그린낙농연구센터 설립
11. 20. 센터장 이득환 교수 취임
05. 07. 센터장 김완섭 교수 취임
05. 31. 센터장 남기택 교수 취임

3) 주요사업
젖소검정사업(한국종축개량협회와 협력사업)
전국 낙농가의 착유우 개체들에 대한 유성분 분석 실시
낙농인력양성 사업
맞춤형 영농중심 교육시스템 교육과정 개발
전문인력인큐베이션 : 워크샵 개최, 국제/국내 학술대회 등
맞춤식 스터디그룹운영 : 현장즉시 활용인력육성
도시민 귀향 낙농정착 실무교육반 운영
졸업 후 영농정착이 용이한 현장실용중심 교육
단계별 국제수준의 첨단실용기술교육
산학연관 클러스터활성화 : 기초/응용/첨단 크러스터사업
국제경쟁력 있는 영농인력양성
해외농업 실무형 인재 및 농업기술 전파자 양성
개발도상국 농업분야 단기과정 연수 프로그램 운영
낙농유가공기술교육

━
━
━
━
━
━
━
━
━
━
━
━

4) 조직도(센터장 : 동물생명융합학부 남기택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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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1) 소개
2008년 ‘어린이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제정에 따라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대한 법적 근거가 확보(2009년 3월)되었으며, 안성시에서도 어린이의 건강증진을
위해 2013년 12월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를 한경대학교에 설치하여 위탁 운영함

2) 주요연혁
2013.

12.

02.

한경대학교가 ‘안성시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위탁기관으로 선정

2013.

12.

06.

한경대학교와 안성시 간 협약식 체결

2013.

12.

10.

센터장 강근옥 교수 취임

2013.

12.

20.

‘안성시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개소식 및 업무 개시

2014.

01.

10.

식품의약품안전처 ‘안성센터’ 홈페이지 개통

2015.

01.

01.

센터 운영보조금 증액(3억→4억)

2015.

10.

27.

2차(2016-2018) ‘안성시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위탁기관으로 선정

2018.

11.

01.

3차(2019-2021) ‘안성시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위탁기관으로 선정

3) 주요사업
§다양한 영양 및 위생관리 자료 제공 및 지원
§
§ 제철 식재료를 이용한 어린이 건강식단(1~2세, 3~5세)
§ 손쉽게 따라하고 응용할 수 있는 레시피
§ 학부모도 만족하는 가정통신문(영양, 위생)
§ 어린이급식에서 놓쳐서는 안 될 영양 및 위생관련 정보
§선진화된 영양 및 위생 교육
§
§ HACCP 교육 및 자료 제공
§ 노래, 인형극, 게임 등을 이용한 다양한 교육방법 수행
§ 대상별 다양한 교육주제를 선정하고 맞춤형 교육자료 개발
찾아가는 급식소 컨설팅 서비스
§
§ 급식관리, 위생관리, 안전관리 등 급식소에서 필요한 맞춤형 컨설팅 제공
길을 만드는 대학, 경기대표 국립대학 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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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조직도(센터장 : 웰니스산업융합학부 강근옥 교수)

5) 향후 추진전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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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 지속가능공정기술연구센터(CoSPE : Center of Sustainable Process Engineering,)
1) 소개
본 연구센터 CoSPE(http://cospe.hknu.ac.kr)는 다음과 같은 목적을 갖는다.
지속가능한 공정기술 분야 학부 및 대학원 교육 및 연구 과제 수행
지속가능한 공정기술 분야 연구개발/산학협력을 위한 인적, 물적, 재정적 인프라 구축
효율적 연구개발을 위한 국내외 대학, 연구기관 및 산업체와의 네트웍 구축

2) 주요연혁
2014.09.05. 센터 설립
2014.09.15. 센터장 임영일 교수 취임
2015.01.01. HPC (high performance computer) 전산실/연구실 구축
(산학관 412-2호)
2015.05.01. 144 cores (2.7GHz, 24 cores*6 nodes) HPC (3.5 tera flops) 구축
2018.05.01. 188 cores HPC (4.0 tera flops) 확장구축
3) 주요사업
지속가능 공정기술 분야의 국내외 연구 동향 조사 및 각종 연구 사업
지속가능 공정기술 분야에 관한 외부 위탁 연구과제 및 개발사업
지속가능 공정기술 분야의 국내외 전문기관과의 교류 및 공동연구
지속가능 공정기술 분야의 기업체 컨설팅 및 교육

4) 조직도(센터장 : 식품생명화학공학부 임영일 교수)

5) 최근 3년간 주요 실적
구분

2017년

2018년

2019년
(12.31기준)

3년 합계

SCI 논문수 (건)

4

4

7

15

과제 수주 금액 (천원)

277,000

226,000

150,000

653,000

길을 만드는 대학, 경기대표 국립대학 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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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 창의인재개발원
1) 소개
창의인재개발원은 지역산업의 인재육성을 위한 재직자 훈련으로 지역기업의
기술력 향상 및 경쟁력을 제고하고, 변화와 혁신을 추구하는 노사교육을 실시하여
공공부문 노사현장의 안정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2) 주요연혁
2014.03.05. 창의인재개발원 설립
2014.03.31. 원장 류호상 교수 취임

3) 주요사업
교육공무원 및 교원 직무역량 연수
교육청 위탁교육사업
공공기관 노사관계 연수 등

4) 조직도(원장 : 인문융합공공인재학부 류호상 교수)

5) 연수운영 실적
년도

과 정 명

2017년

시설관리 직무 및 노사관계 연수 등 19과정

실시횟수 참여인원
62회

3,003명

2018년 학교시설 점검과 관리를 위한 직무역량 향상과정 등 24과정

51회

1,643명

2019년

학교경영자 직무역량(시설,회계,노무) 향상과정 등 15과정

48회

1,710명

2020년

학교시설관리의 실제와 재난대비 안전교육과정 등 15과정

35회

1,548명

196회

7,904명

합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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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 한살림농식품분석센터
1) 소개
한경대학교와 한살림소비자생활협동조합연합회(이하 한살림)는 농·축·수산물 분석
연구를 위한 산학협약을 체결하고 2015년 3월 한살림농식품분석센터를 개소하였
다. 이에 따라 잔류농약 분석 검사와 방사성물질 및 베조피렌 등 분석이 가능해져
한살림만의 독자적인 분석시스템 구축, 농·축·수산물 분석기술 향상, 전문 연구인력
양성을 기대할 수 있게 되었으며, 소비자들의 신뢰를 받고 있는 한살림 농식품의
품질 안전성과 신뢰성을 더욱 높일 수 있는 계기가 되었다.
본 센터는 분야별 전문 연구 인력을 갖추고 있을 뿐만 아니라 각종 첨단 분석 장비
를 구축하고 국책연구과제 수행과 지역소재 산업체의 연구개발, 분석 및 품질관리
기여를 통하여 산학협력관계를 더욱 강화 시켜나가고 있으며, 2017년 3월 국립농산
물품질관리원으로부터 안전성검사기관(농산물 및 토양 중금속) 지정으로 국가공인
전문 종합 분석기관으로 확대･발전하여 산업체 및 소비자에게 꼭 필요한 분석기관
으로 성장해 나아가고 있다.

2) 주요연혁
2014. 09. 12. 한살림연합·한경대학교 간 산학협력에 관한 협약 체결
2015. 02. 01. 센터장 문준관 교수 취임
2015. 03. 03. 한살림농식품분석센터 개소
2016. 06. 24. 센터장 김계원 교수 취임
2017. 03. 23. 안전성검사기관 지정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2018. 01. 01. 센터장 문준관 교수 취임
2019. 09. 01. 센터장 박성직 교수 취임
2021. 01. 01. 센터장 문준관 교수 취임

3) 주요사업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지정 국가공인 안전성검사기관
교내 및 각종 기관의 연구지원
국책 연구과제 수행
산업체 연구개발, 분석 및 품질관리 지원
길을 만드는 대학, 경기대표 국립대학 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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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조직도(센터장 : 식물자원조경학부 문준관 교수)

5) 보유기기
유기분석

━

액체크로마토그래프 자외선검출기 및 형광검출기(Liquid Chromatograph
Ultraviolet Detector and Fluorescence Detector)

━

액체크로마토그래프 삼중사중극자 질량분석기(Liquid Chromatograph Triple
Quadrople Mass Spectrometer)

━
━
━
━
━

액체크로마토그래프 시간비행 질량분석기 (Liquid Chromatograph Quadruple Time of Flight)
가스크로마토그래프 불꽃이온화검출기(Gas Chromatograph Flame Ionization Detector)
가스크로마토그래프 질소인검출기(Gas Chromatograph Nitrogen Phosphorous Detector)
가스크로마토그래프 전자포획검출기(Gas Chromatograph Electron Capture Detector)
기체크로마토그래프 삼중사중극자 질량분석기 (Gas Chromatograph Triple Quadrople
Mass Spectrometer)

무기분석

━

유도결합 플라즈마 분광분석기(Inductively Coupled Plasma Optic Emission Spectrometer)

방사성분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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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르마늄 감마핵종분석기(High Purity Germanium Detector, HPGe Detect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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너. HK인삼연구센터
1) 소개
안성 및 경기도권을 중심으로 인삼시장 활성화를 위한 인삼·홍삼의 효능 연구,
가공방법 연구 및 분석 지원
지역의 대표적 국립대인 한경대를 통해 객관적인 관점으로 국내에 유통되고 있는
인삼·홍삼제품의 검사(친환경/안전 검사 및 진세노사이드 함량 검사 인증 추진)
인삼·홍삼의 다양한 가공방법의 연구를 통한 효능 및 제품개발 연구, 소규모
생산을 통한 산학협력 구축

2) 주요연혁
2018. 10. 01. HK인삼연구센터 설립
2019. 10. 21. 센터장 임완택 교수 취임

3) 주요사업

길을 만드는 대학, 경기대표 국립대학 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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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조직도(센터장 : 생명공학부 임완택 교수)

5) 향후 발전계획
인삼의 핵심지표성분인 진세노사이드 표준품을 자체 제작하여 전국의 필요한 연
구소 및 사업체에 공급하며, 자체분석으로 전국에서 믿을 수 있는 인삼·홍삼류의
분석기관으로 발돋음
한경대의 친환경농축산물 가공 및 분석 특화 사업과 맞물려가면서 믿을 수 있는
효능 있는 인삼·홍삼 가공 방법 연구 및 제시
안성시, 안성인삼농협조합, 경기무역공사, 경기도, 경기도의 인삼가공업체 들과
연계하여 중·대형 연구과제 유치
1년에 1회 학술세미나 개최 및 지역산업체 맞춤 교육 수시 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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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 한국미래융합기술연구원
1) 소개
한국미래융합기술연구원(Korea Institute of Future Convergence Technology;KCT)
은 그동안 단일 기술로 해결할 수 없는 사회문제를 여러 분야의 기술을 활용하여
구체적인 해결책을 제시하는 융합 기술 연구를 추진하기 위하여 설립되었다. 융 ·
복합 연구 및 산-학-연-정 협력을 통한 미래 선도 기술 개발을 수행함으로써 기술
의 고도화를 넘어 기술-산업의 융합을 통한 새로운 가치 창출을 목적으로 한다.
5대 핵심 연구 분야를 선정하여 융‧복합 연구 및 산-학-연-정 협력을 통한 공동연
구를 활발히 추진하고 있다. 한국미래융합기술연구원은 오픈 이노베이션을 기반으
로 다양한 외부 참여자들과 함께 우리 사회의 난제를 해결하고 미래 선도 기술을
개발함으로써 사회적 가치를 창출해나가는 연구기관을 목표로 운영하고 있다.

2) 주요연혁
2019. 04. 30. 국토교통부, 「도로 미세먼지 저감기술 개발 및 실증연구 사업」
선정(사업비 240억, 사업기간 5년)
2019. 07. 24. 한국미래융합기술연구원 출범
2019. 10. 24. 연구원장 정명규 교수 취임
2019. 10. 29. 한국미래융합기술연구원-미국 록히드마틴사 MOU 체결
2019. 11. 22. 안성시,「안성시 미세먼지 발생원인분석 및 대기질 개선방안」
연구용역 사업 수행

3) 주요사업

길을 만드는 대학, 경기대표 국립대학 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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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조직도(원장 : 정명규 교수)

5) 향후 추진계획
5대 연구 분야 수행
Cognitive AI 센터

━
━

연구목적 : 산업의 생산성과 경쟁력을 제고 할 수 있는 AI 기반 생산 기술 개발
개발내용 : 빅데이터 기술을 활용한 산업 특화 AI 기술 개발、산업 현장에
활용할 수 있는 분석 알고리즘 개발

도시형 스마트팜 Carbon Neutral

━
━

연구목적 : 기술 간 융합을 통한 도시형 스마트팜 기반 기술 확보
개발내용 : 에너지 저장 기술 및 자동화 기술 개발을 통한 도시형 스마트팜 공정
기술 개발, Carbon Neutral 재배 기술 개발

미세먼지 저감기술

━
━

연구목적 : 사회문제 해결을 위한 초미세먼지 추적 ·측정 기술 및 저감 기술 확보
개발내용 : 미세먼지 발생 원인분석 및 대기질 개선방안 연구, 미세먼지 내
부유미생물 조사 연구, 도로변 미세먼지 저감 친환경 기능성
무기계복합재료 개발, 도로시설물 개발, 도로변 미세먼지 취약지점
모니터링을 위한 미세먼지 및 전구체(NOx) 감지기술 개발, 도로변
미세먼지 저감기술 실증 및 효과 검증

차세대 Non-Woven 소재

━
━

연구목적 : 산업용 차세대 소재 개발을 위한 연구 및 제조 기술 확보
개발내용 : 자동차용, 산업용 초미세먼지 필터 기술 개발, 고흡수성 ·생분해성
차세대 소개 개발, 고탄성 인조피혁용 부직포 기술 개발

플라스틱 Up-Cycling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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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목적 : 폐플라스틱의 고부가 재자원화를 위한 Up-Cycling 기술 확보
개발내용 : 초민감-간편 미세플라스틱 검출 기술 개발, 폐플라스틱 분해를 위한
촉매 기술 개발, 폐플라스틱의 소재화를 위한 생산공정 기술 개발,
생분해성 플라스틱 제조 기술 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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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 국가농업용수연구센터
1) 소개
본 연구센터 국가농업용수연구센터(National Agricultural Water Research
Center)는 다음과 같은 목적을 갖는다.
4차 산업 시대를 이끌어 나갈 농업용수관리 연구수행 기관의 필요성 증대
농업용수관리 연구의 구심점으로써 사회에 공헌할 수 있는 전문 인력 양성
연구소를 이용한 연구교류 및 농업용수 문제 해결센터 역할 수행
학제적 지식기반을 이용한 폭넓은 융합교육 및 융합연구 활성화

2) 주요연혁
2019. 12. 09. 국가농업용수연구센터 설립
2019. 12. 12. 센터장 남원호 교수 취임
2021. 01. 15. 김진택 전임연구교수 임용

3) 주요사업
국가 물관리일원화 체계를 맞이하여 농업용수관리(가뭄 대응, 환경유지용수관리,
관개효율화, 용수자원정보화) 등을 위하여 농식품부 및 농어촌공사와 협력하여
지역농업용수 정보화, 정책개발
대학 내에 센터 설립과 센터를 기점으로 하여 농업용수와 관련한 거버넌스들과의
협업을 통한 농업용수관리 연구수행
사회적 요구에 부응하여 당면한 문제를 주도적으로 해결하는 연구를 하고 이에
걸맞은 인재를 발굴 및 양성함으로써, 대학 발전에 기여하고 해당분야의
전문인으로서 사회에 공헌
농림부 및 농어촌공사, 농어촌연구원, 농촌진흥청 등과 활발한 연구 교류를 통하여
농업용수 관리 분야의 발전을 도모하는 기틀을 마련함으로써 공학 등 타 전공
및 지역 산업체에서 대두되는 농업용수 문제 해결

4) 조직도(센터장 : 사회안전시스템공학부 남원호 교수)
국가농업용수연구센터의 조직도는 아래 그림과 같음. 연구소장은 연구소 운영의
총괄적 업무를 담당하며, 각 분과는 분과위원장의 책임 아래 분과 운영을 담당함.
연구소장 : 연구소 대표 및 운영 총괄
운영위원회 : 연구소 운영방안 및 발전방안의 협의
길을 만드는 대학, 경기대표 국립대학 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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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지원팀 : 연구소의 행정 및 사무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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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 백두산연구센터
1) 소개
백두산은 우리 민족의 성산이자 우리 역사의 발상지이다. 게다가 최근 중
국에서는 백두산의 귀속권 및 경제 문화적 주도권을 장악하기 위해 ‘백두
산공정(장백산문화건설공정)’을 추진하고 있다. 그런데도 우리 사회에서는
백두산의 역사, 신화, 자연생태, 백두산정계비를 둘러싼 조선･청조 간의 영
토분쟁, 북한과 중국의 백두산 분할･귀속･관리 실태, 한반도통일 과정에서
백두산 문제가 미칠 영향 등에 대해서는 잘 모르고 있다. 더욱이 국내에는
백두산을 연구하는 전문기관이 하나도 없다. 백두산연구센터는 중국의 ‘백
두산공정’의 추진 배경, 의도, 추진 실태 등을 분석하는 동시에, 백두산의
역사, 문화, 전설, 신화, 지리, 화산, 지질, 자연생태, 기후 등을 연구하는 동
시에 백두산 문제를 국민들에게 적극적으로 알려서 경각심을 갖도록 하는
데에 목적을 두고 있다.
2) 주요연혁
2020. 12. 18. 백두산연구센터 설립
2021. 01. 25. 센터장 윤휘탁 교수 취임
2021. 03. 11. 한국연구재단 일반공동연구지원사업 신청

3) 조직도(센터장: 브라이트 칼리지 윤휘탁 교수)

길을 만드는 대학, 경기대표 국립대학 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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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부설연구소

가. 행정연구소
1) 소개
본 연구소는 지방화, 정보화, 세계화의 물결을 이해하는데 기여하고 있다. 특히
공공부문에서, 본 연구소는 지역사회문제의 해결을 위한 새로운 이론의 정립과
구체적이고 실천적인 정책대안을 탐색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그리고 본
연구소는 각종 연구사업과 다양한 세미나의 개최를 통해, 연구와 교육의 연계를
위해 노력하고 본 대학의 위상 제고에 기여하고 있다.

2) 주요연혁
설립일 : 1996. 11. 1.
역대 소장 : 류호상 교수(정책학 전공), 이원희 교수(재무행정 전공), 박국흠 교수
(계량행정 전공), 원준호 교수(인사행정 전공) 등

3) 주요사업
행정학 및 행정제도 분야에 관한 국내ㆍ외 연구자료의 수집 및 조사 연구
외부로부터 위탁받은 연구사업의 수행
연구논문집 및 각종 간행물 발간
정책세미나 및 연구발표회 개최
기타 본 연구소의 목적에 부합되는 연구 및 학술, 교육, 컨설팅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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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조직도(소장 : 인문융합공공인재학부 최승범)

5) 향후 발전계획
경기도 및 안성 인근 지역에 관한 행정 및 사회발전 연구
황해권 시대 경기도를 기반으로 외국의 대학연구소와 학문적 교류
지역의 인재 발굴 및 양성사업
공무원 및 직장인 평생교육센터로서의 역할

길을 만드는 대학, 경기대표 국립대학 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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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건설공학연구소
1) 소개
우리 대학이 보유하고 있는 우수한 연구시설을 활용하여 공공기관과 산업체간의
공동연구 및 기술자문을 시행함으로써 건설기술 발전을 촉진시키고 나아가 지역사
회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건설관련학부인 건설환경공학부, 건축학부,
사회안전시스템공학부의 교수진으로 구성된 건설공학연구소는 전문적이고 종합적
인 연구와 분석으로 다양하게 제기되는 건설기술에 관한 문제의 해결 방안을 제시
함으로써 기술발전에 기여함과 동시에 실용학풍의 제고로 지역 사회와 국가 발전에
대학의 역할을 다하고 있다.

2) 주요연혁
설립일 : 1996. 11. 1.

3) 주요사업
국토의 효율적인 개발과 관리를 위한 조사연구
산업상 긴요한 공업기술 및 경영에 관한 조사, 시험 및 연구
건설 및 환경 영향평가 연구
산업기술에 관한 지도 및 훈련
학술연구 발표회, 토론회, 강연회, 공개강좌 및 전시회의 개최
국내 및 국제간의 학술 교환
산업발전에 관한 홍보, 도서발간 및 관계 문헌의 수집

4) 조직도(소장 : 건설환경공학부 김운학 교수)

5) 향후 발전계획
경기지역의 건설업체와 연계하여 건설기술의 향상을 위한 공동 연구개발을
도모하고, 건설현장의 안전성, 시공성, 경제성 등을 확보할 수 있는 건설기술 및
개선방안을 제시함으로써 건설산업체의 발전을 이루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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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글로벌 K-푸드 연구소
1) 소개
창의적 전통식품 융⦁복합을 기반으로 한 글로벌 K-푸드 연구소는 1) 전통식품을
기반으로 한 K-푸드 특성화 연구소 운영, 2)국정 목표⦁농정목표와 R&D 정책과
연계성 일치, 3)안성 지역산업과 연계한 특성화 추진, 4)전통식품 연구기관으로 4
차 산업전문가 양성, 5)고부가가치 제품 연구개발에 따른 농가소득 증대 등의 매우
큰 효과가 기대된다. 따라서 본 연구소는 전통식품 산업과의 융⦁복합 연구를 통해
글로벌 마인드를 가진 창의적인 K-푸드 전문가 양성 및 기술개발을 목표로
설립되었다.

2) 주요연혁
1997. 02. 01. 식품생물산업연구소 설립
1997. 02. 01. 연구소장 박장우 교수 취임
1999. 08. 01. 연구소장 손종연 교수 취임
2001. 08. 01. 연구소장 정하열 교수 취임
2003. 08. 01. 연구소장 박장우 교수 취임
2005. 08. 01. 연구소장 심재용 교수 취임
2007. 01. 01. 연구소장 배송환 교수 취임
2009. 01. 01. 연구소장 손종연 교수 취임
2010. 01. 01. 연구소장 조규성 교수 취임
2011. 01. 01. 연구소장 심재용 교수 취임
2012. 01. 01. 연구소장 정하열 교수 취임
2013. 01. 01. 연구소장 박장우 교수 취임
2015. 01. 01. 연구소장 배송환 교수 취임
2017. 01. 01. 연구소장 하재원 교수 취임
2019. 01. 01. 연구소장 라채훈 교수 취임
2019. 07. 22. 글로벌 K-푸드 연구소로 명칭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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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주요사업
대학과 식품산업계의 공동발전을 위한 연구 활동
새로운 식품소재 및 기능성 식품 개발
기업체의 연구용역 및 신제품개발
전통식품의 보존, 계승 및 세계화
학술연구 발표회, 강연회, 공개강좌 및 전시회 개최
산업발전에 관한 홍보, 도서발간 및 관계문헌의 수집

4) 조직도(소장 : 식품생명화학공학부 라채훈 교수)

5) 향후 발전계획
경기도에 소재하고 있는 식품생산업체와 연계하여 지역특산물을 이용한 새로운
가공식품의 개발 및 안전성확보, 신소재 기능성식품 원료 개발, 전통식품의
과학화를 주도적으로 진행하여 지역식품산업의 특화 발전을 돕고 연구소 재정 기반
강화 및 연구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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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디자인연구소
1) 소개
지식정보화 사회의 도래와 함께 국가 경쟁력에 핵심적인 요소로 부각되고 있는
디자인 분야의 양적 팽창에 대응하고 디자인 개발의 질적 수준을 향상시키기 위해
1997년 2월 1일 설립되었다.
디자인연구소는 디자인분야의 새로운 변화를 선도하는 활발한 연구 환경 제공과
더불어 디자인 개발 연구를 직접 주도함으로써 본교의 장기적인 발전과 지역사회
및 국가산업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경쟁력 있는 디자인 개발을 위한 풍부한 실무경험을 갖춘 우수한 연구 인력과
다양한 정보수집 능력을 갖춘 정보 네트워크, 전략적인 디자인 개발 노하우 등을
축으로 한 효율적인 디자인 개발 프로세스가 디자인연구소의 경쟁력이다.

2) 주요연혁
설립일 : 1997. 2. 1.

3) 주요사업
산업체 및 외부기관으로부터 의뢰된 연구용역 수행
연구소의 학술연구 조성 및 지원에 관한 사항
국내외 디자인관련 자료수집 및 조사연구
연구실적 논문집 및 연구소지 등 각종 간행물 발간

4) 조직도(소장 : 디자인건축융합학부 이상선 교수)

길을 만드는 대학, 경기대표 국립대학 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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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향후 발전계획
디자인연구소는 첫째, 산학협력 과제를 지속적으로 개발하고 수행함으로써
지역거점 디자인개발 기관으로서 경쟁력을 확보하며 둘째, 디자인 기획에서 개발,
마케팅을 포괄하는 디자인브랜드 개발을 통해 연구소와 학교의 수익창출에 기여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한다. 셋째, 저명한 디자이너들을 초빙하여 학술 세미나를
개최하고 캡스턴디자인과 디자인워크샵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현장중심의 디자이너
양성 교육프로그램을 지원한다.
특히 디자인연구소는 한경대학교 디자인 학과와 디자인 특성화 사업단인 창의창업
혁신사업단을 연계한 체계적인 협력시스템의 핵심역할로서 경쟁력을 확보한다.
한경대학교 디자인학과는 현장중심 교육허브(Education Hub)로서 창의와 창업 및
사업화 균형인재 배출을 위한 체계적인 교육과정을 수행하고 디자인연구소는
산학협력 중심 과제를 연구 발굴하는 현장중심 창의 연구허브(Research Hub)
역할을, 창의창업혁신사업단은 창의적 아이디어를 바탕으로 혁신적 가치를
추구하는 창업혁신 실천허브(Activation Hub)로서 역할을 수행하여 지역산업 및
지역문화개발에 기여하는 현장 중심 과제를 직접 기획, 연구 발굴하는 통합적
창의창업인큐베이션을 추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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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 경영연구소
1) 소개
세계화ㆍ지방화와 더불어 대내ㆍ외적인 환경은 급격히 변화하고 있다.
대외적으로는 WTO(세계무역기구) 설립과 함께 지구촌이라는 단일시장을 무대로
각국의 각 기업은 무한경쟁시대에 들어섰다. 대내적으로는 지방화시대를 맞이하여
지역특성에 맞는 기업경영연구 및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한 연구의 중요도를
더해가고 있다.
본 경영연구소는 이와 같은 산업경영환경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며 기업의
글로벌 경쟁력을 제고시키기 위한 이론 및 정책대안을 제시하여 지역사회 및
국가발전에 이바지 하고자 한다.

2) 연 혁
설립일 : 1997. 4. 1.

3) 주요사업
기업의 경영컨설팅과 기업경영 및 지자체의 연구개발 사업 그리고 조직 및 산업체
관련 교육사업을 수행한다.

4) 조직도(소장 : 법경영학부 신용재 교수)

5) 향후 발전계획
지역 내의 기업들과의 산학협력을 통한 기업의 글로벌 경쟁력향상 방안을
제시하며, 이를 학문적 발전에 토양으로 삼아 내실 있는 연구를 지원한다. 향후
동북아 지역경제와 연관된 주변 환경의 정치 경제적 변화에 대응할 수 있는 연구를
하여 기업경영 및 국가경영에 기여할 정책대안을 제시한다.
길을 만드는 대학, 경기대표 국립대학 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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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 환경연구소
1) 소개
도시화, 산업화로 우리나라의 오염문제는 날로 심각해져 가고 있으며 특히
수도권의 환경오염 문제는 이미 돌이킬 수 없는 한계선을 넘어서고 있다. 우리
대학은 오염이 심각한 수도권에 위치하고 있는 경기도 유일의 국립대학으로서
지역사회의 당면한 오염문제 뿐만 아니라 중ㆍ장기적인 오염문제를 예방하고
해결하기 위하여 설립되었다.

2) 주요연혁
설립일 : 1997. 5. 1.

3) 주요사업
환경과학기술의 발전을 위한 기술개발
환경보전에 관한 교육 및 훈련
학술강연회, 연구발표회 및 토론회의 개최
연구자료의 수집, 논문집 및 기타 간행물의 발간
국내 및 국제간의 학술 교환
위탁받은 연구용역 및 자문
산업기초시설 자문 및 산학협력 구축

4) 조직도(소장 : 건설환경공학부 김인배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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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IT융합연구소
1) 소개
IT융합연구소는 1997년 7월 본 대학교 정보제어공학과, 전자공학과, 전기공학과 교
수를 주축으로 기업의 현장애로기술 지원, 신기술개발, 산학협력사업 및 인재육성
을 목적으로 설립되었으며, 산학연 클러스터 활동의 중심이 되기 위하여 전문분야
별 교수진 중심으로 연구에 매진하고 있다.

2) 주요연혁
1997. 07. 01. 전자기술종합연구소 설립
1997. 07. 01. 연구소장 박현식 교수 취임
1999. 07. 01. 연구소장 이택기 교수 취임
2002. 05. 01. 연구소장 유동상 교수 취임
2004. 04. 23. 연구소장 이희진 교수 취임
2006. 04. 07. 연구소장 성규제 교수 취임
2008. 04. 25. 연구소장 김상훈 교수 취임
2009. 06. 24. 연구소장 김용태 교수 취임
2009. 10. 14. IT융합기술연구소로 명칭 변경
2011. 08. 16. 연구소장 유재하 교수 취임
2012. 08. 27. 연구소장 이우철 교수 취임
2012. 09. 13. IT융합연구소로 명칭 변경
2014. 09. 22. 연구소장 최현호 교수 취임
2015. 10. 01. 연구소장 이호원 교수 취임
2016. 10. 10. 연구소장 김규호 교수 취임
2017. 10. 01. 연구소장 유윤섭 교수 취임
2018. 09. 01. 연구소장 이인호 교수 취임
2018. 10. 10. 연구소장 김수찬 교수 취임
2019. 10. 01. 연구소장 이호원 교수 취임
2021. 01. 01. 연구소장 백승재 교수 취임

3) 주요사업
산업발전에 따른 기업의 현장 기술수요 분석
핵심전문가 지원, 공동연구개발, 인턴쉽 추진
신기술개발과 산학협력 인재양성을 통해 경쟁력 강화
길을 만드는 대학, 경기대표 국립대학 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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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조직도(소장 :전자전기공학부 백승재 교수)

연구부 및 연구진
소속

로봇 및
제어계측
연구부

정보통신
연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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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수명

관심분야

연락처

박장환

필드버스 자동화 설계

031) 670-5291
jhpark@hknu.ac.kr

김한정

반도체 소자, 레이저 계측 초진공 설계

031)670-5291
hjkim@hknu.ac.kr

이희진

지능로봇 제어시스템, 빌딩 및 공장자동화,
임베디드 시스템

031)670-5294
lhjin@hknu.ac.kr

유동상

제어 및 자동화, 로보틱스 PC, 기반제어시스템

031)670-5322
dsyoo@hknu.ac.kr

김용태

지능시스템, 지능로봇, 제어시스템, 유비쿼터스,
헬스케어시스템, 진동제어

031)670-5292
ytkim@hknu.ac.kr

김동연

이동ㆍ 근거리무선 통신망 설계 스마트카드

031)670-5194
dykim@hknu.ac.kr

이인호

다중 안테나 무선 통신 시스템, 협력 통신 시스템

031)670-5197
ihlee@hknu.ac.kr

최현호

차세대 이동통신 시스템

031)670-5297
hhchoi@hknu.ac.kr

이호원

무선지능네트워크, 머신러닝기반 통신,
6G UAV 통신

031)670-5198
hwlee@hknu.ac.kr

김기훈

통신 시스템, 무선 통신

임승찬

무선통신 및 신호처리

031)670-5191
keehk85@hknu.ac.kr
031)670-5423
sclim@hknu.ac.kr

V. 부속시설/산학협력단/부설연구소

소속

교수명
이택기

전력전자
연구부

이우철
김규호
백승재
박현식

전자부품
연구부

유윤섭
성규제
김명회
김상훈
유재하

HCI
연구부

김수찬
전병태
조명진

━

관심분야

연락처

031)670-5321
tklee@hknu.ac.kr
SMPS, Power Factor Colledtion UPS, APF,
031)670-5323
무효전력보상장치
woocheol@hknu.ac.kr
031)670-5324
전력계통, 신재생 에너지
kyuho@hknu.ac.kr
031)670-5325
지능형 반도체, 3세대 태양전지
sjbaik@hknu.ac.kr
semiconductor , display, micro sensor device,
031)670-5193
LED, OLED, MEMS
hspark@hknu.ac.kr
RF 단일 전자 트랜지스터 설계,
031)670-5293
하이브리드 회로 설계
ysyu@hknu.ac.kr
031)670-5195
마이크로웨이브 수동소자 설계
gjsung@hknu.ac.kr
고주파 집적회로 설계, EMI/EMC,
031)670-5295
능동위상배열 레이다 시스템
mhkim80@hknu.ac.kr
031)670-5296
얼굴정보 영상인식 및 처리, 생체 인식
kimsh@hknu.ac.kr
적응필터 설계, 잡음제거기 설계,
031)670-5196
음성CODEC 구현
yjh@hknu.ac.kr
생체 신호처리 시스템, 비접촉ㆍ비간섭 인체
031)670-5425
감성감지 시스템
sckim@hknu.ac.kr
031)670-5352
멀티미디어 영상처리
chunbt@hknu.ac.kr
031)670-5298
3차원 컴퓨터 비전 및 패턴인식
mjcho@hknu.ac.kr
전동기 제어, 인버터 설계

로봇 및 제어계측연구부 : 21세기 정보화 사회에 발맞추어 인간 친환경 감성 로봇을
구현하며 아울러 실생활에서 함께 생활할 수 있는
감성로봇에 대한 연구

━

정보통신 연구부 : 유무선 통신 인프라 및 다양한 플랫폼간의 통신 프로토콜에
관련하여 연구를 진행하고 이를 기반으로 한 통신 기술 연구

━

전력전자 연구부 : 대부분의 전자 시스템 기반이 되는 전력 변환 관련 원천기술
및 전기기기 제어에 관한 연구

━

전자부품 연구부 : 고주파수화, 마이크로화, 고정밀, 다기능, 모듈화 추세의 발전
동향에 따른 새로운 전자부품의 개발에 대한 연구

━

HCI 연구부 : Human computer interface 관련 영상처리와 인공지능 처리 기법 연구

길을 만드는 대학, 경기대표 국립대학 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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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 유전공학연구소
1) 소개
유전공학기술을 이용한 생명과학분야의 연구로 생산성 향상과 국민의 건강증진
그리고 국민 경제 향상에 이바지 하며, 나아가서 인류의 복지증진에 기여함을
목표로 하고, 유전공학은 제3의 생산혁명을 주도할 과학기술이고, 특히 최근에는
의약품의 생산에 이르기까지 국가경쟁력과 가장 밀접한 분야이며, 따라서, 본
연구소는 유전공학 기술을 이용한 동물, 식물, 미생물 분야의 학문적 연구와
실용화로 식량자원의 증산, 신 의약품의 개발, 에너지 자원의 개발로 국가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함

2) 주요연혁
설립일 : 1996. 6. 16.

3) 주요사업
연구사업 및 연구지원 사업

━

동물, 식물, 미생물, 환경 분야에서 유전공학기술을 이용한 제반 연구사업의 추진

교육훈련사업

━

국가사회가 필요로 하는 첨단생명과학 기술 인력의 양성을 위한 교육과
산업현장에서 일할 기술 인력의 양성 및 보급

학술회의 개최

━

연구결과에 대한 평가와 활용성을 넓히고 과학시술 정보의 교환을 위한 학술
심포지움 및 간담회

출판사업

━

연구결과의 보존과 보급 그리고 국내외적으로 널리 홍보하며, 산업현장에서
응용할 수 있도록 출판사업을 한다. 필요에 따라 news letter, proceeding, 연수
및 홍보 책자 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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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조직도(소장 : 생명공학부 강권규 교수)

5) 향후 발전계획
중장기 연구목표
1단계 유전공학 연구소를 교내 최첨단 연구소로 발전
2단계 공동연구원 확보 및 기자재 확보
3단계 연구소 자체 운영비 확보

중장기 연구계획 요약
중점연구소지원과제
연구소 자체 추진 연구과제

연구소의 운영 및 발전 계획
연구소 소속대학의 전문화 / 특성화 방향
연구소의 전문화 / 특성화를 위한 계획
연구소 자생력 확보 방안 등을 포함

전임연구인력 확보 및 육성 계획
우수인력 확보 방안 및 대우, 향후 활용 계획

교육과 연구의 연계 계획
연구소 내 강좌개설(학점인정여부) 또는 대학원 과정 설치 및 운영 계획
인력양성 프로그램 운영 계획

길을 만드는 대학, 경기대표 국립대학 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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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 농촌환경과학연구소
1) 소개
농업 및 농촌관련 기술개발연구 사업의 추진 수행과 첨단농업과학 기술의 지도 및
훈련, 농업 및 생물과학 관련 자료의 정비, 국내ㆍ국제 학술대회 및 교류, 강연회,
발표 및 토론회의 개최 등을 통하여 농업 및 과학기술의 발전을 도모한다.

2) 주요연혁
설립일 : 1997. 6. 16.

3) 주요업무
농촌의 생산환경, 주거환경, 가정생활환경과 관련된 연구사업의 추진 및 수행
첨단농업과학기술의 지도 및 훈련
농촌 환경 관련 자료의 정비 및 국내·국제 학술대회 교류
정기·부정기 강연회, 발표 및 토론회 개최 등

4) 조직도(소장 : 사회안전시스템공학부 박성직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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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 화학기술연구소
1) 소개
화학산업 중 첨단산업으로 분류되는 정밀화학산업 분야와 차세대 성장 동력으로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바이오산업 분야의 기술개발, 자문 및 공동 연구 활동을
수행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2) 주요연혁
1999. 04. 21. 계면공학연구소 개소
1999. 05. 01. 연구소장 태범석 교수 취임
2000. 09. 04. 연구소장 이광남 교수 취임
2002. 09. 04. 연구소장 박준서 교수 취임
2003. 04. 01. 연구소장 김영호 교수 취임
2004. 04. 23. 연구소장 김영기 교수 취임
2006. 03. 10. 연구소장 이학영 교수 취임
2007. 01. 18. 화학기술연구소로 명칭 변경
2007. 01. 18. 연구소장 이학영 교수 취임
2007. 12. 28. 학내 부설연구소 평가에서 장려상 수상
2009. 07. 01. 연구소장 이광남 교수 취임
2013. 01. 21. 연구소장 고형림 교수 취임
2013. 05. 31. 학내 부설연구소 평가에서 장려상 수상
2016. 12. 29. 학내 부설연구소 평가에서 장려상 수상
2017. 01. 21. 연구소장 엄병환 교수 취임
2018. 03. 14. 연구소장 박준서 교수 취임
2020. 03. 31. 연구소장 김영기 교수 취임

3) 주요사업
고부가가치 환경친화형 정밀화학 소재 연구개발, 환경친화형 청정기술 개발, 신물
질 합성, 신공정개발 분야 등에서 실험실적으로 개발된 기술의 상업화 지원, 고급
기술인력 및 평가전문 인력 양성을 위한 교육훈련, 화학기술 정보시스템의 구축

길을 만드는 대학, 경기대표 국립대학 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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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조직도(소장 : 식품생명화학공학부 김영기 교수)

화학기술과 관련된 각종 연구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위의 기구표와 같이
3개의 화학기술 전문연구부와 각 연구부의 업무지원, 화학기술 분야 정보 시스템
구축, 산ㆍ학 협력 지원을 위한 대외협력실로 구성되어 있다. 또한 연구소 운영과
관련하여 심의기구인 운영위원회를 두어 각종 안건을 심의하고 연구소 회계 및
제반운영을 감사하여 운영위원회에 보고하는 감사를 두고 있다.

5) 향후 발전계획
고유가 지속, 환경규제 강화, 새로운 소재에 대한 요구 증대 등 최근의 화학산업을
둘러싼 환경이 급변에 대처하기 위하여 화학기술연구소는 green chemistry,
nano-technology, 화학기술과 생명과학/정보기술과의 접목을 통해 기능성 화학물
질 개발, 기존제품의 성능개선 및 신공정 개발을 확대할 계획이다. (그림 1 참조)

그림 1. 화학기술연구소 향후 중점 사업 분야
286 _

V. 부속시설/산학협력단/부설연구소

카. 유전정보연구소
1) 소개
국내 가축 종자산업에서의 국가단위 유전평가 시스템 확보
동물 유전체 해석 및 BT기술의 활용을 위한 IT 응용 모형 설계
국내에서 처음으로 대학에서 국가단위 경제동물의 유전능력 평가와 산ㆍ학ㆍ연
공동으로 유전자원 개발 및 첨단 생명공학 분야의 기술개발 및 관련 산업체에의
자문 및 공동 연구 수행

2) 주요연혁
2002. 09.

유전정보연구소 개소

2002. 09.

연구소장 전광주 교수 취임

2004. 04.

연구소장 이학교 교수 취임

2005. 05.

연구소장 전광주 교수 취임

2011-2012

International Bovine DNA STR Typing Comparison test rank 1

2013. 05.

학내부설연구소 평가에서 우수연구소 선정

2014. 04.

학내부설연구소 평가에서 최우수연구소 선정

2013-2014

International Bovine DNA STR Typing Comparison test rank 1

2015

학내부설연구소 평가에서 우수연구소 선정

2015-2016

International Bovine DNA STR Typing Comparison test rank 1

2017

학내부설연구소 평가에서 장려연구소 선정

2017-2018

International Bovine DNA STR Typing Comparison test rank 1

2018-2019

International Bovine DNA STR Typing Comparison test rank 1

3) 주요사업
국가 유전전략 수립을 위한 정책 자료 발굴 및 제시
국가 유전체 정보화 사업의 공동참여, 생명공학분야 및 유전자원의 자료 관리시스템 구축
산ㆍ학ㆍ연 관련기관의 연구발표회ㆍ교육ㆍ세미나 개최, 국제연구 및 학술교류
농업생명공학 원천기술 개발 및 실용화와 미래 선도 기술 확보를 위한 국가
공동연구사업 참여

길을 만드는 대학, 경기대표 국립대학 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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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조직도(소장 : 생명공학부 전광주 교수)

5) 향후 발전계획
가축 유전육종분야 국가연구소와의 유전정보 분석 관련 컨소시엄 구성
국책 연구과제의 수행을 위한 교내 연구 전담 팀 구성
지역 축산 및 동물 산업 분야와의 공동 연구 협력시스템 구축
동북아 및 동남아 지역의 유전자원 공동 개발 협력 사업
동물 유전정보 및 생체정보시스템 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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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 식물생태화학연구소
1) 소개
지구온난화로 인한 자연생태자원의 피해를 학술적으로 연구하고, 식물을 이용한
바이오에너지 생산기술개발과, 극미세 나노구조분석을 통한 생명현상의 신이론
정립, 자원식물로부터 천연물을 추출ㆍ정제하여 고부가가치 의약품을 생산하는
기술 개발을 목표로 한다.

2) 주요연혁
2003. 12.

식물생태화학연구소 설립

2004. 10.

농약잔류분석기관 지정

2005. 01.

OECD 농업환경13개 지표 국제세미나

2006. 02. 15. 연구소장 이상은 교수 취임
2007. 01.

원자현미경을 이용한 농산물 품질관리 시스템구축

2008. 07.

잡초 부들로부터 세계최초 바이오에탄올 추출성공

2009. 01.

미국농무성(USDA) 및 버지니아텍 바이오에너지 공동연구수행 합의

2009. 03. 25. 연구소장 김태완 교수 취임
2015. 09. 01. 연구소장 이상은 교수 취임
2017. 04. 14. 연구소장 김태완 교수 취임

3) 주요사업
교육 : 식물해부자료화를 위한 영구표본제작 전문 교육 과정 운영
연구활동 : 나노구조분석, 단백정보학연구(Proteomics), 광합성분석, 농약잔류분석

━

보유장비: 원자현미경, 미세주사현미경, 투과전자현미경, SELDI-TOF, MALDI-TOF,
엽록소형광분석기, 열적외선카메라, NMR

저서발간 및 연구 결과 국제공동 발표회 개최

길을 만드는 대학, 경기대표 국립대학 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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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조직도(소장 : 응용자원환경학부 김완태 교수)

5) 향후 발전계획
세계바이오에너지 시장점유를 위한 선도적 국제공동연구프로젝트수행
국내외 희귀 자원식물 식생분석을 위한 국제공동 생태조사 사업 참여
한의학분야의 천연물정제 산업 기술 수요에 맞춘 전문 기술 교육 과정 개발
Hankyung Herbarium 설립을 위한 국내자생자원식물 종자 D/B화(800종)
나노구조분석에 의한 수학적 식물생태 및 분류특성 분석을 통한 Nature, Science
등 세계적 권위의 학술잡지 논문 게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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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 인간과학응용연구소
1) 소개
인간이 다양한 환경에서 쾌적하고 안전하며 능률적으로 활동하여 원하는 과업을
적절히 수행할 수 있게 하기 위하여 인간과 주변 환경의 인터페이스를 연구하는
다학제간 연구 그룹이다. 이 연구소는 인간공학, 의공학, 산업의류학, 스포츠과학,
건축학, 산업공학 등 다양한 학문의 전문가들이 참여하여 Human Interface를 공통
주제로 하여 공동 연구를 수행하기 위한 목적으로 설립되었다.

2) 주요연혁
2003. 05.

인간과학응용연구소 설립

2003. 09. 09. 연구소장 박재희 교수 취임
2008. 01. 15. 연구소장 이인석 교수 취임
2012. 02. 24. 연구소장 박재희 교수 취임
2017. 11. 10. 연구소장 이인석 교수 취임
2018. 02. 01. 연구소장 김수찬 교수 취임

3) 주요사업
연구 : 인간공학적 작업 유해요인 평가, 제품 평가 등의 실험 연구 수행

━

보유 실험 장비 : 3차원 동작분석시스템, 체압분포측정시스템, 힘판, 근전도 측정기,
산소소모량측정기, 안구운동 측정기, 생체신호측정기(환자감시장치),
누설전류측정기, 신호 및 주파수 분석기, 임피던스측정기 등

교육 : 기업체 안전보건 관리자 대상의 인간공학 전문 교육 과정 운영

━

작업관련 근골격계질환 예방을 위한 인간공학 전문 교육 과정 등

컨설팅 : 기업체 작업장 유해요인 평가 및 작업환경 개선 기술 컨설팅 수행

━

컨설팅 수행 실적 : 기아자동차, 동국제강, 위니아, 모딘코리아, 태평양제약, 젝셀
발레오, 한벨헬리콥터, 만도 등

실험연구 : 인간공학적 작업 유해요인 평가, 제품 평가 등의 실험 연구 수행
연구자료 발간 및 연구 결과 발표회 개최 등

길을 만드는 대학, 경기대표 국립대학 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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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조직도(소장 : 전자전기공학부 김수찬 교수)

5) 향후 발전계획
산업계 기술 수요에 맞춘 전문 기술 교육 과정 개발
자동차 시트, 사무용의자 등에 대한 인증평가 사업 수행
농업 분야의 인간공학 및 응용 기술 접목을 통한 지역 산업과의 연계 강화
장애인과 고령자의 인간공학 기술 응용을 통한 액세서블디자인 연구의 활성화
정기적 연구 및 기술 자료 개발 및 보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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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 컴퓨터시스템연구소
1) 소개
정보기술의 확산에 따른 지역 산업구조의 변화와 요구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고,
정보화 사회에 필요한 지식과 정보기술을 연구하고, 기업의 현장애로기술 지원,
신기술개발 그리고 인재육성을 목적으로 설립되었다.

2) 주요연혁
설립일 : 2006. 4.

3) 주요사업
본 연구소는 IT 산업기술 발전을 도모하고 이와 관련된 과제에 관한 조사, 시험, 연구,
개발, 교육 및 기초과학의 연구에 공헌함을 목적으로 하며 다음과 같은 사업을 한다.
IT 산업발전을 위한 과학기술의 기초 및 응용연구
정보화에 관한 교육 수행 및 인증기관과의 연계
국내외 기관과의 공동연구 및 외부기관으로부터 의뢰된 수탁 용역 수행
IT 산업기술에 관한 지도 및 훈련
IT 관련 장비의 재활용 및 효율성 제고에 관한 연구
학술연구 발표회, 토론회, 강연회, 공개강좌 및 전시회의 개최
IT 산업발전에 관한 홍보, 도서발간 및 관계 문헌의 수집
IT 관련 사업의 자문, 감리 및 감사 용역 수행
기타 본 연구소의 목적에 부합되는 연구, 교육 및 개발 사업

4) 조직도(소장 : 컴퓨터응용수학부 안재근 교수)

길을 만드는 대학, 경기대표 국립대학 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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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기술응용연구부 : 과학기술의 기초 및 응용의 연구에 관한 사항 담당
IT기술교육부 : IT기술에 관련한 교육 및 인증에 관한 사항 담당
산학연협력부 : 국내외 기관과의 공동연구에 관한 사항 담당
시스템개발부 : 업무전산화 및 공공소프트웨어 개발, 시스템 재활용 및 효율성
제고의 연구에 관한 사항 담당

5) 향후 발전계획
본 연구소의 성공적인 추진을 위한 전략은 다음과 같다.
첫째, 컴퓨터공학과 교수진의 다양한 전공분야를 바탕으로 IT분야의 기반기술 및
응용기술에

관한

협업적

연구를

수행함으로써

IT기술

연구의

높은

시너지효과를 얻어낸다.
둘째, 대학 정규교과과정에서 시행할 수 없는 IT기술에 관한 교육 등을 수행하고,
또한 이를 통하여 국내 및 국제 IT 관련 인증프로그램과 연계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한다.
끝으로, 지역단위 산학연 연계 프로그램을 추진하여 대학 및 연구소의 연구자,
개발기술의 산업체 수요자를 연결하고, ‘연구기획-기술이전-사업화’등의 R&D 전주기에
걸쳐 시장수요를 반영하며, ‘기술개발-성과이전-기술재투자’의 선순환구조를 구축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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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 노동연구소
1) 소개
한국의 노사관계, 노동정책에 대한 연구, 노사정에 대한 노동교육을 통해 바람직한
노사관계 정착을 목적으로 설립되었다.

2) 주요연혁
설립일 : 2006. 4.

3) 주요사업
노동정책 및 노사관계 분야에 관한 국내ㆍ외 연구자료의 수집 및 조사 연구
외부로부터 위탁받은 연구사업의 수행
연구논문집 및 각종 간행물 발간
정책세미나 및 연구발표회 개최 등

4) 조직도(소장 : 인문융합공공인재학부 류호상 교수)

5) 향후 발전계획
경기지역 노동교육센터 운영 활성화 – 노사관계 전문가 육성사업
경기지역 인적자원개발사업 활성화 – 물류전물인력 양성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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너. 영미언어문화연구소
1) 소개
가) 영미문화, 영어학, 영어교육 관련 분야의 연구를 진작시키고, 유관기관과의
연구교류 기반을 구축하여 창의적 연구 및 개발사업 수행
나) 영어학, 영어교육 및 영미문화 연구를 통해 국가 경쟁력 증진을 도모하고 국제적
감각과 전문 지식을 갖춘 글로벌 전문인력 양성
다) 국내외 영어학, 영어교육 및 영미문화 관련 분야의 학술, 정책, 정보교류를
통하여 관련분야의 연구, 제도, 프로그램 개발의 선도적 역할 수행

2) 주요연혁
2010. 11. 17. 영미언어문화연구소 설립 및 연구소장 김경애 교수 취임
2013. 03. 20. 연구소장 류호열 교수 취임
2014. 10. 01. 연구소장 최정선 교수 취임
2016. 10. 01. 연구소장 박연미 교수 취임
2018. 10. 01. 연구소장 김경애 교수 취임
2019. 05. 07. 연구소장 안미연 교수 취임

3) 주요사업
영어교육에 관한 외부 위탁 연구과제 및 개발사업의 수행,
교내 영어교육 및 영미 문화관련 프로그램을 개발 운영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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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조직도(소장 : 인문융합공공인재학부 안미연 교수)

5) 향후 발전계획
국내외 대학 및 관련 연구소와의 협력 및 교류 기반 구축
영어학 및 영미문화 관련 강연회, 세미나 및 학술발표회 개최
영어교육 프로그램 개발 및 교사 연수
연구논문집 및 간행물 발간
글로벌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장기적 프로그램 개발
기타 연구소의 목적에 부합하는 연구, 학술, 교육 분야 관련사업 개발

길을 만드는 대학, 경기대표 국립대학 _

297

2022년도 대학요람

더. 국제농업기술정보연구소

1) 소개
국제농업기술정보연구소에서는 FTA(자유무역협정) 등에 의한 농산물 시장 개방에
따라

우리 농산물의 국제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선진 농업기술의 도입 및

응용방안 강구, 그리고 농업연구사업을 통해 고품질 안전안심 농축산물의 생산이
가능하게 함으로써 우리 농업의 역량 강화를 도모하고자 한다. 또한 소비자의
요구와 농축산물 무역에서 강조되고 있는 생산현장에서의 안전 및 위생 관리수준을
강화하기 위한 국제농산물 인증시스템 및 친환경농업의 연구를 통해 우리나라 농업
발전에 기여하고자 한다.

2) 주요연혁
2008. 12. 극동아시아생물자원연구소 설립
2008. 12. 연구소장 남기웅 교수 취임
2009. 08. 러시아 극동농업대학교와 공동연구 추진 (윤덕훈 연구교수)
2010. 03. 2009년도 한경대학교 부설연구소 종합평가 자연계분야 3위
2011. 03. 2010년도 한경대학교 부설연구소 종합평가 자연계분야 2위
2012. 03. 국제농업기술정보연구소로 명칭 변경
2012. 03. 연구소장 남기웅 교수 취임
2012. 03. 2011년도 한경대학교 부설연구소 종합평가 자연계분야 2위
2013. 07. 몽골 친환경 농업생산성 향상 지원사업 (남기웅 교수, 이창희 교수)
2014. 04. 2013년도 한경대학교 부설연구소 종합평가 자연계분야 장려상
2014. 04. 교내 연구교수 업적평가 우수상 (윤덕훈 연구교수)
2015. 04. 한경대학교 부설연구소 종합평가 자연계분야 우수상
2015. 12. 한경대학교 산학협력상 은상 (윤덕훈 연구교수)
2015. 12. 정부포상 -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표창장 (윤덕훈 연구교수)
2016. 12. 한경대학교 산학협력상 우수상 (윤덕훈 연구교수)
2016. 12. 2015년도 한경대학교 부설연구소 종합평가 장려상
2017. 03. 연구소장 이창희 교수 취임
2018. 03. 연구소장 남기웅 교수 취임
2021. 02. 연구소장 이창희 교수 취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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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주요사업
정부지원(농림부, 농촌징흥청 등) 연구과제 수행
지자체, 기업체, 협회 등의 연구 및 컨설팅 과제 수행
국제 농산물 인증제도 자료 수집 및 기술 개발
농축산물 생산 및 수확후처리과정의 안전위생 관리수준 향상을 위한 연

4) 조직도(소장 : 생명공학부 이창희 교수)

5)

향후 발전계획
국제농산물인증제도 분석, 국내 적용 및 발전방안 연구
친환경 및 GAP 농산물의 위해요소관리를 통한 안전안심농산물 생산
스마트팜 및 식물공장을 적용한 우수농산물 생산시스템과 수출 전략 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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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 기계융합기술연구소
1) 소개
융합공학에 대한 사회의 요구에 부응하기 위하여, 기계공학을 중심으로 전기전자,
재료, 물리, 화학, 나노, 바이오, 의료 등과의 융합을 통한 ‘기계융합기술’분야 연구를
수행하기 위함

2) 연 혁
2016. 05. 18. 기계융합기술연구소 설립
2016. 08. 16. 연구소장 이성범 교수 취임
2019. 04. 06. 연구소장 이종환 교수 취임

3) 주요사업
학술교류행사 개최
웨어러블 센싱 기술확대를 위한 학술 세미나 개최 (1회/년)
기계융합기술 워크샵 개최 (1회/년)
학술교류 정기세미나 개최 (2회/년)
외부 전문가 초빙세미나 개최 (2회/년)

4) 조직도(소장 : ICT로봇기계공학부 이종환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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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향후 발전계획
중장기 발전목표
기계기술과 국가주도의 첨단 육성분야의 결합을 통한 특성화 분야에 중점
이를 통해 국가적 원천 기술개발에 능동적이면서 적극적으로 대처.
지역적으로는 경기도 차세대 성장동력산업으로 지정된 로봇산업, 나노산업,
신재생에너지 산업, 제약산업, 고령친화산업과 관련한 기계 융합기술 개발을
집중적으로 육성
차세대융합응용기술센터와 원천기술연구지원센터로 나누어 메카트로닉스 기술,
지능형 잠정적으로 차세대 기계융합/응용기술 연구부와 원천기술 연구부를 두어
자동차부품기술, 항공우주기술, 나노기술(NT) 및 생명공학기술(BT)의 특성화
분야에 전략적으로 연구 지원

연구과제 유치계획
한국연구재단 중견연구자지원사업

━
━

선택과 집중을 통한 전략적 융합연구 활성화로 미래유망 분야에 대한 기계
융합기술 인프라 확보
기계 융합기술이라는 국가 주요 정책에 부흥하는 국가 전략 분야에 대한
기초연구를 수행함으로써 연구의 목적성 및 전략성 강화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미래산업선도기술개발사업

━
━

미래 먹거리로 자리매김 할 수 있는 사업분야를 발굴하여 융합기계산업 생태계 조성
급진적인 기술혁신을 바탕으로 산업·기술융합을 촉진시켜 융합기계분야의
신시장 형성에 기여

학술활동 및 지역산업체 맞춤 교육계획
산학연 세미나 및 초청 특강 강좌

━

선진기술 교류를 통한 첨단 연구동향에 부응하는 교육과 연구력 강화

글로벌 다차원 인턴쉽 과정

━

학연산 현장체험 및 글로벌 인턴기업 참여 프로그램 설치

산학협동 심화 창의설계 과정

━
━

기업도출 심화 애로기술 지원 과정 설치
대학원생 참여를 통한 산업체 애로기술 지원 과정 설치

기계융합기술 아카데미 강좌 운영

━
━

기계융합기술에 관한 단기강좌 운영
연구소 연구과제와 지역특화 수요를 반영한 교육과정 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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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 융합수리과학연구소
1) 소개
융합수리과학연구소는 자연과학뿐 아니라 공학, 농학 및 인문사회과학 등 다양한
분야에서 발생하는 수학문제를 토론하고 문제의 해결책을 찾는 연구 센터이다.
어떠한 형태의 수학 문제든 이를 가지고 연구소를 방문하는 사람은 환영하며 같이
해결책을 찾도록 노력할 것이다. 매스매티카 등 기호연산 프로그램을 활용하여
실험과 실증적 해결책을 찾는 데도 노력할 것이다. 연구소는 지역의 산업체에도
개방되어 있고 지역에서 수학문제 해결 센터로서 역할을 하고자 한다.

2) 주요연혁
2018. 08. 06. 융합수리과학연구소 설립
2018. 09. 01. 연구소장 유현재 교수 취임
2020. 09. 01. 연구소장 채명주 교수 취임

3) 주요사업
정부지원(한국연구재단) 연구과제 수행
워크숍, 세미나 등 공동연구 수행
학문 소개 초청강연 시행
비 수학 전공자들과 수학적 지식 공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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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조직도(소장 : 컴퓨터응용수학부 채명주 교수)

5) 향후 발전계획
학회 개최(경기-강원 수학회 개최, 2020년)
초청강연 활성화. 다양한 주제의 초청 강연 주최
공동 연구 활성화. 국내외 학자와 연구 교류
수학 교류 활성화. 비 수학 전공자들이 필요로 하는 수학에 대하여 도움을 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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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칙
학사 및 학사행정
교무행정
일반행정
기획행정
연구 및 산학행정
부속시설행정
대학행정

VI. 학칙 및 제규정 현황

학칙 및 제규정 현황은 학교 홈페이지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제1장 학

칙

□ 한경대학교 학칙

제2장 학사 및 학생행정
□ 학사운영 규정
□ 대학원 학사운영 규정
□ 장학금 규정
□ 학생 포상 및 징계에 관한 규정
□ 성희롱·성폭력 예방과 처리에 관한 규정
□ 학생활동 및 소수집단학생 지원에 관한 규정
□ 한경봉사센터 규정
□ 시간제등록생 운영규정
□ 학사·석사학위 연계과정 운영규정
□ 학생상담센터 규정
□ 외국인 유학생 관리 및 지원에 관한 규정
□ 유연학사제도 운영규정
□ 수업의 질 관리 지침
□ 사회봉사 운영 및 관리 지침
□ 교육과정 편성 및 운영지침
□ 융합전공 운영지침
□ 책임지도교수 운영 지침
□ 개인형 이동장치 안전관리지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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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장 교무행정
□ 전임교원 인사에 관한 규정
□ 전임교원 계약제 임용 규정
□ 전임교원 업적평가 규정
□ 성과급 연구보조비 지급 규정
□ 전임교원 성과급적 연봉제 운영 규정
□ 연구년 규정
□ 겸임교원 등의 인사에 관한 규정
□ 조교 인사관리 등에 관한 규정
□ 강의료 지급 규정
□ 총장 임용후보자 선정에 규정
□ 명예총장 위촉에 관한 규정
□ 공무 국외여행 규정
□ 연구지원운영위원회 규정
□ 교수회 및 교수대위원회 규정
□ 대학평의원회 운영 규정
□ 총장직 수행 준비에 관한 규정
□ 총장임용후보자 선정에 관한 시행 세칙
□ 학술활동경비지원 시행 세칙
□ 트랙제 교육과정 운영게 관한 시행 세칙
□ 전임교원 공개채용 전형지침
□ 전임교원 산학협력중점교수 공개채용 전형지침
□ 전임교원 사외이사 등 겸직허가에 관한 지침
□ 전임교원 정원배정 지침
□ 강사채용 및 임용절차 등에 관한 지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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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장 일반행정
□ 사무분장 규정
□ 위임전결 규정
□ 보안업무 규정
□ 공용차량 관리 규정
□ 관사관리 규정
□ 당직근무 및 비상근무 규정
□ 직장 예비군대대 운영 규정
□ 정보공개 운영 규정
□ 규정심의위원회 규정
□ 등록금심의위원회 규정
□ 행정감사 규정
□ 재정 및 회계의 운영에 관한 규정
□ 기록관 운영 규정
□ 대학회계직원 규정
□ 계약직원 규정
□ 대학공무직원 규정
□ 표창규정
□ 고문변호사 위촉 및 소송사건 위임에 관한 규정
□ 직장어린이집 운영 규정
□ 직원 인사운영 지침
□ 무기계약직 전환 지침
□ 상품권 구매. 사용 및 관리지침
□ 대학회계 예산편성소위원회 운영 지침
□ 시설물 사용 지침
□ 일상감사 지침
□ 교직원 행동강령
□ 직원 취업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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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장 기획행정
□ 대학발전위원회 규정(이동)
□ 자체평가에 관한 규정
□ 시설공간관리에 관한 규정
□ 기획위원회 규정
□ 교육수요자 만족도조사 운영 규정
□ 학사구조 개편에 관한 규정
□ HK혁신사업단 운영 규정
□ 정부재정지원사업관리운영위원회 운영 규정
□ HK혁신회의 플러스 운영 규정
□ 융합학부 설치운영규정
□ 대학통합실무단 설치 및 운영규정
□ 산업체 재직자 과정 설치 및 운영 규정
□ 공간관리운영 시행세칙
□ 국립대학 육성사업 운영지침
□ 정책연구 과제 운영지침

제6장

연구 및 산학행정

□ 연구실 안전관리 규정
□ 동물실험윤리위원회 규정
□ 연구비 관리 규정
□ 지식재산권 관리 규정
□ 계약학과 설치·운영 규정
□ 연구윤리위원회 설치, 운영에 관한 규정
□ 산학협력선도대학(LINK) 육성사업단 운영 규정
□ 계약학과 S-OJT 운영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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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장 부속시설행정
□ 외국대학과의 복수학위 운영 규정(이동)
□ 국제교류에 관한 규정(이동)
□ 중등교육연수원 규정
□ 농업과학교육원 규정
□ 평생교육원 규정
□ 입학관리본부 규정
□ 대학행정본부 규정
□ 중앙도서관 규정
□ 정보전산원 규정
□ 공동실험실습관 규정
□ 평생교육원 규정
□ 학생생활관 규정
□ 박물관 규정
□ 교육혁신본부 규정
□ 대학일자리센터 규정
□ 농업과학교육원 규정
□ 장애학생지원센터 규정
□ 중등교육연수원 규정
□ 장애학생지원센터 규정
□ 부속농장 규정
□ 신문사 및 방송국의 설치·운영 규정
□ 대학행정본부 규정
□ 교양교육지원센터 운영 규정
□ 산업체 재직자 과정 설치 및 운영 규정
□ 취업브리지사업단 운영 규정
□ 브라이트칼리지 운영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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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역협력단 운영 규정
□ 국제협력단 운영 규정

제8장 대학행정
□ 실험·실습운영위원회 규정
□ 대학발전위원회 규정
□ 교원 공무외 국외여행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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