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목차  1

목 차

Ⅰ. 총 람 ···················································································································································· 7

 1. 교육이념 및 창학정신 ·················································································································· 9
 2. 대학원 교육목적 ························································································································· 11
 3. 대학원 교육목표 ························································································································· 11
 4. 학교 연혁 ····································································································································· 12

Ⅱ. 학교법인 홍익학원 임원 ·············································································································· 23

Ⅲ. 학교안내 ··········································································································································· 27

 1. 홍익대학교 기구표 ····················································································································· 29
 2. 운영기구 및 기관장 ···················································································································· 31
 3. 교수현황 ······································································································································ 33

Ⅳ. 학사안내 ········································································································································· 101

 1. 학사일정 ···································································································································· 103
 2. 대학원 학칙 ······························································································································· 105
 3. 대학원 학사내규 ······················································································································· 131
 4. 특수대학원 학칙 ······················································································································· 145
 5. 특수대학원 학사내규 ················································································································ 162
 6. 국제디자인전문대학원 학칙 ···································································································· 170
 7. 국제디자인전문대학원 학사내규 ····························································································· 187

 

Ⅴ. 학위종별 학위명 안내 ················································································································· 197

 1. 대학원 석사학위종별 ················································································································ 199
 2. 대학원 박사학위종별 ················································································································ 201
 3. 전문/특수대학원 전공별 영문학위명 ······················································································ 203

Ⅵ. 학위 논문 및 개별연구과제 보고서 작성 안내 ··································································· 205

 1. 석․박사학위 논문 체제 ·········································································································· 207



2  대학원 요람

 2. 양식 예시 ··································································································································· 208
 3. 제본된 표지 및 표제지의 규격 및 양식 ··············································································· 213
 4. 문헌 기재 방법의 예 ················································································································ 216
 5. 학위논문 공개 ··························································································································· 216
 6. 영문 논문 작성 체제 ················································································································ 217
 7. 석사학위 개별연구과제 보고서 제출 양식 ············································································ 226

Ⅶ. 연 혁 ················································································································································ 237

 1. 대학원 연혁 ······························································································································· 239
 2. 국제디자인전문대학원 연혁 ···································································································· 250
 3. 건축도시대학원 연혁 ················································································································ 252
 4. 경영대학원 연혁 ······················································································································· 254
 5. 공연예술대학원 연혁 ················································································································ 258
 6. 광고홍보대학원 연혁 ················································································································ 259
 7. 교육대학원 연혁 ······················································································································· 261
 8. 문화예술경영대학원 연혁 ········································································································ 266
 9. 문화정보정책대학원 연혁(세종캠퍼스) ··················································································· 267
10. 미술대학원 연혁 ······················································································································· 269
11. 산업미술대학원 연혁 ················································································································ 274
12. 스마트도시 과학경영대학원 연혁(세종캠퍼스) ····································································· 278
13. 영상∙커뮤니케이션 대학원 연혁 ··························································································· 279
14. 패션대학원 연혁 ······················································································································· 281

Ⅷ. 각 대학원 및 학과 소개 ············································································································ 283

 1. 대학원 ········································································································································ 285
<이학계열>
- 물리학과 ································································································································· 286
- 수학과 ····································································································································· 287
<공학계열>
- 건축학과 ································································································································· 288
- 기계공학과 ······························································································································ 289
- 도시계획과 ······························································································································ 290
- 산업공학과 ······························································································································ 291
- 신소재공학과 ·························································································································· 292
- 실내건축학과 ·························································································································· 293
- 전자전기공학과 ······················································································································ 294



목차  3

- 정보디스플레이공학 ·············································································································· 295
- 컴퓨터공학과 ·························································································································· 296
- 토목공학과 ······························································································································ 297
- 화학공학과 ······························································································································ 298
- 건축공학과 ······························································································································ 299
- 금속공학과 ······························································································································ 300
- 기계정보공학과 ······················································································································ 301
- 바이오화학공학과 ·················································································································· 302
- 세라믹공학과 ·························································································································· 303
- 소프트웨어융합학과 ·············································································································· 304
- 재료공학과 ······························································································································ 305
- 전자전기융합공학과 ·············································································································· 306
- 조선해양공학과 ······················································································································ 307
- 산업융합협동과정(자율주행지능로봇) ·················································································· 308
- 산업융합협동과정(인공지능빅데이터) ·················································································· 309
- 산업융합협동과정(스마트도시) ····························································································· 310
<인문사회계열>
- 경영학과 ································································································································· 311
- 경제학과 ································································································································· 312
- 광고홍보학과 ·························································································································· 313
- 교육학과 ································································································································· 314
- 국어국문학과(국어국문학전공) ···························································································  315
- 국어국문학과(한국어교육전공) ···························································································  316
- 독어독문학과 ·························································································································· 317
- 문화예술경영학과 ·················································································································· 318
- 미술사학과 ······························································································································ 319
- 미학과 ····································································································································· 320
- 법학과 ····································································································································· 321
- 불어불문학과 ·························································································································· 322
- 사학과 ····································································································································· 323
- 세무학과 ································································································································· 324
- 영어영문학과 ·························································································································· 325
- 지식재산학과 ·························································································································· 326
- 지식재산학(학과간 협동 석사학위과정) ·············································································· 327
- 광고홍보커뮤니케이션학과 ··································································································· 328
- 글로벌경영학과 ······················································································································ 329



4  대학원 요람

- 금융보험학과 ·························································································································· 331
<미술․디자인․공예계열>
- 금속조형디자인과 ·················································································································· 332
- 도예 유리과 ························································································································ 333
- 동양화과 ································································································································· 334
- 디자인 공예학과(공간디자인학 전공) ·············································································· 335
- 디자인 공예학과(공공디자인 전공) ················································································· 336
- 디자인 공예학과(금속조형디자인전공) ·········································································· 337
- 디자인 공예학과(도예 유리 전공) ··············································································· 338
- 디자인 공예학과(목조형가구학전공) ················································································ 339
- 디자인 공예학과(사진 전공) ····························································································· 340
- 디자인 공예학과(색채융합디자인전공) ············································································ 341
- 디자인 공예학과(섬유미술 전공) ····················································································· 343
- 디자인 공예학과(시각디자인 전공) ················································································· 344
- 디자인 공예학과(의상학 전공) ························································································· 345
- 디자인학부 ······························································································································ 346
- 목조형가구학과 ······················································································································ 348
- 미술학과 ································································································································· 349
- 섬유미술과 ······························································································································ 350
- 영상 인터랙션학과 ············································································································ 351
- 예술학과 ································································································································· 352
- 의상디자인학과 ······················································································································ 353
- 조소과 ····································································································································· 354
- 판화과 ····································································································································· 355
- 회화과 ····································································································································· 356
- 디자인이노베이션&테크놀로지학과 ····················································································· 357
- 영상 애니메이션학과 ········································································································· 358
- 커뮤니케이션디자인학과(석사학위과정) ·············································································· 359
- 커뮤니케이션디자인학과(박사학위과정) ·············································································· 360
<공학(미술․디자인계열>
- 게임학과 ································································································································· 361

 2. 국제디자인전문대학원(IDAS) ·································································································· 362
<석사학위과정>
- 디자인경영전공 ······················································································································ 363
- 디지털미디어디자인전공 ······································································································· 363
- 스마트디자인엔지니어링전공 ······························································································· 364



목차  5

<박사학위과정>
- 디자인학전공 ·························································································································· 364

 3. 건축도시대학원 ························································································································· 365
- 건축디자인전공 ······················································································································ 366
- 도시디자인전공 ······················································································································ 366
- 부동산개발전공 ······················································································································ 367
- 실내건축디자인전공 ·············································································································· 367
- 조경설계전공 ·························································································································· 367
- 토목공학전공 ·························································································································· 368

 4. 경영대학원 ································································································································· 369
- 경영학전공 ······························································································································ 370
- 세무학전공 ······························································································································ 370

 5. 공연예술대학원 ························································································································· 371
- 공연예술 뮤지컬전공 ········································································································· 371
- 실용음악전공 ·························································································································· 372

 6. 광고홍보대학원 ························································································································· 373
- 광고홍보전공 ·························································································································· 375
- 뉴미디어콘텐츠전공 ·············································································································· 375
- 브랜드 매니지먼트전공 ········································································································· 375

 7. 교육대학원 ································································································································· 376
- 교육학전공(교육과정, 교육심리, 교육행정, 평생교육) ······················································ 377
- 미술교육전공 ·························································································································· 378
- 상담심리전공(상담심리, 미술치료) ······················································································ 378

 8. 문화예술경영대학원 ·················································································································· 379
- 문화예술경영전공 ·················································································································· 381

 9. 문화정보정책대학원(세종캠퍼스) ···························································································· 382
- 문화정보정책대학원 ·············································································································· 383
- 광고홍보 디자인전공 ········································································································· 383
- 색채전공 ································································································································· 383
- 공간 환경디자인전공 ········································································································· 384
- 애니메이션전공 ······················································································································ 385

10. 미술대학원 ································································································································· 386
- 동양화전공 ······························································································································ 387
- 예술기획전공 ·························································································································· 387
- 조각전공 ································································································································· 388
- 판화전공 ································································································································· 388



6  대학원 요람

- 회화전공 ································································································································· 389
11. 산업미술대학원 ························································································································· 390

- 가구디자인전공 ······················································································································ 391
- 공공디자인전공 ······················································································································ 391
- 공간디자인전공 ······················································································································ 392
- 광고디자인전공 ······················································································································ 392
- 금속 주얼리브랜드디자인전공 ·························································································· 393
- 도예 유리디자인전공 ········································································································· 393
- 브랜드패키지디자인전공 ······································································································· 393
- 사진디자인전공 ······················································································································ 394
- 산업디자인전공 ······················································································································ 394
- 서비스디자인전공 ·················································································································· 395
- 텍스타일디자인전공 ·············································································································· 395
- 일러스트레이션전공 ·············································································································· 396

12. 스마트도시 과학경영대학원(세종캠퍼스) ··············································································· 397
- 도시건축전공 ·························································································································· 398
- 도시환경전공 ·························································································································· 398
- 정보시스템전공 ······················································································································ 399

13. 영상․커뮤니케이션대학원 ······································································································ 400
- VR AR콘텐츠전공 ············································································································· 401
- 게임콘텐츠전공 ······················································································································ 401
- 광고 브랜드경영전공 ········································································································· 402
- 뉴미디어콘텐츠전공 ·············································································································· 402
- 디지털애니메이션전공 ··········································································································· 402
- 영상디자인전공 ······················································································································ 402
- 인터랙션디자인전공 ·············································································································· 403
- 프로덕션디자인전공 ·············································································································· 403

14. 패션대학원 ································································································································· 404
- 패션디자인전공 ······················································································································ 404
- 패션액세서리디자인전공 ······································································································· 404
- 패션비즈니스전공 ·················································································································· 405
- 패션뷰티디자인전공 ·············································································································· 405



Ⅰ. 총 람

1. 교육이념 및 창학정신

2. 대학원 교육목적

3. 대학원 교육목표

4. 학교 연혁





Ⅰ. 총   람  9

1. 교육이념 및 창학정신

가. 교육이념(건학이념)

- 홍익인간 / 산학일체

나. 교육목적

- 국가와 인류 발전에 이바지할 수 있는 자주적이고 창조적이며 협동적인 인재양성

다. 교육목표

- 폭넓은 안목과 소통능력을 갖추어 민주시민으로서 자신의 책임을 다하는 

자주적인 교양인 육성

- 학문과 예술의 능력을 길러 민족문화를 수호하고 글로벌 시대의 변화를 

주도하는 창조적인 전문인 육성

- 공동의 행복을 추구하고 미래지향적인 자세로 사회발전에 공헌하는 협동적인 

사회인 육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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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창학정신

본교의 건학이념은 ‘홍익인간’이다. 이를 구현하기 위한 중간 목표로 ‘자주’, ‘창조’, ‘협동’을 

제시하고 있으며, 이를 달성할 수단으로는 각 단과대학 및 대학원의 학칙에 명시되어 교육실천과 

직결된 각종 교육목적을 들 수 있다.
홍익인간이란 우리나라의 건국이념이기도 하고, 우리나라 교육법에 명시된 교육목표이기도 하

다. 홍익인간은 <삼국유사>의 고조선 건국기록과 <제왕운기> 등에서 유래하는데, 군왕은 만민의 

뜻에 따라 만민을 위한 치화인이 된다는 의미였다. 그러나 차츰 그것은 군신의 관계뿐 아니라 자

연과 사람의 관계나 사람과 사람의 관계에서도 마땅히 존재하여야 할 가치덕목으로 확립되어 왔

다. 홍익인간의 이념은 이제 자아와 만유의 공존공영을 정립하려는 필수불가결의 사상이다. 홍익

인간은 인간가치로서의 진선미를 숭상하고 사회가치로서의 자유, 평등, 평화를 표방한다. 더 구체

적으로는 인본정신, 민주원리의 정신, 민족통합의 정신 등이 내재한다. 
이러한 홍익인간의 이념을 구현하기 위해 본교가 내세우는 구체적 강조점은 ‘자주’, ‘창조’, ‘협

동’이다. 말하자면 바람직한 인간행동 특성으로서의 본교 교육목표는 자주적이고, 창조적이며, 협
동적인 인간이라 할 수 있다. 여기서 자주란 자기의 책임을 다하는 윤리를 전제로 하여 진정한 

민주주의를 실현하는 자세이다. 창조란 민족문화를 수호하고 학문과 예술의 능력을 길러 가치체

계를 건설하려는 의욕적 자세이다. 협동이란 사회생활을 하는 가운데서 공동의 행복을 추구하고 

나아가 미래의 번영을 찾는 자세이다. 즉, 교육을 통하여 개인 능력을 최대한으로 신장 계발하여 

자아완성을 기하고 주체성과 자주성을 길러 국가사회 발전에 능동적으로 공헌할 수 있는 인간상 

양성을 강조한 것으로 요약할 수 있다.
이와 같은 교육이념 아래 본교에서는 그동안 ‘산학일체’의 원칙을 중시하여 왔다. 산학일체는 

교육응용의 측면 즉, 산업의 교육성과 교육의 산업성이라는 양 측면에서 교육의 생산성을 높이려

는 산업사회 지향의 교육목표이다. 따라서 교육받은 인재들이 산업사회를 주도하고 능동적으로 

기여하기 위한 지향점 설정이다. 원래 이는 중세의 도제교육이나 길드(guild)조직 등에 연원하는 

것으로 보인다. 근래에 들어 산업화로 급격하게 변모되면서 장기적 안목 속에서 이상적 이론 탐

구에만 전념하던 대학이 단기적 현실을 외면할 수 없게 되었고, 특히 학문의 실용화 현상이 가속

화되면서 산업계의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을 수 없게 되었다. 이런 배경에서 제시된 것이 바로 산

학일체이기 때문에 산업계에 대한 신속한 첨단 이론 지원이나 전문 인재 공급 등에는 상당한 효

과를 거두고 있다. 물론 대학 교육이 당장의 사회적 요청에만 매달리다 보면 긴 안목이나 먼 시

야를 잃고, 자칫 학문이 그 자체의 존재가치를 상실할 우려가 있다는 지적이 없지 않다. 그러나 

교육을 통해 개인의 자아실현과 함께 국가․사회 발전에 필요한 인재를 배출해야 한다는 교육 본

연의 역할을 생각할 때, 이러한 산학일체의 원칙은 본질적이며 실질적인 교육운영의 지향점이라 

하지 않을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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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대학원 교육목적

홍익대학교 대학원은 학문의 심오한 이론을 연구하고 그 실천방법을 연마하

며, 본교의 건학 및 교육이념에 기초하여 자주적이고 창의적인 능력을 함양함

으로써 국가와 인류 사회의 발전에 기여할 균형 잡힌 지도자의 양성을 교육

목적으로 한다.

3. 대학원 교육목표

본 대학원이 지향하는 교육목적을 실현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교육 목표를 

설정한다.

- 깊이 있는 탐구정신으로 학문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우수한 연구자를 

양성한다.

- 창의력과 통찰력을 바탕으로 각 분야에서 혁신을 주도할 수 있는

전문인을 양성한다. 

- 균형 잡힌 소양과 품성을 갖추어 국가와 인류사회의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지도자를 양성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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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학교 연혁

가. 약 사

본교는 1946년 4월 25일 재단법인 弘文大學館을 설립하고, 6월 27일 서울 용산구 원효로 1가 

31번지 소재 興國寺에서 개교하여, 동년 9월 22일에는 문과 및 법과 131명의 입학식을 거행하였

다. 1947년 운영난으로 ‘홍문대학관 관무 집행위원회’를 구성하고 운영진을 大倧敎 관계인사들로 

새로이 영입하여 교명을 ‘弘益大學’으로 변경하였다.
1948년 8월 10일에 재단법인 弘益學園과 弘益大學館으로 설립인가를 받았으며 12월 20일에는 

교사를 용산구 문배동 24의 8로 이전하였다. 1949년 6월 27일에 법학부, 문학부, 초급 대학부의 

4년제 홍익대학으로 인가를 받았으며, 동년 8월 교사확장을 위해 건국실천원양성소를 매입하여 

그곳에 미술과를 설치하고, 동년 10월에는 교세확충을 위해 인천시 만석동에 분교를 설치하기도 

하였다.
1950년 한국전쟁으로 부산시 부평동과 대신동 및 대전시 성남동에 각각 분교를 설치하고 전시

대학을 운영하였다. 환도 후에는 종로구 누상동에 대학 본부를 두고 중구 남산동과 종로구 인사

동에 분산하여 운영하던 중 1955년 4월에 마포구 상수동의 현 위치로 이전하였다. 
1955년 정부에서 발표한 대학설치기준령에 따라 자산 확충이 요구되었고, 이에 따라 운영진이 

새로이 영입되었으며, 1958년 3월 28일에는 대학원이 설립되었다.
1960년 4․19 민주혁명과 1961년 5․16 군사정변 등 사회적 격변속에서 1961년 대학정비령에 

따라 미술학부만 존치하고 교명도 ‘弘益美術大學’으로 변경되었고, 관선이사가 파견되는 시련을 

겪기도 하였으며, 교명은 1962년 다시 ‘弘益大學’으로 환원되었다. 1963년 1월 15일 관선이사가 

철수하고 운영진이 재편되면서, 1963년 홍익공예고등전문학교를 신설하였다.
1971년 수도공대를 인수 병합하면서 종합대학으로 승격인가를 받았으며, 인가 당시의 본교는 

이공대학, 상경대학, 미술대학의 3개 단과대학 20개 학과와 1개 대학원으로 구성되는 편제를 갖

추었다. 그 후 본교는 1972년 산업미술대학원과 2부 대학을 신설하는 한편, 학교법인 계원학원

(성암초등학교, 성북 중․고등학교)과 합병하였고, 1973년에는 사범대학을, 1980년에는 문과대학

과 환경대학원을, 1981년에는 교육대학원을 신설하였다.
1987년에는 상경대학을 경영대학으로 개편하고, 법학과를 신설함과 동시에 법경대학을 설치하

였고, 국제경영대학원을 신설하였으며, 1988년에는 충청남도 연기군 조치원읍 신안리에 부지 50
만 평을 확보하고, 1989년 3월에는 교육부의 위치이전 인가를 받아 조치원캠퍼스(현, 세종캠퍼스)
를 설치, 산업대학을 운영하기 시작하였다.

1991년 3월에는 조치원캠퍼스 1차 건설계획을 완료하고, 산업대학을 과학기술대학과 조형대학

으로 개편하였고, 서울캠퍼스에 산업정보대학원의 신설인가를 받았다. 1992년에는 상경대학을, 
1993년에 세무대학원을 신설하고, 1995년에는 산업대학원을 조치원캠퍼스에 신설하였다. 

1996년에는 광고홍보대학원과 교육경영관리대학원을 신설하고, 산업정보대학원을 정보대학원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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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기술대학원으로 분리하고, 환경대학원을 건축도시대학원으로 명칭 변경하였다.
1997년에는 산업기술대학원을 테크노경영대학원으로 명칭 변경하고 미술대학원을 신설하였다. 
1999년에는 지식재산법무대학원을 신설하고, 테크노경영대학원을 정보대학원으로 통합하였고, 

강남교육원을 개원하였다.
2001년에는 외국어교육원을 국제언어교육원으로 명칭 변경하고, 2002년에는 대학로 캠퍼스를 

개원하고, 경성학원을 합병하였다.
2002년에는 만리포 해양연수원과 대학로 캠퍼스를 개원하고, 새로암학사를 준공하였다.
2003년에는 지식재산법무대학원을 폐지하였다. 
2004년에는 학교법인 국제산업디자인학원을 합병하였고, 영상대학원과 국제디자인전문대학원을 

신설하였다.
2005년에는 국제 산학협력 프로그램인 PACE와 산학협력 체계를 구축하고, 조치원캠퍼스에 홍

익아트홀을 준공하였다. 
2006년에는 개교 60주년 기념식을 거행하고, 본교 정문에 홍문관(弘門館)을 준공하였으며 건축

대학을 신설하였다.
2007년에는 법경대학을 법과대학과 경제학부로 개편하였다. 
2008년에는 대학로캠퍼스 기공식을 하였고, 국제경영대학원을 경영대학원으로 명칭 변경하고 

세무대학원을 통합하였다.
2009년에는 현대미술관을 개관하였다.
2010년에는 공과대학 정보․컴퓨터공학부 정보산업공학전공을 산업공학전공으로, 과학기술대학 

화학시스템공학과를 바이오화학공학과로, 상경대학 상경학부 경영정보학전공을 E-마케팅전공으로, 
조형대학 디자인영상학부의 광고커뮤니케이션디자인전공을 커뮤니케이션디자인전공으로 변경하였

고, 대학원에 MIP(지식재산학 석사학위)과정을 신설하였으며, 조치원캠퍼스에 스포츠센터를 준공

하였다.
2011년에는 행정조직개편에 따른 팀(Team)제를 시행하였고, 영상대학원 공연예술․뮤지컬전공

을 신설하였으며, 조치원캠퍼스를 세종캠퍼스로 명칭을 변경하였다.
2012년에는 서울캠퍼스에 산업정보융합학부를 신설하였고, 법과대학 법학과를 법과대학 법학부

로 개편하였으며, 영상대학원 공연예술․뮤지컬전공을 폐지하고 공연예술대학원을 신설하였다. 세
종캠퍼스에 기술상경융합학부와 스마트도시 과학경영대학원을 신설하였다. 대학로캠퍼스를 준공

하고 대학로 아트센터를 개관하였다. 서울캠퍼스 인문관 D동을 준공하였다. 박물관은 상설 및 기

획전시실의 리노베이션을 완료하였고 제1종 전문박물관으로 등록하였다. 사범대학부속초등학교, 
부속여자중학교, 부속여자고등학교가 성미산 부지로 신축 이전하였다.  

2014년에는 미술디자인교육원을 문화예술평생교육원으로 명칭을 변경하였고, 기술상경융합학부

를 폐지하였다. 산업미술대학원을 디자인콘텐츠대학원으로, 산업대학원을 문화정보정책대학원으로 

명칭 변경하였고, 융합전공을 신설하였다.
2015년에는 서울과 세종캠퍼스에 창업교육센터를 설치하였고, 세종캠퍼스에 종합강의동인 세종

관을 준공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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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에는 서울캠퍼스 제2기숙사와 미술종합강의동을 준공하였고, 산업정보융합학부를 디자인

경영융합학부로 명칭변경하고, 상경대학의 E-마케팅전공과 국제경영(중국,일본)전공을 글로벌경영

전공으로, 조형대학의 애니메이션전공과 영상․영화전공을 영상․애니메이션전공으로, 과학기술대

학의 재료공학부를 별도전공없이 단일학부로 각각 통합하였다. 
2017년에는 세종캠퍼스 학군단과 공동작업실, 서울캠퍼스 제3기숙사를 준공하였고, 국제협력본

부를 신설하여 국제교류 및 국제학생지원을 강화하였다. 학부 융합전공 내 사물인터넷공학전공, 
지능로봇․공학전공, 스마트도시․데이터사이언스전공, 디자인엔지니어링전공을 신설하였고 특수

대학원 중 교육경영관리대학원을 폐지하였다. 대학교육혁신센터를 대학교육혁신단으로 명칭변경

하고, 교육성과관리센터, 창업지원단, 현장실습지원센터를 신설하였다.
2018년에는 화성 4차산업혁명캠퍼스 기공식, 세종 홍익스마트밸리 기공식, 서울 아트 앤 디자

인밸리 기공식 및 홍익VR뮤지엄 개관식을 개최하였고, IPP형 일학습병행제 사업단을 신설하였다. 
또한 교수학습지원센터 내 소통역량지원부를 신설하였고, 교육환경 개선을 위해 미술학관 시설개

선 리모델링을 진행하였다. 융합전공 내 빅데이터비즈니스전공을 신설하고, 자동차부품․디자인전

공을 자동차기술융합디자인전공으로 명칭변경 하였다. 과학기술대학의 전자․전기공학과, 컴퓨터

정보통신공학과, 재료공학부, 건축공학부 건축학전공을 전자전기융합공학과, 소프트웨어융합학과, 
재료공학과, 건축공학부 건축디자인전공으로 각각 명칭 변경하였고, 조형대학의 디자인․영상학부 

프로덕트디자인전공, 커뮤니케이션디자인전공, 디지털미디어디자인전공, 영상․애니메이션전공을 

디자인컨버전스학부와 영상․애니메이션학부로 개편하였다. 패션대학원을 신설하였고, 대학원 석

사학위과정 국어국문학과에 국어국문학전공과 한국어교육전공을, 디자인콘텐츠대학원에 공공디자

인전공을 신설하였다. 대학원 석사학위과정 중 제품디자인과를 디자인이노베이션&테크놀로지학과

로, 메타디자인학부를 디자인학부로 명칭변경하고, 제품디자인트랙, 운송기기디자인트랙을 산업디

자인트랙으로 통합하였다. 디자인콘텐츠대학원의 제품․운송디자인전공을 산업디자인전공으로 명

칭 변경하였다. 영상대학원에 VR․AR콘텐츠전공을 신설하였고, 경영대학원의 4개 전공(경영정보

학전공, 국제경영학전공, 국제통상학전공, 품질환경경영전공)을 폐지하였다. 국제디자인전문대학원

이 2018 디자인융합전문대학원 사업 신규 참여 대학으로 선정됨에 따라 디자인-공학 융합형 고급

인력을 양성하기 위하여 제품디자인전공을 스마트디자인엔지니어링전공으로 명칭변경 하였다. 
2019년에는 기획처에 예산팀을 신설하여 효율적인 예산 편성․기획 및 활용이 가능하도록 하

였다. 법과대학 법학부 사법(비즈니스․정보법)전공, 공법(공공서비스법)전공을 폐지하고 법학부로 

운영하였다. 일반대학원에 산업융합협동과정(석․박사), 교육대학원 상담심리전공에 미술치료 세

부전공, 패션대학원에 패션뷰티디자인전공을 신설하였다. 경영대학원에서 문화예술경영전공을 분

리하여 문화예술경영대학원을 신설하고 디자인콘텐츠대학원을 산업미술대학원으로 명칭변경하였

다. 퍼스널모빌리티연구센터가 자율주행 기술 연구 전체를 총괄하도록 그 역할이 확대됨에 따라 

스마트모빌리티연구소로 명칭변경하였다.
2020년에는 공연예술학부와 데이터사이언스 융합전공을 신설하였다. 건축대학을 건축도시대학

으로 명칭변경하고, 공과대학 도시공학전공을 건축도시대학 도시공학과로 소속변경하였다. 공과대

학 토목공학전공는 토목공학과로 명칭변경하였다. 건축도시대학원 교통학전공을 폐지하고, 건축설



Ⅰ. 총   람  15

계전공, 도시설계전공, 실내설계전공을 건축디자인전공, 도시디자인전공, 실내건축디자인전공으로 

각각 명칭변경하였다. 교육대학원 국어교육전공, 기술교육전공, 상업교육전공, 수학교육전공, 역사

교육전공, 영어교육전공, 초등영어교육전공, 컴퓨터교육전공, 한문교육전공을 폐지하고, 교육과정

전공, 교육심리전공, 교육행정전공, 평생교육전공을 교육학전공으로 통합 운영하였다. 영상대학원

을 영상․커뮤니케이션대학원으로 명칭병경하고, 영상대학원에 광고․브랜드경영전공, 뉴미디어콘

텐츠전공을 신설하였다. 산업미술대학원에 일러스트레이션 전공을 신설하고, 금속․액세서리디자

인전공을 금속․주얼리브랜드디자인전공으로 명칭변경하였다. 아트앤디자인밸리 착공식을 개최하

였고, 교육 및 연구 시설․장비를 통합하여 운용 및 관리하는 공동기기센터를 신설하였다.
2021년에는 공과대학 토목공학과, 정보․컴퓨터공학부, 산업공학전공을 각각 건설환경공학과, 

컴퓨터․데이터공학부와 산업․데이터공학전공으로 명칭변경하였다. 일반대학원 공학계열 전기공

학과, 전자전산공학과를 각각 전자전기융합공학과, 소프트웨어융합학과로 명칭변경하고, 화학시스

템공학과를 바이오화학공학과로 명칭변경하였다. 미술․디자인계열 도예과를 도예․유리과로 명

칭변경하고, 미술․디자인․공예계열 영상학과를 영상․인터랙션학과로, 도예전공을 도예․유리전

공으로 명칭변경하였으며 공공디자인전공을 신설하였다. 공연예술대학원에 실용음악전공을 신설

하였다. 문화정보정책대학원의 실내건축설계전공, 전시디자인전공을 공간․환경디자인전공으로, 
커뮤니케이션디자인전공, 광고홍보커뮤니케이션전공을 광고홍보․디자인전공으로 통합 운영하였

으며, 경영정보전공, 게임프로듀싱전공, 공공경영전공을 폐지하였다.

현재 본 대학교는 10개 단과대학[11개 학부(14개 전공), 27개 학과] 및 5개 학부(5개 전공), 1
개 학과 그리고 대학원과 1개 전문대학원 및 12개 특수대학원으로 구성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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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연 표

1946년 홍문대학관 설립

1947년 홍익대학 교명변경

1949년 홍익대학 설립 인가(법학부, 문학부 주․야 2부제) 인천시에 홍익대학 분교 설치

1951년 1회 졸업식 

1954년 증과․증원조정 : 문학부(4개학과), 미술학부(3개학과), 법정학부(2개학과), 이학부(2개학과)
1955년 서울특별시 마포구 상수동으로 교사 이전, 지리학과 신설

1957년 본관 건물 준공(596평)
1958년 대학원 설치(석사과정 2개학과)

미술학부 공예과 설치

도서실, 강당, 교수연구실 준공(450평)
1960년 강원도 원주시에 제2부(야간) 설치(3개학과)
1961년 문교부 대학 정비령에 의하여 미술학부 4개과만 존치되고 기타 학과는 폐과

1963년 대학부설 홍익공예고등전문학교(5년제) 설립

1964년 과․증원조정 : 미술학부(동양화과․서양화과․조각과), 공예학부(공예과․도안과), 건축

학부(건축과), 상경학부(상학과․경영학과․경제학과․무역학과), 미술학부 실기실 증축

(100평)
1967년 공학부에 도시계획과, 교육학부에 미술교육과 신설

1968년 상학과를 경영학과로, 동․서양화과를 회화과로, 공예․도안과를 응용미술과로 통합

1969년 도서관 이전 확장하고 중앙도서관으로 개칭

홍익미술관 개관

인문사회관 준공

1970년 공학부에 전자공학과 신설

요업관 준공(343평)
1971년 공예관 준공(419평)

수도공과대학(8개학과, 정원 1,040명) 합병

공학부에 전기공학과 신설

종합대학교 인가(이공대학․상경대학․미술대학, 총20개학과), 홍익대학교로 교명 변경

홍익미술관을 홍익대학교 박물관으로 확장

1972년 산업미술대학원(특수대학원) 신설(3개학과, 10개 전공 주․야간)
이공학관 준공(4,077평)
2부대학 설치(도안과․공예과)
계원학원 합병

1973년 대학원 학과증설, 박사과정 신설

사범대학 신설(4개학과 120명), 2부대학에 건축공예과 신설



Ⅰ. 총   람  17

1974년 박물관․문헌관 준공(5,107평)
1976년 응용미술과를 공예과와 산업도안과로 개편

1977년 초․중․고등학교 5개교(홍익국민학교, 홍익중․고등학교, 홍익여자중․고등학교)를 사

범대학 부속학교로 변경

1978년 이공대학을 공과대학으로 개편

1979년 학생회관 및 중앙도서관 준공(4,164평)
1980년 문과대학 신설(영어영문학과, 독어독문학과, 불어불문학과)

사범대학 교육학과 신설

환경대학원 신설

1981년 교육대학원 신설

1982년 공과대학에 산업공학과 신설

1983년 인문사회관 증축공사 준공(4,009평)
1985년 와우관 준공(1,755평)
1986년 홍익문화체육관 준공(2,799평)

미술대학에 예술학과 신설

미술교육원 설치

1987년 국제경영대학원 신설

상경대학을 경영대학으로 개편

법경대학 신설(법학과, 경제학과)
미술대학에 판화과 신설

미술대학 산업디자인과를 시각디자인과와 공업디자인과로 분리

조치원캠퍼스 공공시설 설치 입지 승인(359,455평)
1988년 조치원캠퍼스에 산업대학(11개학과) 신설

운동부 숙소 준공(492평)
문과대학에 국어국문학과 신설

미술대학 공예과를 금속공예과, 도예과, 목공예과, 섬유미술과로 분리

1989년 조치원캠퍼스(현, 세종캠퍼스) 설치, 산업대학 운영 시작

서울캠퍼스의 강당(929평), 기숙사(866평) 준공

1991년 조치원캠퍼스 교사 4개동․기숙사 2개동․체육관․실습실 2개동 준공(11,273평)
산업대학을 과학기술대학과 조형대학으로 개편

산업정보대학원 신설

미술교육원을 미술․디자인교육원으로 명칭 변경

1992년 조치원캠퍼스에 상경대학 신설

중앙도서관 온라인 정보검색 개통

1993년 세무대학원 신설

1994년 서울캠퍼스 제1신관 준공(2,574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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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5년 조치원캠퍼스에 산업대학원 신설

1996년 서울캠퍼스 제2신관 준공(2,965평)
조치원캠퍼스 도서관, 교사동 준공(5,130평)
광고홍보대학원, 교육경영관리대학원 신설

산업정보대학원을 정보대학원과 산업기술대학원으로 분리

환경대학원을 건축도시대학원으로 개칭

1997년 외국어교육원 신설

미술대학원 신설

산업기술대학원을 테크노경영대학원으로 개칭

1999년 강남교육원 개원

지식재산법무대학원 신설, 테크노경영대학원을 정보대학원으로 통합

조치원캠퍼스 학생회관 개관(1,295평)
조치원캠퍼스 국제연수원 준공(4,301평)

2000년 사회교육관 준공(1,213평)
2001년 정보통신센터 준공(3,871평) 

제2공학관 준공(2,960평) 
외국어교육원을 국제언어교육원으로 명칭 변경

2002년 만리포 해양연수원 개원

조치원캠퍼스 영상․애니메이션 촬영스튜디오 준공(362평)
새로암학사 준공(3,557평) 
대학로캠퍼스 개원 

경성학원 합병

멀티미디언 타워 착공

2003년 지식재산법무대학원 폐지

화성(수원)캠퍼스 수리실험동 준공(436평)
조치원캠퍼스 산학협력관 준공(823평)

2004년 산학협력단 신설

학교법인 국제산업디자인학원 합병

영상대학원, 국제디자인전문대학원 신설

조형대학 조형학부를 디자인․영상학부로 변경

2004년도 특성화 우수대학 선정(교육인적자원부)
2005년 과학기술대학 전자․전기․컴퓨터공학부를 전자․전기공학과와 컴퓨터정보통신공학과

로 변경

과학기술대학 건축공학과를 건축공학부로 변경

상경대학 국제경영학과 신설

교육인적자원부로부터 3년 연속 특성화 지원 사업 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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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전자와 ‘맞춤형 인재 육성을 위한 정보통신트랙(Track) 공동운영’ 협약 체결

국제 산학협력 프로그램, PACE와 산학협력 체계 구축

조치원캠퍼스 홍익아트홀 준공 및 스포츠센터 기공식 

2006년 건축대학 신설, 실내건축학전공 신설

개교 60주년 기념식

홍문관 준공(18,464평)
미술대학 시각디자인학과와 산업디자인학과를 디자인학부(시각디자인전공, 산업디자인

전공)로 통합

2007년 법경대학을 법과대학과 경제학부로 개편

경영대학 경영학부 경영학전공과 무역학전공을 경영학전공으로 통합

2008년 상경대학 국제경영학과를 상경학부 국제경영(중국, 일본)전공으로 통합

국제경영대학원을 경영대학원으로 변경하고 세무대학원을 통합

대학로캠퍼스 기공식

2009년 현대미술관 개관

2010년 공과대학 정보․컴퓨터공학부 정보산업공학전공을 산업공학전공으로 변경

과학기술대학 화학시스템공학과를 바이오화학공학과로 변경

상경대학 상경학부 경영정보학전공을 E-마케팅전공으로 변경

조형대학 디자인영상학부의 광고커뮤니케이션디자인전공을 커뮤니케이션디자인전공으

로 변경

대학원에 MIP(지식재산학 석사학위)과정 신설

조치원캠퍼스 스포츠센터 준공(4,950.53㎡)
2011년 행정조직개편에 따른 팀(Team)제 시행

영상대학원에 공연예술․뮤지컬전공을 신설

조치원캠퍼스를 세종캠퍼스로 명칭 변경 

2012년 영상대학원 공연예술․뮤지컬전공 폐지 및 공연예술대학원 신설

스마트도시 과학경영대학원 신설

법과대학 법학과를 법과대학 법학부로 개편

산업정보융합학부, 기술상경융합학부 신설

인문관 D동 준공(4,807.72㎡)
대학로캠퍼스 준공(57,098.12㎡)
대학로 아트센터 개관

박물관 상설전시실과 기획전시실 리노베이션 완료 및 제1종 전문박물관으로 등록

사범대학부속초등학교, 부속여자중학교, 부속여자고등학교가 성미산부지로 신축 이전

2014년 미술디자인교육원을 문화예술평생교육원으로 명칭 변경

기술상경융합학부 폐지

산업미술대학원을 디자인콘텐츠대학원으로, 산업대학원을 문화정보정책대학원으로 각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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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칭 변경

융합전공 신설

2015년 세종캠퍼스 종합강의동(세종관) 준공(9,017㎡)
창업교육센터 설치

2016년 서울캠퍼스 제2기숙사 준공(35,328㎡), 미술종합강의동 준공(6,247.59㎡)
산업정보융합학부를 디자인경영융합학부로 명칭변경, 상경대학 E-마케팅전공과 국제경

영(중국, 일본)전공을 글로벌경영전공으로, 조형대학 애니메이션전공과 영상․영화전공

을 영상․애니메이션전공으로, 과학기술대학 재료공학부를 별도 전공없이 단일학부로 

각각 통합

2017년 국제협력본부 신설

세종캠퍼스 학군단(1,091.3㎡) 및 공동작업실(696.2㎡) 준공

제3기숙사(11,168.8㎡) 준공

대학교육혁신센터를 대학교육혁신단으로 명칭변경

교육성과관리센터, 창업지원단, 현장실습지원센터 신설

융합전공 내 사물인터넷공학전공, 지능로봇․공학전공, 스마트도시․데이터사이언스전

공, 디자인엔지니어링전공 신설

교육경영관리대학원 폐지

2018년 패션대학원 신설

화성 4차산업혁명캠퍼스 기공식

세종캠퍼스 홍익스마트밸리 기공식

아트 앤 디자인밸리 기공식 및 홍익VR뮤지엄 개관식

미술학관 시설개선 리모델링

IPP형 일학습병행제 사업단 신설

교수학습지원센터 내 소통역량지원부 신설

융합전공 내 빅데이터비즈니스전공을 신설하고, 자동차부품․디자인전공을 자동차기술

융합디자인전공으로 명칭변경

과학기술대학의 전자․전기공학과, 컴퓨터정보통신공학과, 재료공학부, 건축공학부 건축

학전공을 전자전기융합공학과, 소프트웨어융합학과, 재료공학과, 건축공학부 건축디자인

전공으로 각각 명칭변경. 조형대학의 디자인․영상학부 프로덕트디자인전공, 커뮤니케

이션디자인전공, 디지털미디어디자인전공, 영상․애니메이션전공을 디자인컨버전스학부

와 영상․애니메이션학부로 개편

대학원 석사학위과정 국어국문학과에 국어국문학전공과 한국어교육전공을 신설. 디자인

콘텐츠대학원에 공공디자인전공을 신설하고 제품․운송디자인전공을 산업디자인전공으

로 명칭변경

대학원 석사학위과정 중 제품디자인과를 디자인이노베이션&테크놀로지학과로 명칭변

경. 메타디자인학부를 디자인학부로 명칭변경하고 제품디자인트랙, 운송기기디자인트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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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산업디자인트랙으로 통합

영상대학원에 VR․AR콘텐츠전공 신설

경영대학원의 4개 전공(경영정보학전공, 국제경영학전공, 국제통상학전공, 품질환경경영

전공) 폐지

국제디자인전문대학원의 제품디자인전공을 스마트디자인엔지니어링전공으로 명칭변경

2019년 기획처에 예산팀 신설

법과대학 법학부 사법(비즈니스․정보법)전공, 공법(공공서비스법)전공을 폐지하고 법학

부로 운영

일반대학원에 산업융합협동과정(석․박사) 신설. 교육대학원 상담심리전공에 미술치료 

세부전공 신설

디자인콘텐츠대학원을 산업미술대학원으로 명칭변경

문화예술경영대학원 신설(경영대학원에서 문화예술경영전공을 분리)
패션대학원에 패션뷰티디자인전공 신설

퍼스널모빌리티연구센터를 스마트모빌리티연구소로 명칭변경

2020년 공연예술학부 신설

건축대학을 건축도시대학으로 명칭변경하고 공과대학 도시공학전공을 건축도시대학 도

시공학과로 소속변경. 공과대학 토목공학전공을 토목공학과로 명칭변경

융합전공으로 데이터사이언스전공 신설

건축도시대학원 교통학전공을 폐지하고, 건축설계전공, 도시설계전공, 실내설계전공을 

건축디자인전공, 도시디자인전공, 실내건축디자인전공으로 각각 명칭변경

교육대학원 국어교육전공, 기술교육전공, 상업교육전공, 수학교육전공, 역사교육전공, 
영어교육전공, 초등영어교육전공, 컴퓨터교육전공, 한문교육전공을 폐지하고, 교육과정

전공, 교육심리전공, 교육행정전공, 평생교육전공을 교육학전공으로 통합 운영.
영상대학원을 영상․커뮤니케이션대학원으로 명칭병경하고, 광고․브랜드경영전공, 뉴

미디어콘텐츠전공 신설

산업미술대학원에 일러스트레이션 전공을 신설하고, 금속․액세서리디자인전공을 금

속․주얼리브랜드디자인전공으로 명칭변경

공동기기센터 신설

아트앤디자인밸리 착공식

2021년 공과대학 토목공학과, 정보․컴퓨터공학부, 산업공학전공의 명칭을 각각 건설환경공학

과, 컴퓨터․데이터공학부, 산업․데이터공학전공으로 변경

일반대학원 공학계열 전기공학과, 전자전산공학과를 각각 전자전기융합공학과, 소프트

웨어융합학과로, 화학시스템공학과를 바이오화학공학과로 명칭변경. 미술․디자인계열 

도예과를 도예․유리과로 명칭변경. 미술․디자인․공예계열 영상학과를 영상․인터랙

션학과로, 도예전공을 도예․유리전공으로 명칭변경하고 공공디자인전공 신설

공연예술대학원에 실용음악전공 신설



22  대학원 요람

문화정보정책대학원의 실내건축설계전공, 전시디자인전공을 공간․환경디자인전공으로, 
커뮤니케이션디자인전공, 광고홍보커뮤니케이션전공을 광고홍보․디자인전공으로 통합

함. 경영정보전공, 게임프로듀싱전공, 공공경영전공을 폐지

현재 본 대학교는 10개 단과대학[11개 학부(14개 전공), 27개 학과] 및 5개 학부(5개 전공), 1
개 학과 그리고 대학원과 1개 전문대학원 및 12개 특수대학원으로 구성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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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법인 홍익학원 임원

이 사 장 이    면    영

이    사 김    기    주

〃 김    상    구

〃 김    석    휘 

〃 한    영    석

〃 황    길    수

〃 김    유    후

〃 양    우    석

감    사 심    우    열

〃 김    석    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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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홍익대학교 기구표

(8절로 별도 인쇄후 접지 삽입)





Ⅲ. 학교안내  31

2. 운영기구 및 기관장

가. 교무위원회

총장
학사담당부총장
관리담당부총장
세종캠퍼스부총장
대학교육혁신사업단장
대학원장
국제디자인전문대학원장
건축도시대학원장
경영대학원장
문화예술경영대학원장
공연예술대학원장
광고홍보대학원장
교육대학원장
산업미술대학원장
미술대학원장
영상․커뮤니케이션대학원장
문화정보정책대학원장
스마트도시과학경영대학원장
패션대학원장
공과대학장
건축도시대학장
경영대학장
문과대학장
법과대학장
사범대학장
미술대학장
과학기술대학장
상경대학장
조형대학장
기획처장
교무처장
학생처장
기획관리처장
교학처장
산학협력단장(서울)
중앙도서관장
정보전산원장
IPP형 일학습병행제 사업단장

나. 대학본부

총장 양우석
학사담당부총장 서종욱
관리담당부총장 표창우
세종캠퍼스부총장 장인식
대학교육혁신사업단장 김영식
기획처장 음선필
교무처장 원종인
학생처장 김주연
기획관리처장 김희산
교학처장 박범순
산학협력단장(서울) 하정훈
산학협력단장(세종) 한정희
국제협력본부장 윤나라
입학관리본부장 채희준

다. 대학원 및 대학

(1) 대학원
대학원 원장 김영화
국제디자인전문대학원 원장 이  근
건축도시대학원 원장 최내영
경영대학원 원장 신성환
문화예술경영대학원 원장 신형덕
공연예술대학원 원장 안호상
광고홍보대학원 원장 김현석
교육대학원 원장 이승복
산업미술대학원 원장 백  은
미술대학원 원장 김찬일
영상․커뮤니케이션대학원 원장 김현석
문화정보정책대학원 원장 추연석
스마트도시 과학경영대학원 원장 추연석
패션대학원 원장 이상봉

(2) 대학
공과대학 학장 김관주
건축도시대학 학장 송규만
경영대학 학장 신성환
문과대학 학장 박상준
법과대학 학장 황병돈
사범대학 학장 이승복
미술대학 학장 김호연
과학기술대학 학장 이승희
상경대학 학장 강내철
조형대학 학장 이현진
경제학부 학부장 유종민
디자인경영융합학부 학부장 이진표
공연예술학부 학부장 박기영
게임학부 학부장 강신진
광고홍보학부 학부장 안정선
산업스포츠학과 학과장 강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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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부속기관

법제연구실 실장 오병두
감사실 실장 이재은
교양교육원 원장 박상준
국제언어교육원 원장 이선영
박물관 관장 이선우
현대미술관 관장 이선우
기록보존소 소장 음선필
PACE센터 소장 신승원
체육부 부장 박범순
홍대신문사 주간 이수홍
영자신문사 주간 이수홍
교육방송국 국장 이수홍
미래인재센터 소장 송시강
대학로아트센터 센터장 고희경
대학교육혁신단 단장 서종욱
교육성과관리센터 소장 유건재
창업지원단 단장 하정훈
출판부

  ￭서울캠퍼스
중앙도서관 관장 정영기
법학도서관 관장 정영기
정보전산원 원장 지해성
문화예술평생교육원 원장 김찬일
교수학습지원센터 소장 최희준
취업진로지원센터 소장 김승범
학생상담센터 소장 송인숙
성평등상담센터 소장 김남현
공학교육혁신센터 소장 김관주
경영학교육인증센터 소장 신성환
현장실습지원센터 소장 김승범
건강진료센터 소장 이강욱
§ 서울캠퍼스 산학협력단 부설기관  
창업교육센터 소장 윤희정
첨단교통연구센터 소장 윤  영
로봇윤리와법제연구센터 소장 이중기
융합예술연구센터 소장 정연심
MR미디어 아트텍센터 소장 한정엽

￭세종캠퍼스
문정도서관 관장 이정기
전산실 부장 배병철
평생교육원 원장 이정기
교수학습지원센터 소장 임연수
취업진로지원센터 소장 김건동
학생상담센터 소장 김여정
성평등상담센터 소장 김여정
공학교육혁신센터 소장 안병구
현장실습지원센터 소장 김건동
IPP형 일학습병행제 사업단 단장 윤구영
건강진료센터 소장

§ 세종캠퍼스 산학협력단 부설기관 
창업교육센터 소장 손권중
벤처기업창업보육센터 소장 한정희

마. 부설연구소

￭서울캠퍼스                 
환경개발연구원 원장 최내영
경영연구소 소장 신성환
경제연구소 소장 유종민
교육연구소 소장 이승복
과학기술연구소 소장 이재호
철도․교통기술연구센터 소장 김제도
방재연구센터 소장 최은수
트리보․메카․에너지기술연구센터 소장 조성산
중소기업산학협력센터 소장 이재호
메타물질전자소자연구센터 소장 이정해
인문과학연구소 소장 염재일
법학연구소 소장 사동천
창작과법연구센터 소장 나동규
동북아법연구센터 소장 류병운
미술디자인공학연구소 소장 김재엽
도예연구센터 소장 우관호
환경미술연구소 소장 이수홍
동아시아예술문화연구소 소장 지민경
스마트모빌리티연구소 소장 이  근

￭세종캠퍼스
산업기술연구소 소장 임진우
메카트로닉스연구센터 소장 이진희
해양시스템연구센터 소장 김도영
전기설비연구센터 소장 조준형
중소기업산학협력센터 소장 한정희
영상애니메이션연구소 소장 이찬호
색채디자인연구센터 소장 이윤진
동북아기업경영연구소 소장 정세창
스마트도시환경디자인연구센터 소장 장지인

바. 부속학교

홍익대학교 사범대학
부속고등학교 교장 전창완
부속여자고등학교 교장 김광국
부속중학교 교장 정영복
부속여자중학교 교장 박정구
부속초등학교 교장 김미진
부속유치원 원장 안병규

사. 병설학교

경성고등학교 교장 황광욱
홍익디자인고등학교 교장 한명국
홍익디자인고등학교(화성) 교장 고연수
경성중학교 교장 고의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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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교수현황

 공과대학

직 급 성 명 학 위
출 신 학 교

전 공
대 학 학위취득대학

- 이학

부 교 수 김향균 이학박사 연세대학교 한국과학기술원 물리학

조 교 수 이석민 이학박사 고려대학교 Johns Hopkins Univ. 수학-수이론

건설환경공학과

직 급 성 명 학 위
출 신 학 교

전 공
대 학 학위취득대학

교 수 윤종열 공학박사 MIT Univ. of California,Berkeley 토목구조

교 수 이승오 공학박사 한양대학교 Georgia Institute of Technology 환경수리학

교 수 최은수 공학박사 한양대학교 Georgia Institute of Technology 구조동역학

부 교 수 강준원 공학박사 서울대학교 Univ. of Texas at Austin Structures

부 교 수 김동균 공학박사 한양대학교 Texas A&M Univ. 수공학

부 교 수 김태식 공학박사 서울대학교 Northwestern Univ. Civil&Environmental Engr.

부 교 수 박제량 공학박사 서울대학교 Purdue Univ. 환경생태공학

부 교 수 윤희정 공학박사 서울대학교 Univ. of Texas at Austin 지반공학

조 교 수 김이중 공학박사 한국과학기술원 Univ. of Texas at Austin 건설및환경공학전공

조 교 수 최종권 공학박사 서울대학교 Univ. of Texas at Austin Structural Engineering

겸임교수 윤준희 공학박사 연세대학교 Purdue Univ. 컴퓨터비전

강 사 전정숙 공학박사 한양대학교 한양대학교 수자원및해안공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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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전기공학부

직 급 성 명 학 위
출 신 학 교

전 공
대 학 학위취득대학

교 수 계영철 공학박사 서울대학교 Univ. of Southern California 디지털 신호처리

교 수 김발호 공학박사 서울대학교 Univ. of Texas at Austin 전력경제

교 수 김영민 공학박사 서울대학교 Univ. of Texas at Austin 반도체설계

교 수 김재민 공학박사 서울대학교 Rensselaer Polytechnic Institute 영상신호처리

교 수 김종선 공학박사 한양대학교 Univ. of California, Los Angeles Integrated Circuits And
Systems

교 수 김형탁 공학박사 서울대학교 Cornell Univ. Electrical Engineering

교 수 박동욱 공학박사 MIT MIT 전자공학

교 수 박상주 공학박사 서울대학교 Stanford Univ. 신호처리및압축

교 수 서종욱 공학박사 서울대학교 Univ. of Illinois,Urbana
Champaign 반도체전자공학

교 수 성혁기 공학박사 연세대학교 Univ. of California,Berkeley Electrical Engin. & Computer
Science

교 수 양현석 공학박사 서울대학교 Univ. of California,Berkeley 제어 및 시스템

교 수 오이석 공학박사 연세대학교 Univ. of Michigan, Ann Arbor 전자기학,마이크로파공학

교 수 유도식 공학박사 서울대학교 Univ. of Michigan, Ann Arbor Electrical Engineering

교 수 유재희 공학박사 서울대학교 Cornell Univ. 반도체시스템설계

교 수 이기성 공학박사 서울대학교 Purdue Univ. 제어공학

교 수 이동명 공학박사 한양대학교 Georgia Institute of Technology 전력전자

교 수 이정해 공학박사 서울대학교 Univ. of California, Los Angeles 마이크로파측정

교 수 이종수 공학박사 서울대학교 서울대학교 제어계측공학

교 수 이종창 공학박사 서울대학교 Univ. of California,Santa Barbara 양자전자 및 광전자

교 수 이호경 공학박사 서울대학교 Univ. of Southern California 디지털통신

교 수 임종태 공학박사 서울대학교 Univ. of Michigan, Ann Arbor 통신신호처리

교 수 전영환 공학박사 서울대학교 Tokyo Univ. 전기공학

교 수 정하봉 공학박사 서울대학교 Univ. of Southern California 통신

교 수 조성원 공학박사 서울대학교 Purdue Univ. 인공지능제어

교 수 차호영 공학박사 서울대학교 Cornell Univ. Electrical & Computer
Engineering

교 수 최종선 공학박사 서울대학교 Purdue Univ. 전기전자절연재료

교 수 추호성 공학박사 한양대학교 Univ. of Texas at Austin 마이크로파공학 및
안테나공학

교 수 허서원 공학박사 서울대학교 Purdue Univ. Electrical Engineering

부 교 수 김영민 공학박사 연세대학교 Univ. of Michigan, Ann Arbor Electrical Engineering(VLSI)

조 교 수 강동우 공학박사 서울대학교 Univ. of Southern California Electrical Engineering

조 교 수 노승문 공학박사 서울대학교 Stanford Univ. Electrical Engineering

조 교 수 신형식 공학박사 서울대학교 Stanford Univ. 전기공학

조 교 수 최창식 공학박사 서울대학교 Univ. of Texas at Austin 컴퓨터전기공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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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소재⋅화공시스템공학부(신소재공학전공)

직 급 성 명 학 위
출 신 학 교

전 공
대 학 학위취득대학

교 수 김용석 공학박사 서울대학교 MIT 재료공정

교 수 김우진 공학박사 서울대학교 Stanford Univ. 고온재료

교 수 김형준 공학박사 서울대학교 MIT 반도체공정

교 수 양희선 공학박사 연세대학교 Univ. of Florida 응용나노소재

교 수 이재호 공학박사 서울대학교 Colorado School of Mines 전기화학

교 수 황진하 공학박사 서울대학교 Northwestern Univ. 차세대 전자정보재료

부 교 수 권용우 공학박사 서울대학교 Northwestern Univ. 재료전산해석

부 교 수 박병남 공학박사 연세대학교 Univ. of Wisconsin-Madison 에너지/전자재료

조 교 수 김현식 이학박사 Univ. of Cambridge California Institute of Technology 열전재료

조 교 수 이동욱 공학박사 한국과학기술원 Massachusetts Institute of Technology 전기화학소재

조 교 수 이원규 공학박사 연세대학교 Northwestern Univ. 나노재료설계

석좌교수 김영환 공학박사 서울대학교 Columbia Univ. 비철제련,표면처리

신소재⋅화공시스템공학부(화학공학전공)

직 급 성 명 학 위
출 신 학 교

전 공
대 학 학위취득대학

교 수 김범상 공학박사 연세대학교 Purdue Univ. 고분자, 약물전달시스템

교 수 신동명 이학박사 서울대학교 Univ. of Rochester 디스플레이재료,광학

교 수 원종인 공학박사 서울대학교 Northwestern Univ. 생명공학(단백질 및 DNA)

교 수 이태용 공학박사 서울대학교 California Institute of Technology 공정시스템공학

부 교 수 류원선 공학박사 서울대학교 Univ. of Texas at Austin 나노화학공정,계면화학

부 교 수 성종환 공학박사 서울대학교 Cornell Univ. 생명공학(나노바이오)

부 교 수 정민섭 공학박사 서울대학교 Stanford Univ. 생명공학

부 교 수 정재은 공학박사 조선대학교 성균관대학교 재료공학

부 교 수 최수형 공학박사 서울대학교 Univ. of Minnesota 고분자공학

조 교 수 구자민 공학박사 한국과학기술원 Stanford Univ. 에너지시스템, 생명공학

조 교 수 송봉근 공학박사 서울대학교 Stanford Univ. Chemical Engineering

조 교 수 엄태식 공학박사 서울대학교 Univ. of Washington 화학공학전공

초빙교수 정귀영 공학박사 서울대학교 Univ. of Minnesota 반응공정, 연료전지, 복합재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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컴퓨터⋅데이터공학부(컴퓨터공학전공)

직 급 성 명 학 위
출 신 학 교

전 공
대 학 학위취득대학

교 수 김선일 공학박사 서울대학교 Univ. of Illinois,Urbana Champaign 시스템소프트웨어

교 수 김은삼 공학박사 서울대학교 Univ. of Florida 분산멀티미디어시스템

교 수 김한규 공학박사 서울대학교 Univ. of California,Berkeley 컴퓨터네트워크

교 수 박 준 공학박사 서울대학교 Univ. of Southern California 컴퓨터사이언스

교 수 박준상 공학박사 홍익대학교 Univ. of California, Los Angeles 컴퓨터사이언스

교 수 박준철 공학박사 서울대학교 University of Maryland 통신프로토콜

교 수 박지헌 이학박사 서울대학교 Univ. of Texas at Austin 컴퓨터그래픽스

교 수 송하윤 이학박사 서울대학교 Univ. of California, Los Angeles 시스템소프트웨어

교 수 심영철 공학박사 서울대학교 Univ. of California,Berkeley 분산시스템

교 수 이장호 공학박사 서울대학교 Univ. of Michigan, Ann Arbor 컴퓨터사이언스

교 수 이준용 공학박사 서울대학교 Univ. of Minnesota 컴퓨터하드웨어

교 수 이혜영 공학박사 연세대학교 Univ. of Southern California 컴퓨터그래픽스

교 수 정균락 공학박사 서울대학교 Univ. of Minnesota 알고리즘

교 수 표창우 공학박사 서울대학교 Univ. of Illinois,Urbana Champaign 프로그래밍언어

교 수 하 란 공학박사 서울대학교 Univ. of Illinois,Urbana Champaign 수치해석 및 실시간시스템

부 교 수 배성일 공학박사 서울대학교 Univ. of Illinois,Urbana Champaign 알고리즘, 계산이론

조 교 수 권건우 공학박사 고려대학교 Purdue Univ. 전자전기컴퓨터공학전공

조 교 수 박재영 공학박사 서울대학교 Purdue Univ. Eletrical and Computer
Engineering

조 교 수 윤 영 공학박사 Univ. of Texas
at Austin Univ. of Toronto 분산애플리케이션

초빙교수 김경창 이학박사 홍익대학교 Univ. of Texas at Austin 데이터베이스

초빙교수 김일도 이학박사 해군사관학교 고려대학교 객체지향데이터베이스

초빙교수 이기철 공학박사 서울대학교 Univ. of Wisconsin-Madison 인공지능

초빙교수 최윤화 공학박사 서울대학교 Univ. of Texas at Austin 컴퓨터구조

겸임교수 유주연 이학박사 한양대학교
(ERICA) 한양대학교 응용수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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컴퓨터⋅데이터공학부(산업⋅데이터공학전공)

직 급 성 명 학 위
출 신 학 교

전 공
대 학 학위취득대학

교 수 박구현 공학박사 서울대학교 Univ. of Wisconsin-Madison 최적화(OR)

교 수 박희석 공학박사 서울대학교 Univ. of Michigan, Ann Arbor 인간공학

교 수 옥창수 공학박사 홍익대학교 Pennsylvania State Univ. OR응용, 센서네트워크

교 수 유일근 공학박사 서울대학교 Iowa State Univ. 경제성공학, 원가분석

교 수 이현찬 공학박사 서울대학교 Univ. of Michigan, Ann Arbor CAD, 제품개발

교 수 전홍배 공학박사 연세대학교 한국과학기술원 동시공학, Product Lifecycle
Management

교 수 지원철 공학박사 서울대학교 한국과학기술원 경영정보시스템(데이터마이닝)

교 수 하정훈 공학박사 연세대학교 Texas A&M Univ. 생산, 물류, SCM

부 교 수 김경도 공학박사 서울대학교 Purdue Univ. Human-computer Interaction

조 교 수 석혜성 공학박사 한국과학기술원 Purdue Univ. Industrial Engineering

기계⋅시스템 디자인공학과

직 급 성 명 학 위
출 신 학 교

전 공
대 학 학위취득대학

교 수 김관주 공학박사 서울대학교 Stanford Univ. 동역학, 진동

교 수 김정수 공학박사 MIT Univ. of California,Berkeley 기계공학:동역학,진동

교 수 박승호 공학박사 서울대학교 Univ. of California,Berkeley 응용가스터어빈

교 수 신승원 공학박사 서울대학교 Georgia Institute of Technology 기계공학

교 수 이수용 공학박사 서울대학교 MIT 메카트로닉스

교 수 임현준 공학박사 서울대학교 MIT 고체역학

교 수 장호명 공학박사 서울대학교 MIT 저온공학

교 수 정은수 공학박사 서울대학교 MIT 압축성유체역학

교 수 조성산 공학박사 서울대학교 Univ. of California,Berkeley 기계공작법

교 수 지해성 공학박사 서울대학교 MIT 전산기응용설계

교 수 최형연 공학박사 서울대학교 Stanford Univ. 기계재료공학

부 교 수 김규현 공학박사 부산대학교 인하대학교 고체 및 생산공학

부 교 수 김정훈 공학박사 단국대학교 서울대학교 농업기계학전공

부 교 수 김제도 공학박사 Univ. of Toronto Univ. of Michigan, Ann Arbor 기계공학

부 교 수 문희창 공학박사 선문대학교 국민대학교 Vehicle Electronic Control

부 교 수 박성진 공학박사 서울대학교 Univ. of Michigan, Ann Arbor 기계시스템설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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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 급 성 명 학 위
출 신 학 교

전 공
대 학 학위취득대학

부 교 수 서정환 공학박사 서울대학교 Univ. of Michigan, Ann Arbor Mechanical Engineering

부 교 수 오유근 공학박사 서울대학교 Univ. of Michigan, Ann Arbor Mechanical Engineering

부 교 수 이승희 공학박사 고려대학교 Univ. of Michigan, Ann Arbor Mech. Engr & Appl Mech

조 교 수 김의호 공학박사 Iowa State Univ. Stanford Univ. Aerospace Engineering

조 교 수 맹상진 공학박사 연세대학교 Univ. of Wisconsin-Madison 기계공학

조 교 수 박기철 미술학박사 홍익대학교 서울대학교 공업디자인

조 교 수 신정헌 공학박사 고려대학교 Univ. of Texas at Austin 열유체공학

조 교 수 임덕신 공학박사 한국과학기술원 Ecole Nationale Superieure d'Arts
et Metiers Industrial Engineering

초빙교수 박승진 공학박사 한양대학교 Oregon State University 컴퓨터 사이언스

초빙교수 박종진 공학박사 서울대학교 Univ. of California,Berkeley 금속가공

겸임교수 김승우 미술학석사 홍익대학교 홍익대학교 제품운송디자인

강 사 김영호 공학박사 홍익대학교 홍익대학교 전자공학

강 사 정승환 공학박사 국민대학교 Colorado State Univ. 풍공학, 구조공학

강 사 한만용 공학박사 홍익대학교 홍익대학교 기계공학과

기초과학과

직 급 성 명 학 위
출 신 학 교

전 공
대 학 학위취득대학

교 수 김남현 이학박사 서울대학교 Univ. of California,Berkeley 통계학

교 수 김연미 이학박사 서울대학교 MIT 해석학

교 수 김영관 이학박사 서울대학교 Univ. of California, Los Angeles 재료및고체표면화학

교 수 김영식 이학박사 서울대학교 Univ. of Rochester 물리화학

교 수 김유진 이학박사 서울대학교 Cornell Univ. 고분자물리화학

교 수 김태완 이학박사 연세대학교 Univ. of California, Los Angeles 고체물리

교 수 노태완 공학박사 서울대학교 Univ. of California,Berkeley 원자로수치해석

교 수 윤복식 공학박사 서울대학교 Univ. of California,Berkeley 확률과정론

교 수 하윤경 이학박사 서울대학교 Stanford Univ. 무기화학

교 수 한원근 이학박사 서울대학교 Brown Univ. 고체물리이론

강 사 김경락 물리학박사 고려대학교 고려대학교 물리학과

강 사 김성원 이학박사 서울대학교 University of Central Florida 물리학

강 사 심재철 공학박사 한양대학교 한양대학교 공업화학(전기화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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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 급 성 명 학 위
출 신 학 교

전 공
대 학 학위취득대학

강 사 안성환 공학박사 명지대학교 명지대학교 화학공학(촉매 및 에너지)

강 사 안일주 이학박사 경희대학교 경희대학교 수학과

강 사 이소영 경영학박사 중앙대학교 Texas A&M Univ. 생태과학경영학

강 사 이형용 이학박사 고려대학교 고려대학교 기하학

강 사 임재희 이학박사 경희대학교 경희대학교 화학과

강 사 장정환 이학박사 고려대학교 University of Maryland 미분기하

강 사 정은경 이학박사 고려대학교 포항공과대학교 수학(암호론)

강 사 최 한 이학박사 이화여자대학교 이화여자대학교 물리화학

강 사 최한님 이학박사 숙명여자대학교 연세대학교 전기분석화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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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축도시대학

건축학부

직 급 성 명 학 위
출 신 학 교

전 공
대 학 학위취득대학

겸임교수 김일석 건축학석사 Ecole Speciale
d'Architecture Ecole Speciale d'Architecture Architecture

강 사 이정인 디자인석사 홍익대학교 Royal College of Art Design Products

건축학부(건축학전공)

직 급 성 명 학 위
출 신 학 교

전 공
대 학 학위취득대학

교 수 민현준 공학박사 서울대학교 서울대학교 건축설계

교 수 송규만 건축학박사 홍익대학교 Harvard Univ. 디지털건축및건축경영

교 수 유현준 건축학석사 연세대학교 Harvard Univ. 건축설계

교 수 윤혜경 공학박사 홍익대학교 Carnegie Mellon University Building Performance and
Diagnostics

교 수 이영수 공학박사 홍익대학교 홍익대학교 건축설계

교 수 임영환 공학박사 홍익대학교 서울대학교 건축계획

교 수 정재용 도시계획학박사 Univ. of Liverpool Univ. of Liverpool 도시설계학

교 수 조 한 건축학석사 홍익대학교 Yale Univ. 건축설계

교 수 홍기섭 공학박사 서울대학교 서울대학교 건축구조

부 교 수 강철희 건축공학석사 홍익대학교 홍익대학교 건축설계

부 교 수 공순구 건축학박사 홍익대학교 홍익대학교 건축

부 교 수 김주원 건축학석사 홍익대학교 AA School, London 건축설계

부 교 수 윤동식 건축학박사 홍익대학교 Tokyo Univ. 건축학

부 교 수 윤지희라 건축학박사 Univ. of California,
Berkeley Univ. of California,Berkeley Architecture

부 교 수 이경선 건축학박사 홍익대학교 Harvard Univ. 건축설계

부 교 수 장용순 철학박사 서울대학교 파리8대학 건축역사 및 이론

부 교 수 조성익 공학박사 서울대학교 서울대학교 건축학전공

조 교 수 고영선 건축학석사 고려대학교 Yale Univ. Architectural Design

조 교 수 김희진 건축학박사 서울대학교 서울대학교 건축학

조 교 수 맹필수 건축학석사 서울대학교 Harvard Univ. 건축학

조 교 수 이원석 건축학석사 서울대학교 Columbia Univ. 건축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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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 급 성 명 학 위
출 신 학 교

전 공
대 학 학위취득대학

조 교 수 이재영 건축학박사 연세대학교 EcoledesHautesEtudes en
SciencesSociales

지역사회개발
도시분야(도시건축이론)

조 교 수 이진미 건축학석사 홍익대학교 University of Westminster 건축설계

조 교 수 정윤천 건축학박사 홍익대학교 McGill Univ. Architectural History and
Theory

초빙교수 김 억 건축학박사 서울대학교 Univ. of Michigan, Ann Arbor 건축학

겸임교수 고건수 건축학석사 한국예술종합학교 Delft University of Technology Architecture

겸임교수 고성석 건축학석사 한동대학교 Harvard Univ. Architecture in Urban Design

겸임교수 국현아 건축학석사 홍익대학교 Yale Univ. M.ARCH

겸임교수 권병용 건축학석사 한양대학교 Univ. of Michigan, Ann Arbor 건축

겸임교수 김건호 건축학석사 성균관대학교 Harvard Univ. 건축

겸임교수 김도현 건축학석사 홍익대학교 서울대학교 건축학

겸임교수 김명홍 건축학석사 서울대학교 서울대학교 건축설계

겸임교수 김석원 건축학석사 서울대학교 Univ. of London Architectural Design

겸임교수 김시원 공학석사 충남대학교 홍익대학교 건축설계

겸임교수 김지용 건축학박사 홍익대학교 홍익대학교 건축

겸임교수 김택빈 공학석사 홍익대학교 홍익대학교 건축학

겸임교수 김희규 공학박사 홍익대학교 홍익대학교 건축구조

겸임교수 민형승 건축학박사 Univ. of Michigan,
Ann Arbor Harvard Univ. 건축

겸임교수 박미숙 건축학석사 한국예술종합학교 Cornell Univ. 건축학과

겸임교수 박재광 건축학석사 서울시립대학교 한양대학교 건축설계

겸임교수 박종현 건축학박사 홍익대학교 홍익대학교 건축학과

겸임교수 박주현 공학석사 홍익대학교 홍익대학교 건축학

겸임교수 배규환 건축학박사 홍익대학교 홍익대학교 건축학과

겸임교수 백인화 건축학석사 홍익대학교 Delft University of Technology Architecture

겸임교수 성나영 부동산학석사 홍익대학교 건국대학교 부동산건설개발전공

겸임교수 송선화 건축학석사 홍익대학교 홍익대학교 건축설계

겸임교수 신윤정 건축학박사 서울대학교 서울대학교 건축학

겸임교수 안종환 건축학석사 한양대학교 London Metropolitan University 건축

겸임교수 양원모 건축학석사 홍익대학교 홍익대학교 건축설계전공

겸임교수 양 헌 건축학석사 원광대학교 홍익대학교 건축학과

겸임교수 엄범섭 건축학석사 고려대학교 고려대학교 건축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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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 급 성 명 학 위
출 신 학 교

전 공
대 학 학위취득대학

겸임교수 우형호 건축학석사 홍익대학교 홍익대학교 도시계획

겸임교수 원경호 건축학석사 Univ. of Michigan,
Ann Arbor Harvard Univ. Architecture

겸임교수 이경재 건축학석사 서울대학교 Yale Univ. Architecture

겸임교수 이소민 건축학석사 이화여자대학교 Harvard Univ. 건축학과

겸임교수 이승윤 건축학석사 한국예술종합학교 한국예술종합학교 건축설계

겸임교수 이장환 건축학석사 홍익대학교 Delft University of Technology architecture

겸임교수 이정훈 건축학석사 홍익대학교 홍익대학교 실내설계

겸임교수 이태진 공학석사 홍익대학교 Delft University of Technology RMIT

겸임교수 이호선 건축학석사 한국예술종합학교 Delft University of Technology 건축설계

겸임교수 정경오 건축학석사 홍익대학교 Delft University of Technology Architecture, Materialisation

겸임교수 정승권 건축공학사 홍익대학교 홍익대학교 건축학과

겸임교수 정혜영 건축학석사 Ecole d`Arch. de
Paris La Villette Ecole d`Arch. de Paris La Villette 건축 계획 및 도시

겸임교수 조소은 건축학석사 한양대학교 Univ. of Michigan, Ann Arbor 건축

겸임교수 조항준 건축학박사 　 Universita IUAV di Venezia 건축학

겸임교수 차광호 건축학석사 연세대학교 Columbia Univ. Architecture

겸임교수 차승연 건축학석사 홍익대학교 Universidad Politecnica de Madrid 건축학

겸임교수 채성준 건축학석사 선문대학교 Harvard Univ. architecture

겸임교수 최연웅 건축학석사 고려대학교 Universitaet Stuttgart architektur

겸임교수 함은아 건축학석사 서울대학교 Architectural Association School
of Architecture Landscape Urbanism

겸임교수 현진철 건축학석사 Ecole Speciale
d'Architecture Ecole Speciale d'Architecture 건축설계

겸임교수 홍정희 건축학석사 홍익대학교 서울대학교 건축학

강 사 서종관 건축학석사
School of the
Art Institute of
Chicago

Princeton Univ. Mater of Architecture
admiss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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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학부(실내건축학전공)

직 급 성 명 학 위
출 신 학 교

전 공
대 학 학위취득대학

교 수 김주연 건축학박사 홍익대학교 국민대학교 공간디자인

교 수 이현호 건축학석사 서울대학교 Univ. of Michigan, Ann Arbor 실내설계

부 교 수 우승현 건축학석사 홍익대학교 Univ. of Michigan, Ann Arbor Architecture

부 교 수 조성익 공학박사 서울대학교 서울대학교 건축학전공

조 교 수 고영선 건축학석사 고려대학교 Yale Univ. Architectural Design

조 교 수 김수란 건축학석사 Carnegie Mellon
University Harvard Univ. 도시건축디자인

조 교 수 김이홍 건축학석사 연세대학교 Harvard Univ. 건축설계

조 교 수 김정현 건축학석사 서울대학교 Harvard Univ. 건축학

조 교 수 마승범 건축학석사 서울대학교 Columbia Univ. Advanced Architectural
Design

조 교 수 박정환 건축학석사 서울대학교 Harvard Univ. 건축설계

조 교 수 이재영 건축학석사 서울대학교 Univ. of Pennsylvania 건축학

조 교 수 임미정 건축학석사 Rhode Island
School of Design Harvard Univ. Architecture

조 교 수 조웅희 건축학석사 연세대학교 Harvard Univ. 건축학

겸임교수 김대일 건축학석사 서울대학교 서울대학교 건축학과

겸임교수 김석훈 건축학석사 한양대학교 Columbia Univ. Architecture

겸임교수 민시연 건축학석사 Univ. of Michigan,
Ann Arbor Columbia Univ. 건축

겸임교수 박유진 건축학석사 Illinois Institute
of Technology Illinois Institute of Technology Architecture

겸임교수 박지윤 건축학석사 Pratt Institute Parsons School of Design Architectural Lighting Design

겸임교수 박진호 건축학박사 홍익대학교 홍익대학교 건축계획전공

겸임교수 서윤주 건축학석사 홍익대학교 홍익대학교 건축학과

겸임교수 신윤정 건축학박사 서울대학교 서울대학교 건축학

겸임교수 이효진 이학석사 홍익대학교 Pratt Institute Interior Design

겸임교수 장윤선 건축학석사 이화여자대학교 Pratt Institute interior Design

겸임교수 Nomura
Chika 건축학석사 무사시노미술대학 Pratt Institute Architecture

강 사 송은아 건축학박사 동덕여자대학교 건국대학교 실내건축설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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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공학과

직 급 성 명 학 위
출 신 학 교

전 공
대 학 학위취득대학

교 수 강준모 공학박사 홍익대학교 Ohio State Univ. 도시설계

교 수 김학진 공학박사 서울대학교 홍익대학교 도시계획

교 수 최내영 공학박사 서울대학교 Univ. of Pennsylvania 도시경제

교 수 추상호 공학박사 한양대학교 Univ. of California, Davis 교통계획

교 수 황기연 공학박사 연세대학교 Univ. of Southern California 교통계획

부 교 수 김태희 공학박사 홍익대학교 홍익대학교 교통계획과

부 교 수 박성진 공학박사 홍익대학교 Univ. of California,Berkeley 도시계획,교통계획

부 교 수 진양교 조경학박사 서울시립대학교 Univ. of Illinois,Urbana Champaign Regional Planning

부 교 수 천상현 공학박사 한양대학교 Univ. of California,Berkeley City&Regional Planning

조 교 수 김형규 도시계획박사 서울대학교 Univ. of California,Berkeley 도시계획

조 교 수 이재경 공학박사 홍익대학교 Texas A&M Univ. Urban and Regional Science

조 교 수 임동우 건축학석사 서울대학교 Harvard Univ. Architecture in Urban Design

초빙교수 김성훈 공학박사 홍익대학교 홍익대학교 도시계획전공

겸임교수 유재득 공학박사 홍익대학교 홍익대학교 도시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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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영대학

경영학부(경영학전공)

직 급 성 명 학 위
출 신 학 교

전 공
대 학 학위취득대학

교 수 강현정 경영학박사 연세대학교 State University of New York at
Buffalo 경영정보시스템

교 수 김유찬 경제학박사 Universitaet
Freiburg Hamburg Univ. 세무학

교 수 류춘호 경영학박사 서울대학교 Univ. of Pennsylvania 경영과학/생산관리

교 수 문태원 경영학박사 George
Washington Univ. George Washington Univ. Organizational Behavior

교 수 변지석 경영학박사 서울대학교 New York Univ. 경영정보학

교 수 신병현 경영학박사 연세대학교 연세대학교 인사, 조직

교 수 신성환 경영학박사 서울대학교 MIT 재무관리.재무분석

교 수 신형덕 경영학박사 서울대학교 Ohio State Univ. 경영전략

교 수 안형준 경영공학박사 한국과학기술원 한국과학기술원 경영정보시스템

교 수 윤나라 경영학박사 연세대학교 Northwestern Univ. 마케팅

교 수 윤재원 경영학박사 고려대학교 고려대학교 회계학

교 수 이경주 보험학박사 서울대학교 Univ. of Pennsylvania 보험학

교 수 이광철 경영학박사 서울대학교 Univ. of South Carolina (국제)경영학

교 수 이기엽 경영학박사 서울대학교 Univ. of Chicago 경영통계 및 마케팅

교 수 이재은 경영학박사 고려대학교 고려대학교 회계학

교 수 이진표 공학박사 한양대학교 Georgia Institute of Technology 경영과학/생산관리

교 수 이호배 경영학박사 고려대학교 고려대학교 마케팅

교 수 임병권 공학사 성균관대학교 성균관대학교 전기공학

교 수 정영기 경영학박사 성균관대학교 성균관대학교 경영학

교 수 정태영 경영학박사 서울대학교 Univ. of Michigan, Ann Arbor 국제경영학

부 교 수 고정민 경영학박사 연세대학교 성균관대학교 조직이론/인사관리전공

부 교 수 권경민 경영학박사 고려대학교 Michigan State Univ. Finance

부 교 수 박민재 공학박사 연세대학교 Rutgers,the State Univ.of New
Jersey 경영과학/생산관리

부 교 수 양인선 경영학박사 이화여자대학교 Syracuse University Finance

부 교 수 이승윤 경영학박사 서울대학교 Univ. of Michigan, Ann Arbor 인사조직

부 교 수 장웅조 예술경영학박사 서울대학교 Ohio State Univ. Arts Policy and Administration

부 교 수 정광헌 공학박사 서울대학교 Univ. of Florida 경영과학/생산관리

부 교 수 조성호 경영학박사 고려대학교 Univ. of California, Los Angeles 전략경영

부 교 수 조원일 경영학박사 한양대학교 한양대학교 경영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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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 급 성 명 학 위
출 신 학 교

전 공
대 학 학위취득대학

부 교 수 황현철 이학박사 서울대학교 State Univ. of New York at
Stony Brook 응용수학

부 교 수
Yoon-Na
Cho 경영학박사

University of
North Carolina,
Greensboro

Univ. of Arkansas 마케팅

조 교 수 곽소연 회계학박사 연세대학교 Temple University 회계학

조 교 수 김승범 경영학박사 포항공과대학교 Univ. of Southern California 경영과학/생산관리

조 교 수 김진희 경영학박사 연세대학교 Purdue Univ. Finance

조 교 수 박상희 경영학박사
University of
Nevada, Las
Vegas

Cornell Univ. 인사관리/조직행동

조 교 수 안혜진 경영학박사 서울대학교 서울대학교 경영학전공

조 교 수 유건재 경영학박사 서강대학교 Cornell Univ. Industrial and Labor
Relations

조 교 수 이대창 경제학박사 서울대학교 Cornell Univ. 노동경제학

조 교 수 이미림 공학박사 한국과학기술원 Georgia Institute of Technology 경영과학/생산관리

조 교 수 이승연 경영학박사 연세대학교 연세대학교 경영학

조 교 수 이준환 경영학박사 Univ. of South
Carolina George Washington Univ. Marketing Consumer

Behavior

조 교 수 정남철 경영학박사 고려대학교 고려대학교 경영학과

조 교 수 정호진 경영학박사 Univ. of Michigan,
Ann Arbor Northwestern Univ. Marketing

조 교 수 조나은 경영학박사 연세대학교 Univ. of Michigan, Ann Arbor 경영전략

조 교 수 조형태 세무학박사 서울대학교 서울시립대학교 세무학

조 교 수 최용준 경영학박사 서울대학교 Univ. of Minnesota 경영학(인사조직)

조 교 수 한승엽 회계학박사 서울대학교 서울대학교 회계학

조 교 수 한승진 경영학박사 서울대학교 Univ. of North Carolina,Chapel Hill 재무학

조 교 수 현은정 경영학박사 Univ. of Warwick Univ. of Chicago 경영(조직)

조 교 수 홍기훈 경제학박사 Univ. of Waterloo Univ. of Cambridge economics

조 교 수 Ogata
Yoshihiro 정치학박사 Meiji Gakuin

University 연세대학교 정치학

조 교 수 Zheng
Zhenmei 문학박사 한국외국어대학교 성균관대학교 중어중문학

초빙교수 김형욱 공학박사 서울대학교 한국과학기술원 생산관리, U.R

초빙교수 선우석호 경영학박사 서울대학교 Univ. of Pennsylvania 재무학

초빙교수 신홍철 회계학박사 서울대학교 Univ. of Texas at Austin 관리회계

특임교수 김용환 경영학석사 동국대학교 고려대학교 무역론전공

강 사 김보람 경영학박사 한양여자대학교 한양대학교 생산서비스경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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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과대학

직 급 성 명 학 위
출 신 학 교

전 공
대 학 학위취득대학

초빙교수 왕혜숙 문학박사 연세대학교 연세대학교 사회학

강 사 김혜림 정치학박사 고려대학교 고려대학교 정치외교학과

영어영문학과

직 급 성 명 학 위
출 신 학 교

전 공
대 학 학위취득대학

교 수 김사향 언어학박사 홍익대학교 Univ. of California, Los Angeles Linguistics

교 수 김준년 문학박사 고려대학교 Univ. of Oregon 영미소설

교 수 김현순 언어학박사 서강대학교 Cornell Univ. 언어학

교 수 박일형 문학박사 연세대학교 Univ. of Sussex 영문학

교 수 박한상 언어학박사 서울대학교 Univ. of Texas at Austin 언어학

교 수 염재일 언어학박사 서울대학교 Univ. of Texas at Austin 언어학

교 수 이종우 문학박사 서울대학교 Univ. of Birmingham 영문학

조 교 수 임태연 문학박사 연세대학교 Univ. of Washington 영문학과

조 교 수 조충환 문학박사 서울대학교 State University of New York at Buffalo 영어학

강 사 박현주 통번역학박사 연세대학교 한국외국어대학교 통번역학

독어독문학과

직 급 성 명 학 위
출 신 학 교

전 공
대 학 학위취득대학

교 수 전동열 문학박사 연세대학교 Heinrich-Heine-Uni. Duesseldorf 독문학

부 교 수 김경희 문학박사 연세대학교 Universitaet Mannheim 독일문학/문화학

부 교 수 김진아 철학박사 Universitaet
Muenster Universitaet Muenster 음악학

조 교 수 이순예 문학박사 서울대학교 Bielefeld University 독문학

조 교 수 Iris Brose 심리학석사 베를린자유대학 베를린자유대학 심리학

초빙교수 김숙영 철학박사 Univ. des
Saarlandes Univ Heidelberg 예술사학

초빙교수 오민정 문학박사 성균관대학교 Universitaet Goettingen 독일현대문학

초빙교수 윤순식 문학박사 서울대학교 서울대학교 독어독문학

강 사 김동조 문학박사 부산대학교 부산대학교 독어독문학과

강 사 박미리 문학박사 성균관대학교 Univ. des Saarlandes 독문학

강 사 진숙영 문학박사 이화여자대학교 본대학교 Neuere Deutsche Literatu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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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어불문학과

직 급 성 명 학 위
출 신 학 교

전 공
대 학 학위취득대학

교 수 박상준 언어학박사 홍익대학교 파리4대학 프랑스 언어학

조 교 수 김설아 신문방송학박사 고려대학교 파리2대학 커뮤니케이션학

조 교 수 김예경 미술학박사 덕성여자대학교 파리1대학교 미학예술학

조 교 수
Joinau
Benjamin

시민사회학박사
Paris 4(Universite
Paris Sorbonne)

EcoledesHautesEtudes en
SciencesSociales

History and civilization

조 교 수 Stephane
BOIS

이학석사 Univ. of Savoie Univ. of Provence Photography

초빙교수 김종명 철학박사 서울대학교 University of Quebec in Montreal 언어학

초빙교수 황의조 문학박사 서울대학교 파리8대학 불어불문학

강 사 류은영 문학박사 한국외국어대학교 Paris3(Univ de L'Sorbonne
Nouvelle) 프랑스 문학 및 문화

강 사 최인령 언어학박사 서울여자대학교 파리8대학 인지언어학(세부전공시학)

국어국문학과

직 급 성 명 학 위
출 신 학 교

전 공
대 학 학위취득대학

교 수 김종규 언어학박사 서울대학교 Indiana Univ. 국어학

교 수 박일용 문학박사 서울대학교 서울대학교 고전문학

교 수 이선영 문학박사 서울대학교 서울대학교 국어학(어휘론)

교 수 이승복 문학박사 홍익대학교 홍익대학교 현대문학(시)

교 수 이은경 문학박사 서울대학교 서울대학교 국어문법론

교 수 정호웅 문학박사 서울대학교 서울대학교 현대문학(소설)

부 교 수 송민호 문학박사 서울대학교 서울대학교 국어국문학(현대소설)

부 교 수 정선희 문학박사 이화여자대학교 이화여자대학교 고전문학

조 교 수 송지언 교육학박사 서울대학교 서울대학교 국어교육

조 교 수 정연주 문학박사 고려대학교 고려대학교 국어학

초빙교수 남정희 문학박사 이화여자대학교 이화여자대학교 고전문학전공

겸임교수 전소영 문학박사 이화여자대학교 서울대학교 국어국문학

강 사 이소연 문학박사 연세대학교 서강대학교 국어국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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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과대학

법학부

직 급 성 명 학 위
출 신 학 교

전 공
대 학 학위취득대학

교 수 강봉석 법학박사 서울대학교 Universitaet Goettingen 민법

교 수 강준하 법학박사 고려대학교 Indiana Univ. 국제법

교 수 김성태 법학박사 서울대학교 Universitaet Wuerzburg 행정법

교 수 김주환 법학박사 고려대학교 뮌헨대학교 헌법

교 수 류병운 법학박사 고려대학교 Indiana Univ. 국제경제법, 미국법

교 수 박태신 법학박사 연세대학교 연세대학교 민사소송법

교 수 박현석 법학박사 서울대학교 서울대학교 국제법

교 수 방석호 법학박사 서울대학교 Duke Univ. 정보법,언론법

교 수 사동천 법학박사 중앙대학교 서울대학교 민법

교 수 송시강 법학박사 서울대학교 서울대학교 행정법

교 수 안원모 법학박사 연세대학교 연세대학교 지적재산권법

교 수 양형우 법학박사 연세대학교 Universitaet Freiburg 민사법

교 수 오병두 법학박사 서울대학교 서울대학교 형사법

교 수 오승종 법학박사 서울대학교 서강대학교 지적재산권법

교 수 음선필 법학박사 서울대학교 서울대학교 헌법

교 수 이노홍 법학박사 이화여자대학교 이화여자대학교 헌법

교 수 이인영 법학박사 연세대학교 연세대학교 형사법,의료법

교 수 이재방 법학사 서울대학교 서울대학교 형사법

교 수 이중기 법학박사 서울대학교 The Univ. of Sheffield 상법

교 수 장용근 법학박사 서울대학교 서울대학교 헌법

교 수 정상익 법학박사 서울대학교 서울대학교 사회법

교 수 황병돈 행정학석사 한양대학교 한양대학교 부동산법제

교 수 황창근 법학박사 연세대학교 연세대학교 정보통신법

부 교 수 이채진 법학박사 고려대학교 Indiana Univ. 금융법

부 교 수 조희경 법학석사 Univ. of
Queensland Univ. of Melbourne 국제법

부 교 수 주강원 법학박사 연세대학교 연세대학교 법학

조 교 수 Dennis M.
Sawyer 응용언어학석사 Univ. of

Alabama Univ. of Southern Queensland Applied Linguistics

조 교 수 James
Copeland TESOL석사 Brunel University Lancaster University TESOL

초빙교수 임종훈 법학박사 서울대학교 Georgetown Univ. 헌법

강 사 전세준 법학석사 홍익대학교 홍익대학교 법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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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제학부

직 급 성 명 학 위
출 신 학 교

전 공
대 학 학위취득대학

교 수 김원식 경제학박사 서울대학교 Univ. of California,Berkeley 경제학

교 수 성명재 경제학박사 서울대학교 Univ. of Wisconsin-Madison 경제학(재정학)

교 수 전성인 경제학박사 서울대학교 MIT 화폐금융

부 교 수 김영주 경제학박사 고려대학교 Univ. of Wisconsin-Madison Economics

조 교 수 김경훈 경제학박사 연세대학교 Univ. of California, Davis 경제학

조 교 수 김지운 경제학박사 서울대학교 Univ. of Minnesota 경제학

조 교 수 박명호 경제학박사 연세대학교 Univ. of Michigan, Ann Arbor Economics

조 교 수 유종민 응용경제학박사 서울대학교 Univ. of Illinois,Urbana Champaign 응용미시경제학

조 교 수 이서진 경제학박사 연세대학교 Univ. of Washington 경제학

초빙교수 백승관 경제학박사 고려대학교 Univ. of California,Berkeley 거시경제, 국제금융

초빙교수 최동걸 응용경제학박사 연세대학교 Univ. of Minnesota 응용경제학

 디자인경영융합학부

직 급 성 명 학 위
출 신 학 교

전 공
대 학 학위취득대학

교 수 강준하 법학박사 고려대학교 Indiana Univ. 국제법

교 수 박희석 공학박사 서울대학교 Univ. of Michigan, Ann Arbor 인간공학

교 수 신형덕 경영학박사 서울대학교 Ohio State Univ. 경영전략

교 수 이재은 경영학박사 고려대학교 고려대학교 회계학

교 수 이정교 미술학석사 홍익대학교 Art Center College of Design 환경디자인

조 교 수 조기욱 경제학박사 성균관대학교 Rutgers,the State Univ.of New
Jersey 경제학

초빙교수 공현민 경영학박사 Pratt Institute 연세대학교 패션마케팅

초빙교수 이정은 미술사학박사 이화여자대학교 Pittsburgh Univ. History of Art & Architecture

겸임교수 오승영 공학박사 한국과학기술원 한국과학기술원 경영공학

겸임교수 이호승 미술학석사 홍익대학교 홍익대학교 운송기기디자인

강 사 박주연 경영학박사 홍익대학교 홍익대학교 문화예술경영학과

강 사 안세이 미술학박사 Johns Hopkins
Univ. 서울대학교 미술경영

강 사 오세정 신문방송학박사 한국외국어대학교 한국외국어대학교 신문방송학

강 사 이명무 경영학박사 한국외국어대학교 한국외국어대학교 기술경영

강 사 조아영 미술학박사 서울시립대학교 파리소르본느대학 문화정책/예술사학

강 사 한정민 철학박사 한국과학기술원 University of Manchester Business and Manage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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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범대학

교직과

직 급 성 명 학 위
출 신 학 교

전 공
대 학 학위취득대학

초빙교수 정영선 교육학박사 성신여자대학교 서울대학교 사회교육

겸임교수 김선홍 교육학사 고려대학교 고려대학교 영어교육

겸임교수 김용관 이학사 고려대학교 고려대학교 수학교육

겸임교수 김종민 교육학사 서울대학교 서울대학교 역사교육

겸임교수 김지은 교육학사 서울대학교 서울대학교 국어교육

겸임교수 남유락 이학석사 연세대학교 연세대학교 수학

겸임교수 소진표 문학사 충남대학교 충남대학교 영어영문학

겸임교수 우희철 교육학사 서울대학교 서울대학교 사회교육과

겸임교수 윤이나 이학사 연세대학교 연세대학교 수학,심리학

겸임교수 이달완 문학사 서강대학교 서강대학교 국어국문학과

겸임교수 정지선 교육학사 서울대학교 서울대학교 영어교육

겸임교수 조은광 교육학사 고려대학교 고려대학교 국어교육학

강 사 류은진 공학박사 홍익대학교 이화여자대학교 뉴미디어기반교육 전공

수학교육과

직 급 성 명 학 위
출 신 학 교

전 공
대 학 학위취득대학

교 수 류정석 이학박사 서울대학교 Univ. of Michigan, Ann Arbor 미분기하학

교 수 이남훈 이학박사 서울대학교 Univ. of Michigan, Ann Arbor Algebraic Geometry

교 수 채희준 이학박사 한국과학기술원 MIT 대수학

부 교 수 김남훈 이학박사 Univ. of California,
Berkeley Harvard Univ. 수학

부 교 수 이준걸 이학박사 서울대학교 Univ. of Texas at Austin 수학

조 교 수 김희정 교육학박사 공주대학교 Univ. of California,Berkeley 수학교육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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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어교육과

직 급 성 명 학 위
출 신 학 교

전 공
대 학 학위취득대학

교 수 박일용 문학박사 서울대학교 서울대학교 고전문학

교 수 이선영 문학박사 서울대학교 서울대학교 국어학(어휘론)

교 수 이승복 문학박사 홍익대학교 홍익대학교 현대문학(시)

교 수 이은경 문학박사 서울대학교 서울대학교 국어문법론

교 수 정호웅 문학박사 서울대학교 서울대학교 현대문학(소설)

부 교 수 송민호 문학박사 서울대학교 서울대학교 국어국문학(현대소설)

부 교 수 정선희 문학박사 이화여자대학교 이화여자대학교 고전문학

조 교 수 김승현 교육학박사 서울대학교 서울대학교 국어교육학

조 교 수 송지언 교육학박사 서울대학교 서울대학교 국어교육

조 교 수 유정월 문학박사 서강대학교 서강대학교 국어국문학(구비문학)

강 사 김영미 문학석사 서울대학교 서울대학교 국어국문학과

강 사 최준호 문학박사 서울대학교 서울대학교 korean language and literature

영어교육과

직 급 성 명 학 위
출 신 학 교

전 공
대 학 학위취득대학

교 수 김사향 언어학박사 홍익대학교 Univ. of California, Los Angeles Linguistics

교 수 김준년 문학박사 고려대학교 Univ. of Oregon 영미소설

교 수 김현순 언어학박사 서강대학교 Cornell Univ. 언어학

교 수 박일형 문학박사 연세대학교 Univ. of Sussex 영문학

교 수 박한상 언어학박사 서울대학교 Univ. of Texas at Austin 언어학

교 수 염재일 언어학박사 서울대학교 Univ. of Texas at Austin 언어학

교 수 이종우 문학박사 서울대학교 Univ. of Birmingham 영문학

부 교 수 Yvette
Murdoch 교육학석사 Univ. of

Waterloo Univ. of Birmingham TESL/TEFL

조 교 수 임동식 문학박사 서울대학교 Univ. of Southern California Linguistics

조 교 수 최이진 교육학박사 고려대학교 Univ. of Illinois,Urbana Champaign 이중언어 습득 및 교육

조 교 수 Yun Sun
Roh 교육학석사 연세대학교 Columbia Univ. Applied Linguistics

초빙교수 Ryder,Kar
en Dawn 교육학사 파리8대학 파리8대학 Art, Philosophy, 영어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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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사교육과

직 급 성 명 학 위
출 신 학 교

전 공
대 학 학위취득대학

교 수 김태식 문학박사 서울대학교 서울대학교 한국고대사

부 교 수 민병희 철학박사 서울대학교 Harvard Univ. 동양사

부 교 수 이병철 철학박사 연세대학교 Albert Ludwig University of Freiburg 서양근현대사

부 교 수 Robert Tyler 철학박사 Univ. of Wales Univ. of Melbourne 서양사

조 교 수 김경현 철학박사 고려대학교 Univ. of London 서양고대사

조 교 수 민회수 문학박사 서울대학교 서울대학교 한국근대사

조 교 수 이미미 철학박사 서울대학교 Univ. of Michigan, Ann Arbor 역사교육

강 사 강대진 문학박사 서울대학교 서울대학교 서양고전

강 사 김태훈 문학박사 서울대학교 서울대학교 국사학과(조선시대사)

강 사 배숙희 문학박사 성신여자대학교 성신여자대학교 동양사

강 사 옥나영 문학박사 숙명여자대학교 숙명여자대학교 한국사학

교육학과

직 급 성 명 학 위
출 신 학 교

전 공
대 학 학위취득대학

교 수 김영화 철학박사 서울대학교 Stanford Univ. 교육사회학
교 수 김종백 철학박사 고려대학교 Univ. of Wisconsin-Madison 교육심리학
교 수 김준엽 철학박사 서울대학교 Univ. of California, Los Angeles 교육통계
교 수 김지현 철학박사 서울대학교 Univ. of Connecticut Counseling Psychology
교 수 이윤미 철학박사 이화여자대학교 Univ. of Wisconsin-Madison 교육사,교육철학

교 수 최희준 철학박사 고려대학교 Univ. of Illinois,Urbana Champaign 교육공학
부 교 수 이필남 철학박사 서울대학교 Columbia Univ. 교육행정
조 교 수 안성희 철학박사 한양대학교 Univ. of Arkansas 재활 상담학
조 교 수 이홍숙 교육학박사 숙명여자대학교 숙명여자대학교 상담 및 교육심리
조 교 수 조현희 교육학박사 이화여자대학교 Univ. of Washington Curriculum and Instruction
초빙교수 김경회 교육학박사 서울대학교 Univ. of Iowa 고등교육

초빙교수 안재희 교육학박사 숙명여자대학교 숙명여자대학교 교육사회학
초빙교수 양현규 교육학박사 부산대학교 단국대학교 특수교육학과
초빙교수 홍지인 철학박사 연세대학교 성균관대학교 교육행정
강 사 강수영 경영학박사 중앙대학교 한양대학교 경영학
강 사 권양이 교육학박사 중앙대학교 고려대학교 교육사회학 및 성인계속교육학
강 사 김승윤 교육학박사 연세대학교 고려대학교 교육학과(상담)

강 사 김유덕 교육학박사 인하대학교 홍익대학교 교육학
강 사 박미연 심리학박사 숙명여자대학교 숙명여자대학교 교육학과 교육심리학전공
강 사 이유림 철학박사 이화여자대학교 Univ. of Wisconsin-Madison 교육심리학
강 사 장인희 심리학박사 고려대학교 Kobe Univ. 발달심리
강 사 정해진 교육학박사 서울여자대학교 고려대학교 교육철학
강 사 정희진 교육학박사 서울대학교 Pennsylvania State Univ. Educational Theory and Polic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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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술대학

미술대학

직 급 성 명 학 위
출 신 학 교

전 공
대 학 학위취득대학

교 수 고희경 문학석사 서울대학교 서강대학교 홍보

동양화과

직 급 성 명 학 위
출 신 학 교

전 공
대 학 학위취득대학

교 수 이선우 미술학석사 홍익대학교 홍익대학교 동양화(수묵)

부 교 수 이은호 미술학박사 홍익대학교 홍익대학교 동양화

조 교 수 김명규 미술학석사 파리8대학 파리8대학 조형예술학

조 교 수 김선영 미술학박사 서울대학교 서울대학교 동양화

조 교 수 안진의 미술학박사 홍익대학교 홍익대학교 색채

조 교 수 이진주 미술학석사 홍익대학교 홍익대학교 동양화

초빙교수 이지연 미술학박사 홍익대학교 홍익대학교 동양화

초빙교수 정혜린 문학박사 서울대학교 서울대학교 미학과

겸임교수 장태영 미술학박사 홍익대학교 홍익대학교 동양화

강 사 계영경 미술학박사 서울대학교 서울대학교 미학과

강 사 구본아 미술학박사 홍익대학교 홍익대학교 동양화

강 사 박주열 철학박사 성균관대학교 성균관대학교 동양미학

강 사 이민수 미술학박사 홍익대학교 홍익대학교 미술사

강 사 홍지윤 미술학박사 홍익대학교 홍익대학교 동양화

회화과

직 급 성 명 학 위
출 신 학 교

전 공
대 학 학위취득대학

교 수 권여현 미술학석사 서울대학교 서울대학교 서양화

교 수 김찬일 미술학석사 홍익대학교 State Univ. of New York at New
Paltz Painting

교 수 신종식 미술학석사 홍익대학교 파리8대학 서양화실기

교 수 심정리 미술학박사 홍익대학교 홍익대학교 멀티미디어아트

교 수 이 열 미술학석사 홍익대학교 홍익대학교 서양화

교 수 최인선 미술학박사 홍익대학교 조선대학교 서양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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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화과

직 급 성 명 학 위
출 신 학 교

전 공
대 학 학위취득대학

교 수 임영길 미술학석사 홍익대학교 State Univ. of New York at New
Paltz 판화, 서양화

초빙교수 김영진 미술학박사 홍익대학교 다마 미술대학 예술학

초빙교수 김지혜 미술학박사 홍익대학교 홍익대학교 판화

초빙교수 이승종 미술학석사 홍익대학교 The City Univ. of New York Fine Arts

강 사 권순왕 미술학박사 홍익대학교 홍익대학교 판화

강 사 김정현 예술학박사 홍익대학교 홍익대학교 예술학 및 미술비평

강 사 서희선 미술학박사 홍익대학교 홍익대학교 판화전공

강 사 이승희 미술학박사 이화여자대학교 Tokyo University of the Arts inter media art

직 급 성 명 학 위
출 신 학 교

전 공
대 학 학위취득대학

부 교 수 이상효 미술학박사 홍익대학교 스페인마드리드국립대학교 회화

조 교 수 강우영 미술학박사 홍익대학교 동경예술대학 Intermedia Art

조 교 수 신수혁 미술학박사 홍익대학교 동경예술대학 유화

조 교 수 신형섭 미술학석사 홍익대학교 School of Visual Arts Fine Arts

조 교 수 이강욱 미술학박사 홍익대학교 University of East London Fine Art

조 교 수 이 필 철학박사 홍익대학교 Univ. of Chicago 미술사학과

조 교 수 정혜연 교육학박사 홍익대학교 Columbia Univ. 미술교육

조 교 수 최수희 미술학박사 The Univ. of
Sydney 홍익대학교 회화

조 교 수 최 욱 미술학석사 홍익대학교 The University of Edinburgh 회화

조 교 수 홍정욱 영상학박사 홍익대학교 중앙대학교 영상공학-예술공학전공

조 교 수 Ingo
Baumgarten 미술학석사

National Academy
of Fine Arts
Karlsruhe

동경예술대학 Oil Painting

초빙교수 김보라 미술학박사 홍익대학교 홍익대학교 미술비평

겸임교수 노세환 미술학석사 경희대학교 University College London Fineart Media

겸임교수 허태원 미술학박사 홍익대학교 홍익대학교 Fine Art

강 사 최성록 미술학석사 홍익대학교 Carnegie Mellon University Ar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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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소과

직 급 성 명 학 위
출 신 학 교

전 공
대 학 학위취득대학

교 수 고경호 디자인학박사 홍익대학교 국민대학교 건축디자인

교 수 이수홍 미술학석사 홍익대학교 Pratt Institute 조소

부 교 수 고봉수 미술학박사 홍익대학교 홍익대학교 조소

부 교 수 김인태 미술학석사 홍익대학교 뉴욕시립브룩클린대학 미술

부 교 수 최승호 미술학석사 홍익대학교 홍익대학교 조각

조 교 수 구동희 미술학석사 홍익대학교 Yale University School of Art sculpture

조 교 수 이성미 미술학석사 Maryland Institute
College of Art Maryland Institute College of Art Sculpture

초빙교수 이병호 미술학석사 홍익대학교 홍익대학교 조소과

초빙교수 홍성도 미술학석사 홍익대학교 Pratt Institute 조소

겸임교수 노영훈 미술학박사 홍익대학교 홍익대학교 조소

겸임교수 박지나 미술학박사 Brooks Institute of
Photography 홍익대학교 조소과

겸임교수 신승연 미술학박사 홍익대학교 홍익대학교 조소과

강 사 김창곤 미술학석사 홍익대학교 Carrara 국립미술학교 조소

강 사 이대철 미술학석사 홍익대학교 홍익대학교 대학원 조소과

강 사 이연숙 미술학석사 홍익대학교 홍익대학교 조소과

디자인학부

직 급 성 명 학 위
출 신 학 교

전 공
대 학 학위취득대학

강 사 공현희 미술학박사 Riverside
Community College 중앙대학교 시각디자인

강 사 권민정 미술학박사 School of Visual
Arts 홍익대학교 미술대학 회화과

강 사 김한솔 디자인석사 서울여자대학교 Univ. of the arts London Graphic Design

강 사 박현아 디자인석사 강원대학교 홍익대학교 제품디자인

강 사 이승철 디자인석사 홍익대학교 Illinois Institute of Technology Master of Design

강 사 전진현 미술학석사 홍익대학교 Design Academy Eindhoven Social Design

강 사 최성권 디자인석사 서울과학기술대학교 홍익대학교 제품-운송디자인

강 사 홍수정 미술학박사 대구대학교 홍익대학교 미술대학 회화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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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자인학부(시각디자인전공)

직 급 성 명 학 위
출 신 학 교

전 공
대 학 학위취득대학

교 수 김승인 공연예술학박사 Art Center
College of Design 성균관대학교 디자인학,디자인교육

교 수 김현석 미술학석사 홍익대학교 American Film Institute 디지털미디어디자인

교 수 이철영 커뮤니케이션학박사 Univ. of Oregon Univ. of Illinois,Urbana Champaign 광고커뮤니케이션

교 수 장동련 미술학석사 Univ. of British
Columbia California Institute of the Arts 시각환경디자인

부 교 수 김현선 디자인학박사 서울대학교 동경예술대학 미술디자인

부 교 수 박현주 디자인학박사 홍익대학교 홍익대학교 공간디자인

부 교 수 오명열 경영학박사 한양대학교 한양대학교 마케팅

부 교 수 이나미 미술학석사 Art Center
College of Design Art Center College of Design 시각디자인

부 교 수 최 백 첨단영상학석사 성균관대학교 Pratt Institute 3D 에니메이션

부 교 수 한정엽 디자인학박사 협성대학교 홍익대학교 공간디자인

부 교 수 Christopher
J. Ro 미술학박사 Univ. of

California,Berkeley 서울대학교 디자인전공

부 교 수 Oliver
Griem 미술학석사

Hochschule fuer
Bildende Kuenste
Hamburg

Academy of Media Arts Cologne Media Design

부 교 수 Simone
Carena

건축학석사 Politecnico di
Torino

Southern California Institute of
Arch. Architecture

조 교 수 구유리 디자인학박사 홍익대학교 Lancaster University Service design and
Design management

조 교 수 김거수 미술학박사 홍익대학교 홍익대학교 시각디자인

조 교 수 김보연 미술학석사 Rhode Island
School of Design Yale Univ. Graphic Design

조 교 수 김예니 미술학석사 홍익대학교 Royal College of Art Visual Communication

조 교 수 민 본 미술학석사 서울대학교 Univ. of Reading Typeface Design

조 교 수 박보람 미술학석사 서울대학교 Domus Academy 상업디자인

조 교 수 백승우 미술학석사 중앙대학교 Middlesex University Fine Art Practice and
Theory

조 교 수 석재원 미술학석사 홍익대학교 Yale Univ. 그래픽디자인

조 교 수 안병학 미술학박사 홍익대학교 홍익대학교 시각디자인

조 교 수 윤재영 디자인학박사 Rhode Island
School of Design Carnegie Mellon University Computational Design

조 교 수 이연준 디자인학박사 이화여자대학교 Lancaster University Design(Design Research)

조 교 수 전재운 미술학박사 Art Center
College of Design 서울대학교 그래픽디자인

조 교 수 정다희 미술학석사 홍익대학교 Ecole Nationale Superieure d'Arts
et Metiers 애니메이션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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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자인학부(산업디자인전공)

직 급 성 명 학 위
출 신 학 교

전 공
대 학 학위취득대학

조 교 수 정재희 디자인학박사 연세대학교 Bergische Univ.(Wuppertal) Industrial Design

조 교 수 허민재 디자인석사 Rhode Island
School of Design Royal College of Art Visual Communication

조 교 수
Anneke
Coppoolse

문화학박사 암스테르담대학교 Lingnan University Cultural Studies

조 교 수 David Hall 미술학석사 Manchester MET
School of Art Royal College of Art 산업디자인

조 교 수
Lee

Marvin Jin
디자인석사

Univ. of
California, Los
Angeles

서울대학교 visual communication
design

조 교 수 Stephen J.
Beckett

디자인학박사 Manchester MET
School of Art 홍익대학교 디자인

겸임교수 심대기 디자인석사 Central Saint
Martines University College London Digital Anthropology

강 사 백수정 미술학박사 홍익대학교 홍익대학교 회화

강 사 이용수 미술학박사 홍익대학교 홍익대학교 시각디자인

강 사 임선경 미술학박사 홍익대학교 홍익대학교 시각디자인

직 급 성 명 학 위
출 신 학 교

전 공
대 학 학위취득대학

교 수 구 상 디자인학박사 서울대학교 서울대학교 운송기기 디자인

교 수 김주연 건축학박사 홍익대학교 국민대학교 공간디자인

교 수 김후성 미술학석사 영남대학교 Pratt Institute 산업디자인

교 수 나 건 공학박사 한양대학교 Tufts Univ. 공업디자인

교 수 이 근 자동차디자인석사 홍익대학교 Royal College of Art 운송기기 디자인

교 수 이정교 미술학석사 홍익대학교 Art Center College of Design 환경디자인

교 수 조택연 공학박사 중앙대학교 중앙대학교 건축

교 수 최익서 미술학석사 홍익대학교 Domus Academy 메타공간디자인

교 수 황성걸 디자인학박사 홍익대학교 연세대학교 통합제품디자인

부 교 수 김숙연 디자인석사 홍익대학교 Carnegie Mellon University Interaction Design

부 교 수 선섭희 디자인학박사 홍익대학교 홍익대학교 디자인공예학과

부 교 수 이재규 미술학석사 경희대학교 Domus Academy Industrial Design

조 교 수 김은영 디자인석사 홍익대학교 Northwestern Univ. MPD2PDDM

조 교 수 김재엽 디자인석사 Parsons School
of Design Royal College of Art Design Interaction

조 교 수 어준혁 디자인학석사 홍익대학교 Hochschule Pforzheim 운송디자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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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속조형디자인과

직 급 성 명 학 위
출 신 학 교

전 공
대 학 학위취득대학

교 수 김영옥 디자인학박사 홍익대학교 한양대학교 금속디자인

부 교 수 이명주 미술학석사 홍익대학교 Univ. of Georgia 금속공예

조 교 수 김정지 미술학박사 Central Saint
Martines 홍익대학교 금속조형디자인

조 교 수 서정화 미술학석사 홍익대학교 Design Academy Eindhoven Contextual Design

강 사 임병덕 공예디자인학석사 서울과학기술대학교 서울과학기술대학교 금속공예학과

강 사 조성호 미술학석사 서울대학교 Academy of Fine Arts, Munich 장신구와 기물

강 사 최윤정 디자인석사 홍익대학교 홍익대학교 금속조형디자인

도예⋅유리과

직 급 성 명 학 위
출 신 학 교

전 공
대 학 학위취득대학

교 수 김정석 미술학박사 서울대학교 서울대학교 공예

교 수 우관호 미술학석사 홍익대학교 홍익대학교 도예

교 수 이인진 미술학석사 홍익대학교 홍익대학교 도예

부 교 수 박경주 미술학박사 홍익대학교 홍익대학교 도예

부 교 수 이영미 예술학박사 홍익대학교 Tsinghua University 예술사론전공

초빙교수 박은정 미술사학박사 홍익대학교 홍익대학교 디자인공예학과 도예전공

강 사 홍지수 미술학박사 홍익대학교 홍익대학교 미술비평

직 급 성 명 학 위
출 신 학 교

전 공
대 학 학위취득대학

조 교 수 이강현 디자인석사 홍익대학교 Goldsmiths, University of London MA Innovation in Practice

조 교 수 이길옥 디자인학박사 홍익대학교 홍익대학교 산업디자인학

조 교 수
Lee Cathy
Yeonchoo

디자인석사 Rhode Island
School of Design Rhode Island School of Design Industrial Design

조 교 수 Seung Il
Lo

경영학석사 Art Center
College of Design Michigan State Univ. 융합경영

초빙교수 정주현 미술학석사 홍익대학교 Royal College of Art 운송기기디자인

겸임교수 김 면 디자인석사 Ecole Camondo Ecole Camondo Interior architecture and
design

겸임교수 이명종 미술학석사 홍익대학교 홍익대학교 산업디자인

겸임교수 하미영 디자인학박사 숙명여자대학교 숙명여자대학교 산업디자인

겸임교수 황선웅 미술학석사 홍익대학교 홍익대학교 운송기기디자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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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조형가구학과

직 급 성 명 학 위
출 신 학 교

전 공
대 학 학위취득대학

교 수 백 은 디자인학박사 홍익대학교 국민대학교 실내디자인

조 교 수 한정현 미술학석사 Rhode Island
School of Design Cranbrook Academy of Art 3D Design

초빙교수 박혜은 미술학석사 홍익대학교 홍익대학교 목조형가구학과

겸임교수 노경택 미술학석사 홍익대학교 홍익대학교 목조형가구학

겸임교수 이삼웅 미술학석사 홍익대학교 홍익대학교 목조형가구학과

겸임교수 이현정 미술학박사 홍익대학교 홍익대학교 목조형가구

강 사 류종대 디자인학석사 부산동아대학교 홍익대학교 가구디자인

강 사 신응선 미술학석사 홍익대학교 홍익대학교 가구디자인

강 사 유경옥 미술학석사 홍익대학교 School of the Art Institute of
Chicago

MFA Studio/Interior
Architecture

강 사 장윤정 미술학석사 홍익대학교 동경무사시노미술대학 공예공업 디자인코스

섬유미술⋅패션디자인과

직 급 성 명 학 위
출 신 학 교

전 공
대 학 학위취득대학

교 수 간호섭 의상학박사 성균관대학교 성균관대학교 의상학

교 수 김호연 미술학석사 홍익대학교 홍익대학교 섬유미술 및 염색

부 교 수 양경희 문학석사 건국대학교 파리7대학 동양학(복식사)

부 교 수 최경남 미술학석사 홍익대학교 Univ. of California, Davis Textile Arts & Costume
Design

부 교 수 최철용 미술학석사 홍익대학교 Domus Academy 패션디자인

조 교 수 김진영 미술학박사 홍익대학교 홍익대학교 공예학과

조 교 수 배여리 디자인석사 Central Saint
Martines Central Saint Martines Fashion Design with

Marketing

조 교 수 이승익 디자인석사 홍익대학교 홍익대학교 산업디자인 전공 /
의상디자인 전공

초빙교수 강병석 미술학석사 홍익대학교 Istituto callegari, modelismo 패션디자인

초빙교수 김태연 미술학박사 홍익대학교 홍익대학교 디자인공예학과
섬유미술전공

초빙교수 음하영 미술학석사 홍익대학교 홍익대학교 판화과

겸임교수 김종옥 미술학박사 School of the Art
Institute of Chicago 홍익대학교 섬유미술

겸임교수 윤정희 미술학박사 서울여자대학교 홍익대학교 섬유미술

강 사 강은혜 미술학박사 Maryland Institute
College of Art 홍익대학교 디자인공예학과

섬유미술전공

강 사 문선영 미술학박사 홍익대학교 홍익대학교 디자인공예학과
섬유미술전공

강 사 서윤정 미술학박사 홍익대학교 홍익대학교 섬유미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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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술학과

직 급 성 명 학 위
출 신 학 교

전 공
대 학 학위취득대학

교 수 전영백 철학박사 연세대학교 Univ. of Leeds 근대회화사.조형예술론.현
대미술사

교 수 정연심 철학박사 홍익대학교 New York Univ. 미술비평&전시기획

교 수 하선규 철학박사 서울대학교 독일베를린자유대학교 서양근현대미학

부 교 수 김미진 미술학박사 파리8대학 파리1대학교 조형예술

부 교 수 김성희 미술학박사 이화여자대학교 이화여자대학교 조형예술학

부 교 수 김이순 문학박사 홍익대학교 홍익대학교 한국근현대미술사

부 교 수 김홍중 예술학박사 홍익대학교 파리1대학교 예술학

조 교 수 권지연 미술학박사 Wellesley college Princeton Univ. 동양미술사/한국미술사

조 교 수 김은지 철학박사 베를린예술종합대학교 베를린훔볼트대학 현대미술이론

조 교 수 서영희 철학박사 홍익대학교 Paris 1 Pantheon Sorbonne 현대미술사

조 교 수 손수연 철학박사 홍익대학교 위스콘신주립대 미술사학

조 교 수 유재빈 미술사학박사 서울대학교 서울대학교 고고미술사학과

조 교 수 이임수 철학박사 한국예술종합학교 Univ. of Florida Art History

조 교 수 지민경 철학박사 이화여자대학교 Univ. of Pennsylvania 동아시아미술사학

조 교 수 Joinau
Benjamin

시민사회학박사 Paris 4(Universite
Paris Sorbonne)

EcoledesHautesEtudes en
SciencesSociales History and civilization

초빙교수 금빛내렴 철학박사 홍익대학교 홍익대학교 미학과

초빙교수 한정희 철학박사 서울대학교 The Univ. of Kansas 한국, 동양미술사

겸임교수 김주옥 예술학박사
Ecole Nationale
Superieure d'Arts
et Metiers

홍익대학교 예술학

강 사 성신영 미술사학박사 파리소르본느대학 파리소르본느대학 현대미술사

강 사 심경은 예술학박사 상명대학교 EcoledesHautesEtudes en
SciencesSociales 비교문화예술학

강 사 이순아 철학박사 홍익대학교 홍익대학교 미학

강 사 전예완 예술학박사 서울대학교 서울대학교 미학

강 사 최소영 미술사학박사 중앙대학교 홍익대학교 미학

직 급 성 명 학 위
출 신 학 교

전 공
대 학 학위취득대학

강 사 신예선 미술학박사 홍익대학교 홍익대학교 디자인공예학과 섬유미술

강 사 윤아름 미술학박사 홍익대학교 홍익대학교 섬유미술

강 사 정연이 미술학박사 동덕여자대학교 홍익대학교 의상학

강 사 한우리 미술학박사 성신여자대학교 홍익대학교 대학원
디자인공예학과의상학

강 사 허가영 디자인학박사 홍익대학교 홍익대학교 의상학

강 사 황혜정 미술학박사 홍익대학교 홍익대학교 섬유미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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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연예술학부

공연예술학부(뮤지컬전공)

직 급 성 명 학 위
출 신 학 교

전 공
대 학 학위취득대학

교 수 고희경 문학석사 서울대학교 서강대학교 홍보

교 수 안호상 예술경영학박사 서강대학교 상명대학교 공연예술경영

부 교 수 구민정 연극학박사 이화여자대학교 중앙대학교 연극학

부 교 수 김소희 문학석사 연세대학교 동국대학교 연극전공

부 교 수 남경주 공연영상제작석사 서울예술대학교 홍익대학교 공연예술․뮤지컬

부 교 수 박동우 디자인석사 연세대학교 홍익대학교 산업디자인

조 교 수 김민정 예술학석사 한양대학교 Mountview Academy of Theatre
Arts (Univ. of East Anglia) Musical Theatre

조 교 수 이윤정 연극학박사 한국예술종합학교 Univ. of Illinois,Urbana Champaign Theatre History

조 교 수 장소영 음악학석사 연세대학교 연세대학교 음악학과

조 교 수 Sophie
Martin 연극영화학사 Univ. of Southern

Queensland Univ. of Southern Queensland Acting

공연예술학부(실용음악전공)

직 급 성 명 학 위
출 신 학 교

전 공
대 학 학위취득대학

교 수 박기영 예술경영학박사 연세대학교 경희대학교 공연예술

조 교 수 이송이 음악학석사 Prince Claus
Conservatoire 서경대학교 컨템퍼러리뮤직전공

초빙교수 김현철 공학사 홍익대학교 홍익대학교 전자제어공학과

겸임교수 심현보 음악학사 경희대학교 경희대학교 포스트모던음악학과

겸임교수 전진희 음악학석사 동덕여자대학교 동덕여자대학교 실용음악과

강 사 김은영 음악학석사 Berklee College
of Music

New England Conservatory of
Music Jazz studies

강 사 김현아 예술학석사 수원대학교 단국대학교 공연예술학과
대중음악제작, 경영

강 사 박만희 음악학석사 연세대학교 The City Univ. of New York Master of Arts(composition)

강 사 염주현 음악학사 서울예술대학교 서울예술대학교 실용음악과

강 사 이지원 음악학사 연세대학교 연세대학교 작곡

강 사 이태윤 음악학석사 국제신학대학원대학교 청운대학교 실용음악

강 사 이희준 영상학석사 명지대학교 동국대학교 멀티미디어

강 사 장 혁 음악학석사 명지대학교 청운대학교 방송광고미디어공연예술학과

강 사 정철원 예술학석사 단국대학교 단국대학교 대중음악학과

강 사 홍준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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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  양 (서울)

직 급 성 명 학 위
출 신 학 교

전 공
대 학 학위취득대학

- 이공학

부 교 수 기창진 공학박사 연세대학교 Univ. of South Carolina Computer Science and
Engineering

부 교 수 김미희 이학박사 이화여자대학교 Louisiana State Univ. 수학

부 교 수 김상곤 이학박사 한양대학교 한양대학교 반도체광학

부 교 수 김영경 이학박사 숙명여자대학교 서강대학교 위상수학

부 교 수 김향균 이학박사 연세대학교 한국과학기술원 물리학

조 교 수 강영옥 이학박사 고려대학교 Univ. of Wisconsin-Madison 응용수학

조 교 수 김성원 이학박사 고려대학교 Oxford Univ. 물리학

조 교 수 김훈기 이학박사 서울대학교 고려대학교 과학관리학

조 교 수 유다혜 이학박사 연세대학교 Purdue Univ. 수학

조 교 수 유성미 이학박사 한양대학교 Univ. of Connecticut Physics

조 교 수 이석민 이학박사 고려대학교 Johns Hopkins Univ. 수학-수이론

조 교 수 조수현 공학박사 고려대학교 Texas A&M Univ. computer science

조 교 수 조향감 이학박사 고려대학교 고려대학교 위상수학

초빙교수 김 억 건축학박사 서울대학교 Univ. of Michigan, Ann Arbor 건축학

초빙교수 유하정 이학박사 연세대학교 연세대학교 식품영양학

겸임교수 함채원 이학석사 가톨릭대학교 가톨릭대학교 전산학

강 사 신말연 이학박사 숙명여자대학교 숙명여자대학교 무용영양학

강 사 정연철 공학박사 연세대학교 Univ. of California, Los Angeles 물리천문학과

- 인문사회

부 교 수 강은경 문학박사 연세대학교 연세대학교 한국사

부 교 수 김만수 사회학박사 프랑크푸르트 괴테대학 프랑크푸르트 괴테대학 사회학

부 교 수 김흥수 문학박사 서울대학교 서울대학교 한국사

부 교 수 방광석 문학박사 연세대학교 Rikkyo University 사학

부 교 수 이부순 문학박사 서강대학교 서강대학교 현대소설

부 교 수 이상성 철학박사 성균관대학교 성균관대학교 한국철학/동양철학

부 교 수 최양규 문학박사 홍익대학교 홍익대학교 사학

부 교 수 홍미영 교육학박사 이화여자대학교 서울대학교 교육공학

부 교 수 홍인숙 문학박사 이화여자대학교 이화여자대학교 고전문학

부 교 수 황병희 문학석사 홍익대학교 홍익대학교 영어영문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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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 급 성 명 학 위
출 신 학 교

전 공
대 학 학위취득대학

조 교 수 김남미 문학박사 서강대학교 서강대학교 국어국문학

조 교 수 김미영 문학박사 서울대학교 서울대학교 국어국문학

조 교 수 김선형 문학박사 숙명여자대학교 Paris 4(Universite Paris Sorbonne) litterature et civilisation
francaises

조 교 수 서정민 문학박사 서울대학교 서울대학교 고전문학

조 교 수 이승연 경영학박사 연세대학교 연세대학교 경영학

조 교 수 이종건 경제학박사 서울대학교 Univ. of Illinois,Urbana Champaign 경제학

조 교 수 이홍숙 교육학박사 숙명여자대학교 숙명여자대학교 상담 및 교육심리

조 교 수 임 호 법학박사 서울대학교 Univ. of New Hampshire School
of Law Intellectual Property

조 교 수 정지은 철학박사 연세대학교 Universite de Bourgogne 철학

조 교 수 최성철 문학박사 서강대학교 Freie Universitaet, Berlin 역사학/근대사(사학사)

조 교 수 홍윤혜 문학박사 연세대학교 연세대학교 국어국문학

초빙교수 구봉곤 문학박사 경희대학교 경희대학교 고전문학

초빙교수 김보라 음악학박사 이화여자대학교 Univ. of Minnesota 피아노

초빙교수 김하영 정치학박사 서울대학교 Univ. of Hawaii 정치학

초빙교수 김현강 문학박사 연세대학교 연세대학교 국어학

초빙교수 남신혜 문학박사 연세대학교 연세대학교 국어국문학

초빙교수 박종천 교육학석사 경기대학교 광운대학교 상담심리

초빙교수 변지원 철학박사 Univ. of
Wisconsin-Madison Univ. of British Columbia 철학

초빙교수 서선정 철학박사 서울대학교 Russian Academy of Sciences Russian Literature

초빙교수 신영지 문학박사 성균관대학교 성균관대학교 현대문학

초빙교수 윤병렬 철학박사 본대학교 본대학교 서양현대철학

초빙교수 이상재 문학박사 홍익대학교 고려대학교 현대문학전공

초빙교수 이정환 철학박사 연세대학교 Ludwig-Maximilians University 철학

겸임교수 권보근 경제학석사 성균관대학교 경북대학교 경제학과

겸임교수 이민규 광고홍보학석사 경희대학교 연세대학교 광고홍보학

초빙대우
교 수 서은혜 문학박사 서울대학교 서울대학교 국어국문학

강 사 고지현 철학박사 University of Bremen University of Bremen 서양현대철학

강 사 김경미 교육학박사 단국대학교 고려대학교 사범대학 생활과학과

강 사 김기란 문학박사 연세대학교 연세대학교 현대문학

강 사 김분선 철학박사 중앙대학교 중앙대학교 서양철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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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 급 성 명 학 위
출 신 학 교

전 공
대 학 학위취득대학

강 사 김소영 문학박사 성신여자대학교 연세대학교 문화콘텐츠학

강 사 김원경 교육학박사 이화여자대학교 가톨릭대학교 한국어교육학

강 사 김태선 교육학박사 이화여자대학교 이화여자대학교 아동학

강 사 박숙희 언어학박사 한국외국어대학교 Universidad Complutense de Madrid 스페인언어학

강 사 박우진 경영학박사 일본 호세이 대학 성균관대학교 무역학

강 사 서대승 사회학박사 서울대학교 서울대학교 인류학

강 사 소주영 문학박사 고려대학교 Chinese Academy of Social
Sciences 중문학 중국고대산문

강 사 오진섭 경영학박사 한국외국어대학교 한국기술교육대학교 기술경영학

강 사 이동옥 문학박사 이화여자대학교 이화여자대학교 여성학

강 사 이연순 문학박사 이화여자대학교 이화여자대학교 고전문학

강 사 이유리 가정학박사 조선대학교 숙명여자대학교 가정학

강 사 이주연 철학박사 서울대학교 서울대학교 동양사학과

강 사 이혜경 교육학박사 인하대학교 인하대학교 국어교육과 외국어로서의
한국어교육

강 사 임소연 경영학박사 이화여자대학교 서울과학종합대학원 경영학

강 사 장민정 교육학박사 한양대학교 한양대학교 국어교육학과 한국어교육

강 사 정유선 심리학박사 숙명여자대학교 숙명여자대학교 교육심리학

강 사 조수진 교육학박사 한국방송통신대학교 한국외국어대학교 외국어로서의한국어교육학

강 사 조영미 교육학박사 가톨릭대학교 가톨릭대학교 한국어 교육

강 사 조혁상 문학박사 성균관대학교 성균관대학교 한국한문학

강 사 주익현 사회학박사 계명대학교 연세대학교 일반대학원 사회학과

강 사 차현주 문화경영박사 명지대학교 성균관대학교 문헌정보학

강 사 탁원정 문학박사 이화여자대학교 이화여자대학교 국어국문과

강 사 황수연 문학박사 연세대학교 연세대학교 한문학

강 사 황혜란 문학박사 홍익대학교 한국학대학원 현대문학

- 예체능

부 교 수 김형삼 음악학박사 서울대학교 State Univ. of New York at
Stony Brook 성악

초빙교수 김예원 미술학박사 이화여자대학교 서울대학교 시각디자인

- 의학

조 교 수 한영미 의학박사 서울대학교 중앙대학교 가정의학

강 사 박서연 보건학박사 원광디지털대학교 원광대학교 보건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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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 급 성 명 학 위
출 신 학 교

전 공
대 학 학위취득대학

- 외국어

조 교 수 고토우노
부유키 문학박사 요코하마대학 서울대학교 언어학

조 교 수 김 령 문학박사 연변대학교 연세대학교 외국어로서의 한국어교육

조 교 수 왕혜경 문학박사 고려대학교 고려대학교 중어중문학

조 교 수 Alan T.
McCarthy 문학석사 Coventry Univ. Univ. of Birmingham Applied Linguistics

조 교 수 Andrew J.
Monteith 문학사 Carleton Univ. Carleton Univ. Sociology/Communications

조 교 수 Andro N.
Paris 이학사 Colorado State

Univ. Colorado State Univ. Art

조 교 수 Bernard
D. Wiley 문학사 Univ. of Illinois Univ. of Illinois Political Science

조 교 수 Bo Ra Kim 문학석사 Binghamton Univ. Columbia Univ. TESOL

조 교 수 Brad
Holman 문학석사 Concordia Univ. Concordia Univ. Philosophy

조 교 수 Brandon
M. Harkins 경영학사 Univ. of West Georgia Univ. of West Georgia Management

조 교 수 Carmen A.
Cheers 미술학석사 단국대학교 성균관대학교 미술학

조 교 수 Christian R.
Peterson 문학석사 Gannon University Emerson College Creative Writing

조 교 수 Dorian
Burns 문학석사 South Dakota State

Univ. Univ. of London Education

조 교 수 Douglas
M. Holden 미술학석사

Rutgers, Mason Gross
School of the Arts

Univ. of Maryland, Baltimore
County Imaging and Digital Art

조 교 수 Edward
Gray 문학석사 Western Washington

Univ. Southern Illinois Univ. TESOL

조 교 수 Eun Jin
Kim 문학사 Univ. of Toronto Univ. of Toronto Korean Studies

조 교 수 Hiromi
Terai 문학박사 교토외국어대학교 한국외국어대학교 일어학

조 교 수 Hitomi
Oguri 문학석사 기후여자대학 Nagoya University Multicultural Studies

조 교 수 Iwai
Asano 문학석사 Nihon College Ochanomizu University 언어문화

조 교 수 James M.
Murphy 문학사 Univ. of British

Columbia Univ. of British Columbia Political Science

조 교 수 Jeff T.
Vandeweerd 문학사 Univ. of Guelph Univ. of Guelph History / Political Sci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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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 급 성 명 학 위
출 신 학 교

전 공
대 학 학위취득대학

조 교 수 Joanne E.
McCuaig 언어학석사 Univ. of Calgary Univ. of Birmingham Applied Linguistics

조 교 수 Joel E.
Johnson 교육학석사 Utah State University Univ. of Phoenix Elementary Teacher

Education

조 교 수 John M.
Griffin 교육학석사 Univ. of California,

Santa Barbara California State Univ., East Bay Education

조 교 수 Kellie L.
Draheim 문학석사 Univ. of Queensland Univ. of New England TESL

조 교 수 Kyoko
Matsuzaki 문학석사 Obirin College School for International Training TESOL

조 교 수 Lin Li 문학박사 Sichuan University 고려대학교 중국어학전공

조 교 수 Marilyn F.
Cawley 언어학석사 런던대학교 Univ. of Birmingham Applied Linguistics

조 교 수 Matthew C.
Watterson 문학사 Sydney Univ. Sydney Univ. History, English, Education

조 교 수 Michael
Hinks 교육학석사 Saint Mary's Univ. Mount Saint Vincent Univ. TESL

조 교 수 Michael R.
Spillane 문학사 Univ. College Cork Univ. College Cork English Literature

조 교 수 Michael T.
Welles 문학석사 Univ. of Michigan,

Ann Arbor Univ. of Birmingham TEFL

조 교 수 Minezaki
Tomoko 언어학박사 Tokyo Gakugei

University 한국외국어대학교 일어학

조 교 수
Neil

Alexander
Cole

문학사 Illinois State Univ. Illinois State Univ. History

조 교 수 Otsuka
Tadakura 문학석사 Teikyo Univ. 서울대학교 역사비교언어학

조 교 수 Raymond
Hahn 미술학석사 Duke Univ. California Institute of the Arts Photography

조 교 수 Richard
Wright TESOL석사 Liverpool John

Moores University Portsmouth University Applied Linguistics &
TESOL

조 교 수 Robert A.
Oras 문학석사 New York Univ. 세종대학교 아시아학

조 교 수
Sean
Michael
Spellmeyer

미술학석사 Univ. of Minnesota San Francisco Art Institute Fine Arts

조 교 수 Shigeko
Ishida 문학박사 Aichi Prefectural

Univ. 중앙대학교 일어학

조 교 수 Steven G.
Brunton 문학사 York Univ. York Univ. Geography

조 교 수 Stuart
Horwitz 통번역석사 Univ. of Minnesota University of Mons-Hainaut Transl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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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 급 성 명 학 위
출 신 학 교

전 공
대 학 학위취득대학

조 교 수 Terada
Yohhei 교육학석사 벳부대학교(Beppu) 한국외국어대학교 일본어교육

조 교 수 Tzeng
Suh Chiou 문학석사

National Chengchi
Univ. 고려대학교 Mass Communication

조 교 수 Wenyu
Zhao 문학석사 연변과학기술대학 전주대학교 한국어

조 교 수 William Q.
Roney 이학사 Univ. of Guelph Univ. of Guelph Biological Science

조 교 수 Yamauchi
Junko 언어학박사 Tokyo Woman's

Christian University 한국외국어대학교 일어학

조 교 수 Yan Jiao
Lian 문학석사 Henan Normal Univ. Liaoning Normal Univ. 중어중문학

조 교 수 Yan Junlu 문학석사 Hebei Teacher's
University Sichuan University Chinese Literature

조 교 수 Yoshiko
NaKata 교육학석사 간사이대학교 Central Queensland Univ. Japanese as a

Second/Foreign Lg

조 교 수 Yoshiko
Tamaoka 문학박사 성심여자대학교 한국외국어대학교 Japanese Literature

조 교 수 Yuan
Weihua 문학석사 Dailan University Liaoning University 중국 고대문학

조 교 수 Yun Sun
Roh 교육학석사 연세대학교 Columbia Univ. Applied Linguistics

강 사 전수진 TESOL석사
Universidad
Argentina de la
Empresa

Michigan State Univ. TESOL

외래교수 김태영 문학석사 Univ. of California,
Los Angeles Univ. of California, Los Angeles Romance Linguistics &

Literatu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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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과학기술대학

직 급 성 명 학 위
출 신 학 교

전 공
대 학 학위취득대학

- 이학

교 수 김병배 이학박사 서울대학교 The State Univ. of New York 물리학

교 수 정명훈 이학박사 연세대학교 Univ. of Chicago 이론물리, 장론

교 수 정순모 이학박사 서울대학교 Universitaet Stuttgart 해석학

교 수 최경미 이학박사 서울대학교 Univ. of Illinois,Urbana Champaign 응용수학

부 교 수 장기석 공학박사 서울대학교 Oregon State University 무기/결정화학

초빙교수 민항기 이학박사 홍익대학교 West Virginia Univ. 표면물리

전자전기융합공학과

직 급 성 명 학 위
출 신 학 교

전 공
대 학 학위취득대학

교 수 김영주 공학박사 서울대학교 Polytechnic Univ. 초고주파공학

교 수 양우석 공학박사 서울대학교 North Carolina State Univ. 디지털시스템

교 수 이주흥 공학박사 인하대학교 Pennsylvania State Univ. 영상신호처리

교 수 정교범 공학박사 서울대학교 Univ. of Florida 전력전자

교 수 정홍식 공학박사 서강대학교 Texas A&M Univ. 광전자 및 광집적회로공학

교 수 조준형 공학박사 서울대학교 Auburn University 압력센서및전기재료

교 수 최진규 공학박사 성균관대학교 Polytechnic Univ. 통신및신호처리

교 수 최진영 공학박사 서울대학교 Univ. of Florida 반도체소자모델링

교 수 추연석 공학박사 서울대학교 Univ. of Texas at Austin 제어공학

조 교 수 김종혁 공학박사 연세대학교 Georgia Institute of Technology 전자전기컴퓨터공학전공

조 교 수 김현태 공학박사 서울대학교 서울대학교 전기공학부

조 교 수 박성민 공학박사 고려대학교 Univ. of Connecticut 전기공학

초빙교수 신판석 공학박사 서울대학교 Rensselaer Polytechnic Institute 전자장수치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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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프트웨어융합학과

직 급 성 명 학 위
출 신 학 교

전 공
대 학 학위취득대학

교 수 김병서 공학박사 인하대학교 Univ. of Florida 무선통신

교 수 김영철 공학박사 홍익대학교 Illinois Institute of Technology 객체지향소프트웨어

교 수 안병구 공학박사 경북대학교 New Jersey Institute of Technology 컴퓨터네트워크

교 수 지인호 공학박사 서울대학교 Polytechnic Univ. 통신 및 신호처리

부 교 수 유동영 공학박사 숭실대학교 고려대학교 컴퓨터공학

부 교 수 임찬숙 공학박사 서울대학교 Univ. of Southern California 네트워크

부 교 수 한정희 행정학박사 충남대학교 서울대학교 기술정책전공

조 교 수 남혜원 이학박사 이화여자대학교 Texas A&M Univ. 수학과

조 교 수 부선영 이학박사 이화여자대학교 Univ. of North Carolina,Chapel Hill Mathematics

조 교 수 신지애 이학박사 부산대학교 New York Univ. Computer Science

조 교 수 정은성 공학박사 서울대학교 Univ. of Florida Computer Engineering

초빙교수 김행수 공학석사 경희대학교 경희대학교 전자계산공학과

초빙교수 문소영 건축학박사 홍익대학교 홍익대학교 전자전산공학과

초빙교수 안홍영 공학박사 서울대학교 Univ. of Florida 전자전산기공학

초빙교수 이종훈 공학박사 국립금오공과대학교 Univ. of Missouri,Columbia 전산공학

초빙교수 주복규 공학박사 서울대학교 University of Maryland 소프트웨어공학

겸임교수 김영수 이학석사 광운대학교 광운대학교 전자계산

강 사 박영식 공학박사 울산대학교 홍익대학교 소포트웨어공학

강 사 서채연 공학박사 홍익대학교 홍익대학교 과학기술대학 전자전산

강 사 장우성 공학석사 평생교육진흥원 홍익대학교 전자전산공학

재료공학과

직 급 성 명 학 위
출 신 학 교

전 공
대 학 학위취득대학

교 수 김동민 공학박사 한양대학교 Univ. of Wisconsin-Madison 재료공학

교 수 김희산 공학박사 서울대학교 Case Western Reserve Univ. 화학야금및전기화학

교 수 박장식 공학박사 서울대학교 Iowa State Univ. 금속공학

부 교 수 백광현 공학박사 연세대학교 Univ. of Florida 전자재료

부 교 수 최동진 공학박사 국립금오공과대학교 서강대학교 표면및계면공학

조 교 수 김태경 공학박사 서울대학교 Univ. of Illinois,Urbana Champaign Materials Science andEngineering

조 교 수 정재한 공학박사 서울대학교 Georgia Institute of Technology Materials Science, Engineering

초빙교수 김근홍 공학박사 서울대학교 한국과학기술원 재료공학

초빙교수 백현덕 공학박사 서울대학교 Univ. of Utah 전자세라믹

초빙교수 심수만 공학박사 서울대학교 Univ. of Florida 무기재료공정



Ⅲ. 학교안내  71

건축공학부

직 급 성 명 학 위
출 신 학 교

전 공
대 학 학위취득대학

겸임교수 민규식 공학석사 홍익대학교 홍익대학교 건축설계

겸임교수 오승태 건축학석사 동서대학교 Ecole d`Arch. de Paris La Villette 건축학설계

겸임교수 허 진 건축학석사 홍익대학교 홍익대학교 건축학

겸임교수 홍재승 공학석사 홍익대학교 London Metropolitan University 건축설계

강 사 박유선 건축학사 홍익대학교 홍익대학교 건축학과

건축공학부(건축디자인전공)

직 급 성 명 학 위
출 신 학 교

전 공
대 학 학위취득대학

교 수 김동진 건축학석사 홍익대학교 파리-벨빌 국립건축대학 건축설계

교 수 임채진 디자인학박사 홍익대학교 Tsukuba Univ. 건축계획, 설계

부 교 수 강호원 건축학박사 Hosei University Tokyo Metropolitan Univ. Architecture

부 교 수 오웅성 건축학박사 서울대학교 파리국립사회과학대학원 정원,조경 및 환경 Jardin,
Paysage, Territ

부 교 수 임진우 건축학박사 서울대학교 서울대학교 건축학

부 교 수 전용석 건축학박사 홍익대학교 중앙대학교 건축계획 및 설계

부 교 수 정재희 건축학석사 서울대학교 Univ. of California,Berkeley 건축설계

부 교 수 한지애 건축학박사 서울대학교 서울대학교 건축역사및이론

부 교 수 홍규선 건축학석사 고려대학교 Columbia Univ. 건축학

조 교 수 이성재 건축학석사 홍익대학교 Univ. of Michigan, Ann Arbor 건축

조 교 수 이원재 건축학석사 고려대학교 Univ. of California,Berkeley 건축학

조 교 수 장지인 도시계획학박사 University of New
South Wales 서울대학교 도시계획

조 교 수 한서영 건축학박사 홍익대학교 서울시립대학교 건축학

겸임교수 김성한 건축학박사 홍익대학교 홍익대학교 건축계획

겸임교수 김조은 건축학석사 홍익대학교 파리-벨빌 국립건축대학 건축설계

겸임교수 남지원 건축학석사 Swiss Federal Institute
of Technology in zurich University della Svizzera italiana 건축설계

겸임교수 박인희 공학석사 충북대학교 홍익대학교 건축공학

겸임교수 성 진 건축학석사 Univ. of Minnesota Ecole Nationale Superieure
d'Architecture Paris-Val de Seine Architecture

겸임교수 유명원 건축학석사 홍익대학교 홍익대학교 건축도시대학원

겸임교수 윤인선 미술학박사 홍익대학교 홍익대학교 미술학(회화)

겸임교수 이선영 건축학석사 숙명여자대학교 Ecole d'Architecture Paris Belleville 건축설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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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공학부(건축공학전공)

직 급 성 명 학 위
출 신 학 교

전 공
대 학 학위취득대학

교 수 손재호 공학박사 연세대학교 Purdue Univ. 시공 및 건설관리

교 수 양성철 공학박사 한양대학교 Texas A&M Univ. 구조 및 재료

교 수 이승현 공학박사 인하대학교 Univ. of Florida 시공 및 CM

교 수 장현재 공학박사 한양대학교 Tokyo Univ. 건축설비

부 교 수 김유석 건축공학박사 연세대학교 Tokyo Univ. 건축공학

부 교 수 노지웅 공학박사 연세대학교 Tokyo Univ. 건축환경

겸임교수 김인범 건축공학석사 한양대학교 Ecole d`Arch. de Paris La Villette 건축, 도시 및 조경설계

겸임교수 김혜영 건축학석사 한양대학교 Ecole d'Architecture Paris Belleville 건축학

기계정보공학과

직 급 성 명 학 위
출 신 학 교

전 공
대 학 학위취득대학

교 수 윤구영 공학박사 서울대학교 Purdue Univ. 기구설계 및 기계요소설계

교 수 이정기 공학박사 한양대학교 Univ. of California, Los Angeles 소성 및 파괴역학

교 수 이진희 공학박사 서울대학교 Univ. of Michigan, Ann Arbor CAD/CAM, 기계진동학,
응용수학

교 수 장인식 공학박사 서울대학교 Univ. of Michigan, Ann Arbor 동역학

교 수 최흥섭 공학박사 연세대학교 Northwestern Univ. 복합재료 역학 및 설계

교 수 한인환 공학박사 서울대학교 Pennsylvania State Univ. 동역학/로봇공학,
자동차사고해석

부 교 수 손권중 공학박사 포항공과대학교 Univ. of Texas at Austin 기계공학

부 교 수 안영주 공학박사 부산대학교 Univ. of Michigan, Ann Arbor 기계공학

조 교 수 김재현 공학박사 서울대학교 Univ. of Texas at Austin 기계공학전공

직 급 성 명 학 위
출 신 학 교

전 공
대 학 학위취득대학

겸임교수 이재인 건축학박사 인하대학교 서울대학교 건축과

겸임교수 조민석 건축공학석사 홍익대학교 홍익대학교 건축학

겸임교수 조윤철 조경학석사 서울대학교 Univ. of Pennsylvania 조경 및 지역계획

겸임교수 최재관 건축학석사 연세대학교 Ecole National Superieur
d'Architecture 건축설계

겸임교수 한동훈 건축공학박사 홍익대학교 홍익대학교 건축공학과

강 사 최현경 미술학박사 홍익대학교 홍익대학교 미술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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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해양공학과

직 급 성 명 학 위
출 신 학 교

전 공
대 학 학위취득대학

교 수 김도영 공학박사 서울대학교 Univ. of California,Berkeley 해양파역학,선박유체역학

교 수 송무석 공학박사 서울대학교 Univ. of Michigan, Ann Arbor 유체역학

교 수 조진래 공학박사 서울대학교 Univ. of Texas at Austin 전산해석/설계

조 교 수 오도한 공학박사 부산대학교 Univ. of Strathclyde Naval Architecture, Ocean
and Marine Eng

조 교 수 이연승 공학박사 부산대학교 Technical University Berlin Engineering&Transport
System

초빙교수 조규남 공학박사 서울대학교 Univ. of Michigan, Ann Arbor 해양공학

바이오화학공학과

직 급 성 명 학 위
출 신 학 교

전 공
대 학 학위취득대학

교 수 박경문 공학박사 연세대학교 Colorado State Univ. 생물화학공학

교 수 박윤국 공학박사 고려대학교 Auburn University 공정개발

교 수 이승희 이학박사 서울대학교 Columbia Univ. 무기화학

교 수 황광진 이학박사 서울대학교 Univ. of Illinois,Urbana Champaign 유기화학

부 교 수 김진구 공학박사 서울대학교 Washington University in St.Louis Chemical Engineering

부 교 수 박시형 공학박사 연세대학교 Univ. of California, Davis 생명공학

조 교 수 이재한 공학박사 서울대학교 서울대학교 화학생물공학부

조 교 수 이종복 공학박사 한양대학교(ERICA) Texas A&M Univ. Chemistry(Organic/polymer
Synthesis

조 교 수 정상규 공학박사 부산대학교 Univ. of California, Davis 화학공학

조 교 수 정희진 공학박사 Tohoku Univ. Tokyo Univ. 화학생명공학전공

초빙교수 권석기 이학박사 서울대학교 Pennsylvania State Univ. 고분자화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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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게임학부

게임소프트웨어전공

직 급 성 명 학 위
출 신 학 교

전 공
대 학 학위취득대학

교 수 김혜영 이학박사 숙명여자대학교 고려대학교 전산학

부 교 수 강신진 이학박사 고려대학교 고려대학교 전산학

조 교 수 김예진 공학박사 Univ. of Michigan,
Ann Arbor Univ. of California, Davis 전산학

조 교 수 김정규 공학박사 연세대학교 Oxford Univ. Computer Vision

조 교 수 배병철 공학박사 고려대학교 North Carolina State Univ. Computer Science

조 교 수 서범주 공학박사 서울대학교 Univ. of Southern California 멀티미디어
데이터베이스/전산

초빙교수 박진원 공학박사 서울대학교 Ohio State Univ. 컴퓨터시뮬레이션

게임그래픽디자인전공

직 급 성 명 학 위
출 신 학 교

전 공
대 학 학위취득대학

교 수 백철호 공학박사 Ontario College of
Art&Design 한국과학기술원 문화기술학

부 교 수 김나영 디자인석사 홍익대학교 Carnegie Mellon University Entertainment Technology

부 교 수 서갑열 미술학박사 Pratt Institute 세종대학교 애니메이

조 교 수 김경혜 문학박사 이화여자대학교 北京師範大學校 중국근대사

조 교 수 김규현 미술학석사 세종대학교 School of Visual Arts computer art

조 교 수 김현지 디자인학박사 Pratt Institute 서울대학교 시각디자인

조 교 수 안덕기 디자인학박사 Savannah College
of ART and Design 동국대학교 콘텐츠디자인

조 교 수 이선윤 문학박사 고려대학교 Tokyo Univ. 언어정보과학

조 교 수 이수진 미술사학박사 Syracuse University Univ. of Illinois Art History

조 교 수 황수영 문학박사 서울대학교 Paris 4(Universite Paris Sorbonne) 프랑스철학

겸임교수 정영혁 미술학석사 홍익대학교 홍익대학교 동양화

강 사 이재은 미술학석사 홍익대학교 이화여자대학교 UX디자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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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경대학

상경학부

직 급 성 명 학 위
출 신 학 교

전 공
대 학 학위취득대학

교 수 장근호 경제학박사 University of
Maryland Univ. of Chicago 경제학

부 교 수 김수이 경제학박사 서울대학교 State University of New York at
Buffalo Economics

조 교 수 김민경 경영학박사 부산대학교 Pennsylvania State Univ. 하스피탈리티경영

상경학부(글로벌경영전공)

직 급 성 명 학 위
출 신 학 교

전 공
대 학 학위취득대학

교 수 강성열 공학박사 서울대학교 Georgia Institute of Technology 계량경영학,정보통신

교 수 김용열 경영학박사 성균관대학교 Kobe Univ. 국제경영/경영전략

교 수 김중인 공학박사 한양대학교 Arizona State Univ. 경영정보시스템/전자상거래

교 수 송영효 경영학박사 서울대학교 Rensselaer Polytechnic Institute 경영학

교 수 이정열 경영학박사 고려대학교 연세대학교 국제경영

교 수 최 연 경영학박사 서강대학교 The Univ. of Kansas 인사조직/리더십

부 교 수 류종현 공학박사 연세대학교 Purdue Univ. 산업공학

부 교 수 이용진 경영학박사 북경사범대학교 서울대학교 인사조직

조 교 수 김혜란 경영학박사 한양대학교 Univ. of Warwick 마케팅

조 교 수 이 성 문학석사 창가대학 건국대학교 일어일문학

조 교 수 황성욱 공학박사 한양대학교 Pennsylvania State Univ. 산업공학전공

초빙교수 김승묵 경영학박사 고려대학교 경희대학교 경영학

초빙교수 이의섭 경제학박사 서울대학교 State University of New York, Albany 재정학

초빙교수 최종섭 공학박사 서울대학교 Univ. of Arizona 시스템산업공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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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경학부(회계학전공)

직 급 성 명 학 위
출 신 학 교

전 공
대 학 학위취득대학

교 수 강내철 경영학박사 부산대학교 서강대학교 재무회계

교 수 육윤복 회계학박사 연세대학교 홍익대학교 세무회계

교 수 정래용 경영학박사 연세대학교 서울시립대학교 세법

교 수 최헌섭 경영학박사 중앙대학교 중앙대학교 회계학

조 교 수 김수인 경영학박사 이화여자대학교 이화여자대학교 회계학

조 교 수 허진숙 경영학박사 고려대학교 고려대학교 경영학

상경학부(금융보험학전공)

직 급 성 명 학 위
출 신 학 교

전 공
대 학 학위취득대학

교 수 이한덕 경영학박사 서강대학교 Univ. of Wisconsin-Madison 보험학

교 수 정세창 경영학박사 서강대학교 London Cass Business School 보험학

조 교 수 김인중 경영학박사 서강대학교 Univ. of Houston 재무관리

겸임교수 주상용 경영학박사 서울대학교 New York Univ. 재무관리

강 사 박준범 경영학박사 고려대학교 경희대학교 경영(컨설팅)

강 사 박준우 경영학박사 계명대학교 계명대학교 재무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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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광고홍보학부

직 급 성 명 학 위
출 신 학 교

전 공
대 학 학위취득대학

교 수 박범순 광고학박사 고려대학교 Univ. of Georgia Advertising

교 수 송정미 상학박사 성신여자대학교 와세다대학 상학

부 교 수 안정선 광고학박사 University of Evansville Michigan State Univ. Advertising

부 교 수 엄남현 광고학박사 충북대학교 Univ. of Texas at Austin Advertising

부 교 수 이기영 광고학박사 한양대학교 Michigan State Univ. Advertising

부 교 수 이은선 광고학박사 Michigan State Univ. Michigan State Univ. Advertising

부 교 수 이진균 광고학박사 고려대학교 Univ. of Texas at Austin Advertising

부 교 수 임연수 언론학박사 고려대학교 SUNY at Buffalo Communication

부 교 수 정지연 언론학박사 연세대학교 Univ. of Missouri,Columbia Public Relations

부 교 수 진범섭 커뮤니케이션학
박사 한국외국어대학교 Univ. of Florida Public Relations

조 교 수 김미경 신문방송학박사 이화여자대학교 Michigan State Univ. Media&Information Studies

조 교 수 김여정 광고학박사 서울대학교 Univ. of Texas at Austin Advertising

조 교 수 김유리 교육학석사 Univ. of Southern
California Harvard Univ. Educational Technology

조 교 수 장안리 커뮤니케이션학
박사 Nanjing Univ. University of Maryland Communication Public

Relations

조 교 수 정종진 문학박사 서강대학교 서강대학교 한국고전문학

초빙교수 최용주 정치학박사 홍익대학교 Universitaet Muenster 신문방송학

겸임교수 김재호 영상학석사 Griffith Univ. 서강대학교 영화학

겸임교수 백도현 미술학석사 홍익대학교 홍익대학교 광고디자인

겸임교수 이갑수 문학석사 연세대학교 연세대학교 광고홍보전공

겸임교수 이종숙 디자인학석사 이화여자대학교 이화여자대학교 정보디자인

겸임교수 이희인 문학석사 고려대학교 고려대학교 영상문화학

겸임교수 황정현 영상학석사 홍익대학교 서강대학교 영상미디어학



78  대학원 요람

 조형대학

조형대학

직 급 성 명 학 위
출 신 학 교

전 공
대 학 학위취득대학

조 교 수 김은정 문학박사 서울대학교 서울대학교 국어국문학

조 교 수 윤정화 문학박사 이화여자대학교 이화여자대학교 현대문학

조 교 수 이수곤 문학박사 서강대학교 서강대학교 국어국문학

조 교 수 이윤진 미술학박사 이화여자대학교 여자미술대학교대학원 색채학

조 교 수 최지녀 문학박사 서울대학교 서울대학교 국어국문학

조 교 수 황순희 언어학박사 이화여자대학교 파리8대학 언어학

디자인컨버전스학부

직 급 성 명 학 위
출 신 학 교

전 공
대 학 학위취득대학

교 수 이주훈 공학박사 홍익대학교 연세대학교 인지공학

조 교 수 강민정 디자인학박사 이화여자대학교 서울대학교 시각디자인

조 교 수 안성희 미술학박사 홍익대학교 Brunel University Design Management

조 교 수 여명희 미술학석사 California Institute
of the Arts San Francisco Art Institute Painting

조 교 수 오세헌 미술학석사 서울대학교 Royal College of Art 제품디자인전공

조 교 수 이윤미 미술학박사 홍익대학교 홍익대학교 회화

조 교 수 조윤주 미술학석사 School of Visual Arts New York Univ. Interactive Telecommunications

조 교 수
James H.
Chae 디자인석사 Rhode Island

School of Design Rhode Island School of Design Graphic Design

초빙교수 곽인상 조형예술석사
ecole Superieure
d’Art et Design Le
Havre-Rouen

ecole Superieure d’Art et Design
Le Havre-Rouen Communication

초빙교수 김규리 디자인학박사 Carnegie Mellon
University Hong Kong Polytechnic University Design management

초빙교수 나재휘 디자인석사 홍익대학교 홍익대학교 인터랙션디자인

초빙교수 안경미 디자인학박사 성균관대학교 성균관대학교 서비스디자인

초빙교수 이승준 공학박사 중앙대학교 숭실대학교 미디어아트

초빙교수 이희정 철학박사 홍익대학교 University of Manchester 동양미술사

초빙교수 조상현 디자인석사 서울시립대학교 Design Academy Eindhoven Conceptual Design

초빙교수 한지은 디자인학박사 국민대학교 홍익대학교 디자인학

겸임교수 김도엽 미술학석사 홍익대학교 홍익대학교 제품디자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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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 급 성 명 학 위
출 신 학 교

전 공
대 학 학위취득대학

겸임교수 김은혜 디자인학석사 홍익대학교 홍익대학교 영상디자인

겸임교수 도희정 미술학석사 California Institute
of the Arts California Institute of the Arts Motion Graphic/Graphic

Design

겸임교수 문은정 디자인학박사 서울여자대학교 홍익대학교 디자인학

겸임교수 배재환 디자인학사 국민대학교 국민대학교 공업디자인

겸임교수 손동훈 미술학석사 한국예술종합학교 University of Applied Sciences
and arts Western Switzerland

Design for Luxury and
Craftsmanship

겸임교수 신수경 미술학석사 한국예술종합학교 New York Univ. Interactive Communication

겸임교수 이유리 미술학석사 서울대학교 Pratt Institute Communications Design

겸임교수 이재진 미술학석사 중앙대학교 중앙대학교 영상제작

겸임교수 이준석 영상학석사 California State
Univ., Long Beach Art Center College of Design Broadcast Cinema

겸임교수 정상목 미술학석사 홍익대학교 홍익대학교 광고멀티미디어디자인

겸임교수 최문규 광고홍보학박사 연세대학교 동국대학교 광고홍보학

겸임교수 최성훈 디자인석사 홍익대학교 연세대학교 공간디자인

겸임교수 최호랑 공예디자인학석사 서울대학교 서울대학교 디자인역사문화전공

겸임교수 하청요 디자인학석사 홍익대학교 홍익대학교 커뮤니케이션디자인

겸임교수 홍상화 미술학석사 홍익대학교 School of the Art Institute of
Chicago

Art and Technology
Studies

강 사 구기정 미술학석사 홍익대학교 Ecole cantonale d'art de
Lausanne Photography

강 사 김건희 디자인석사 Kobe Design
University 국민대학교 테크노디자인전문대학원

시스템디자인전공

강 사 김찬숙 디자인학박사 서울과학기술대학교 홍익대학교 디자인학

강 사 문준재 예술학석사 상명대학교 School of Visual Arts computer arts

강 사 박지현 디자인학박사 School of the Art
Institute of Chicago 이화여자대학교 시각디자인학과

강 사 신선영 디자인학박사 울산대학교 홍익대학교 색채

강 사 신원백 디자인석사 홍익대학교 Academy of Media Arts Cologne 미디어아트

강 사 양재형 디자인학석사 홍익대학교 Domus Academy Master in Design

강 사 이주연 디자인석사 국민대학교 Aalto University School of Art& Design,
Furnitu

강 사 정다은 미술학석사 Rhode Island
School of Design 홍익대학교 시각디자인

강 사 정인국 디자인석사 한성대학교 Royal College of Art 운송기기 디자인

강 사 홍주희 디자인석사 서울여자대학교 Royal College of Art Visual Communic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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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자인컨버전스학부(커뮤니케이션디자인전공)

직 급 성 명 학 위
출 신 학 교

전 공
대 학 학위취득대학

교 수 김영국 미술학석사 홍익대학교 Rochester Institute of Technology 그래픽디자인

교 수 박영원 미술학박사 홍익대학교 홍익대학교 시각디자인

부 교 수 김영수 미술학석사 홍익대학교 Parsons School of Design Design & Technology

부 교 수 김종민 디자인학박사 홍익대학교 서울대학교 디자인전공

부 교 수 정혜욱 영상학박사 서울대학교 연세대학교 Media Communication

조 교 수 강민정 디자인학박사 이화여자대학교 서울대학교 시각디자인

조 교 수 여명희 미술학석사 California Institute
of the Arts San Francisco Art Institute Painting

조 교 수 이윤미 미술학박사 홍익대학교 홍익대학교 회화

디자인컨버전스학부(디지털미디어디자인전공)

직 급 성 명 학 위
출 신 학 교

전 공
대 학 학위취득대학

교 수 김건동 디자인학박사 홍익대학교 서울대학교 디자인

교 수 서동수 미술학석사 서울대학교 New York Univ.
Interactive
Telecommunications
Program

교 수 이현진 미술학석사 한국과학기술원 Univ. of Michigan, Ann Arbor 그래픽디자인

교 수 최문희 문학박사 Univ. of Massachusetts
at Amherst 홍익대학교 멀티미디어광고

교 수 황인경 미술학석사 Art Center College
of Design Art Center College of Design Communication & New

Media Design

부 교 수 김영희 미술학석사 Parsons School of
Design New York Univ.

Interactive
Telecommunications
Program

디자인컨버전스학부(프로덕트디자인전공)

직 급 성 명 학 위
출 신 학 교

전 공
대 학 학위취득대학

교 수 양영완 미술학석사 홍익대학교 Istituto Europeo di Design 산업디자인

교 수 이상훈 교육학박사 홍익대학교 한국교원대학교 교육심리전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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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애니메이션학부

직 급 성 명 학 위
출 신 학 교

전 공
대 학 학위취득대학

교 수 노광민 미술학석사 New York Univ. New York Univ. Studio Art in Photography

교 수 원일훈 미술학석사 Art Center College
of Design Art Center College of Design Film Design

교 수 이찬호 미술학석사 성균관대학교 California Institute of the Arts Program in Film & Video

부 교 수 백승균 예술학석사 중앙대학교 중앙대학교 애니메이션

부 교 수 송정진 미술학석사 Parsons School of
Design School of Visual Arts 컴퓨터 미술

부 교 수 장인규 미술학석사 홍익대학교 Univ. of California, Los Angeles Film & Television

부 교 수 Calvin J.
Lee

미술학석사 The School of Art
Institute of Chicago California Institute of the Arts Experimental Animation

조 교 수 김찬수 미술학석사 서울대학교 Univ. of Southern California Division of Animation &
Digital Arts

조 교 수 박세혁 영상학박사 Rhode Island
School of Design 중앙대학교 Film art-Animation

조 교 수 안상원 예술학박사 서울대학교 파리1대학교 Cinema

조 교 수 Grace
Rhee 미술학석사 홍익대학교 California Institute of the Arts Experimental Animation

초빙교수 손우경 조형예술학박사 무사시노미술대학 무사시노미술대학 조형예술, 영상

초빙교수 홍민의 음악학석사 경희대학교 California Institute of the Arts 작곡

겸임교수 강호식 음향학석사 서울디지털대학교 London Thames Valley Univ. Audio Technology

겸임교수 김무영 영상학석사 California Institute
of the Arts California Institute of the Arts Film and Video

겸임교수 김민영 미술학박사 경희대학교 홍익대학교 회화

겸임교수 김윤성 공학석사 한국예술종합학교 한국과학기술원 영상연출

겸임교수 김재호 영상학석사 Griffith Univ. 서강대학교 영화학

겸임교수 김태희 음악학석사 서울대학교 Johns Hopkins Univ. Computer music

겸임교수 도희정 미술학석사 California Institute
of the Arts California Institute of the Arts Motion Graphic/Graphic

Design

겸임교수 박미나 영상학석사 California Institute
of the Arts California Institute of the Arts Experimental Animation

겸임교수 이범희 영상학석사 홍익대학교 홍익대학교 애니메이션

겸임교수 조은희 영상학석사 동국대학교 School of the Art Institute of Chicago 영화 비디오 뉴미디어

강 사 기정선 예술학석사 경희대학교 국민대학교 공연영상학과

강 사 김대환 영상학석사 홍익대학교 단국대학교 영화콘텐츠학과 디렉팅

강 사 김수희 미술학석사 이화여자대학교 Yale Univ. Scenic Desig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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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 급 성 명 학 위
출 신 학 교

전 공
대 학 학위취득대학

강 사 류경아 영상학석사 이화여자대학교 홍익대학교 영상대학원 영상디자인과

강 사 박기덕 디자인석사 배재대학교 상명대학교 디지털미디어디자인

강 사 박세영 영상학박사 강남대학교 세종대학교 애니메이션

강 사 박예님 예술학석사 School of the Art
Institute of Chicago Pratt Institute photography

강 사 안재석 영상학박사 중앙대학교 중앙대학교 영상예술학과

강 사 이형기 영상학석사 School of Visual
Arts 중앙대학교 영상학 애니메이션 전공

강 사 홍민기 영상학석사 서울예술대학교 School of Visual Arts Photography, Video and
Related Media

 산업스포츠학과

직 급 성 명 학 위
출 신 학 교

전 공
대 학 학위취득대학

부 교 수 강익원 체육학박사 연세대학교 Univ. of Utah 운동생리학

초빙교수 권연택 체육학박사 고려대학교 고려대학교 사회체육학

초빙교수 신정엽 이학박사 상명대학교 단국대학교 체육학과

초빙교수 양명주 체육학박사 용인대학교 숙명여자대학교 체육학과

초빙교수 이솔잎 이학박사 부산외국어대학교 단국대학교 체육학과

겸임교수 사혜지 체육학석사 고려대학교 연세대학교 스포츠레저학

겸임교수 심선미 이학박사 수원대학교 단국대학교 운동생리학

 기술상경융합학부

직 급 성 명 학 위
출 신 학 교

전 공
대 학 학위취득대학

교 수 강성열 공학박사 서울대학교 Georgia Institute of Technology 계량경영학,정보통신

교 수 김병서 공학박사 인하대학교 Univ. of Florida 무선통신

교 수 김용열 경영학박사 성균관대학교 Kobe Univ. 국제경영/경영전략

교 수 이상훈 교육학박사 홍익대학교 한국교원대학교 교육심리전공

부 교 수 류종현 공학박사 연세대학교 Purdue Univ. 산업공학

부 교 수 임연수 언론학박사 고려대학교 SUNY at Buffalo Communication

조 교 수 김인중 경영학박사 서강대학교 Univ. of Houston 재무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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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  양 (세종)

직 급 성 명 학 위
출 신 학 교

전 공
대 학 학위취득대학

- 이공학

부 교 수 김문대 이학박사 서울대학교 연세대학교 물리학

부 교 수 장기석 공학박사 서울대학교 Oregon State University 무기/결정화학

부 교 수 한희관 이학박사 연세대학교 연세대학교 이론핵물리

조 교 수 김인숙 이학박사 이화여자대학교 이화여자대학교 수학전공

조 교 수 김정규 공학박사 연세대학교 Oxford Univ. Computer Vision

조 교 수 김혜진 공학박사 서울대학교 Massachusetts Institute of
Technology

Health Science &
Technology

조 교 수 남혜원 이학박사 이화여자대학교 Texas A&M Univ. 수학과

조 교 수 부선영 이학박사 이화여자대학교 Univ. of North Carolina,Chapel Hill Mathematics

조 교 수 홍순조 이학박사 서울대학교 한국과학기술원 수리과학

초빙교수 권석기 이학박사 서울대학교 Pennsylvania State Univ. 고분자화학

초빙교수 김기수 공학박사 서울대학교 Stanford Univ. 재료공학

초빙교수 민항기 이학박사 홍익대학교 West Virginia Univ. 표면물리

초빙교수 조규남 공학박사 서울대학교 Univ. of Michigan, Ann Arbor 해양공학

- 인문사회

부 교 수 윤선영 교육학박사 서울대학교 서울대학교 불어전공

조 교 수 김은정 문학박사 서울대학교 서울대학교 국어국문학

조 교 수 박은숙 문학박사 Bielefeld University Bielefeld University 독일문학, 공연예술

조 교 수 윤정화 문학박사 이화여자대학교 이화여자대학교 현대문학

조 교 수 이선윤 문학박사 고려대학교 Tokyo Univ. 언어정보과학

조 교 수 이수곤 문학박사 서강대학교 서강대학교 국어국문학

조 교 수 이수진 미술사학박사 Syracuse University Univ. of Illinois Art History

조 교 수 정종진 문학박사 서강대학교 서강대학교 한국고전문학

조 교 수 최지녀 문학박사 서울대학교 서울대학교 국어국문학

조 교 수 황수영 문학박사 서울대학교 Paris 4(Universite Paris Sorbonne) 프랑스철학

조 교 수 황순우 철학박사 성균관대학교 독일 Giessen대학교 철학

조 교 수 황순희 언어학박사 이화여자대학교 파리8대학 언어학

초빙교수 권상희 문학박사 계명대학교 Bielefeld University 언어학

초빙교수 김남용 정책학박사 육군3사관학교 대구가톨릭대학교 정책학

초빙교수 이홍두 문학박사 홍익대학교 동국대학교 한국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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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 급 성 명 학 위
출 신 학 교

전 공
대 학 학위취득대학

초빙교수 최동준 법학박사 연세대학교 연세대학교 지식재산권법

겸임교수 양승엽 법학박사 서울대학교 서울대학교 법학과

겸임교수 연명모 정치학박사 충북대학교 단국대학교 한국정치

겸임교수 이도국 법학박사 한양대학교 Univ. of Konstanz 법학

강 사 김지영 교육학박사 청주대학교 아주대학교 교육

강 사 박건도 법학박사 한양대학교 한양대학교 법학과 상법

강 사 박경운 정치학박사 육군사관학교 경기대학교 북한학

강 사 손자영 문학박사 이화여자대학교 이화여자대학교 현대문학전공

강 사 이미나 문학박사 추계예술대학교 홍익대학교 국어국문학

강 사 한성윤 경제학박사 아주대학교 파리10대학교 경제학

- 예체능

부 교 수 박 윤 체육학사 경희대학교 경희대학교 체육학

조 교 수 조영준 영상학박사 고려대학교 Georgia State University Film and Media

강 사 현소영 음악학박사 Johns Hopkins Univ. Boston Univ. String Performance

- 의학

강 사 오웅영 보건학박사 충남대학교 대전대학교 뷰티건강관리학과

- 교양 외국어

조 교 수 김경혜 문학박사 이화여자대학교 北京師範大學校 중국근대사

조 교 수 진명화 문학박사 Univ. of Nebraska 연세대학교 한국학협동과정

조 교 수
Anne M.
Walters TESOL석사 California State

Univ., Fullerton California State Univ., Long Beach TESL

조 교 수 Colleen A.
Chapco TESOL석사 Univ. of British

Columbia Univ. of Birmingham TESOL

조 교 수 David O.
Moss 문학사 Univ. of Lincoln Univ. of Lincoln French

조 교 수 Heather F.
Goudreau TESOL석사

University of
Vermont Univ. of Birmingham TESOL

조 교 수 Heidi L.
Song 문학석사 Univ. of Cambridge Univ. of Cambridge Linguistics

조 교 수 HUNG
KAI YUN 문학박사 국립정치대학 단국대학교 중국어학

조 교 수 Ito Takao 교육학석사 Soka University 서울대학교 국어교육

조 교 수 James K.
Knaack 언어학석사 Univ. of Texas at

San Antonio Univ. of Texas at San Antonio English as a Second
Language

조 교 수 Jason P.
Buschman 교육학석사 Univ. of Oregon Framingham State College TES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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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 급 성 명 학 위
출 신 학 교

전 공
대 학 학위취득대학

조 교 수 Jeffrey R.
Barg 문학석사 Oswego State

University Univ. of Rochester English

조 교 수 Jenay A.
Seymour 교육학석사

Univ. of
Saskatchewan Framingham State College TESL

조 교 수 Joshua T.
Richman 문학사 Western

Washington Univ. Western Washington Univ. Creative Writing

조 교 수 Jui-ting
Chen 문학박사 Beijing Normal

Univ. 고려대학교 중국문학

조 교 수 Junko Kim 문학석사 Osaka Univ. Univ. of California, Los Angeles Library & Information
Science

조 교 수 Monica M.
Nickolai 언어학석사 Webster University School of the Art Institute of

Chicago Writing

조 교 수 Nakamura
Shizuyo 문학박사 동경무사시노미술

대학 고려대학교 중일어문학과

조 교 수 Oikawa
Hiroe 문학석사 Kyoto Tachibana

Women's Univ. 서울대학교 한국학

조 교 수 Peter M.
McDonald 문학석사

Saint John's
University Saint John's University English

조 교 수 Quan
Chunhua 문학석사 연변대학교 연변대학교 중국어문자학

조 교 수 Ramy E.
Mottalib 법학석사 Univ. of North

London Univ. of London Law

조 교 수 Sachiko
Wakatsuki 문학박사 동경여자대학교 명지대학교 일어일문학

조 교 수 Sonia M.
Knapp 문학석사 University of New

Orleans Duquesne Univ. English

조 교 수 Steven E.
Reiplinger 교육학석사 Purdue Univ. Grand Canyon University Technology

조 교 수 Tadayoshi
Kobayashi 문학석사 경희대학교 서울대학교 국어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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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학원

대학원

직 급 성 명 학 위
출 신 학 교

전 공
대 학 학위취득대학

- 전자전기공학과

교 수 김종선 공학박사 한양대학교 Univ. of California, Los Angeles Integrated Circuits And
Systems

교 수 김형탁 공학박사 서울대학교 Cornell Univ. Electrical Engineering

교 수 성혁기 공학박사 연세대학교 Univ. of California,Berkeley Electrical Engin. &
Computer Science

교 수 이정해 공학박사 서울대학교 Univ. of California, Los Angeles 마이크로파측정

교 수 차호영 공학박사 서울대학교 Cornell Univ. Electrical & Computer
Engineering

교 수 추호성 공학박사 한양대학교 Univ. of Texas at Austin 마이크로파공학 및
안테나공학

조 교 수 노승문 공학박사 서울대학교 Stanford Univ. Electrical Engineering

- 토목공학과

겸임교수 서상연 공학박사 한양대학교 Univ. of Texas at Austin Geotechnical Engineering

- 신소재공학과

교 수 김우진 공학박사 서울대학교 Stanford Univ. 고온재료

교 수 양희선 공학박사 연세대학교 Univ. of Florida 응용나노소재

조 교 수 김현식 이학박사 Univ. of Cambridge California Institute of Technology 열전재료

- 건축학과

강 사 박정현 공학박사 홍익대학교 홍익대학교 건축구조

- 경영학과

강 사 박소윤 경영학박사 상명대학교 경희대학교 마케팅

- 법학과

교 수 나동규 공학박사 연세대학교 Northwestern Univ. Material Science&Engr.

- 문화예술경영학과

교 수 고희경 문학석사 서울대학교 서강대학교 홍보

교 수 신병현 경영학박사 연세대학교 연세대학교 인사, 조직

교 수 신형덕 경영학박사 서울대학교 Ohio State Univ. 경영전략

교 수 안형준 경영공학박사 한국과학기술원 한국과학기술원 경영정보시스템

교 수 윤나라 경영학박사 연세대학교 Northwestern Univ. 마케팅

교 수 이광철 경영학박사 서울대학교 Univ. of South Carolina (국제)경영학

교 수 정연심 철학박사 홍익대학교 New York Univ. 미술비평&전시기획

부 교 수 고정민 경영학박사 연세대학교 성균관대학교 조직이론/인사관리전공

부 교 수 김경희 문학박사 연세대학교 Universitaet Mannheim 독일문학/문화학

부 교 수 김미진 미술학박사 파리8대학 파리1대학교 조형예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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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공
대 학 학위취득대학

부 교 수 김선영 문화경영박사 연세대학교 경희대학교 예술경영학과

부 교 수 장웅조 예술경영학박사 서울대학교 Ohio State Univ. Arts Policy and Administration

부 교 수 조성호 경영학박사 고려대학교 Univ. of California, Los Angeles 전략경영

조 교 수 권지연 미술학박사 Wellesley college Princeton Univ. 동양미술사/한국미술사

조 교 수 김은지 철학박사 베를린예술종합대학교 베를린훔볼트대학 현대미술이론

초빙교수 허은진 예술학박사 고려대학교 북경대학교 예술경영 및 문화산업

겸임교수 민정아 공연예술학박사 서울대학교 성균관대학교 공연예술학

겸임교수 배원기 경영학박사 성균관대학교 성균관대학교 회계학

겸임교수 이다현 철학박사 홍익대학교 Ohio State Univ.
Cultural Policy and Arts
Management

강 사 윤아영 교육학박사 이화여자대학교 Ohio State Univ. ARTS ADMIN., EDUC.,
AND POLICY

강 사 이진우 경영학박사 서울과학기술대학교 Univ. of Kent Management

- 디자인학부

겸임교수 조혜영 디자인학박사 홍익대학교 국민대학교 디자인학

강 사 노정연 미술학석사 School of Visual
Arts School of Visual Arts Illustration as Visual

Essay

강 사 박지나 디자인석사 한성대학교 한성대학교 디자인이론

강 사 오주은 디자인석사 호원대학교 원광대학교 시각디자인

강 사 윤민구 미술학석사 건국대학교 Ecole cantonale d'art de Lausanne Master Type Design

- 디자인학부 시각디자인트랙

초빙교수 윤주현 디자인학박사 홍익대학교 홍익대학교 디자인공예과

- 디자인공예학과

강 사 고선정 예술학박사 대진대학교 홍익대학교 예술학

- 디자인공예학과 시각디자인전공

겸임교수 김영철 미술학박사 홍익대학교 홍익대학교 시각디자인

- 디자인공예학과 색채전공

초빙교수 박영란 미술학박사 홍익대학교 홍익대학교 색채

강 사 정현선 미술학박사 동덕여자대학교 홍익대학교 색채

- 미술학과

강 사 안영주 미술학박사 홍익대학교 홍익대학교 미술비평

- 예술학과

강 사 곽영빈 영상학박사 서울대학교 Univ. of lowa Cinematic Arts

강 사 성기현 철학박사 경북대학교 서울대학교 미학

강 사 이주연 예술학박사 아주대학교 Stony Brook University Art history and criticism

강 사 장선희 미술사학박사 홍익대학교 Univ. of Illinois,Urbana Champaign 미술사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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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공
대 학 학위취득대학

- 조소과

강 사 강주현 미술학박사 제주대학교 홍익대학교 조소전공

강 사 장준호 미술학박사 Ecole des Beaux-Arts 홍익대학교 조소전공

- 회화과

초빙교수 고은실 미술학박사 고려대학교 Florida State Univ. 미술비평이론

초빙교수 김정은 미술학박사 이화여자대학교 홍익대학교 미술학과 미술비평

겸임교수 김태연 미술학박사 Cornell Univ. 홍익대학교 회화과

강 사 김향숙 철학박사 독일 마부륵
필립대학교 독일 마부륵 필립대학교 미술사

강 사 장인희 미술학박사 The School of Art
Institute of Chicago 홍익대학교 회화과

- 판화과

초빙교수 차민영 미술학박사 홍익대학교 홍익대학교 영상학

- 목조형가구학과

강 사 이한철 디자인학석사 홍익대학교 홍익대학교 산업디자인

- 미학과

초빙교수 백승영 철학박사 서강대학교 University of Regensburg 현대독일철학

강 사 임지연 미술학박사 전북대학교 홍익대학교 미학

- 영상・인터랙션학과
초빙교수 윤혜경 미술학박사 서강대학교 Paris3(Univ de L'Sorbonne Nouvelle) 영화학

강 사 지승학 영상학박사 대진대학교 고려대학교 영상문화학

- 미술사학과

조 교 수 유재빈 미술사학박사 서울대학교 서울대학교 고고미술사학과

겸임교수 한재원 미술사학박사 홍익대학교 홍익대학교 미술사학과

강 사 장준구 미술사학박사 대구가톨릭대학교 홍익대학교 미술사학

- 의상디자인학과

강 사 김종선 의상학박사 서울대학교 서울대학교 패션디자인

- 정보디스플레이공학학과간협동과정

조 교 수 김태경 공학박사 서울대학교 Univ. of Illinois,Urbana Champaign Materials Science andEngineering

- 지식재산학 학과간협동과정

교 수 나동규 공학박사 연세대학교 Northwestern Univ. Material Science&Engr.

교 수 류병운 법학박사 고려대학교 Indiana Univ. 국제경제법, 미국법

교 수 안원모 법학박사 연세대학교 연세대학교 지적재산권법

교 수 오승종 법학박사 서울대학교 서강대학교 지적재산권법

교 수 음선필 법학박사 서울대학교 서울대학교 헌법

교 수 이중기 법학박사 서울대학교 The Univ. of Sheffield 상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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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 신 학 교

전 공
대 학 학위취득대학

부 교 수 조희경 법학석사 Univ. of Queensland Univ. of Melbourne 국제법

겸임교수 서호선 공학박사 연세대학교 연세대학교 전자공학

겸임교수 송승원 공학박사 연세대학교 Northwestern Univ. Chemical engineering

겸임교수 유선희 공학박사 연세대학교 연세대학교 세라믹공학과

- 커뮤니케이션디자인학과

겸임교수 차원상 문학박사 성균관대학교 한양대학교 광고학

- 소프트웨어융합학과

교 수 김병서 공학박사 인하대학교 Univ. of Florida 무선통신

교 수 김영철 공학박사 홍익대학교 Illinois Institute of Technology 객체지향소프트웨어

교 수 안병구 공학박사 경북대학교 New Jersey Institute of Technology 컴퓨터네트워크

조 교 수 정은성 공학박사 서울대학교 Univ. of Florida Computer Engineering

국제디자인전문대학원(IDAS)

직 급 성 명 학 위
출 신 학 교

전 공
대 학 학위취득대학

- 디자인경영전공

교 수 나 건 공학박사 한양대학교 Tufts Univ. 공업디자인

부 교 수 김현선 디자인학박사 서울대학교 동경예술대학 미술디자인

조 교 수 박보람 미술학석사 서울대학교 Domus Academy 상업디자인

조 교 수 Lee Cathy
Yeonchoo 디자인석사

Rhode Island
School of Design Rhode Island School of Design Industrial Design

- 디지털미디어디자인전공

교 수 김승인 공연예술학박사 Art Center College
of Design 성균관대학교 디자인학,디자인교육

부 교 수 최 백 첨단영상학석사 성균관대학교 Pratt Institute 3D 에니메이션

부 교 수 Simone
Carena 건축학석사 Politecnico di Torino Southern California Institute of Arch. Architecture

조 교 수 김보연 미술학석사 Rhode Island
School of Design Yale Univ. Graphic Design

조 교 수 David Hall 미술학석사 Manchester MET
School of Art Royal College of Art 산업디자인

- 스마트디자인엔지니어링전공

교 수 김후성 미술학석사 영남대학교 Pratt Institute 산업디자인

겸임교수 윤상원 산업디자인학석사 계명대학교 Pratt Institute Industrial Design

강 사 정수경 디자인학박사
The Lomonosov
Moscow State
University

경희대학교 조형디자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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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 급 성 명 학 위
출 신 학 교

전 공
대 학 학위취득대학

- 건축디자인전공

부 교 수 강철희 건축공학석사 홍익대학교 홍익대학교 건축설계

부 교 수 공순구 건축학박사 홍익대학교 홍익대학교 건축

부 교 수 김경순 건축학석사 홍익대학교 Univ. of California, Los Angeles 건축학

부 교 수 윤동식 건축학박사 홍익대학교 Tokyo Univ. 건축학

초빙교수 김동훈 건축학박사 홍익대학교 홍익대학교 건축

겸임교수 박기범 건축학박사 서울시립대학교 서울시립대학교 건축계획

겸임교수 박찬석 건축학석사 홍익대학교 홍익대학교 도시설계

겸임교수 이종찬 건축학박사 홍익대학교 연세대학교 건축환경계획

- 도시디자인전공

조 교 수 임동우 건축학석사 서울대학교 Harvard Univ. Architecture in Urban Design

- 실내건축디자인전공

부 교 수 장석훈 미술학석사 홍익대학교 홍익대학교 실내디자인

조 교 수 김이홍 건축학석사 연세대학교 Harvard Univ. 건축설계

겸임교수 류숙희 공학박사 홍익대학교 홍익대학교 실내건축

겸임교수 정찬영 실내건축석사 홍익대학교 홍익대학교 실내설계

- 조경설계전공

부 교 수 진양교 조경학박사 서울시립대학교 Univ. of Illinois,Urbana Champaign Regional Planning

초빙교수 성경호 공학석사 한경대학교 서울시립대학교 조경학과

- 부동산개발전공

부 교 수 윤주선 공학박사 홍익대학교 홍익대학교 도시계획

겸임교수 김대호 공학박사 홍익대학교 홍익대학교 도시계획

경영대학원

직 급 성 명 학 위
출 신 학 교

전 공
대 학 학위취득대학

- 문화예술경영전공

부 교 수 고정민 경영학박사 연세대학교 성균관대학교 조직이론/인사관리전공

부 교 수 김경희 문학박사 연세대학교 Universitaet Mannheim 독일문학/문화학

부 교 수 김미진 미술학박사 파리8대학 파리1대학교 조형예술

조 교 수 권지연 미술학박사 Wellesley college Princeton Univ. 동양미술사/한국미술사

조 교 수 김은지 철학박사 베를린예술종합대학교 베를린훔볼트대학 현대미술이론

- 세무학전공

초빙교수 김용준 경제학석사 서울대학교 Syracuse University 경제학

겸임교수 이동건 법학박사 서울대학교 고려대학교 조세법학

겸임교수 이재호 법학박사 고려대학교 서울대학교 세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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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예술경영대학원

직 급 성 명 학 위
출 신 학 교

전 공
대 학 학위취득대학

- 문화예술경영전공

교 수 강현정 경영학박사 연세대학교 State University of New York at
Buffalo 경영정보시스템

교 수 고희경 문학석사 서울대학교 서강대학교 홍보

교 수 나 건 공학박사 한양대학교 Tufts Univ. 공업디자인

교 수 문태원 경영학박사 George Washington
Univ. George Washington Univ. Organizational Behavior

교 수 신병현 경영학박사 연세대학교 연세대학교 인사, 조직

교 수 신형덕 경영학박사 서울대학교 Ohio State Univ. 경영전략

교 수 윤나라 경영학박사 연세대학교 Northwestern Univ. 마케팅

교 수 이광철 경영학박사 서울대학교 Univ. of South Carolina (국제)경영학

교 수 이호배 경영학박사 고려대학교 고려대학교 마케팅

부 교 수 고정민 경영학박사 연세대학교 성균관대학교 조직이론/인사관리전공

부 교 수 김경희 문학박사 연세대학교 Universitaet Mannheim 독일문학/문화학

부 교 수 김미진 미술학박사 파리8대학 파리1대학교 조형예술

부 교 수 김선영 문화경영박사 연세대학교 경희대학교 예술경영학과

부 교 수 장웅조 예술경영학박사 서울대학교 Ohio State Univ. Arts Policy and
Administration

부 교 수 주연화 경영학박사 이화여자대학교 서울대학교 미술경영

조 교 수 권지연 미술학박사 Wellesley college Princeton Univ. 동양미술사/한국미술사

조 교 수 김은지 철학박사 베를린예술종합대학교 베를린훔볼트대학 현대미술이론

조 교 수 손재영 경제학박사 서울대학교 Tsinghua University 미디어경제

조 교 수 유건재 경영학박사 서강대학교 Cornell Univ. Industrial and Labor
Relations

조 교 수 현은정 경영학박사 Univ. of Warwick Univ. of Chicago 경영(조직)

초빙교수 허은진 예술학박사 고려대학교 북경대학교 예술경영 및 문화산업

겸임교수 김은선 법학박사 경희대학교 Temple University Law

겸임교수 민정아 공연예술학박사 서울대학교 성균관대학교 공연예술학

겸임교수 양효석 예술경영학석사 연세대학교 경희대학교 문화예술경영

겸임교수 이다현 철학박사 홍익대학교 Ohio State Univ. Cultural Policy and Arts
Management

강 사 한여훈 경영학박사 Univ. of the arts
London 중앙대학교 마케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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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연예술대학원

직 급 성 명 학 위
출 신 학 교

전 공
대 학 학위취득대학

- 공연예술․뮤지컬전공

교 수 고희경 문학석사 서울대학교 서강대학교 홍보

교 수 안호상 예술경영학박사 서강대학교 상명대학교 공연예술경영

부 교 수 구민정 연극학박사 이화여자대학교 중앙대학교 연극학

부 교 수 김소희 문학석사 연세대학교 동국대학교 연극전공

부 교 수 박동우 디자인석사 연세대학교 홍익대학교 산업디자인

부 교 수 원자승 무용학석사 세종대학교 세종대학교 무용학

조 교 수 이경선 문학석사 단국대학교 Central School of Speech and Drama voice studies

조 교 수 이윤정 연극학박사 한국예술종합학교 Univ. of Illinois,Urbana Champaign Theatre History

조 교 수 장소영 음악학석사 연세대학교 연세대학교 음악학과

조 교 수
Sophie
Martin 연극영화학사

Univ. of Southern
Queensland Univ. of Southern Queensland Acting

겸임교수 이성훈 예술학석사 한국방송통신대학교 홍익대학교 공연예술뮤지컬전공

겸임교수 이예진 예술학석사 이화여자대학교 홍익대학교 공연예술뮤지컬

초빙대우
교 수

유 미 언어학석사 덕성여자대학교 Royal Central School Of Speech
& Drama

음성학과

강 사 김은영 예술학석사 대진대학교 홍익대학교 뮤지컬학

강 사 서동희 연극학박사 이화여자대학교 한양대학교 연극학

강 사 이혜선 음향학박사 경원대학교 Conservatorio di Musica Niccolo
Paganini-Genova 오페라 전공 성악과

강 사 정은주 체육학박사 이화여자대학교 단국대학교 현대무용

- 실용음악전공

부 교 수 박 혁 음악학석사 광운대학교 경희대학교 실용음악

조 교 수 이병준 음악학석사 서울대학교 경희대학교 실용음악

겸임교수 이경호 예술경영학박사 우석대학교 경희대학교 예술경영학

겸임교수 최학래 경영학석사 건국대학교 중앙대학교 엔터테인먼트전공

강 사 이성경 예술학석사 동아예술대학교 홍익대학교 뮤지컬전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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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고홍보대학원

직 급 성 명 학 위
출 신 학 교

전 공
대 학 학위취득대학

강 사 기정서 디자인학박사 서울대학교 서울대학교 디자인

- 광고홍보전공

교 수 이철영 커뮤니케이션학
박사 Univ. of Oregon Univ. of Illinois,Urbana Champaign 광고커뮤니케이션

겸임교수 백지희 문학박사 서울과학기술대학교 홍익대학교 광고홍보

- 브랜드매니지먼트전공

부 교 수 백승화 경영학석사 서강대학교 서강대학교 마케팅관리

부 교 수 오명열 경영학박사 한양대학교 한양대학교 마케팅

겸임교수 권혁준 경영학석사 한국외국어대학교 연세대학교 MBA

교육대학원

직 급 성 명 학 위
출 신 학 교

전 공
대 학 학위취득대학

교 수 심정리 미술학박사 홍익대학교 홍익대학교 멀티미디어아트

- 교육학과

강 사 김정현 교육학박사 단국대학교 홍익대학교 상담심리전공

강 사 김현미 미술학박사 이화여자대학교 서울여자대학교 미술치료

강 사 이원호 미술학석사 홍익대학교
Stuttgart State Academy of Art
and Design 조소

강 사 조성란 교육학박사 부산대학교 University of Wyoming Adult Education

- 교육학과 교육학전공

초빙교수 김정희 철학박사 이화여자대학교 Univ. of Southern California 교육심리

초빙교수 송인숙 음악학사 한양대학교 한양대학교 국악전공

- 교육학과 미술교육전공

조 교 수 심지영 미술학박사 이화여자대학교 Pennsylvania State Univ. Art Education

조 교 수 정혜연 교육학박사 홍익대학교 Columbia Univ. 미술교육

초빙교수 서제희 교육학박사 홍익대학교 서울대학교 미술교육

겸임교수 김시내 교육학박사 서울교육대학 서울대학교 미술교육

- 교육학과 상담심리전공

조 교 수 안성희 철학박사 한양대학교 Univ. of Arkansas 재활 상담학

조 교 수 이홍숙 교육학박사 숙명여자대학교 숙명여자대학교 상담 및 교육심리

겸임교수 곽민정 의학석사 이화여자대학교 George Washington Univ. Art Therapy

겸임교수 이아영 문학석사 이화여자대학교 이화여자대학교 심리학과 발달심리학

겸임교수 황재숙 의학박사 서울대학교 차의과학대학교 임상미술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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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술대학원

직 급 성 명 학 위
출 신 학 교

전 공
대 학 학위취득대학

- 동양화전공

부 교 수 이은호 미술학박사 홍익대학교 홍익대학교 동양화

조 교 수 김선영 미술학박사 서울대학교 서울대학교 동양화

초빙교수 김 식 예술학석사 홍익대학교 동경예술대학 보존수복기술

초빙교수 서진희 철학박사 서울대학교 서울대학교 미학

초빙교수 최광진 미술학박사 홍익대학교 홍익대학교 미술학

- 회화전공

부 교 수 이상효 미술학박사 홍익대학교 스페인마드리드국립대학교 회화

조 교 수 안미자 미술학박사 홍익대학교 동경여자미술대학 조형표현

조 교 수 이 필 철학박사 홍익대학교 Univ. of Chicago 미술사학과

조 교 수 최종식 미술학박사 홍익대학교 홍익대학교 회화

초빙교수 안상진 미술학박사 홍익대학교 홍익대학교 미술학

강 사 이애선 미술학석사 홍익대학교 홍익대학교 미술사

- 판화전공

강 사 신상우 미술학박사 홍익대학교 홍익대학교 판화전공

- 조각전공

부 교 수 김인태 미술학석사 홍익대학교 뉴욕시립브룩클린대학 미술

부 교 수 최승호 미술학석사 홍익대학교 홍익대학교 조각

- 예술기획전공

부 교 수 김미진 미술학박사 파리8대학 파리1대학교 조형예술

부 교 수 김성희 미술학박사 이화여자대학교 이화여자대학교 조형예술학

부 교 수 김이순 문학박사 홍익대학교 홍익대학교 한국근현대미술사

부 교 수 김홍중 예술학박사 홍익대학교 파리1대학교 예술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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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미술대학원

직 급 성 명 학 위
출 신 학 교

전 공
대 학 학위취득대학

- 브랜드패키지디자인전공

부 교 수 SHIN
SANGYUN 미술학석사 홍익대학교 Pratt Institute Industrial Design

조 교 수 김거수 미술학박사 홍익대학교 홍익대학교 시각디자인

초빙교수 권현창 문학석사 홍익대학교 홍익대학교 멀티미디어광고

- 공간디자인전공

부 교 수 이재규 미술학석사 경희대학교 Domus Academy Industrial Design

초빙교수 유진형 미술학석사 홍익대학교 홍익대학교 가구디자인

- 광고디자인전공

부 교 수 이나미 미술학석사 Art Center College
of Design Art Center College of Design 시각디자인

부 교 수 하종주 디자인학석사 서울시립대학교 Art Center College of Design Graphic & Packaging

- 가구디자인전공

조 교 수 한정현 미술학석사 Rhode Island
School of Design Cranbrook Academy of Art 3D Design

- 금속․주얼리브랜드디자인전공

부 교 수 이명주 미술학석사 홍익대학교 Univ. of Georgia 금속공예

부 교 수 임경수 미술학석사 홍익대학교 State Univ. of New York at New Paltz Metal Art & Design

- 도예․유리디자인전공

부 교 수 박경주 미술학박사 홍익대학교 홍익대학교 도예

겸임교수 최혜숙 미술학박사 홍익대학교 Rochester Institute of Technology 유리

- 일러스트레이션전공

부 교 수 이인수 미술학석사 홍익대학교 School of Visual Arts Illustration as Visual Essay

- 서비스디자인전공

조 교 수 구유리 디자인학박사 홍익대학교 Lancaster University Service design and
Design management

조 교 수 정재희 디자인학박사 연세대학교 Bergische Univ.(Wuppertal) Industrial Design

- 산업디자인전공

부 교 수 선섭희 디자인학박사 홍익대학교 홍익대학교 디자인공예학과

부 교 수 차강희 디자인학박사 홍익대학교 홍익대학교 산업디자인전공

조 교 수 이강현 디자인석사 홍익대학교 Goldsmiths, University of London MA Innovation in Practice

- 텍스타일디자인전공

부 교 수 이건만 미술학석사 홍익대학교 Cranbrook Academy of Art 섬유 전공

- 사진디자인전공

부 교 수 신성균 미술학석사 한양대학교 Academy of Art University 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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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커뮤니케이션대학원

직 급 성 명 학 위
출 신 학 교

전 공
대 학 학위취득대학

강 사 민현준 문학박사 서울대학교 University of Maryland 비교문학

- 디지털애니메이션전공

부 교 수 장인규 미술학석사 홍익대학교 Univ. of California, Los Angeles Film & Television

강 사 오세진 디자인학석사 세종대학교 홍익대학교 영상디자인

- 영상디자인전공

부 교 수 한정엽 디자인학박사 협성대학교 홍익대학교 공간디자인

조 교 수 김지윤 디자인학박사 이화여자대학교 이화여자대학교 영상디자인전공

겸임교수 이준석 영상학석사 California State
Univ., Long Beach Art Center College of Design Broadcast Cinema

- 인터랙션디자인전공

초빙교수 김인숙 미술학박사 홍익대학교 홍익대학교 영상학과

- 프로덕션디자인전공

부 교 수 장태준 미술학석사 홍익대학교 홍익대학교 프로덕션디자인

초빙교수 박장순 영상학박사 동국대학교 서강대학교 영상예술

- 광고・브랜드경영전공
부 교 수 김동균 경제학박사 고려대학교 Ohio State Univ. 경제학

- 뉴미디어콘텐츠전공

부 교 수 이도훈 광고홍보학박사 홍익대학교 홍익대학교 광고홍보학

초빙교수 성열홍 정치학박사 한양대학교 경희대학교 매체경제학

- VR․AR콘텐츠전공

초빙교수 박남희 예술학박사 홍익대학교 홍익대학교 미술비평

겸임교수 김이길 공학박사 홍익대학교 Univ. of Florida Electrical & Computer
Engineering

직 급 성 명 학 위
출 신 학 교

전 공
대 학 학위취득대학

조 교 수 윤정미 미술학석사 서울대학교 School of Visual Arts 사진비디오

조 교 수 이원철 예술학석사
Royal Melbourne
Institute of
Technology Univ.

홍익대학교 사진학

- 공공디자인전공

부 교 수 이현성 공학석사 아주대학교 Kingston Univ. London Landscape Urbanism

부 교 수 장영호 산림및
자원학박사

Nagoya Zokei
University of
Art&Design

Nagoya University 환경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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패션대학원

직 급 성 명 학 위
출 신 학 교

전 공
대 학 학위취득대학

- 패션디자인전공

부 교 수 양경희 문학석사 건국대학교 파리7대학 동양학(복식사)

부 교 수 최철용 미술학석사 홍익대학교 Domus Academy 패션디자인

조 교 수 김종수 미술학석사 Central Saint Martines 홍익대학교 의상디자인

조 교 수 마진주 디자인학박사 한양대학교 Royal College of Art Fashion Womenswear

초빙교수 이상봉 문화경영학사 서울예술대학교 서울예술대학교 방송연예과

- 패션비즈니스전공

부 교 수 박홍근 미술학석사 국민대학교 홍익대학교 의상디자인

부 교 수 이혜주 디자인학박사 중앙대학교 동덕여자대학교 패션디자인

부 교 수 임지숙 미술학석사 한남대학교 홍익대학교 의상디자인

겸임교수 최광돈 미술학박사 홍익대학교 홍익대학교 의상학

- 패션뷰티디자인전공

강 사 석은경 의상학박사 숙명여자대학교 숙명여자대학교 의류학

문화정보정책대학원

직 급 성 명 학 위
출 신 학 교

전 공
대 학 학위취득대학

부 교 수 장인규 미술학석사 홍익대학교 Univ. of California, Los Angeles Film & Television

- 색채전공

조 교 수 이윤진 미술학박사 이화여자대학교 여자미술대학교대학원 색채학

초빙교수 전창림 공학박사 한양대학교 파리4대학 고분자화학

겸임교수 이헌형 미술학박사 홍익대학교 홍익대학교 디자인공예학

강 사 송영민 디자인학박사 전주대학교 홍익대학교 색채

- 애니메이션전공

부 교 수 백승균 예술학석사 중앙대학교 중앙대학교 애니메이션

- 광고홍보・디자인전공
부 교 수 오명열 경영학박사 한양대학교 한양대학교 마케팅

- 공간・환경디자인전공
강 사 임선정 건축학박사 가톨릭대학교 홍익대학교 건축학

강 사 전혜정 예술학박사 국민대학교 홍익대학교 예술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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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트도시 과학경영대학원

직 급 성 명 학 위
출 신 학 교

전 공
대 학 학위취득대학

- 도시환경전공

부 교 수 오웅성 건축학박사 서울대학교 파리국립사회과학대학원 정원,조경 및 환경
Jardin,Paysage, Territ

- 도시건축전공

조 교 수 장지인 도시계획학박사 University of New
South Wales 서울대학교 도시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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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예교수

직 급 성 명 학 위
출 신 학 교

전 공
대 학 학위취득대학

명예교수 고광단 문학박사 한국외국어대학교 Univ. of Montpellier 불어불문학

명예교수 고위공 문학박사 서울대학교 튀빙겐대학교 독문학,해석학

명예교수 구연건 공학박사 서울대학교 인하대학교 전자기학

명예교수 권명광 철학박사 홍익대학교 상명대학교 상업디자인

명예교수 김건호 경영학박사 홍익대학교 원광대학교 생산관리

명예교수 김구진 문학박사 서울대학교 고려대학교 동양사

명예교수 김대연 교육학박사 중앙대학교 원광대학교 교육사회학

명예교수 김동석 이학박사 연세대학교 동국대학교 통계수학

명예교수 김리나 철학박사 서울대학교 Harvard Univ. 동양사,동양조각사

명예교수 김민제 철학박사 연세대학교 Univ. of Minnesota 서양사

명예교수 김석윤 공학박사 인하대학교 인하대학교 물리야금

명예교수 김완철 공학박사 고려대학교 서울대학교 금속재료,상변태

명예교수 김은산 문학박사 이화여자대학교 이화여자대학교 교육철학

명예교수 김장복 공학박사 연세대학교 연세대학교 디지털통신

명예교수 김정숙 문학박사 이화여자대학교 서울대학교 영미소설,영문학사,미문학사

명예교수 김형욱 공학박사 서울대학교 한국과학기술원 생산관리, U.R

명예교수 민경천 정치학석사 서울대학교 중화학술원 정치학

명예교수 민항기 이학박사 홍익대학교 West Virginia Univ. 표면물리

명예교수 박범호 경영학박사 고려대학교 홍익대학교 회계학

명예교수 박상옥 교육학박사 성균관대학교 Indiana Univ. 영어교육,영어교수법

명예교수 박선의 미술학석사 홍익대학교 홍익대학교 시각디자인

명예교수 박언곤 공학박사 와세다대학 와세다대학 건축계획

명예교수 박영목 철학박사 서울대학교 Univ. of Illinois,Urbana Champaign 언어교육

명예교수 박원암 경제학박사 서울대학교 MIT 거시경제학, 계량경제학

명예교수 박재홍 미술학박사 홍익대학교 홍익대학교 회화

명예교수 박형철 교육학석사 홍익대학교 홍익대학교 목공예

명예교수 백승관 경제학박사 고려대학교 Univ. of California,Berkeley 거시경제, 국제금융

명예교수 백현덕 공학박사 서울대학교 Univ. of Utah 전자세라믹

명예교수 변희준 문학박사 서울대학교 성균관대학교 영미희곡

명예교수 서승원 미술학석사 홍익대학교 홍익대학교 서양화

명예교수 서정하 공학박사 서울대학교 서울대학교 전자공학(물리전자공학,반
도체이론)

명예교수 서정화 철학박사 서울대학교 Florida State Univ. 교육학(교육행정)

명예교수 송번수 미술학석사 홍익대학교 홍익대학교 직물

명예교수 송재만 경제학박사 경성제대 홍익대학교 회계학

명예교수 송재우 공학박사 연세대학교 연세대학교 수리학

명예교수 신상호 미술학석사 홍익대학교 홍익대학교 도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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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 급 성 명 학 위
출 신 학 교

전 공
대 학 학위취득대학

명예교수 신판석 공학박사 서울대학교 Rensselaer Polytechnic Institute 전자장수치해석

명예교수 심상필 경제학박사 서울대학교 Univ. of Paris 경제학

명예교수 심수만 공학박사 서울대학교 Univ. of Florida 무기재료공정

명예교수 원유헌 이학박사 성균관대학교 고려대학교 프로그래밍언어

명예교수 윤도근 공학박사 홍익대학교 홍익대학교 건축계획및설계

명예교수 윤효윤 문학박사 서울대학교 서울대학교 영문학

명예교수 이두복 공학박사 연세대학교 연세대학교 전자계산,회로이론

명예교수 이면영 경영학박사 서울대학교 성균관대학교 회계학

명예교수 이신유 문학박사 서울대학교 한국외국어대학교 영어학

명예교수 이용호 공학박사 고려대학교 고려대학교 X선공학, 물리화학

명예교수 이원복 공학박사 연세대학교 연세대학교 응용구조역학

명예교수 이재창 철학박사 성균관대학교 Univ. of Florida 상담심리

명예교수 임범재 철학석사 서울대학교 뮌헨대학교 미학

명예교수 임창희 경영학박사 서강대학교 파리9대학(돌핀)교 인사.조직(경영)

명예교수 임해철 공학박사 서울대학교 서울대학교 운영체제론

명예교수 장병기 문학박사 한국외국어대학교 서울대학교 불어학

명예교수 장사선 문학박사 서울대학교 서울대학교 현대문학

명예교수 장신재 교육학박사 한국외국어대학교 Univ. of South Carolina 영어교육학

명예교수 장영태 문학박사 서울대학교 고려대학교 독문학

명예교수 장호성 공학박사 수도공과대학 단국대학교 컴퓨터

명예교수 전뢰진 미술학박사 홍익대학교 홍익대학교 조소

명예교수 전명현 공학박사 홍익대학교 홍익대학교 건축

명예교수 정원표 문학박사 서울대학교 서울대학교 고전문학

명예교수 채규학 경영학박사 고려대학교 경희대학교 회계학

명예교수 최경삼 공학박사 연세대학교 연세대학교 제어공학

명예교수 최기원 미술학사 홍익대학교 홍익대학교 조각

명예교수 최명영 미술학석사 홍익대학교 홍익대학교 서양화실기

명예교수 최병훈 미술학석사 홍익대학교 홍익대학교 가구디자인

명예교수 최승천 미술학사 홍익대학교 홍익대학교 목공예

명예교수 하종현 미술학박사 홍익대학교 홍익대학교 회화

명예교수 한도룡 미술학사 서울대학교 서울대학교 응용미술

명예교수 한병기 공학박사 연세대학교 연세대학교 고체역학(기계설계)

명예교수 한진만 미술학석사 홍익대학교 홍익대학교 동양화실기

명예교수 홍경화 이학박사 서울대학교 중앙대학교 대수학

명예교수 홍숙호 미술학석사 홍익대학교 중국문화대학교 동양화실기

명예교수 홍순석 공학박사 인하대학교 홍익대학교 소자및재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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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학사일정

<2021학년도 제1학기 학사일정>

일 정 학 사 내 용

2021-1

1.27(수) ~ 2.2(화) 2021학년도 1학기 복학신청

2.22(월) ~ 2.28(일) 2021학년도 1학기 등록 및 휴학신청

2.22(월) ~ 2.28(일) 2021학년도 1학기 연구등록금 납부(수료생)

2.22(월) 2020학년도 전기 학위수여식(제71회)

2.23(화) 2021학년도 1학기 신입생 오리엔테이션

2.23(화) ~ 2.26(금) 2021학년도 1학기 수강신청

3.2(화) 2021학년도 1학기 개강

3.2(화) ~ 3.8(월) 2021학년도 1학기 수강신청 정정

3.2(화) ~ 3.4(목) 종합시험 신청

3.5(금) ~ 3.8(월) 종합시험 전형료 납부

3.2(화) ~ 3.4(목) 외국어자격시험 신청 및 전형료 납부(일반/전문대학원)

3.2(화) ~ 3.15(월) 논문지도교수 신청 및 변경(대상:1차 학기 이상)

3.2(화) ~ 3.15(월) 석사학위청구방법 신청 및 변경 (대상: 주간2차, 야간3차 이상)

3.15(월) ~ 3.25(목) 종합시험(학과별 실시)

3.17(수) 　 외국어자격시험(일반/전문대학원)

~ 3.26(금) 박사학위청구논문 공개발표회 평가보고서 제출

4.12(월) ~ 4.16(금) 학위청구논문 및 개별연구과제 심사 신청 및 심사료 납부

4.30(금) (심사용)학위청구논문 및 개별연구과제 보고서 제출

5.6(목) ~ 6.9(수) 학위청구 논문 및 개별연구과제 심사

5월 중순 ~ 6월 중순 2021학년도 후기 대학원 입학시험(예정)

6.3(목) ~ 6.29(화) 2021학년도 2학기 재입학 신청

6.14(월) 2021학년도 1학기 종강

6.14(월) ~ 7.2(금) 2021학년도 1학기 성적 입력 및 정정(예정)

6.15(화) ~ 6.16(수) 2021학년도 1학기 공휴일로 인한 수업보강기간

6.27(일) 개교기념일

7.7(수) 이전 석․박사학위 인준논문 및 개별연구과제 보고서 제출

7.27(화) ~ 8.2(월) 2021학년도 2학기 복학신청(예정)

8.20(금) 　 2020학년도 후기 학위수여식(제71회)

8.23(월) 2021학년도 2학기 신입생 오리엔테이션

8.23(월) ~ 8.26(목) 2021학년도 2학기 수강신청

8.24(화) ~ 8.30(월) 2021학년도 2학기 등록 및 휴학신청(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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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학년도 제2학기 학사일정>

일 정 학 사 내 용

2021-2

7.27(화) ~ 8.2(월) 2021학년도 2학기 복학신청(예정)

8.20(금) 　 2020학년도 후기 학위수여식(제71회)

8.23(월) 2021학년도 2학기 신입생 오리엔테이션

8.23(월) ~ 8.26(목) 2021학년도 2학기 수강신청

8.24(화) ~ 8.30(월) 2021학년도 2학기 등록 및 휴학신청(예정)

8.24(화) ~ 8.30(월) 2021학년도 2학기 연구등록금 납부(수료생)

9.1(수) 2021학년도 2학기 개강

9.1(수) ~ 9.7(화) 2021학년도 2학기 수강신청 정정

9.1(수) ~ 9.3(금) 종합시험 신청

9.6(월) ~ 9.7(화) 종합시험 전형료 납부

9.1(수) ~ 9.3(금) 외국어자격시험 신청 및 전형료 납부(일반/전문대학원)

9.1(수) ~ 9.14(화) 논문지도교수 신청 및 변경(대상:1차 학기 이상)

9.1(수) ~ 9.14(화) 석사학위청구방법 신청 및 변경(대상: 주간2차, 야간3차 이상)

9.15(수) 9.29(수) 종합시험(학과별 실시)

9.15(수) ~ 외국어자격시험(일반/전문대학원)

~ 9.27(월) 박사학위청구논문 공개발표회 평가보고서 제출

10.15(금) ~ 10.20(수) 학위청구논문 및 개별연구과제 심사 신청 및 심사료 납부

10월 중순 ~ 12월 중순 2022학년도 전기 대학원 입학시험(예정)

11.1(월) ~ (심사용)학위청구논문 및 개별연구과제보고서 제출

11.8(월) ~ 12.10(금) 학위청구 논문 및 개별연구과제 심사

12.14(화) 2021학년도 2학기 종강

12.14(화) ~ 2022.1.4(화) 2021학년도 2학기 성적 입력 및 정정(예정)

12.15(수) ~ 12.17(금) 2021학년도 2학기 공휴일로 인한 수업보강기간

2022-1

~ 12.28(화) 2022학년도 1학기 재입학 신청

1.27(목) ~ 1.6(목) 석․박사학위인준 인준논문 및 개별연구과제보고서 제출

2.22(화) 2.2(수) 2022학년도 1학기 복학신청(예정)

2.21(월) ~ 2021학년도 전기 학위수여식(제72회)

2.21(월) ~ 2.28(월) 2022학년도 1학기 등록 및 휴학 신청(예정)

2.23(수) 2.28(월) 2022학년도 1학기 연구등록금 납부(수료생)(예정)

2.23(수) ~ 신입생 오리엔테이션(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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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대학원 학칙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홍익대학교 대학원(이하 ‘본 대학원’ 이라 한다)은 고등교육법 제28조 및 제29조에 

의거하여 정심한 학술의 이론과 응용방법을 지도 연구하고 연구능력․자기학습능력․지도자

적 소양을 갖춘 각 분야의 인재를 양성하며, 학문의 생산적 기지가 되어서 국가와 인류사회

의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과정) ①제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본 대학원에 석사학위를 수여하기 위한 과정(이

하 ‘석사학위과정’ 이라 한다)과 박사학위를 수여하기 위한 과정(이하 ‘박사학위과정’이라 한

다)을 둔다. 
②박사학위과정 입학정원의 범위 내에서 각 학과에 석사학위 및 박사학위 과정이 통합된 과

정 (이하 ‘석․박사학위통합과정’ 이라 한다)을 둔다. 
③본 대학원에 제1항에 규정된 정규 학위과정과 동일한 학과간 협동과정과 학․연․산 협동과정

을 둘 수 있다.

④필요에 따라 학위를 수여하지 아니하는 연구과정을 둘 수 있다.

⑤본 대학원에 외국 대학원과의 학술교류 협약에 의하여 공동학위 또는 복수학위를 수여하

는 과정을 두며, 그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은 따로 정한다. <신설 2016.9.1.>

제3조(학과(부)와 정원) 본 대학원에 설치하는 학과(부), 학과(부)별 전공, 학생 입학정원은 “별표

1”과 같다. <개정 2018.3.1., 2018.9.1., 2019.3.1., 2021.3.1., 2021.3.1.>

제2장 입학 및 입학자격

제4조(입학시기) 본 대학원의 입학시기는 매 학기 초 30일 이내로 한다.
제5조(입학자격) ①본 대학원의 석사학위과정 및 석․박사학위통합과정에 입학할 수 있는 자는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로서 본 대학원에서 실시하는 전형에 합격하여야 한다.
1. 국내 대학에서 학사학위를 받은 자

2. 법령에 의하여 제1호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된 자

②본 대학원의 박사학위과정에 입학할 수 있는 자는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로서 본 

대학원에서 실시하는 전형에 합격하여야 한다.
1. 국내 대학에서 석사학위를 받은 자

2. 법령에 의하여 제1호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된 자

③본교에 재직하는 교원은 원칙적으로 본 대학원에 입학할 수 없다. 다만, 학문상 부득이하

다고 인정될 때에는 재학기간 동안 휴직하는 조건으로 입학을 허가할 수 있다.
제6조(입학전형) ①본 대학원의 석사학위과정 및 석․박사학위통합과정에 입학하고자 하는 자에

게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전형을 실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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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전공과목 필기시험 

2. 실기시험(미술․디자인계열에 한함)
3. 구술시험

②본 대학원의 박사학위과정에 입학을 지원하는 자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전형

을 실시한다. 
1. 전공과목 필기시험

2. 구술시험

③전형방법 등 세부사항은 내규에서 정한다.
제7조(입학지원 절차) 본 대학원에 입학하고자 하는 자는 소정원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

하여 제출하고 입학전형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1. 졸업증명서나 졸업예정증명서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을 증명하는 서류

2. 출신대학의 학업 성적증명서, 대학원 학업성적증명서(박사과정 지원자에 한함)
3. 기타 모집요강에서 정하는 서류

제8조(지원전공분야) 석사학위과정에 있어서는 학사과정 전공학과가 지원학과(부)의 전공과 다른 

자에 대하여서도 입학자격을 인정한다.
제9조(외국인 학생의 입학) 제5조에서 규정한 입학자격을 갖춘 자는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특별전형을 거쳐 정원 외로 입학할 수 있다. 
1. 북한이탈주민 및 부모가 모두 외국인인 외국인

2. 외국에서 우리나라 초․중등교육과 대학교육에 상응하는 교육과정을 전부 이수한 재외

국민 및 외국인

제10조(위탁생의 입학) 교육과학기술부령이 정하는 위탁학생에 대한 입학, 편입학, 재입학의 경우 

정원 외로 입학을 허가할 수 있다.
제11조(재입학 및 편입학) ①제적 또는 퇴학한 자가 재입학을 원할 때에는 학위논문 제출기한 내

에 졸업할 수 있다고 판단될 경우 정원에 여석이 있을 때 1회에 한하여 재입학을 허가할 수 

있다. 다만, 제28조제3호에 의하여 제적된 자는 재입학할 수 없다.  
②당해 학년도 입학정원이 재학생수를 초과하는 범위 안에서 편입학을 허가할 수 있다. 

제3장 수업연한, 재학연한, 수업일수, 교과과정, 선수과목, 학점, 수료

제12조(수업연한) 수업연한은 석사학위과정에 있어서는 2년(4학기), 박사학위과정에 있어서는 2년
(4학기), 석․박사학위 통합과정에 있어서는 4년(8학기)으로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학․석사연계과정은 1개 학기 이내에서 수업연한을 단축 할 

수 있다. <신설 2019.3.1.>
제13조(재학연한) 재학연한은 석사학위과정에 있어서는 3년(6학기), 박사학위과정에 있어서는 5년

(10학기), 석․박사학위통합과정에 있어서는 7년(14학기)을 초과할 수 없다. 다만, 휴학기간은 

재학연한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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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조(수업일수) 매 학기 수업일수는 15주 이상으로 한다.
제14조의2(수업시간) 집중수업제가 필요한 과목에 대하여는 매 학기 1학점 당 15시간 이상의 수

업시간을 준수하는 범위 내에서 총장의 승인을 받아 수업일수를 단축하여 실시할 수 있다. 
<신설 2018.9.1.>

제15조(이수과목) ①본 대학원 학생이 이수하여야 할 과목은 전공 과목과 이에 관련되는 부전공 

과목의 2종으로 한다. 
②본 대학교 학사과정 제3학년 이상 재학생 중 직전학기까지의 전학년 평균성적이 B+ 이상

인 자에게 석사학위과정의 교과목을 총 9학점 범위 내에서 이수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9.3.1.>
③석사학위 과정 중 본 대학교 학사학위과정의 교과목을 이수한 경우 총장의 승인을 받아 6
학점까지 해당 전공학점으로 인정할 수 있다. <신설 2019.3.1.>

제15조의2(학위과정 연계) 학사학위 교육과정과 석사학위 교육과정을 상호연계한 학․석사 연계

과정을 둔다. 이에 관한 세부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 <본조 신설 2019.3.1.>
제16조(교과과정) ①본 대학원의 과정별 각 학과(부)의 교과과정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

②대학원 석․박사학위과정은 석․박사학위과정 동일학과(부)의 교과과정을 수강 신청할 수 

있고, 본교내 특수대학원, 전문대학원의 교과과정을 학칙 제17조, 제21조와 학사내규에 정한 

바에 따라 수강 신청할 수 있다.
제17조(수강지도) ①이수과목의 선택은 학과(부)장과 논문지도교수의 지도를 받아야 한다.

②제1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본 대학교 학사과정 제3학년 이상 학생의 대학원 교과목 수강

은 대학원 교과목 담당교수의 지도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19.3.1.>
③제15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교과목 수강은 학과장 또는 논문지도 교수의 지도를 받아야 

한다. <신설 2019.3.1.>
제18조(선수과목) 대학원 과정에서 사전에 선수 교과목을 이수하게 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총장

이 지정하는 과목을 이수하게 할 수 있다. 이 때 취득한 학점은 학위취득 소요 학점에 포함

하지 아니한다.
제19조(재입학자에 대한 학점처리) 본 대학원생으로서 제적된 자가 동일과정에 재입학하였을 때

는 제적 전에 취득한 학점을 통산하여 줄 수 있다.
제20조(학기당 이수학점) ①학생은 매 학기 석사 또는 박사학위과정에서 9학점을 초과하여 취득

할 수 없다.
②제1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본 대학교 학사과정 제3학년 이상 학생은 학기당 9학점을 초

과하여 석사학위과정 학점을 취득할 수 없다. <개정 2019.3.1.>
제21조(대학원간의 학점인정) ①본 대학원은 본교 내의 타 대학원과의 공동강의 또는 선택과목을 

통해 석사학위과정에서 9학점까지 학점을 상호 인정할 수 있다.
②본 대학원 재학생이 학점 상호 인정 체결 협정에 의해 국내외의 타 대학교 대학원에서 학

점을 이수한 경우 석사학위과정은 9학점까지, 박사학위과정은 12학점까지 인정할 수 있다. 
다만, 이 경우에는 대학원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총장의 사전승인을 받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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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조(수료) ①각 과정의 수료를 인정하는 시기는 매 학기말로 한다.
②석사학위과정, 박사학위과정, 석․박사학위통합과정에서 소정의 수업연한을 마치고 소정의 

학점을 취득하여 그 평점 평균이 3.0(B0) 이상인 자에게는 수료증명서를 발급하고 수료 후 

연구등록금을 납부한 자에게는 당해학기 연구생증명서를 발급할 수 있다. 

제4장 성적

제23조(학업성적) 학업성적의 등급, 점수 및 평점은 다음과 같다.

등급 점수 평점 등급 점수 평점 등급 점수 평점 등급 점수 평점

A+ 95~100 4.5 B+ 85~89 3.5 C+ 75~79 2.5 F 69이하 0

A0 90~94 4.0 B0 80~84 3.0 C0 70~74 2.0

제24조(유효성적) 학점은 C0 이상을 취득학점으로 계산한다.

제5장 등록, 휴학 및 복학, 자퇴, 제적 

제25조(등록과 등록금) ①등록은 매 학기 학교에서 정한 기간 내에 소정의 등록금을 납입하고 필

요한 절차를 마쳐야 한다. 
②이미 납부한 수업료 및 입학금의 반환은 대학 수업료 및 입학금에 관한 규칙에 따른다. 다
만, 수업료 또는 입학금이 과․오납된 경우에는 그 금액을 전액 반환한다.

제26조(휴학 및 복학) ①질병, 임신, 출산, 육아 또는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1개월 이상 

수강할 수 없을 때는 휴학원을 대학원장을 경유하여 총장에게 제출하여 허가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17.3.1.>
②휴학기간은 석사학위과정은 4학기, 박사학위과정 및 석․박사학위통합과정은 6학기를 초과

할 수 없다.
③군복무, 임신, 출산, 육아로 인하여 휴학을 하는 경우에는 제2항의 제한을 적용하지 아니한

다. <개정 2017.3.1.>
④휴학자가 복학하고자 할 때에는 매 학기 학교에서 정한 기간 내에 복학원서를 대학원장을 

경유하여 총장에게 제출하여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⑤신입생은 제1차 학기에는 휴학할 수 없다. 다만, 군복무, 질병, 임신, 출산, 육아 등 기타 

부득이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관계 증빙서류를 대학원장을 경유하여 총장에게 제출

하여 특별히 휴학을 허가 받을 수 있다.
제27조(자퇴) 자진 퇴학하고자 하는 자는 자퇴원서를 대학원장을 경유하여 총장에게 제출하여 허

가를 받아야 한다.
제28조(제적)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제적한다.

1. 제26조의 규정에 의한 휴학기간이 경과하여도 복학하지 아니한 자.
2. 등록금을 소정기일 내에 납입하지 아니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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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재학연한 내에 과정의 소정학점을 이수하지 못한 자.
4. 질병 또는 기타 사유로 학업을 계속할 수 없다고 인정된 자.

제6장 석사학위

제29조(학위수여 요건) ①석사학위는 석사학위과정 24학점 이상(논문 및 작품 6학점 별도)을 취

득하고 석사학위청구논문을 제출하여 그 심사와 구술시험에 합격한 자에게 수여한다. 다만, 
이에 추가하여 작품심사에도 합격하여야 되는 학과(부)는 내규에서 정한다. 
②석․박사학위통합과정 중에 퇴학한 자로서 제1항에서 규정한 석사학위 수여기준을 충족하

는 경우에는 석사학위를 수여할 수 있다.
③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소정의 절차를 거쳐 석사학위논문을 개별연구과제 또는 학점

으로 대신할 수 있다. <신설 2018.3.1.>
④개별연구과제로 석사학위 논문을 대신하는 경우, 석사학위과정 24학점 이상을 취득한 후 

개별연구과제에 대한 소정의 심사를 통과하여야 한다. <신설 2018.3.1.>
⑤학점으로 석사학위 논문을 대신하는 경우, 석사학위과정 30학점 이상을 취득해야 한다. 
<신설 2018.3.1.>

제30조(학위논문의 제출자격) 석사학위청구논문을 제출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추어

야 한다.
1. 4학기 이상 등록을 필한 자로서 논문지도교수로부터 1개학기 이상 논문지도를 받은 경우.
2. 석사학위과정의 소정학점을 모두 취득하고 그 평점 평균이 3.0(B0)이상인 경우.
3. 외국어시험에 합격한 경우.
4. 석사학위과정 종합시험에 합격한 경우.

제31조(학위논문의 제출절차) ①석사학위청구논문을 제출하고자 하는 자는 논문을 제출하려는 학

기 초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1. 석사학위청구논문(작품) 제출원

2. 석사학위청구논문(작품) 추천서 및 발표승인서 

②석사학위청구논문의 심사를 받기 위하여 제1항의 서류를 제출한 자는 소정기간 내에 심사

료와 함께 심사용 석사학위청구논문 3부를 대학원장에게 제출하고 논문 심사에 응하여야 한

다. 이에 추가하여 작품심사도 받아야 하는 학과(부)의 학생은 작품 2점을 논문과 함께 제출

하여야 한다.
제32조(외국어시험 및 종합시험) ①외국어시험 과목은 영어로 한다. 다만, 총장의 승인을 받아 달

리 정할 수 있다. 종합시험은 2개의 시험과목에 대하여 시험을 시행한다. <개정 2018.9.1., 
2019.8.1.>
②시험은 각 과목마다 대학원위원회에서 추천하고 총장이 위촉하는 1인 이상의 시험위원이 

출제 채점하며, 시험결과는 100점 만점에 평균 70점 이상을 합격으로 한다. <개정 2019.8.1.>
③<삭제 2019.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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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외국인 학생의 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30조제3호에서 규정한 외국어시험 요건을 

총장의 승인을 받아 면제할 수 있다. 다만, 외국어시험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한국어시험으로 

대체할 수 있다. <개정 2018.9.1.>
제33조(학위논문의 심사) ①석사학위청구논문(작품심사를 실시하는 학과(부)는 작품 포함) 심사 

및 구술시험은 해당 학과(부)장과 지도교수의 추천에 의하여 총장이 위촉하는 3인 이상의 심

사위원이 이를 행한다. 
②총장은 제1항의 위원 중 1인을 심사위원장으로 지정하여 심사의 진행을 주재하게 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은 심사에 있어서 동등한 자격을 갖는다.
③논문(작품)심사와 구술시험은 총 100점 만점에 평균 80점 이상을 받고 심사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을 얻어야 합격으로 결정한다.
④심사위원(논문 지도교수)은 학위논문심사에서 본교 연구윤리 관련규정 준수 여부를 확인하

여야 한다.
제34조(학위논문의 작성) ①석사학위청구논문은 국문 또는 영문으로 작성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

만, 논문을 이외의 외국어로 작성하고자 할 때에는 사전에 총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②초록의 경우에는 국문초록과 영문초록을 모두 첨부하여야 한다.
③ 학위논문 작성자는 연구윤리 준수 서약서를 대학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35조(학위논문의 제출시한) ①석사학위청구논문은 입학년도부터 7년 이내에 제출하여 그 심사

에 합격하여야 한다. 다만, 군의무복무기간은 논문제출시한 7년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②학위논문 제출시한이 경과된 자에게는 1회에 한하여 별도의 기간에 학위논문을 제출하게 

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는 종합시험에 재응시하여 합격하고, 논문제출학기전까지 1개 학기 

이상 논문지도를 받아야 한다.

제7장 박사학위

제36조(학위수여 요건) 박사학위는 박사학위과정 36학점(석․박사학위통합과정의 경우에는 60학
점) 이상을 취득하고, 박사학위청구논문을 제출하여 그 심사와 구술시험에 합격한 자에게 수

여한다. 다만, 이에 추가하여 작품심사에도 합격하여야 되는 학과 및 전공은 내규에서 정한

다. 
제37조(학위논문의 제출자격) 박사학위청구논문을 제출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추어

야 한다.
1. 박사학위과정은 4학기 이상, 석․박사학위통합과정은 8학기 이상 등록을 필한 자로 논

문지도교수로부터 2개학기 이상 논문지도를 받은 경우.
2. 박사학위과정 또는 석․박사학위통합과정의 소정학점을 모두 취득하고 그 평점평균 이 

3.0(B0) 이상인 경우. 
3. 외국어시험에 합격한 경우. 
4. 박사학위과정 종합시험에 합격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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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8조(학위논문의 제출절차) ①박사학위청구논문을 제출하고자 하는 자는 논문을 제출하려는 학

기 초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1. 박사학위청구논문 추천서 및 발표승인서

2. 이력서

3. 연구실적서

4. 재학기간 중 전공과 관련된 논문을 학회지 또는 학술지에 1회 이상 게재하고 그 논문 

사본을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이를 대신하여 작품심사를 하는 학과 및 전공의 학생은 

재학기간 중 전공과 관련된 작품전을 1회 이상 발표하고 그 작품전 발표자료를 제출하

여야 한다.
5. 논문제출대상자는 학과장과 지도교수 책임 하에 논문내용에 관한 공개발표회를 개최하

고, 학과장은 그 평가결과보고서를 논문심사 이전에 총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박사학위청구논문의 심사를 받기 위하여 제1항의 서류를 제출한 자는 소정기간 내에 심사

료와 함께 심사용 박사학위청구논문 5부를 제출하고 논문 심사에 응하여야 한다.
제39조(외국어시험 및 종합시험) ①외국어시험과목은 영어로 한다. 다만, 총장의 승인을 받아 다

른 언어를 추가할 수 있다. 종합시험은 2개의 시험과목에 대하여 시행한다. <개정 2019.8.1.>
②시험은 각 과목마다 대학원위원회에서 추천하고 총장이 위촉하는 1인 이상의 시험위원이 

출제 채점하며, 시험결과는 100점 만점에 평균 70점 이상을 합격으로 한다. <개정 2019.8.1.>
③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제2외국어시험은 학과단위로, 학과 교수 3분의 2 이상의 찬성

으로 면제할 수 있다.
④외국인 학생의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외국어시험 과목을 영어 또는 한국어

로 한다. 다만, 총장의 승인을 받아 면제할 수 있다. <개정 2018.9.1.>
제40조(대학원위원회의 심의) ①박사학위청구논문이 제출되면 대학원장은 대학원위원회에 회부하

여 논문의 심사여부를 결의한다.
②제1항의 심의결과 논문을 심사하지 않기로 결의하였을 때에는 이를 총장에게 보고하며, 총
장은 심사불가 이유를 학생에게 설명하고 제출서류와 심사료를 반환한다.

제41조(심사위원 선정) ①대학원위원회에서 논문을 심사하기로 결정하였을 경우에 총장은 본 대

학교 교수 또는 사계의 권위자 중에서 5인 이상의 심사위원을 선정하여 이를 심사하게 한다. 
②총장은 제1항의 위원 중 1인을 심사위원장으로 지정하여 심사의 진행을 주재하게 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은 심사에 있어서 동등한 자격을 갖는다.
제42조(학위논문의 심사) ①심사위원은 심사 개시 후 소정기일 내에 박사학위청구논문의 심사를 

완료하여야 하며, 이 기간이 경과하였을 때에는 심사를 차기 학기로 이월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때에는 대학원위원회의 결의로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②구술시험은 박사학위 논문심사위원이 행하며, 위원의 과반수 동의로 구술시험 과정을 공개

할 수 있다.   
③논문심사와 구술시험은 총 100점 만점에 평균 80점 이상을 받아야 하고, 심사위원 5분의 

4 이상의 찬성을 얻어야 합격으로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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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심사 상 필요할 때에 대학원위원회는 학위논문제출자에 대하여 부본, 역본 또는 모형, 표
본 등의 기타 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⑤심사위원(논문 지도교수)은 학위논문심사에서 본교 연구윤리 관련규정 준수 여부를 확인하

여야 한다.
제43조(학위논문의 작성) ①박사학위청구논문은 국문 또는 영문으로 작성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

만, 논문을 이외의 외국어로 작성하고자 할 때에는 사전에 총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②초록의 경우에는 국문초록과 영문초록을 모두 첨부하여야 한다.
③박사학위청구논문은 1편으로 한다. 다만, 참고논문을 첨부하여 제출할 수 있다.
④학위논문 작성자는 연구윤리 준수 서약서를 대학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44조(학위논문의 제출시한) ①박사학위청구논문은 입학년도부터 11년 이내에, 석․박사 학위통

합과정은 12년 이내에 제출하여 그 심사에 합격하여야 한다. 다만, 군의무복무기간은 논문제

출시한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②학위논문 제출시한이 경과된 자에게는 1회에 한하여 별도의 기간에 학위논문을 제출하게 

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는 종합시험에 재응시하여 합격하고, 논문제출학기전까지 2개 학기

이상 논문지도를 받아야 한다.

제8장 학위의 수여 및 취소, 권한위임

제45조(학위의 종류 및 학위종별) 학위는 석사 및 박사의 2종이 있으며, 학위종별은 “별표2”와 

같다. <개정 2017.3.1., 2018.3.1., 2019.3.1., 2021.3.1., 2021.3.1.>
제46조(학위논문의 심사결과 보고) ①석사학위청구논문의 경우, 심사위원장은 학위청구논문심사, 

구술시험 및 작품심사 결과를 대학원장을 경유하여 총장에게 보고한다.
②박사학위청구논문의 경우, 심사위원장은 학위청구논문심사, 구술시험 및 작품심사 결과를 

대학원위원회에 보고하고, 대학원위원회에서는 박사학위 수여 여부에 대해 심의한 후 대학원

장은 그 결과를 총장에게 보고한다.
제47조(석사학위수여) 석사학위수여는 별지 서식(1) 및 서식(5)에 의한 학위기로서 행한다. 

<개정 2016.2.1.>
제48조(박사학위수여) 박사학위수여는 별지 서식(2) 및 서식(5)에 의한 학위기로서 행한다. 

<개정 2016.2.1.>
제49조(학위수여의 취소) 학위를 수여받은 자가 학위를 부정한 방법으로 받은 경우 또는 학위를 

받은 후 그 명예를 손상하는 행위를 했을 경우에는 총장은 대학원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학

위수여를 취소할 수 있다.
제50조(권한위임) 이 학칙에 규정된 총장의 권한은 그 일부를 대학원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대학

원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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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장 명예박사학위

제51조(명예박사학위수여) ①명예박사학위는 대학원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우리나라의 학술과 문

화에 특수한 공헌을 하였거나 또는 인류문화 향상에 특수한 공적을 나타낸 자에게 총장이 

수여한다.
②명예박사학위수여는 별지 서식(3)에 의한 학위기로서 행한다.

제52조(명예박사학위종별) 명예박사학위는 제45조의 박사학위종별에 의하여 수여하되 대학원위원

회가 학위를 받을 자의 공헌 또는 공적에 의해 구분 결정한다.
제53조(명예박사학위 취소) 명예박사학위를 받은 자가 그 명예를 손상하는 행위를 한 때에는 총

장은 대학원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학위수여를 취소할 수 있다.

제10장 공개강좌 및 연구과정

제54조(공개강좌) ①본 대학원에 공개강좌를 둘 수 있다.
②공개강좌는 직무, 교양 및 연구를 위한 전문적인 학식 또는 기술의 습득을 희망하는 자를 

지도함을 목적으로 한다.
③공개강좌의 과목 또는 제목, 기간, 수강정원, 장소 및 기타에 관한 사항은 각 강좌별로 총

장이 결정하여 발표한다.
제55조(연구과정) ①4년제 대학졸업자 또는 법령에 의하여 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

한 자로서 특수과목 또는 과제에 관하여 수강을 희망하는 자는 총장의 허가를 얻어 연구과

정으로 입학할 수 있다.
②제1항의 연구과정 지원자에 대하여는 소정의 전형을 실시할 수 있다.
③연구과정을 수료한 자에게는 별지 서식(4)에 의한 연구실적증서를 교부할 수 있다.

제11장 장학금, 학생의 징계 및 포상

제56조(장학금 및 연구보조금) 본 대학원 학생으로서 품행이 방정하고 학력이 우수한 자에 대하

여는 대학원 장학금 지급규정에 따라 장학금 및 연구보조금을 지급한다. <개정 2018.3.1.>
제57조(징계) 학생이 학칙을 위반하거나 학생의 본분에 위배되는 행위를 하였을 때에는 학생상벌

위원회에서 다음 각 호의 징계에 대해 심의하고 총장이 결정한다. <개정 2015.10.1.>
1. 근    신

2. 유기정학

3. 무기정학

4. 제    적

제57조의2(학생상벌위원회) 학생의 포상과 징계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해 학생상벌위원회를 

두고, 이에 관한 사항은 따로 정한다. <신설 2015.10.1.>



114  대학원 요람

제58조(포상) 학업성적이 우수하거나 성행이 타의 모범이 되고 학교발전에 공로가 있는 학생에 

대하여 포상할 수 있다.

제12장 직제와 대학원위원회

제59조(직제) ①본 대학원에는 원장 외에 각 과정의 학과(부)마다 3인 이상의 교원을 둔다.
②제1항의 교원 중 적어도 2인은 교수 또는 부교수로 한다. 

제60조(학과(부)장) ①본 대학원에는 제59조의 교원 중에서 각 학과(부)마다 1인의 학과(부)장을 

둔다.
②학과(부)장은 학과(부)의 수업과 연구지도에 관한 사항을 담당한다.

제61조(위원회의 설치) ①본 대학원에는 대학원위원회를 둔다.
②대학원위원회는 본 대학교 교수 중에서 총장이 지명하는 위원 7인 이상으로 구성하고 대

학원장을 위원장으로 한다. 다만, 특별한 경우에는 부교수 중에서 위원을 임명할 수 있다.
제62조(위원의 임기)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제61조에서 위원으로 지명된 자가 부총

장, 대학(원)장, 처장인 경우의 임기는 보직 재임기간으로 한다.
제63조(위원회의 기능) 본 대학원위원회는 별도로 규정된 직무를 제외하고는 본 대학원에 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학생의 입학 및 진학과 과정의 수료인정에 관한 사항

2. 학과(부)와 전공의 설치와 폐지 및 학생 정원에 관한 사항

3. 수업계획에 관한 사항

4. 공개강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

5. 학위 및 대학원 또는 대학원위원회에 관한 제규정, 예규 등에 관한 사항

6. 장학금 지급 또는 보조에 관한 사항

7. <삭제 2015.10.1.>
8. 기타 본 대학원 운영에 관한 주요사항

제64조(위원회의 소집) ①대학원위원회는 필요에 따라 위원장이 소집하고 의장이 된다.
②대학원위원회는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

수로 결의한다.

제13장 학칙개정

제65조(학칙개정) 이 학칙을 개정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대학원장이 개정의견을 수합하여 총장이 

발의하고 개정안을 1주일 이상 공고한 후, 대학원위원회와 대학평의원회에서 심의하고 이사

회의 의결을 거친다. <개정 201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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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장 보칙

제66조(시행세칙) 이 학칙에 규정된 사항의 시행에 필요한 세칙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
제67조(준용규정) 이 학칙에 규정된 것 이외의 사항에 관하여는 본 대학교 학칙을 준용한다.

부칙 

①(시행일) 이 학칙은 2005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학칙의 시행으로 이전의 홍익대학교 대학원 학칙 및 학위수여규정은 폐지한다. 
③(경과조치) 이 학칙 시행 이전의 홍익대학교 대학원 학칙 및 학위수여규정에 의해 진행된 학사

업무는 이 학칙에 의해 진행된 것으로 간주한다.
④(경과조치) 이 학칙 시행 당시 공학계열의 “전자공학과”와 “전파통신공학과”재적생 중 2004년 이전 

입학자는 졸업 시까지 당초 학적을 보유한다. “금속․재료공학과” 재적생은 “신소재공학과” 재적생

으로, 학과간 협동과정의 “분자전자공학” 재적생은 “정보디스플레이공학” 재적생으로 본다.
⑤(경과조치) 제23조(학업성적)의 등급, 점수 및 평점은 2005년 3월 1일 입학생부터 적용한다.

부칙

①(시행일) 이 변경학칙은 2006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건축학과, 건축공학과 및 소프트웨어․게임학과 학위종별 변경은 2005년 3월 1일 

입학생부터 적용한다.

부칙

①(시행일) 이 변경학칙은 2007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제12조 “박사학위과정”의 수업연한은 2007학년도 신입생부터 적용하고 변경학칙 이

전 박사학위과정 재적생은 변경학칙 이전의 수업연한을 적용 한다.
③(경과조치) 이 학칙 시행 당시 학․연․산 협동 교육학과 박사학위과정 재적생에 대하여는 졸

업 시 까지 종전의 학칙을 적용한다.
④(경과조치) 이 학칙 시행 당시 “의상학과”재적생은 “의상디자인학과” 재적생으로 본다.

부칙

①(시행일) 이 개정 학칙은 2008년 3월 1일부터 시행하되, 제35조 및 제44조 제2항은 2007년 9월 

1일부터 적용한다.
②(경과조치) 2007학년도 이전 입학자로서 석사학위과정의 공간디자인학과, 사진학과, 산업디자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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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과, 시각디자인과에 각각 재적 중인 자는 졸업 때까지 당초 학적을 보유한다.

부칙

①(시행일) 이 개정 학칙은 2009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2008학년도 이전 입학자로서 석사학위과정의 “정밀기계공학과”에 재적 중인 자는 

졸업 때까지 당초 학적을 보유한다.

부칙

①(시행일) 이 변경 학칙은 2010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2009학년도 이전 입학자로서 석․박사학위과정의 “무역학과”에 재적 중인 자는 졸

업 때까지 당초 학적을 보유한다.
③(경과조치) 2009학년도 이전 입학자로서 석․박사학위과정의 “정보산업공학과” 재적생은 “산업

공학과” 재적생으로 본다.
④(경과조치) 2009학년도 이전 입학자로서 석사학위과정의 “경영정보학과”에 재적 중인 자는 졸

업 때까지 당초 학적을 보유한다.
⑤(경과조치) 2009학년도 이전 입학자로서 석사학위과정의 “광고멀티미디어디자인과”에 재적 중

인 자는 졸업 때까지 당초 학적을 보유한다.
⑥(경과조치) 2009학년도 이전 입학자로서 박사학위과정의 “광고커뮤니케이션디자인학과”에 재적 

중인 자는 졸업 때까지 당초 학적을 보유한다.

부칙

①(시행일) 이 변경 학칙은 2011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①(시행일) 이 변경 학칙은 2012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2011학년도 이전 입학자로서 석사학위과정의 “소프트웨어․게임학과”에 재적 중인 

자는 졸업 때까지 당초 학적을 보유한다.

부칙

①(시행일) 이 변경 학칙은 2013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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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

①(시행일) 이 변경 학칙은 2014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①(시행일) 이 변경학칙은 2014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학칙 시행당시 석 박사학위과정의 “광고커뮤니케이션학과” 재적생은 “광고홍보

커뮤니케이션학과” 재적생으로 본다.

부칙

①(시행일) 이 개정 학칙은 2014년 12월 17일부터 시행한다.
②(전과의 특례) 2014학년도 현재의 박사과정 법학과 재적생에 한하여 박사과정 지식재산학과로 

전과를 허용한다.   

부칙

①(시행일) 이 개정 학칙은 2015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개정 학칙은 시행당시 “미술비평전공” 재적생은 “예술학전공” 재적생으로 본다.

부칙

(시행일) 이 개정 학칙은 2015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시행일) 이 개정 학칙은 2016년 2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①(시행일) 이 개정 학칙은 2016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전과의 특례) 이 학칙 개정전에 문화예술경영학과(주간 및 야간) 석사학위를 취득한 후 경영학

과 박사과정에 진학한 재적생에 한하여는 문화예술경영학과 박사과정으로 전과를 허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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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

➀(시행일) 이 개정 학칙은 2017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개정 학칙 시행 당시 석․박사학위과정의 전기․정보․제어공학과, 전자정보통신

공학과에 각각 재적 중인 자는 전자전기공학과 재적생으로 본다.

부칙

①(시행일) 이 개정학칙은 2017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학위 명칭변경에 따른 경과조치] 이 개정 학칙 시행 당시 일반대학원 문화예술경영학과에 재

적 중인 학생은 개정 학칙에 따른 학위를 수여한다. 다만, 개정 학칙 이전의 학위를 희망하는 

학생에 대하여는 입학당시  학칙을 적용한다.

부칙

➀(시행일) 이 개정 학칙은 2018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개정 학칙 시행당시 “국어국문학과” 재적 중인 학생은 “국어국문학전공” 재적생

으로 본다. 다만, 개정학칙 이전의 학과를 희망하는 학생에 대하여는 입학당시 학칙을 적용한

다.

부칙

①(시행일) 이 개정 학칙은 2018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전공 명칭변경에 따른 경과조치) 2018년 3월 1일부터 시행되는 개정학칙 시행 이전 석사학위

과정의“제품디자인과”의 재적생은 개정 전 학칙을 적용하며, 개정학칙에 따라 졸업을 희망하는 

학생에 대하여는 개정 학칙을 적용한다.

부칙

①(시행일) 이 개정 학칙은 2018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학부 명칭변경에 따른 경과조치) 이 개정 학칙 시행 당시 “메타디자인학부”내 세부트랙 재적

생은 “디자인학부” 해당 세부트랙 재적생으로 본다.
③(트랙통합에 따른 경과조치) 이 개정 학칙 시행 당시 메타디자인학부의 제품디자인 트랙과 운

송기기디자인 트랙 재적생은 디자인학부 산업디자인 트랙 재적생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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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

(시행일) 이 개정 학칙은 2018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시행일) 이 개정 학칙은 2018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시행일) 이 개정 학칙은 2019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시행일) 이 개정 학칙은 2019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①(시행일) 이 개정 학칙은 2019년 8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종합시험 변경에 따른 경과조치) 이 개정학칙 시행 당시 재적 또는 수료 중인 학생의 종합시

험 인정 과목 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석사 : 개정 전 종합시험 1과목에 합격한 경우 1개의 시험과목 합격으로 인정, 2과목에 합

격한 경우 2개의 시험과목 합격으로 인정 

2. 박사 : 개정 전 종합시험 1개 또는 2과목에 합격한 경우 1개의 시험과목 합격으로 인정, 3
과목에 합격한 경우 2개의 시험과목 합격으로 인정

부칙

①(시행일)이 개정 학칙은 2021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학칙 시행 당시 전기공학과 재학생 및 휴학생은 전자전기융합공학과 재학생 및 

휴학생으로, 전자전산공학과 재학생 및 휴학생은 소프트웨어융합학과 재학생 및 휴학생으로, 
영상학과 재학생 및 휴학생은 영상ž인터랙션학과 재학생 및 휴학생으로 본다. 다만, 개정 전 

학칙에 따라 졸업을 희망하는 학생에 대하여는 개정 전 학칙을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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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

①(시행일) 이 개정 학칙은 2021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학칙 시행 당시 도예과 및 디자인공예학과 도예전공 재학생 및 휴학생은 도예․

유리과 및 디자인공예학과 도예․유리전공 재학생 및 휴학생으로, 화학시스템공학과 재학생 및 

휴학생은 바이오화학공학과 재학생 및 휴학생으로 본다. 다만, 개정 전 학칙에 따라 졸업을 희

망하는 학생에 대하여는 개정 전 학칙을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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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1(제3조)<개정 2013.3.1., 2014.3.1., 2015.3.1., 2016.9.1., 2017.3.1., 2018.3.1., 2018.9.1., 
2019.3.1., 2021.3.1., 2021.3.1.>

1. 석사학위과정

4계열 51학과 1학부 2전공, 입학정원 592명(학․연․산 협동과정/학과간 협동과정 포함)

구분 계 열 인원 학 과(부) 비 고

서울
캠퍼스

이학계열

543명

물리학과 수학과 2학과

공학계열

건축학과 기계공학과 도시계획과
신소재공학과 전자전기공학과 산업공학과
컴퓨터공학과 토목공학과 화학공학과
실내건축학과

10학과

인문사회계열

경영학과 경제학과 광고홍보학과
교육학과 국어국문학과(국어국문학전공,

한국어교육전공)
독어독문학과 미술사학과 미학과
법학과 불어불문학과 사학과
영어영문학과 문화예술경영학과 세무학과

14학과
2전공

미술․디자인계열

금속조형디자인과 도예․유리과 동양화과
디자인학부(공간디자인, 산업디자인, 시각디자인, 사진)
목조형가구학과 섬유미술과 예술학과
의상디자인학과 조소과 판화과
회화과

10학과

1학부

세종
캠퍼스

공학계열

49명

건축공학과 금속공학과 기계정보공학과
세라믹공학과 전자전기융합공학과 소프트웨어융합학과
조선해양공학과 바이오화학공학과

8학과

인문사회계열 글로벌경영학과 금융보험학과
광고홍보커뮤니케이션학과 3학과

미술․디자인계열
영상․애니메이션학과
디자인이노베이션&테크놀로지학과
커뮤니케이션디자인학과

3학과

공학(미술․디자인)계열 게임학과(공학계열, 미술․디자인계열) 1학과

서울
캠퍼스 학․연․산

협동과정

한국화학연구원

-

공업화학과 금속공학과 신소재공학과
화학과 바이오화학공학과

19학과

FAG한화베어링(주)
연구소

신소재공학과 기계공학과 기계정보공학과
화학공학과

한국생산기술연구원
공업화학과 신소재공학과 기계공학과
전자전기공학과 정밀기계공학과 산업공학과
화학공학과 바이오화학공학과

한국도자기그룹 공업화학과 무기재료공학과 산업공예과
산업디자인학과 화학과 바이오화학공학과

한국기초과학지원
연구원

공업화학과 신소재공학과 물리과
생명과학과 지구과학과 화학과
바이오화학공학과

세종
캠퍼스 한국해양연구원 - 조선해양공학과 토목공학과 2학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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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계 열 인원 학 과(부) 비 고

서울
캠퍼스

학과간
협동과정

정보디스플레이
공학 - 신소재공학과 물리학과 전자전기공학과

컴퓨터공학과 바이오화학공학과 기계공학과 6학과

지식재산학(MIP) -
기계공학과 신소재공학과 전자전기공학과
산업공학과 경영학과 법학과
메타디자인학부

7학과

산업융합협동과정
(서울) - 전학과

51학과
세종
캠퍼스

산업융합협동과정
(세종) - 전학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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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박사학위과정

4계열 38학과, 입학정원 192명(학․연․산 협동과정, 학과간 협동과정 포함)

구분 계 열 인원 학과 및 전공 비 고

서울
캠퍼스

이학계열

181명

수학과 1학과

공학계열
건축학과 기계공학과 도시계획과
신소재공학과 전자전기공학과 산업공학과
컴퓨터공학과 토목공학과 화학공학과

9학과

인문사회계열

경영학과 경제학과 광고홍보학과
교육학과 국어국문학과 독어독문학과
세무학과 미술사학과 미학과
법학과 불어불문학과 사학과
영어영문학과 지식재산학과 문화예술경영학과

15학과

미술․디자인․공예계열

미술학과
동양화전공 예술학전공
조소전공 판화전공
회화전공

3학과디자인․
공예학과

공간디자인학전공 금속조형디자인전공
도예․유리전공 목조형가구학전공
사진학전공 산업디자인학전공
섬유미술전공 시각디자인전공
의상학전공 색채전공
공공디자인전공

영상․인터랙션학과

세종
캠퍼스

공학계열

11명

건축공학과 기계정보공학과 전자전기융합공학과
재료공학과 바이오화학공학과 소프트웨어융합학과 6학과

인문사회계열 금융보험학과 글로벌경영학과
광고홍보커뮤니케이션학과 3학과

미술․디자인․공예계열 커뮤니케이션디자인학과 1학과

서울
캠퍼스 학․연․산

협동과정

한국화학연구원

-

공업화학과 금속공학과 신소재공학과
화학과 바이오화학공학과

14학과

한국생산기술
연구원

신소재공학과 기계공학과 전자전기공학과
산업공학과 화학공학과 바이오화학공학과

한국기초과학지원
연구원

공업화학과 신소재공학과 물리과
생명과학과 지구과학과 화학과
바이오화학공학과

세종
캠퍼스 한국해양연구원 - 조선해양공학과 토목공학과

서울
캠퍼스 학과간

협동과정

정보디스플레이
공학 - 물리학과 신소재공학과 전자전기공학과

컴퓨터공학과 바이오화학공학과 기계공학과 6학과

산업융합협동과정
(서울) - 전학과

38학과
세종
캠퍼스

산업융합협동과정
(세종) - 전학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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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2(제45조) <개정 2013.3.1., 2014.3.1., 2016.9.1., 2017.3.1., 2018.3.1., 2021.3.1., 2021.3.1.>

1.석사학위종별

계열 학과(부) 석사학위 계열 학과(부) 석사학위

이학계열 물리학과
수학과

이학석사
이학석사

미술․
디자인계열

판화과
회화과
커뮤니케이션디자인학과
디자인이노베이션&
테크놀로지학과
영상․애니메이션학과

미술학석사
미술학석사
미술학석사
미술학석사

미술학석사

공학계열

건축학과

신소재공학과
기계공학과
도시계획과
전자전기공학과
산업공학과
컴퓨터공학과
토목공학과
화학공학과
건축공학과

실내건축학과
금속공학과
기계정보공학과
세라믹공학과
전자전기융합공학과
소프트웨어융합학과
조선해양공학과
바이오화학공학과

공학석사/
건축학석사
공학석사
공학석사
공학석사
공학석사
공학석사
공학석사
공학석사
공학석사
공학석사/
건축학석사
실내건축학석사
공학석사
공학석사
공학석사
공학석사
공학석사
공학석사
공학석사

공학(미술․
디자인)계열 게임학과 공학석사/

미술학석사

학․연․산
협동과정

공업화학과
금속공학과
신소재공학과
기계공학과
기계정보공학과
무기재료공학과
물리과
산업공예과
산업디자인학과
생명과학과
전자전기공학과
정밀기계공학과
산업공학과
조선해양공학과
지구과학과
토목공학과
화학공학과
화학과
바이오화학공학과

공학석사
공학석사
공학석사
공학석사
공학석사
공학석사
이학석사
미술학석사
미술학석사
이학석사
공학석사
공학석사
공학석사
공학석사
이학석사
공학석사
공학석사
이학석사
공학석사

인문사회
계 열

경영학과
경제학과
광고홍보학과
교육학과
국어국문학과
독어독문학과
무역학과
미술사학과
미학과
법학과
불어불문학과
사학과
영어영문학과
글로벌경영학과
금융보험학과
세무학과
문화예술경영학과
광고홍보커뮤니케이션학과

경영학석사
경제학석사
문학석사
교육학석사
문학석사
문학석사
경영학석사
문학석사
문학석사
법학석사
문학석사
문학석사
문학석사
경영학석사
경영학석사
세무학석사
문화예술경영학석사
문학석사

학과간
협 동
과 정

정 보
디 스
플레이
공 학

신소재공학과
물리학과
전자전기공학과
컴퓨터공학과
바이오화학공학과
기계공학과

공학석사
이학석사
공학석사
공학석사
공학석사
공학석사

지 식
재산학

기계공학과
신소재공학과
전자전기공학과
산업공학과
경영학과
법학과
디자인학부

지식재산학석사

미술․
디자인계열

금속조형디자인과
도예․유리과
동양화과
디자인학부
목조형가구학과
섬유미술과
예술학과
의상디자인학과
조소과

미술학석사
미술학석사
미술학석사
미술학석사
미술학석사
미술학석사
문학석사
미술학석사
미술학석사

산 업
융 합
협 동
과 정
(서 울)
(세 종)

전학과
공학석사
경영학석사
미술학석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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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박사학위종별

계열 학과 박사학위 계열 학과 박사학위

이학계열 수학과 이학박사
미 술․
디자인․
공예계열

미술학과
디자인 ․ 공예학과
영상․인터랙션학과
커뮤니케이션디자인학과

미술학박사
미술학박사
미술학박사
미술학박사

공학계열

건축학과

신소재공학과
기계공학과
도시계획과
전자전기공학과
산업공학과
컴퓨터공학과
토목공학과
화학공학과
건축공학과

기계정보공학과
전자전기융합공학과
소프트웨어융합학과
바이오화학공학과
재료공학과

공학박사/
건축학박사
공학박사
공학박사
공학박사
공학박사
공학박사
공학박사
공학박사
공학박사
공학박사/
건축학박사
공학박사
공학박사
공학박사
공학박사
공학박사

학․연․산
협동과정

공업화학과
교육학과
금속공학과
신소재공학과
기계공학과
물리과
생명과학과
전자전기공학과
산업공학과
조선해양공학과
지구과학과
토목공학과
화학공학과
화학과
바이오화학공학과
재료공학과

공학박사
교육학박사
공학박사
공학박사
공학박사
이학박사
이학박사
공학박사
공학박사
공학박사
이학박사
공학박사
공학박사
이학박사
공학박사
공학박사

인문사회
계 열

경영학과
경제학과
광고홍보학과
교육학과
국어국문학과
독어독문학과
무역학과
문화예술경영학과
미술사학과
미학과
법학과
불어불문학과
사학과
영어영문학과
지식재산학과
금융보험학과
세무학과
광고홍보커뮤니케이션학과
글로벌경영학과

경영학박사
경제학박사
문학박사
교육학박사
문학박사
문학박사
경영학박사
문화예술경영학박사
문학박사
철학박사
법학박사
문학박사
문학박사
문학박사
지식재산학박사
경영학박사
세무학박사
문학박사
경영학박사

학
과
간
협
동
과
정

정 보
디 스
플레이
공 학

신소재공학과
물리학과
전자전기공학과
컴퓨터공학과
바이오화학공학과
기계공학과

공학박사
이학박사
공학박사
공학박사
공학박사
공학박사

산 업
융 합
협 동
과 정
(서울)

전학과
공학박사
경영학박사
미술학박사

산업
융합
협동
과정
(세종)

전학과
공학박사
경영학박사
미술학박사



126  대학원 요람

<서식(1)> 석사학위기 양식(제47조)

  석사 제  호

학 위 기

성 명

       년     월     일생

       학과(부)          전공

   위 사람은 본 대학교 대학원의 석사학위과정을 이수하고 소정의 시험과 

  논문심사에 합격하여         석사의 자격을 갖추었으므로 이를 인정함 .

년     월     일

홍  익  대  학  교     대  학  원  장          (인)

위의 인정에 의하여         석사학위를 수여함 .

년     월     일

홍  익  대  학  교     총         장           (인)

학위등록번호 :                   

※ 원장, 총장의 학위명을 넣을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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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2)> 박사학위기 양식(제48조)

  박사 제  호

학 위 기

성 명

       년     월     일생

       학과          전공

   위 사람은 본 대학교 대학원의 박사학위과정을 이수하고 소정의 시험에 

  합격한 후 아래의 논문을 제출하여 대학원위원회의 심사를 통과하였으   

  므로 박사의 자격을 인정함 .

논 문 : 

년     월     일

홍  익  대  학  교     대  학  원  장          (인)

위의 인정에 의하여 박사학위를 수여함 .

년     월     일

홍  익  대  학  교     총         장           (인)

학위등록번호 :                   

※ 원장, 총장의 학위명을 넣을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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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3)> 명예박사학위기 양식(제51조)

  명박 제   호

학 위 기

성 명

      년     월     일생

      학과          전공

   이 분은 (         )으로 지대한 공헌을 하였으므로 본 대학원 대학원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명예     학박사학위를 수여하여 그 공적을 찬양

  하고자 이에 추천함.

년     월     일

홍  익  대  학  교     대  학  원  장          (인)

위의 추천에 의하여         학박사학위를 수여함 .

 년     월     일

홍  익  대  학  교     총         장           (인)

학위등록번호 :                   

※ 원장, 총장의 학위명을 넣을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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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4)> 연구실적증서 양식(제55조)

제 호

증 서

성 명

년 월 일생

학과 전공

위 사람은 본 대학원 소정의 연구과정을 이수하고 그 실적이

양호하므로 이 증서를 수여함.

년 월 일

홍 익 대 학 교 대 학 원 장 (인)

※ 원장의 학위명을 넣을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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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5)> 영문학위기양식(제47조 및 제48조)

on the recommendation of the faculty 
has conferred upon

【영문성명】

the Degree of
【영문학위명】

in recognition of the fulfillment of the requirements for this degree

August 21, 20xx

【대학원장 서명】
【영문 대학원장 명】

Dean, Graduate School

【총장 서명】
【영문 총장 명】

President of the University

【영문학위등록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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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대학원 학사내규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내규는 홍익대학교 대학원(이하 ‘본 대학원’ 이라 한다) 학칙의 시행에 필요한 세

부사항과 그 절차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장 학사운영 및 교육과정

제2조(수강신청) ①학생은 매 학기 소정기간 내에 학과(부)장과 논문지도교수의 지도를 받아 수강

신청서를 작성하여 대학원 교학과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강의시간표 변경 등 부득이한 사정이 있을 경우 개강 후 2주일 이내에 수강신청서를 정정

하여 다시 제출할 수 있다.
③부득이한 사정으로 인하여 학생이 본교 내의 타 대학원에 개설된 2부(야간)강좌를 수강하

고자 할 때에는 수강신청기간 내에 이를 신청하여 총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④학칙 제15조제2항에 의하여 본 대학교 학사과정 제3학년 이상 학생이 대학원 석사학위과

정의 교과목을 수강하고자 할 때에는 소정기간 중에 학과장과 대학원 교과목 담당교수의 승

인을 얻어 수강신청서를 대학원 교학팀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9.3.1.>
⑤본 대학원의 타 학과(부) 교과목은 석사학위과정에서는 9학점, 박사학위과정 및 석 박사학

위통합과정에서는 12학점까지 신청할 수 있다. 다만, 이를 초과하여 신청 할 경우에는 총장

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제3조(학기당 이수학점) ①한 학기에 이수하여야 할 학점은 최저 6학점이며 9학점을 초과할 수 

없다. 다만, 석사학위과정 3학기를 초과한 자, 박사학위과정 4학기를 초과한 자, 또는 석․박

사학위통합과정 6학기를 초과한 자는 6학점 미만으로도 수강할 수 있다.
②석사학위과정 4학기를 마치고 학위 취득에 필요한 소정학점(논문 및 작품 제외)을 취득하

지 못하였거나 박사학위과정 4학기, 석․박사학위 통합과정 8학기를 마치고 학위취득에 필요

한 소정학점을 취득하지 못하여 다음 학기에 부족한 학점을 추가로 취득하여야 하는 자는 

아래 기준에 따라 수업료를 납입하고 재수등록을 필하여야 한다.
1. 3학점 이하 신청자 - 당해 학기 수업료의 2분의 1 해당액

2. 4학점 이상 신청자 - 당해 학기 수업료의 전액

제4조(선수과목 이수) ①삭제 <2020.9.1.>
②석사학위과정 및 석․박사학위통합과정에 입학한 학생 중에서 논문지도교수 또는 학과(부)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에게는 총장이 지정하는 선수과목을 학사학위과정에서 9학점 

이하로 이수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0.9.1.>
③박사학위과정에 입학한 학생 중에서 논문지도교수 또는 학과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에게는 총장이 지정하는 선수과목을 석사학위과정에서 이수하게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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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선수과목은 입학 후 첫 학기부터 이수하여야 하며 선수과목 학점은 학기당 9학점을 초과

하여 취득할 수 없다.
⑤선수과목의 성적은 C0(2.0) 이상을 받아야 이를 취득학점으로 인정한다.
⑥선수과목을 이수하여야 할 학생이 이를 이수하지 않았을 때에는 종합시험에 응시할 수 없다.
⑦삭제 <2020.9.1.>

제5조(학점 무효처리) 결석일수가 한 학기수업일수의 3분의 1 이상인 경우 해당 교과목의 학점은 

인정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8.3.1.>
제6조(학점인정) ①학기당 수업일수의 1/2 이상을 수학하고 학기 도중 입영하는 자에 대하여는 

본인의 신청에 의하여 교과목 담당교수가 입영 전까지의 성적을 감안하여 학점을 인정하여 

줄 수 있다.
②제적 또는 퇴학한 자가 동일전공에 재입학하였을 때에는 제적 이전에 취득한 학점을 통산

하여 줄 수 있다. 
③제2조제4항에 의하여 취득한 학점은 본 대학교 학사과정에서 취득한 학점이 대학 학칙에 

정한 졸업학점을 초과한 학점 중 9학점 이내에서 학과(부)장의 심사를 거쳐 석사학위과정 학

점으로 인정할 수 있다. 다만, 그 성적이 B0 이상인 경우에 한하여 인정한다. 
<개정 2018.9.1., 2019.3.1.>
④타 대학교 대학원 동일과정에서 이수한 학점은 6학점 범위 내에서 이를 인정할 수 있다.

제7조(학점상호교류) ①학칙 제2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학점교류를 협약한 국내외 대학원에서 

학점을 취득하고자 할 때에는, 국내 교류 대학의 경우는 매 학기당 3학점까지, 국외 교류 대

학의 경우는 매 학기당 9학점까지 취득할 수 있다.
②본교에 개설된 교과목에 대하여는 타 대학교 대학원에서의 수강을 허용하지 아니한다.

제8조(연구과정) ①연구과정의 모집시기와 모집전공분야는 석사학위과정에 준한다.
②연구과정의 수업연한은 2개 학기로 한다.
③연구과정생은 매 학기 최저 6학점 이상 9학점까지 이수할 수 있다.
④연구과정 수료에 필요한 학점은 2학기 통산 12학점 이상으로 하며 평점 평균이 2.0(C0) 이
상이어야 한다.
⑤연구과정생이 휴학을 원할 때에는 부득이한 경우에 한하여 1개 학기동안 이를 허가할 수 

있다.
⑥연구과정생의 등록금은 석사학위과정 납입금을 학기당 취득기준 학점(9학점)으로 나눈 금

액에 수강과목의 학점 수를 곱한 금액으로 한다.
⑦연구과정생이 석사학위과정에 입학한 경우에는 연구과정에서 이수한 교과목 중 6학점 범

위 내에서 석사학위과정 학점으로 인정할 수 있다. 
제9조(교과과정) ①학칙 제16조 규정에 따라 각 학과(부)(전공)별로 교과과정을 2년마다 개편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학문적 필요가 있을 때에는 수시로 개편할 수 있다.
②학과간 협동과정 및 학․연․산 협동과정의 경우 교과과정 운영을 위한 교과과정 운영위

원회를 학과별로 둘 수 있다. 교과과정 운영위원회의 운영세칙은 별도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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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장 입학전형

제10조(입학전형시기) 본 대학원 입학전형 시기는 매년 2차에 걸쳐 다음과 같이 실시한다.
전 기：12월 초순

후 기： 7월 초순 

다만, 필요시에는 이를 조정할 수 있다.
제11조(지원구비서류) ①본 대학원 석사학위과정 및 석․박사학위통합과정의 입학시험에 응시하

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서류와 자료를 소정 기일 내에 제출하고 소정의 수험료를 납

입하여야 한다.
1. 입학원서(본교양식) 1부
2. 대학졸업(예정)증명서 1부
3. 대학성적증명서 1부
4. 작품자료-미술․디자인계열 해당학과(부)에 한함

5. 학․연․산 협동과정 지원자는 해당기관의 추천서 1부
6. 수학계획서(본교양식) 1부
7. 기타 전형에 필요한 서류 및 작품 

②본 대학원 박사학위과정의 입학시험에 응시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서류와 자료를 

소정 기일 내에 제출하고 소정의 수험료를 납입하여야 한다.
1. 입학원서(본교양식) 1부
2. 대학 및 대학원 졸업(예정)증명서 각 1부
3. 대학 및 대학원 성적증명서 각 1부
4. 학․연․산 협동과정 지원자는 해당기관의 추천서 1부
5. 수학계획서(본교양식) 1부
6. 작품자료-미술․디자인계열 해당학과에 한함

7. 연구실적평가서(본교양식) 및 연구실적물 사본 각 1부
8. 기타 전형에 필요한 서류 및 작품

제12조(전형방법) ①석사학위과정 및 석․박사학위통합과정의 시험과목은 다음과 같다.
1. 필답시험

가. 전공과목(논문)：전공 전 분야의 기본지식을 측정한다.
나. 영어：기본영어 및 전공과 관련된 영어의 독해력을 측정한다.

2. 실기시험 (미술․디자인계열 해당학과(부)에 한함)
가. 각 전공별 실기고사는 기본적인 조형능력을 측정한다.
나. 대학원위원회에서 정한 작품자료를 제출받아 실기능력을 측정한다. 

3. 수학능력평가 : 지원자의 대학 재학 시 전공과 성적으로 평가한다.
4. 구술시험 : 전공지식, 입학동기, 적성, 능력, 인격 등에 대하여 평가한다.  

②박사학위과정의 시험과목은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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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영어：전공과 관련된 독해력에 대한 기본을 측정한다.
2. 제2외국어：독어, 불어, 일어, 중국어, 한문 중 택일하되, 전공과 관련된 독해력을 측정

한다.
3. 전공과목(논문)：전공 전 분야의 기본지식 및 판단력을 측정한다. 
4. 작품자료 또는 연구실적 평가 : 작품사진, 개인전 및 단체전 카달로그, 연구논문 등으로 

평가한다.
5. 수학능력평가 : 지원자의 대학 및 대학원 재학 시 전공과 성적으로 평가한다.
6. 구술시험 : 전공지식, 입학동기, 적성, 능력, 인격 등에 대하여 평가한다.

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시험과목은 대학원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조정할 수 있다.
제13조(출제 및 채점방법) 총장이 과목별로 2인 이상의 시험위원을 위촉하여 출제 방향, 평가 기

준 등을 정하여 출제 및 채점하게 한다.
제14조(합격기준) ①석사학위과정, 박사학위과정 및 석․박사학위통합과정의 합격기준은 시험과목

별로 100점 만점에 60점 이상을 합격 기준으로 한다. 다만, 대학원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이

를 조정할 수 있다.
②구술시험의 평가는 각 과 전공교수 1인 이상이 포함된 3인 이상의 교수가 평가하되, 합격, 
불합격으로 구분한다. 다만, 대학원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점수화할 수 있다.

제15조(합격자 결정) 대학원위원회에서 모집정원을 참조하여 각 학과(부)별로 심사하고 총장이 합

격여부를 확정 발표한다.
제16조(합격자의 등록) 모든 시험에 합격된 자는 소정기일 내에 등록을 필해야 한다.

제4장 자격시험

제17조(응시자격) ①외국어시험은 석사학위과정, 석․박사학위통합과정 및 박사학위과정에 수학중

인 자에게 응시자격을 부여한다.
②종합시험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춘 자에게 응시자격을 부여한다. 단, 총장이 지정하는 

선수과목을 모두 이수하고, 이미 취득한 전과목의 평점 평균이 3.0(B0) 이상이어야한다. 
<개정 2020.9.1.>

1. 석사학위과정은 3학기 이상 등록하고 전공필수과목을 포함하여 석사학위과정에서 18학점 

이상을 취득한 자.
2. 박사학위과정은 3학기 이상 수학하고 전공필수과목을 포함하여 박사학위과정에서 27학점 

이상을 취득한 자.
3. 석․박사학위통합과정 학생은 7학기 이상 수학하고 전공필수과목을 포함하여 60학점 

이상을 취득한 자.
제18조(응시절차) ①외국어시험에 응시하고자 하는 학생은 소정기일 내에 응시원서를 대학원에 제출

하여야 한다. 
②석사학위과정 학생으로 종합시험에 응시하고자 하는 학생은 학과(부)장의 승인을 받아 소정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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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내에 응시원서를 대학원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박사학위과정 및 석․박사학위통합과정 학생으로 종합시험에 응시하고자 하는 학생은 논문지

도교수와 학과(부)장의 승인을 받아 소정기일 내에 응시원서를 대학원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19조(시험일정) 외국어시험 및 종합시험은 매년 전, 후기 두 차례 실시하되 당해 학기 학사일

정에 따른다.
제20조(출제방법) 외국어시험은 각 과목마다 1인 이상의 시험위원이 출제하고, 종합시험은 각 시

험과목별로 1인 이상의 시험위원이 출제한다. <개정 2019.8.1.>
제21조(외국어시험 과목) ① <삭제 2018.9.1.>

②<삭제 2018.9.1.>
③<개정 2018.3.1., 삭제 2018.9.1.>

제22조(종합시험 과목) ①종합시험은 해당 전공영역의 기초지식 및 심화지식을 종합평가할 수 있

는 2개의 시험과목으로 시행한다. <개정 2019.8.1.>
② 삭제 <2019.8.1.>

제23조(합격기준) ①외국어시험 및 종합시험의 각 과목에 대한 성적은 각각 100점 만점에 평균 

70점 이상을 취득하여야 합격으로 인정한다. <개정 2019.8.1.>
②외국어계열 전공자가 본인이 전공하고 있는 과목과 동일한 외국어를 응시하는 경우에는 

100점 만점에 80점 이상을 취득하여야 합격으로 인정한다.
③외국어시험의 면제 기준은 대학원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총장의 승인을 받아 따로 정한다. 
<개정 2016.9.1.>
④국제언어교육원에서 해당 외국어강좌를 수강하고 100점 만점에 70점 이상을 취득한 경우

(단, 제2항의 해당자는 80점 이상)합격으로 인정한다. 
⑤<삭제 2018.9.1.>

제24조(재시험) 종합시험 및 외국어시험에 불합격한 자는 재응시 할 수 있다.
제25조(작품심사) ①본인의 작품론으로 석사학위청구논문을 작성하고자 할 때에는 석사학위청구 

작품전을 실시하고 작품심사에 합격하여야 한다.
②학칙 제29조 및 제31조제2항 규정에 의해 본인의 작품론으로 석사학위 청구논문을 작성할 

수 있는 학과(부)는 “별표2”와 같다. <개정 2018.3.1., 2021.3.1.>
③학칙 제36조 및 제38조제1항제4호 규정에 의해 박사학위청구논문 제출을 위한 작품심사가 

요구되는 학과 및 전공은 “별표3”과 같다. <개정 2021.3.1., 2021.3.1.>
④작품심사 기준은 학과(부)별 또는 전공별로 정한다.
⑤미술․디자인계열 학과(부)의 경우 본인의 작품론으로 논문을 작성하지 않는 경우에도 석

사학위청구논문을 심사받기 위해서 작품 2점을 제출하여야 한다.

제5장 학점교환

제26조(학점교환) 본 대학원 학칙 제21조제2항에 의하여 대학원간 학점 교환이 협약된 국내외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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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는 “별표4”와 같다.
제27조(이수자격) 양교 대학원 재학생은 대학원간의 교환과목을 상대 대학교 대학원에서 이수하

여 학점을 취득할 수 있다.
제28조(교환이수학점) 국내 대학원에서 수강하여 이수할 수 있는 교환 학점은 매 학기당 3학점을 

초과할 수 없다. 
제29조(교환과목내용) ①교환과목은 대학원에 개설된 교과목으로서, 원칙적으로 당해 대학교 전임

교수의 담당과목으로 한다.
②본 대학원에 개설된 교과목에 대하여는 상대 대학교 대학원에서의 수강을 허용하지 아니

한다.
제30조(수강신청 절차) 학점교환에 의한 교과목을 수강하고자 하는 학생은 다음과 같은 절차를 

밟아야 한다.
①학점교환에 의하여 개설된 강좌를 수강하고자 하는 학생은 본 대학원의 학과(부)장 또는 

논문지도교수와 협의하여 학점교환에 의하여 개설된 강좌의 수강을 결정하여야 한다. 
②수강과목이 결정되면 본 대학원에서 소정의 수강신청서 2부를 발급받아 수강과목을 기재

하여 상대 대학원에 교과목 담당교수의 승인을 받은 후 소속대학원에 제출하여 총장의 승인

을 받아야 한다.
③수강과목의 취소 또는 변경이 불가피한 경우에는 변경신청서 2부와 사유서 1부를 변경신

청 기간 내에 본 대학원에 제출하여야 한다.
④개설된 강의에 수강신청을 완료한 학생은 해당 교과목을 개설한 대학원에서 수강한다.

제31조(준수사항) 학점교환에 의하여 상대 대학원에서 수강하는 학생은 당해 대학원의 학칙을 준

수하여야 한다.
제32조(도서관 및 연구시설 이용) ①학점교환의 목적으로 상대 대학원 학생이 본 대학원에서 수

강하는 경우에는 이 학생은 본 대학교의 도서관 및 연구시설을 이용할 수 있다.
②도서관 및 연구시설 이용은 해당 교의 이용 세칙에 따른다.

제6장 장학금

제33조(적용범위와 지급) <삭제 2018.3.1.>
제34조(사무관장) <삭제 2018.3.1.>
제35조(교내 장학금) <삭제 2018.3.1.>
제36조(교외 장학금) <삭제 2018.3.1.>
제37조(장학금 신청) <삭제 2018.3.1.>
제38조(장학생의 확정) <삭제 2018.3.1.>
제39조(장학생 명단 작성 및 공고) <삭제 2018.3.1.>
제40조(장학금 지급) <삭제 2018.3.1.>
제41조(지급결과 보고) <삭제 201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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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2조(이중 수혜금지) <삭제 2018.3.1.>
제43조(지급제한) <삭제 2018.3.1.>
제44조(실격) <삭제 2018.3.1.>
제45조(금지행위) <삭제 2018.3.1.>
제46조(수혜기간) <삭제 2018.3.1.>

제7장 납입금

제47조(납입금) ①다음 각 호의 1에 응시하고자 하는 자는 소정기일 내에 응시료 또는 심사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1. 외국어시험

2. 종합시험

3. 논문심사 

다만, 대학원위원회의 심의결과 논문을 심사하지 않기로 결정한 경우에는 논문 심사료를 반

환한다. 
②<삭제 2020.3.1.>

제48조(연구등록) ①석사학위과정, 박사학위과정 및 석․박사학위통합과정을 수료한 자는 연구등

록을 하여야 하며 이에 대한 세부사항은 총장의 승인을 받아 별도로 정한다. 
<개정 2018.8.31.>
②<삭제 2018.8.31.>
③연구등록기간은 학칙 제35조 및 제44조에서 규정한 논문제출시한을 초과할 수 없다.

제8장 내규의 개정

제49조(내규의 개정) ①이 내규를 개정하고자 할 때에는 대학원장이 발의하고 5일 이상 공고한 

후, 대학원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총장의 제청으로 이사장이 승인한다.
②이 내규를 시행하기 위해 각 학과(부)별 별도의 시행세칙을 제정하여 시행할 수 있다.

부칙

①(시행일)이 내규는 2005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이 내규 제21조제3항은 시행일 현재 본 대학원 재적생 전체에게 적용한다.
③(경과조치)이 내규의 시행으로 이전의 홍익대학교 대학원 학사내규, 입학전형 시행내규,외국어

시험 및 종합시험 시행에 관한 내규, 대학원간 학점교환제 시행세칙, 대학원 장학금지급규정은 

폐지한다.
④(경과조치)이 내규 시행 이전의 홍익대학교 대학원 학사내규, 입학전형 시행내규, 외국어시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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및 종합시험 시행에 관한 내규, 대학원간 학점교환제 시행세칙, 대학원 장학금 지급규정에 의

해 진행된 학사업무는 이 내규에 의해 진행된 것으로 간주한다.

부칙

(시행일) 이 개정내규는 2006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시행일) 이 개정내규는 2007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시행일) 이 개정내규는 2008년 3월 1일부터 시행하되, 제24조는 2007년 9월 1일부터 적용한다. 

부칙

(시행일) 이 개정내규는 2010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시행일) 이 개정내규는 2011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시행일) 이 개정내규는 2012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시행일) 이 개정내규는 2013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시행일) 이 개정내규는 2014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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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

(시행일) 이 개정내규은 2014년 12월 17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시행일) 이 개정내규는 2015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시행일) 이 개정내규는 2016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시행일) 이 개정 내규는 2017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시행일) 이 개정 내규는 2018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시행일) 이 개정 내규는 2018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시행일) 이 개정 내규는 2018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시행일) 이 개정 내규는 2018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시행일) 이 개정 내규는 2018년 8월 31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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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

(시행일) 이 개정 내규는 2019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시행일) 이 개정 내규는 2019년 8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시행일) 이 개정 내규는 2020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개정 내규는 2021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4조 및 제17조는 2020년 9월 1일 입

학생부터 적용한다.

부칙

이 개정 내규는 2021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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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1(제21조) <개정 2013.3.1., 2014.3.1., 2015.3.1., 2016.9.1., 2017.3.1., 2018.3.1., 삭제 2018.9.1.>

별표2(제25조 제2항) <개정 2018.3.1., 2021.3.1.>

과정 계열 본인의 작품론으로 석사학위청구논문 작성이 가능한 학과(부)

석사학위 미술․디자인계열

금속조형디자인과 도예․유리과 동양화과 디자인학부
목조형가구학과 섬유미술과 의상디자인학과 조소과
판화과 회화과 영상․애니메이션학과
디자인이노베이션&테크놀로지학과 커뮤니케이션디자인학과

별표3(제25조 제3항) <개정 2021.3.1., 2021.3.1.>

과정 계열 학과 및 전공
박사학위청구논문 제출에 요구되는
작품심사 또는 논문게재 요건

박사학위
(석․박사
학위통합
과정 포함)

이공계열 전학과 학회지(학술지) 논문 1편 이상 게재

인문사회계열 전학과 학회지(학술지) 논문 1편 이상 게재

미 술
․

디 자 인
․

공예계열

미술학과

예술학 학회지(학술지) 논문 1편 이상 게재

동양화 조소
판화 회화 학위청구작품전 개최 및 작품심사 합격

디 자 인
․

공예학과

디자인계열 :
공간디자인학 사진학
산업디자인학 시각디자인
의상학 색채
공공디자인

학위청구작품전 개최 및 작품심사 합격
또는 학회지(학술지) 논문 2편 이상 게재

공예계열 :
금속조형디자인 도예․유리
목조형가구학 섬유미술

학위청구작품전 개최 및 작품심사 합격

영상․인터랙션학과,
커뮤니케이션디자인학과 학회지(학술지) 논문 1편 이상 게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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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4(제26조)

학점
교환이 협약된
국내외 대학교

한국
숙명여자대학교 한국외국어대학교 경희대학교
서울시립대학교 서울여자대학교 한성대학교
한양대학교 건국대학교

미국

California Institute of the Arts
California State University, Long Beach
California State University, Los Angeles
Central Connecticut State University, New Britain
Illinois Institute of Technology
Indiana University, Maurer School of Law
Maryland Institute, College of Art
Rhode Island School of Design
Rutgers,the State University of New Jersey,New Brunswick
State University of New York, New Paltz
Suffolk University (Suffolk University of Law)
University of Kansas
University of North Carolina, Charlotte
Utah State University
Washington State University
Emerson College

영국

Architectural Association School of Architecture
Art University Bournemouth
Kingston University
Northumbria University Newcastle
Royal College of Art
University of Dundee
University of the Arts, London
Loughborough University

독일

Akademie Mode & Design
Stuttgart State Academy of Art and Design
Hochschule fur Gestaltung(HfG)
RWTH Aachen University
Applied Sciences Schwabisch Gmünd
Universität Gesamthocaschule Essen
University of Applied Art, Design and Media, Stuttgart

일본

大阪藝術大學(Osaka University of Arts)
多摩美術大學(Tama Art University)
京都造形藝術大學(Kyoto University of Art & Design)
武藏野美術大學(Musashino Art University)
京都精華大學(Kyoto Seika University)
東北藝術工科大學(Tohoku University of Art & Design)
長岡造形大學(Nagaoka Institute of Design)
立命館大學(Ritsumeikan University)
筑波大學(The University of Tsukuba)
創価大學(Soka University)
東京理科大學(Tokyo University of Science)
Kanagawa University

중국

對外經濟貿易大學(University of International Business & Economics)
西安交通大學(Xi'an Jiaotong University)
延邊大學(Yanbian University)
中央美術學院(Central Academy of Fine Arts)
東北師範大學(Northeast Normal Univers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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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점
교환이 협약된
국내외 대학교

중국

魯迅美術學院(Luxun Academy of Fine Arts)
湖北美術學院(Hobei Institute of Fine Arts)
四川大學(Sichuan University)
渤海大學(Bohai University)
哈爾濱工程大學(Harbin Engineering University) 10
中國人民大學(Renmin University of China- IP Academy)
中國美術學院(China Academy of Art)
南京藝術學院(Nanjing University of the Arts)
广西师范大学(Guangxi Normal University)
鄭州大學(Zhengzhou University)
清华大学(Tsinghua University, Academy of Arts & Design)

캐나다 Emily Carr University of Art + Design

브라질 Universidade do Vale do Rio dos Sinos

프랑스

École de Management Bretagne Atlantique (EMBA-ISUGA)
Paris College of the Arts
École Supérieure des beaux-arts de Nantes Métropole
National Institute of Oriental Languages and Civilizations (INALCO)
Université Paris Diderot
Université Bordeaux Montaigne
École supérieure d’arts et médias de Caen/Cherbourg
École Communication Visuelle
Université de La Rochelle
École Nationale Supérieure des Beaux-Arts
L'école de Design Nantes Atlantique
École Nationale Supérieure de Creation Industrielle/Les Ateliers
École Speciale d'Architecture

이탈리아
Domus Academy
Nuova Accademia diBelle Arti Milano
Istituto Europeo di Design spa: Design and Fashion school

인도 Ajeenkya University

스페인 Cátedra Gaudí University polytechnic Catalana
Design College of Barcelona

네덜란드 Academy Industrial Design Eindhoven(AIVE)
Delft University of Technology

덴마크 Aalborg Universitet(Aalborg University)

핀란드 Aalto University of Art & Design(Taideteollinen Korkeakoulu)
HAAGA-HELIA University of Applied Sciences

스웨덴 School of Design and Crafts, Göteborgs University
Designhögskolan, Umea Universitet(Umea Institute of Design, Umea University

호주

Curtin University of Technology, Perth
Australia National University Canberra School of Art
Swinburne University of Technology
University of Melbourne

러시아
Moscow Stroganov Higher School of Industrial & Applied Arts
Ivanovo State Power University
Moscow State University of Design & Technolog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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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점
교환이 협약된
국내외 대학교

대만 國立臺南藝術大學(Tainan National University of the Arts)
國立臺北藝術大學(Taipei National University of the Arts)

스위스 Lucerne University of Applied Sciences and Arts
Zurich University of the Arts

이스라엘 ezalel Academy of Arts and Design, Jerusalem

카자흐스탄 Al-Farabi Kazakh National University

태국 King Mongkut's University of Technology North Bangkok
Silpakorn University

몽골 Mongolia International University
Ulaanbaatar University

말레이지아 Universiti Kuala Lumpur

베트남 FPT University

싱가포르 Lasalle College of the Arts

이란
Art University of Isfahan
University of Art, Tehran
University of Tehran, I.R.IRAN

요르단 Jordan University of Science and Technology

터키 Ondokuz Mayis University

인도네시아 Faculty of Industrial Technology,Institut Teknologi Bandung

우즈베키스탄 Samarkand State Architectureand Civil Engineering Institute
Tashkent Institute ofArchitecture and Construc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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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특수대학원 학칙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홍익대학교는 고등교육법 제28조 및 제29조에 의거하여 학술 이론과 실무를 과학적

이고 실제적인 방법으로 연구하여 각 분야의 전문인력을 양성하고 사회발전에 기여함을 목

적으로 특수대학원을 둔다.
제2조(종류) 특수대학원에는 건축도시대학원, 경영대학원, 공연예술대학원, 광고홍보대학원, 교육

대학원, 산업미술대학원, 문화정보정책대학원, 미술대학원, 스마트도시 과학경영대학원, 영

상․커뮤니케이션대학원, 패션대학원, 문화예술경영대학원(이하 “본 대학원”이라 한다)이 있

다.<개정 2013.3.1. 2015.3.1., 2017.9.1., 2018.3.1., 2019.3.1., 2020.3.1.>
제3조(과정) ①본 대학원에 석사학위과정을 둔다.

②필요에 따라 학위를 수여하지 아니하는 연구과정을 둘 수 있다.
제4조(전공과 정원) 본 대학원에 설치하는 전공 및 학생 입학정원은 “별표1”과 같다. 

<개정 2017.9.1., 2018.3.1., 2018.9.1., 2019.3.1., 2020.3.1., 2021.3.1.>

제2장 입학 및 입학자격

제5조(입학시기) 본 대학원의 입학시기는 매 학기 초 30일 이내로 한다.
제6조(입학자격) ➀본 대학원에 입학할 수 있는 자는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로서 본 대학

원에서 실시하는 전형에 합격하여야 한다.
1. 국내 대학에서 학사학위를 취득한 자

2. 법령에 의하여 제1호와 동등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된 자

➁본교에 재직하는 교원은 원칙적으로 본 대학원에 입학할 수 없다. 다만, 학문상 부득이하

다고 인정될 때에는 재학기간 동안 휴직하는 조건으로 입학을 허가할 수 있다.  
제7조(입학전형) ➀본 대학원에 입학하고자 하는 자에게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전형을 실시한다.

1. 전공과목 필기시험

2. 실기시험(미술․디자인계열에 한함)
3. 구술시험

➁전형방법 등 세부사항은 내규에서 정한다.
제8조(입학지원절차) 본 대학원에 입학하고자 하는 자는 소정원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

여 제출하고 입학전형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1. 졸업증명서나 졸업예정증명서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을 증명하는 서류

2. 출신대학의 학업성적증명서

3. 기타 모집요강에서 정하는 서류

제9조(지원전공분야) 학사과정 전공학과가 지원학과의 전공과 다른 자에 대하여서도 입학자격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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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정한다.
제10조(외국인 학생의 입학) 제6조에서 규정한 입학자격을 갖춘 자는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특별전형을 거쳐 정원 외로 입학할 수 있다.
1. 북한이탈주민 및 부모가 모두 외국인인 외국인

2. 외국에서 우리나라 초․중등교육과 대학교육에 상응하는 교육과정을 전부 이수한 재외

국민 및 외국인

제11조(위탁생의 입학) 교육과학기술부령이 정하는 위탁학생에 대해 정원 외로 입학을 허가할 수 

있다.
제12조(재입학 및 편입학) ①제적 또는 퇴학한 자가 재입학을 원할 때에는 학위논문 제출기한 내

에 졸업할 수 있다고 판단될 경우 정원에 여석이 있을 때 1회에 한하여 재입학을 허가할 수 

있다. 다만, 제29조제3호에 의하여 제적된 자는 재입학할 수 없다.
②당해 학년도 입학정원이 재학생수를 초과하는 범위 안에서 편입학을 허가할 수 있다. 

제3장 수업

제13조(수업) ①본 대학원의 수업은 1부(주간)와 2부(야간)로 나누어 실시한다.
②필요에 따라 계절수업을 할 수 있다. 

제14조(수업일수) 매 학기 수업일수는 15주 이상으로 한다.
제14조의2(수업시간) 집중수업제가 필요한 과목에 대하여는 매 학기 1학점 당 15시간 이상의 수

업시간을 준수하는 범위 내에서 총장의 승인을 받아 수업일수를 단축하여 실시할 수 있다. 
<신설 2018.9.1.>

제4장 수업연한, 재학연한, 교과과정, 선수과목, 학점, 수료

제15조(수업연한) 본 대학원의 수업연한은 1부(주간)에 있어서는 2년(4학기), 2부(야간)에 있어서

는 2년 반(5학기)으로 한다.
제16조(재학연한) 본 대학원의 재학연한은 1부(주간)는 3년(6학기), 2부(야간)는 4년(8학기)을 초과

할 수 없다. 다만, 휴학기간은 재학연한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제17조(교과과정) ①본 대학원의 각 전공별(학과별) 교과과정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

②석사학위과정은 본교내 일반대학원, 특수대학원, 전문대학원의 교과과정을 학칙 제18조, 제
22조와 학사내규에 정한 바에 따라 수강 신청 할 수 있다.

제18조(수강지도) 이수과목의 선택은 학과장 또는 전공주임교수와 논문지도교수의 지도를 받아야 

한다.
제19조(선수과목) 본 대학원 과정에서 사전에 선수 교과목을 이수하게 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총

장이 지정하는 과목을 이수하게 할 수 있다. 이 때 취득한 학점은 제30조에서 규정한 학위취

득 소요 학점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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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조(재입학자에 대한 학점인정) 본 대학원생으로서 제적된 자가 동일과정에 재입학하였을 때

는 제적 전에 취득한 학점을 통산하여 줄 수 있다.
제21조(학기당 이수학점) ①1부(주간)는 매 학기 9학점을 초과할 수 없다. 단, 스마트도시 과학경

영대학원은 매 학기 12학점을 초과할 수 없다.<개정 2013.3.1.>
②2부(야간)는 학기당 6학점을 초과할 수 없으나 부득이한 사정으로 매 학기 6학점을 취득하

지 못하였을 경우에는 3차 학기 이후에는 총장의 허가를 얻어 9학점까지 취득할 수 있다. 
<개정 2018.9.1.>

제22조(대학원간의 학점인정) ①본 대학원은 본교 내의 타 대학원과의 공동강의 또는 선택과목을 

통해 9학점까지 학점을 상호 인정할 수 있다.
②본 대학원 재학생이 학점 상호 인정 체결 협정에 의해 국내외의 타 대학교 대학원에서 학

점을 이수한 경우 9학점까지 인정할 수 있다. 다만, 이 경우에는 대학원위원회의 심의를 거

쳐 총장의 사전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23조(수료) ①각 과정의 수료를 인정하는 시기는 매 학기말로 한다.

②석사학위과정에서 소정의 수업연한을 마치고 소정의 학점을 취득하여 그 평점 평균이 

3.0(B0) 이상인 자에게는 수료증명서를 발급하고 수료 후 연구등록금을 납부한 자에게는 당

해학기 연구생증명서를 발급할 수 있다. 

제5장 성적

제24조(학업성적) 학업성적의 등급, 점수 및 평점은 다음과 같다.

등급 점수 평점 등급 점수 평점 등급 점수 평점 등급 점수 평점

A+ 95~100 4.5 B+ 85~89 3.5 C+ 75~79 2.5 F 69이하 0

A0 90~94 4.0 B0 80~84 3.0 C0 70~74 2.0

제25조(유효성적) 학점은 성적 C0 이상을 취득학점으로 계산한다. 

제6장 등록, 휴학 및 복학, 자퇴, 제적

제26조(등록 및 등록금) ①등록은 매 학기 학교에서 정한 기간 내에 소정의 등록금을 납입하고 

필요한 절차를 마쳐야 한다.
②이미 납부한 수업료 및 입학금의 반환은 대학 수업료 및 입학금에 관한 규칙에 따른다. 다
만, 수업료 또는 입학금이 과․오납된 경우에는 그 금액을 전액 반환한다.

제27조(휴학 및 복학) ①질병, 임신, 출산, 육아 또는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1개월 이상 

수강할 수 없을 때는 휴학원을 소속 대학원장을 경유하여 총장에게 제출하여 허가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17.3.1.>
②휴학기간은 통산하여 주간은 4학기, 야간은 5학기를 초과할 수 없다. 
③군복무, 임신, 출산, 육아로 인하여 휴학을 하는 경우에는 제2항의 제한을 적용하지 아니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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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개정 2017.3.1.>
④휴학자가 복학하고자 할 때에는 매 학기 학교에서 정한 기간 내에 복학원서를 소속 대학

원장을 경유하여 총장에게 제출하여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⑤신입생은 제1차 학기에는 휴학할 수 없다. 다만, 군복무, 질병, 임신, 출산, 육아 등 기타 

부득이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관계 증빙서류를 소속 대학원장을 경유하여 총장에게 

제출하여 특별히 휴학을 허가 받을 수 있다. <개정 2017.3.1.>
제28조(자퇴) 자진 퇴학하고자 하는 자는 자퇴원서를 소속 대학원장을 경유하여 총장에게 제출하

여 허가를 받아야 한다.
제29조(제적)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제적한다.

1. 제27조의 규정에 의한 휴학기간이 경과하여도 복학하지 아니한 자

2. 등록금을 소정기일 내에 납입하지 아니한 자

3. 재학연한 내에 과정의 소정학점을 이수하지 못한 자

4. 질병 또는 기타 사유로 학업을 계속할 수 없다고 인정된 자

제7장 석사학위

제30조(학위수여 요건) ①석사학위는 석사학위과정 24학점 이상(논문 및 작품 6학점 별도), 스마

트도시 과학경영대학원은 석사학위과정 30학점 이상(논문 6학점 별도)을 취득하고 석사학위

과정 종합시험, 석사학위청구 논문심사 및 구술시험에 합격한 자에게 수여한다. 다만, 이에 

추가하여 작품심사에도 합격하여야 되는 전공은 내규에서 정한다. 
<개정 2013.3.1., 2014.3.1., 2016.3.1>
②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각 대학원별로 석사학위논문을 개별연구과제 또는 학점으로 

대신하는 것을 총장이 허가할 수 있다.
③개별연구과제로 석사학위 논문을 대신하는 경우, 석사학위과정에서 24학점(스마트도시 과

학경영대학원은 석사학위과정 30학점) 이상을 취득하고 개별연구과제 학점 6학점을 취득한 

후 소정의 심사를 통과하여야 한다. <개정 2013.3.1., 2014.3.1., 2016.3.1>
④학점으로 석사학위 논문을 대신하는 경우, 석사학위과정에서 30학점 이상(스마트도시 과학

경영대학원은 석사학위과정에서 36학점 이상)을 취득해야 한다. 
<개정 2013.3.1., 2014.3.1., 2016.3.1>

제31조(학위논문의 제출자격) 석사학위청구논문을 제출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추고 

석사학위과정 종합시험에 합격하여야 한다.
1. 1부(주간)에서는 4학기 이상, 2부(야간)에서는 5학기 이상 등록을 필한 자로서 논문지도

교수로부터 1개 학기 이상 논문지도를 받은 경우

2. 석사학위과정에서 소정학점(주간 24학점, 야간 21학점, 스마트도시 과학경영대학원은 30
학점)을 취득한 자로, 야간은 논문 제출학기 내 총 24학점 이수 가능하고, 그 평점 평균이 

3.0(B0) 이상인 경우 <개정 2013.3.1., 2014.3.1., 2016.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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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삭제 2017.9.1.>
제32조(학위논문의 제출절차) ①석사학위청구논문을 제출하고자 하는 자는 논문을 제출하려는 학

기 초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1. 석사학위청구논문(작품) 제출원

2. 석사학위청구논문(작품) 추천서 및 발표승인서

②석사학위청구논문의 심사를 받기 위하여 제1항의 서류를 제출한 자는 소정기간내에 심사료와 

함께 석사학위청구논문 원고본 3부를 대학원장에게 제출하고 논문심사에 응하여야 한다. 이에 추

가하여 작품심사도 받아야 하는 전공의 학생은 작품을 논문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제33조(종합시험) ①종합시험은 2개의 시험과목에 대하여 시행한다. <개정 2019.8.1.>

②시험은 각 과목마다 대학원위원회에서 추천하고 총장이 위촉하는 1인 이상의 시험위원이 

출제 채점하며, 시험결과는 100점 만점에 평균 70점 이상을 합격으로 한다. <개정 2019.8.1.>
③<개정 2015.3.1., 2016.3.1., 2017.3.1., 2018.9.1., 2019.3.1., 삭제 2019.8.1.>

제34조(학위논문의 심사) ①석사학위청구논문(작품 포함)심사 및 구술시험은 해당 학과장 또는 전

공주임교수와 논문지도교수의 추천에 의하여 총장이 위촉하는 3인 이상의 심사위원이 이를 

행한다.
②총장은 제1항의 규정에서 정한 위원 중 1인을 심사위원장으로 지정하여 심사의 진행을 주

재하게 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은 심사에 있어서 동등한 자격을 갖는다.
③논문(작품 포함)심사와 구술시험은 총 100점 만점에 평균 80점 이상을 받고 심사위원 3분
의 2 이상의 찬성을 얻어야 합격으로 결정한다.
④심사위원(논문 지도교수)은 학위논문심사에서 본교 연구윤리 관련규정 준수 여부를 확인하

여야 한다.
제35조(학위논문의 심사결과 보고) 심사위원장은 학위청구논문심사, 구술시험 및 작품심사 결과를 

소속 대학원장을 경유하여 총장에게 보고한다.
제36조(학위논문의 작성) ①석사학위청구논문은 국문 또는 영문으로 작성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

만, 논문을 이외의 외국어로 작성하고자 할 때에는 사전에 총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②초록의 경우에는 국문초록과 영문초록을 모두 첨부하여야 한다.
③학위논문 작성자는 연구윤리 준수 서약서를 대학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37조(학위논문의 제출시한) ①석사학위청구논문은 입학년도로부터 1부(주간)는 7년이내, 2부(야
간)는 11년 이내에 제출하여 그 심사에 합격하여야 한다. 다만, 군의무복무기간은 논문제출

시한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②학위논문 제출시한이 경과된 자에게는 1회에 한하여 별도의 기간에 학위논문을 제출하게 

할 수 있으며, 논문제출학기전까지 1개학기 이상 논문지도를 받아야 한다.

제8장 학위수여 및 권한위임

제38조(학위종별) 본 대학원에서 수여하는 석사학위의 종별은 “별표2”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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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 2017.3.1., 2017.9.1., 2018.3.1., 2019.3.1., 2020.3.1., 2021.3.1.>
제39조(학위수여 및 학위의 취소) ①석사학위수여는 별지 서식(1)에 의한 학위기로서 행한다. 

②학위를 수여받은 자가 학위를 부정한 방법으로 받은 경우 또는 학위를 받은 후 그 명예를 

손상하는 행위를 했을 경우에는 총장은 대학원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학위수여를 취소할 수 

있다.
제40조(권한위임) 이 학칙에 규정된 총장의 권한은 그 일부를 대학원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해당 

특수대학원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제9장 공개강좌 및 연구과정

제41조(공개강좌) ①본 대학원은 직무, 교양 및 연구를 위한 전문적인 학식 또는 기술의 습득을 

희망하는 자를 널리 지도하기 위하여 공개강좌를 개설하고 이수자에게 강좌명이 명시된 이

수증명서를 교부할 수 있다.
②공개강좌의 과목 또는 제목, 기간, 수강정원, 장소 및 기타에 관한 사항은 각 강좌별로 총

장이 결정하여 발표한다.
제42조(연구과정) ①4년제 대학졸업자 또는 법령에 의하여 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

한 자로서 특수과목 또는 과제에 관하여 수강을 희망하는 자는 총장의 허가를 얻어 연구과

정으로 입학할 수 있다.
②제1항의 연구과정 지원자에 대하여는 소정의 전형을 실시할 수 있다.
③연구과정을 수료한 자에게는 별지 서식(2)에 의한 연구실적증서를 교부할 수 있다.

제10장 학생지도, 장학금 및 연구보조금, 징계, 포상

제43조(학칙준수) 학생은 본 학칙을 준수하고 총장 및 각 교수의 지도를 받아 학업에 전념하여야 

한다.
제44조(장학금 및 연구보조금) 본 대학원 학생으로서 품행이 방정하고 학력이 우수한 자에 대하

여는 대학원 장학금 지급규정에 따라 장학금 및 연구보조금을 지급한다. <개정 2018.3.1.>
제45조(징계) 학생이 학칙을 위반하거나 학생의 본분에 위배되는 행위를 한 때에는 학생상벌위원

회에서 다음 각 호의 징계에 대해 심의하고 총장이 결정한다. <개정 2015.10.1.>
1. 근  신

2. 유기정학

3. 무기정학

4. 제  적

제45조의2(학생상벌위원회) 학생의 포상과 징계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해 학생상벌위원회를 

두고, 이에 관한 사항은 따로 정한다. <신설 2015.10.1.>
제46조(포상) 학업성적이 우수하거나 성행이 타의 모범이 되고 학교발전에 공로가 있는 학생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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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하여 포상할 수 있다.

제11장 직제와 대학원위원회

제47조(직제) ①본 대학원에는 대학원장 외에 각 전공마다 3인 이상의 교원을 둔다.
②제1항의 교원 중 적어도 2인은 교수 또는 부교수로 한다.

제48조(전공주임교수) ①본 대학원에는 제47조의 교원 중에서 각 전공마다 1인의 전공주임교수를 

둔다.
②전공주임교수는 전공의 수업과 연구지도에 관한 사항을 담당한다.

제49조(위원회의 설치) 본 대학원의 대학원위원회의 직무는 홍익대학교의 대학원위원회가 담당한

다.

제12장 학칙개정

제50조(학칙개정) 이 학칙을 개정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본 대학원장이 개정의견을 수합하여 총장

이 발의하고 개정안을 1주일 이상 공고한 후, 대학원위원회와 대학평의원회에서 심의하고 이

사회의 의결을 거친다. <개정 2017.3.1.>

제13장 보칙

제51조(시행세칙) 이 학칙에 규정된 사항의 시행에 필요한 세칙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
제52조(준용규정) 이 학칙에 규정된 것 이외의 사항에 관하여는 본 대학교 학칙을 준용한다.

부칙

①(시행일) 이 학칙은 2005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학칙의 시행으로 종전의 각 특수대학원(건축도시대학원, 광고홍보대학원, 교육경

영관리대학원, 교육대학원, 국제경영대학원, 미술대학원, 산업대학원, 산업미술대학원, 세무대학

원, 영상대학원, 정보대학원) 학칙과 학위수여규정은 폐지한다.
③(경과조치) 이 학칙 시행 이전의 각 특수대학원의 학칙 및 학위수여규정에 의해 진행된 학사업

무는 이 학칙에 의해 진행된 것으로 간주한다.
④(경과조치) 이 학칙 시행 당시 광고홍보대학원의 “엔터테인먼트전공” 재적생은 “문화콘텐츠전

공” 재적생으로, “멀티미디어광고전공” 재적생은 “멀티미디어커뮤니케이션전공” 재적생으로 본

다.
⑤(경과조치) 제24조(학업성적)의 등급, 점수 및 평점은 2005년 3월 1일 입학생부터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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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

①(시행일) 이 변경학칙은 2006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학칙 시행 당시 교육대학원의 “사회교육전공” 재적생 중 2005년 이전 입학자는 

졸업 시까지 당초 학적을 보유한다.
③(경과조치) 이 학칙 시행 당시 영상대학원의 “인터랙티브디자인전공” 재적생은 “인터랙션디자

인전공” 재적생으로 본다.
④(경과조치)정보대학원은 2006년 2월 28일자로 폐지하되, 2005학년도 이전 입학자로서 동대학원

에 재적중인 자는 동 대학원의 재적생으로 본다.

부칙

①(시행일) 이 변경학칙은 2007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학칙 시행 당시 영상대학원의 “디지털미디어전공”재적생은 “디지털애니메이션전

공” 재적생 또는 “게임콘텐츠전공” 재적생으로 본다.
③(경과조치) 이 학칙 시행 당시 건축도시대학원의 학위종별은 2007년 8월 졸업생부터 적용한다.

부칙

①(시행일) 이 개정 학칙은 2008년 3월 1일부터 시행하되, 제37조는 2007년 9월 1일부터적용한

다.
②(경과조치) 이 학칙 시행 당시 국제경영대학원 재적생은 경영대학원 재적생으로 본다.
③(경과조치) 이 학칙 시행 당시 세무대학원의 세무학전공 재적생 중 2007학년도 이전 입학자는 

졸업 때까지 당초 학적을 보유한다.
④(경과조치) 세무대학원 지식재산권법전공은 2008년 2월 28일자로 폐지하되, 2007학년도 이전 

입학자로서 동 전공에 재적 중인 자는 졸업 때까지 당초 학적을 보유한다.
⑤(경과조치) 교육경영관리대학원 학교건축전공은 2008년 2월 28일자로 폐지하되, 2007학년도 이

전 입학자로서 동 전공에 재적 중인 자는 졸업 때까지 당초 학적을 보유한다.

부칙

①(시행일) 이 개정 학칙은 2009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학칙 시행 당시 교육대학원의 “전산교육전공”재적생은 “컴퓨터교육전공”재적생으

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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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

①(시행일) 이 변경 학칙은 2010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2009학년도 이전 입학자로서 광고홍보대학원의 “멀티미디어커뮤니케이션전공”에 재

적중인 자는 졸업 때까지 당초 학적을 보유한다.
③(경과조치) 2009학년도 이전 입학자로서 산업대학원의 “광고디자인전공”에 재적중인 자는 졸업 

때까지 당초 학적을 보유한다.
④(경과조치) 이 학칙 시행 당시 산업대학원의 “건축설계전공” “실내건축설계전공” 재적생중 

2009학년도 이전 입학자는 졸업 때까지 당초 학위종별을 보유한다.

부칙

(시행일) 이 변경 학칙은 2011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시행일) 이 변경 학칙은 2012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①(시행일) 이 변경 학칙은 2013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학칙 시행 당시 “영상대학원의 공연예술․뮤지컬전공” 재적생은 “공연예술대학

원의 공연예술․뮤지컬전공” 재적생으로 본다.

부칙

(시행일) 이 변경 학칙은 2014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①(시행일) 이 변경 학칙은 2014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학칙 시행당시 산업대학원 “광고커뮤니케이션전공” 재적생은 “광고홍보커뮤니케

이션전공” 재적생으로 본다.



154  대학원 요람

부칙

①(시행일) 이 변경 학칙은 2014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변경 학칙은 시행일 현재 스마트도시 과학경영대학원 모든 재적생에게 적용한다. 

부칙

①(시행일) 이 개정 학칙은 2014년 12월 17일부터 시행한다.
②(전공변경의 특례) 2014학년도 현재의 산업대학원 경영정보전공 재적생에 한하여 문화정보정책

대학원 공공경영전공으로 전공 변경을 허용한다. 

부칙

①(시행일) 이 개정 학칙은 2015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개정학칙은 시행 당시 산업대학원의 재적생은 문화정보정책대학원 재적생으로, 

산업미술대학원 재적생은 디자인콘텐츠대학원 재적생으로, 직물디자인전공 재적생은 텍스타일

디자인전공 재적생으로, 산업도예전공 재적생은 도예⋅유리디자인전공 재적생으로, 금속디자인

전공 재적생은 금속⋅액세서리디자인전공 재적생으로, 의상디자인전공 재적생은 패션디자인전

공 재적생으로, 포장디자인전공 재적생은 브랜드패키지디자인전공 재적생으로 본다.

부칙

(시행일) 이 개정 학칙은 2015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시행일) 이 개정 학칙은 2016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시행일) 이 개정 학칙은 2017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① (시행일) 이 개정학칙은 2017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 [학위 명칭변경에 따른 경과조치] 이 개정 학칙 시행 당시 경영대학원 문화예술경영학전공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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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적 중인 학생은 개정 학칙에 따른 학위를 수여한다. 다만, 개정 학칙 이전의 학위를 희망하

는 학생에 대하여는 입학당시  학칙을 적용한다.

부칙

①(시행일) 이 개정 학칙은 2017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디자인콘텐츠대학원의 “공공디자

인전공”신설, 영상대학원의 “VR․AR콘텐츠전공” 신설과 디자인콘텐츠대학원의 전공 명칭변경

(“제품․운송디자인전공”을 “산업디자인전공”으로)은 2018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개정 학칙 시행당시 디자인콘텐츠대학원 “제품․운송디자인전공”재적생은 “산업

디자인전공” 재적생으로 본다.

부칙

①(시행일) 이 개정 학칙은 2018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전과의 특례) 이 개정 학칙 시행당시 디자인콘텐츠대학원 패션디자인전공 재적생에 한하여 패

션대학원으로 전과를 허용한다.

부칙

(시행일) 이 개정 학칙은 2018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2017년 9월 1일자로 폐지되었던 

교육대학원의 4개 전공(기술교육전공, 상업교육전공, 초등영어교육전공, 한문교육전공)과 그에 따

른 학위종별은 같은 날짜로 환원한다.

부칙

(시행일) 이 개정 학칙은 2018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시행일) 이 개정 학칙은 2018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시행일) 이 개정 학칙은 2018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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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

(시행일) 이 개정 학칙은 2018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①(시행일) 이 개정 학칙은 2019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3조는 2018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전과의 특례) 이 개정 학칙 시행당시 경영대학원 문화예술경영전공 재학생 및 휴학생 중 희망

하는 자에 한하여 문화예술경영대학원으로 전과를 허용할 수 있다.

부칙

①(시행일) 이 개정 학칙은 2019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개정 규정 시행 당시 디자인콘텐츠대학원의 재학생 및 휴학생에 대하여는 개정 

규정을 적용하며, 개정 전 규정에 따라 졸업을 희망하는 학생에 대하여는 개정 전 규정을 적용

한다.

부칙

①(시행일) 이 개정 학칙은 2020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3조는 2019년 8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종합시험 변경에 따른 경과조치) 이 개정학칙 시행 당시 재적 또는 수료 중인 학생의 종합시

험 인정 과목 수는 개정 전 종합시험 1과목에 합격한 경우 1개의 시험과목 합격으로 인정, 2과
목에 합격한 경우 2개의 시험과목 합격으로 인정

부칙

①(시행일) 이 개정 학칙은 2020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대학원 명칭변경에 따른 경과조치) 이 개정 규정 시행 당시 영상대학원의 재학생 및 휴학생에 

대하여는 개정 규정을 적용하며, 개정 전 규정에 따라 졸업을 희망하는 학생에 대하여는 개정 

전 규정을 적용한다.
③(전공 명칭변경에 따른 경과조치) 이 개정 규정 시행 당시 산업미술대학원의 금속․액세서리디

자인전공 재학생 및 휴학생에 대하여는 개정 규정을 적용하며, 개정 전 규정에 따라 졸업을 희

망하는 학생에 대하여는 개정 전 규정을 적용한다.



Ⅳ. 학사안내  157

부칙

①(시행일) 이 개정 학칙은 2020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학칙 시행 당시 건축도시대학원 건축설계전공, 실내설계전공, 도시설계전공의 재

학생 및 휴학생에 대하여는 개정 학칙을 적용하며, 개정 전 학칙에 따라 졸업을 희망하는 학생

에 대하여는 개정 전 학칙을 적용한다.

부칙

①(시행일)이 개정 학칙은 2021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학칙 시행 당시 실내건축설계전공, 전시디자인전공 재학생 및 휴학생은 공간․환

경디자인전공 재학생 및 휴학생으로, 커뮤니케이션디자인전공, 광고홍보커뮤니케이션전공 재학

생 및 휴학생은 광고홍보․디자인전공 재학생 및 휴학생으로 본다. 다만, 개정 전 학칙에 따라 

졸업을 희망하는 학생에 대하여는 개정 전 학칙을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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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1(제4조) <개정 2013.3.1. 2014.3.1. 2015.3.1., 2016.3.1., 2017.3.1., 2017.9.1., 2018.3.1., 2018.9.1., 
2019.3.1., 2020.3.1., 2021.3.1.>

1. 석사학위과정(12개 대학원 1개 학과 57개 전공) 입학정원 780명

구 분 인원 학과 및 전 공 비 고

건축도시대학원 100명
건축디자인전공 도시디자인전공 조경설계전공
실내건축디자인전공 토목공학전공 부동산개발전공

6개 전공

경영대학원 20명 경영학전공 문화예술경영전공 세무학전공 3개 전공

공연예술대학원 80명 공연예술․뮤지컬전공 실용음악전공 2개 전공

광고홍보대학원 0명
광고홍보전공 뉴미디어콘텐츠전공
문화콘텐츠전공 브랜드매니지먼트전공
세일즈프로모션․이벤트전공

5개 전공

교육대학원 40명 교육
학과

교육학전공 미술교육전공 상담심리전공 1개 학과
3개 전공

문화예술경영대학원 75명 문화예술경영전공 1개 전공

미술대학원 120명
동양화전공 회화전공 조각전공
판화전공 예술기획전공 5개 전공

산업미술대학원 160명

공공디자인전공 광고디자인전공
브랜드패키지디자인전공 산업디자인전공
패션디자인전공 공간디자인전공
사진디자인전공 도예⋅유리디자인전공
텍스타일디자인전공 금속⋅주얼리브랜드디자인전공
가구디자인전공 서비스디자인전공
일러스트레이션전공

13개 전공

영상․커뮤니케이션대학원 110명

VR․AR콘텐츠전공 게임콘텐츠전공
광고․브랜드경영전공 뉴미디어콘텐츠전공
디지털애니메이션전공 영상디자인전공
인터랙션디자인전공 프로덕션디자인전공

8개 전공

패션대학원 50명 패션디자인전공 패션액세서리디자인전공
패션비즈니스전공 패션뷰티디자인전공 4개 전공

문화정보정책대학원 25명 공간․환경디자인전공 광고홍보․디자인전공
애니메이션전공 색채전공 4개 전공

스마트도시 과학경영대학원 0명 도시건축전공 도시환경전공 정보시스템전공 3개 전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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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2(제38조) <개정 2013.3.1. 2014.3.1. 2014.12.17. 2015.3.1., 2017.3.1., 2018.3.1., 2019.3.1., 
2020.3.1., 2021.3.1.>

1. 석사학위종별

구분 전공 석사학위 구분 전공 석사학위

건 축
도 시
대학원

건축디자인전공
도시디자인전공
조경설계전공
실내건축디자인전공
토목공학전공
부동산개발전공

건축석사(건축디자인)
도시디자인석사(도시디자인)
조경학석사(조경설계)
실내건축석사(실내건축디자인)
공학석사(토목공학)
부동산개발석사(부동산개발)

산업미술
대학원
(디자인
콘텐츠
대학원)

공공디자인전공
광고디자인전공
브랜드패키지디자인전공
산업디자인전공
패션디자인전공
공간디자인전공
사진디자인전공
도예․유리디자인전공
텍스타일디자인전공
금속․주얼리브랜드디자인전공
가구디자인전공
서비스디자인전공
일러스트레이션전공

미술학석사(공공디자인)
미술학석사(광고디자인)
미술학석사(브랜드패키지디자인)
미술학석사(산업디자인)
미술학석사(패션디자인)
미술학석사(공간디자인)
미술학석사(사진디자인)
미술학석사(도예․유리디자인)
미술학석사(텍스타일디자인)
미술학석사(금속․주얼리브랜드디자인)
미술학석사(가구디자인)
미술학석사(서비스디자인)
미술학석사(일러스트레이션)

경 영
대학원

경영학전공
문화예술경영전공
세무학전공

경영학석사(경영학)
문화예술경영학석사(문화예술경영)
세무학석사(세무학)

공 연
예 술
대학원

공연예술․뮤지컬전
공
실용음악전공

예술학석사(공연예술)
음악학석사(실용음악)

영상․
커뮤니케
이션
대학원

VR․AR콘텐츠전공
게임콘텐츠전공
광고․브랜드경영전공
뉴미디어콘텐츠전공
디지털애니메이션전공
영상디자인전공
인터랙션디자인전공
프로덕션디자인전공

미술학석사(VR․AR콘텐츠)
미술학석사(게임콘텐츠)
미술학석사(광고․브랜드경영)
미술학석사(뉴미디어콘텐츠)
미술학석사(디지털애니메이션)
미술학석사(영상디자인)
미술학석사(인터랙션디자인)
미술학석사(프로덕션디자인)

광 고
홍 보
대학원

광고홍보전공
뉴미디어콘텐츠전공
문화콘텐츠전공
브랜드매니지먼트전공
세일즈프로모션․
이벤트전공

문학석사(광고홍보)
문학석사(뉴미디어콘텐츠)
문학석사(문화콘텐츠)
문학석사(브랜드매니지먼트)
문학석사
(세일즈프로모션․이벤트)

패 션
대학원

패션디자인전공
패션액세서리디자인전공
패션비즈니스전공
패션뷰티디자인전공

디자인석사(패션디자인)
디자인석사(패션액세서리디자인)
패션경영학석사(패션비즈니스)
디자인석사(패션뷰티디자인)

교 육
대학원

교육학전공
미술교육전공
상담심리전공

교육학석사(교육학)
교육학석사(미술교육)
교육학석사(상담심리) 문 화

정 보
정 책
대학원

공간․환경디자인전공

광고홍보․디자인전공
애니메이션전공
색채전공

실내건축석사(공간․환경디자인)
디자인석사(공간․환경디자인)
광고홍보디자인석사(광고홍보․디자인)
미술학석사(애니메이션)
미술학석사(색채)

문 화
예 술
경 영
대학원

문화예술경영전공 문화예술경영학석사
(문화예술경영)

미 술
대학원

동양화전공
회화전공
조각전공
판화전공
예술기획전공

미술학석사(동양화)
미술학석사(회화)
미술학석사(조각)
미술학석사(판화)
문학석사(예술기획)

스마트
도 시
과 학
경 영
대학원

도시건축전공

도시환경전공

정보시스템전공

스마트도시과학경영석사
(PSM,도시건축)
스마트도시과학경영석사
(PSM,도시환경)
스마트도시과학경영석사
(PSM,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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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1) 석사학위기 양식(제39조)

  석사 제  호

학 위 기

성 명

       년     월     일생

       학과          전공

  위 사람은 본 대학교     대학원의 석사학위과정을 이수하고 소정의 시험과 

  심사에 합격하여 석사의 자격을 갖추었으므로 이를 인정함 .

년     월     일

홍  익  대  학  교            대  학  원  장          (인)

위의 인정에 의하여 석사학위를 수여함 .

년     월     일

홍  익  대  학  교     총         장           (인)

학위등록번호 :                   

※ 학과명을 생략할 수 있으며, 원장 및 총장의 학위명을 넣을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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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2) 연구실적증서 양식(제42조)

제 호

증 서

성 명

              년 월 일생

              학과 전공

위 사람은 본 대학원 소정의 연구과정을 이수하고

그 실적이 양호하므로 이 증서를 수여함.

년 월 일

홍 익 대 학 교 대 학 원 장 (인)

※ 학과명을 생략할 수 있으며, 원장의 학위명을 넣을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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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특수대학원 학사내규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내규는 건축도시대학원, 경영대학원, 공연예술대학원, 광고홍보대학원, 교육대학원, 
산업미술대학원, 문화정보정책대학원, 미술대학원, 스마트도시 과학경영대학원, 영상․커뮤니

케이션대학원, 패션대학원, 문화예술경영대학원(이하 ‘본 대학원’ 이라 한다) 학칙의 시행에 

필요한 세부사항과 그 절차를 정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3.3.1. 2015.3.1., 2017.9.1., 
2018.3.1., 2019.3.1., 2020.3.1.>

제2장 학사운영 및 교육과정

제2조(수강신청) ①학생은 매 학기 소정기간 내에 학과장(전공주임교수)과 지도교수의 지도를 받

아 수강신청서를 작성하여 대학원 교학과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강의시간표 변경 등 부득이한 사정이 있을 경우 개강 후 2주일 이내에 수강신청서를 정정

하여 다시 제출할 수 있다.
③소속 대학원 내의 타 전공(학과) 교과목은 9학점까지 신청할 수 있다. 다만, 이를 초과하여 

신청 할 경우에는 총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④제3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경영대학원의 경우 소속 대학원 내의 타 전공 교과목에 대해 

제한 없이 수강 신청할 수 있다.
⑤건축도시대학원, 공연예술대학원, 스마트도시 과학경영대학원에서는 부득이한 사정으로 인

하여, 1부(주간) 학생이 2부(야간)에서 또는 2부(야간) 학생이 1부(주간)에서 부분적으로 강의

를 교체 수강하고자 할 때에는 수강신청 기간 내에 이를 신청하여 총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

다. <개정 2013.3.1>
제3조(학기당 이수학점) ①학기당 이수학점은 1부(주간) 학생의 경우는 최저 6학점에서 최대 9학

점(스마트도시 과학경영대학원은 최대12학점)까지, 2부(야간) 학생의 경우는 최저 3학점에서 

최대 6학점까지 신청할 수 있다. 다만, 2부(야간)학생은  3차 학기 이후에는 총장의 허가를 

얻어 9학점까지 신청할 수 있다. <개정 2013.3.1., 2018.9.1.>
②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1부(주간) 학생의 경우는 4학기부터 6학점 이하로, 2부(야간) 
학생의 경우는 5학기부터 3학점 이하로 신청할 수 있다.
③1부(주간) 학생은 4학기, 2부(야간) 학생은 5학기를 마치고 학위 취득에 필요한 소정학점

(논문 및 작품 제외)을 취득하지 못하여 다음 학기에 부족한 학점을 추가로 취득하여야 하는 

자는 아래 기준에 따라 수업료를 납입하고 재수등록을 필하여야 한다.
1. 3학점 이하 신청자 - 당해 학기 수업료의 2분의 1 해당액

2. 4학점 이상 신청자 - 당해 학기 수업료의 전액

④학칙 제30조제3항에 의해 졸업논문을 개별연구과제로 대체할 때에는 졸업학기까지 개별연



Ⅳ. 학사안내  163

구과제로 6학점을 취득해야 한다. 개별연구과제는 학기 초에 지도교수와 상의하여 부과된 연

구과제 결과를 학기말에 제출하면 지도교수가 평가하여 합격(Pass) 및 불합격(Fail)으로 결정

한다. <개정 2013.3.1, 2014.3.1>
제4조(선수과목이수) ①전공주임교수 또는 논문지도교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에게는 총장이 

지정하는 선수과목을 6학점 이하로 이수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0.9.1.>
②선수과목은 입학 후 첫 학기부터 이수하여야 하며 선수과목 학점은 학기당 9학점을 초과

하여 취득할 수 없다.
③선수과목의 성적은 C0(2.0) 이상을 받아야 이를 취득학점으로 인정한다.
④선수과목을 이수하여야 할 학생이 이를 이수하지 않았을 때에는 종합시험에 응시할 수 없다.
⑤<삭제 2020.9.1.>

제5조(학점무효처리) 결석일수가 한 학기 수업일수의 3분의 1 이상인 경우 해당 교과목의 학점은 

인정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8.3.1.>
제6조(학점인정) ①학기당 수업일수의 1/2 이상을 수학하고 학기 도중 입영하는 자에 대하여는 

본인의 신청에 의하여 교과목 담당교수가 입영 전까지의 성적을 감안하여 학점을 인정하여 

줄 수 있다. 
②제적 또는 퇴학한 자가 동일전공에 재입학하였을 때에는 제적 이전에 취득한 학점은 이를 

통산하여 줄 수 있다. 
③타 대학교 대학원 동일과정에서 이수한 학점은 6학점 범위 내에서 이를 인정할 수 있다.

제7조(학점상호교류) ①본교와 학점교류를 협약한 국내외 대학원에서 학점을 이수한 경우, 9학점

까지 학점을 인정받을 수 있다. 다만, 이 경우에는 총장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국내 교류 대학의 경우는 학기당 3학점까지, 국외 교류 대학의 경우는 학기당 9학점까지 

취득할 수 있다.
③본교에 개설된 교과목에 대하여는 타 대학교 대학원에서의 수강을 허용하지 아니한다.

제8조(교육대학원 개인연구지도) <삭제 2017.9.1.>
제9조(연구과정) ①연구과정의 모집시기와 모집전공분야는 석사학위과정에 준한다.

②연구과정의 수업연한은 2개 학기로 한다.
③연구과정생은 매 학기 최저 6학점 이상 9학점까지 이수할 수 있다.
④연구과정 수료에 필요한 학점은 2학기 통산 12학점 이상으로 하며 평점 평균이 2.0(C0) 이
상이어야 한다.
⑤연구과정생이 휴학을 원할 때에는 부득이한 경우에 한하여 1개 학기동안 이를 허가할 수 있다.
⑥연구과정생의 등록금은 석사학위과정 납입금을 학기당 취득기준 학점으로 나눈 금액에 수

강과목의 학점 수를 곱한 금액으로 한다.
⑦연구과정생이 석사학위과정에 입학한 경우에는 연구과정에서 이수한 교과목 중 6학점 범

위 내에서 석사학위과정 학점으로 인정할 수 있다.
제10조(학위청구방법 신청) ①학칙 제30조에 의한 개별연구과제 및 교과목 이수학점의 학위청구

방법 적용여부는 각 대학원별로 정하며, 주간(1부) 학생은 2학기 초에, 야간(2부) 학생은 3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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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 초에 학위청구방법을 신청하여 해당 대학원장으로부터 승인받아야 한다. 
②학위취득예정자는 졸업학기 초에 학위청구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11조(교과과정) ①학칙 제17조의 규정에 따라 각 학과(전공)별로 교과과정을 2년마다 개편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학문적 필요가 있을 때에는 수시로 개편할 수 있다.
②대학원별로 교과과정 운영을 위한 교과과정 운영위원회를 둘 수 있다. 교과과정 운영위원

회의 운영세칙은 별도로 정한다.

제3장 입학전형

제12조(입학전형시기) 본 대학원 입학전형 시기는 매년 2차에 걸쳐 다음과 같이 실시한다.
전 기：12월 초순

후 기： 7월 초순

다만, 필요시에는 이를 조정할 수 있다.
제13조(지원구비서류) 본 대학원의 입학시험에 응시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서류와 자료

를 소정 기일 내에 제출하고 소정의 수험료를 납입하여야 한다.
1. 입학원서(소정양식) 1부
2. 대학 졸업(예정)증명서 1부
3. 대학 성적증명서(전학년) 1부  

4. 기타 전형에 필요한 서류 및 작품

제14조(전형방법) 본 대학원의 시험과목은 다음과 같다.
1. 전공시험 : 전공 전 분야의 기본지식을 측정한다.
2. 실기시험 : 각 전공별 기본적인 조형능력을 측정하며, 대학원위원회에서 정한 작품사진

(포트폴리오)을 제출받아 실기능력을 측정한다.    
3. 구술시험 : 전공지식, 입학동기, 적성, 능력, 인격 등에 대하여 평가한다.
4. 수학능력평가 : 지원자의 대학 재학 시 전공과 성적으로 평가한다

5. 경력평가 : 지원자의 대학 졸업 후 경력에 대해 평가한다.
6. 시험과목은 대학원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대학원별로 조정할 수 있다.

제15조(출제 및 채점 방법) 총장이 과목별로 2인 이상의 시험위원을 위촉하여 출제 방향, 평가 

기준 등을 정하여 출제 및 채점하게 한다.
제16조(합격기준) ①시험의 합격기준은 각 과목별로 100점 만점에 60점 이상을 자격기준으로 한

다. 다만, 대학원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이를 조정할 수 있다.
②구술시험의 평가는 각 과 전공교수 1인 이상이 포함된 교수가 평가하되, 합격, 불합격으로 

구분한다. 다만, 대학원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점수화할 수 있다.
제17조(합격자 결정) 대학원위원회에서 모집정원을 참조하여 각 전공별로 심사하고 총장이 합격

여부를 확정 발표한다.
제18조(합격자의 등록) 모든 시험에 합격된 자는 소정기일 내에 등록을 필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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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장 자격시험

제19조(응시자격) 종합시험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춘 자에게 응시자격을 부여 한다

1. 1부(주간)는 3학기, 2부(야간)는 4학기 이상 등록하고, 전공필수 과목을 포함하여 석  

사학위과정에서 소정학점(18학점 이상, 스마트도시 과학경영대학원은 21학점)을 취득한 경

우 <개정 2013.3.1., 2014.3.1., 2016.3.1>
2. 총장이 지정하는 선수과목을 모두 이수한 경우 <개정 2020.9.1.>
3. 이미 취득한 전 과목의 평점평균이 3.0(B0) 이상인 경우

제20조(응시절차) 본 대학원 종합시험에 응시하고자 하는 학생은 전공주임교수의 승인을 받아 소

정기일 내에 응시원서를 대학원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21조(시험일정) 종합시험은 매년 전, 후기 두 차례 실시하되 당해 학기 학사일정에 따른다.
제22조(종합시험 과목) 종합시험은 해당 전공영역의 기초지식 및 심화지식을 종합평가할 수 있는 

2개의 시험과목으로 시행한다. <개정 2019.8.1.>
제23조(재시험) 종합시험에 불합격한 자는 재응시 할 수 있다.
제24조(작품심사) ①본인의 작품론으로 석사학위청구논문을 작성하고자 할 때에는 석사학위청구 

작품전을 실시하고 작품심사에 합격하여야 한다.
②학칙 제30조 및 제32조제2항 규정에 의해 본인의 작품론으로 석사학위 청구논문을 작성할 

수 있는 전공은 “별표1”과 같다. <개정 2019.3.1., 2020.3.1., 2021.3.1.>
③작품심사 기준은 학과별 또는 전공별로 정한다.
④본인의 작품론으로 논문을 작성하지 않는 경우에도 석사학위청구논문을 심사받기 위해서 

작품을 제출하여야 하는 전공은 “별표2”와 같다. <개정 2019.3.1., 2020.3.1., 2021.3.1.>

제5장 장학금

제25조(준용규정) <삭제 2018.3.1.>

제6장 납입금

제26조(납입금) ①다음 각 호의 1에 응시하고자 하는 자는 소정기일 내에 응시료 및 심사료를 납

부하여야 한다.
1. 종합시험

2. 논문심사

3. 개별연구과제보고서 심사

다만, 대학원위원회의 심의결과 논문을 심사하지 않기로 결정한 경우에는 논문 심사료를 반

환한다.
②<삭제 202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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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조(연구등록) ①석사학위과정을 수료한 자는 연구등록을 하여야 하며 이에 대한 세부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 <개정 2018.8.31.>
②<삭제 2018.8.31.>
③연구등록기간은 학칙 제37조에서 규정한 논문제출시한을 초과할 수 없다.

제7장 내규의 개정

제28조(내규의 개정) ①이 내규를 개정하고자 할 때에는 본 대학원장이 발의하고 5일 이상 공고

한 후, 대학원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총장의 제청으로 이사장이 승인한다.
②이 내규를 시행하기 위해 각 전공별로 별도의 시행세칙을 제정하여 시행할 수 있다.

부칙

①(시행일) 이 내규는 2005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학사내규 시행 이전의 각 특수대학원(건축도시대학원, 광고홍보대학원, 교육경영

관리대학원, 교육대학원, 국제경영대학원, 미술대학원, 산업대학원, 산업미술대학원, 세무대학원, 
영상대학원, 정보대학원) 학사내규, 입학전형 시행내규 및 자격시험(외국어시험 및 종합시험) 
시행내규는 폐지한다.

③각 특수대학원(건축도시대학원, 광고홍보대학원, 교육경영관리대학원, 교육대학원, 국제경영대학

원, 미술대학원, 산업대학원, 산업미술대학원, 세무대학원, 영상대학원, 정보대학원) 학사내규, 
입학전형 시행내규 및 자격시험(외국어시험 및 종합시험) 시행내규에 의해 진행된 학사업무는 

이 학사내규에 의해 진행된 것으로 한다.
④교육대학원 및 산업미술대학원의 외국어시험 및 종합시험 시행내규에 의해 시행하던 외국어시

험은 시행일 현재 모든 재적생에 대해 이 학사내규를 적용하여 시행하지 않는다.

부칙

(시행일) 이 변경내규는 2006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시행일) 이 변경내규는 2007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시행일) 이 개정 학사내규는 2008년 3월 1일부터 시행하되, 제23조는 2007년 9월 1일부터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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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

(시행일) 이 변경내규는 2010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시행일) 이 변경내규는 2012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시행일) 이 변경내규는 2013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①(시행일) 이 변경 내규는 2014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변경 내규는 시행일 현재 스마트도시 과학경영대학원 모든 재적생에게 적용한다. 

부칙

 
(시행일) 이 개정 내규는 2014년 12월 17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시행일) 이 개정 내규는 2015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시행일) 이 개정 내규는 2016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시행일) 이 개정 내규는 2017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시행일) 이 개정 내규는 2017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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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

 
(시행일) 이 개정 내규는 2018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시행일) 이 개정 내규는 2018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시행일) 이 개정 내규는 2019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7조는 2018년 8월 31일부터 시

행한다.

부칙

(시행일) 이 개정 내규는 2019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시행일) 이 개정 내규는 2019년 8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시행일) 이 개정 내규는 2020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시행일) 이 개정 내규는 2020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개정 내규는 2021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4조 및 제19조는 2020년 9월 1일 입학생

부터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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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1(제24조 제2항) <개정 2015.3.1., 2017.3.1., 2019.3.1., 2020.3.1., 2021.3.1.>

구분 본인의 작품론으로 석사학위청구논문 작성이 가능한 전공 제출 작품(수)

건축도시대학원
건축디자인전공 도시디자인전공 조경설계전공
실내건축디자인전공 부동산개발전공

졸업작품

교육대학원 미술교육전공 별도로 정함

미술대학원 동양화전공 회화전공 조각전공 판화전공 전공별로 정함

산업미술대학원

광고디자인전공 브랜드패키지디자인전공
산업디자인전공 패션디자인전공
공간디자인전공 사진디자인전공
도예⋅유리디자인전공 텍스타일디자인전공
가구디자인전공 금속⋅주얼리브랜드디자인전공
서비스디자인전공

전공별로 정함

문화정보정책
대학원

디자인계열
애니메이션전공 색채전공
공간․환경디자인전공 졸업작품(1점)

인문사회계열
광고홍보․디자인전공

별표2(제24조 제4항) <개정 2013.3.1. 2015.3.1., 2017.3.1., 2019.3.1., 2020.3.1., 2021.3.1.>

구분 석사학위청구논문 심사시 작품을 제출하는 전공 제출 작품(수)

공연예술대학원 공연예술․뮤지컬전공 실용음악전공 1점

교육대학원 미술교육전공 2점

미술대학원 동양화전공 회화전공 조각전공 판화전공 2점

산업미술대학원

광고디자인전공 브랜드패키지디자인전공
산업디자인전공 패션디자인전공
공간디자인전공 사진디자인전공
도예⋅유리디자인전공 텍스타일디자인전공
가구디자인전공 금속⋅주얼리브랜드디자인전공
서비스디자인전공

2점

영상․커뮤니케이
션대학원

영상디자인전공 인터랙션디자인전공 프로덕션디자인전공
디지털애니메이션전공 게임콘텐츠전공 1점

문화정보정책
대학원

디자인계열
애니메이션전공 색채전공
공간․환경디자인전공 1점

인문사회계열
광고홍보․디자인전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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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국제디자인전문대학원 학칙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홍익대학교는 고등교육법 제28조 및 제29조에 의거하여 예술ㆍ공학․경영이 유기적

으로 조화된 다학제적 디자인 교육과정과 실기․사례연구․프로젝트 수행 등 실무 및 고급 

이론 교육을 통하여 국제적 역량을 갖춘 전문 디자이너를 육성함을 목적으로 국제디자인전

문대학원(이하 ‘본 대학원’이라 한다)을 둔다.
제2조(과정) ①제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본 대학원에 석사학위를 수여하기 위한 과정(이

하 ‘석사학위과정’ 이라 한다)과 박사학위를 수여하기 위한 과정(이하 ‘박사학위과정’이라 한

다)을 둔다. 
②필요에 따라 학위를 수여하지 아니하는 연구과정을 둘 수 있다.

제3조(부속시설 등) ①본 대학원에는 필요에 따라 다음과 같은 부속시설과 부속연구기관을 둘 수 

있다. 
1. 디자인연구소 

2. 디자인혁신센터 

3. 디자인정보센터

②부속시설과 부속연구기관의 내부조직과 운영에 관한 사항은 따로 정한다.
제4조(전공과 정원) 본 대학원에 설치하는 전공 및 학생 입학정원은 “별표1”과 같다. 

<개정 2018.9.1.>

제2장 입학 및 입학자격

제5조(입학시기) 본 대학원의 입학시기는 매 학기 초 30일 이내로 한다.
제6조(입학자격) ①본 대학원의 석사학위과정에 입학할 수 있는 자는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로서 본 대학원에서 실시하는 전형에 합격하여야 한다.
1. 국내 대학에서 학사학위를 받은 자

2. 법령에 의하여 제1호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된 자

②본 대학원의 박사학위과정에 입학할 수 있는 자는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로서 본 

대학원에서 실시하는 전형에 합격하여야 한다.
1. 국내 대학에서 석사학위를 받은 자

2. 법령에 의하여 제1호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된 자

③본교에 재직하는 교원은 원칙적으로 본 대학원에 입학할 수 없다. 다만, 학문상 부득이하

다고 인정될 때에는 재학기간 동안 휴직하는 조건으로 입학을 허가할 수 있다.
제7조(입학전형) ①본 대학원의 석사학위과정에 입학하고자 하는 자에게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

는 전형을 실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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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실기시험

2. 구술시험

②본 대학원의 박사학위과정에 입학을 지원하는 자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전형

을 실시한다. 
1. 전공과목 필기시험

2. 구술시험

③전형방법 등 세부사항은 내규에서 정한다.
제8조(입학지원 절차) 본 대학원에 입학하고자 하는 자는 소정원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

하여 제출하고 입학전형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1. 졸업증명서나 졸업예정증명서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을 증명하는 서류

2. 출신대학의 학업 성적증명서, 대학원 학업성적증명서(박사과정 지원자에 한함)
3. 기타 모집요강에서 정하는 서류

제9조(비전공자 입학) ①석사학위과정에 있어서는 학사과정 전공학과가 지원전공과 다른 비전공

자에 대하여서도 입학자격을 인정한다. 
②제1항에서 규정한 비전공자 입학생은 제18조에 의해 추가로 학점을 취득하여야 한다. 
③비전공자라 하더라도 전공자와 동일한 입학전형을 거쳐 합격한 경우 대학원위원회의 심의

를 거쳐 전공자의 자격을 인정받을 수 있다.
제10조(외국인 학생의 입학) 제6조에서 규정한 입학자격을 갖춘 자는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특별전형을 거쳐 정원 외로 입학할 수 있다. 
1. 북한이탈주민 및 부모가 모두 외국인인 외국인

2. 외국에서 우리나라 초․중등교육과 대학교육에 상응하는 교육과정을 전부 이수한 재외

국민 및 외국인

제11조(위탁생의 입학) 교육과학기술부령이 정하는 위탁학생에 대한 입학, 편입학, 재입학의 경우 

정원 외로 입학을 허가할 수 있다. <개정 2011.3.1>
제12조(재입학, 편입학 및 전공변경) ①제적 또는 퇴학한 자가 재입학을 원할 때에는 학위논문 

제출기한 내에 졸업할 수 있다고 판단될 경우 정원에 여석이 있을 때 1회에 한하여 재입학

을 허가할 수 있다. 다만, 제28조제3호에 의하여 제적된 자는 재입학할 수 없다. 
②당해 학년도 입학정원이 재학생수를 초과하는 범위 안에서 편입학을 허가할 수 있다. 
③석사학위과정 학생으로 전공을 변경하고자 하는 자는 대학원위원회의 심의와 총장의 허가

를 받아야 한다. 

제3장 수업연한, 재학연한, 수업일수, 교과과정, 학점, 수료

제13조(수업연한) ①수업연한은 석사학위과정에 있어서는 2년(4학기), 박사학위과정에 있어서는 3
년(6학기)으로 한다. 다만, 제9조에서 규정한 석사학위과정 비전공자 입학생의 수업연한은 3
년(6학기)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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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학점의 조기취득, 과정간의 학점이월, 타 대학원의 취득학점 인정, 학위논문의 탁월성 인정 

등 학위수여 요건을 조기에 충족시킨 자는 수업연한을 각각 6개월 이내의 범위 안에서 단축

할 수 있다.
제14조(재학연한) ①재학연한은 석사학위과정에 있어서는 3년(6학기), 박사학위과정에 있어서는 7

년(14학기)으로 한다. 다만, 제9조에서 규정한 석사학위과정 비전공자 입학생의 재학연한은 4
년(8학기)으로 한다.  
②휴학기간은 재학연한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제15조(수업일수) ①본 대학원의 수업은 주간에 실시함을 원칙으로 한다.
②매 학기 수업일수는 15주 이상으로 한다.

제15조의2(수업시간) 집중수업제가 필요한 과목에 대하여는 매 학기 1학점 당 15시간 이상의 수

업시간을 준수하는 범위 내에서 총장의 승인을 받아 수업일수를 단축하여 실시할 수 있다. 
<신설 2018.9.1.>

제16조(교과과정) ①본 대학원의 과정별 각 전공의 교과과정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 
<개정 2018.9.1.>
②본 대학교 학사과정 제4학년 이상 재학생 중 직전학기까지의 전학년 평균성적이 B+ 이상

인 자에게 석사학위과정의 교과목을 총 6학점 범위 내에서 이수하게 할 수 있다. 
<신설 2018.9.1.>

제17조(수강지도) ①이수과목의 선택은 전공주임교수와 지도교수의 지도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18.9.1.>
②제1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본 대학교 학사과정 제4학년 이상 학생의 본 대학원 교과목 

수강은 본 대학원 전공주임교수와 교과목 담당교수의 지도를 받아야 한다. <신설2018.9.1.>
제18조(이수학점) ①석사학위과정 학생이 이수해야 할 최저학점은 전공필수와 전공선택을 포함하

여 36학점(비전공자 입학생은 54학점)으로 한다. <개정 2019.3.1.>
②박사학위과정 학생이 이수해야 할 최저학점은 전공필수와 전공선택을 포함하여 54학점으

로 한다. <개정 2019.3.1.>
제19조(재입학자에 대한 학점처리) 본 대학원생으로서 제적된 자가 동일과정에 재입학하였을 때

는 제적 전에 취득한 학점을 통산하여 줄 수 있다.
제20조(학기당 이수학점) ①학생은 매 학기 석사 또는 박사학위과정에서 12학점을 초과하여 취득

할 수 없다. <개정 2018.9.1., 2019.3.1.>
②제1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본 대학교 학사과정 제4학년 이상 학생은 학기당 3학점을 초

과하여 석사학위과정 학점을 취득할 수 없다. <신설 2018.9.1.>
제21조(학점인정) ①본 대학원은 본교 내의 타 대학원과의 공동강의 또는 선택과목을 통해 석사

학위과정에서 9학점까지 학점을 상호 인정할 수 있다.
②본 대학원 재학생이 학점 상호 인정 체 결 협정에 의해 국내외의 타 대학교 대학 원에서 

학점을 이수한 경우 총장의 허가를 얻어 석사 또는 박사학위과정은 한 학기당 9학점, 최대 

두 학기 18학점까지 인정할 수 있다. <개정 2019.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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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삭제 2019.3.1.>
④<삭제 2019.3.1.>

제22조(수료) ①각 과정의 수료를 인정하는 시기는 매 학기말로 한다.
②석사학위과정, 박사학위과정, 석 박사통합과정에서 소정의 수업연한을 마치고 소정의 학점

을 취득하여 그 평점 평균이 3.0(B0) 이상인 자에게는 수료증명서를 발급하고 수료 후 연구

등록금을 납부한 자에게는 당해학기 연구생증명서를 발급할 수 있다.

제4장 성적

제23조(학업성적) ①학업성적의 등급, 점수 및 평점은 다음과 같다.

등급 점수 평점 등급 점수 평점 등급 점수 평점 등급 점수 평점

A+ 95~100 4.5 B+ 85~89 3.5 C+ 75~79 2.5 F 69이하 0

A0 90~94 4.0 B0 80~84 3.0 C0 70~74 2.0

제24조(유효성적) 학점은 C0 이상을 취득학점으로 계산한다.

제5장 등록, 휴학 및 복학, 자퇴, 제적 

제25조(등록과 등록금) ①등록은 매 학기 학교에서 정한 기간 내에 소정의 등록금을 납입하고 필

요한 절차를 마쳐야 한다.
②이미 납부한 수업료 및 입학금의 반환은 대학 수업료 및 입학금에 관한 규칙에 따른다. 다
만, 수업료 또는 입학금이 과․오납된 경우에는 그 금액을 전액 반환한다.

제26조(휴학 및 복학) ①질병, 임신, 출산, 육아 또는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1개월 이상 

수강할 수 없을 때는 휴학원을 대학원장을 경유하여 총장에게 제출하여 허가를 받아야 한다. 
<개정2017.3.1.>
②휴학기간은 석사학위과정은 4학기, 박사학위과정은 6학기를 초과할 수 없다. 
③군복무, 임신, 출산, 육아로 인하여 휴학을 하는 경우에는 제2항의 제한을 적용하지 아니한

다. <개정2017.3.1.>
④휴학자가 복학하고자 할 때에는 매 학기 학교에서 정한 기간 내에 복학원서를 대학원장을 

경유하여 총장에게 제출하여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⑤신입생은 제1차 학기에는 휴학할 수 없다. 다만, 군복무, 질병, 임신, 출산, 육아 등 기타 

부득이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관계 증빙서류를 대학원장을 경유하여 총장에게 제출

하여 특별히 휴학을 허가 받을 수 있다. <개정2017.3.1.>
제27조(자퇴) 자진 퇴학하고자 하는 자는 자퇴원서를 대학원장을 경유하여 총장에게 제출하여 허

가를 받아야 한다.
제28조(제적)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제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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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제26조의 규정에 의한 휴학기간이 경과하여도 복학하지 아니한 자

2. 등록금을 소정기일 내에 납입하지 아니한 자

3. 재학연한 내에 과정의 소정학점을 이수하지 못한 자

4. 질병 또는 기타 사유로 학업을 계속할 수 없다고 인정된 자

제6장 석사학위

제29조(논문연구과목 이수) 석사학위과정 논문을 준비하고자 하는 학생은 논문지도교수로부터 논

문연구과목을 2학기 이상 수강하고 6학점 이상을 취득하여야 한다.
제30조(학위수여 요건) 석사학위는 제18조에서 규정한 석사학위과정 이수학점을 취득하고 석사학

위청구논문(작품)을 제출하여 그 심사와 구술시험에 합격한 자에게 수여한다. 다만, 이수학점

에는 제29조에서 규정한 논문연구과목 6학점을 포함한다.
제31조(학위논문(작품)의 제출자격) 학위논문(작품)을 제출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추

어야 한다.
1. 4학기(비전공자 입학생의 경우 6학기) 이상 등록을 필한 경우

2. 논문연구과목 6학점을 포함하여 석사학위과정의 소정학점을 논문제출학기 내에 모두 취

득 가능하고 그 평점 평균이 3.0(B0) 이상인 경우

3. 외국어시험에 합격한 경우

4. 석사학위과정 종합시험에 합격한 경우

제32조(학위논문의 제출절차) ①석사학위청구논문을 제출하고자 하는 자는 논문을 제출하려는 학

기 초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1. 석사학위청구논문(작품) 제출원

2. 석사학위청구논문(작품) 추천서 및 발표승인서

②석사학위청구논문의 심사를 받기 위하여 제1항의 서류를 제출한 자는 소정기간 내에 심사

료와 함께 심사용 석사학위청구논문 3부를 대학원장에게 제출하고 논문 심사에 응하여야 한

다. 이에 추가하여 작품심사도 받아야 하는 전공의 학생은 작품을 논문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제33조(외국어시험) ①외국어 시험과목은 영어로 시행한다. 다만, 대학원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외

국어 시험과목을 영어 이외의 언어로 시행할 수 있다. 
②시험은 대학원위원회에서 추천하고 총장이 위촉하는 1인 이상의 시험위원이 출제 채점하

며, 시험결과는 100점 만점에 70점 이상을 합격으로 한다.
③영어를 모국어로 사용하는 외국인 또는 영어권 대학에서 학위를 취득한 자의 경우에는 대

학원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외국어 시험을 면제할 수 있다. 
제34조(종합시험) ①종합시험은 학위논문(작품)계획서 심사로 시행한다. 

②시험은 대학원위원회에서 추천하고 총장이 위촉하는 3인 이상의 시험위원이 실시한다. 
③종합시험은 합격 또는 불합격으로 판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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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5조(학위논문의 심사) ①석사학위청구논문(작품심사를 실시하는 전공은 작품 포함) 심사 및 구

술시험은 대학원장과 지도교수의 추천에 의하여 총장이 위촉하는 3인 이상의 심사위원이 이

를 행한다.
②총장은 제1항의 위원 중 1인을 심사위원장으로 지정하여 심사의 진행을 주재하게 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은 심사에 있어서 동등한 자격을 갖는다.
③논문(작품)심사와 구술시험은 총 100점 만점에 평균 80점 이상을 받고 심사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을 얻어야 합격으로 결정한다.
④심사위원(논문 지도교수)은 학위논문심사에서 본교 연구윤리 관련 규정 준수 여부를 확인

하여야 한다. <신설 2011.3.1>
제36조(학위논문의 작성) ①석사학위청구논문은 영문으로 작성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논문을 

국문이나 이외의 외국어로 작성하고자 할 때에는 사전에 총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②초록의 경우에는 국문초록과 영문초록을 모두 첨부하여야 한다.
③학위논문 작성자는 연구윤리 준수 서약서를 대학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11.3.1>

제37조(학위논문의 제출시한) ①석사학위청구논문은 입학년도부터 7년 이내에 제출하여 그 심사

에 합격하여야 한다. 다만, 군의무복무기간은 논문제출시한 7년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1.3.1>
②학위논문 제출시한이 경과된 자에게는 1회에 한하여 별도의 기간에 학위논문을 제출하게 

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는 종합시험에 재응시하여 합격하고, 논문제출학기전까지 1개학기 

이상 논문지도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11.3.1.>

제7장 박사학위

제38조(논문연구과목 이수) 박사학위과정 논문을 준비하고자 하는 학생은 논문지도교수로부터 논

문연구과목을 3학기 이상 수강하고 18학점 이상을 취득하여야 한다.
제39조(학위수여 요건) 박사학위는 제18조에서 규정한 박사학위과정 이수학점을 취득하고 박사학

위청구논문(작품)을 제출하여 그 심사와 구술시험에 합격한 자에게 수여한다. 다만, 이수학점

에는 제38조에서 규정한 논문연구과목 18학점을 포함한다. 이에 추가하여 작품심사에도 합격

하여야 되는 전공은 내규에서 정한다. 
제40조(학위논문의 제출자격) 박사학위청구논문을 제출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추어

야 한다.
1. 박사학위과정은 6학기 이상 등록을 필한 경우

2. 논문연구과목 18학점을 포함하여 박사학위과정의 소정학점을 논문제출학기 내에 모두 

취득 가능하고 그 평점평균이 3.0(B0) 이상인 경우

3. 외국어시험에 합격한 경우

4. 박사학위과정 종합시험에 합격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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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1조(학위논문의 제출절차) ①박사학위청구논문을 제출하고자 하는 자는 논문을 제출하려는 학

기 초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1. 박사학위청구논문추천서 및 발표승인서

2. 이력서

3. 연구실적서

4. 재학기간 중 전공과 관련된 논문을 학회지 또는 학술지에 1회 이상 게재하고 그 논문

사본을 제출하여야 한다. 
5. 논문제출대상자는 전공주임교수와 지도교수 책임 하에 논문내용에 관한 공개발표회를 개최

하고, 전공주임교수는 그 평가결과보고서를 논문심사 이전에 총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박사학위청구논문의 심사를 받기 위하여 제1항의 서류를 제출한 자는 소정기간 내에 심사

료와 함께 심사용 박사학위청구논문 5부를 제출하고 논문 심사에 응하여야 한다.
제42조(외국어시험) ①외국어 시험과목은 영어로 시행한다. 다만, 대학원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외

국어시험과목을 영어 이외의 언어로 시행할 수 있다. 
②시험은 대학원위원회에서 추천하고 총장이 위촉하는 1인 이상의 시험위원이 출제 채점하

며, 시험결과는 100점 만점에 70점 이상을 합격으로 한다.
③영어를 모국어로 사용하는 외국인 또는 영어권 대학에서 학위를 취득한 자의 경우에는 대

학원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외국어시험을 면제할 수 있다. 
제43조(종합시험) ①종합시험은 2개의 시험과목에 대하여 시험을 시행한다. <개정 2019.9.1.>

②시험은 과목마다 대학원위원회에서 추천하고 총장이 위촉하는 1인 이상의 시험위원이 출

제 채점하며, 시험결과는 100점 만점에 평균 70점 이상을 합격으로 한다. <개정 2019.9.1.>
제44조(대학원위원회의 심의) ①박사학위청구논문이 제출되면 대학원장은 대학원위원회에 회부하

여 논문의 심사여부를 결의한다.
②제1항의 심의결과 논문을 심사하지 않기로 결의하였을 때에는 이를 총장에게 보고하며, 총
장은 심사불가 이유를 학생에게 설명하고 제출서류와 심사료를 반환한다.

제45조(심사위원 선정) ①대학원위원회에서 논문을 심사하기로 결정하였을 경우에 총장은 본 대

학교 교수 또는 사계의 권위자 중에서 5인 이상의 심사위원을 선정하여 이를 심사하게 한다.
②총장은 제1항의 위원 중 1인을 심사위원장으로 지정하여 심사의 진행을 주재하게 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은 심사에 있어서 동등한 자격을 갖는다.
제46조(학위논문의 심사) ①심사위원은 심사 개시 후 소정기일 내에 박사학위청구논문의 심사를 

완료하여야 하며, 이 기간이 경과하였을 때에는 심사를 차기 학기로 이월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때에는 대학원위원회의 결의로써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②구술시험은 박사학위 논문심사위원이 행하며, 위원의 과반수 동의로 구술시험 과정을 공개

할 수 있다. 
③논문심사와 구술시험은 총 100점 만점에 평균 80점 이상을 받아야 하고, 심사위원 5분의 

4 이상의 찬성을 얻어야 합격으로 결정한다.
④심사 상 필요할 때에 대학원위원회는 학위논문제출자에 대하여 부본, 역본 또는 모형, 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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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등의 기타 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⑤심사위원(논문 지도교수)은 학위논문심사에서 본교 연구윤리 관련 규정 준수 여부를 확인

하여야 한다. <신설 2011.3.1>
제47조(학위논문의 작성) ①박사학위청구논문은 영문으로 작성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논문을 

국문이나 이외의 외국어로 작성하고자 할 때에는 사전에 총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②초록의 경우에는 국문초록과 영문초록을 모두 첨부하여야 한다.
③박사학위청구논문은 1편으로 한다. 다만, 참고논문을 첨부하여 제출할 수 있다.
④학위논문 작성자는 연구윤리 준수 서약서를 대학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11.3.1>

제48조(학위논문의 제출시한) ①박사학위청구논문은 입학년도로부터 11년 이내에 제출하여 그 심

사에 합격하여야 한다. 다만, 군의무복무기간은 논문제출시한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②학위논문 제출시한이 경과한 자에게는 1회에 한하여 별도의 기간에 학위논문을 제출하게 

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는 종합시험에 재응시하여 합격하고, 논문제출학기전까지 2개학기 

이상 논문지도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11.3.1>

제8장 학위의 수여 및 취소, 권한 위임

제49조(학위의 종류 및 학위종별) 학위는 석사 및 박사의 2종이 있으며, 학위종별은 “별표2”와 

같다. <개정 2018.9.1.>
제50조(학위논문의 심사결과 보고) ①석사학위청구논문의 경우, 심사위원장은 학위청구논문심사, 

구술시험 및 작품심사 결과를 대학원장을 경유하여 총장에게 보고한다.
②박사학위청구논문의 경우, 심사위원장은 학위청구논문심사, 구술시험 및 작품심사 결과를 

대학원위원회에 보고하고, 대학원위원회에서는 박사학위 수여 여부에 대해 심의한 후 대학원

장은 그 결과를 총장에게 보고한다.
제51조(석사학위수여) 석사학위수여는 별지 서식(1)과 서식(1-1)에 의한 학위기로서 행한다.
제52조(박사학위수여) 박사학위수여는 별지 서식(2)와 서식(2-1)에 의한 학위기로서 행한다.
제53조(학위수여의 취소) 학위를 수여받은 자가 학위를 부정한 방법으로 받은 경우 또는 학위를 

받은 후 그 명예를 손상하는 행위를 했을 경우에는 총장은 대학원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학

위수여를 취소할 수 있다. <개정 2011.3.1>
제54조(권한위임) 이 학칙에 규정된 총장의 권한은 그 일부를 대학원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본 대

학원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제9장 공개강좌 및 연구과정

제55조(공개강좌) ①본 대학원에 공개강좌를 둘 수 있다.
②공개강좌는 직무, 교양 및 연구를 위한 전문적인 학식 또는 기술의 습득을 희망하는 자를 

지도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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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공개강좌의 과목 또는 제목, 기간, 수강정원, 장소 및 기타에 관한 사항은 각 강좌별로 총

장이 결정하여 발표한다.
제56조(연구과정) ①4년제 대학졸업자 또는 법령에 의하여 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

한 자로서 특수과목 또는 과제에 관하여 수강을 희망하는 자는 총장의 허가를 얻어 연구과

정으로 입학할 수 있다.
②제1항의 연구과정 지원자에 대하여는 소정의 전형을 실시할 수 있다.
③연구과정을 수료한 자에게는 별지 서식(3)에 의한 연구실적증서를 교부할 수 있다.

제10장 장학금, 학생의 징계 및 포상

제57조(장학금 및 연구보조금) 본 대학원 학생으로서 품행이 방정하고 학력이 우수한 자에 대하

여는 대학원 장학금 지급규정에 따라 장학금 및 연구보조금을 지급한다. <개정 2018.3.1.>
제58조(징계) 학생이 학칙을 위반하거나 학생의 본분에 위배되는 행위를 하였을 때에는 학생상벌

위원회에서 다음 각 호의 징계에 대해 심의하고 총장이 결정한다. <개정 2015.10.1.>
1. 근    신

2. 유기정학

3. 무기정학

4. 제    적

제58조의2(학생상벌위원회) 학생의 포상과 징계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해 학생 상벌위원회를 

두고, 이에 관한 사항은 따로 정한다. <신설 2015.10.1.>
제59조(포상) 학업성적이 우수하거나 성행이 타의 모범이 되고 학교발전에 공로가 있는 학생에 

대하여 포상할 수 있다.

제11장 직제와 대학원위원회

제60조(직제) ①본 대학원에는 원장 외에 각 과정의 전공마다 3인 이상의 교원을 둔다.
②제1항의 교원 중 적어도 2인은 교수 또는 부교수로 한다. 

제61조(전공주임교수) ①본 대학원에는 제60조의 교원 중에서 각 전공마다 1인의 전공주임교수를 

둔다.
②전공주임교수는 학과의 수업과 연구지도에 관한 사항을 담당한다.

제62조(위원회의 설치) 본 대학원의 대학원위원회의 직무는 홍익대학교의 대학원위원회가 담당한다.

제12장 학칙개정

제63조(학칙개정) 이 학칙을 개정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본 대학원장이 개정의견을 수합하여 총장

이 발의하고 개정안을 1주일 이상 공고한 후, 대학원위원회와 대학평의원회에서 심의하고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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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의 의결을 거친다. <개정2017.3.1.>

제13장 보칙

제64조(시행세칙) 이 학칙에 규정된 사항의 시행에 필요한 세칙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
제65조(준용규정) 이 학칙에 규정된 것 이외의 사항에 관하여는 본 대학교 학칙을 준용한다.

부칙

 
①(시행일) 이 학칙은 2004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1. 2004년 8월 31일 현재 국제디자인대학원대학교에 재적중인 학생은 이 학칙 시행

과 동시에 홍익대학교 국제디자인전문대학원의 해당과정, 해당전공, 해당학기에 재적하는 것으

로 본다.
2. 이 학칙의 시행으로 이전의 국제디자인대학원대학교 학칙 및 학위수여규정은 폐지한다.
3. 이 학칙 시행 이전의 국제디자인대학원대학교 학칙 및 학위수여규정에 의해 진행된 학사업

무는 이 학칙에 의해 진행된 것으로 본다.
③(시행일) 이 변경학칙은 2006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시행일) 이 개정 학칙은 2007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시행일) 이 개정 학칙은 2009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시행일) 이 개정 학칙은 2011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시행일) 이 개정 학칙은 2014년 12월 17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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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

(시행일) 이 개정 학칙은 2015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시행일) 이 개정 학칙은 2017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시행일) 이 개정 학칙은 2018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①(시행일) 이 개정 학칙은 2018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전공명칭 변경에 따른 경과조치) 이 개정학칙 시행 이전 석사학위과정의 “제품디자인전공” 재
학생 및 휴학생에 대하여는 개정 전 학칙을 적용하며, 개정 학칙에 따라 졸업을 희망하는 학생에 

대하여는 개정 학칙을 적용한다. 

부칙

(시행일) 이 개정 학칙은 2018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시행일) 이 개정 학칙은 2019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8조제1항 및 제2항, 제20조제1
항, 제21조제2항, 제3항 및 제4항의 개정 규정은 2019년 3월 1일 입학생부터 적용한다. 

부칙

 (시행일) 이 개정 학칙은 2019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Ⅳ. 학사안내  181

별표1(제4조)

석사학위과정 3개 전공 입학정원 72명, 박사학위과정 1개 전공 입학정원 8명

과정 입학정원 전공

석사학위과정 72명
스마트디자인엔지니어링전공
디지털미디어디자인전공
디자인경영전공

박사학위과정 8명 디자인학전공
 

 

별표2(제49조)

과정 전공 학위

석사학위과정

스마트디자인엔지니어링전공

디지털미디어디자인전공
디자인경영전공

디자인석사 (스마트디자인엔지니어링)/
공학석사 (스마트디자인엔지니어링)
디자인석사(디지털미디어디자인)
디자인석사(디자인경영)
디자인석사

박사학위과정 디자인학전공 디자인박사(디자인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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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1)> 석사학위기 양식(제51조)

  석사 제  호

학 위 기

성    명:

생년월일 :     년     월     일

전    공:           전공

학    위:                    

   위 사람은 본 대학교 국제디자인전문대학원의 석사학위과정을 

이수하고 소정의 시험과 논문심사에 합격하여 석사의 

자격을 갖추었으므로 이를 인정함.

년     월     일

홍  익  대  학  교     국제디자인전문대학원장         (인)

위의 인정에 의하여 석사학위를 수여함 .

년     월     일

홍  익  대  학  교     총         장           (인)

학위등록번호 :                   

※ 원장, 총장의 학위명을 넣을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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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1-1)> 영문 석사학위기 양식(제51조)

on the recommendation of the faculty 

has conferred upon

[영 문 성 명]

the Degree of 

[ 영 문 학 위 명 ]

in recognition of the fulfillment of the requirements for this degree

February 22, 20xx

전문대학원장 서   명

Dean of the International Design school for Advanced Studies 

 총     장     서     명

President of the University

영 문 학 위 번 호

※ 원장, 총장의 학위명을 넣을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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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2)> 박사학위기 양식(제52조)

  박사 제  호

학 위 기

성    명:

생년월일 :     년     월     일

전    공:           전공

학    위: 

위 사람은 본 대학교 국제디자인전문대학원의 박사학위과정을 

이수하고 소정의 시험에 합격한 후 아래의 논문을 제출하여 

대학원 위원회의 심사를 통과하였으므로 박사의 자격을 인정함 .

논 문 : 

년     월     일

홍  익  대  학  교     국제디자인전문대학원장         (인)

위의 인정에 의하여 박사학위를 수여함 .

년     월     일

홍  익  대  학  교     총         장           (인)

학위등록번호 :                   

※ 원장, 총장의 학위명을 넣을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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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2-2)> 영문 박사학위기 양식(제52조)

HONGIK UNIVERSITY

on the recommendation of the faculty 

has conferred upon

[영 문 성 명]

the Degree of 

Doctor of Design in Design Studies

in recognition of the fulfillment of the requirements for this degree

February 22, ○○○○

전문대학원장 서   명

Dean of the International Design school for Advanced Studies  

 총     장     서     명

President of the University

영 문 학 위 번 호

※ 원장, 총장의 학위명을 넣을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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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3)> 연구실적증서 양식(제56조)

제 호

증 서

성 명

년 월 일생

전공

위 사람은 본 대학원 소정의 연구과정을 이수하고 그 실적이

양호하므로 이 증서를 수여함.

년 월 일

홍  익  대  학  교     국제디자인전문대학원장         (인)

※ 원장의 학위명을 넣을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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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국제디자인전문대학원 학사내규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내규는 홍익대학교 국제디자인전문대학원(이하“본 대학원”이라 한다) 학칙의 시행

에 필요한 세부사항과 그 절차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석사학위과정의 종류) 본 대학원 학칙 제9조에서 규정한 수업연한이 3년인 비전공자의 석

사학위과정을 석사학위 3년 과정이라 하고, 수업연한이 2년인 전공자의 석사학위과정을 석사

학위 2년 과정이라 한다.

제2장  학사운영 및 교육과정

제3조(수강신청) ①학생은 매 학기 소정기간 내에 전공주임교수와 논문지도교수의 지도를 받아 

수강신청서를 작성하여 대학원 교학팀에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11.3.1>
②강의시간표 변경 등 부득이한 사정이 있을 경우 개강 후 2주일 이내에 수강신청서를 정정

하여 다시 제출할 수 있다.
③학칙 제16조제3항에 의하여 본 대학교 학사과정 제4학년 이상 학생이 대학원 석사학위과

정의 교과목을 수강하고자 할 때에는 소정기간 중에 전공주임교수와 대학원 교과목 담당교

수의 승인을 얻어 수강신청서를 본 대학원 교학팀에 제출하여야 한다.<신설 2018.9.1.>
제4조(학기당 이수학점) ①한 학기에 이수하여야 할 학점은 최저 9학점이며 12학점을 초과할 수 

없다. 다만, 석사학위 2년과정 3학기를 초과한 자, 석사학위 3년과정 5학기를 초과한 자, 박
사학위과정 5학기를 초과한 자는 9학점 미만으로도 수강할 수 있다.<개정 2018.9.1.>   
②석사학위 2년과정 4학기 및 3년과정 6학기를 마치고 학위 취득에 필요한 소정학점(논문 

및 작품 제외)을 취득하지 못하였거나 박사학위과정 6학기를 마치고 학위취득에 필요한 소정

학점을 취득하지 못하여 다음 학기에 부족한 학점을 추가로 취득하여야 하는 자는 아래 기

준에 따라 수업료를 납입하고 재수등록을 필하여야 한다.
1. 3학점 이하 신청자 - 당해 학기 수업료의 2분의 1 해당액

2. 4학점 이상 신청자 - 당해 학기 수업료의 전액

제5조(학점 무효처리) 결석일수가 한 학기수업일수의 3분의 1 이상인 경우 해당 교과목의 학점은 

인정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8.3.1.>
제6조(학점인정) ①학기당 수업일수의 1/2 이상을 수학하고 학기 도중 입영하는 자에 대하여는 

본인의 신청에 의하여 해당 교과목에 대하여 전공주임교수의 승인 하에 담당교수가 입영 전

까지의 평소성적을 감안하여 학점을 인정하여 줄 수 있다.
②제적 또는 퇴학한 자가 동일전공에 재입학하였을 때에는 제적 이전에 취득한 학점을 통산

하여 줄 수 있다.
③국내의 타 대학교 대학원 동일과정에서 이수한 학점은 6학점 범위 내에서 이를 인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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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제3조제3항에 의하여 취득한 학점은 본 대학교 학사과정에서 취득한 학점이 졸업학점을 

초과한 학점 중 6학점까지 전공주임교수의 심사를 거쳐 석사학위과정 학점으로 인정할 수 

있다. 다만, 그 성적이 B0 이상인 경우에 한하여 인정한다.<신설 2018.9.1.>
제7조(학점상호교류) ①본교와 학점 교류를 협약한 국내외의 타 대학교 대학원에서 학점을 취득

하려고 하는 자는 총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본교에 개설된 교과목에 대하여는 국내의 타 대학교 대학원에서의 수강을 허용하지 아니한다.
③매 학기당 교류학점은 3학점을 초과할 수 없다.
④학점교류 협정을 맺은 외국의 대학교에서는 제3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매 학기 당 12학
점까지 취득할 수 있다.

제8조(연구과정) ①연구과정의 모집시기와 모집전공분야는 석사학위과정에 준한다.
②연구과정의 수업연한은 2개 학기로 한다.
③연구과정생은 매 학기 최저 9학점 이상 12학점까지 이수할 수 있다.<개정 2019.3.1.>
④연구과정 수료에 필요한 학점은 2학기 통산 18학점 이상으로 하며 평점 평균이 2.0(C0) 이
상이어야 한다.
⑤연구과정생이 휴학을 원할 때에는 부득이한 경우에 한하여 1개 학기동안 이를 허가할 수 있다.
⑥연구과정생의 등록금은 석사학위과정 납입금으로 한다.
⑦연구과정생이 석사학위과정에 입학한 경우에는 연구과정에서 이수한 교과목 중 9학점 범

위 내에서 석사학위과정 학점으로 인정할 수 있다.
제9조(교과과정) ①학칙 제16조 규정에 따라 각 전공별로 교과과정을 2년마다 개편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학문적 필요가 있을 때에는 수시로 개편할 수 있다.
②본 대학원에 교과과정 운영을 위한 교과과정 운영위원회를 둘 수 있다. 교과과정 운영위원

회의 운영세칙은 별도로 정한다.

제3장  입학전형

제10조(입학전형시기) 본 대학원 입학전형 시기는 매년 2차에 걸쳐 다음과 같이 실시한다.
전 기：12월 초순

후 기： 7월 초순

다만, 필요시에는 이를 조정할 수 있다.
제11조(지원구비서류) ①본 대학원 석사학위과정의 입학시험에 응시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 호

의 서류와 자료를 소정 기일 내에 제출하고 소정의 수험료를 납입하여야 한다.
1. 입학원서(본교양식) 1부
2. 대학졸업(예정)증명서 1부
3. 대학성적증명서 1부
4. 작품자료-석사학위 2년과정에 한함.
5. 자기소개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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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기타 전형에 필요한 서류 및 작품

②본 대학원 박사학위과정의 입학시험에 응시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서류와 자료를 

소정 기일 내에 제출하고 소정의 수험료를 납입하여야 한다.
1. 입학원서(본교양식) 1부
2. 대학 및 대학원 졸업(예정)증명서 각 1부
3. 성적증명서(대학, 대학원) 각 1부
4. 수학계획서(본교양식) 1부
5. 작품자료

6. 자기소개서

7. 연구실적평가서(본교양식) 및 연구실적물 사본 각 1부
8. 기타 전형에 필요한 서류 및 작품

제12조(전형방법) ①석사학위과정의 시험과목은 다음과 같다.
1. 실기시험 

가. 각 전공별 실기시험은 기본적인 조형능력을 측정한다.
나. 대학원위원회에서 정한 작품자료를 제출받아 실기능력을 측정한다. 

2. 수학능력평가 : 지원자의 대학 재학 시 전공과 성적으로 평가한다.
3. 구술시험 : 전공지식, 입학동기, 적성, 능력, 인격 등에 대하여 영어로 평가한다.
4. 경력평가 : 지원자의 대학 졸업 후 경력에 대해 평가한다.

②박사학위과정의 시험과목은 다음과 같다.
1. 영어 : 전공과 관련된 독해력에 대한 기본을 측정한다.
2. 전공과목(논문) : 전공 전 분야의 기본지식 및 판단력을 측정한다.
3. 작품자료 또는 연구실적 평가

4. 수학능력평가 : 지원자의 대학 및 대학원 재학 시 전공과 성적으로 평가한다.
5. 구술시험 : 전공지식, 입학의 동기, 적성, 능력, 인격 등에 대하여 영어로 평가한다.
6. 경력평가 : 지원자의 대학 졸업 후 경력에 대해 평가한다.

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시험과목은 대학원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조정할 수 있다.
제13조(출제 및 채점방법) 총장이 과목별로 2인 이상의 시험위원을 위촉하여 출제 방향, 평가 기

준 등을 정하여 출제 및 채점하게 한다.
제14조(합격기준) ①석사학위과정 및 박사학위과정의 합격기준은 시험과목별로 100점 만점에 60

점 이상을 합격 기준으로 한다. 다만, 대학원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이를 조정할 수 있다.
②구술시험의 평가는 각 과 전공교수 1인 이상이 포함된 3인 이상의 교수가 평가하되, 합격, 
불합격으로 구분한다. 다만, 대학원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점수화할 수 있다.

제15조(합격자 결정) 대학원위원회에서 모집정원을 참조하여 각 전공별로 심사하고 총장이 합격

여부를 확정 발표한다.
제16조(합격자의 등록) 모든 시험에 합격된 자는 소정기일 내에 등록을 필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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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장  자격시험

제17조(응시자격) ①외국어시험은 석사학위과정 및 박사학위과정에 수학중인 자에게 응시자격을 

부여한다.
②종합시험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춘 자에게 응시자격을 부여한다.

1. 석사학위 2년과정은 3학기, 석사학위 3년과정은 5학기 이상 등록하고 전공필수 과목을 

포함하여 석사학위에서 소정학점(2년과정 18학점, 3년과정 36학점 이상)을 취득한 자. 
<개정 2019.3.1.>
2. 박사학위과정은 5학기 이상 등록하고 전공필수과목을 포함하여 박사학위취득에 필요한 

소정학점(36학점 이상)을 취득한 자. <개정 2019.3.1.>
제18조(응시절차) ①외국어시험에 응시하고자 하는 학생은 소정기일 내에 응시료를 납부하고 응

시원서를 대학원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석사학위과정 학생으로 종합시험에 응시하고자 하는 학생은 전공주임교수의 승인을 받아 

소정기일 내에 응시원서를 대학원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박사학위과정 학생으로 종합시험에 응시하고자 하는 학생은 논문지도교수와 전공주임교수

의 승인을 받아 소정기일 내에 응시료를 납부하고 응시원서를 대학원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19조(시험일정) 외국어시험 및 종합시험은 매년 전, 후기 두 차례 실시하되 당해 학기 학사일

정에 따른다.
제20조(출제방법) 외국어시험은 1인 이상의 시험위원이 출제하고, 석사학위과정의 종합시험은 구

술시험으로 하되 각 전공별로 2인 이상의 시험위원이 출제하고, 박사학위과정의 종합시험은 

각 시험과목별로 1인 이상의 시험위원이 출제한다. <개정 2019.9.1.>
제21조(외국어시험 과목) 석사학위과정 및 박사학위과정의 외국어시험은 영어 또는 전공과 관련

된 영어 이외의 외국어 과목에 대하여 전공분야의 연구를 수행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가의 

여부를 시험한다. 
제22조(종합시험 과목) ①석사학위과정의 종합시험에 응시하려는 자는 학위논문(작품)계획서를 사

전에 제출하고 구술시험에 응해야 한다.
②박사학위과정의 종합시험은 해당 전공영역의 기초지식 및 심화지식을 종합평가할 수 있는 

2개의 시험과목으로 총장이 결정한다. <개정 2019.9.1.>
제23조(합격기준) ①외국어시험 및 종합시험의 각 과목에 대한 성적은 각각 100점 만점에 평균 

70점 이상을 취득하여야 합격으로 인정한다. 단, 석사학위과정의 종합시험 성적은 합격․불

합격으로 판정한다. <개정 2019.9.1.>
②외국어시험의 면제 기준은 대학원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총장의 승인을 받아 따로 정한다. 
<개정 2016.9.1.>
③국제언어교육원에서 해당 외국어 강좌를 수강하고 100점 만점에 70점 이상을 취득한 경우 

합격으로 인정한다. 
제24조(재시험) 종합시험 및 외국어시험에 불합격자는 재응시 할 수 있다. <개정 201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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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삭제 2011.3.1.>
제25조(작품심사) ①석사학위의 취득을 위해서는 작품심사에 합격하여야 한다. ②박사학위과정에

서는 논문지도교수와 전공주임교수가 지정한 학생에 한하여 작품심사에 합격해야 한다.

제5장  학점교환

제26조(학점교환) 본 대학원 학칙 제21조제2항에 의하여 대학원간 학점 교환이 협약된 국내외 대

학교는 “별표1”과 같다.
제27조(이수자격) 양교 대학원 재학생은 대학원간의 교환과목을 상대 대학교 대학원에서 이수하

여 학점을 취득할 수 있다.
제28조(교환이수학점) 상대 대학원에서 수강하여 이수할 수 있는 교환 학점은 매 학기당 3학점을 

초과할 수 없다. 
제29조(교환과목내용) ①교환과목은 대학원에 개설된 교과목으로서, 원칙적으로 당해 대학교 전임

교수의 담당과목으로 한다.
②본 대학원에 개설된 교과목에 대하여는 상대 대학교 대학원에서의 수강을 허용하지 아니한다.

제30조(수강신청 절차) 학점교환에 의한 교과목을 수강하고자 하는 학생은 다음과 같은 절차를 

밟아야 한다.
①학점교환에 의하여 개설된 강좌를 수강하고자 하는 학생은 본 대학원의 학과장 또는 논문

지도교수와 협의하여 학점교환에 의하여 개설된 강좌의 수강을 결정하여야 한다.
②수강과목이 결정되면 본 대학원에서 소정의 수강신청서 2부를 발급받아 수강과목을 기재

하여 상대 대학원에 교과목 담당교수의 승인을 받은 후 소속대학원에 제출하여 총장의 승인

을 받아야 한다.
③수강과목의 취소 또는 변경이 불가피한 경우에는 변경신청서 2부와 사유서 1부를 변경신

청 기간 내에 본 대학원에 제출하여야 한다.
④개설된 강의에 수강신청을 완료한 학생은 해당 교과목을 개설한 대학원에서 수강한다.

제31조(준수사항) 학점교환에 의하여 상대 대학원에서 수강하는 학생은 당해 대학원의 학칙을 준

수하여야 한다.
제32조(도서관 및 연구시설 이용) ①학점교환의 목적으로 상대 대학원 학생이 본 대학원에서 수

강하는 경우에는 이 학생은 본 대학교의 도서관 및 연구시설을 이용할 수 있다.
②도서관 및 연구시설 이용은 해당 교의 이용 세칙에 따른다.

제6장  장학금

제33조(교내 장학금) <삭제 2018.3.1.>
제34조(교외 장학금) <삭제 2018.3.1.>
제35조(준용규정) <삭제 201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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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장  납입금

제36조(납입금) ①다음 각 호의 1에 응시하고자 하는 자는 소정기일 내에 응시료 또는 심사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1. 외국어시험

2. 종합시험

3. 논문심사

다만, 대학원위원회의 심의결과 논문을 심사하지 않기로 결정한 경우에는 논문 심사료를 반

환한다.
②<삭제 2020.3.1.>

제37조(연구등록) ①석사학위과정 및 박사학위과정을 수료한 자는 연구등록을 하여야 하며 이에 

대한 세부사항은 총장의 승인을 받아 별도로 정한다. <개정 2018.8.31.>
②<삭제 2018.8.31.>
③연구등록기간은 학칙 제37조 및 제48조에서 규정한 논문제출시한을 초과할 수 없다.

제8장  내규의 개정

제38조(내규의 개정) ①이 내규를 개정하고자 할 때에는 본 대학원장이 발의하고 5일 이상 공고

한 후, 대학원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총장의 제청으로 이사장이 승인한다.
②이 내규를 시행하기 위해 각 전공별로 별도의 시행세칙을 제정하여 시행할 수 있다.

부칙

①(시행일) 이 내규는 2005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1. 이 내규의 시행 이전의 본 대학원 장학금 지급규정은 폐지한다.

2. 이 내규 시행 이전의 장학금 지급규정에 의해 진행된 학사업무는 이 내규에 의해 진행된 것

으로 한다.
③(시행일) 이 변경내규는 2006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시행일) 이 개정 내규는 2007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시행일) 이 개정 내규는 2011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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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

(시행일) 이 개정 내규는 2014년 12월 17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시행일) 이 개정 내규는 2016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시행일) 이 개정 내규는 2018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시행일) 이 개정 내규는 2018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시행일) 이 개정 내규는 2018년 8월 3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시행일) 이 개정 내규는 2019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4조 제1항, 제8조제3항 및 제17
조 제2항의 개정 내규는 2019년 3월 1일 입학생부터 적용한다. 

부칙

(시행일) 이 개정 내규는 2019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시행일) 이 개정 내규는 2020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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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1(제26조)

학점 교환이
협약된 국내외
대학교

한국
숙명여자대학교한국외국어대학교 경희대학교
서울시립대학교서울여자대학교 한성대학교
한양대학교 건국대학교

미국

California Institute of the Arts
California State University, Long Beach
California State University, Los Angeles
Central Connecticut State University, New Britain
Illinois Institute of Technology
Indiana University, Maurer School of Law
Maryland Institute, College of Art
Rhode Island School of Design
Rutgers,the State University of New Jersey,New Brunswick
State University of New York, New Paltz
Suffolk University (Suffolk University of Law)
University of Kansas
University of North Carolina, Charlotte
Utah State University
Washington State University
Emerson College

영국

Architectural Association School of Architecture
Art University Bournemouth
Kingston University
Northumbria University Newcastle
Royal College of Art
University of Dundee
University of the Arts, London
Loughborough University

독일

Akademie Mode & Design
Stuttgart State Academy of Art and Design
Hochschule fur Gestaltung(HfG)
RWTH Aachen University
Applied Sciences Schwabisch Gmünd
Universität Gesamthocaschule Essen
University of Applied Art, Design and Media, Stuttgart

일본

大阪藝術大學(Osaka University of Arts)
多摩美術大學(Tama Art University)
京都造形藝術大學(Kyoto University of Art & Design)
武藏野美術大學(Musashino Art University)
京都精華大學(Kyoto Seika University)
東北藝術工科大學(Tohoku University of Art & Design)
長岡造形大學(Nagaoka Institute of Design)
立命館大學(Ritsumeikan University)
筑波大學(The University of Tsukuba)
創価大學(Soka University)
東京理科大學(Tokyo University of Science)
Kanagawa Univers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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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점 교환이
협약된 국내외
대학교

중국

對外經濟貿易大學(University of International Business & Economics)
西安交通大學(Xi'an Jiaotong University)
延邊大學(Yanbian University)
中央美術學院(Central Academy of Fine Arts)
東北師範大學(Northeast Normal University)
魯迅美術學院(Luxun Academy of Fine Arts)
湖北美術學院(Hobei Institute of Fine Arts)
四川大學(Sichuan University)
渤海大學(Bohai University)
哈爾濱工程大學(Harbin Engineering University) 10
中國人民大學(Renmin University of China- IP Academy)
中國美術學院(China Academy of Art)
南京藝術學院(Nanjing University of the Arts)
广西师范大学(Guangxi Normal University)
鄭州大學(Zhengzhou University)
清华大学(Tsinghua University, Academy of Arts & Design)

캐나다 Emily Carr University of Art + Design

브라질 Universidade do Vale do Rio dos Sinos

프랑스

École de Management Bretagne Atlantique (EMBA-ISUGA)
Paris College of the Arts
École Supérieure des beaux-arts de Nantes Métropole
National Institute of Oriental Languages and Civilizations (INALCO)
Université Paris Diderot
Université Bordeaux Montaigne
École supérieure d’arts et médias de Caen/Cherbourg
École Communication Visuelle
Université de La Rochelle
École Nationale Supérieure des Beaux-Arts
L'école de Design Nantes Atlantique
École Nationale Supérieure de Creation Industrielle/Les Ateliers
École Speciale d'Architecture

이탈리아
Domus Academy
Nuova Accademia diBelle Arti Milano
Istituto Europeo di Design spa: Design and Fashion school

인도 Ajeenkya University

스페인 Cátedra Gaudí University polytechnic Catalana
Design College of Barcelona

네덜란드 Academy Industrial Design Eindhoven(AIVE)
Delft University of Technology

덴마크 Aalborg Universitet(Aalborg University)

핀란드 Aalto University of Art & Design(Taideteollinen Korkeakoulu)
HAAGA-HELIA University of Applied Sciences

스웨덴 School of Design and Crafts, Göteborgs University
Designhögskolan, Umea Universitet(Umea Institute of Design, Umea Univers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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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점 교환이
협약된 국내외
대학교

호주

Curtin University of Technology, Perth
Australia National University Canberra School of Art
Swinburne University of Technology
University of Melbourne

러시아
Moscow Stroganov Higher School of Industrial & Applied Arts
Ivanovo State Power University
Moscow State University of Design & Technology

대만
國立臺南藝術大學(Tainan National University of the Arts)
國立臺北藝術大學(Taipei National University of the Arts)

스위스
Lucerne University of Applied Sciences and Arts
Zurich University of the Arts

이스라엘 ezalel Academy of Arts and Design, Jerusalem

카자흐스탄 Al-Farabi Kazakh National University

태국
King Mongkut's University of Technology North Bangkok
Silpakorn University

몽골 Mongolia International University
Ulaanbaatar University

말레이지아 Universiti Kuala Lumpur

베트남 FPT University

싱가포르 Lasalle College of the Arts

이란
Art University of Isfahan
University of Art, Tehran
University of Tehran, I.R.IRAN

요르단 Jordan University of Science and Technology

터키 Ondokuz Mayis University

인도네시아 Faculty of Industrial Technology,Institut Teknologi Bandung

우즈베키스탄 Samarkand State Architectureand Civil Engineering Institute
Tashkent Institute ofArchitecture and Construc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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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대학원 석사학위종별

계열 학과(부) 석사학위 영문학위명

이학계열
물리학과
수학과

이학석사
이학석사

Master of Science
Master of Science

공학계열

건축학과

기계공학과
도시계획과
산업공학과
신소재공학과
전자전기공학과
컴퓨터공학과
토목공학과
화학공학과
건축공학과

금속공학과
기계정보공학과
세라믹공학과
실내건축학과
전자전기융합공학과
소프트웨어융합학과
조선해양공학과
바이오화학공학과

공학석사/
건축학석사
공학석사
공학석사
공학석사
공학석사
공학석사
공학석사
공학석사
공학석사
공학석사/
건축학석사
공학석사
공학석사
공학석사
실내건축학석사
공학석사
공학석사
공학석사
공학석사

Master of Science/
Master of Architecture
Master of Science
Master of Science
Master of Science
Master of Science
Master of Science
Master of Science
Master of Science
Master of Science
Master of Science/
Master of Architecture
Master of Science
Master of Science
Master of Science
Master of Interior Architecture
Master of Science
Master of Science
Master of Science
Master of Science

인문사회
계 열

경영학과
경제학과
광고홍보학과
교육학과
국어국문학과
독어독문학과
무역학과
문화예술경영학과
미술사학과
미학과
법학과
불어불문학과
사학과
세무학과
영어영문학과
광고홍보커뮤니케이션학과
글로벌경영학과
금융보험학과

경영학석사
경제학석사
문학석사
교육학석사
문학석사
문학석사
경영학석사
문화예술경영학석사
문학석사
문학석사
법학석사
문학석사
문학석사
세무학석사
문학석사
문학석사
경영학석사
경영학석사

Master of Business Administration
Master of Economics
Master of Arts
Master of Education
Master of Arts
Master of Arts
Master of Business Administration
Master of Arts In Arts and Cultural Management
Master of Arts
Master of Arts
Master of Laws
Master of Arts
Master of Arts
Master of Taxation (Tax Policy and Accounting)
Master of Arts
Master of Arts
Master of Business Administration
Master of Business Administration

미 술
․

디 자 인
계 열

금속조형디자인과
도예․유리과
동양화과
디자인학부

미술학석사
미술학석사
미술학석사
미술학석사

Master of Fine Arts
Master of Fine Arts
Master of Fine Arts
Master of Fine Ar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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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열 학과(부) 석사학위 영문학위명

미 술
․

디 자 인
계 열

목조형가구학과
섬유미술과
예술학과
의상디자인학과
조소과
판화과
회화과
커뮤니케이션디자인학과
디자인이노베이션&
테크놀로지학과
영상․애니메이션학과

미술학석사
미술학석사
문학석사
미술학석사
미술학석사
미술학석사
미술학석사
미술학석사
미술학석사

미술학석사

Master of Fine Arts
Master of Fine Arts
Master of Arts
Master of Fine Arts
Master of Fine Arts
Master of Fine Arts
Master of Fine Arts
Master of Fine Arts
Master of Fine Arts

Master of Fine Arts

공학(미술․
디자인)계열

게임학과 공학석사/
미술학석사

Master of Science/
Master of Fine Arts

학․연․산
협동과정

공업화학과
금속공학과
기계공학과
기계정보공학과
무기재료공학과
물리과
산업공예과
산업공학과
산업디자인학과
생명과학과
신소재공학과
전자전기공학과
정밀기계공학과
조선해양공학과
지구과학과
토목공학과
화학공학과
화학과
바이오화학공학과

공학석사
공학석사
공학석사
공학석사
공학석사
이학석사
미술학석사
공학석사
미술학석사
이학석사
공학석사
공학석사
공학석사
공학석사
이학석사
공학석사
공학석사
이학석사
공학석사

Master of Science
Master of Science
Master of Science
Master of Science
Master of Science
Master of Science
Master of Fine Arts
Master of Science
Master of Fine Arts
Master of Science
Master of Science
Master of Science
Master of Science
Master of Science
Master of Science
Master of Science
Master of Science
Master of Science
Master of Science

학과간
협 동
과 정

정 보
디 스
플레이
공 학

기계공학과
물리학과
신소재공학과
전자전기공학과
컴퓨터공학과
바이오화학공학과

공학석사
이학석사
공학석사
공학석사
공학석사
공학석사

Master of Science
Master of Science
Master of Science
Master of Science
Master of Science
Master of Science

지 식
재산학

기계공학과
경영학과
메타디자인학부
법학과
산업공학과
신소재공학과
전자전기공학과

지식재산학석사 Master of Intellectual Property

산 업
융 합
협 동
과 정

전학과
공학석사
경영학석사
미술학석사

Master of Science
Master of Business Administration
Master of Fine Ar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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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대학원 박사학위종별

계열 학과 박사학위 영문학위명

이학계열 수학과 이학박사 Doctor of Philosophy

공학계열

건축학과
  
기계공학과
도시계획과
산업공학과
신소재공학과
전자전기공학과
컴퓨터공학과
토목공학과
화학공학과
건축공학과
  
기계정보공학과
재료공학과
전자전기융합공학과
소프트웨어융합학과
바이오화학공학과

공학박사/
건축학박사
공학박사
공학박사
공학박사
공학박사
공학박사
공학박사
공학박사
공학박사
공학박사/
건축학박사
공학박사
공학박사
공학박사
공학박사
공학박사

Doctor of Philosophy

인문사회
계 열

경영학과
경제학과
광고홍보학과
교육학과
국어국문학과
독어독문학과
무역학과
문화예술경영학과
미술사학과
미학과
법학과
불어불문학과
사학과
세무학과
영어영문학과
지식재산학과
금융보험학과
광고홍보커뮤니케이션학과
글로벌경영학과

경영학박사
경제학박사
문학박사
교육학박사
문학박사
문학박사
경영학박사
문화예술경영학박사
문학박사
철학박사
법학박사
문학박사
문학박사
세무학박사
문학박사
지식재산학박사
경영학박사
문학박사
경영학박사

Doctor of Philosophy
Doctor of Philosophy
Doctor of Philosophy
Doctor of Philosophy
Doctor of Philosophy
Doctor of Philosophy
Doctor of Philosophy
Ph.D. In Arts and Cultural Management
Doctor of Philosophy
Doctor of Philosophy
Doctor of Philosophy in Law
Doctor of Philosophy
Doctor of Philosophy
Doctor of Taxation (Tax Policy and Accounting)
Doctor of Philosophy
Doctor of Intellectual Property
Doctor of Philosophy
Doctor of Philosophy
Doctor of Philosophy

미 술
․

디 자 인
․

공예계열

디자인․공예학과
미술학과
영상․인터랙션학과
커뮤니케이션디자인학과

미술학박사
미술학박사
미술학박사
미술학박사

Doctor of Philosoph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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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열 학과 박사학위 영문학위명

학․연․산
협동과정

공업화학과
교육학과
금속공학과
기계공학과
물리과
산업공학과
생명과학과
신소재공학과
재료공학과
전자전기공학과
조선해양공학과
지구과학과
토목공학과
화학공학과
화학과
바이오화학공학과

공학박사
교육학박사
공학박사
공학박사
이학박사
공학박사
이학박사
공학박사
공학박사
공학박사
공학박사
이학박사
공학박사
공학박사
이학박사
공학박사

Doctor of Philosophy

학과간
협 동
과 정

정 보
디 스
플레이
공 학

기계공학과
물리학과
신소재공학과
전자전기공학과
컴퓨터공학과
바이오화학공학과

공학박사
이학박사
공학박사
공학박사
공학박사
공학박사

Doctor of Philosophy

산 업
융 합
협 동
과 정

전학과
공학박사
경영학박사
미술학박사

Doctor of Philosoph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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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전문/특수대학원 전공별 영문학위명

구분 전공 석사학위 영문학위명

국 제
디자인
전 문
대학원

스마트디자인엔지니어링전공

디지털미디어디자인전공
디자인경영전공

디자인석사(스마트디자인엔지니어링)/
공학석사(스마트디자인엔지니어링/
디자인석사(디지털미디어디자인)
디자인석사(디자인경영)

Master of Design in Smart Design Engineering/
Master of Engineering in Smart Design Engineering
Master of Design in Digital Media Design
Master of Design in Design Management

디자인학전공 디자인박사(디자인학) Doctor of Design in Design Studies

건 축
도 시
대학원

건축디자인전공
도시디자인전공
조경설계전공
실내건축디자인전공
토목공학전공
부동산개발전공

건축석사(건축디자인)
도시디자인석사(도시디자인)
조경학석사(조경설계)
실내건축석사(실내건축디자인)
공학석사(토목공학)
부동산개발석사(부동산개발)

Master of Architectural Design (Architectural Design)
Master of Urban Design(Urban Design)
Master of Landscape Architecture (Landscaping Design)
Master of Interior Architecture Design(Interior Architecture Design)
Master of Engineering (Civil Engineering)
Master of Engineering (Real Estate Development)

경 영
대학원

경영학전공
문화예술경영전공

경영학석사(경영학)
문화예술경영학석사(문화예술경영)

Master
of Business
Administration

(Management)
(Arts and Cultural Management)

세무학전공 세무학석사(세무학) Master of Taxation (Tax Policy and Accounting)

공연예술
대학원

공연예술․뮤지컬전공
실용음악전공

예술학석사(공연예술)
음악학석사(실용음악)

Master of Performing Arts
Master of Contemporary Music

광 고
홍 보
대학원

광고홍보전공
뉴미디어콘텐츠전공
문화콘텐츠전공
브랜드매니지먼트전공
세일즈프로모션․이벤트전공

문학석사(광고홍보)
문학석사(뉴미디어콘텐츠)
문학석사(문화콘텐츠)
문학석사(브랜드매니지먼트)
문학석사(세일즈프로모션․이벤트)

Master of Arts (Advertising and Public Relations)
Master of Arts (New Media Content)
Master of Arts (Culture and Content)
Master of Arts (Brand Management)
Master of Arts (Sales Promotion and Event)

교 육
대학원

교육학전공
미술교육전공
상담심리전공

교육학석사(교육학)
교육학석사(미술교육)
교육학석사(상담심리)

Master
of Education

(Education)
(Art Education)
(Counseling Psychology)

문화예술
경 영
대 학 원

문화예술경영전공 문화예술경영학석사(문화예술경영) MBA in Arts and Cultural Management
(Arts and Cultural Management)

미 술
대학원

동양화전공
회화전공
조각전공
판화전공
예술기획전공

미술학석사(동양화)
미술학석사(회화)
미술학석사(조각)
미술학석사(판화)
문학석사(예술기획)

Master of Fine Arts (Oriental Painting)
Master of Fine Arts (Painting)
Master of Fine Arts (Sculpture)
Master of Fine Arts (Print Making)
Master of Arts (Art Plann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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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전공 석사학위 영문학위명

산 업
미 술
대학원

공공디자인전공
광고디자인전공
브랜드패키지디자인전공
산업디자인전공
패션디자인전공
공간디자인전공
사진디자인전공
도예․유리디자인전공
텍스타일디자인전공
금속․주얼리브랜드디자인전공
가구디자인전공
서비스디자인전공
일러스트레이션전공

미술학석사(공공디자인)
미술학석사(광고디자인)
미술학석사(브랜드패키지디자인)
미술학석사(산업디자인)
미술학석사(패션디자인)
미술학석사(공간디자인)
미술학석사(사진디자인)
미술학석사(도예․유리디자인)
미술학석사(텍스타일디자인)
미술학석사(금속․주얼리브랜드디자인)
미술학석사(가구디자인)
미술학석사(서비스디자인)
미술학석사(일러스트레이션)

Master of Fine Arts (Public Design)
Master of Fine Arts (Advertising Design)
Master of Fine Arts (Brand Packaging Design)
Master of Fine Arts (Industrial Design)
Master of Fine Arts (Fashion Design)
Master of Fine Arts (Spatial Design)
Master of Fine Arts (Photography)
Master of Fine Arts (Ceramics/Glass Design)
Master of Fine Arts (Textile Art and Design)
Master of Fine Arts (Metal/Jewelry Brand Design)
Master of Fine Arts (Furniture Design)
Master of Fine Arts (Service Design)
Master of Fine Arts (Illustration)

영상․
커뮤니
케이션
대학원

VR․AR콘텐츠전공
게임콘텐츠전공
광고․브랜드경영전공
뉴미디어콘텐츠전공
디지털애니메이션전공
영상디자인전공
인터랙션디자인전공
프로덕션디자인전공

미술학석사(VR․AR콘텐츠)
미술학석사(게임콘텐츠)
미술학석사(광고․브랜드경영)
미술학석사(뉴미디어콘텐츠)
미술학석사(디지털애니메이션)
미술학석사(영상디자인)
미술학석사(인터랙션디자인)
미술학석사(프로덕션디자인)

Master of Fine Arts (VR․AR Contents)
Master of Fine Arts (Game Contents)
Master of Fine Arts (Advertising․Brand Management)
Master of Fine Arts (New Media Content)
Master of Fine Arts (Digital Animation)
Master of Fine Arts (Film Design)
Master of Fine Arts (Interaction Deisng)
Master of Fine Arts (Production Design)

패 션
대학원

패션디자인전공
패션액세서리디자인전공
패션비즈니스전공
패션뷰티디자인전공

디자인석사(패션디자인)
디자인석사(패션액세서리디자인)
디자인석사(패션비즈니스)
디자인석사(패션뷰티디자인)

Master of Design (Fashion Design)
Master of Design (Fashion Accessories)
Master of Business Administration (Fashion Business)
Master of Design (Fashion Beauty Design)

문 화
정 보
정 책
대학원

공간․환경디자인전공

광고홍보․디자인전공

애니메이션전공
색채전공

실내건축석사(공간․환경디자인)
디자인석사(공간․환경디자인)

광고홍보디자인석사(광고홍보․디자인)

미술학석사(애니메이션)
미술학석사(색채)

Master of Engineering (Space․Environmental Design)
Master of Science in Design(Space․Environmental Design)

Master of ADPR․Communication Design
(Advertising, Public Relations․Communication Design)

Master of Fine Arts (Animation)
Master of Fine Arts (Color)

스마트
도 시
과 학
경 영
대학원

도시건축전공

도시환경전공

정보시스템전공

스마트도시과학경영석사
(PSM,도시건축)
스마트도시과학경영석사
(PSM,도시환경)
스마트도시과학경영석사
(PSM,정보시스템)

Master of Science and Business
(PSM, Urban Architecture)
Master of Science and Business
(PSM, Urban Environment)
Master of Science and Business
(PSM, Information Syst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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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석․박사학위 논문 체제

2. 양식 예시

3. 제본된 표지 및 표제지의 규격 및 양식

4. 문헌 기재 방법의 예

5. 학위논문 파일 작성 방법

6. 영문 논문 작성 체제

7. 석사학위 개별연구과제 보고서 제출 양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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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석․박사학위 논문 체제

1) 규격 : 4×6배판 (19cm×26cm)  
2) 내지 : 70파운드 이상 모조지

3) 표지색상 : 짙은 청색

4) 제본형식 : 클로즈 양장

5) 표지인쇄 : 표지양식에 따르되 명조체 활자-금박으로 한다.
6) 논문편집 순서 (※반드시 순서에 따를 것)
   (1) 표지

   (2) 속표지

   (3) 논문 제출서

   (4) 논문 인준서

   (5) 국문초록

   (6) 목차, 표 목차, 그림목차

   (7) 본문

   (8) 도판(있을 경우)
   (9) 참고문헌

  (10) 부록색인(있을 경우)
  (11) 설문지 등(있을 경우)
  (12) 영문요약(Abstract)
      ‣ 주석은 각주를 원칙으로 함

7) 논문 연월 표기 기준

   (1) 표지 : 석․박사학위 수여 연월(예: 0000년 2월, 0000년 8월)
   (2) 제출서 : 석․박사학위 인준제본논문 제출 마감 연월(학사일정)(예: 0000년 1월, 0000년 7월)
8) 논문 작성 시 여백주기 및 글자크기 (아래아한글 기준)

여백주기 글자크기

․ 머리말: 기본 값
․ 꼬리말: 기본 값
․ 위 여백: 기본 값
․ 아래여백: 기본 값
․ 왼쪽여백: 기본 값
․ 오른쪽여백: 기본 값

․ 본문: 글 11포인트 정도

․ 각주: 글 9-10포인트 정도

․ 줄 간격: 200-220 정도



208  대학원 요람

2. 양식 예시

국문 논문 석사 <표지, 속표지>

석사학위논문 

청소년 활동을 고려한 

청소년수련관 건축계획에 관한 연구 

- 청소년수련관을 중심으로-
A Study of the Youth Training Center Plan 

in Consideration of Adolescents Activities 

-Focused on Youth Training Center-

홍익대학교 대학원

건축학과

홍  길  동

2022년  2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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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 논문 석사 <제출서>

청소년 활동을 고려한 

청소년수련관 건축계획에 관한 연구 

- 청소년수련관을 중심으로-
A Study of the Youth Training Center Plan 

in Consideration of Adolescents Activities 

-Focused on Youth Training Center-

지도교수  ○  ○  ○

이 논문을 석사학위 논문으로 제출함.

2022년   1월  

홍익대학교 대학원

건축학과

홍  길  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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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 논문 박사 <표지, 속표지>

박사학위논문 

청소년 활동을 고려한 

청소년수련관 건축계획에 관한 연구 

- 청소년수련관을 중심으로-
A Study of the Youth Training Center Plan 

in Consideration of Adolescents Activities 

-Focused on Youth Training Center-

홍익대학교 대학원

건축학과

홍  길  동

2022년  2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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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 논문 박사 <제출서>

청소년 활동을 고려한 

청소년수련관 건축계획에 관한 연구 

- 청소년수련관을 중심으로-
A Study of the Youth Training Center Plan 

in Consideration of Adolescents Activities 

-Focused on Youth Training Center-

지도교수  ○  ○  ○

이 논문을 박사학위 논문으로 제출함.

2022년   1월  

홍익대학교 대학원

건축학과

홍  길  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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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 논문 <인준서> 

(석사학위 인준서 예시)

홍길동의 석사학위 논문을 인준함

심  사  위  원

심사위원장                  (인)

심사위원                    (인)

심사위원                    (인)

홍익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 인준서 예시)

   ○○○의 박사학위 논문을 인준함

심  사  위  원

심사위원장                  (인)

심사위원                    (인)

심사위원                    (인)

심사위원                    (인)

심사위원                    (인)

홍익대학교  대학원

<본 문>

(본문 예시)

Ⅰ. 서    론

Ⅱ. 학교 교육행정

1. 학교 교육행정의 정의 

 1) 교육행정과 일반행정의 차이점

    (1) 문제점 고찰

          가. 

          나. 

2.

(중략)

Ⅲ. 결     론

(하략)

<영문요약문>

(영문 요약문 예시)

ABSTRACT

A Study of School Educational
Administration

                   
○○○

 Educational Administration Major

 Department of Education

 The Graduate School of Education

Hongik University

In this thesis... 

※ 1. 영문의 경우 첫 문단을 들여 쓰기를 하지 않는 것이
     일반적이며, 두 번째 문단부터 들여 쓰기를 한다.

2. 학과 영문명은 Department of          로,
  전공은          Major로 표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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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제본된 표지 및 표제지의 규격 및 양식

1) 표지(속표지) 및 표지측면

   <측면>                                       <앞  면>

       2.3cm

제

목

성

명

           2.5cm

  

석사학위논문

                                        5cm

(2호)

                                                     26cm

(3호)

(3호)               홍익대학교 대학원명

                                                3.5cm

(4호)               학과(전공) 세부전공

(3호)

 

               0000년  0월           5cm

19cm

논 문  제 목

부 제 목

제출자 성명

    

   2호 - 22(글 글자크기)   3호 - 16(글 글자크기)  4호 - 14(글 글자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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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논문 제출서 및 인준서

<석사학위과정>                                     

7cm

(2호)           논 문 제 목

(4호)         지도교수 ○ ○ ○

6.5cm

(3호) 이 논문을 석사학위 논문으로 제출함

1.5cm

(4호)            0000년   0월

3cm

(4호)       홍익대학교 대학원명

2.5cm

(4호)       학과(전공) 세부(전공)

2.5cm

(3호)         제출자 성 명

3cm

    

                                          7cm

(2호) ○ ○ ○ 의 석사학위 논문을 인준함

                                                      6.5cm

(3호)           심  사  위  원

심사위원장      (인)

            심사위원        (인)        4.5cm

심사위원        (인)

9cm

       

                                                       5cm

(3호)  홍 익 대 학 교   대 학 원 명

                                         3cm

<박사학위과정>

7cm

(2호)           논 문 제 목

(4호)         지도교수 ○ ○ ○

6.5cm

(3호) 이 논문을 박사학위 논문으로 제출함

1.5cm

(4호)            0000년   0월

3cm

(4호)       홍익대학교 대학원

2.5cm

(4호)       학과(전공) 세부(전공)

2.5cm

(3호)         제출자 성 명

3cm

    

                                          7cm

(2호) ○ ○ ○ 의 박사학위 논문을 인준함

                                                      6.5cm

(3호)           심  사  위  원

심사위원장      (인)

심사위원        (인)             

            심사위원        (인)         4.5cm

심사위원        (인)    

심사위원        (인)

9cm

                                                       5cm

(3호)  홍 익 대 학 교   대 학 원 명

                                         3c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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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본문

↑

3.5cm

↓

                

  ․ 본문 : 글 11포인트 정도

       

  ․ 각주 : 글 9-10포인트 정도

       

  ․ 줄 간격 : 200-220 정도

      

←2cm→

19.5cm

26

cm

←3cm→

↑ ↕0.7cm  page

←… 3cm …… 14cm …………………→

↓

19cm

  

  4) 각주

   

<본 문>

 16)

17)

4cm

  <각 주> 

16)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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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문헌 기재 방법의 예

• 한글, 영어 단행본의 경우

   1) 한글 경우의 예

      ‣ 저자명. (출판연도), 도서명, 출판사

      ‣ 저자명.『도서명』. 출판사, 출판연도.
   2) 영어 경우의 예

      ‣ 저자명(성, 이름머리글자). (출판연도), 도서명(이탤릭체), 출판사

      ‣ 저자명(성, 이름머리글자), 도서명(이탤릭체), 출판사, 출판연도

• 한글, 영어 논문의 경우

   1) 한글 경우의 예

      ‣ 저자명. (발행연도), 논문제목, 간행물명. 권(호)수, 페이지.
      ‣ 저자명(발행연도). 「논문제목」『간행물명』 권(호)수.  페이지.
      ‣ 저자명. 「논문제목」『간행물명』 권수 호수(발행연도).  페이지.
   2) 영어 경우의 예

      ‣ 저자명(성, 이름머리글자). (발행연도), 논문제목, 간행물명(이탤릭체). 권(호)수, 페이지.
      ‣ 저자명(성, 이름머리글자).“논문제목”. 간행물명(이탤릭체). 권(호)수, 발행연도, 페이지. 

5. 학위논문 공개

  1) 학위논문 공개 지침

     가. 학위논문은 대학원 학위기간중 수행한 연구결과를 본교에 보고하고 

     나. 도서관에서는 이를 수집, 보존, 유통하여 연구 성과의 공유 및 확산을 도모하며

     다. ‘도서관법’ 및 ‘국회도서관법’에 의거, 국가대표도서관에 납본하여 국가서지 작성 및 

지식 정보 자원으로 보존하기 위해 공개를 원칙으로 하며 교체는 일체 불허한다.
     라. 다만 특허 출원 또는 심사, 군사상 비밀 등의 사유로 공개를 유예하는 경우 논문심사

위원 전원의 확인을 받아 최대 1년 간 유예할 수 있다. 
  2) 논문 공개 방법 : 논문 원문을 중앙도서관 시스템에 등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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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영문 논문 작성 체제

가. 석․박사학위 영문 논문 체제

  1) 규격 : 4×6배판 (19cm×26cm) 
  2) 내지 : 70파운드 이상 모조지

  3) 표지색상 : 짙은 청색

  4) 제본형식 : 클로즈 양장

  5) 표지인쇄 : 표지 양식에 따르되 활자 - 금박

  6) 논문편집 순서

    가) 표지 

    나) 논문 제출서

    다) 논문 인준서

       (이후의 내용은 한글논문작성법을 참고하여 작성함)
  7) 논문 연월 표기 기준 (일자는 기재하지 않음)
    가) 표지 : 석․박사학위 수여 연월(예: February 0000, August 0000)
    나) 논문제출서 : 석․박사학위 인준제본논문 제출 마감 연월(학사일정) 
        (예: January 0000, July 0000)
  8) 로마자 성명 표기 방법 : 성과 이름의 순서로 쓰며, 이름은 붙여 쓰는 것을 원칙으로 함.  

       (교육부)
예) Hong Gildong

         HONG GIL DONG (여권 표기 방법)
  9) 논문 작성 시 여백주기 및 글자크기 (MS Word 기준)

여백주기 글자크기

․ 위 아래 왼쪽 오른쪽 여백: 기본 값 ․ 본문: Times New Roman 11포인트 정도
․ 각주: 9-10포인트 정도
․ 줄 간격: 기본 값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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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영문 논문 양식 예시 

영문 논문 석사 <표지, 속표지>

 

A Study 
on Architectural Design of Shops 

 - Focused on Characteristics of the Arquitectes -

 

Hong Gil Dong 

Hongik University
February 2022



Ⅵ. 학위 논문 작성 안내  219

영문 논문 <제출서>

A Study 
on Architectural Design of Shops 

 - Focused on Characteristics of the Arquitectes -

Hong Gil Dong, B.S.

THESIS

Presented to the Faculty of the Graduate School of
Hongik University

In Partial Fulfillment of 
the Requirements
for the Degree of

MASTER OF ENGINEERING
Hongik University

January 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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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논문 석사 <인준서>

A Study 
on Architectural Design of Shops 

 - Focused on Characteristics of the Arquitectes -

Approved by
Thesis Committee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Supervising Professor, Yang Gildong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Kim Gil dong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Gildong Ah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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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논문 박사 <표지, 속표지>

 

A Study 
on Architectural Design of Shops 

 - Focused on Characteristics of the Arquitectes -

Hong Gil Dong 

Hongik University
February 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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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논문 박사 <제출서>

A Study 
on Architectural Design of Shops 

 - Focused on Characteristics of the Arquitectes -

Hong Gil Dong, B.S., M.S.

DISSERTATION

Presented to the Faculty of the Graduate School of
Hongik University

In Partial Fulfillment of 
the Requirements
for the Degree of

DOCTOR OF PHILOSOPHY
Hongik University

January 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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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논문 박사 <인준서>

A Study 
on Architectural Design of Shops 

 - Focused on Characteristics of the Arquitectes -

Approved by
Dissertation Committee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Supervising Professor, Yang Gildong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D Kim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Q Park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X Rhee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G Ah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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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규격 및 양식

 1) 표지  2) 논문제출서

19

㎝

2㎝ 4㎝

T

i

t

l

e

Title (22 pt)

Sub title (16pt)

Author Name (16pt)

26
㎝

2㎝

n

a

m

e

Hongik University

date (14pt)

2㎝ 3㎝

19㎝

4㎝

Title(20pt)
Sub title (14pt)

26
㎝

Author Name, M.S. (16 pt)
1㎝

THESIS(대문자)
Presented to the Faculty of the Graduate

School of

Hongik University

In Partial Fulfillment of

the Requirements

for the Degree of(12pt)
1㎝

MASTER OF (대문자, 16 pt)

Hongik University (14 pt)
1cm

date (14pt)

3㎝

※ 석사는 Thesis, 박사는 Dissertation으로 기재함

※ 저자 이름 옆에 붙은 학사학위명, 석사학위명은 본인의 학위명을 확인하여 기재함

   (석사는 학사학위명을 기재함 / 박사는 학사학위명, 석사학위명을 기재)
예) Bachelor of Science : B.S.

Bachelor of Art : B.A. 
Master of Science : M.S.
Master of Business Administration : M.B.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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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논문인준서

19㎝

3㎝

Title(22pt)

Sub title (16pt)

Approved by

Thesis Committee(14pt)

2cm

(Signature)
Supervising Professor, 000 (12pt)
(Signature)
000 (12pt)
(Signature)

000 (12pt)

26
㎝

3㎝

※ 석사 논문심사위원 : 3인 (공동지도교수인 경우 4인)
※ 박사 논문심사위원 : 5인 (공동지도교수인 경우 6인) 

※ 지도교수는 Supervising Professor로 맨 위 줄에 기재함

   (공동지도교수가 있을 시 동일하게 Supervising Professor로, 책임지도교수, 공동지도교수의 

    순으로 첫 번째 줄, 두 번째 줄에 각각 기재함)
※ 그 외의 심사위원은 영문 이름만 기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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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석사학위 개별연구과제 보고서 제출 양식

가. 국문 개별연구과제 보고서

  1) 작성 방법

     - 보고서는 횡서로 국문, 국한문 혼용 또는 외국어로 작성

     - 보고서의 제목은 국문으로 작성하고 필요시 영문 병기

     - 본문은 서론, 본론, 결론으로 구성하여 필요시 부록을 첨부

     - 논문 작성법에 준함

  2) 제책 방법

     - 본문 : A4 용지(297×210 ㎜) 인쇄

     - 표지 : 황색 레자크지 200g 이상

     - 제본 : 본드 제본

  3) 편철 순서

     - 표지(서식1. 참조)
     - 속표지(서식1. 참조)
     - 제출서(서식2. 참조)
     - 인준서(서식3. 참조)
     - 본문

     - 부록(필요한 경우)
  4) 연월 표기 기준

     (1) 표지 : 석사학위 수여 연월(예: 0000년 2월, 0000년 8월)
     (2) 제출서 : 석사학위 인준보고서 제출 마감 연월

        (예: 0000년 1월, 0000년 7월)
* 연월 표시는 표시양식 필히 준수

  (예시에서 연도만 바뀌며 월은 바뀌지 않음. 날짜는 기재하지 않음)
  5) 기타

     - 인준서 : 지도교수가 2명인 경우, 두 줄로 표현

               (책임지도교수, 공동지도교수의 순으로 인준을 받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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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 서식

(서식1. 표지 및 속표지) (서식2. 제출서)

제

목

석사학위
개별연구과제 보고서

개별연구과제 제목

-부제목-

영문제목

-영문부제목-

홍익대학교        대학원

      학과(전공 ) (       세부전공)

○ ○ ○

0000년 0월

 

개별연구과제 제목

-부제목-

영문제목

-영문부제목-

지도교수 _______

이 보고서를 석사학위청구

개별연구과제 보고서로 제출함

0000년 0월

홍익대학교        대학원

      전공   (      세부전공)

○ ○ ○ 

                 (서식3. 인준서)

○ ○ ○의 

석사학위 개별연구과제 보고서를 인준함

지도교수                  (인)

홍 익 대 학 교       대학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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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 개별연구과제 보고서 <표지 및 속표지>

표
현
에

관
한 

연
구

홍
길
동

석사학위
개별연구과제 보고서

표현에 관한 연구 

- 본인 작품을 중심으로-

A Study on the Expression

 -Focus on My Painting-

홍익대학교 미술대학원 

회화전공 

홍  길  동

2021년  8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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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 개별연구과제 보고서 <제출서>

표현에 관한 연구 

- 본인 작품을 중심으로-

A Study on the Expression

 -Focus on My Painting-

지도교수  ○  ○  ○

지도교수  ○  ○  ○

이 보고서를 석사학위청구

개별연구과제 보고서로 제출함.

2021년   7월  

홍익대학교 미술대학원 

회화 전공 

홍  길  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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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사 국문 개별연구과제 보고서 <인준서>

홍 길 동의 

석사학위 개별연구과제 보고서를 인준함

지도교수 ________________(인)

지도교수 ________________(인)

홍익대학교 미술대학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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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영문 개별연구과제 보고서

  1) 작성 방법

     - 보고서는 횡서로 영어로 작성

     - 본문은 서론, 본론, 결론으로 구성하여 필요시 부록을 첨부

     - 논문 작성법에 준함

  2) 「개별연구과제보고서」영문 : 「RESEARCH REPORT」또는 「PROJECT REPORT」중

 택1 하여 사용

  3) 제책 방법

     - 본문 : A4 용지(297×210 ㎜) 인쇄

     - 표지 : 황색 레자크지 200g 이상

     - 제본 : 본드 제본

  4) 편철 순서

     - 표지(서식1. 참조)
     - 속표지(서식1. 참조)
     - 제출서(서식2. 참조)
     - 인준서(서식3. 참조)
     - 목차

     - 본문

     - 부록(필요한 경우)
  5) 보고서 연월 표기 기준 (학사일정 참고)
     (1) 표지 : 석사학위 수여 연월(예: February 0000년 또는 August 0000)
     (2) 제출서 : 석사학위 인준제본논문 제출 마감 연월

(예: January 0000년 또는 July 0000)
     (3) 인준서 : 지도교수가 2명인 경우, 두 줄로 표현

                 (책임지도교수, 공동지도교수의 순으로 인준을 받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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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 서식

(서식1. 표지 및 속표지)    (서식2. 제출서)

T
i
t
l
e

Title
Sub Title

Author Name

Hongik University

February 2022

 

              
             Title
                          Sub Title

Author Name

RESEARCH REPORT
Presented to the Faculty of the Graduate School ofHongik UniversityIn Partial Fulfillment of the Requirementsfor the Degree of

MASTER OF FINE ARTS
Hongik University

January 2022

(서식3-1. 인준서)

지도교수가 1명인 경우

(서식3-2. 인준서)

지도교수가 2명인 경우

Titlesub Title

written by Author Name, 

has been approved as a Research Report 

for the Master of Fine Arts

____________________     
Supervising Professor, Kim Hong Ik     

 

Hongik University

Titlesub Title

written by Author Name, 

has been approved as a Research Report 

for the Master of Fine Arts

____________________  
Supervising Professor, Kim Hong Ik       

 

____________________      

 Supervising Professor, Josep Lee   

Hongik Univers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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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사 영문 개별연구과제 보고서 <표지>

  

A Study 
on the Concept of Self-identity 

- Focused on My Work <Everlasting> Series -

Richa Ryu

Hongik University
July 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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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사 영문 개별연구과제 보고서 <논문제출서>

A Study 
on the Concept of Self-identity 

- Focused on My Work <Everlasting> Series -

Richa Ryu
PROJECT REPORT

Presented to the Faculty of the Graduate School of
Hongik University

In Partial Fulfillment of 
the Requirements
for the Degree of

MASTER OF FINE ARTS
Hongik University

August 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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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사 영문 개별연구과제 보고서 <인준서>

A Study 
on the Concept of Self-identity 

- Focused on My Work <Everlasting> Series -

Approved by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Supervising Professor, Hong Gildo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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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대학원 연혁

본 대학원은 교육법 제108조에 의거하여 정심한 학술의 이론과 응용방법을 지도 연구하고 연

구능력․자기학습능력․지도자적 소양을 갖춘 각 분야의 인재를 양성하며, 자학문의 생산적 기지

가 되어서 국가와 인류사회의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1958년 3월에 설립되었다. 
1958. 3.28. 대학원 석사과정 설치인가

석사과정 : 법률학과(공법전공 4명, 사법전공 4명), 미술학과(회화전공 4명), 
정치학과 8명 설치

1962.12.31. 대학원 학과 변경(법률학과, 정치학과 폐지)
1963. 2.15. 대학원 학칙 변경인가(증과, 증원)

- 회화과 5명 증원

- 건축미술과, 공예과에 각 5명씩 신설

1967.12.15. 대학원 학칙 변경인가(증과, 증원)
- 회화 2명, 공예 2명 증원

- 건축학과 1명, 조각 5명 신설

1970. 2.10. 대학원 학칙 변경인가(증원)  
- 회화과 3명, 공예과 1명, 건축과 4명 증원

1971. 1.23. 대학원 학칙 변경인가(증과, 증원)
- 공예과를 공예도안과로 개칭, 10명 증원, 조각과 3명, 경영학과(6명) 신설

1972. 1.28. 대학원 학칙 변경인가(증과, 증원)
- 석사과정 신설 : 전기공학과 10명, 기계공학과 10명, 토목공학과 10명, 
화학공학과 10명, 경제학과 8명

- 증원 : 건축학과 2명, 회화과 6명, 경영학과 4명, 조각과 2명, 공예도안과 7명
1973. 1. 8. 대학원 학칙 변경인가(증과, 증원)

- 석사과정 신설 : 도시계획과 10명, 정밀기계공학과 8명, 무역학과 8명, 
미학미술사학과 8명

- 증원 : 조각과 2명, 공예도안과 7명
- 박사과정 신설 : 건축공학과 3명, 미학미술사학과 3명

1973.12.31. 대학원 학칙 변경인가(증과, 증원)
- 석사과정 : 전자공학과 6명, 금속공학과 6명 신설, 회화과 5명, 조각과 7명, 
공예도안과 6명 증원, 미학미술사학과 8명

- 박사과정 신설 : 전기공학과 2명, 경제학과 2명 

1975. 1.21. 대학원 학칙 변경인가

- 증원 : 회화과 4명, 조각과 4명, 공예도안과 5명, 미학미술사학과 2명
1976. 1.22. 대학원 학칙 변경인가(증과)

- 석사과정 신설 : 전자계산학과 6명, 물리학과 6명



240  대학원 요람

1977. 1.15. 대학원 학칙 변경인가(학과정원을 계열별 정원제로 변경)
- 석사학위과정(3계열 18개학과) 218명

1) 공학계열(11개학과) 94명으로 5명 증원

건축학과, 토목공학과, 전기공학과, 기계공학과, 화학공학과, 도시계획과, 
정밀기계공학과, 금속공학과, 전자공학과, 전자계산학과, 물리학과

2) 인문사회계열(4개학과) 36명으로 2명 감축

미학미술사학과, 경영학과, 경제학과, 무역학과

3) 미술디자인계열(3개학과) 88명으로 2명 증원

회화과, 조각과, 공예도안과

- 박사학위과정(2계열, 4개학과) 17명
1) 공학계열(2개학과) 12명으로 7명 증원

건축학과, 전기공학과

2) 인문사회계열(2개학과) 5명
미학미술사학과, 경제학과

1978. 2.15. 대학원 학칙 변경인가(증과, 증원)
- 박사학위과정 기계공학과 신설

- 박사학위과정(2계열 5개학과) 26명으로 9명 증원

1) 공학계열 : 건축학과, 전기공학과, 기계공학과(3개학과 21명)
2) 인문사회계열 : 미학미술사학과, 경제학과(2개학과 5명)

1978.12.30. 대학원 학칙변경 인가

- 석사학위과정(3계열 20개학과, 240명)
1) 공과계열을 이공계열로 변경

2) 이공계열 : 12개학과, 104명으로 10명 증원 

건축, 토목공, 전기공, 기계공, 화학공, 도시계획공, 정밀기계공, 금속공, 
전자공, 전자계산, 물리학, 수학(신설)

3) 인문사회계열 : 5개학과, 46명으로 10명 증원 

미학미술사학, 경영학, 경제학, 무역학, 사학(신설)
4) 미술디자인계열 : 3개학과, 90명으로 2명 증원

회화과, 조각과, 공예도안과

- 박사학위과정(2계열, 8개학과, 45명)
1) 공학계열을 이공계열로 변경

2) 이공계열 : 5개학과, 33명으로 12명 증원

건축, 기계공, 전기공, 도시계획(신설), 화학공(신설)
3) 인문사회계열 : 4개학과 12명으로 7명 증원

미학미술사학과, 경제학과, 경영학과(신설), 무역학과(신설)
1979.12. 5. 대학원 학칙 변경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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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석사학위과정(3계열 23개학과, 270명)
1) 이공계열 : 12개학과, 120명으로 16명 증원

건축, 토목공, 전기공, 기계공, 화학공, 도시계획, 정밀기계공, 금속공, 
전자공, 전자계산학과, 물리학과, 수학과

2) 인문사회계열 : 5개학과, 60명으로 14명 증원

미학미술사학, 경영학, 경제학, 무역학, 사학

3) 미술디자인계열(5개학과, 90명) : 동양화, 서양화, 조각, 도안, 공예

- 박사학위과정(2계열 10개학과, 76명)
1) 이공계열 : 6개학과, 54명으로 21명 증원

건축, 기계공, 전기공, 도시계획, 화학공, 토목공(신설)
2) 인문사회계열 : 4개학과, 22명으로 10명 증원

미학미술사학, 경제학, 경영학, 무역학

1980.11. 3. 대학원 학칙 변경인가(증과, 증원)
- 석사학위과정 (3계열 23개학과 400명)

1) 이공계 : 12개학과 180명으로 60명 증원

2) 인문사회계열 : 6개학과 120명으로 60명 증원

미학미술사학과를 미학과, 미술사학과로 분리

미학과, 미술사학과, 경영학, 경제학, 무역학, 사학

3) 미술디자인계열 : 5개학과 100명으로 10명 증원

- 박사학위과정(2계열 11개학과 76명)
1981.11.25. 대학원 학칙 변경인가(학위별 총정원제 실시)

- 석사학위과정 : 3계열 24개학과, 420명으로 20명 증원

1) 이공계열(12개학과) 
물리학과, 전자계산학과, 수학과, 건축학과, 도시계획과, 토목공학과, 전기공

학과, 전자공학과, 기계공학과, 정밀기계공학과, 금속공학과, 화학공학과

2) 인문사회계열(6개학과)
미학과, 미술사학과, 사학과, 경영학과, 무역학과, 경제학과

3) 미술디자인계열(6개학과) 공업디자인과 신설, 공예과를 공예디자인과로, 
도안과를 시각디자인과로 명칭변경

동양화과, 서양화과, 조각과, 공예디자인과, 시각디자인과, 공업디자인과

- 박사학위과정 : 2계열 12개학과, 76명
1) 이공계열(7개학과) 수학과 신설

건축학과, 도시계획과, 토목공학과, 전기공학과, 기계공학과, 화학공학과, 
수학과

2) 인문사회계열(5개학과) 미학미술사학과를 미학과, 미술사학과로 분리

미학과, 미술사학과, 경영학과, 무역학과, 경제학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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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82.11.22. 대학원 학칙 변경인가(증원, 증과)
- 석사학위과정(3계열 27개학과) 430명으로 10명 증원

- 석사과정 신설 : 국어국문학과, 영어영문학과, 교육학과 

- 박사과정 신설 : 전자공학과

1983.10.29. 대학원 학칙 변경인가

- 박사과정 신설 : 금속공학과, 사학과

1984.11.27. 대학원 학칙 변경인가(증원, 증과)
- 석사학위과정 정원을 450명으로 20명 증원, 독어독문학과, 불어불문학과 신설

- 박사학위과정 정원 76명으로 변경 없이 전자계산학과, 국어국문학과, 영어영문학과, 
교육학과 신설

1987.11. 9. 대학원 학칙 변경인가

- 석사과정 : 450명을 508명으로 58명 증원, 산업공학과 신설

- 박사과정 : 76명을 118명으로 42명 증원, 독어독문학과, 불어불문학과 신설

1988.11.30. 박사과정 정원 118명을 131명으로 13명 증원

1990.11. 8. 1991학년도 대학원 정원 조정인가

- 석사과정 정원 508명을 563명으로 55명 증원

- 박사과정 정원 131명을 134명으로 3명 증원, 미술학과 신설

1991.11.15. 대학원 석사과정에 예술학과 신설

1992. 7.30. 1993학년도 대학원 정원 조정인가

- 학과신설 : 석사과정에 법학과, 박사과정에 산업공예학과

- 학과증원 : 석사과정 72명, 박사과정 9명
1993. 9. 4. 1994학년도 대학원 정원 조정인가

- 석사과정 : 기계설계학과, 전기제어공학과 신설 

659명을 699명으로 40명 증원

1994.10.21. 1995학년도 대학원 정원 조정인가

- 학과신설 : 석사과정에 전자전산공학과, 금속재료공학과

- 정원증원 : 석사과정 50명, 박사과정 10명 증원

1995.10.18. 1996학년도 대학원 정원 조정인가

- 학과신설 : 석사과정에 전파공학과, 건축공학과, 공업화학과, 조선해양공학과, 
판화과

- 정원증원 : 석사과정 71명, 박사과정 22명, 학․연․산 협동 석․박사과정 24명
(석사 12명, 박사 12명) 증원

- 석사과정의 서양화과를 회화과로 명칭 변경함

1996.11. 2. 1997학년도 대학원 정원조정 인가

- 입학정원제로 바꿈

이학계열(석사 31명, 박사 6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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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학계열(석사 233명, 학연산 석사 11명, 박사 36명, 학연산 박사 6명)
인문사회계열(석사 115명, 학연산 석사 10명, 박사 25명)
미술디자인계열(석사 93명, 학연산 석사 2명, 박사 6명)

- 학과신설

1) 석사과정 : 정보공학과, 세라믹공학과, 경영정보학과, 광고디자인학과

2) 박사과정 : 전파공학과, 전기제어공학과, 법학과

- 정원증원 : 인문사회계열(석사 18명, 박사 4명), 공학계열(석사 40명, 
박사 4명), 예능계열(석사 5명, 박사 2명)

- 학․연․산 협동과정 정원 증원 : 한화기계연구소(석사 1명)
한국해양연구소(석사 3명, 박사 2명), 한국화학연구소(석사 3명, 박사 2명)
생산기술연구원(석사 3명, 박사 2명), 중앙일보사(석사 2명)
한국도자기그룹(석사 1명), 동북아지역연구 협동과정(석사 10명)

- 석사과정 공예디자인과의 목공예전공을 목조형가구전공으로 명칭변경

1997. 3.14. 현대미술 최고위과정 1기 개설

1997. 9.12. 현대미술 최고위과정 2기 개설

1997.10.25. 1998학년도 대학원 정원 조정인가

- 정원증원 : 공학계열(석사 19명 박사 5명), 예능계열(석사 5명, 박사 1명)
- 신설 : 석사과정에 금융보험학과, 제품디자인과 신설

1998. 9. 1. 정원증원 : 이학계열(박사 1명), 공학계열(석사 12명, 박사 5명), 
인문사회계열(박사 3명), 미술디자인계열(석사 4명, 박사 2명)

1999. 3.22. 1년 과정의 국고지원연구과정 개설(산업기술, 디자인)
1999.11. 2. 2000학년도 대학원 정원 조정인가

정원증원 : 석사 125명(학연산 5명 포함), 박사 62명(학연산 2명 포함)
1) 석사학위과정 중 “47학과”를 “50학과”로 “입학정원 512명”을 “입학정원 632명”

으로, “학․연․산 협동연구과정 23명”을 “학․연․산 협동연구과정 28명”으로 

증원

Ÿ 석사학위과정 공학계열을 “20학과 264명”을 “20학과”로 하며, “전기제어공학

과”를 “전기․정보․제어공학과”로, “금속재료공학과”를 “금속․재료공학과”로, 
“산업공학과”를 “정보산업공학과”로, “정보공학과”를 “컴퓨터공학과”로, “공업

화학과”를 “화학시스템공학과”로 명칭 변경

Ÿ 석사학위과정 미술디자인계열 “10학과 102명”을 “13학과”로 하며, “조각과”를 

“조소과”로, “공업디자인과”를 “산업디자인학과”로, “광고디자인과”를 “광고

멀티미디어디자인과”로 명칭변경하며, “공예디자인과”를 전공별로 “금속조형

디자인과”, “도예과”, “목조형가구학과”, “섬유미술과”로 학과분리

Ÿ 석사학위과정 학․연․산 협동연구과정에 기초과학지원연구소를 신설하고, 
“15학과 13명”을 “19학과”로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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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과학지원연구소(5)
화학과, 물리과, 생명과학과, 지구과학과, 화학공학과,
공업화학과, 재료공학과

2) 박사학위과정 중 “26학과”를 “27학과”로, “입학정원 90명”을 “입학정원 150
명”으로, “학․연․산 협동연구과정 6명”을 “학․연․산 협동연구과정8명”으
로 증원

Ÿ 박사학위과정 공학계열 “11학과 46명”을 “11학과”로 하며, “금속공학과”를 

“금속․재료공학과”로, “산업공학과”를 “정보산업공학과”로, 전기제어공학

과”를 “전기․정보․제어공학과”로 명칭 변경

Ÿ 박사학위과정 인문사회계열 “12학과 28명”을 “13학과”로 하며, “광고홍보

학과”를 추가

Ÿ 박사학위과정 학․연․산 협동연구과정에 기초과학지원연구소를 신설하고, 
“11학과 6명”을 “15학과”로 함

기초과학지원연구소(2) 화학과, 물리과, 생명과학과, 지구과학과, 화학공학과,
공업화학과, 재료공학과

※ 현재 본 대학원에는 석사학위과정, 박사학위과정, 석․박사 통합과정 및 

연구과정을 두고 있으며 각 과정의 개설학과는 다음과 같다. 
2000. 3. 1. - 석사학위과정(4계열 50학과) 입학정원 632명, 학․연․산 협동연구과정 18명, 동북아

지역연구 협동과정 10명 

Ÿ 이학계열 : 3학과 전자계산학과, 수학과, 물리학과

Ÿ 공학계열 : 20학과 건축학과, 도시계획과, 토목공학과, 전기․정보․제어공학

과, 전자공학과, 기계공학과, 정밀기계공학과, 금속․재료공학과, 화학공학과, 
정보산업공학과, 전파공학과, 컴퓨터공학과, 기계설계학과, 전기공학과, 전자전

산공학과, 금속공학과, 건축공학과, 화학시스템공학과, 조선해양공학과, 세라믹

공학과

Ÿ 인문사회계열 : 14학과 국어국문학과, 영어영문학과, 독어독문학과, 불어불문학

과, 미학과, 미술사학과, 사학과, 교육학과, 경영학과, 무역학과, 경제학과, 법학

과, 경영정보학과, 금융보험학과

Ÿ 미술디자인계열 : 13학과 동양화과, 회화과, 판화과, 조소과, 금속조형디자인과, 
도예과, 목조형가구학과, 섬유미술과, 시각디자인과, 산업디자인학과, 예술학과, 
광고멀티미디어디자인과, 제품디자인과

- 박사학위과정(4계열 27학과) 입학정원 150명, 자연계 학․연․산 협동연구과정 8명
Ÿ 이공계열 : 2학과 전자계산학과, 수학과

Ÿ 공학계열 : 11학과 건축학과, 도시계획과, 토목공학과, 전기공학과, 전자공학과, 
기계공학과, 금속․재료공학과, 화학공학과, 정보산업공학과, 전파공학과, 전

기․정보․제어공학과

Ÿ 인문사회계열 : 13학과 국어국문학과, 영어영문학과, 독어독문학과, 불어불문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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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 미학과, 미술사학과, 사학과, 교육학과, 경영학과, 무역학과, 경제학과, 법학

과, 광고홍보학과

Ÿ 미술․디자인․공예계열 : 1학과 미술학과

2001. 3. 1. - 학과 신설 

Ÿ 석사학위과정 : 의상학과, 공간디자인학과, 사진학과

Ÿ 박사학위과정 : 건축공학과, 교육학과(학․연․산과정, 신설 10명, 한국교육개

발원)
- 명칭 변경 

전파공학과 → 전파통신공학과 (석․박사)
전자계산학과 → 컴퓨터공학과 (박사, 전자계산학과를 폐지, 컴퓨터공학과 신설)

- 학과 통합 : 전자계산학과 → 컴퓨터공학과 (석사)
- 학위 수여규정 제9조, 제18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졸업소요학점을 전부 취득하고, 
학위청구논문 제출을 하지 못한 경우, 2001학년도 1학기부터 2005학년도 2학기 

내 1회에 한하여 학위 청구논문을 제출할 수 있다. 단, 학위 청구논문 제출에 따

른 절차를 거쳐야 한다.
2002. 3. 1. - 명칭 변경 : 기계설계학과 → 기계정보공학과(석사)
2003. 3. 1. - 학과 신설 : 석사과정 광고홍보학과 신설

- 학과 분리 : 박사과정 미술학과를 미술학과와 디자인․공예학과로 분리

2004. 3. 1. - 입학정원 조정

Ÿ 석사학위과정 : 632명을 600명으로 32명 감원

Ÿ 박사학위과정 : 150명을 182명으로 32명 증원

- 학과 신설

Ÿ 석사학위과정 : 영상․애니메이션학과(조치원캠퍼스), 기계정보공학과(조치원캠

퍼스)
Ÿ 박사학위과정 : 영상학과

- 학과간 협동과정 신설

Ÿ 석사학위과정 : 분자전자공학(7개학과) 10명(기존“동북아지역연구 협동과정”을 

변경하여 정원을 자체조정)

분자전자공학(10) 물리학과, 금속․재료공학과, 화학공학과, 전기․정보․제어공학과,
전자공학과, 컴퓨터공학과, 화학시스템공학과  

2005. 3. 1. - 석사 및 박사과정에서 전자공학과, 전파통신공학과를 전자정보통신공학과로 통

합, 금속․재료공학과를 신소재공학과로 명칭 변경

- 학과간 협동과정에서 분자전자공학을 정보디스플레이공학으로 명칭변경

- 석사과정 : 소프트웨어․게임학과 신설

- 박사과정 : 화학시스템공학과 신설, 광고커뮤니케이션디자인학과 신설, 디자인․

공예학과 소속에 색채전공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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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원조정 : 석사과정 600명을 504명으로 96명 감원, 박사과정 182명을 177명으

로 5명 감원, 정보디스플레이공학 학과간 협동과정 10명을 20명으로 10명 증원

2006. 3. 1. - 박사과정 : 금융보험학과 신설

- 인원조정 : 석사과정 504명을 489명으로 15명 감원, 정보디스플레이공학 학과간 

협동과정 20명을 10명으로 10명 감원

2007. 3. 1. - 박사과정 

Ÿ 학과간 협동 정보디스플레이공학 박사학위과정 신설

Ÿ 한국교육개발원과 협정 해지에 따라 학․연․산 협동과정 교육학과 박사과정 

폐지

- 정원 조정 

Ÿ 학․연․산 협동과정 교육학과 박사과정 폐지에 따른 정원 10명을 대학원박사

학위과정 정원으로 조정

Ÿ 정보디스플레이공학 학과간 협동 석사학위과정 3명을 정보디스플레이공학학과

간 협동 박사학위과정 2명으로 조정

- 명칭변경 : 석사학위과정의 의상학과를 의상디자인학과로 명칭변경

2008. 3. 1. - 석사학위과정에 “메타디자인학부” 통합․신설 

(석사학위과정의 공간디자인학과, 산업디자인학과, 시각디자인과, 사진학과를 단

일화 하여 “메타디자인학부”로 통합) 
- 정원조정 : 석사학위과정에서 489명을 494명으로 5명 증원

2009. 2.28. - 석사학위과정의 “정밀기계공학과” 폐지 

2009. 3. 1. - 정원조정 

Ÿ 석사학위과정의 입학정원을 494명에서 524명으로 30명 증원

Ÿ 학․연․산협동 석사과정 입학정원을 16명에서 2명으로 조정(14명 감원)
Ÿ 학․연․산협동 박사과정 입학정원을 8명에서 2명으로 조정(6명 감원)
Ÿ 학․연․산협동과정의 석사과정과 박사과정별로 입학정원을 통합․운영 

2010. 2.28. - 석사 및 박사학위과정의 “무역학과” 폐지 

2010. 3. 1. - 정원조정(총입학정원 범위 내 자체조정) 
Ÿ 석․박사학위과정의 입학정원을 캠퍼스별로 분리하여 조정

Ÿ 석사학위과정의 입학정원을 524명에서 578명으로 54명 증원

(학․연․산 협동 석사과정과 학과간 협동 석사과정 포함)
(서울캠퍼스 석사과정 543명, 조치원캠퍼스 석사과정 35명)

Ÿ 박사학위과정의 입학정원을 187명에서 191명으로 4명 증원

(학․연․산 협동 박사과정과 학과간 협동 박사과정 포함)
(서울캠퍼스 박사과정 181명, 조치원캠퍼스 박사과정 10명)

Ÿ 학․연․산 협동 석사과정과 학과간 협동 석사과정의 연구소별 입학정원을 삭

제하고 아래 (1),(2)와 같이 석사과정과 박사과정별로 일반대학원 입학정원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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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 운영

1) 학․연․산 협동 석사과정과 학과간 협동 석사과정의 입학정원(9명)을 일

반대학원 석사과정으로 조정하고 석사과정 입학정원과 통합 운영

2) 학․연․산 협동 박사과정과 학과간 협동 박사과정의 입학정원(4명)을 일

반대학원 박사과정으로 조정하고 박사과정 입학정원과 통합 운영

- 학과 신설 

Ÿ 석사학위과정에 “지식재산학 학과간 협동과정”(MIP) 신설 

Ÿ 석사학위과정에 “실내건축학과”신설 

Ÿ 석사 및 박사학위과정에 “세무학과”신설 

Ÿ 석사학위과정에 “문화예술경영학과”신설 

Ÿ 석사 및 박사학위과정에 “광고커뮤니케이션학과”신설 

Ÿ 박사학위과정에 “글로벌경영학과 ”신설 

- 학과 명칭 변경 

Ÿ 석사 및 박사학위과정의 “정보산업공학과”를 “산업공학과”로 명칭 변경

Ÿ 석사학위과정의 “경영정보학과”를 “글로벌경영학과”로 명칭 변경 

Ÿ 석사학위과정의 “광고멀티미디어디자인과”를 “커뮤니케이션디자인학과로 명칭 

변경 

Ÿ 박사학위과정의 “광고커뮤니케이션디자인학과”를 “커뮤니케이션디자인학과”로 

명칭 변경

2011. 3. 1. - 정원조정(총입학정원 범위 내 자체 입학정원 조정) 
Ÿ 석사학위과정의 입학정원을 578명에서 582명으로 조정

(조치원캠퍼스 석사학위과정 입학정원을 35명에서 39명으로 4명 증원)
Ÿ 박사학위과정의 입학정원을 191명에서 192명으로 조정

(조치원캠퍼스 박사학위과정 입학정원을 10명에서 11명으로 1명 증원)
- 메타디자인학부 트랙 조정 

Ÿ 석사학위과정의 메타디자인학부 트랙 조정(7개 트랙 → 5개 트랙)
2012. 3. 1. - 학과 명칭 변경 

Ÿ 세종캠퍼스 석사학위과정 “소프트웨어․게임학과(공학계열, 미술․디자인계열)”
를 “게임학과(공학계열, 미술․디자인계열)”로 명칭 변경 

2013. 3. 1. - 정원조정(총입학정원 범위 내 자체 입학정원 조정) 
Ÿ 석사학위과정의 입학정원을 582명에서 572명으로 조정

(세종캠퍼스 석사학위과정 입학정원을 39명에서 29명으로 10명 감원)
- 학과 신설 

Ÿ 세종캠퍼스 박사학위과정에 “재료공학과” 신설 

2014. 3. 1. - 학과 명칭 변경 

Ÿ 석사학위과정의 “광고커뮤니케이션학과”를 “광고홍보커뮤니케이션학과”로 명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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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Ÿ 박사학위과정의 “광고커뮤니케이션학과”를 “광고홍보커뮤니케이션학과”로 명칭 

변경

2015. 3. 1. - 학과 신설

Ÿ 박사학위과정에 “지식재산학과”신설

2016. 6. 1. - 학과 신설

Ÿ 박사학위과정에 “문화예술경영학과” 신설

2017. 3. 1. - 학과 통합

Ÿ 석사학위과정의 “전자정보통신공학과” 및 “전기․정보․제어공학과”를 “전자전기

공학과”로 통합

2018. 3. 1. - 학과 명칭 변경 

Ÿ 세종캠퍼스 석사학위과정의 “제품디자인과”를 “디자인이노베이션&테크놀로지

학과”로 명칭 변경

Ÿ 석사학위과정의 “메타디자인학부”를 “디자인학부”로 명칭 변경

- 디자인학부 트랙 통합

Ÿ 석사학위과정의 “메타디자인학부 제품디자인트랙” 및 “메타디자인학부 운송기

기디자인트랙”을 “디자인학부 산업디자인트랙”으로 통합

- 국어국문학과 세부 전공 신설

Ÿ 석사학위과정의 “국어국문학과”에 “국어국문학과 국어국문학전공” 및 “국어국

문학과 한국어교육전공” 세부전공 신설

2018. 9. 1. - 정원조정 : 세종캠퍼스 석사학위과정에서 29명을 34명으로 5명 증원

2019. 3. 1. - 학과간 협동과정 신설

Ÿ 산업융합 협동과정 신설(서울/세종, 석/박사)
- 학․석사 연계과정 신설

Ÿ 학사학위과정(8학기→7학기) 및 석사학위과정(4학기→3학기)의 수업연한을 단

축하여 5년 이내에 학사 및 석사학위를 취득 가능

※ 건축학전공 및 건축디자인전공은 학사학위과정의 수업연한이 10학기→9학
기로 단축하여 6년 이내에 학사 및 석사학위를 취득 가능

- 정원조정 : 세종캠퍼스 석사학위과정에서 34명을 49명으로 15명 증원

2021. 3. 1. - 학과 명칭 변경 

Ÿ 박사학위과정의 “영상학과”를 “영상․인터랙션학과”로 명칭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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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대 대학원장

초대 1958. 3. ~ 1961. 3. 표 문 후

2대 1961. 3. ~ 1963. 1. 이 종 우

3대 1963. 1. ~ 1963. 7. 김 환 기

4대 1963. 7. ~ 1964. 12. 이 마 동

5대 1964. 12. ~ 1967. 12. 정 의 택

6대 1967. 12. ~ 1968. 3. 이 대 원

7대 1968. 3. ~ 1969. 2. 이 마 동

8대 1969. 2. ~ 1969. 9. 한 상 봉

9대 1969. 9. ~ 1972. 3. 이 대 원

10대 1972. 3. ~ 1973. 3. 한 준 택

11대 1973. 3. ~ 1975. 12. 정 인 국

12대 1975. 12. ~ 1976. 3. 이 항 녕

13대 1976. 3. ~ 1979. 3. 이 대 원

14대 1979. 3. ~ 1980. 9. 김 창 집

15대 1980. 9. ~ 1982. 3. 이 대 원

16대 1982. 3. ~ 1988. 2. 송 재 만

17대 1988. 3. ~ 1990. 8. 박 병 주

18대 1990. 9. ~ 1992. 8. 이 성 순

19대 1992. 9. ~ 1994. 3. 심 상 필

20대 1994. 4. ~ 1996. 2. 강 도 열

21대 1996. 3. ~ 1998. 3. 윤 도 근

22대 1998. 3. ~ 2000. 2. 변 대 현

23대 2000. 2. ~ 2003. 2. 장 영 태

24대 2003. 3. ~ 2005. 8. 채 규 학

25대 2005. 9. ~ 2008. 8. 정 원 표

26대 2008. 9. ~ 2009. 2. 장 사 선

27대 2009. 3. ~ 2011. 2. 한 병 기

28대 2011. 3. ~ 2013. 8. 임 창 희

29대 2013. 9. ~ 2015. 8. 김 철 중

30대 2015. 9. ~ 2017. 2. 김 경 호

31대 2017. 3. ~ 2018. 8. 이 광 철

32대 2018. 9. ~ 2020. 8. 이 한 순

33대 2020. 9. ~ 김 영 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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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국제디자인전문대학원 연혁

1995.12.20. 한국디자인진흥원 대학로 부지에 대학원 교사 준공

1996. 1.13. 제1회 신입생 선발

1996. 3. 4. 산업디자인 연수원으로 발족

1996. 9. 3. 국제산업디자인대학원 석사과정 설치 인가(산업디자인학과 정원 50명)
1997. 5.26. 학칙변경 (2년 6학기제 → 2년 4학기제)
1998. 2.26. 제1회 학위 수여식

1998.10.20. 학칙변경(2년 4학기제와 병행하여 3년 6학기제 신설)
1999. 3. 9. 뉴밀레니엄 디자인최고경영자과정 신설

1999.12. 산업디자인학과를 제품디자인전공으로 명칭 변경

디지털미디어디자인전공 및 디자인경영전공 신설

1999.12. 석사과정 정원 증원(50명→53명) 
박사과정 신설(디자인학전공 정원 3명)

2000. 7.18. 석사과정 및 박사과정 정원 증원 (석사 53명→68명, 박사 3명→7명)
2000.11. 1. 디자인혁신센터 건립

2001. 5. 9. 국제디자인대학원대학교로 명칭 변경

2001. 6.20. 뉴밀레니엄과정 L.A. 프로그램 신설

2001. 9.14. 뉴비전 디자인최고경영자과정 신설

2002. 6.21. 국제디자인트렌드센터(IDTC) 건립

2004. 9. 1. 홍익대학교와 합병, 국제디자인전문대학원으로 명칭변경

2004. 9. 1. 석사과정 및 박사과정 정원 증원 (석사 68명→72명, 박사 7명→8명)
2008. 2. 대학로 캠퍼스 신축으로 상수동 캠퍼스로 이전

2008. 9.22. 홍익IDAS-스탠퍼드 디자인최고경영자과정 신설

2010. 3. 1. 산업통상자원부 융합형디자인대학육성사업( ~2015. 2 28)
2010. 3. 1. 교육부 녹색성장분야 전문대학원 육성사업( ~2016. 2. 28)
2013. 2. 대학로 캠퍼스 신축 완공 후 이전

2013. 9. 1. 교육부 BK21플러스 특화전문인재 양성사업( ~2020. 8. 31)
2018. 5. 1 산업통상자원부 디자인융합전문대학원 사업(~2020. 2.28)
2018. 9. 1. 제품디자인전공을 스마트디자인엔지니어링전공으로 명칭 변경

2019. 3. 1. 이수학점 박사과정변경 (석사2년과정 48학점→36학점, 석사3년과정 72학점→54학점, 
박사과정 78학점→54학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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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대 전문대학원장

초대 1996. 6. ~ 1997. 2. 유 호 민

2대 1997. 2. ~ 1998. 11. 노 장 우

3대 1998. 11. ~ 2002. 1. 박 판 제

4대 2002. 1. ~ 2003. 4. 이 남 식

5대 2003. 4. ~ 2006. 5. 나 건

6대 2006. 5. ~ 2010. 2. 김 철 호

7대 2010. 3. ~ 2012. 2. 이 순 인

8대 2012. 3. ~ 2015. 3. 이 근

9대 2015. 4. ~ 2016. 10. 나 건

10대 2016. 10. ~ 2017. 8. 장 동 련

11대 2017. 9. ~ 2018. 2. 나 건

12대 2018. 3. ~ 이 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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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건축도시대학원 연혁

본 대학원은 교육법 제108조에 의거하여 학술의 이론과 과학적 방법을 연구하며 건축과 도시 

건설에 관한 고급 전문가를 양성할 목적으로 1980년 11월에 설립되었다. 
1980.10. 3. 환경대학원 설치인가

Ÿ 신설 : 환경설계학과 70명(건축설계, 도시설계, 조경설계, 실내장식설계전공)
1981.11. 3. 산업미술대학원의 환경디자인과(실내디자인 제외) 재적생을 환경대학원 환경설계학

과 재적생으로 함

1982. 3.19. 총정원제로 함. 70명
1987.11. 9. 환경대학원 학칙 변경인가

∙신설 : 교통학과

∙증원 : 70명 → 85명으로 15명 증원

1988.11.30. 1989학년도 환경대학원 학생정원 85명을 100명으로 조정인가

1994.10.21. 학과 신설 : 토목공학과

1995.10.18. 10명 증원

1996.11. 2. 환경대학원을 건축도시대학원으로 명칭 변경. 학과를 전공으로 바꿈 

입학정원제로 바꿈. 입학정원 44명
1997.10.25. 입학정원 20명 증원(44명→ 64명) 
1999. 3.22. 1년 과정의 국고지원연구과정 개설(건축, 도시설계) 
2000. 3. 1. 석사학위과정(6개 전공) 입학정원 64명(주․야) : 건축설계전공, 도시설계전공, 

조경설계전공, 실내설계전공, 교통학전공, 토목공학전공

2001. 3. 1. 외국어 자격시험 폐지(1997학년도 후기입학자부터 적용) 
∙학위수여규정 제8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졸업소요학점을 전부 취득하고, 학위

청구 논문제출을 하지 못한 경우, 2001학년도 1학기부터 2005학년도 2학기 내 1
회에 한하여 학위청구논문을 제출할 수 있다. 단, 학위청구논문 제출에 따른 절

차를 거쳐야 한다.
2005. 3. 1. 특수대학원으로 학칙 통합

∙신설 : 부동산개발전공

∙입학정원 22명 증원(64명 → 86명)
2006. 3. 1. 입학정원 5명 증원(86명 → 91명)
2012. 3. 1. 입학정원 2명 증원(91명 → 93명)
2013. 3. 1. 입학정원 3명 감축(93명 → 90명)
2016. 3. 1. 입학정원 6명 감축(90명 → 84명)
2020. 3. 1. 입학정원 4명 증원(84명 → 88명)

전공 명칭변경: 건축설계전공→건축디자인전공, 도시설계전공→도시디자인전공,
실내설계전공 → 실내건축디자인전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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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공 폐지 : 교통학전공

2021. 3. 1. 입학정원 12명 증원(88명 → 100명)

역대 건축도시대학원장

초대 1981. 3. ~ 1983. 2. 나 상 기

2대 1983. 2. ~ 1985. 2. 김 형 만

3대 1985. 3. ~ 1986. 8. 송 재 만

4대 1986. 9. ~ 1988. 2. 박 병 주

5대 1988. 3. ~ 1992. 2. 윤 도 근

6대 1992. 3. ~ 1994. 2. 송 영 섭

7대 1994. 3. ~ 1996. 9. 전 명 현

8대 1996. 9. ~ 1998. 8. 박 언 곤

9대 1998. 9. ~ 2000. 8. 이 인 원

10대 2000. 9. ~ 2002. 8. 송 재 우

11대 2002. 9. ~ 2004. 2. 김 억

12대 2004. 2. ~ 2005. 2. 박 언 곤

13대 2005. 3. ~ 2007. 2. 정 명 원

14대 2007. 3. ~ 2009. 2. 정 명 원

15대 2009. 3. ~ 2011. 2. 김 홍 택

16대 2011. 3. ~ 2013. 2. 김 정 기

17대 2013. 3. ~ 2017. 2. 강 준 모

18대 2017. 3. ~ 2019. 8. 공 순 구

19대 2019. 9 ~ 2021. 2. 윤 은 경

20대 2021. 3 ~ 최 내 영



254  대학원 요람

4. 경영대학원 연혁

경영대학원

본 대학원은 교육법 제108조에 의거하여 급변하는 경영환경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

는 경영학의 이론과 응용방법을 교수․연수하여 경제성장과 미래산업을 선도할 전문인력을 양성

함으로써 사회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1987년 11월에 설립되었다.
1987.11. 9. 국제경영대학원 신설인가(80명)

∙설치학과 : 국제경영학과, 경영정보학과, 경영학과

1990.11. 9. 학생정원 80명을 90명으로 10명 증원

1992. 7.30. 1993학년도 정원조정 : 15명 증원

1995.10.18. 20명 증원

1996.11. 2. 학과를 전공으로 바꾸고 입학정원제로 함. 입학정원 50명
1999.11. 2. 입학정원 50명을 40명으로 10명 정원감축

본 대학원에는 석사학위과정과 연구과정을 두고 있으며 각 과정의 개설전공은 다음과 같다.
2000. 3. 1. 석사학위과정(3개 전공 경영학전공, 국제경영학전공, 경영정보학전공) 

∙입학정원 40명 야간

2001. 3. 1. 전공신설 : 국제통상학전공

∙정보대학원 개설 전공인 품질․환경경영전공을 국제경영대학원으로 소속변경 학

위 수여규정 제8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졸업소요학점을 전부 취득하고, 학위 청

구논문제출을 하지 못한 경우, 2001학년도 1학기부터 2005학년도 2학기내 1회에 

한하여 학위청구논문을 제출할 수 있다. 단, 학위청구논문 제출에 따른 절차를 

거쳐야 한다.
2004. 3. 1. 입학정원 5명 감축(40명 → 35명)
2005. 3. 1. 특수대학원으로 학칙 통합

∙학위취득 요건 변경

(24학점 이수 + 논문) → (24학점 이수 + 논문), (24학점이수 + 개별지도),
(30학점 이수)

2008. 3. 1. “경영대학원”으로 명칭 변경함과 동시에 “세무대학원”을 통합

∙세무대학원 세무학전공 → 경영대학원 세무학전공

∙세무대학원 통합에 따른 정원 조정 → 정원 65명(세무대학원 정원 30명 통합)
2008. 3. 1. 문화예술경영전공 신설

2009. 3. 1. 입학정원 5명 증원(65명 → 70명) 
2009. 5. 5. 영국 Northumbria Univ.와 Dual Degree Program(홍익대학교 경영대학원 문화예술

경영MBA + Northumbria Univ. 문화경영MA) 협약 체결 

2011. 3. 1. 입학정원 15명 증원(70명 → 85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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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 3. 1. 입학정원 8명 증원(85명 → 93명)
2013. 4.29. “한국문화관광연구원”과 “상호협력을 위한 양해각서(MOU)” 체결

2018. 3. 1. 전공폐지 : 경영정보학전공, 국제경영학전공, 국제통상학전공, 품질․환경경영전공

2019. 3. 1. 입학정원 53명 감원(93명 → 40명) 
2019. 3. 1. 문화예술경영전공은 문화예술경영대학원으로 분리 독립

2020. 3. 1. 입학정원 20명 감원(40명 → 20명) 

역대 경영대학원장

초대 1988. 3. ~ 1990. 8. 이 성 순

2대 1990. 9. ~ 1993. 8. 온 병 훈

3대 1993. 9. ~ 1994. 2. 신 동 수

4대 1994. 3. ~ 1998. 2. 채 규 학

5대 1998. 3. ~ 2001. 2. 김 형 욱

6대 2001. 3. ~ 2003. 2. 임 창 희

7대 2003. 3. ~ 2005. 2. 이 학 식

8대 2005. 3. ~ 2007. 2. 신 홍 철

9대 2007. 3. ~ 2009. 2. 이 광 철

10대 2009. 3. ~ 2011. 2. 전 인 수

11대 2011. 3. ~ 2013. 2. 선우석호

12대 2013. 3. ~ 2015. 2. 변 지 석

13대 2015. 3. ~ 2017. 2. 정 태 영

14대 2017. 3. ~ 2019. 2. 이 원 흠

15대 2019. 3. ~ 2020. 2. 류 춘 호

16대 2020. 3. ~ 신 성 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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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대학원(폐지)

본 대학원은 교육법 제108조에 의거하여 급변하는 산업정보화에 따른 시대적 요청에 부응하여 

조세법률주의에 입각한 조세문제에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조세제도의 이론과 응용방법을 연

구 교수하여 조세행정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고급 전문 인력을 양성함을 목적으로 1993년 9월
에 설립되었다.
1993. 9. 4. 세무대학원 신설 : 세무학과 30명
1994.10.21. 20명 증원

1995.10.18. 30명 증원

1996. 9.10. 고위경영 세무전략과정 1기 개설

1996.11. 2. 학과를 전공으로 변경하고 입학정원제로 함. 입학정원 32명
1997. 3.18. 고위경영 세무전략과정 2기 개설

1997. 9.11. 고위경영 세무전략과정 3기 개설

1997.10.25. 입학정원 8명 증원(32명 → 40명) 
1998. 3.17. 고위경영 세무전략과정 4기 개설

1998. 9.15. 고위경영 세무전략과정 5기 개설

1999. 3.22. 1년 과정의 국고지원연구과정 개설(세무, 경영전략)

본 대학원에는 석사학위과정과 연구과정을 두고 있으며 각 과정의 개설전공은 다음과 같다.
2000. 3. 1. 석사학위과정(1전공) 입학정원 40명 야간 : 세무학전공

2002. 8. 1. 경영학석사를 세무학석사로 학위명칭 변경  

2003. 3. 1. 지식재산법무대학원과 통합  

2004. 3. 1. 입학정원 5명 감축(40명 → 35명)
2005. 3. 1. 특수대학원으로 학칙 통합, 입학정원 5명 감축(35명 → 30명)
2008. 2.28. 전공폐지 : 지식재산권법전공 

2008. 3. 1. 경영대학원으로 통합됨(정원 통합․조정) 
∙세무대학원 정원 30명을 경영대학원으로 통합

∙세무학전공 재적생 중 2007학년도 이전 입학자는 졸업 때까지 당초 학적을 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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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대 세무대학원장

초대 1994. 3. ~ 1998. 2. 박 범 호

2대 1998. 3. ~ 1999. 2. 김 건 호

3대 1999. 3. ~ 2001. 2. 이 균

4대 2001. 3. ~ 2003. 2. 임 창 희

5대 2003. 3. ~ 2005. 2. 이 학 식

6대 2005. 3. ~ 2007. 2. 신 홍 철

7대 2007. 3. ~ 2009. 2. 이 광 철

8대 2009. 3. ~ 2011. 2. 전 인 수

9대 2011. 3. ~ 2013. 2. 선우석호

10대 2013. 3. ~ 2015. 2. 변 지 석

11대 2015. 3. ~ 2017. 2. 정 태 영

12대 2017. 3. ~ 이 원 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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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공연예술대학원 연혁

본 대학원은 고등교육법 제28조에 의하여 연출, 극작, 작곡, 연기 등 문화콘텐츠산업의 근간이 

되는 원천 기술 분야 교육을 바탕으로, 성장하는 공연 시장의 창작과 현장 심화 교육을 통한 전

문 인력 양성에 주력하여 문화 콘텐츠의 높은 부가가치를 이끌어 내어 사회 발전에 기여함을 목

적으로 2013년 3월에 설립되었다. 
2012.12.17. ~ 2013. 2.28. 공연예술대학원 개설 준비 위원장 : 교수 윤호진

2013. 3. 1. 공연예술대학원 신설(입학정원 60명) : 공연예술․뮤지컬 전공(주․야)
2016. 3. 1. 입학정원 2명 증원(60명 → 62명)
2020. 3. 1. 입학정원 3명 증원(62명 → 65명)

역대 공연예술대학원장

초대 2013. 3. ~ 2017. 8. 윤 호 진

2대 2017. 11. ~ 안 호 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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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광고홍보대학원 연혁

본 대학원은 교육법 제108조에 의거하여 뉴미디어시대 멀티미디어에 의한 새로운 광고 홍보 

영역을 개척할 전문 인력을 교육하여 사회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1996년 11월에 설립되었다. 
1996.11. 2. 광고홍보대학원 신설(정원 20명) : 광고홍보전공, 멀티미디어광고전공

1997. 9.22. 광고홍보최고위과정 1기 개설

1997.10.25. 입학정원 20명 증원(20명 → 40)
1999. 3.22. 1년 과정의 국고지원연구과정 개설(광고홍보)
1999.11. 2. 입학정원 10명 증원(40명 → 50명) 

본 대학원에는 석사학위과정과 연구과정을 두고 있으며, 각 과정의 개설전공은 다음과 같다.
2000. 3. 1. 석사학위과정(2개 전공) 입학정원 50명 야간, 광고홍보전공, 멀티미디어광고전공

2001. 3. 1. 입학정원 10명 증원(전체 3개 전공, 60명)
∙전공 신설 : 엔터테인먼트전공(3개 전공, 10명 증원하여 60명 정원)
∙외국어 자격시험 폐지(1997학년도 후기 입학자부터 적용)

2002. 3. 1. 입학정원 5명 증원(60명 → 65명)
2003. 3. 1. 전공신설 : 브랜드 매니지먼트전공(10명 증원하여 전체 4개 전공, 75명 정원)
2004. 3. 1. 입학정원 10명 감원(75명 → 65명)

∙전공 신설 : 세일즈프로모션․이벤트전공

2005. 3. 1. 특수대학원으로 학칙 통합

∙입학정원 22명 증원(65명 → 87명)
 ∙“엔터테인먼트전공”을 “문화콘텐츠전공”으로 명칭 변경

∙“멀티미디어광고전공”을 “멀티미디어커뮤니케이션전공”으로 명칭 변경

2010. 3. 1. ∙“멀티미디어커뮤니케이션전공”을 “뉴미디어콘텐츠전공”으로 명칭 변경

2011. 3. 1. 입학정원 15명 감축(87명 → 72명)
2012. 3. 1. 입학정원 2명 증원(72명 → 74명)
2018. 3. 1. 입학정원 5명 감축(74명 → 69명)
2019. 3. 1. 입학정원 15명 감축(69명 → 54명)
2020. 3. 1. 영상ㆍ커뮤니케이션대학원으로 변경

∙광고홍보대학원,영상대학원을 통합하고 대학원 명칭을 변경함

∙영상ㆍ커뮤니케이션대학원 정원을 100명으로 조정함(65명 → 100명)
∙2019년도까지의 입학자는 광고홍보대학원 학적을 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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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대 광고홍보대학원장

초대 1997. 3. ~ 1999. 2. 권 명 광

2대 1999. 3. ~ 2001. 2. 권 명 광

3대 2001. 3. ~ 2003. 2. 권 명 광

4대 2003. 3. ~ 2005. 2. 이 철 영

5대 2005. 3. ~ 2007. 2. 이 철 영

6대 2007. 3. ~ 2009. 2. 장 동 련

7대 2009. 3. ~ 2011. 2. 김 종 덕

8대 2011. 3. ~ 2012. 2. 김 종 덕

9대 2012. 3. ~ 2014. 2. 장 동 련

10대 2014. 3. ~ 2017. 2. 장 동 련

11대 2017. 3. ~ 2021. 2 성 열 홍

12대 2021. 3. ~ 김 현 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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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교육대학원 연혁

교육대학원

본 대학원은 교육법 제108조에 의거하여 교육의 이론과 과학적 방법을 심오하게 연구하여 교

육자로서의 지도적 자질을 향상시킬 목적으로 1981년 11월에 설립되었다. 
1981.11.25. 교육대학원 설치인가

∙신설 : 교육학과 150명
∙전공신설 : 미술교육전공, 국어교육전공, 영어교육전공, 수학교육전공, 
교육행정전공, 역사교육전공

1982.11.22. 교육대학원 학칙 변경인가

∙150명에서 170명으로 20명 증원

1984.11.27. 교육대학원 학칙 변경인가

∙170명에서 190명으로 20명 증원

∙전공신설 : 교육심리전공, 한문교육전공, 상업교육전공

1989.11. 6. 교육대학원 학칙 변경인가

∙190명을 235명으로 증원

∙전공신설 : 기술교육전공, 사회교육전공, 전산교육전공

1995.10.23. 교육대학원 학칙 변경인가

∙235명에서 265명으로 30명 증원

∙전공신설 : 교육과정전공

1996.10.30. 입학정원제로 바꿈. 입학정원 116명
1997.11. 1. 입학정원 10명 증원(116명 → 126명)
1999. 3.24. 전문상담교사 양성과정 설치 승인(초등 30명, 중등 30명)
1999.11.19. 2000학년도 교육대학원 정원 조정인가

∙입학정원 30명 증원(126명 → 156명)
∙전공신설 : 상담심리전공, 초등영어교육전공

본 대학원에는 석사학위과정과 연구과정을 두고 있으며 각 과정의 개설학과 및 전공은 다음과 

같다.
2000. 3. 1. 석사학위과정 입학정원 156명 야간

∙교육학과(15전공) : 교육행정전공, 교육심리전공, 사회교육전공, 국어교육전공, 
한문교육전공, 영어교육전공, 수학교육전공, 기술교육전공, 전산교육전공, 역사

교육전공, 상업교육전공, 미술교육전공, 교육과정전공, 상담심리전공, 초등영어

교육전공

2005. 3. 1. 특수대학원으로 학칙 통합

2006. 3. 1. 사회교육전공을 평생교육전공으로 명칭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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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 3. 1. 전산교육전공을 컴퓨터교육전공으로 명칭변경

2011. 3. 1. 중등교사 양성과정 폐쇄

2012. 3. 1. 입학정원 106명 감축(156명 → 50명)
2014. 3. 1. 입학정원 10명 감축(50명 → 40명)
2014. 4. 1. 전문상담교사(1급) 양성과정 변경승인

2018. 3. 1. 상담심리전공(미술치료) 세부신설 

2020. 3. 1. 전공 통합 및 폐지

∙전공 통합: 교육과정전공, 교육심리전공, 교육행정전공, 평생교육전공 → 교육학

전공

∙전공 폐지 : 기술교육전공, 국어교육전공, 상업교육전공, 수학교육전공,역사교육

전공, 영어교육전공, 초등영어교육전공, 컴퓨터교육전공, 한문교육전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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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대 교육대학원장

초대 1982. 3. ~ 1984. 3. 민 경 천

2대 1984. 3. ~ 1988. 8. 문 덕 수

3대 1988. 9. ~ 1991. 11. 김 대 연

4대 1991. 11. ~ 1993. 8. 홍 경 화

5대 1993. 9. ~ 1995. 8. 이 근 수

6대 1995. 9. ~ 1997. 9. 강 신 웅

7대 1997. 9. ~ 1999. 8. 변 희 준

8대 1999. 8. ~ 2001. 2. 김 동 석

9대 2001. 3. ~ 2003. 2. 이 재 창

10대 2003. 3. ~ 2006. 2. 서 정 화

11대 2006. 3. ~ 2008. 2. 박 영 목

12대 2008. 3. ~ 2010. 2. 박 상 옥

13대 2010. 3. ~ 2012. 2. 김 민 제

14대 2012. 3. ~ 2015. 2. 류 정 석

15대 2015. 3. ~ 2016. 2. 김 태 식

16대 2016. 3. ~ 2018. 8. 김 영 화

17대 2016. 3. ~ 2021. 2. 류 정 석

18대 2021. 3. ~ 이 승 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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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경영관리대학원(폐지)

본 대학원은 교육법 제108조에 의거하여 교육의 개방화 세계화 추세에 부응하기 위해 최고 교

육경영 관리자 및 교육정책 입안자들을 교육하고, 교육 발전을 위한 전문 인력을 양성하여 사회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1996년 11월에 설립되었다. 
1996.11. 2. 교육경영관리대학원 신설(정원 60명)

(학교경영관리전공, 교육정책전공, 학교건축전공)
1997.10.25. 장학전공 신설

1999.11. 2. 입학정원 5명 감축(60명 → 55명)

본 대학원에는 석사학위과정과 연구과정을 두고 있으며 각 과정의 개설전공은 다음과 같다.
2000. 3. 1. 석사학위과정(4개 전공) 입학정원 55명

(교육정책전공, 학교경영관리전공, 학교건축전공, 장학전공)
2001. 3. 1. 전공 신설 : 대학행정전공

∙입학 정원 15명 증원(교육부 정원 조정), 전체 입학정원 70명
2002. 3. 2. 학위수여규정 변경

∙학위논문, 개별연구과제 제출을 통한 학위취득 이외에 교과목 30학점 이수로도 

학위 취득을 가능하게 함(2002년 이전 입학자에게도 적용)
2003. 3. 1. 입학정원 20명 감축 : 전체 입학정원 50명
2004. 3. 1. 입학정원 15명 감축(50명 → 35명)
2005. 3. 1. 특수대학원으로 학칙 통합

2008. 2.28. 학교건축전공 폐지

2008. 3. 1. 입학정원 5명 감축(35명 → 30명)
2009. 3. 1. 입학정원 15명 감축(30명 → 15명)
2010. 3. 1. 입학정원 15명 감축(15명 → 0명)
2017. 9. 1. 교육경영관리대학원 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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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대 교육경영관리대학원장

초대 1997. 3. ~ 1999. 2. 서 정 화

2대 1999. 3. ~ 2001. 2. 김 동 석

3대 2001. 3. ~ 2003. 2. 이 재 창

4대 2003. 3. ~ 2006. 2. 서 정 화

5대 2006. 3. ~ 2008. 2. 박 영 목

6대 2008. 3. ~ 2010. 2. 박 상 옥

7대 2010. 3. ~ 2012. 2. 김 민 제

8대 2012. 3. ~ 2015. 2. 류 정 석

9대 2015. 3. ~ 2016. 2. 김 태 식

10대 2016. 3. ~ 2017. 8. 김 영 화



266  대학원 요람

8. 문화예술경영대학원 연혁

본 대학원은 고등교육법 제29조에 의하여 급격한 문화예술환경변화에 대응하여 문화예술기관

경영, 문화예술콘텐츠 기업경영, 문화예술정책 분야에서 최적화된 문화예술 전문인력을 양성함을 

목적으로 2019년 3월에 설립되었다.
2018. 11. 15. ~ 2019. 2. 28 문화예술경영대학원 개설 준비 위원장 : 교수 고정민

2019. 3. 1. ∙문화예술경영대학원 신설 : 석사학위과정(1개 전공) 입학정원 53명
∙전공신설 : 문화예술경영전공(야)

2020. 3. 1. 입학정원 22명 증원(53명 → 75명)

역대 문화예술경영대학원장

초대 2019. 3. ~ 신 형 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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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문화정보정책대학원 연혁 (세종캠퍼스)

본 대학원은 교육법 제108조에 의거하여 급속도로 발전하는 과학기술시대를 맞아 최첨단 산업

기술과 광고디자인․산업공예 및 경영정보에 관한 심오한 이론과 실무를 실질적이고 과학적인 방

법으로 연구 교수하여 고도 산업정보사회가 요구하는 고급 전문인력을 양성함을 목적으로 1995
년 10월에 설립되었다. 
1995.10.18. 조치원캠퍼스에 산업대학원 신설인가(정원 50명)

∙설치학과 : 전자전산기공학과, 건축설계학과, 실내건축설계학과, 광고․산업디자

인학과, 경영정보학과 신설

1996.11. 2. 학과를 전공으로 바꾸고 입학정원제로 함. 입학정원 20명
1997.10.25. 입학정원 20명 증원(20명 → 40명)
1997.10.25. 환경시스템전공 신설

∙광고․산업공예디자인전공을 광고디자인전공과 산업공예디자인전공으로 분리

1998.11. 입학정원 3명 증원(40명 → 43명)
1999. 3.22. 1년 과정의 국고지원연구과정 개설(멀티미디어디자인)
1999.11. 2. 입학정원 27명 증원(43명 → 70명)

∙전공신설 : 애니메이션전공, 관광경영학전공(국제회의학, 호텔경영학)

본 대학원에는 석사학위과정과 연구과정을 두고 있으며 각 과정의 개설전공은 다음과 같다.
2000. 3. 1. 석사학위과정(9개 전공) 입학정원 70명 야간

∙전자전산기공학전공, 건축설계전공, 실내건축설계전공, 광고디자인전공, 산업공예

디자인전공, 경영정보전공, 환경시스템공학전공, 애니메이션전공, 관광경영학전공

2001. 3. 1. 전공명칭 변경 : 전자전산기공학전공을 전자정보전공으로 명칭 변경

외국어 자격시험 폐지(1997학년도 후기 입학자부터 적용)
2002. 3. 1. 전공신설 : 광고커뮤니케이션전공

2003. 3. 1. 전공신설 : 색채전공

2005. 3. 1. 특수대학원으로 학칙 통합

2007. 3. 1. 전공신설 : 게임프로듀싱전공

2010. 3. 1. 입학정원 30명 감축(70명 → 40명)
∙전공명칭 변경 : 광고디자인전공을 커뮤니케이션디자인전공으로 명칭 변경

2011. 3. 1. 입학정원 5명 감축(40명 → 35명)
2013. 3. 1. 입학정원 10명 감축(35명 → 25명)
2014. 3. 1. 전공명칭 변경 : 광고커뮤니케이션전공을 광고홍보커뮤니케이션전공으로 명칭변경

2015. 3. 1. “산업대학원”에서 “문화정보정책대학원”으로 명칭 변경

∙전공폐지 : 전자정보전공, 환경시스템공학전공, 관광경영학전공 

∙전공신설 : 공공경영전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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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 3. 1. ∙전공폐지 : 건축설계전공, 산업공예디자인전공

∙전공신설 : 전시디자인전공

2021. 3. 1. ∙전공통합 : 실내건축설계전공과 전시디자인전공을 공간․환경디자인전공으로 

통합명칭변경, 광고홍보커뮤니케이션전공과 커뮤니케이션디자인전공을 

광고홍보․디자인전공으로 통합명칭 변경

∙전공폐지 : 게임프로듀싱전공, 공공경영전공, 경영정보전공

역대 문화정보정책대학원장

초대 1996. 3. ~ 2000. 2. 김 희 구

2대 2000. 3. ~ 2003. 2. 이 두 복

3대 2003. 3. ~ 2005. 8. 김 완 철

4대 2005. 9. ~ 2007. 8. 홍 순 석

5대 2007. 9. ~ 2008. 2. 이 기 복

6대 2008. 3. ~ 2010. 2. 장 호 성

7대 2010. 3. ~ 2010. 3. 김 양 술

8대 2010. 3. ~ 2012. 2. 정 보 현

9대 2012. 3. ~ 2014. 8. 신 판 석

10대 2014. 9. ~ 2016. 8. 최 진 영

11대 2016. 9. ~ 2019. 2. 이 정 기

12대 2019. 3. ~ 2021. 2 지 인 호

13대 2021. 3. ~ 추 연 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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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미술대학원 연혁

본 대학원은 교육법 제108조에 의거하여 현대미술전반에 관한 실기와 이론에 관한 학술적 교

육방법을 교수 연구하고 한국문화예술 발전에 기여할 전문인력을 양성함을 목적으로 1997년 10
월에 설립되었다. 
1997. 3.14. 현대미술 최고위과정 1기 개설

1997. 6.24. 현대미술 최고위과정 1기 34명 수료

1997. 9.12. 현대미술 최고위과정 2기 개설

1997.10.25. 미술대학원 신설(32명) : 동양화전공, 예술기획전공, 조각전공, 판화전공, 회화전공

1998. 입학정원 6명 증원(32명 → 38명)
1998. 2.18. 현대미술 최고위과정 2기 34명 수료

1998. 3.13. 현대미술 최고위과정 3기 개설

1998. 6.26. 현대미술 최고위과정 3기 26명 수료

1998. 9.11. 현대미술 최고위과정 4기 개설

1999. 2.24. 현대미술 최고위과정 4기 33명 수료

1999. 3.12. 현대미술 최고위과정 5기 개설

1999. 3.22. 1년 과정의 국고지원연구과정 개설(순수미술, 미술경영)
1999. 6.25. 현대미술 최고위과정 5기 47명 수료

1999. 9.10. 현대미술 최고위과정 6기 개설

1999.11. 2. 입학정원 20명 증원(38명 → 58명), 석사학위과정 5개 전공

1999.12.23. 현대미술 최고위과정 6기 41명 수료

2000. 3.10. 현대미술 최고위과정 7기 개설

2000. 6.30. 현대미술 최고위과정 7기 45명 수료

2000. 9.10. 현대미술 최고위과정 8기 개설

2000.12.21. 현대미술 최고위과정 8기 37명 수료

2001. 3. 9. 현대미술 최고위과정 9기 개설

본 대학원에는 석사학위과정과 연구과정을 두고 있으며 각 과정의 개설전공은 다음과 같다.
2000. 3. 1. 석사학위과정(5개 전공) 입학정원 58명 야간

(동양화전공, 회화전공, 판화전공, 조각전공, 예술기획전공)
2001. 3. 1. 입학정원 15명 증원(58명 → 73명)

∙외국어 자격시험 폐지(1997학년도 후기 입학자부터 적용)
2001. 6.30. 현대미술 최고위과정 9기 42명 수료

2001. 9. 7. 현대미술 최고위과정 10기 개설

2001.12.21. 현대미술 최고위과정 10기 41명 수료

2002. 3. 1. 입학정원 5명 증원(73명 → 78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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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2. 3. 8. 현대미술 최고위과정 11기 개설

2002. 6.28. 현대미술 최고위과정 11기 36명 수료

2002. 9. 6. 현대미술 최고위과정 12기 개설

2002.12.20. 현대미술 최고위과정 12기 33명 수료

2003. 3. 1. 입학정원 12명 증원(78명 → 90명)
2003. 3. 7. 현대미술 최고위과정 13기 개설

2003. 6.20. 현대미술 최고위과정 13기 26명 수료

2003. 9. 3. 미술실기 전문과정 1기 개설

2003. 9. 5. 현대미술 최고위과정 14기 개설

2003.12.19. 현대미술 최고위과정 14기 23명 수료

2004. 3. 5. 현대미술 최고위과정 15기 개설, 미술실기 전문과정 2기 개설

2004. 6.25. 현대미술 최고위과정 15기 26명 수료, 미술실기 전문과정 2명 수료

2004. 9. 3. 미술실기 전문과정 3기 개설

2004. 9. 5. 현대미술 최고위과정 16기 개설

2004.12.24. 현대미술 최고위과정 16기 20명 수료

2005. 3. 1. 특수대학원으로 학칙 통합

∙입학정원 17명 증원(90명 → 107명)
2005. 3. 8. 미술실기 전문과정 4기 개설

2005. 3.22. 현대미술 최고위과정 17기 개설

2005. 7. 1. 현대미술 최고위과정 17기 15명 수료

2005. 7. 6. 미술실기 전문과정 10명 수료

2005. 9. 6. 현대미술 최고위과정 18기 개설, 미술실기 전문과정 5기 개설

2005.12.16. 현대미술 최고위과정 18기 42명 수료

2005.12.21. 미술실기 전문과정 8명 수료

2006. 3. 1. 미술대학원 입학정원 8명 증원(107명 → 115명)
2006. 3. 8. 미술실기 전문과정 6기 개설

2006. 3.10. 현대미술 최고위과정 19기 개설

2006. 6.20. 현대미술 최고위과정 19기 40명 수료

2006. 9. 5. 미술실기 전문과정 7기 개설

2006. 9. 8. 현대미술 최고위과정 20기 개설

2006.12.19. 현대미술 최고위과정 20기 35명 수료

2006.12.29. 미술실기 전문과정 2명 수료

2007. 3. 6. 미술실기 전문과정 8기 개설

2007. 3. 9. 현대미술 최고위과정 21기 개설

2007. 6.28. 현대미술 최고위과정 21기 35명 수료

2007. 9. 4. 미술실기 전문과정 9기 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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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 9. 7. 현대미술 최고위과정 22기 개설

2007.12.18. 현대미술 최고위과정 22기 31명 수료

2007.12.26. 미술실기 전문과정 10명 수료

2008. 3. 4. 미술실기 전문과정 10기 개설

2008. 3. 7. 현대미술 최고위과정 23기 개설

2008. 6.24. 현대미술 최고위과정 23기 28명 수료

2008. 9. 2. 미술실기 전문과정 11기 개설

2008. 9. 5. 현대미술 최고위과정 24기 개설

2008.12.17. 미술실기 전문과정 20명 수료

2008.12.19. 현대미술 최고위과정 24기 20명 수료

2009. 3. 3. 미술실기 전문과정 12기 개설

2009. 3. 6. 현대미술 최고위과정 25기 개설

2009. 6.19. 현대미술 최고위과정 25기 26명 수료

2009. 9. 1. 미술실기 전문과정 13기 개설

2009. 9. 4. 현대미술 최고위과정 26기 개설

2009.12.16. 미술실기 전문과정 18명 수료

2009.12.18. 현대미술 최고위과정 26기 22명 수료

2010. 3. 2. 미술실기 전문과정 14기 개설 

2010. 3. 5. 현대미술 최고위과정 27기 개설  

2010. 6.18. 현대미술 최고위과정 27기 23명 수료

2010. 9. 1. 미술실기 전문과정 15기 개설 

2010. 9. 3. 현대미술 최고위과정 28기 개설

2010.12.17. 현대미술 최고위과정 28기 19명 수료

2010.12.22. 미술실기 전문과정 17명 수료

2011. 3. 8. 미술실기 전문과정 16기 개설 

2011. 3. 4. 현대미술 최고위과정 29기 개설 

2011. 6.17. 현대미술 최고위과정 29기 25명 수료

2011. 9. 2. 현대미술 최고위과정 30기 개설

2011. 9. 6. 미술실기 전문과정 17기 개설 

2011.12.16. 현대미술 최고위과정 30기 11명 수료

2011.12.22. 미술실기 전문과정 12명 수료

2012. 3. 1. 미술대학원 입학정원 15명 증원(115명 → 130명)
2012. 3. 2. 현대미술 최고위과정 31기 개설

2012. 3. 8. 미술실기 전문과정 18기 개설

2012. 6.15. 현대미술 최고위과정 31기 9명 수료

2012. 9. 6. 미술실기 전문과정 19기 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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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 9. 7. 현대미술 최고위과정 32기 개설

2012.12.20. 미술실기 전문과정 10명 수료

2012.12.21. 현대미술 최고위과정 32기 15명 수료

2013. 3. 6. 미술실기 전문과정 20기 개설

2013. 3. 7. 현대미술 최고위과정 33기 개설

2013. 6.20. 현대미술 최고위과정 33기 13명 수료

2013. 9. 4. 미술실기 전문과정 21기 개설

2013. 9. 5. 현대미술 최고위과정 34기 개설

2013.12.18. 미술실기 전문과정 16명 수료

2013.12.19. 현대미술 최고위과정 34기 17명 수료

2014. 3. 4. 현대미술 최고위과정 35기, 미술실기 전문과정 22기 개설

2014. 6.17. 현대미술 최고위과정 35기 22명 수료

2014. 9. 2. 현대미술 최고위과정 36기, 미술실기 전문과정 23기 개설

2014.12.16. 현대미술 최고위과정 36기 15명 수료

2014.12.17. 미술실기 전문과정 13명 수료

2015. 3. 3. 현대미술 최고위과정 37기, 미술실기 전문과정 24기 개설

2015. 6.16. 현대미술 최고위과정 37기 18명 수료

2015. 9. 1. 현대미술 최고위과정 38기, 미술실기 전문과정 25기 개설

2015.12.15. 현대미술 최고위과정 38기 19명 수료

2015.12.16. 미술실기 전문과정 22명 수료

2016. 3. 1. 미술대학원 입학정원 2명 증원(130명 → 132명)
2016. 3. 8. 현대미술 최고위과정 39기, 미술실기전문과정 26기 개설

2016. 6.14. 현대미술 최고위과정 39기 22명 수료

2016. 9. 6. 현대미술 최고위과정 40기, 미술실기전문과정 27기 개설

2016.12.20. 현대미술 최고위과정 40기 12명 수료

2016.12.21. 미술실기 전문과정 21명 수료

2017. 3. 7. 현대미술 최고위과정 41기, 미술실기전문과정 28기 개설

2017. 6.20. 현대미술 최고위과정 41기 13명 수료

2017. 9. 5. 현대미술 최고위과정 42기, 미술실기전문과정 29기 개설

2017.12.19. 현대미술 최고위과정 42기 10명 수료

2017.12.20. 미술실기 전문과정 11명 수료

2018. 6.19. 현대미술 최고위과정 43기 11명 수료

2018. 6.20. 미술실기 전문과정 13명 수료

2019.12.18. 미술실기 전문과정 9명 수료

2020.12.16. 미술실기 전문과정 3명 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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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대 미술대학원장

초대 1997. 11. ~ 1998. 9. 서 승 원

2대 1998. 9. ~ 2000. 9. 최 명 영

3대 2000. 9. ~ 2002. 8. 홍 석 창

4대 2002. 9. ~ 2005. 2. 권 명 광

5대 2005. 3. ~ 2007. 2. 서 승 원

6대 2007. 3. ~ 2008. 8. 김 태 호

7대 2008. 9. ~ 2010. 8. 김 용 철

8대 2010. 9. ~ 2013. 2. 한 진 만

9대 2013. 3. ~ 2015. 2. 주 태 석

10대 2015. 3. ~ 2017. 2. 신 종 식

11대 2017. 3. ~ 2019. 8. 이 선 우

12대 2019. 9 ~ 김 찬 일



274  대학원 요람

11. 산업미술대학원 연혁

본 대학원은 교육법 제108조에 의거하여 디자인산업에 관한 심오한 이론과 실무를 실제적이고 

과학적인 방법으로 연구 토론하여 디자인산업계의 지도자를 양성하고 우리나라 디자인산업계의 

발전에 기여 봉사할 융합적 사고를 지닌 창의적 인재를 배출함을 목적으로 1972년 1월에 설립되

었다.
1972. 1.28. 산업미술대학원 신설인가 : 설치학과 및 입학정원

∙산업디자인과 : 광고디자인전공, 포장디자인전공, 의상디자인전공(주간10명, 야간

30명, 계 40명)
∙환경디자인과 : 실내디자인전공, 조경디자인전공, 건축․도시디자인전공(주간10명, 
야간30명, 계 40명)
∙산업공예과 : 요업디자인전공, 직물디자인전공, 귀금속디자인전공, 가구디자인전공

(주간 10명, 야간 30명, 계 40명)
1977. 1.15. 산업미술대학원 학칙 변경인가 

∙산업디자인과 10명(주간), 산업공예과 10명(주간), 환경디자인과 10명(주간) 각각 증원

1978.12.30. 산업미술대학원 학칙 변경인가(증원, 증과)
∙계열별 정원제도로 개편

∙50명 증원

1979.12. 5. 산업미술대학원 학칙 변경인가

∙디자인계열 주간 120명, 야간 180명으로 100명 증원

1980.11. 3. 산업미술대학원 학칙 변경인가

∙석사학위과정 : 315명으로 15명 증원

∙환경디자인과(실내디자인전공 제외)를 환경대학원으로 이적

1981.11.25. 산업미술대학원 학칙 변경인가, 총정원제로 변경

∙15명 증원, 주간 140명, 야간 190명
∙전공신설 : 사진디자인전공, 제품디자인전공, 무대디자인전공

- 산업디자인과 : 광고디자인전공, 의상디자인전공, 사진디자인전공, 실내디자인

전공, 포장디자인전공, 제품디자인전공, 무대디자인전공

- 산업공예과 : 요업디자인전공, 직물디자인전공, 가구디자인전공, 귀금속디자인

전공

1994.12.21. 20명 증원

1996.11. 2. 학과를 전공으로 변경, 입학정원제로 변경, 입학정원 140명
1999. 3.22. 1년 과정의 국고지원연구과정 개설(산업미술, 공예디자인)
1999.11. 2. 전공명칭 변경

“제품디자인전공“을 “제품․운송디자인전공”으로, “실내디자인전공”을 “공간디자인

전공”으로, “요업디자인전공”을 “산업도예전공”으로, “귀금속디자인전공”을 “금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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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자인전공”으로 명칭 변경

본 대학원에는 석사과정과 연구과정을 두고 있으며 각 과정의 개설전공은 다음과 같음.
2000. 3. 1. 석사학위과정(2개 전공) 입학정원 140명 야간

∙산업디자인전공

<세부전공> 광고디자인전공, 포장디자인전공, 의상디자인전공, 제품․운송디자인

전공, 무대디자인전공, 공간디자인전공, 사진디자인전공

∙산업공예전공

<세부전공> 산업도예전공, 직물디자인전공, 금속디자인전공, 가구디자인전공

2001. 3. 1. 학위수여규정 제8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졸업소요학점을 전부 취득하고, 학위청구논

문 제출을 하지 못한 경우, 2001학년도 1학기부터 2005학년도 2학기내 1회에 한하여 

학위청구논문을 제출할 수 있음. 단, 학위청구논문 제출에 따른 절차를 거쳐야 함.
2002. 3. 1. 입학정원 5명 증원(140명 → 145명)
2003. 3. 1. 입학정원 13명 증원(145명 → 158명)
2003. 4. 2. 색채전문가과정 1기 개설(9명)
2003. 9. 3. 색채전문가과정 2기 개설(7명)
2003.12.19. 색채전문가과정 1기 수료(8명)
2004. 3.10. 색채전문가과정 3기 개설(12명)
2004. 6.18. 색채전문가과정 2기 수료(3명)
2004. 9. 9. 색채전문가과정 4기 개설(7명)
2004.12.27. 색채전문가과정 3기 수료(10명)
2005. 3. 1. 특수대학원으로 학칙 통합

∙입학정원 7명 증원(158명 → 165명)
2005. 6.28. 색채전문가과정 4기 수료(5명)
2006. 3. 1. 입학정원 5명 증원(165명 → 170명)
2012. 3. 1. 입학정원 15명 증원(170명 → 185명)
2014. 3. 1. 입학정원 13명 증원(185명 → 198명)
2015. 3. 1. “산업미술대학원”에서 “디자인콘텐츠대학원”으로 명칭 변경

∙전공신설 : 서비스디자인전공

∙전공명칭 변경 : “포장디자인전공“을 “브랜드패키지디자인전공”으로, “직물디자

인전공”을 “텍스타일디자인전공”으로, “산업도예전공”을 “도예․유리디자인전공”
으로, “의상디자인전공”을 “패션디자인전공”으로, “금속디자인전공”을 “금속․액

세서리디자인전공”으로 명칭 변경

∙전공 : 가구디자인전공, 공간디자인전공, 광고디자인전공, 금속․액세서리디자인

전공, 도예․유리디자인전공, 브랜드패키지디자인전공, 사진디자인전공, 서비스디

자인전공(신설), 제품․운송디자인전공, 텍스타일디자인전공, 패션디자인전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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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12.11. 제1회 디자인콘텐츠대학원 2015 하이디자인페어 Hongik Design Fair 2015(HIDF) 개최

2016. 3. 1. 입학정원 2명 증원(198명 → 200명)
2018. 3. 1. 입학정원 30명 감축(200명 → 170명)

∙전공신설 : 공공디자인전공

∙전공명칭 변경 : “제품․운송디자인전공”을 “산업디자인전공”으로 명칭 변경

2018. 6. 2. 제1회 디자인콘텐츠대학원 HIGS’ Talk 2018 개최

2019. 3. 1. “디자인콘텐츠대학원”에서 “산업미술대학원”으로 명칭 변경

2020. 3. 1. 입학정원 10명 증원(170명 → 180명)
∙전공신설 : 일러스트레이션전공

∙전공명칭 변경 : “금속․액세서리디자인전공”을 “금속․주얼리브랜드디자인전공”
으로 명칭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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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대 산업미술대학원장

초대 1972. 3. ~ 1973. 3. 이 대 원

2대 1973. 3. ~ 1975. 3. 유 강 렬

3대 1975. 3. ~ 1977. 3. 김 원

4대 1977. 3. ~ 1979. 3. 김 창 집

5대 1979. 3. ~ 1980. 9. 이 대 원

6대 1980. 9. ~ 1985. 2. 한 도 룡

7대 1985. 3. ~ 1986. 8. 박 서 보

8대 1986. 9. ~ 1988. 8. 박 선 의

9대 1988. 9. ~ 1990. 8. 최 승 천

10대 1990. 9. ~ 1994. 8. 권 명 광

11대 1994. 9. ~ 1996. 9. 이 순 만

12대 1996. 9. ~ 1998. 9. 박 형 철

13대 1998. 9. ~ 2000. 8. 송 번 수

14대 2000. 9. ~ 2002. 8. 최 현 칠

15대 2002. 9. ~ 2004. 8. 신 상 호

16대 2004. 9. ~ 2006. 2. 권 명 광

17대 2006. 3. ~ 2008. 2. 조 벽 호

18대 2008. 3. ~ 2010. 2. 변 건 호

19대 2010. 3. ~ 2012. 2. 홍 경 희

20대 2012. 3. ~ 2014. 2. 정 경 연

21대 2014. 3. ~ 2016. 8. 금 기 숙

22대 2016. 9. ~ 2018. 8. 김 주 연

23대 2018. 9. ~ 2019. 8. 장 동 련

24대 2019. 9. ~ 백 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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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스마트도시 과학경영대학원 연혁(세종캠퍼스)

본 대학원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과학-비즈 융합 전문가 양성 사업에 의하여 과학과 비즈니

스의 융합 촉진에 대비, 과학지식과 비즈니스를 이해하고 현장에서 적용할 수 있는 과학-비즈니

스 융합전문가(PSM: Professional Science Master) 양성을 목적으로 2012년 8월에 인가되고 2013
년 3월에 신설되었다.
2013. 3. 1. 세종캠퍼스에 스마트도시 과학경영대학원 신설(입학정원 20명)

∙전공신설 : 도시건축전공, 도시환경전공, 정보시스템전공 

2013. 4.11. 한국전기연구원과 MOU체결

2013. 6.26. Illinois Institute of Technology(IIT, 일리노이공대)와 MOU 체결

2014. 3. 1. 졸업이수학점 변경(45학점 → 39학점)
2014. 4.17. 한국교통연구원과 MOU체결

2014. 4.29.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과 MOU체결

2014. 6.24. San Jose State University(산호세주립대학교)와 MOU체결

2014. 8.11. Rutgers the State University of New Jersey(럿거스대학교)와 MOU체결

2014.12.17. 졸업학위명 변경(과학경영석사 → 스마트도시과학경영석사)
2015. 4.17. 한국광기술원과 MOU체결

2015.12.16. 국립수목원과 MOU체결

2016. 3. 1. 졸업이수학점 변경(39학점 → 36학점)
∙종합시험 응시자격 변경(24학점 → 21학점)

2017. 6. 8. 국토연구원 스마트녹색도시연구센터와 MOU체결

2018. 9. 1. 입학정원 5명 감축(20명 → 15명)
2019. 3. 1. 입학정원 15명 감축(15명 → 0명)

역대 스마트도시 과학경영대학원장

초대 2013. 3. ~ 2014. 8. 신 판 석

2대 2014. 9. ~ 2016. 8. 최 진 영

3대 2016. 9. ~ 2019. 2. 이 정 기

4대 2019. 3. ~ 2021. 2. 지 인 호

5대 2021. 3. ~ 추 연 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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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영상․커뮤니케이션 대학원 연혁

본 대학원은 고등교육법 제28조에 의하여 영상분야와 디지털미디어 분양에 관한 이론과 실무

를 연구 토론하여 영상산업계와 학계의 지도자를 양성함을 목적으로 2004년 3월에 설립되었다. 
2004. 3. 1. 영상대학원 신설 : 석사학위과정(3개 전공) 입학정원 40명

∙전공신설 : 영상디자인전공, 인터랙티브디자인전공, 프로덕션디자인전공

2005. 3. 1. 특수대학원으로 학칙 통합

∙입학정원 증원 (40명 → 54명)
2006. 3. 1. 전공신설 : 디지털미디어전공

∙입학정원 증원 (54명 → 66명)
∙전공명칭 변경 : 인터랙티브디자인전공 → 인터랙션디자인전공

2007. 3. 1. 전공신설 : 게임콘텐츠전공

∙전공명칭 변경 : 디지털미디어전공 → 디지털애니메이션전공

2012. 3. 1. 전공신설 : 공연예술․뮤지컬전공

∙입학정원 증원 (66명 → 130명)
2013. 3. 1. 전공폐지 : 공연예술․뮤지컬전공

∙입학정원 감축 (130명 → 73명)
∙재적생 경과조치 : 이 학칙 시행 당시 “영상대학원의 공연예술․뮤지컬 전공” 
재적생은 “공연예술대학원의 공연예술․뮤지컬전공” 재적생으로 봄

2014. 3. 1. 입학정원 감축 (73명 → 70명)
2018. 3. 1. 전공신설 : VR․AR콘탠츠전공

∙입학정원 감축 (70명 → 65명)
2020. 3. 1. 2020. 3. 1. 영상ㆍ커뮤니케이션대학원으로 변경

∙광고홍보대학원,영상대학원을 통합하고 대학원 명칭을 변경함

∙영상ㆍ커뮤니케이션대학원 입학정원을 100명으로 조정함(65명 → 100명)
전공신설 : 광고․브랜드경영전공, 뉴미디어콘텐츠전공

2021. 3. 1. 입학정원 증원 (100명 → 110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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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대 영상․커뮤니케이션대학원장

초대 2004. 3. ~ 2004. 8. 오 근 재

2대 2004. 9. ~ 2006. 2. 권 명 광

3대 2006. 3. ~ 2008. 2. 김 종 덕

4대 2008. 3. ~ 2010. 2. 김 종 덕

5대 2010. 3. ~ 2012. 2. 김 종 덕

6대 2012. 3. ~ 2014. 2. 김 종 덕

7대 2014. 3. ~ 2018. 8. 김 현 석

8대 2018. 9. ~ 2021. 2. 장 동 련

9대 2021. 3. ~ 김 현 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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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패션대학원 연혁

본 대학원은 고등교육법 제28조에 의하여 국제 패션 환경의 새로운 패러다임에 최적화된 창의

적 패션 전문 인력을 양성함을 목적으로 2018년 3월에 설립되었다.
2017. 7. 1. ~ 2018. 2. 28 패션대학원 개설 준비 위원장 : 교수 금기숙

2018. 3. 1. 패션대학원 신설 : 석사학위과정(3개 전공) 입학정원 40명
∙전공신설 : 패션디자인전공(주․야), 패션액세서리전공(주․야), 

패션비즈니스전공(주․야)
2019. 3. 1. ∙전공신설 : 패션뷰티디자인전공(주․야)

∙입학정원 15명 증원(40명 → 55명)

역대 패션대학원장

초대 2018. 3. ~ 이 상 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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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대학원

고등교육은 대학교육이 보편화되고 과학기술 수준이 고도화됨에 따라 대학원 교육으로 점차 

그 중심축을 옮겨 가게 될 것이다. 제4차 산업혁명의 시대로 일컬어지는 현대사회는 사회 구조의 

복잡화와 축적 지식의 폭발적 증가로 특징지어지며, 이에 따라 대학원 교육의 중요성이 날로 증

대되고 있고, 석․박사 학위 소지자들의 사회적 기여를 더욱 필요로 하고 있다.
본교 대학원의 교육목적은 본교의 건학 및 교육 이념에 바탕을 두면서 세계의 미래지향적 흐

름에 부응하는 인재를 양성하는 것이다. 본교 대학원에서는 학문의 심오한 이론을 연구하고 그 

실천방법을 연마하며, 자주적이고 창의적인 능력을 함양함으로써 국가와 인류 사회의 발전에 기

여할 수 있는 유능한 연구자를 양성하고자 한다.

대학원의 교육목표는 다음과 같다. 
첫째, 깊이있는 탐구정신으로 학문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우수한 연구자를 양성한다.
둘째, 창의력과 통찰력을 바탕으로 각 분야에서 혁신을 주도할 수 있는 전문인을 양성한다.
셋째, 균형 잡힌 소양과 품성을 갖추어 국가와 인류 사회의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지도자를 

양성한다.

1958년 3월 석사학위과정에 법률학과(공법전공과 사법전공)와 미술학과 등 2개의 학과로 첫 발

을 내딛은 본교 대학원은 그 이후 1973년 박사과정을 신설, 발전을 거듭해 오고 있으며 2010년 

3월 석․박사학위과정의 입학정원을 캠퍼스별로 분리하였다.
현재 대학원에는 서울캠퍼스와 세종캠퍼스에 석사학위과정 51개 학과와 1학부가 설치되어 있

으며 박사학위과정에는 이공 및 인문사회계열 34개 학과, 미술․디자인․공예계열 4개 학과(15개 

전공)가 설치되어 있다. 이 밖에도 학․연․산 협동과정과 학과간 협동과정을 두어 학제간 연구 

교류와 협동에도 힘쓰고 있다. 대학원에는 공개강좌, 연구과정 제도도 두고 있다.
학력이 우수한 자에게는 장학제도를 통하여 학업을 지원해 주고 있다. 이공계 장학금을 비롯하

여 면학장학금, 협동장학금, T/AS 장학금 등 교내 장학금과 수많은 외부 장학금을 지급하고 있

고, 교내․외적으로 연구비를 지원하여 보다 적극적이고 깊은 학문적 연구를 뒷받침하고 있다. 특
히 외국인 학생들에게도 글로벌 스칼라쉽 등 많은 지원을 하고 있다. 

이밖에도 대학원 교육 및 연구의 질적 향상을 위해 도움이 되는 제도를 끊임없이 적극적으로 

도입함으로써 국가와 사회가 요구하는 학문의 후계자를 양성 배출하는데 만전을 기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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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리학과   Physics

교육목적

물리학과에서는 우리대학교를 졸업하여 물리학에 대한 자부심과 전공 영역에서 필요한 인재를 

양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또한 물리학은 심오한 이론을 바탕으로 하지만, 일상생활에서의 과

학이 되도록 하고자 한다.

교육목표

- 학과의 교육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교육 목표를 설정한다.
- 물리학의 실험과 이론을 조화 있고 합리적으로 연결시키기 위하여 최선을 다한다.
- 물리학 탐구 이외에 국제적 경쟁력을 갖춘 인재가 되도록 한다.
- 산업체 및 이공학 관련 분야에서 주어진 임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이론적 지식 및 실험 기술

을 습득하게 한다.
- 과학적으로 접근하고 해결하는 연구 태도와 방법을 익히도록 한다.

학과소개

물리학과에서는 현대 과학과 첨단 기술의 발전에 필수적인 응집물질물리, 표면물리, 입자물리  

분야 등의 연구를 하고 있다. 5명의 교수진이 이론 및 실험 분야에서 학과 내 또는 학제간 공동 

연구 등을 통하여 학문 발전에 노력하고 있다. 학과에는 변대현 명예교수, 민항기 교수, 김태완 

교수, 한원근 교수, 정명훈 교수, 김병배 교수가 있다. 연구 분야는 응집물질물리 이론 및 실험, 
입자 물리 이론 등이며, 각 분야에서 많은 연구 활동을 왕성히 수행하고 있다. 민항기 교수와 한

원근 교수는 표면 물리 실험과 이론을 연구하고 있으며, 단분자층에서 분자간 상호 작용에 대한 

연구를 하고 있다. 김태완 교수는 응집물질물리 응용 분야를 연구하고 있으며, 유기 박막을 이용

한 발광 소자와 태양 전지의 작동 원리, 전기적 및 광학적 특성 등에 대하여 연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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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학과   Mathematics

교육목적

수학적 창의성과 사고능력을 활용하여 기술사회의 복합적인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는 유능한 

인력의 양성을 목적으로 한다.

교육목표

- 논리적․분석적 사고방식 습득

- 주어진 문제의 핵심을 파악, 해결하는 능력 배양

- 수학적 지식의 폭넓은 응용 능력 계발

- 합리적․창의적인 인재 양성

학과소개

수학은 모든 학문의 기본으로, 금세기 들어 비약적인 발전을 거듭하고 있는 과학 및 공학계는 

물론 사회과학분야에서의 빠른 발전에 필요 불가결한 기초학문이다.
이에 본 대학원에서는 수학적 창의성과 사고능력을 배양함으로써 현대 수학의 제 문제 해결과 

기술사회의 복합인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는 유능한 인력을 체계적으로 양성하는 것을 목표로 한

다. 수학과 대학원의 교육 프로그램을 통해 자연과학과 공학 분야의 연구에 필요한 기본적인 능

력을 함양할 수 있으며, 정수론의 암호학 관련 내용이나 금융수학을 통해서는 정보보호기관이나 

금융기관에서 활동할 수 있는 기본 소양을 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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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학과   Architecture

교육목적

일반대학원 건축학과는 다원화된 국내외 건축시장에 맞춰 건축 설계, 이론 및 역사, 구조 및 

기술, 친환경, 도시설계, 디지털디자인 등 다양한 분야를 이끌어 나갈 전문화되고 창의적인 인재

를 양성하고자 한다.

교육목표

홍익대학교 일반대학원 건축학과는 다원화된 국내외 건축시장의 요구에 부합하는 건축교육을 

목표로 삼는다. 설계, 이론 및 역사, 구조 및 기술, 친환경, 도시설계, 디지털디자인 등 각 건축영

역의 전문화된 교육과 함께, 각 전공영역 간의 상호연계야 산학협동을 통해 궁극적으로 미래문화

사회를 선도하는 창의적인 인재를 양성하고자 한다.

학과소개

다원화된 국내외 건축시장에 맞춰 건축 설계, 이론 및 역사, 구조 및 기술, 친환경, 도시설계, 
디지털디자인 등 다양한 영역별로 전문화된 교육을 제공하며, 관련 전공 및 타 전공과의 상호연

계를 통해 건축 뿐 아니라 문화를 주도하는 창의적이며 전문화된 인재를 양성하는데 이바지 하고

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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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계공학과   Mechanical Engineering

교육목적

전문지식과 정보화지식을 혼합한 학문체계를 필요로 하는 사회, 고도의 지식기반 전문가를 필

요로 하는 사회, 기술 집약적 산업의 요구에 부응하는 연구개발 인력을 배출한다.

교육목표

- 기계 부품 및 시스템에 대한 해석 능력을 갖춘 연구중심의 전문가

- 산업현장에서 필요한 실무능력을 갖춘 기계기술 개발 인력의 양성

- 기계기술 기반 핵심 및 서비스 산업의 연구개발에 적합한 전문인력

- 실무 적응성과 창의적 사고 능력을 갖춘 연구인력

학과소개

본 기계공학과의 교육목표는 인성교육과 더불어 기계-시스템-엔지니어링-디자인의 융합교육을 

통한 기계공학분야의 국가 경쟁력 확보를 위한 특성화된 전문가를 양성하는데 있다. 이러한 교육

목표는 전인적인 교양교육, 전공기초교육, 전문교육 프로그램의 특성화된 교육과정을 통하여 이루

어 질 수 있다.
대학원에서는 전문분야 교육을 통하여 산업체 연구소에서 환영받는 기술자를 육성하는데 중점

을 두고 있으며, 기계공학과 관련 첨단 기술 분야에서 신기술 도입 및 해석 설계 능력 향상을 담

당할 수 있는 고급 두뇌 인력을 배출하여, 국가의 기간산업인 기계공학 전반 분야의 기술력 향상

과 경쟁력 확보에 기여하고 있다. 박사과정에서는 학문적 창조성과 실제적 응용으로 인류에 공헌

하는 연구를 장려하고 있고, 새로운 연구개발을 통하여 국가 사회에 공헌할 수 있는 교수 및 연

구원 양성에 주력하고 있다.
교육과정은 다양한 산․학․연 협동연구를 통한 기계공학 분야의 특성화 교육, 심도 있는 강의

와 철저한 실험을 통한 이론과 개념의 터득, 다양한 그룹별 세미나 활동 등으로 특징지어지며, 
각 세부 전공별로 특화된 교과과정은 학문적 가치는 물론 관련 전문 분야의 문제해결 능력 및 

응용능력을 습득할 수 있도록 편성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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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계획과   Urban Design and Planning

교육목적

4차산업혁명시대교육의전문인양성추세에맞추어실용이론과전문교육체계를구축한다.
학부에서 습득한 도시계획에 관한 기본이론과 기법을 바탕으로 도시계획에 관한 좀 더 체계적

이고 정치한 일반이론을 연구함과 아울러 전문적인 도시계획기법을 특히 사례를 중심으로 습득함

으로써 급속한 도시화의 진전에 따른 도시문제의 해결을 위하여 필요한 전문적인 도시계획가를 

양성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교육목표

- 전문기술과 독창적 연구능력을 갖춘 도시계획가를 양성한다.
- 조화로운 삶의 공간을 창출하는 도시계획가를 양성한다.
- 첨단 기술의 발달과 사회변화에 적응할 수 있는 도시계획가를 양성한다.
- 다차원적인 도시의 제반문제를 다룰 수 있는 도시계획가를 양성한다.

학과소개

한국의 도시는 후기 산업사회의 고령화, 쇠퇴도시, 통일대비, 4차 산업혁명 등 다양한 문제에 

직면하고 있다. 본 도시계획과는 산업화 및 급격한 경제성장으로 인하여 빠르게 변하고 있는 한

국 도시의 문제를 좀 더 체계적으로 분석하고 이에 대한 대안을 제시할 수 있는 전문가를 배출

시키는데 목적이 있다. 이러한 한국 도시의 문제를 전반적으로 이해하고 이에 대한 해결책을 제

시할 수 있는 능력을 함양하기 위해 도시계획과 관련된 전반적인 학문(도시설계, 계획, 교통, 경
제 등)에 대한 지식을 제공한다. 이러한 과정의 일환으로 재학생들에게 이론적인 수업뿐만 아니

라 실질적으로 도시를 설계하고, 현재 도시의 문제점을 파악하고 개선 안을 도출시키는 등의 실

기수업도 병행하고 있다. 이러한 수업방식을 통해 최종적으로 졸업생들이 도시에 관련된 사안들

에 대하여 전문가다운 시선을 갖추고 도시에 대한 문제를 체계적으로 풀어나갈 수 있는 능력을 

배양하는 것을 최종 목적으로 한다.
또한 우리나라보다 도시공학에 있어 선진국으로 불리는 여러 나라들을 직접 경험하고, 그 도시

의 여러 System을 체험 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여 재학생의 견문을 넓히고 또한 학문에 더 매

진할 수 있게 하는 Program을 개발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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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공학과   Industrial Engineering

교육목적

모든 시스템의 최적화를 목적으로 통계 및 수리모형을 통해 시스템의 분석, 설계, 운영을 주도

할 수 있는 현장전문가 양성을 목적으로 한다. 

교육목표

- 데이터 수집, 분석 및 활용 능력의 배양

- 시스템 모델링 능력 배양

- 다양한 자원의 통합과 최적 활용능력의 배양

- 정보시스템 설계 및 개발능력 배양

- 합리적 의사소통 능력 배양

- 리더로서의 자질 배양

학과소개

산업공학과는 사물인터넷 및 인공지능 기반 4차 산업 혁명에 필요한 (1) 데이터 분석가, (2) 경
영시스템 컨설턴트, (3) 물류/SCM 정보화 전략가, 및 (4) 품질 및 생산 경영 전문가, (5) 최적 시

스템 운영 전문가 등의 양성을 교육목표로 하여, 데이터 사이언스/어넬리틱스, 시스템 최적화, 
HCI, 물류/SCM, 사업타당성 평가, 감성공학, 신뢰성공학, 품질경영, 데이터 마이닝, 의사결정지원

시스템등과 관련된 사항을 주된 연구과제로 삼고 있으며 그에 관련된 8개의 연구실을 운영하고 

있다. 이는 데이터 사이언스 연구실, 인간공학 연구실, 지능형 생간관리 연구실, 고장 예지 및 건

전성 관리 연구실, 최적화 연구실, HCI(Human-Computer Interaction) 연구실, 의사결정분석 연구

실, 서비스공학 연구실 등으로 학생들을 각 분야별로 연구와 경험을 보유한 전문인력으로 양성하

는데 기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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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소재공학과   aterials Science and Engineering

교육목적

산업기술의 발전에 필수적으로 요구되는 신소재의 연구, 개발과 생산에 이바지 할 전문기술인

과 연구인력을 양성하는 것을 교육목적으로 하고 있다.

교육목표

본 대학원은 재료공학과 관련된 기본지식을 응용하여 첨단소재 산업분야에서 일어날 수 있는 

각종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을 배양하며, 국내외 재료관련 산업과 학문분야에서 창의적으로 

일할 수 있는 고급 인력의 배출을 교육목표로 한다.
- 전인적 인성 교육을 통한 국가와 인류사회발전에 공헌할 합리적인 사고와 세계화된 교양인의 양성

- 특성화된 교육 프로그램을 통한 산업 현장에서 중추적 역할을 할 전문 재료 엔지니어 의 양성

- 특성화된 연구활동을 통한 국내산업 경쟁력 강화에 이바지 할 수 있는 전문 재료연구 인력의 양성

학과소개

산업기술의 발전에 필수적으로 요구되는 신소재의 연구, 개발과 생산에 이바지 할 전문기술인

과 연구인력을 양성하는 것을 교육목표로 하고 있다. 이를 위해 금속을 비롯한 반도체와 세라믹 

재료 등 각종 신소재의 물성 및 제조공정에 대한 이론 교육과 실험을 병행함으로써 교육의 내실

을 기하고 있다.
재료공정 실험실, 표면공학 실험실, 전자재료 실험실, 반도체 및 박막 실험실, 기능재료 실험실, 고

온재료 실험실, 물리야금 실험실, 가공 실험실, 응고 실험실, 용접 실험실, 정밀 측정실, 미세구조 분석

실, 전자현미경 실험실 등의 실험실습실을 완비하고 있으며, 주요장비로는 투과전자현미경, 주사전자

현미경, X-선 회절분석기, α-step, TG/DTA, Magnetron Sputter, LPCVD, Ion Beam Evaporator, Eximer 
Laser, 압연기, 인장시험기, 분광분석기, Gain Phase Analyzer, Photolithography, Hall 측정장비 등 신소

재공학 각 분야의 첨단 실험기자재를 구비하고 있다.
졸업생들은 학계, 국공립 연구소, 기업 연구소와 산업체에서 한국을 선진 공업국으로 이끌기 

위해 폭넓게 활동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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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내건축학과   Interior Architecture

교육목적

실내건축학과의 교육목적은 실무와 이론을 겸비한 실내건축가의 양성에 있으며 건축과 실내건

축, 나아가 관련분야와의 경계를 허문 통합적 접근을 통해 창의적 공간에 대한 새롭고 혁신적인 

방향을 제시할 수 있는 전문가의 자질과 감각을 배양하는 교과과정을 마련하고자 한다.

교육목표

현대사회에서 문화와 도시, 환경을 비롯한 외적인 요소의 끊임없는 변화는 건축 경험의 혁신과 

적응을 요구하고 있다. 실내건축학은 건축공간을 장식으로 채우는 일을 넘어서 인간을 위한 공간

의 진정성을 고민하여야 한다. 이는 오히려 인간으로부터 시작하여 인간을 둘러싼 물질적, 정신적 

환경을 생각하고, 역사와 문화적 맥락을 통해 우리의 내부공간을 바라보며, 첨단기술이 접목된 빌

딩시스템과 건축 재료의 새로운 도전을 고민하고, 고갈되어가는 자원을 바탕으로 유동적이며 지

속 가능한 건축공간의 신축이 아닌 재생의 가능성을 타진해보는, 통합의 사고이며, 안으로부터 방

사하는 새로운 사고의 방향이다. 이를 위해 실내건축학 과정은 감성적 인간의 이해, 삶의 방식, 
공간의 축조, 재료와 환경, 그리고 건축의 문화적 역사적 이해에 대한 전반적인 학습을 기초로 

한다. 실내건축학 대학원과정은 빠르게 변화하는 외부환경에 부응하여 건축문화를 이끌어가는 문

화지도자, 다양한 문화 부문을 이해하고 통합하는 선진 디자이너, 단순한 신축이 아닌 재생과 재

개발 및 환경의 전문가를 만들어내는 과정이다.

학과소개

홍익대학교 실내건축학과는 건축대학 소속으로 타대학의 실내디자인학과와 차별되는 건축을 기

본으로 한 교육과정을 통해 건축과 실내건축의 공간의 본질적 요소를 연구하고 실험함은 물론 공

간을 통한 의사소통과 문제해결 능력을 기르도록 한다. 총 네 학기로 구성된 교육과정은 이론, 
역사, 설계스튜디오, 재료, 구조, 조명, 가구, 컴퓨터 프로그램 등의 전문분야에 대한 구체적인 지

식을 습득하고, 습득한 지식을 적용하고 응용하여 공간에 대한 새로운 디자인 솔루션을 제시할 

수 있는 능력을 기른다. 졸업 후 다양한 분야로의 진출을 가능하게 하고 사회적 요구에 부응하는 

글로벌 리더로서의 실내건축가를 양성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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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전기공학과   Electronic and Electrical Engineering

교육목적

전자전기공학 분야의 발전에 필요한 고전적인 이론과 신개념 기술을 망라하여 전반적인 이론

과 응용 방법을 연구 개발하고, 연구능력, 자기학습 능력 및 지도자적 소양을 갖추어 본교 건학 

이념인 홍익인간에 부응하는 전문 핵심 인재를 양성하며, 기간 산업 및 첨단 산업 분야에서 능동

적이며 선도적으로 국가와 인류사회의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교육목표

- 수학, 과학, 공학 분야의 지식을 전자전기공학분야에 실용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능력

- 공학적 문제를 규명하고 공식화하여 전자전기공학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

- 전문적이고 윤리적인 책임을 이해하는 책무형 인재

- 합리적 사고와 의사전달 능력을 갖춘 전문가 양성

- 창의적 시스템 설계능력을 가진 우수 인력 양성

- 엔지니어링 및 미래기술 예측을 위한 다양한 분야의 소양을 겸비한 다학제적 인력 양성

- 산․학․연일체 교육을 통한 국가 및 지역사회의 요구에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능력 배양

학과소개

본 학과는 전자 전기 공학 분야에서 국가 및 인류 사회에 공헌 할 수 있는 능동적이며 선도적

인 고급 전문 연구 지도자 양성을 위해 설립되었다. 세부 전공 분야로는 반도체 소자와 공정 및 

디스플레이 소자 분야, 집적회로 및 임베디드 시스템 시스템 분야, 사물인터넷 및 AI 응용분야, 
산업/가정의 자동화와 정보처리를 선도하는 제어 및 정보처리 분야, 무선 및 이동 통신 분야, 영
상 및 신호처리 분야, 마이크로파 및 광파 분야 등의 연구 분야가 있다.

1971년 전자공학과와 전기공학과가 설립된 이래로 교육의 효율성을 높이고 연구 활동을 활성

화하기 위해, 2005년 3월부터 전자공학과와 전파통신공학과가 통합하여 전자정보통신공학과로 거

듭났으며, 2017년에는 전기정보제어공학과와 통합하여 현재의 전자전기공학과로 발전하였다. 본 

대학원에서는 21세기 첨단 전자, 정보통신 산업사회를 리드할 연구 인력 양성을 목표로 높은 수

준의 연구시설과 교육체계를 갖추고 있으며, 각 분야의 연구실에는 국내 최고의 교수진을 중심으

로 연구원들과 석사/박사과정 대학원생들로 구성된 연구팀에 의해 연구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 
석사 및 박사 학위 취득 후에는 대학 및 연구기관, 그리고 전력, 통신, 디스플레이, 반도체 부품, 
정보 등과 관련된 산업체 등에 진출하여 활동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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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디스플레이공학   Interdisciplinary Program of Information Display Engineering

학과간 협동 석사 및 박사학위과정

교육목적

다양한 정보 디스플레이에 관한 이론과 실험을 통한 교육을 실시함으로서 가장 경쟁력이 있는 

디스플레이 전문가 양성을 목표로 한다.

교육목표

- 다양한 정보 디스플레이에 대한 심층적 이해 능력 배양

- 기초학문적인 지식의 정보디스플레이에로의 적용 능력 배양

- 디스플레이 관련 실험실습을 통한 기술 개발 능력 배양

- 산학공동 연구 수행을 통한 실무 능력 배양

- 합리적 의사 소통 능력 배양

- 리더로서의 자질 배양

학과소개

21세기는 언제, 어디서나, 원하는 정보를 주고받을 수 있는 정보화 시대로서 이러한 정보를 주

고받기 위해서는 정보 디스플레이가 필수적이며 특히 한국은 디스플레이 산업이 우리나라 전체 

예산의 10% 이상을 차지할 정도로 국가의 중추 산업이며 또한 세계 제1의 생산국이다. 특히 정

보 디스플레이는 반도체와 마찬가지로 물리학, 화학, 전자공학, 재료공학, 심지어는 기계공학 등 

다양한 학문이 융합된 새로운 학문 분야로서 각 분야의 기초적인 지식은 물론 기업에서 바로 이

용될 수 있는 특화된 지식을 습득하여야 한다.
본 학과에서는 이러한 다양한 정보 디스플레이에 관한 이론과 실험을 병행하여 교육을 실시함

으로서 국내에서는 물론 세계에서도 가장 경쟁력이 있는 인력양성을 추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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컴퓨터공학과   Computer Engineering

교육목적

본 학과에서는 컴퓨터 기본 이론을 바탕으로 실용적인 연구능력, 자기학습 능력을 배양하여, 
산업체 및 연구직에 적합한 인재를 양성함을 목표로 하고 있다.

교육목표

- 컴퓨터공학과의 전공 분야에 대한 전문지식 습득

- 자신의 연구 결과에 대한 발표력 배양

- 단독 및 공동 연구 능력 증진

학과소개

1976년 1월 홍익대학교 일반대학원 전산학과로 설립되어 현재는 일반대학원 컴퓨터공학과로 

운영되고 있으며, 석사과정 및 박사과정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다.
컴퓨터공학과는 현재 23명의 교수와 4명의 초빙교수가 있으며, 관심분야는 알고리즘 및 컴퓨터 

이론, 컴퓨터 네트워크 및 통신, 인공지능, 데이터베이스, 프로그래밍 언어 및 시스템, 멀티미디어 

소프트웨어/시스템, 분산 및 실시간 시스템, 컴퓨터 하드웨어 설계 및 임베디드 시스템 등이다. 
본 학과에서는 기본 이론을 바탕으로 실용적인 연구능력, 자기학습 능력을 배양하여, 산업체 

및 연구직에 적합한 인재를 양성함을 목표로 하고 있다.
본 학과에서 제공하는 분야는 다음과 같다.
- 알고리즘 및 컴퓨터 이론

- 컴퓨터 네트워크 및 통신

- 인공지능

- 데이터베이스

- 프로그래밍 언어 및 시스템

- 멀티미디어 소프트웨어/시스템

- 분산 및 실시간 시스템

- 컴퓨터 하드웨어 설계 및 임베디드 시스템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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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목공학과   Civil Engineering

교육목적

홍익대학교 토목공학과는 도로, 항만, 공항, 교량, 철도, 터널, 댐, 상하수도 등 사회기반시설의 계

획, 설계, 시공, 유지관리 기술과 자연재해 및 사회적 재난에 대한 방재기술 등의 전문지식을 교육하

여 건설 및 환경 분야의 리더로서 창의적이고 전문적인 기술인력을 양성하는데 목표를 두고 있다. 

교육목표

- 특성화 교육 : 21세기 국가 경쟁력을 주도하고 기후변화 대응 및 통일시대를 대비할 첨단 건

설 및 방재기술 분야의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특성화 교육을 실시한다.
- 산․학․연 일체교육 : 4차산업혁명시대 건설산업의 전문지식과 기술력을 겸비한 우수인재 

양성을 위해 산․학․연 연계 교육을 강화한다.
- 인성교육 : 합리적 사고와 미래 지향적 인격을 갖춘 창의적 교양인을 양성하는 인성교육을 

실시한다.

학과소개

토목공학(Civil Engineering)은 가장 역사가 깊은 공학분야로서 국가와 지역사회의 요구에 따라 

고속도로, 철도, 해저터널, 신공항, 항만 및 해안시설의 건설, 수자원의 효율적인 이용, 다목적 댐

의 축조, 대규모 준설 및 매립, 정수처리 및 하수처리 시설 구축, 자연/사회재난에 대비한 방재시

설 등 국가 기간시설의 계획, 설계, 시공, 유지관리에 필요한 공학적 전문지식을 다루는 학문 분

야이다. 홍익대학교 일반대학원 토목공학과는 사회적 환경 변화를 반영해 전공 분야를 구조공학, 
수공학, 지반공학, 환경공학의 4개 분야로 세분화하여 교육 및 연구활동을 수행하고 있다. 석사와 

박사 학위를 취득한 졸업생들은 국가공공기관, 건설업체, 엔지니어링업체, 국영기업체(공사, 공단 

등), 연구소, 교육기관 등에서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고 있으며, 많은 졸업생이 기술분야 최고의 

전문가를 의미하는 기술사 자격증을 취득한 후 사회기반시설의 설계, 시공, 유지관리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전문기술인으로 활동하고 있다. 현재 토목공학과 관련된 전문기술사 분야로는 구조, 토
질 및 기초, 수자원, 항만, 도로 및 공학, 상하수도, 측지, 품질관리, 건설안전, 시공 등이 있다.

국내외 건설시장의 개방으로 선진국 건설시장 참여가 증가하고, 러시아, 중국, 중동 및 동남아 

등 신흥국으로의 진출이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는 점, 통일시대에 대비한 사회기반시설 수요가 증

가하는 현시점에서 볼 때 국가적 차원에서 경쟁력 있는 고급 토목기술자의 양성이 절대적으로 필

요하다. 홍익대학교 일반대학원 토목공학과는 이와 같이 급변하는 시대적 및 환경적 요구에 따라 

사회기반시설의 설계, 시공, 유지관리 기술 개발, 라이프라인 및 환경 시스템의 개발, 자연재해 

및 사회적 재난에 대한 방재시스템 개발 등 산학연 연계의 첨단 응용기술 개발에 주력하고 있다. 
또한 미래의 토목공학 분야에서 지도자적 역할을 수행하고 연구개발 및 후진양성을 이끌어 나갈 

수 있는 인재를 양성하도록 전문 교육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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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학공학과   Chemical Engineering

교육목적

화학공학 관련 분야의 교육과 연구 및 신기술 개발에 중추적 역할을 담당할 전문성과 창의성

을 갖춘 화학공학전문가의 양성.

교육목표

- 합리적인 사고와 성실한 인성 함양 

- 화학공학 전문 지식 배양

- 자립적 연구․개발 수행 능력 배양

- 산업 현장 적응 능력과 미래 신기술 습득 능력 배양

- 리더로서의 자질 배양

- 합리적 의사소통 능력 배양

학과소개

미래에는 인류의 생존과 건강, 풍요로운 생활을 위해서 지금보다 훨씬 다양한 물질과 에너지의 

창출이 요구된다. 화학공학은 물리 및 화학 등 각종 자연과학의 지식을 활용하여 자연에 존재하

는 물질 및 에너지를 인간생활에 유용하게 변환시키는 시스템을 개발하며, 환경 및 생명에 조화

된 공정을 종합적으로 구축하는 학문이다. 구체적으로 화학공학은 국가의 경제발전을 이끌어가는 

주요산업인 석유화학, 정밀화학, 고분자, 에너지 등 광범위한 분야에서 공헌하여 왔으며, 미래에 

중요성이 더욱 증대될 환경, 신에너지 및 대체에너지, 공정설계, 생명공학, 분자공학, 전자정보재

료 및 반도체, 산업안전 등 다양한 분야에서 필요로 하는 기초적인 지식과 전문적인 능력의 개발

을 주도적으로 진행하고 있다.
본 학과 대학원 과정에서는 위와 같은 분야에서 전문가로서 실력을 갖춘 엔니지어의 양성을 

목적으로 공정열역학, 반응공학, 유체, 열 및 물질전달, 화공수학, 이동현상 등의 화공 기본 과목

의 심화교육이 이루어지고 있으며, 대체에너지, 고분자유변학, 환경공학, 흡착기술, 기기분석 등의 

다양한 응용과목이 개설되어 있다. 또한 심화된 분야로의 연구와 실험을 통하여 전문지식을 함양

하고, 연구 개발능력의 배양을 병행하고 있다. 본 학과에서 수행하는 연구분야로는 반도체공정, 
고분자 재료 및 화학, 신소재 공정, 분리공정, 촉매 및 반응공학, 환경 및 청정 공학, 에너지공학, 
전기화학공학 바이오공학, 유기합성, 나노기술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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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공학과   Architectual Engineering

교육목적

본 학과의 대학원과정은 보다 쾌적한 인간생활의 영위를 위한 건축 공간을 심미적, 기능적, 구
조적 측면을 고려하여 기획, 계획, 설계, 시공, 유지관리, 폐기 등 건설 전단계에 걸쳐 요구되는 

고도의 예술적, 기술적 전문지식을 습득하고 심화시키고자 한다. 이를 통하여 각 분야별 선도적인 

역할을 담당할 수 있는 인재 양성을 교육목적으로 한다.

교육목표

• 석사학위과정

건축분야의 세부전공 분야의 심화지식을 습득한 실무적 인재를 양성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석
사과정의 논문작성을 위한 연구를 통하여 창의적, 전문적, 기술심화적인 측면의 융화된 학문적 가

치를 추구한다. 세부전공으로는 건축구조, 건축시공․건설관리, 건축환경․설비, 건축계획, 실내건

축, 건축설계 분야로 구분한다.

• 박사학위과정

건축(공)학과 혹은 이와 동등한 자격의 석사과정을 수료한 자로 하여금 독창성 있는 연구주제

를 선정하여 지도교수의 지도 하에 전문적인 연구를 수행함으로써 건축분야의 최첨단 연구를 수

행할 수 있는 연구자 및 전문가의 육성을 목표로 한다. 세부전공으로는 건축구조, 건축시공․건설

관리, 건축환경․설비, 건축계획, 실내건축, 건축설계 분야로 구분한다.

학과소개

건축공학과는 석사학위과정과 박사학위과정이 개설되어 있다. 테크놀로지와 디자인분야, 이론적 

연구를 넘나드는 뉴 밀레니엄의 신 개념 건축필드를 지향한다. 대학원에는 이론과 실제의 전문가

를 양성하기 위해서 다음과 같은 연구실이 개설되어 있다. 건축계획연구실, 건축설계연구실, 건축

프로그래밍연구실, 건축디자인연구실, 도시환경건축연구실, 실내건축디자인연구실, 건축구조안정성

연구실, 건축구조해석연구실, 건축구조설계연구실, 건축CM연구실, 건축환경․설비연구실 등이 있

으며, 이 연구실들은 늘 개방되어 있고 저명한 교수님과 석사, 박사과정의 학생들이 공동으로 주

요한 프로젝트를 연구, 진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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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속공학과   Metallurgical Engineering

교육목적

본교의 건학이념인 자주, 창조, 협동에 부합되는 유능한 인재를 양성함으로써 정보화 세계에 

대처 및 과학기술의 발전에 기여할 뿐만 아니라, 국가와 사회에 공헌할 수 있도록 하는데 주안점

을 두고 있다.

교육목표

본 학과가 지향하는 교육목적을 실현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교육목표를 설정한다.
- 산업현장에 기여할 수 있는 공학실무 능력뿐만 아니라 창의적인 능력을 지닌 엔지니어의 양성

- 특성화 교육을 통한 재료 관련 산업의 발전에 기여할 금속공학 엔지니어의 양성

- 사회 구성원으로서 올바른 가치관과 세계화 마인드를 지닌 엔지니어의 양성

학과소개

산업사회의 기본이 되는 금속소재의 생산과 재료의 물성 제고를 위한 합금의 설계, 제조, 활용 

및 개발에 관한 전문지식인 양성을 교육 목표로 하고 있다. 이를 위해 본 학과에서는 수학, 물리, 
화학을 기초로 한 열역학, 물리 화학, 금속조직 및 상변태, 금속열처리, 철강, 비철제련, 금속강도

학, 소성가공, 표면처리, 제조야금, 전기재료, 신소재 등의 교육과정을 설치, 운영하고 있다. 또한 

물리, 화학야금실험, 제조야금실험, 금속가공실험, 금속재료실험, 열처리, 표면처리실험 등 실습교

육을 더욱 강화함으로써 이론과 실기를 겸비한 공학도의 길을 열어주고 있다. 졸업 후에는 제철

소, 비철제련소, 자동차, 전기전자재료, 장치제작, 방위산업, 조선 및 항공 등의 관련업계와 대학

원 진학, 연구소 등의 분야로 진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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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계정보공학과   Mechano-Informatics and Design Engineering

교육목적

정심한 기계공학의 이론과 응용방법을 지도 연구하고 연구능력․자기학습능력․지도자적 소양

을 갖추며 특성화된 교육 프로그램 및 연구활동을 통하여 합리적이고 창의적인 사고능력을 갖추

어 연구 및 산업현장에서 신기술개발에 중추적 역할을 담당할 전문가 양성을 목적으로 한다.

교육목표

- 미래 산업사회를 이끌어 갈 유능한 공학도의 양성

- 첨단 기계분야에서 스스로 연구개발을 수행할 수 있는 전문 연구능력 배양 

- 정보화 시대에 대처할 수 있고 과학기술을 발전시킬 수 있는 능력 배양 

- 훌륭한 인격을 겸비한 국가와 지역사회에 봉사할 인재를 양성

- 합리적 의사소통 능력 배양

학과소개

본 학과는 2000년에 기존의 기계설계학과에서 기계정보공학과로 개편되었으며, 2004년도에 박

사과정을 신설하였다. 2000년도에 기계정보공학과로 개편되면서 기계정보공학과는 특성화 및 지

방 거점화, 첨단 실무형 인력의 양성, ABEEK과 산학연 일체 교육을 착실하게 준비해 오고 있다. 
특히 기계정보공학과가 직면하고 있는 지구촌 전역의 글로벌화로 인한 무한 경쟁 및 중국의 비약

적 발전으로 국가 제조업의 경쟁력 약화 및 공동화 현상, 충청권의 차세대 성장 동력 산업인 디

스플레이와 자동차 산업을 뒷받침하는 분야로 기전 부품 생산 및 자동화 기술의 특성화 필요성, 
대학원 지원학생의 급속한 감소와 지방대학 난립으로 인한 지방 사립대의 구조 조정 등의 위기에 

능동적으로 다음과 같이 대응하고 있다.
첫째 국가의 핵심 교육정책인 지방화 및 지방 거점화학교 육성(지방대학혁신역량강화사업 및 

산학 중심 대학 사업)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있으며, 둘째 21C 첨단 기술(컴퓨터와 인터넷 네트

워크 기술 등)을 지닌 전문 기술 인력의 양성을 위한 장단기 계획을 실행하고 있으며, 셋째 산학

연 일체 교육 등 수요자 중심, 산업체 중심, 지역 특성화 중심 교육을 실행하고 있으며, 넷째 대

학원 교육은 특화된 전문 기술 인력양성, 전문 산업인력의 첨단화를 위한 학제간 연계 교육을 확

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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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이오화학공학과   Department of Biological and Chemical Engineering

교육목적

홍익대학교 대학원 교육목적을 근거하여 바이오화학공학과에서는 날로 발전하고 있는 화학산업

과 관련된 전문분야의 지식을 익히고 첨단지식과 연구를 통하여 미래의 화학산업을 이끌어 나갈 

유능하고 전문성을 함양한 전문인을 양성하여 국가발전과 학문발전에 공헌함을  목적으로 한다.

교육목표

홍익대학교 대학원 교육목표를 근거로 대학원 바이오화학공학과에서 교육을 받은 사람은 바이

오화학공학의 이론과 연구 그리고 현장실무를 통합할 책임을 가진 자로서 다음과 같은 능력을 갖

는다.
- 전공영역에서 필요로 되는 연구를 확인하고 연구자로서 활동한다.
- 전공이론을 실무에 적용하고 평가하며, 새로운 기술을 습득하고 적용한다.
- 화공기술 전문인으로서의 정체성 확립에 주도적인 역할을 한다.

학과소개

홍익대학교 대학원 바이오화학공학과는 2018년 현재 석․박사과정이 개설되어 있으며 분리공

정공학분야, 생물공학분야, 환경공학분야, 고분자화학 및 공학분야, 유기합성분야, 무기재료분야 

등에 다양한 과목을 개설하고 있다. 또한 첨단의 분석장비들을 보유하고 있고 다양한 바이오화학

공학 분야의 학문에 대한 깊이 있는 전공 연구를 수행하고 있어 산업현장에서의 직무 수행과 학

술적 연구 수행에 적합한 전문 인력을 육성하고 있다. 졸업 후에는 석유화학산업, 정밀화학산업, 
의약산업, 환경산업, 생물산업 등의 업계와 관련 연구소 등으로 진출하고 있으며, 또한 본교와 대

덕연구단지의 유수한 연구소와 연계하여 진행되는 학문 연구를 통하여 국립연구소 및 기업체 연

구소 등으로의 진출을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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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라믹공학과   Ceramic Engineering

교육목적

본 학과는 본교의 건학 및 교육이념에 입각하여 세라믹 재료의 실용적인 이론을 연구하고 그 

실천방법의 연마를 통하여 자주적이고 창의적인 능력을 배양하고 국가와 인류사회의 발전에 기여

할 양식 있는 지도자의 양성을 교육목적으로 한다.

교육목표

본 학과는 세라믹 재료공학과 연관된 기초 지식과 응용 지식을 바탕으로 능동적인 문제 해결 

능력을 배양하고, 스스로 공학적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문제 제기 및 해결 방법을 창의적으로 

모색할 수 있으며, 국가 세라믹 재료관련 학문과 산업을 선도할 수 있는 지도자적 핵심 인력의 

배출을 교육 목표로 한다.

학과소개

세라믹스는 21세기 세계화, 정보화 시대를 이끌어 갈 전자․정보통신․우주항공․에너지․의

료․환경 등의 첨단산업의 기초가 되는 재료로서 그 역할이 날로 증가하고 있다. 세라믹공학과는 

구조․전기․전자․광학재료의 물리․화학적 특성을 이해하고 고기능을 구현하기 위한 제조공정 

및 특성 제어에 관한 이론을 심도 있게 제공하고 이와 관련된 연구 활동을 통하여 연구개발 현

장에 주도적 역할을 담당하여 부품소재산업의 국가경쟁력 제고에 이바지할 창조적이며 진취적인 

고급전문 인력을 양성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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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프트웨어융합학과   Department of Software and Communications Engineering

교육목적

초고속 정보화 시대의 핵심기술 개발을 선도하는 고급 인력 양성을 교육목적으로 한다.

교육목표

- 창의적 사고를 갖춘 엔지니어 양성

- 실무능력과 종합적 분석 및 설계능력을 갖춘 엔지니어 양성

- 리더쉽과 공학경영능력을 갖춘 엔지니어 양성

- 직업적, 도덕적 윤리의식을 갖춘 엔지니어 양성

학과소개

소프트웨어융합학과 대학원은 전자, 정보통신, 컴퓨터, 소프트웨어 등 초고속 정보화 시대의 핵

심기술 개발을 선도하는 분야의 고급 인력 양성을 교육목적으로 하고 있으며, 이를 위해 석사과

정뿐만 아니라 2004학년도부터 박사과정을 신설하여 운영하고 있다.
연구 분야는 통신 및 신호처리, 멀티미디어 및 컴퓨터 네트워크, 컴퓨터 소프트웨어, 광통신 및 

반도체, 초고주파, 제어응용 등으로 세분화 되어 있으며, 각 연구 분야와 관련된 연구실 및 실험 

장비를 충분히 갖추고 있다.
소프트웨어융합학과의 학생들은 지도교수의 철저한 지도하에 각종 프로젝트 및 연구를 수행하

면서 해당 분야의 전문지식은 물론 충분한 실무 경험을 축적할 수 있도록 교육받고 있다. 그 결

과 약 10년의 짧은 역사에도 불구하고 소프트웨어융합학과의 졸업생들은 그동안 삼성 등 대기업

은 물론 IT 관련 분야의 유망 기업체에 100%에 가까운 취업 실적을 보여 왔으며, 일부는 국내외

에서 박사 학위를 취득한 후 산업계 및 학계에 진출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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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료공학과   Materials Science and Engineering

교육목적

본 학과는 본교의 건학 및 교육이념에 입각하여 소재의 실용적인 이론을 연구하고 그 실천방

법의 연마를 통하여 자주적이고 창의적인 능력을 배양하고 국가와 인류사회의 발전에 기여할 양

식 있는 지도자의 양성을 교육 목적으로 한다. 

교육목표

본 학과는 재료공학과 연관된 기초 지식과 응용 지식을 바탕으로 능동적인 문제 해결 능력을 

배양하고, 스스로 공학적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문제 제기 및 해결 방법을 창의적으로 모색할 

수 있으며, 국가 재료관련 학문과 산업을 선도할 수 있는 지도자적 핵심 인력의 배출을 교육 목

표로 한다.

학과소개

재료공학은 21세기 세계화, 정보화 시대를 이끌어 갈 전자․정보통신․우주항공․에너지․의

료․환경 등의 첨단산업의 기초가 되며 그 역할이 날로 증가하고 있다. 재료공학과는 구조․전

기․전자․광학재료의 물리․화학적 특성을 이해하고 고기능을 구현하기 위한 제조공정 및 특성 

제어에 관한 이론을 심도 있게 제공하고 이와 관련된 연구 활동을 통하여 연구개발 현장에 주도

적 역할을 담당하여 부품소재산업의 국가경쟁력 제고에 이바지할 창조적이며 진취적인 고급 전문 

인력을 양성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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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전기융합공학과   Electronic & Electrical Convergence Engineering

교육목적

전자전기융합공학과의 교육목적은 본교의 설립이념을 바탕으로 전자전기공학분야 직무를 선도

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공학적 전문성과 리더십을 겸비한 융합형 창의인재를 양성하는데 있다.

교육목표

전자전기융합공학과의 교육 목표는 다음과 같다.
- 첨단 전자전기 산업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실무능력과 전문성을 갖춘 공학자를 양성한다.
- 문제해결을 위한 공학지식 및 정보기술의 활용능력과 창의성을 겸비한 공학자를 양성한다.
- 올바른 인성과 가치관을 바탕으로 세계화 시대를 선도할 수 있는 공학자를 양성한다.

학과소개

미래의 삶을 혁신적으로 변화시킬 전자전기공학 분야에서의 기술혁명이 진행됨에 따라 정보통

신 기술을 바탕으로 한 다양한 학문의 융합과 이를 통한 새로운 가치를 창조할 수 있는 창의적 

인재 육성이 요구되고 있다. 첨단산업 발전에 중추적인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 전자전기공학은 전

력전자, 전기기기 및 전력계통 등 지속 가능한 미래 산업사회의 근간이 되는 전기에너지 분야에

서부터 정보화 및 자동화로 대변되는 차세대 정보통신의 핵심 기술인 반도체 및 회로설계, 센서, 
임베디드 시스템 및 제어계측 분야 등을 포함하고 있다. 이에 맞추어 전자전기융합공학과 대학원

은 국내외 유수 대학에서 전자․전기공학 관련 전공분야를 수학하고 다양한 경력을 보유한 교수

진을 보유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융복합 사회에 필요한 전자전기분야 인재양성을 목표로 차세대 

반도체, 고집적회로 및 센서 설계, 전력 및 미래에너지, 지능제어 및 컴퓨터 시스템 분야 등에서 

다양한 교육과정을 운영하고 있다.
전자전기공학 기술의 넓은 활용범위로 인하여 졸업생들의 진출분야는 정부 기관 및 출연 연구

소 (한국전력공사, 전자부품연구원, 한국전기연구원, 에너지기술연구원 등), 정보통신기기, 중공업, 
자동차 및 에너지 관련 국내외 대기업 및 중견기업 등 다양한 분야에 진출하여 활동할 수 있는 

기회가 제공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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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해양공학과   Naval Architecture and Ocean Engineering

교육목적

본 조선해양공학 프로그램은 21세기 해양시대를 열어 가는 초석으로서의 역할을 담당하기 위

하여 해운산업을 육성하기 위한 수단인 조선기술, 해양환경을 보전하기 위한 해양장비기술, 해양

자원의 개발에 필요한 수단을 확보하기 위한 해양 엔지니어링 기술에 관한 전문지식을 교육하여 

조선해양공학 분야 전문 기술 인력 양성을 목적으로 한다.

교육목표

우리나라 조선해양산업은 세계 제 1 위의 독보적인 우위를 차지해 왔던 만큼 세계적으로 우수

한 기술인력을 요구한다. 본 조선해양공학과의 교육목표는 홍익대학의 교육이념 및 교육목표, 과
학기술대학의 교육 목표 등을 고려하여 미래 산업사회를 이끌어 갈 유능한 공학도를 양성하는데 

필요한 전문 기술과 연구 능력을 배양할 수 있는 교육을 제공하는 것이다. 유체공학 및 구조공학 

시스템모델링과 해석방법 그리고 전산프로그램 능력을 교육하여 조선 및 해양구조물의 전문적인 

설계에 필요한 능력과 자질을 배양한다.

학과소개

조선해양공학과는 21세기 해양한국 건설을 위하여, 우리 나라의 핵심 전략 산업인 조선산업과 

해양개발 및 해양환경보전에 관련된 각종 산업에서 중추적인 역할을 수행할 전문 기술인의 양성

을 교육의 목표로 하고 있다. 정역학, 동역학, 재료역학, 유체역학 그리고 열역학 등 공학의 기본 

이론을 바탕으로, 다양한 공학 응용소프트웨어의 이용을 익히고 나아가 조선해양 산업에 직결된 

부유체 정역학, 운동체의 저항 및 추진, 부유체 운동이론, 열기관, 구조해석, 종합설계 등의 분야

를 심도 있게 탐구할 수 있는 교과목을 운영하고 있으며, 이들 이론적인 내용들이 실험 장비를 

이용한 실험 및 실습 과정을 통하여 한층 현장감 있는 살아있는 지식으로서 학생들에게 소화될 

수 있도록 전 교수진은 열린 마음으로 교육에 임하고 있다. 또한, 대덕연구단지를 중심으로 모여 

있는 우리 나라의 핵심 조선산업 관련 연구기관과의(해양연구소 선박해양공학분소, 한국선급, 삼
성중공업중앙연구소 등) 다양한 공동 연구 활동과 각종 학술단체에서의 (대한조선학회, 한국해양

공학회, 한국해양환경공학회 등) 활발한 활동을 통하여 본 학과의 교수진은 항상 최신의 기술 및 

산업 동향을 교육에 반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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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융합협동과정   산업융합협동과정   산업융합협동과정   

자율주행지능로봇   Autonomous Vehicles & Intelligent Robotics

교육목적

센서 기술과 위치정보 기술 등을 활용하여 자율적으로 주행하고 자신의 지능을 이용하여 주어

진 기능을 스스로 수행하는 이동체 및 로봇에 필요한 전문 기술 인력을 양성한다. 또한, 인간-로
봇 인터랙션을 포함하여 자율주행지능로봇에 대한 디자인 관점의 연구 및 개발 능력도 배양한다.

교육목표

- 자율주행지능로봇 시스템의 해석 및 설계 능력을 갖춘 연구 중심 전문가 양성

- 산업현장에서 필요한 실무능력을 갖춘 자율주행지능로봇 개발 인력의 양성

- 자율주행지능로봇 개발, 생산 및 서비스 산업의 연구개발 전문 인력 양성

- 실무 적응성과 창의적 사고 능력을 갖춘 연구 인력 양성

학과소개

본 전공은 4차 산업혁명 시대의 중추적 기술이라 할 수 있는 자율주행 및 지능로봇 분야의 실

무형 인재 양성을 목표로 한다. 즉, 자동차, 농업, 항공 등 다양한 산업현장 및 실생활에서 활용

되고 있는 자율주행 모빌리티 제품의 연구 개발 및 제조 분야에서 활동할 수 있는 실무 중심의 

전문 엔지니어를 양성하는데 그 주목적이 있다. 
이에 따라, 자율주행체 및 자율비행체의 역학, 설계 및 제어는 물론, 작업기의 설계 및 제어, 

센서퓨전, 지능로봇공학, 배터리관리 시스템 등의 교과목을 통해 자율주행지능로봇에 필요한 이론 

및 실습 교육을 제공한다. 아울러 인간과 자율주행지능로봇 사이의 상호작용을 원활하게 하여 이

들 기술의 수용성을 제고하고 사용자의 경험과 가치를 극대화하기 위한 UX 디자인, 사용성 공학 

등 디자인 관련 교과목도 제공한다. 또한, 4차 산업혁명 대응 캠퍼스로 지정된 본교 화성캠퍼스

를 테스트 베드로 활용하여 자율주행 및 지능로봇 관련 분야 연구개발을 지원할 예정이다. 
본 전공은 산업융합협동과정 내에 개설된 전공으로서, 현업 재직자도 석사 및 박사 학위를 취

득할 수 있는 과정이다. 이를 원활하게 하기 위하여, 심화주제 연구I, II, III 과목에서 재직자가 

현업의 문제를 주제로 연구를 수행하고 그 결과를 바탕으로 학위 논문을 작성할 수 있는 길을 

열어 두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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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융합협동과정   산업융합협동과정   산업융합협동과정   

인공지능빅데이터   Artificial Intelligence․Big Data 

교육목적

인공지능, 빅데이터를 심화 수준에서 습득하고 다양한 산업 현장에서 디지털전환 요구 사항들

을 충족할 수 있는 기술을 적용할 수 있는 인재를 양성하고자 한다. 산업융합 협동과정의 일환으

로 본 전공 학생들은 인공지능, 빅데이터 활용 기술의 이론적 근간과 최신 학술적 발전 상황들은 

배우는 것은 물론, 다방면에서의 실용적 응용 기법들을 발휘할 수 있도록 프로젝트 중심의 훈련

을 받는다. 

교육목표

4차산업혁명 시대, 전 산업 분야에서 인공지능, 빅데이터 기술 활용에 대한 수요가 매우 크다. 
다양한 분야에서 주어지는 문제를 인공지능, 빅데이터로 해결할 수 있는 인재들이 이런 사회적 

요구 사항에 부응할 수 있도록 교육한다. 본 전공의 학생들은 학부 수준의 프로그래밍, 자료구조, 
알고리즘, 데이터베이스, 인공지능 개론, 확률/통계, 공학수학에 대한 지식이 정립되어 있는 것을 

전제로 하고 있다. 이론에 그치지 않고, 실제 산업 현장에서 적용하기 위해서는, 개발된 인공지

능, 빅데이터 활용 시스템이 안정적으로 구동될 수 있도록 소프트웨어개발 공정과 품질 관리의 

원칙들을 숙지해야한다. 고속으로 대량 발생하는 빅데이터의 효율적인 전처리와 관리를 위하여 

최적의 프로그래밍 기법과 대용량 전산 처리 인프라에 대한 인프라가 필요하므로, 학생 개개인의 

역량에 따라서, 관련 컴퓨터공학과에서 개설되는 학부, 대학원 과목의 이수가 요구될 수 있다. 

학과소개

본 전공에서 개설하는 과목들은 컴퓨터공학과의 관련 과목들과 합반 운영된다. 본 전공 학생들

은 산업융합협동과정 내에서 개설된 모든 과목들을 전공 과목으로 이수할 수 있으나, 컴퓨터공학

과 과목 이수시에는 전공과목으로 인정되지 않으나, 졸업 학점으로는 인정된다. 인공지능, 빅데이

터 대학원 과목을 수강하기 위한 선수 지식이 전무한 학생들의 경우는 필수 컴퓨터공학 과목들을 

지정받을 수 있으며, 졸업을 위한 최소 학점 외에 추가적으로 이들 과목을 이수해야 한다. 인공

지능, 빅데이터 기능을 제공하는 소프트웨어 도구를 배우는 것이 아니며, 직접 이 기능들의 구현 

방법을 습득할 수 있는 기본 프로그래밍 역량은 필수다. 산업융합과정 차원에서 본 전공은 다양

한 산업군에서 응용 개발력을 얻을 수 있도록 공학적인 소양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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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융합협동과정   산업융합협동과정   산업융합협동과정   

스마트도시   Smart City

교육목적

- 스마트시티를 선도할 미래 혁신인재 육성(석․박사 과정)
- 자격과 소양 검정으로 스마트시티전문가 양성

- 기술혁신형 스마트시티 창업 생태계 조성(창업지원)

교육목표

- 스마트시티 석․박사학위 소지자 배출로 산업내 고급인력 수요 충족 

- 스마트시티 산업 활성화 및 해외진출에 필요한 전문인력 양성

- 스마트시티 산․학 연계프로그램으로 교육생 실무역량 강화

- 논문, 학술발표, 특허출원 등 스마트시티 연구기반 조성

학과소개

- 스마트도시 전공은 스마트도시 분야에서 전문적인 역량을 발휘하는 파괴적 도시혁신가 

(Disruptive Urban Innovator)를 양성하는 것을 목표로 운영

- 이에 따라 이 교육과정에서는 스마트도시 분야의 제품/서비스 산업 창업 및 기업가 육성을 

위한 기술/전략 교육

- 기존 학문체계에서 벗어나 학제 간 융합교육 및 프로젝트 중심교육을 실시하는 석․박사과정

으로 4차 산업혁명시대를 이끌어 갈 창의적 융합인재 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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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학과   Business Administration

교육목적

대학원 경영학과(석․박사 과정)는 홍익대학교의 건학 및 교육이념에 입각하여 경영학 분야에 

있어 자주적 창의적 연구능력을 지닌 전문연구인과 글로벌 시각과 경영전문성을 가진 경영전문가

의 양성을 교육목적으로 한다.

교육목표

- 국가와 인류사회의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지도자적 소양과 품성의 함양

- 진취적인 의식과 문제해결 능력의 배양

- 글로벌경영의 조류와 최신경영학 이론을 충실히 이해하고 창의적 연구능력을 지닌 전문연구

자의 양성

- 글로벌경영의 마인드와 지도력을 갖춘 경영전문가의 양성

학과소개

경영학은 한국 경제성장의 견인차라 할 수 있는 기업을 연구의 대상으로 하는 현대 사회과학

의 최첨단 분야이다. 1971년 1월에 설립된 대학원 경영학과는 국내외 저명대학에서 학위를 취득

한 50여명의 교수진을 연구 및 강의 인력으로 확보하고 있으며 대학원생 개개인의 적성에 맞는 

1:1 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학생들은 경영학의 각 전공분야에 해당하는 논문이 실린 국내․외 연

구저널을 읽고 논문에 있는 가정과 결과를 검증 및 토론을 하여 경영학의 최신이론을 이해하고 

관심 있는 분야에 대해 연구할 수 있는 학문적 전문성을 확보하도록 하고 있다.
학생들은 이러한 과정을 통해 각자 전공분야의 이론적․방법론적 능력을 갖춘 전문가로서 졸

업 후 대학교, 국책연구소, 정부기관 및 민간기업으로 진출하여 눈부신 활약을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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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학과   Economics

교육목적

홍익대학교 대학원 경제학과는 경쟁력 있는 연구능력과 실무능력을 함께 보유한 경제전문가를 

양성하는 것을 교육의 목적으로 한다.

교육목표

- 사회과학적 분석능력의 배양

- 전문가적 업무 수행능력의 확보

- 창의적 사고능력의 증진 

학과소개

경제학과 대학원 석사/박사과정은 경제 분야의 고급 연구/실무인력을 양성하는 것을 목표로 하

며, 미시경제학, 거시경제학, 계량경제학 등의 기본과목에 대한 견실한 이해를 바탕으로 금융경제

학, 공공경제학, 국제경제학 등 다양한 세부전공에 대한 교과과정을 제공한다.
경제학과 대학원 석사/박사과정의 졸업자들은 대학, 연구소 등의 교육/연구인력으로 진출하거나 

금융, 기업, 관공서 등의 고급 실무인력으로 진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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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고홍보학과   Advertising and Public Relations

교육목적

광고홍보학과는 커뮤니케이션과 미디어 관련 산업과 관련하여 학생 개별 관심분야의 지식과 

연구를 심화시키고, 관련 이론들과 방법론을 철저히 학습하여 독자적인 연구를 수행하여 광고, 미
디어, 크리에이티브, 브랜드 연구분야에 학술적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유능한 학자를 양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교육목표

- 창의력을 갖춘 전문광고인 양성

- 논리적 기획력, 실무창작능력 배양

- 디지털미디어 수행능력완성

- 세계화 전략의 수행

학과소개

다양하게 변화하는 현대사회의 광고와 홍보문화 그리고 실무에 참여하고 개발할 수 있는 21세
기형 커뮤니케이션 전문가로서의 식견과 교양을 두루 갖출 수 있도록 학과의 목적에 맞춰서 교과

과정은 광고, 미디어, 브랜드, 크리에이티브 등 응용 커뮤니케이션(applied communications)과 관

련된 현상을 연구하는데 필요한 이론과 연구방법론을 중심으로 운영된다. 광고홍보학과는 광고커

뮤니케이션, 브랜드커뮤니케이션 영역뿐 아니라 미디어수용자연구, 뉴미디어연구, 크리에이티브 

전략 및 광고캠페인효과, 문화마케팅, 브랜드마케팅 등 학생의 배경과 관심에 맞게 다양한 이론적 

관점과 주제를 탐구할 수 있도록 학제간 연구를 장려하여 창조적이고 미래지향적인 광고홍보전문

인을 양성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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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학과   Education

교육목적

교육에 관한 이론과 실천적 원리를 교수, 연구하며 교육학 연구자, 교육 전문가, 교육행정가를 

양성함으로써 교육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교육목표

- 교육현상 및 문제에 대한 철학적, 역사적, 사회학적, 심리학적, 행정학적 분석 능력 함양

- 교육이론 및 원리를 교육현장 개선 및 교육정책 개발에 적용할 수 있는 능력 함양

- 교육연구를 위한 방법론 습득 및 자료처리 능력 함양

학과소개

교육학과에서는 교육에 관한 이론과 실천적 원리를 교수, 연구하며 교육학 연구자, 교육전문가, 
교육행정가를 양성함으로써 교육발전에 이바지함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를 위해 교육의 이념, 내
용, 방법, 행정, 정책 등에 관한 교육학 전반에 걸친 교과목을 교과과정에 포함하고 있다. 세부전

공으로는 교육사, 교육철학, 교육심리, 교육사회, 교육과정, 교육행정, 상담심리, 평생교육 과정이 

운영되고 있다.
졸업생들은 중․고등학교 및 대학, 교육연구기관, 교육행정기관, 평생교육기관, 교육관련 일반 

기업체 등 교육 각계 분야에 진출하여 중추적인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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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어국문학과   Korean Language and Literature

(국어국문학전공, 한국어교육전공)

• 국어국문학전공

교육목적

국어국문학과 대학원은 국어학과 현대문학, 고전문학의 각 분야에 대한 학술 이론의 연마와 응

용, 역사적 특성 및 구조적 양상에 대한 총체적이고 집중적인 탐구를 통하여 각 학문에 대한 심

층적 이해에 바탕을 둔 우수한 전문 인력의 양성을 목적으로 한다.

교육목표

국어국문학과는 국어학, 고전문학, 현대문학에 대한 폭넓은 지식의 습득과 심도 있는 이해 연

구를 통하여 국어국문학에 대한 창의적인 인식태도를 갖게 함으로써 민족 문화의 전통을 계승할 

수 있는 유능한 인재를 양성하는 데에 그 목표를 둔다. 이러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우리말의 

변천 과정과 구조 체계를 과학적으로 연구하고, 한국 근현대문학사의 시․소설․희곡․비평 등 

제 장르를 체계적으로 연구하여 한국문학의 위상을 확고히 정립하며, 민족문학의 중요한 자산인 

고전문학 분야의 모든 영역에 대한 연구 검토와 방법론의 탐색을 통해 우리 고전문학의 실체와 

실상의 규명 및 정서의 바탕과 미학의 특질을 탐구한다.

학과소개

국어국문학은 인문학의 가장 기초가 되는 학문이라 할 수 있다. 이 분야에 대한 보다 깊은 학

문적인 연구를 통해서 우리는 옛 성인들의 정신을 뒤돌아보고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의 삶의 가

치를 재조명할 수 있게 된다. 본 국어국문학과 대학원에서는 고전문학, 현대문학, 국어학의 세 가

지 전공 분야가 마련되어 있다. 고전문학 전공자들은 옛 문헌에서 찾아볼 수 있는 선인들의 발자

취를 찾아내어 자신의 학문적 바탕을 마련하는 계기를 만들고 있으며, 현대문학 전공자들은 시나 

소설 그리고 비평과 기타 장르의 문학을 통해 한국 현대인들의 정신사적 자취를 밝히며, 현재 자

신의 문학적 소양을 한층 더 높일 수도 있다. 고전에서 혹은 현대에서 찾아볼 수 있는 문헌 등을 

통해 국어학 전공자들은 중세와 근대, 현대에 이르기까지의 음운, 형태, 통사, 의미론 등을 연구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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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어교육전공

교육목적

한국어교육전공 대학원은 문화체육부 장관이 한국어교원이 되고자 하는 사람에게 일정한 법정 

요건을 갖추었는지를 심사하여 자격을 부여하는 제도인 한국어 교원 자격제도에 따라, 한국어교

육에 능통한 교사 양성을 목적으로 한다.

교육목표

세계의 일원화가 급속히 진행되는 중에 세계적으로 한국어가 외국어로서 각광을 받고 있다. 이
에 본 전공에서는 외국어로서 한국어를 가르치는 한국어 교사 및 한국어 교육 전문가를 양성함을 

목표로 하며, 이를 위해서 외국어 및 제2언어로서의 한국어 교육에 관한 최신 이론과 교수 방법

들에 대한 연구를 통해 외국어로서의 한국어학, 한국문학 및 한국문화에 대한 전반적인 이해를 

도모함으로써 한국의 국제화와 세계화에 기여하는 한국어 교육을 지향하는 바이다.

학과소개

한국어교육전공학과는 국어기본법 제 13조에 의거 졸업 후 문화관광부에서 수여하는 한국어교

원 2급자격증을 받는다. 이를 위하여 본 전공의 교과목은 국어기본법 제 13조 1항에서 규정한 한

국어교원 자격 취득에 필요한 영역별 필수학점에 의거하여 각 영역별 교과목을 개설하고 있다. 
크게 한국어학 및 언어학, 한국어 교육학, 한국문화, 한국어교육 실습분야로 나뉘어있다.
1. 한국어학 및 언어학 분야에서는 한국어의 음운, 형태, 통사, 의미론에 대한 최근 이론을 중

심으로 한국어의 특성을 이해하고, 대조언어학, 응용언어학 및 외국어습득에 관한 이론을 토

대로 보다 심도 있는 연구를 이루어 나가도록 한다.
2. 한국어 교육학과 관련하여서는 한국어 교육개론, 한국어 교육과정, 한국어 교수법, 한국어 

기능교육론, 한국어 평가론, 한국어교재론, 한국어교사교육론 등을 연구하여 한국어 교사로

서 갖추어야 할 실제적인 능력을 기르도록 한다.
3. 한국문화 분야에서는 한국학, 한국문학, 한국역사 등 한국문화 일반에 대한 폭넓은 이해를 

도모한다.
4. 한국어교육 실습에서는 외국인에게 한국어를 가르치기 위한 교육 실습 및 교안 작성, 모의 

수업 등을 통하여 실제적인 교수 능력을 기르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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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어독문학과   German Language and Literature

교육목적

본 대학원은 4년간의 전공 학력을 바탕으로 하여 현재 유럽뿐 아니라 국제 관계에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 독일의 언어와 문학, 문화 및 그 밖의 제반 분야에 대한 연구를 통해 국제

적 감각을 갖춘 인재를 양성하는 데 교육의 목적을 둔다.

교육목표

독어독문학과의 석․박사 과정은 독일의 문학과 문화, 역사에 대한 지식을 통해 세계에 대한 

안목을 기르며, 이를 바탕으로 한국과 국제사회의 교류와 문화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전문인을 

양성하는데 목표를 두고 있다. 이를 위해 학부에서 배양한 독일어와 독문학 교과를 심화하여 적

극 활용할 수 있는 교육과정이 마련되어 있으며, 독일의 언어와 문학, 문화 및 그 밖의 제반 분

야에 대한 연구를 통해 국제적 감각을 갖추기 위한 다양한 학술회의 및 세미나, 강연활동이 이루

어지고 있다. 교육과정은 고전에서 최근에 이르는 문학작품과 문학이론뿐 아니라 독일의 미학, 예
술이론 등을 포괄하고 있다.

학과소개

탁월한 독일어 구사능력과 국제적 능력을 인정받는 졸업생들은 유럽 지역에서 진출한 기업체

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담당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국가 공공기관, 언론기관, 예술계에서 다양한 

능력을 인정받고 있으며, 번역가 및 통역사로 활동하고 있다. 또한 독일 유학을 마치고 대학 강

단에서 활발한 연구와 강의활동을 하고 있다. 독일 언어와 문학, 그리고 예술 이론에 대한 지식

과 안목은 국제적인 감각과 문화 이해력을 심화시켜줄 것이며, 그런 감각과 이해력에 대한 사회

적 요구와 수요는 장차 더욱 커지리라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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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예술경영학과   Arts and Cultural Management

교육목적

대학원 문화예술경영학과는 문화예술 관련 학문과 경영학을 접목하여 창의적 사고력과 리더십

을 갖춘 문화예술 산업의 전문 예술경영인을 양성하는 것을 교육목적으로 한다.

교육목표

- 시각예술 및 공연예술 그리고 경영학을 연계한 학제간 융합을 통하여 문화예술산업과 관련된 

주요 이슈들을 이해하고 창의적으로 연구 할 수 있는 역량 강화

- 문화예술계의 최신 흐름을 반영한 관객개발, 마케팅, 사회참여, 예술기업가정신 등의 이론 및 

사례를 연구하며, 문화예술 산업 전반에 대한 현장 감각과 실무능력 함양

- 문화예술산업의 세계적 추세와 최신 예술경영학 이론을 양지하여 국제감각을 지닌 문화예술

경영인의 육성

- 문화예술경영 각 분야의 체계적 교육을 받고 예술과 경영, 그리고 이론과 실제의 균형 잡힌 

소양을 지닌 문화예술인을 양성하여 궁극적으로 우리 사회 문화예술 발전에 공헌

학과소개

대학원 문화예술경영학과는 미술, 디자인, 인문학 등 다양한 문화예술 관련 학문과 경영학을 

접목하여 창의적 사고력과 리더십을 갖춘 문화예술경영 전문가 및 연구인력을 양성하기 위해 

2010년에 설립되었으며, 대학원생 개개인의 다양한 학습배경에 적합한 맞춤형 프로그램을 운영한

다. 2016년부터는 문화예술경영학 박사과정을 선발하여, 문화예술경영학 내의 다양한 연구영역과 

주제들을 심화 연구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하였다. 강의는 학과 소속 전임 교수뿐만 아니라 경영

대학, 미술대학, 공연예술대학원, 국제디자인전문대학원, 문과대학 등의 교수진의 협력으로 이루어

진다. 학생들은 각 분야의 국내외 연구 논문과 저서들을 읽고 연구하고, 실제 사례를 분석, 토론

하며 문화예술 산업관련 이론과 실무에 능한 문화예술경영전문가로 성장하는 것을 목표로 학습하

며, 또한 인턴십을 통해 문화예술산업 현장지식의 습득과 문화예술조직 관리능력의 배양을 추구

한다. 학생들은 졸업 후 미술관, 박물관, 극장, 문화예술민간기업 및 관련 정부기관으로 진출하거

나, 각급 연구소에서 문화예술경영 전문 연구자로서의 진로를 모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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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술사학과   Art History

교육목적

조형예술 현상을 다양한 역사적 맥락에서 통찰할 수 있는 전문인을 양성함으로써 시각 문화와 

학문의 발전에 기여한다.

교육목표

- 미술의 역사에 대한 폭넓고 체계적인 지식과 이해를 바탕으로 학술적인 연구 방법을 익힌다.
- 연구 발표와 토론을 통해 분석적, 비판적, 창의적 연구 능력을 함양한다.
- 국내외 미술 문화 유적 답사를 통해 연구 대상을 실증적인 관점에서 경험하고 해석할 수 있

는 시각을 기른다.

학과소개

미술사학은 동서양의 조형예술 현상을 역사적으로 접근하는 인문학의 한 분야이다. 시각문화를 

양식과 내용의 측면에서뿐 아니라 사회적, 정치적 맥락, 또는 인종과 성의 각도에서 다양하게 접

근하여 분석하고 그 의미를 규명한다. 본 미술사학과는 그러므로 한국과 동양 그리고 서양 미술

의 과거와 현재를 모두 연구와 교육 영역에 포함한다. 한국과 동양, 서양의 지역별, 시대별 그리

고 회화와 조각, 공예 등의 분야별 미술에 대한 다양한 교과목을  개설하고 있으며, 강의와 세미

나 및 학위논문의 형식으로 구성된 교과 과정을 통해 독립적인 연구 능력을 배양하는 것을 목적

으로 한다. 이 외에도 미술문화유적 답사, 현장 실습, 국내외 석학의 특강 등을 통해 보다 폭넓은 

지식과 경험을 얻을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자 한다. 졸업 후에는 박사과정을 거쳐 학자나 교수

로 연구와 교육 활동을 할 수 있으며, 박물관, 미술관, 갤러리 등에서 학예사로 활동 할 수 있다. 
또한 폭넓은 문화적 지식을 토대로 언론계, 출판계, 방송계, 국가 행정 기관뿐 아니라 인터넷 등

의 산업 분야에서 미술과 관련된 전문직업 활동을 추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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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학과   Aesthetics

교육목적

미학의 이론적 지식을 체계적으로 함양하고, 함양된 지식의 사회적 실천을 구체적 문화예술 현

상을 중심으로 훈련한다.

교육목표

- 미학의 역사에 대한 개괄

- 주요 미학 사상가에 대한 고찰

- 주요 미학적 주제에 대한 논의

- 현대 미술에 대한 이해

- 학생 개인별 개별 전공 예술 영역을 선택케 하여 해당 영역에 대한 비평적 능력 배양

- 미학의 사회적 실천에 대한 기타 방안의 모색

학과소개

1973년 종합대학교 승격에 발맞추어 인가된 홍익대학교 일반대학원 미학과는 예술 및 그와 연

관된 영역들을 미학적으로 성찰하는데 기본 목표가 있다. 이러한 기본 목표를 위해 미학사 및 미

학 이론에 관련된 다양한 과목을 동서양, 고대, 근대, 현대로 나누어 개설하고 있다. 그리고 미학

적 이론을 다양한 지각 경험과 예술 장르에 적용하는 일에도 교육의 목표를 둔다.
지금까지 석․박사과정을 통해 많은 문화예술 전문인력을 배출하였으며, 이들은 학교, 연구소, 

문화예술전문단체, 미술관, 화랑, 출판사 등에서 다양하게 활동을 펼치고 있다. 홍익대 미학과 출

신들을 주축으로 1989년 한국미학예술학회가 창립되었으며, <미학예술학연구>(학술진흥재단 등재

학술지)라는 학술지를 발간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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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학과   Law

교육목적

홍익대학교 대학원 법학과는 법학 분야와 관련한 다양한 이론을 연구하고 그의 실제적인 적용 

방법을 연마함으로써 법학 분야의 창의적이고 자율적인 연구자를 양성함과 아울러 사회 지도층의 

역할을 수행하는 양식 있는 법률가를 양성하는 것을 교육목적으로 한다.

교육목표

법학과의 교육목적을 기반으로 하여 각 법학 분야에 있어서 창의적이고 주체적인 연구자 및 

입법, 사법, 행정 각부의 역량 있고 양식 있는 법률전문가를 양성함과 아울러 세계화되어가는 기

업 환경에 맞게 국제적인 법률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유능한 법률가를 양성하는데 교육목표를 둔

다.

학과소개

1988년에 학부 법학과의 설립과 동시에 설립된 대학원 법학과는 학부 법학과가 추구하는 기본

적인 목표인“법을 통한 한국사회발전에의 기여 (Law for Korean Society)”를 궁극적인 달성 목표

로 정하고 있다. 본과는 이러한 목표 하에서 본교 건학의 이념과 산학일체의 교육 이념을 계승, 
꾸준한 발전을 거듭하고 있다. 법학 각 분야에 있어서 우수한 연구자들을 양성하고 실력과 양식 

있는 법률가를 양성하기 위하여 법률문헌정보실을 통해 주요 선진국의 최신 간행물을 비치ㆍ제공

함으로써 학생들에게 법학 연구에 있어서의 비교법적 접근 방법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한편, 법학

연구소를 중심으로 한 이론적 연구를 지원하고 있다. 매년 외국의 유수한 대학에서 박사학위를 

취득한 훌륭한 교수님들을 영입하여 대학원 교육의 내실을 기하기 위하여 노력을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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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어불문학과   French Language and Literature

교육목적

프랑스 언어학과 프랑스 문학 두 분야는 물론 프랑스 문화 전반에 걸친 연구를 보다 심도 있

게 다룬다. 경제․사회․정치 분야에서 프랑스가 차지하고 있는 국제적인 위상을 활용하기 위해

서도 각 방면의 강의를 보완 개설함으로서 글로벌 시대에 걸 맞는 인재의 양성을 주된 교육목적

으로 삼는다.

교육목표

고전에서 현대에 이르기까지의 작품들을 각자의 전공에 따라 심화시킨다. 작품의 해설과 분석

에서 한걸음 더 나아가 불문학 작품의 한국어역 또는 한국작품의 불어역에 주안점을 둠으로서 본 

대학원의 특성화에 역점을 둔다. 이를 위해서는 통역과 번역에 있어 이론과 실제를 아울러 터득

케 하고, 문화 강주국인 프랑스 자체는 물론이고 불어권의 다른 여러 나라들(캐나다․벨기에․스

위스․아프리카의 여러 나라)의 문화와 정치․경제에도 관심을 확대한다. 따라서 한국 주재 불어

권 나라들에 대한 적극적인 연구도 특성화의 일환이자 교육목표의 하나이다. 

학과소개

탄탄한 불어실력과 폭넓은 교양으로 불문과 졸업생들의 활약상은 괄목할 만하다. 프랑스 관련 

기업이나 항공사는 물론 국내의 언론기관과 예술계 그리고 학계에서도 그들의 능력은 널리 인정

받고 있다. 불문과의 연륜에 비추어 월등히 많은 박사학위 소지자가 본교와 프랑스에서 배출되어 

대학 강단에서의 강의 활동과 번역 등 연구 활동에 전념하고 있다. 근래에 인문사회과학 저술에 

대한 관심이 일시적인 소강상태를 맞고 있기는 하나,‘산업과 예술’의 만남도 결국은 인문학의 바

탕 위에서만이 열매를 맺을 수 있음을 상기할 때 불어불문학과의 역할은 앞으로 더욱 커질 것으

로 예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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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학과   History

교육목적

한국사, 동양사, 서양사의 세 가지 전공에 관한 내용을 이해하고 연구 능력을 제고하여 유능한 

역사 연구자를 양성하는 데에 교육 목적을 두고 있다.

교육목표

- 한국사 분야의 역사 연구 능력 배양

- 동양사 분야의 역사 연구 능력 배양

- 서양사 분야의 역사 연구 능력 배양

학과소개

본과에서는 한국고대사와 근대사, 중국 송․원․명사, 서양고대사와 근현대사 등의 전공 교수

진이 있어 그 분야를 전공하려는 학생들에게 유리하며, 다른 분야를 전공하는 학생들을 위해서는 

수시로 해당 분야의 전공 교수를 연결하여 전문적인 지식을 취득할 수 있도록 배려함으로써 학생

들이 희망하는 전공에서 습득해야 할 전문적인 내용을 충분히 이수할 수 있도록 대비하고 있다. 
또한 근래에는 뒤늦게나마 취미로서의 역사, 즉 역사 사실에 대한 좀더 깊고 전문적인 이해 자

체를 위하여 공부하려는 학생들도 증가하고 있는 추세여서, 그에 대한 배려도 충분히 하고 있다.
지난 40여 년간 본과의 졸업생들은 대학 교수, 한국학중앙연구원, 한국고전연구원, 독립운동사

연구소, 국립박물관 등의 문화기관, 출판․언론계 등에 진출하여 사회구성원으로서의 역할을 다하

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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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학과   Tax Studies

교육목적

세법, 세무회계, 조세정책 분야에서 이론과 실무를 겸비한 전문가의 양성

교육목표

세무학 분야에서 독자적으로 연구를 수행할 수 있는 능력의 배양

학과소개

세무학과는 회계사, 세무사, 기업의 재무관리자, 공무원, 법률가 등을 대상으로 조세문제를 이

해하고 해결하기 위한 기본능력과 깊이 있는 통찰력을 함양하기 위해, 조세법과 세무 실무 및 이

론에 관한 다양한 강좌를 개설하고 있다. 아울러 조세제도의 체계적인 이해에 도움을 주고자 조

세정책 이론 강좌를 개설하고 있으며, 조세전략, 부동산세무 등 고급 강좌를 개설하여 조세 현안

에 대한 실무능력과 전략적 사고를 제고하는데 주안점을 둔다. 끝으로, 조세제도 및 정책, 세무회

계 분야에 대한 논문을 작성하고 체계적으로 학문을 연구할 수 있는 능력을 배양한다.



Ⅷ. 각 대학원 소개  325

영어영문학과   English Language and Literature

교육목적

본 영어영문학과 대학원에서는 '문학과 어학'분야에서 학문의 심오한 이론을 연구하고 그 실천

방법을 연마함으로서 21세기 국제 사회를 이끌어 나갈 창의적이고 자주적인 인재를 양성하는 것

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교육목표

영어영문학과 대학원은 영미문학과 영어학의 전문화된 과목들을 통하여 고급의 영어 구사능력

과 영미문화에 대한 숙달된 식견을 갖춘 학생들을 배양시키는 것을 교육목표로 하고 있다. 이를 

위하여 문학과 어학전공 수업과의 연계를 통하여 해당 전공분야에 대한 광범위한 지식습득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학과소개

영어영문학과 대학원에는 문학일반의 연구방법과 아울러서 영문학 전공 선택의 탐색을 유도하

는 영미문학사조사, 영국시와 미국시를 이론과 관련시켜 연구하는 세기별 영미시, 소설의 사회적 

배경과 소설의 기법과 이론을 연구 대상으로 하는 소설의 발달과 이론 세기별 소설 개관, 
Shakespeare를 비롯한 여러 극작가들의 작품을 다루는 영미희곡, 문학의 여러 문제에 대한 인식

을 심화하고 문학비평 및 문학연구의 이론적인 기초를 마련하는 문학이론 연구 등의 영미문학 관

련 교과목과 음운론의 기본 개념과 근본원리를 익히고 실제 자료를 통해서 음운 분석 능력을 키

우는 영어음운론, 통사론의 기본 개념 및 근본 원리를 익히고 자료 분석연습을 통해 연구의 기초

를 연마하는 영어통사론, 형태론의 기본개념을 익히고 연구방법을 소개하는 영어형태론, 심리언어

학, 사회언어학, 언어습득론에 관한 기본 개념을 익히고 연구방법을 소개하는 응용언어학 등의 영

어학 전공 교과목들이 개설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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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재산학과   Department of Intellectual Property

교육목적

본 학과는 국내외 지식재산 분쟁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고 글로벌 산업․기술의 흐름에 부합하

는 선제적이고도 체계적으로 지식재산 전략을 수립․운영할 수 있는 국제적 안목과 융합적 지식 

및 실무능력을 갖춘 고도의 지식재산 전문가의 양성을 목적으로 한다.  또한 기존의 지식재산 업

무 종사자 및 관련 전문가의 이론과 실무 역량을 보다 강화할 수 있는 특성화 맞춤형 재교육 시

스템을 개발․운영함으로써 국내 최고의 지식재산 전문 연구 인력을 배양하는 것을 그 목적으로 

한다.

교육목표

- 지식재산의 보호뿐만 아니라 지식재산 경영 및 디자인 IP에 강한 융합형․현장 및 수요자 중

심형 지식재산 인재를 양성한다.
- 중견지식재산실무자의역량강화를위한맞춤형재교육시스템을선도적으로개발․구축한다.
- 글로벌수준의한국형지식재산교육모델을확립한다.

학과소개

지식재산학과는 지식재산 보호, 지식재산 경영, DESIGN IP 분야에 대한 특성화 교육에 초점을 

맞추어, 공학․기술 관련 지식과 국제적 마인드를 갖출 수 있는 다양하고도 차별화된 커리큘럼을 

제공하며, 현장 및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교육을 통해 이론과 실무가 겸비된 지식재산 핵심 인재

를 육성 및 재교육하고 있다. 또한 국내외 지식재산 분쟁에 효과적으로 대응가능하고 능동적․체

계적으로 지식재산 경영 전략을 수립․적용해 나갈 수 있도록 하는 고급의 지식재산 전문 연구 

인력을 양성하는 과정이다. 그리고 글로벌 경제 환경 변화와 기술 발전의 추세에 발맞춰 첨단 공

학 기술 및 문화 콘텐츠의 총체인 지식 산업의 미래를 선도해 나갈 수 있는 지식재산 전문 인력 

양성의 산실이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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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재산학 (학과간 협동 석사학위과정)   Interdisciplinary Program of Intellecture Property

교육목적

공학․디자인․경영․법학의 융합적 지식과 실무능력을 갖춘 국제적 지식재산전문가의 양성을 

교육 목적으로 한다.

교육목표

- 첨단공학기술 및 신성장동력 기술을 이해하고 활용할 수 있는 지식재산전문가를 양성한다.
- R&D및기술투자등을지식재산전략과접목할수있는지식재산전문가를양성한다.
- 해외특허출원 및 해외특허침해소송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국제적 역량을 갖춘 지식재

산 전문가를 양성한다.
- 이론과 실천의 양면으로부터 과제를 파악하고 그해결책을 전략적으로 제시할 수 있는 지식재

산 전문인력을 양성한다.

학과소개

본 학과는 공과대학, 법과대학, 경영대학, 미술대학, 국제디자인전문대학원 등 홍익대학교의 여

러 학과간 협동과정으로 개설되었다. 이 과정은 특허청의 지원을 받아 2010년에 시작되었다. 국
내에 처음으로 시도된 IP분야의 융합형 교육과정으로 변화하는 사회적 요구에 부흥하여 새로운 

지식재산 전문인력 양성의 새로운 교육 패러다임을 제시한다. 
본 학과는 현장의 수요에 대응한 실무교육의 인프라를 구축하여 학과간 융합적 이론과 실무교

육을 제공하고, 국제적 소양을 갖춘 지식재산 전문가를 키워낼 최적의 교육과정을 제공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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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고홍보커뮤니케이션학과   Communication in Advertising and Public Relations

교육목적

쉼 없이 발전하고 있는 광고홍보, 브랜드, 그리고 새로운 매체 환경 속에서 보다 깊이 있고 폭

넓은 학문적 교육의 필요성과 또 이를 통한 전문적 인재의 양성이 광고홍보커뮤니케이션학과 대

학원 교육의 가장 중요한 목적이라 하겠다.

교육목표

본 광고홍보커뮤니케이션학과는 매체환경의 급변, 소비자들의 정보접근 및 처리능력의 강화, 
그리고 시장내 다양한 브랜드들의 경쟁가속 등으로 정리할 수 있는 현재의 새로운 시대를 선도할 

수 있는 광고홍보커뮤니케이션 분야의 전문가 양성을 위한 교육을 목표로 한다.

학과소개

본 학과는 학문적, 실무적 소양을 두루 갖춘 광고홍보 분야의 인재를 양성하는 것을 중점으로 

하는 대학원 과정의 프로그램이다. 이를 위해 광고홍보의 근간이 되는 매스커뮤니케이션 이론과 

마케팅 이론을 중심으로 광고홍보 및 설득 커뮤니케이션의 다양한 이론을 충실히 학습한다. 또한 

심층적인 연구를 개별적으로 수행이 가능하도록 광고조사 및 연구방법론에 대한 학습 역시 강조

하고 있다. 그리고 상기 기본적인 이론 및 연구방법론을 토대로 다양한 전략적 사고를 적용, 분
석하고 창의성을 발휘할 수 있도록 소비자, 광고매체, 브랜드, 통합마케팅커뮤니케이션 등의 여러 

영역에 대한 심도 있는 학습을 진행한다. 이를 통해 학문적 기초가 튼튼한 연구자로서, 또한 그 

전략적 수행이 가능한 능력 있는 실무자로서 두 영역 모두에서 훌륭한 역량을 발휘할 수 있는 

인재가 될 수 있도록 학습 기회를 제공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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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경영학과   Global Management

교육목적

글로벌경영학과에서는 산업별/분야별/지역별 글로벌 경영 리더와 전문인력 양성을 교육목적으

로 한다.

교육목표

글로벌경영학과에서는 통섭적 교육과정을 통한 전문 인재의 배출, 글로벌 시각의 실무지향적 

연구, 글로벌 리더쉽과 국제감각 배양을 그 주요 교육목표로 한다.

학과소개

산업의 디지털화, 융합화, 그리고 세계화의 추세에 따른 비지니스 환경의 변화에 부응하고자, 
다양한 분야의 학제간 연계와 통합을 추구하고 다음과 같이 마케팅, 경영정보시스템, 인사조직관

리, 생산서비스경영, 회계, 국제경영, 공공기관경영 등의 전문분야들을 망라한다.

•마케팅 분야는 다양하고 급속하게 변화하는 환경 속에서 기업을 비롯한 소비자와 사회 전반

의 가치를 추구하고 사회적 책임을 실현하는데 그 역할이 더욱 커짐에 따라, 마케팅의 이론

과 실제적 감각을 갖춘 전문가 양성을 목적으로 한다. 이를 위해 소비자행동, 인터넷마케팅, 
소셜미디어, 브랜딩, 마케팅리서치, 서비스마케팅, 그리고 마케팅커뮤니케이션과 관련된 지식

을 사례 중심으로 학습하며 그에 대한 전략 수립하는 것에 초점을 둔다. 더불어 다양한 마케

팅 연구 방법을 익혀 마케팅 관리자로서의 능력을 갖출 수 있다.

•경영정보시스템 분야는 산업의 디지털화와 융합화의 가속화에 대응하여 비즈니스의 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하여 IT 및 융합 관련 사업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다양한 디지털 경영의 기법

들의 능력 향상에 초점을 둔다. 비즈니스 프로세스 분석 및 설계, ERP/SCM/CRM 등 정보시

스템의 구축과 운영, 전자상거래 및 e-비지니스, 정보지식 경영 분야 전문 인력을 양성한다.

•인사조직관리 분야는 조직 내 인간 행동과 집단 간, 조직 간 상호작용에 대한 이론과 연구를 

토대로, 조직의 경쟁력을 결정하는 조직구조의 설계, 조직의 경쟁력 증대를 위한 인적자원관

리(전략적 인사관리, 선발, 인력개발, 평가, 보상, 노사관계)의 이론과 연구에 특화된 분야이

다. 특히 고령화에 따른 인력구조의 변화와 4차 산업혁명 등에 따른 노동시장 변화에 따른 

조직진단, 인력구조 개편, 일터 혁신, 조직 활성화 등 조직혁신과 조직원의 역량개발과 관련

된 전문인력과 연구자의 양성을 목표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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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산서비스경영 분야는 제품과 서비스의 생산 및 운영을 효과적․효율적으로 관리하는 전문

경영인 및 연구자 양성을 목표로 한다. 구체적으로 관련 과목에 관해 알아본다면, 경영 관련 

빅데이터 자료 분석 및 통계적 추론을 공부하는 경영통계 과목과 제품과 서비스의 품질통제, 
품질계획, 품질보증, 품질개선을 통한 고객 만족 방법론을 주제로 공부하는 품질경영 과목을 

포함하고 있다. 또한, 제품과 서비스의 공급자로부터 최종 고객에 이르는 물류 및 정보의 원

활한 흐름을 위하여 공급망의 구성요소들 관계를 주제로 공부하는 공급사슬관리 과목과 기

업 경영에서 직면하게 되는 중요한 문제들에 대한 경영의사결정에 도움을 받기 위해 수학적 

모델, 통계학, 알고리즘 등을 주제로 공부하는 경영과학 과목을 포함하고 있다.

•회계분야는 전통적인 공인회계사 및 세무사 등과 같은 회계 전문인력의 양성뿐만 아니라 정

보시스템, 마케팅등과 연계하여 새로운 통섭적 분야를 창출하는데 역점을 둔다. 또한 국제적 

회계기준에 대한 연구, 감사 및 내부통제 등 관리적 측면에서의 회계연구도 강조한다. EA기

반의 정보시스템과 연계된 회계정보시스템 분야 역시 특화된 내용으로 제공한다.

•국제경영 분야는 국제적 리더십과 국제감각을 겸비한 경영자 및 연구자 양성을 목표로 한다. 
국제경영은 국제경영의 문제뿐 만아니라 대상지역에 대한 언어와 문화, 정치와 경제 등을 연

구하여 국제적 전문성을 향상시키고자 한다. 이를 위해서 중국, 일본 등과 같은 동북아 지역

뿐 만아니라 유럽과 미주까지 포함하는 연계네트워크를 구축하여 과목교차수강이나 교환학

생프로그램 등을 제공하고자 한다.

•공공기관경영 분야는 공공기관(중앙 및 지자체 및 정부산하기관 등)이 혁신을 위해 일반경영

의 best practice를 도입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는 인력양성을 목표로 한다. 최근 경영이론을 

도입한 공공기관의 효율화에 대한 많은 시도와 이에 대한 연구가 국제적으로 이루어졌으며, 
이러한 노력으로부터 얻은 교훈과 이론을 공부하게 된다. 따라서 공공기관경영 분야는 행정

과 경영의 접목된 분야로, 공공경영이라는 새로운 시각과 개념을 제공하는 특화된 분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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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보험학과   Finance and Insurance

교육목적

금융과 보험관련산업 및 기업의 경쟁력 제고에 기여할 수 있는 금융전문가 양성을 목적으로 

한다.

교육목표

- 통계조사의 설계, 데이터 수집, 분석 및 활용 능력 배양

- 기업의 재무의사 결정에 요구되는 다양한 지식 함양

- 파생금융상품에 대한 지식 함양

- 생명보험, 손해보험, 배상책임보험에 대한 이론학습 및 실무적 능력 배양

- 기업 및 가계의 위험관리 능력 배양

- 보험수리에 대한 이론 및 실무적 적용 방법 학습

- 금융기관의 위험관리기법 학습

학과소개

본 학과는 1992년에 설립되었으며, 급격한 금융 환경을 경험하고 있는 한국 금융 산업(은행, 
증권, 보험산업 등)을 체계적이고 논리적으로 분석하고 문제점을 파악하여 개선 방향을 제시할 

수 있는 학문적, 전문적 능력을 배양시키는데 목표를 두고 있다. 이러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금융 및 보험이론을 학습하고, 금융기관에 유용한 시사점을 제시할 수 있는 연구 능력을 배양하

도록 한다. 더 나아가 한국 금융 산업의 선진화와 경쟁력 제고를 위한 규제 및 감독 방향을 모색

할 수 있는 전문적 능력을 갖출 수 있도록 연구․학습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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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속조형디자인과   Metal Art and Design

교육목적

금속조형디자인과의 교육목적은 다양한 금속재료를 바탕으로 금속의 특성인 기능적인 면과 조

형적인 면을 겸비한 금속조형작가로서 뿐만 아니라, 디자이너로서의 능력을 함양하는데 그 목적

이 있다.
작업과정은 장신구로부터 환경조형물에 이르기까지 폭넓게 경험하고, 또한 전통적인 방법부터 

새로운 과학적인 방법까지 연구한다.

교육목표

급속히 발달하는 과학문명과 고도의 산업정보화 시대를 지향하는 오늘, 상대적으로 인류에게는 

정신문화, 즉 예술의 균형 잡힌 발달과 또 그 예술의 생활을 통한 인간의 정서함양이 그 어느 때

보다 절실히 요구된다 하겠다. 그러므로 미술교육의 중추적인 기능을 수행하는 대학교육에서는 

보다 향상된 미의식을 바탕으로 한 창조적 역량 함양과 생활환경의 질적 향상을 위한 여건조성이

라는 양 측면을 두루 수용할 수 있는 교육이 될 수 있도록 하며 이러한 미래 지향적인 교육여건

을 마련하기 위한 전반적인 교과과정에 예술적 미의식에 기반을 둔 창조적 교육, 일반적인 디자

인 개념을 포괄적으로 수용할 수 있는 산업적 교육, 미래 지향적인 미술교육 의지를 담을 수 있

는 교육을 목표로 한다.

학과소개

전문적인 인력을 양성하고 장신구 및 가구, 실내소품, 금속조형물 등 다양한 금속작품을 심도 

있게 표현할 수 있는 능력을 배양하며 금속디자인 업계 현장실습 및 연수의 필요성과 산학협동에 

의한 실질적인 경험 습득으로 디자인 실무에 적응할 수 있는 능력을 배양한다. 졸업 후 취업분야

는 매우 다양하다. 귀금속장신구디자인, 자동차, 화장품, 가구, 구두, 패션, 디스플레이, 인테리어, 
의류, 주방기기, 가전제품 등의 디자이너로 활동하며, 또한 작품활동과 전공 학문분야에서의 연구

를 위하여 해외 유학이나 박사과정에 진학하기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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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예 ‧ 유리과   Ceramics

교육목적

창조적인 사고를 발전시켜 예술의 내용과 양식을 연구하고 창의적인 창작활동을 하는데 그 목

적이 있다.

교육목표

도예과는 21세기 현대 조형예술을 선도하는 진취적인 예술가의 육성을 교육 이념으로 하며, 전
통․현대도예 전반에 걸친 폭넓은 예술경험을 바탕으로 학문적 발전에 기여함을 교육 목표로 한

다.

학과소개

도예과는 도자예술의 세부 분야를 고루 수용하여 시대가 요구하는 진보적, 미래지향적 작가와 

교육자를 양성하는데 교육목표를 두고 있다. 
국내외 자매대학, 유관산업체, 학술단체 등과의 교류와 협업을 통해 새로운 정보와 기술 그리

고 학문적 성과 등을 실시간으로 공유하여 교육하고 있으며 졸업 후에는 전업작가 및 교육자로서

의 자질을 갖추게 한다. 
수준높은 교육시스템을 제공하기 위해 설립한 도예연구센터를 통해 국내 갤러리, 미술관과의 

협업에 의한 기획전 및 국제교류전 등을 기획, 시행하고 국내외 공모전과 국제 레지던스 프로그

램을 지원하여 우수한 작가 및 교육자로서의 소양을 갖추도록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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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양화과   Oriental Painting

교육목적

동양화과는 본교의 건학 및 교육이념 아래 동양예술정신의 심미관을 바탕으로 시대적 흐름에 

부합하는 미의식을 연구하고, 심화된 조형실습을 통하여 한국미술의 미래를 열어갈 자주적이고 

창의적인 인재양성을 교육목적으로 한다.

교육목표

동양화과는 전통회화의 계승과 미래지향적인 현대미술문화 창달이라는 시대적 과제 아래, 작가

로서 갖추어야 할 인문학적 바탕은 물론 다양한 주제 및 기법연구와 개성적 표현능력 함양을 통

해 국제적 감각을 갖춘 창조적 작가육성에 교육목표를 두고 있다.

학과소개

1956년도에 개설되어 수많은 작가들을 배출하고 한국미술의 중추적 역할을 담당해 온 동양화

과에서는 한국회화의 정체성 인식을 바탕으로 현대적 조형모색을 통한 새로운 가치 창출을 위해 

끊임없이 노력해 왔다. 특히 현재는 전통에서 현대까지의 조형이론을 바탕으로 다양한 실기교육

이 진행되고 있으며, 동양미학과 예술론, 서화론, 작가론에 이르기까지 이론적 토대를 위한 교과

목을 운영하고 있다. 이를 통해 독창적 실기능력은 물론 이론과 국제적 안목을 겸비한 작가와 교

육자를 양성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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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자인 ‧ 공예학과   Design and Craft디자인 ‧ 공예학과   Design and Craft디자인 ‧ 공예학과   Design and Craft

공간디자인학 전공   Major in Spatial Design

교육목적

홍익대학교 대학원 디자인․공예학과 공간디자인학 전공은 도시, 경관, 건축, 실내건축, 공공환

경, 전시, 조명, 가구, 문화예술, 비주얼 머천다이징, 디지털 리터러시, 공간연출 프로덕션 등 다양

한 물리구축 환경의 비전과 문제 중심적 가치지향 디자인을 아우르는 인문학적 상상력의 공학적 

실천으로서 다학제적이고 통섭적인 공간디자인 연구개발 및 전문 인력 양성을 목표로 한다.

전공특징

공간디자인학 전공은 다양한 구축환경의 실험적인 디자인과 시대정신을 구현하는 전인적 디자

이너의 육성을 목표로 하며, 폭넓은 사회문화적 이해와 예술적 경험을 바탕으로 이론과 실제를 

아우르는 학술 심포지움, 국내외 저명 디자이너, 유관 기관과의 워크숍 및 세미나, 격년 기획전시

와 산학협력 프로젝트 등 다양한 학술활동을 통한 미래지향적 비전과 진취적 전공 기반을 마련하

고 있다. 특히, 조형예술 제 분야와의 유기적 연계특성을 바탕으로 공간디자인의 새로운 흐름을 

선도하는 전문 실무능력과 이론적 지식을 겸비한 실무 디자이너 및 교육연구 인력을 배출함으로

써 학위 취득 후에는 대학 및 연구기관, 유관 기업 및 설계사무소, 환경디자인회사, 광고대행사, 
스페이스 엔터테인먼트 프로덕션 등 다양한 공간디자인 분야에 진출하고 있다.

전공소개

홍익대학교 대학원 디자인․공예학과 공간디자인학 전공은 가설검증지식 기반, 이론연구, 조사연

구, 응용개발연구 등 다양한 학제적 접근을 통해 조형언어 형성영역이라 할 수 있는 조명연출, 다중

지능 감각이론, 동시대 예술의 미학이론, 디자인사, 뮤제오그래피, 시노그래피, 가상현실 공간, 트렌

드 연구 등 컨버전스 디자인 스튜디오와 실행전략 단위의 서비스 경험디자인, 디자인 마케팅 매니

지먼트, 지속 가능한 보전적 개발, 콜로키움 특수연구 및 디자인 세미나, 연구개발 의제에 기초한 

앰비언트 인텔리전스, FM & CM, ICT, CMF, 문화인류학, 조형심리학, 인간공학에 기반한 주거환경, 
전시문화공간, 리테일 VMD, 교통환경, 오피스, 공공환경 등 다양한 물리구축 대상환경

(Built-environment)의 디자인을 전공의 학제적 프레임으로 하며, 한국연구재단 유관 등재학회와의 학

술연구 교류를 통한 실질적인 사회환원 활동 및 이슈&토픽 컨퍼런스, 심포지움, 국제전시회, 학술 

세미나 및 현장답사 등 다양한 연구지원 활동을 동시공학 한다. 특히, 21세기 시대정신의 균형잡힌 

ESG(환경, 사회, 거버넌스) 차원의 문제인식과 전문성을 바탕으로 공시적․통시적 교차실험을 통한 

학술융통(學術融通)․기예혼효(技藝混淆)를 공간디자인학 전공의 교육 이념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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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자인 ‧ 공예학과   Design and Craft디자인 ‧ 공예학과   Design and Craft디자인 ‧ 공예학과   Design and Craft

공공디자인 전공   Major in Public Design

교육목적

홍익대학교 대학원 디자인․공예학과 공공디자인 전공은 공공영역의 이익과 안전을 목표로 하

는 국가 공공디자인 정책에 맞춰 기존의 조형적 관점의 디자인 개념에서 전략적 개념으로서 공공

디자인을 연구하고 범죄예방/안전, 친환경/지속가능성, 유니버설/복지, 공동체/거버넌스, 사회문제

해결 등의 인본주의적 관점의 다학제적이고 통섭적인 공공디자인 전문 인력을 양성하고자 한다.

전공특징

‘공공디자인’은 도시를 바꾸고 ‘가치’를 만들 수 있는 가장 강력한 수단 중 하나이다.
- 2016년 공공디자인 진흥법 제정 이후 국내 유일의 공공디자인 전문 학위 과정 

- 공공디자인의 국가의 주요 정책으로 자리잡게 되면서 사회나 행정, 정책 등 공공분야에서 공

공디자인이 주요 실행 수단으로 활용되어 전문 인력의 교육 필요 

- 공공디자인의 영역이 건축, 토목, 조경, 환경디자인을 포함한 융합형 학문으로 확장되어 가며 

범용디자인, 범죄예방, 무장애도시, 사회문제해결 등 전략적 디자인으로 발전

- 다양한 디자인 분야에서 대한민국을 선도해 왔던 홍익대학교는 공공디자인이라는 선도적 학

문을 통해 K-Deign의 원형을 선도

전공소개

홍익대학교 대학원 디자인․공예학과 공공디자인 전공은 산업적 관점의 디자인에서 공공적 관

점의 디자인으로 트렌드가 변해가는 시점에 맞춰 사회적이며 인문적 관점의 디자인 적용을 위한 

심화된 연구를 진행하며 다학제적인 폭 넓은 융합, 인문적 지식과 전략적 사고를 통하여 전문적

이고 창의적인 전문인력을 양성하고자 한다. 또한 지속가능하고 포용적인 사회로 지향하는 새로

운 트렌드에 맞춰 디자인의 역할과 기능을 새롭게 인식하고 연구한다.
공공디자인의 융합적인 특성을 기반으로 공공영역의 다양한 분야에서의 공공디자인 기획, 분석, 

계획, 설계, 관리, 운영 등 전 주기에 걸친 전문 교육을 통해 공공행정, 공공정책, 민간협력, 공공

환경, 공공미술, 공공매체, 공공시설 및 전문교육자 등의 통섭적인 전문가 양성을 목표로 한다.
공공디자인 전공을 통해 사람을 위한 도시를 만들기 위해 법제화 된 공공디자인의 ‘안전’ ‘배

려 ’편의‘ ’품격‘과 같은 공공가치 구현을 위한 다양한 학제적 실무적 연구를 진행하며 더 나아가 

우리의 사회가 가져야 할 ’공공가치‘의 의제를 창출하고 이를 통해 지속가능한 인간중심 도시로

서의 비전도 창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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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자인 ‧ 공예학과   Design and Craft디자인 ‧ 공예학과   Design and Craft디자인 ‧ 공예학과   Design and Craft

금속조형디자인전공   Metal Art and Design 

교육목적

인류의 역사에서 금속은 고대로부터 예술과 생활 용품에 사용된 귀중한 재료이며 모든 문화에

서 중요한 역할을 수행해 왔다. 이러한 금속의 기본적인 물성과 가치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다

양한 조형작업뿐만 아니라, 융합적인 디자인 프로세스 연구로 지속적인 가치를 창출하는 교육에 

목표를 두고 있다. 

전공특징

홍익대학교 대학원 디자인․공예학과 금속조형디자인과는 국내에서 손꼽히는 금속공예를 바탕

으로 하는 스튜디오 교육의 기반시설을 갖추고 있다. 다양한 설비를 갖춘 현대적인 기계 작업실

과 3D 디지털 장비를 통하여 금속 뿐 만 아니라 다양한 재료를 실질적으로 접하고 탐구하여 개

인적인 심화학습을 발전시킬 수 있다. 이를 통하여 ‘예술적인 관점의 자율적인 사유’와 ‘디자인적

인 관점에서의 기능에 대한 고찰’을 창의적으로 통합할 수 있는 선도적인 인재를 양성하고자 한

다.

전공소개

21세기에 들어와 디자인의 복합적인 양상이 더욱 두드러지게 나타나 급진적인 기술의 진보와 

함께 정치, 경제, 사회 등 인간의 모든 문화가 융합되어 발전되고 있다. 금속조형디자인과는 이러

한 변화에 부응하여 전공 분야에서 능동적인 현장 적응 능력을 갖춘 선두 주역으로서의 자질 배

양을 지향하고 있다. 졸업 후 진로는 금속작가 및 스튜디오 운영, 주얼리 및 금속 관련 제품디자

이너 및 연구직, 리빙디자인 관련 창업 및 취업, 전시기획, 전통공예의 현대화 산업, 도시 브랜딩 

산업(캐릭터, 공공디자인, 조형물 등) 등 다양한 방향으로 진출하며 전공과 연계된 교육과정의 선

두적인 지도자로 활동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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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자인 ‧ 공예학과   Design and Craft디자인 ‧ 공예학과   Design and Craft디자인 ‧ 공예학과   Design and Craft

도예 ‧ 유리 전공   Major in Ceramics and Glass

교육목표

디자인․공예학과 도예․유리전공은 도자, 유리 조형 및 공예 세부 분야를 고루 수용하여 시대

가 요구하는 진보적, 미래지향적 작가와 교육자를 양성하는데 교육목표를 두고 있다.

전공특징

디자인․공예학과 도예․유리전공은 도예전공, 유리전공 각각의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커리큘럼

에 의해 운영된다. 
- 21세기를 선도할 도예가 양성을 위한 도예이론 및 실기 중심교육

- 유리조형, 건축유리, 생활용기와 관련된 분야 전문가 양성을 위한 실기 및 이론 중심교육

- 새로운 조형분야 개척과 공예산업을 선도하기 위한 도예와 유리 융합 교육

전공소개

도예전공

- 국내외 자매대학, 유관산업체, 학술단체 등과의 교류와 협업을 통해 새로운 정보와 기술 그리

고 학문적 성과 등을 실시간으로 공유하여 교육하고 있으며 졸업 후에는 전업작가 및 교육자

로서의 자질을 갖추게 한다.
- 수준 높은 교육시스템을 제공하기 위해 설립한 도예연구센터를 통해 국내 갤러리, 미술관과

의 협업에 의한 기획전 및 국제교류전 등을 기획, 시행하고 국내외 공모전과 국제 레지던스 

프로그램을 지원하여 우수한 작가 및 교육자로서의 소양을 갖추도록 하고 있다.

유리전공

- 유리조형, 유리 기법 및 재료연구와 관련된 심화 교육을 통해 졸업 후 작가, 교육자로서의 자

질을 갖추게 한다.
- 건축유리, 조명, 유리식기 등 관심 분야 맞춤형 교육을 통해 산업체에서 필요로 하는 전문 인

력을 양성하며 유리공방 창업을 위한 경쟁력을 갖추도록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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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자인 ‧ 공예학과   Design and Craft디자인 ‧ 공예학과   Design and Craft디자인 ‧ 공예학과   Design and Craft

목조형가구학전공   Major in Woodworking & Furniture Design

교육목표

현대 공간에서 가구의 개념과 그 역할이 확대되면서 가구디자인의 학문적 연구와 심도 있는 

교육의 전문성이 요구되고 있다. 이러한 시대적 요구에 부응하여 홍익대학교 대학원 목조형가구

학과는 가구디자인에 대한 학문적 연구와 더불어 학생들의 예술적이고 철학적인 사고의 발전을 

확대시켜 가구디자이너에게 필요한 능력 배양과 현대가구디자인의 학문적 체계 확립에 교육의 목

표를 두고 이 분야 최고의 글로벌 가구디자인 리더 양성에 이바지 하고자 한다.

전공소개

21세기의 가구는 공간 개념과 불가분의 관계를 형성하고 있기 때문에 현 시대의 가구 디자이

너는 광범위한 철학적, 예술적 사고를 가구디자인과 연계시킬 수 있는 자질을 요구받고 있다. 
이에 따라 본 전공에서는 전통가구 및 현대 가구디자인의 학문적 연구과정을 통하여 가구디자

이너로서의 능력과 자질을 배양, 이 분야 최고의 전문가 양성에 앞장서고 있다. 
박사학위 과정 동안 학생들은 개설된 강좌의 이수와 더불어 국내외 각종 가구디자인 전시회와 

국제가구디자인 워크샵, 세미나, 공모전 등에 참여함으로써 폭 넓은 경험을 쌓을 기회를 갖는다. 
과정을 마친 학생은 학위 취득을 위한 연구 결과로서 논문을 제출하거 창의적인 가구디자인 작품

전을 개최함으로써 미술학박사학위를 취득할 수 있다.
또한 대학원의 목조형가구학전공 박사과정의 학생들은 재학 중 본교에 개설되어 있는 『가구

디자인 연구소』를 통하여 지도교수와 신학협동 프로젝트를 수행할 수 있는 기회도 가짐으로써 

가구디자인 실무경험을 쌓는 것은 물론 최고의 가구디자인 전문교육기관으로서의 입지를 확실히 

하고 있다



340  대학원 요람

디자인 ‧ 공예학과   Design and Craft디자인 ‧ 공예학과   Design and Craft디자인 ‧ 공예학과   Design and Craft

사진 전공   Major in Photography 

교육목적

이론과 실무능력, 예술적 소양을 바탕으로 독자적 작가관을 구축하는 창의적 사진 인재 양성

전공특징

․이론과 실기의 조화로운 교육을 통한 창의적 표현능력 배양

․국제적 감각 및 문화 예술적 능력 배양

․미래 지향적인 미술인 양성

․전공 심화 연구를 통한 전문성의 극대화

․디자인 전인 교육 수행

전공소개

사진은 현대 사회에 있어서 가장 영향력 있는 시각전달 매체의 하나로서 경제적, 문화적, 사회

적 영향력은 확대 일로에 있다. 사진은 기존의 다큐멘터리, 보도, 광고 분야뿐 아니라 예술분야에

서도 중요한 표현수단으로 인정받고 있다. 사진은 그 결과물이 가져오는 극도의 대중성과 문화예

술 분야의 요구로 많은 전문인을 필요로 한다. 이에 문화로서 교육, 휴머니즘을 기호로 한 사진

교육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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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자인 ‧ 공예학과   Design and Craft디자인 ‧ 공예학과   Design and Craft디자인 ‧ 공예학과   Design and Craft

색채융합디자인전공   Major in Color Integrated Design

교육목적

홍익대학교 대학원 디자인․공예학과 색채 전공은 급속히 변화하는 색채 학문 영역과 다양한 

산업혁명 분야에 대하여 학제적 융합 교육 및 연구와 개발을 통하여 색채 분야의 다양한 학문적 

역량 함양과 색채산업에 대한 디자인 및 개발을 혁신적으로 주도할 수 있는 색채 분야 전문 인

력을 양성하고자 한다.

전공특징

- 색채 전공은 디자인, 과학 등의 기술적 연계를 통하여 색채기반 학문 연구를 진행하며, 색채

산업 활성화에 필요한 색채디자인 기반 데이터 및 솔루션 개발을 통하여 색채디자인 산업 고

부가가치 창출을 위한 이론과 실제를 교육하는 색채 전문 학위과정

- 색채 분야의 이론 및 디자인 교육과 색채 산업 영역인 뷰티 및 패션, 환경 및 경관, 영상 및 

조명, 화학 및 재료, 인지 및 심리, 화훼 및 조경, IT 및 BT, CT, ET 등의 융합적 색채 교육 

및 개발 연구를 진행

- 색채 전공은 색채디자인 산업과 유기적 연계 구조를 형성하여 색채디자인 영역의 새로운 미

래 흐름을 선도하는 학문적 이론 지식을 겸비한 학문적 색채디자인 인력과 산업 실무를 겸비

한 색채전문가 및 디자이너와 색채 분양 교육자 양성 및 활동을 주도

- 다양한 색채 분야의 학문적 영역과 산업적 영역에 대한 선도적 교육과 연구를 통하여 글로벌 

색채 분야를 선도하는 주도적 과정

전공소개

홍익대학교 대학원 디자인․공예학과 색채 전공은 다양한 산업구조의 변화에 따른 세부적인 

학문 연구의 필요성에 따라 색채 분야의 학문적 측면과 산업적 측면에 대하여 인문적, 사회적, 
산업기술 관점에서 색채 교육 및 디자인, 연구를 진행하여 색채분야의 중요한 역할과 기능을 수

행할 수 있는 전문적이고 창의적인 색채 전문 인력을 양성을 목표로 한다.
색채 분야에서 학문과 기술 관점의 융합적 변화와 함께 다양한 특성을 기반으로 하는 색채 기

획・마케팅(P&M, Plannin & Marketing), 색채 디자인 개발(D&D, Design & Development), 색채 

생산산업(P&I, Production & Industry), 색채 환경・도시(E&U, Environmental & Urban), 색채 심

리 인지(P&C, Psychology & Cognition), 색채 영상 미디어(V&M, Visual & Media), 색채 교육 학

습(E&I, Eeducation & Learning) 등의 영역에 대한 교육과 연구 개발 과정을 적용하여 색채 분야



342  대학원 요람

의 전문적이고 통합적인 색채 전문가 및 디자이너, 교육자, 경영 및 창업 운영자를 양성한다.
색채분야의 다양한 학문 및 산업적 특성에 대한 교육과 연구 개발은 인간의 가치 구현과 선진

적 사회적 환경을 조성하는 연구 영역으로 향후 새로운 비전과 과제가 지속적으로 생성 및 창출

되는 미래적 전공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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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자인 ‧ 공예학과   Design and Craft디자인 ‧ 공예학과   Design and Craft디자인 ‧ 공예학과   Design and Craft

섬유미술 전공   Textile Art 

교육목적

섬유. 텍스타일 디자인 분야에 대한 개념적, 심미적, 기술적, 미래 지향적 사고 능력을 배양한

다. 세계화와 산업의 요구에 부응하는 실무형 인재 양성을 목적으로 한다.

전공특징

섬유를 재료로 하여 평면, 입체, 설치작업으로 표현할 수 있는 창의적인 조형능력을 기른다. 염
색, 직조, 종이 작업 등 다양한 공예 표현기법을 익히고 순수 조형작업과 텍스타일 디자인에 응

용하는 능력을 배양한다.
트렌드를 분석하는 능력을 기르고, 현대사회가 요구하는 인테리어 직물 및 소재 디자인, 어패

럴 직물디자인 교육을 목표로 한다.
- 이론과 실기의 조화로운 교육을 통한 창의적 표현능력 배양

- 국제적 감각 및 문화 예술적 능력 배양

- 미래 지향적인 미술인 양성

- 전공 심화 연구를 통한 전문성의 극대화

- 디자인 전인 교육 수행

전공소개

섬유미술 전공은 현대 산업을 선도하는 진취적이고 창의적인 디자이너의 육성을 교육이념으로 

하고 있다. 다양한 분야, 영역이 융합되어 그 가치와 중요성이 점차 확대되고 있는 텍스타일 디

자인 분야의 특성을 바탕으로 폭넓은 예술 경험과 실습을 통해 예술적이고 실용적인 텍스타일 디

자인을 연구하는 것을 지향한다. 또한, 다양한 기법과 재료연구 등의 체계적인 수업 과정과 국내

외 자매 대학과의 학술교류 및 산업체와의 공동연구에 의한 디자인 개발을 통해 텍스타일 산업에

서 선도적인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도록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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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자인 ‧ 공예학과   Design and Craft디자인 ‧ 공예학과   Design and Craft디자인 ‧ 공예학과   Design and Craft

시각디자인 전공   Major in Visual Communication Design

교육목적

사회․문화와 디자인산업의 미래혁신을 주도할 창의적 디자인 인재 양성

전공특징

․이론과 실기의 조화로운 교육을 통한 창의적 표현능력 배양

․국제적 감각 및 문화 예술적 능력 배양

․미래 지향적인 미술인 양성

․전공 심화 연구를 통한 전문성의 극대화

․디자인 전인 교육 수행

전공소개

정보화 사회로의 급격한 변화는 산업적인 측면뿐만 아니라 인간의 생활환경에서도 많은 변화를 가져왔

다. 새로운 매체의 등장과 정보전달방법의 변화는 현대인간의 생활양식을 변화시키고 있으며, 디자인 산

업의 생태계에도 큰 변화를 가져오고 있다. 이러한 변화의 중심에서 디자인영역은 여러 갈래로 전문화 됨

과 동시에 타 학문과의 융합도 급격히 이루어지고 있으며 서비스디자인 등과 같이 디자인 영역의 확장으

로 인하여, 디자인의 사회적 위치는 더욱 중요해졌다. 시각디자인은 이러한 현실을 바탕으로 시대변화에 

부응하는 디자인 과제를 수행하고, 다른 학문과의 교류, 산업과의 교류, 국제적 교류를 통해 한국성에 입

각한 시각디자인의 창출을 교육목표로 보다 종합적인 사고와 방법론을 통해 전통적인 시각디자인 분야와 

더불어 인터랙션디자인, 영상디자인과 같은 융합디자인분야에서 창의적이고 능동적이며, 꿈과 가능성을 

지닌 지도적 시각디자이너를 양성함에 주력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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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자인 ‧ 공예학과   Design and Craft디자인 ‧ 공예학과   Design and Craft디자인 ‧ 공예학과   Design and Craft

의상학 전공   Fashion Design

교육목적

의상디자인에 관한 심화된 이론과 실기교육을 시행하고 미래 패션 산업에 대해 심도 있게 연

구함으로써 패션 분야 전문 인재 양성에 역점을 두어 교육하고 있다. 또한, 국제 패션 환경의 새

로운 패러다임에 최적화된 창의적인 패션 전문가를 배출하여 글로벌 패션 산업 발전에 기여하고

자 함에 교육 목적이 있다.

전공특징

- 의상디자인의 조형 원리와 요소를 습득하고 패션 소재개발을 병행하여 창의적인 패션 컬렉션

을 전개하는 디자인 능력을 습득한다.
- 패션에 대하여 관찰과 분석, 해석과 평가하는 방법을 연구하여 패션에 대한 이해를 높이는 

능력을 함양한다.
- 한국복식의 변천사와 변화요인을 연구하여 미래 가치를 발견하고 이를 현대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소양을 기르고자 한다.
- 의상디자인의 기본 요소인 색채의 이해와 바른 색채 기획, 분석, 예측 및 제작능력을 키운다.

전공소개

전문화, 글로벌화 되어 가는 국내ㆍ외 패션산업 분야의 발전에 이바지할 창의적인 전문 인력을 

배출하는 데 목적이 있다.
예술적인 감각은 물론, 국제적인 감각을 지니도록 교육받은 전문 인력들은 패션아트, 패션디자

인, 텍스타일 디자인, 패션디자인 교육, 패션 경향 분석, 패션 저널리즘, 패션평론, 패션 정책 수

립과 실행 등의 21세기 패션산업 분야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며 패션산업 분야의 발전에 기여하게 

된다. 교과목은 실기와 이론 과목이 균형 있게 편성되었으며, 구체적으로 의상디자인(Ⅰ,Ⅱ,Ⅲ,Ⅳ), 
패션디자인세미나, 서양복식디자인사, 동양복식사, 패션디자인평론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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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자인학부   School of Design

교육목적

국제적으로 다원화, 첨단화, 전문화되어가는 디자인분야를 선도할 글로벌 인재 양성을 목표로, 
연구와 실무역량을 겸비한 전문 디자인 교육을 지향하며, 공통융합교과 및 전공별 심화교육과정

을 지속 개발하여 국제적 수준의 대학원생 교육 및 연구프로그램을 제공한다.
 
교육목표

인지적 정보소통과 제작적 사유의 통합적, 다학제적 컨버전스를 통해 사회․문화의 미래혁신을 

선도할 창의적 문제해결 및 조형능력을 갖춘 전인적 디자인 인재 양성을 교육목표로 한다.

학과소개

디자인학부는 다양한 문화예술 콘텐츠와 창의산업의 가치공학적 융합을 목표로 홍익인간(弘益
人間)의 시대정신을 실천하는 독창적이고도 전인적인 디자이너의 육성을 교육 이념으로 한다.

디자인학부는 시각디자인 계열전공과 산업디자인 계열 전공으로 구분되며, 각 세부전공별로 폭

넓은 사회문화적 이해와 예술적 경험을 바탕으로 이론적 지식과 전문의 기예를 겸비한 국제적 수

준의 실무능력을 함양하기 위해 다각적인 국제교류 및 학술활동, 국내외 저명 디자이너와 문화․

산업계 유관 기관과의 워크숍 및 세미나, 기획전시와 산․학․관 협력 프로젝트 등 다양한 실험

과 연구를 통한 미래지향적 비전과 진취적인 전공기반을 마련하고 있다.
특히 조형예술과 과학기술, 제 분야와의 유기적 연계특성을 바탕으로 현대디자인의 새로운 흐

름을 선도할 실무 디자이너를 배출함으로써 학위취득 후에는 문화 콘텐츠 및 제조, 통신, 유통, 
건설 등 국내외 산업계 유수기업의 마케팅 커뮤니케이션, 프로모션, 광고, 홍보대행사, 방송국, 독
립프로덕션, 가전제품, 자동차디자인연구소,산업디자인전문회사,종합설계사무소의 창의연구개발 분

야는 물론 정부투자기관 및 단체, 지자체 문화시설, 지역개발연구소 등 다양한 분야에 진출하고 

있다.

▪ 시각디자인

정보화 사회로의 급격한 변화는 산업적인 측면뿐만 아니라 인간의 생활환경에서도 많은 변화

를 가져왔다. 새로운 매체의 등장과 정보전달방법의 변화는 현대인간의 생활양식을 변화시키고 

있으며, 디자인 산업의 생태계에도 큰 변화를 가져오고 있다. 이러한 변화의 중심에서 디자인영역

은 여러 갈래로 전문화됨과 동시에 타 학문과의 융합도 급격히 이루어지고 있으며 서비스디자인 

등과 같이 디자인 영역의 확장으로 인하여, 디자인의 사회적 위치는 더욱 중요해졌다. 시각디자인

은 이러한 현실을 바탕으로 시대변화에 부응하는 디자인 과제를 수행하고, 다른 학문과의 교류, 
산업과의 교류, 국제적 교류를 통해 한국성에 입각한 시각디자인의 창출을 교육목표로 보다 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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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인 사고와 방법론을 통해 전통적인 시각디자인 분야와 더불어 인터랙션디자인, 영상디자인과 

같은 융합디자인분야에서 창의적이고 능동적이며, 꿈과 가능성을 지닌 지도적 시각디자이너를 양

성함에 주력하고자 한다.

▪ 사진

사진은 현대 사회에 있어서 가장 영향력 있는 시각전달 매체의 하나로서 경제적, 문화적, 사회

적 영향력은 확대일로에 있다. 사진은 기존의 다큐멘터리, 보도, 광고 분야뿐 아니라 예술분야에

서도 중요한 표현수단으로 인정받고 있다. 사진은 그 결과물이 가져오는 극도의 대중성과 문화예

술 분야의 요구로 많은 전문인을 필요로 한다. 이에 문화로서 교육, 휴머니즘을 기호로 한 사진

교육을 한다.  

▪ 산업디자인

미래사회가 지향하는 폭넓은 학제적 접근을 통해 합리적 사고력과 독창적 조형능력을 함양, 21
세기 시대정신을 선도할 미래 디자인 리더를 양성하는 데에 교육의 목표를 두며, 기술 발전과 사

용자 라이프스타일의 변화에 따른 산업제품 및 운송기기의 선행디자인을 바탕으로, 현장 실무 및 

연구역량을 배양한다. 창의적 발상을 위한 조형 및 디지털 디자인 프로세스, 인터랙션 디자인, 이
론적 논리와 분석을 위한 디자인 리서치, 디자인 매니지먼트 등을 기초과정으로 하며 디자인 세

미나, 산학협동 프로젝트를 통해  현장감 있는 교육과정 운영으로 미래 디자인을 선도할 전문 디

자이너를 양성한다.

▪ 공간디자인

공간디자인 전공은 다양한 구축환경의 실험적인 디자인과 시대정신을 구현하는 전인적 디자이

너의 육성을 목표로 하며, 폭넓은 사회문화적 이해와 예술적 경험을 바탕으로 이론과 실제를 아

우르는 학술 심포지움, 국내외 저명 디자이너, 유관 기관과의 워크숍 및 세미나, 격년 기획전시와 

산학협력 프로젝트 등 다양한 학술활동을 통한 미래지향적 비전과 진취적 전공 기반을 마련하고 

있다.
특히 조형예술 제 분야와의 유기적 연계특성을 바탕으로 공간디자인의 새로운 흐름을 선도하

는 전문 실무 능력과 이론적 지식을 겸비한 실무디자이너 및 연구인력을 배출함으로써 학위취득 

후에는 유관 기업 및 설계사무소, 환경디자인회사, 광고대행사, 스페이스엔터테인먼트프로덕션, 인
테리어회사 등에 진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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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조형가구학과   Woodworking and Furniture Design

교육목적

가구디자이너에게 필요한 능력배양과 현대 가구디자인의 학문적 체계 확립을 통하여 글로벌 

가구디자인 리더 양성을 목적으로 한다.

교육목표

현대 공간에서 가구의 개념과 그 역할이 확대되면서 가구디자인의 학문적 연구와 심도 있는 

교육의 전문성이 요구되고 있다. 이러한 시대적 요구에 부응하여 홍익대학교 대학원 목조형가구

학과는 가구디자인에 대한 학문적 연구와 더불어 학생들의 예술적이고 철학적인 사고의 발전을 

확대시켜 가구디자이너에게 필요한 능력 배양과 현대가구디자인의 학문적 체계 확립에 교육의 목

표를 두고 이 분야 최고의 글로벌 가구디자인 리더 양성에 앞장서고 있다.

학과소개

본교 대학원에서는 가구디자인의 학문적 연구를 위하여 주, 야간 석사학위 과정을 개설하고 있

다. 이 과정 동안 학생들은 개설된 강좌의 이수와 더불어 국내외 각종 가구디자인 전시회와 국제

가구디자인 워크샵, 세미나, 공모전 등에 참여함으로써 폭 넓은 경험을 쌓을 기회를 갖는다. 과정

을 마친 학생은 학위 취득을 위한 연구 결과로서 논문을 제출하거나 창의적인 가구디자인 작품전

을 개최함으로써 미술학석사학위를 취득할 수 있다.
또한 대학원의 가구디자인전공 석사 및 박사과정의 학생들은 재학 중 본교에 개설되어 있는 

『가구디자인 연구소』를 통하여 지도교수와 신학협동 프로젝트를 수행할 수 있는 기회도 가짐으

로써 가구디자인 실무경험을 쌓는 것은 물론 최고의 가구디자인 전문교육기관으로서의 입지를 확

실히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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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술학과   Fine Art

교육목적

홍익대학교 대학원 미술학과는 심화된 창작 활동과 미의식의 연구를 통하여 작품에 대한 올바

른 비평적 시각을 기르고, 창작능력을 심화시켜 국제적 감각과 문화 예술적 소양을 갖춘 인재 양

성을 교육목적으로 한다.

교육목표

홍익대학교 대학원 미술학과에서 지향하는 교육목적을 실현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목표를 

설정 한다.
- 이론과 실기의 유기적인 조화를 통한 창의성 계발

- 국제적 감각 및 미래 지향적인 문화 예술적 능력 배양

- 전공 심화 연구를 통한 전문성의 극대화

- 문화의 선두주자로서의 창조적인 작가 활동 능력 및 교육자, 연구자로서의 자질 배양

학과소개

홍익대학교 대학원 미술학과는 민족문화 창달에 기여할 미래지향적인 미술인과 국제적 연구역

량을 지닌 교육자를 양성하는 것을 목표로 두고 있다. 이러한 목표를 위하여 전통적인 표현 기법

을 기조로 국제화 및 세계화에 발맞출 수 있는 이론 및 실기 전반에 대한 전문지식과 표현능력

을 습득하고 현대적 조형성을 지닌 독창적 작품 창작 및 비평 능력을 배양하고자 한다. 
본 학과는 동양화, 예술학, 조소, 판화, 회화의 세부전공으로 구성되어 각 전공별로 심화된 교

과를 연구하고 있다. 전공별로 세분화된 교과과정은 이론과 실기가 균형을 이룬 체계적 교육과정

으로 창의적인 창작 능력과 전문적 전공 지식을 지닌 미술가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다
만, 예술학 전공은 예술학 담론과 비평 등 이론을 중심으로 한 전공자를 배출하고 있다.  현재 

재학생 및 졸업생들이 전문 작가 및 교육자, 학예사, 미술 분야의 실무자 등으로 국내외에서 활

발하게 활동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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섬유미술과   Fiber and Textile Art

교육목적

섬유미술과는 순수조형과 디자인을 동시에 학습하는 학과로서 현대미술과 텍스타일 디자인 분

야에서 중추적 역할을 담당할 수 있는 예술가와 디자이너를 양성하는데 교육목적이 있다.

교육목표

- 섬유를재료로하여평면,입체,설치작업으로표현할수있는창의적인조형능력을기른다.
- 염색,직조,종이작업등다양한표현기법을익히고순수조형작업과텍스타일디자인에응용하는 능력을 

기른다. 
- 트렌드를분석하는능력을기르고,현대사회가요구하는인테리어직물디자인,어패럴직물디자인을 제

작한다.

학과소개

전공자의 선택에 따라 순수미술작품을 제작하는 작가의 길을 선택할 수도 있고, 섬유의 질감과 

문양을 디자인하는 디자이너로써 섬유산업발전에 기여할 수 있다. 현대미술과 디자인 분야에서 

중추적인 역할을 담당할 수 있는 인재 양성을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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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 ‧ 인터랙션학과   Film and Interaction Design

교육목적

현대정보화사회에 있어서 영상 및 디지털미디어 분야는 국가 경제의 중요한 견인차 역할을 할 

뿐만 아니라 국가적 문화수준의 척도가 된다. 이러한 시점에서 이 분야를 주도적으로 이끌어 갈 

세계적 수준의 영상전문인 및 지도자 등의 인재 양성을 본 과의 교육목적으로 한다.

교육목표

첫째, 디지털 영상문화를 총체적으로 이해하는 사고의 지평을 여는 것에서 출발하여 정보화 사

회에서 빠른 속도로 변화하는 문화현상을 폭 넓게 연구하고 이에 적절하게 대응할 수 있는 자율

적 능력을 키운다.
둘째, 영상에 대한 디자인적 접근과 새로운 디지털 매체개념에 기초한 교육을 통하여 사용자와 

인터랙티브한 관계를 형성하는 디지털 미디어의 가능성에 주목하며, 통합디자인 매체를 기반으로 

한 디자인과 피지컬한 디자인을 포괄하는 한편, 다양한 영역의 컨텐츠를 대상으로 인터렉티브 미

디어가 각 영역에서 새롭게 가져오는 디자인의 가능성을 모색한다.
셋째, 예술적 감수성 훈련, 디지털문화, 영상매체의 비평, 해석 및 미학적 심리적 분석 연구를 

통하여 영상 및 디지털분야의 선도적 영상전문가 및 지도자를 양성한다.

학과소개

21세기 첨단영상분야에서 새로운 이미지 창출을 주도할 수 있는 영상 전문인이 요구되는 바 

박사과정 영상․인터랙션학과는 영상분야와 디지털미디어 분야에 관한 이론과 실무를 연구 토론

하여 영상산업계와 학계의 지도자를 양성함에 그 목적을 두고 있다. 이에 우수한 교수진과 최첨

단 영상장비를 바탕으로 수준 높은 연구와 작업을 진행하고 있으며 예술적 감수성 훈련, 디지털

문화, 예술일반, 영상이론, 영상매체의 비평, 해석하는 방법론 연구, 그래픽 정보의 영상화에 대한 

미학적, 심리적 분석과 그 활용, 영상매체에 대한 심층적인 탐구, 영화 및 디지털 텔레비전 매체

의 미학적, 기술적 특성을 연구 고찰, 최첨단 미디어의 운용능력 등 체계적인 영상 및 디지털미

디어 전문교육을 통해 국가의 경제와 문화를 선도하는 첨단 콘텐츠 산업의 전문가 및 지도자 양

성에 주력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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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술학과   Art Theory

교육목적

예술문화현장과 현실에 상응한 예술학의 학문적 연마와 교육을 통해 국제적 경쟁력을 갖춘 고

급인력을 배출한다.

교육목표

- 이론과 현장의 접목을 꾀하고 창의성의 계발에 목표를 둔다.
- 예술의 인간적 의의와 가치를 분석하고 해석하는 방법과 시각을 중점적으로 다룬다.
- 현대문화예술과 미디어혁명의 관계를 심화, 연구한다.
- 학예사, 연구원 등 예술학과 연계된 학문분야의 인력을 집중 육성한다.

학과소개

본 학과는 1990년 3월에 설립하여, 문화산업의 양적 증대에 상응한 문화예술연구 및 분석에 탁

월한 고급인력을 꾸준히 배출해 왔다. 현재 전국의 시도미술관과 국제문화예술 기관에 역량 있는 

학예사를 배출하고 있으며, 문화언론매체 종사자 및 평론과 교육계에도 많은 우수 인력을 공급해 

오고 있다.
본 학과는 외국어 및 언어 능력을 중요하게 생각하고 문화예술의 국제화와 세계화에 발맞춰 

활동무대의 확장을 꾀함으로써, 국제전시기획자․문화경영전문가의 배출 또한 중요한 미션으로 

여기고 있다. 교과과정은 예술학의 방법론과 인접 학문과의 연계성을 중요하게 생각하며, 순수예

술, 디자인 이론, 미디어 아트, 퍼포먼스 아트 등 다양한 매체를 둘러싼 미술이론 수업으로 구성

되어 있다. 교과과정은 현장과 연구에 필요한 우수한 인재를 배출하기 위해 자료의 분석능력과 

창의적 해석 및 언어능력, 매체에 대한 깊이 있는 이해를 도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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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상디자인학과   Fashion Design

교육목적

개인의 정체성을 나타내는 중요한 요소로서의 의상디자인은 전문화, 고도화되어 가는 패션산업

계에서 국내외 패션산업을 이끌어 갈 고급 전문 인력을 배출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교육목표

- 의상 디자인의 원리와 요소를 습득하고 패션 소재개발을 병행하여 의상 디자인의 조형성을 

부각시키는 능력을 키우도록 한다.
- 창의적이고 개성적인 컬렉션을 전개하는 능력을 키우도록 한다.
- 여러 가지 디자인 요소가 가미된 입체재단기법 습득 능력을 키우도록 한다.
- 패션에 대하여 관찰과 분석, 해석과 평가하는 방법을 연구하여 패션에 대한 이해를 높이는 

능력을 키우도록 한다.
- 한국복식의 변천사와 변화요인을 연구하여 한국복식의 특징과 한국복식의 정체성을 파악하여 

현대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소양을 기르는 능력을 키우도록 한다.
- 의상디자인의 기본 요소인 색채의 이해와 바른 색채 기획, 분석, 예측 및 제작능력을 키운다.

학과소개

전문화, 글로벌화 되어 가는 국내ㆍ외 패션산업분야의 발전에 이바지할 창의적인 능력을 갖춘 

전문 인력을 배출하는데 목적이 있다.
예술적인 감각은 물론, 국제적인 감각을 지니도록 교육받은 전문 인력들은 패션아트, 패션디자

인, 텍스타일 디자인, 패션디자인 교육, 패션경향분석, 패션저널리즘, 패션평론, 패션정책수립과 

실행 등의 21세기 패션산업분야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며 패션산업분야의 발전에 기여하게 된다. 
교과목은 실기와 이론과목이 균형 있게 편성되었으며, 구체적으로 의상디자인(Ⅰ,Ⅱ,Ⅲ), 패션일러

스트레이션, 패션분석과 평가, 입체재단, 복식미학, 서양복식사, 동양복식사, 패션마케팅, 색채연구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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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소과   Sculpture

교육목적

현대미술의 전반적인 이해와 다양한 실습과 매체에 대한 탐구를 기반으로 창의적인 조각가 양

성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교육목표

- 현대미술의 이해를 통한 독창적 작품세계 형성

- 전통기법의 숙련과 개성적인 표현방법 연구

- 미술이론의 연구를 통한 논리적 토대 형성

- 미술교육자로서의 자질 함양과 지식 연구

학과소개

조소과에서는 조소의 조형적 특성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실습을 통하여 전통조각과 현대조

각을 이해함으로써 창의적인 작품제작을 위한 표현능력을 갖춘 능력 있는 조각가를 양성하고 있

다. 현대미술에서 입체작업이 차지하는 범위는 점점 넓어지고 있는데 이는 재료의 다양화, 새로운 

매체의 등장 등 자유로운 조각적 표현을 통한 시대적 요구가 많아지고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오늘의 미술현장의 중심에서 한국현대미술을 이끌고 있는 많은 졸업생들은 작가로서, 

교육자로서, 문화연계 전문가로서 힌국미술의 지평을 넓히고 내일의 조각예술의 장을 모색하고 

있다. 더 나아가 새로운 시대가 요구하는 역량 있는 예술가와 교육자를 배출하기 위해 교육과정

을 통한 다양한 프로그램 개발과 현장중심의 교육, 그리고 쌍방향 교육체계를 구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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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화과   Printmaking

교육목적

판화에 관련된 전문인을 양성하여 각 대학의 판화과 및 판화공방, 판화전문화랑 등에 필요한 

전문 인력과 예술의 조형성을 기반으로 현대미술을 주도해갈 예술가를 배출하고자 한다.

교육목표

- 판화의 조형이론과 판화기법, 현대미술의 이론을 기반으로 현시대의 새로운 판화예술의 정체성 

확립

- 판화예술의 저변 확대

- 첨단 테크놀로지 및 문화산업과 연계를 통해 새로운 양식을 가진 판화가 및 현대미술가 양성

학과소개

본 학과의 교과목은 실기 과목인 판화실기(1), 판화실기(II), 판화실기(III)와 주요 이론 과목인 

판화론, 판화예술론, 조형예술특론, 작품론연구, 현대미술비평, 한국근현대판화사, 미디어아트(I), 
미디어아트(II), 르네상스미술과 사상 과목을 통해 현시대의 새로운 판화의 정체성을 확립하고, 그 

저변 확대를 꾀하고 있다.
그와 함께 본 학과에서는 현대의 첨단 테크놀로지 및 문화산업과 연계를 통해 국내 판화예술

계에 활력을 줄 수 있는 새로운 양식을 가진 판화가와 현대미술가를 양성하는데 그 목표를 가지

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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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화과   Painting

교육목적

창조적인 실험정신을 바탕으로 독창적이며 국제적 감각으로 회화를 창작하는 인재양성을 목적

으로 한다.

교육목표

- 미래 지향적인 미술인 양성

- 작가적 활동 능력 배양

- 개성적 창의적 표현을 바탕으로 문화주도 능력 배양 

- 국제화시대에 알맞은 감각 배양

- 교육자로서의 자질 배양

- 문화의 선두주자로서의 창의적 교육 능력 배양

학과소개

스튜디오 별 교수 책임제를 기본으로 실기수업이 진행되며 학생이 전공지도교수와 스튜디오를 

선택할 수 있다.
이는 강의식 배정이 아닌 지도교수 선택제를 중점적으로 활용한 교실제 운영으로서 소수정예 

지도체제를 강화하였고 밀도 있는 수업지도를 유도한다.
또한 대학로에 위치한 대학원 캠퍼스는 인근주변의 문화 공간, 화랑, 미술관 등과의 인접성으

로 연계수업을 할 수 있는 것이 장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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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자인이노베이션&테크놀로지학과   Design Innovation&Technology

교육목적

4차 산업혁명시대의 첨단테크놀로지와 디자인과의 만남을 통해 인간과 사물, 컴퓨터, 물질, 정
보가 서로 무한히 연결되는 새로운 시대의 디자인 이노베이터를 양성함으로써, 미래지향적 트렌

드를 이끌고 새로운 가치 창조에 기여한다.

교육목표

- 디자인 연구․개발을 위한 테마별 자료 수집, 분석 활용 능력 배양

- 디자인 연구를 통한 기존제품 분야와의 차별화 부각

- 시대생활의 변화와 문화의 조율된 창의력으로 공간연출 능력 함양

- 창의성이 발휘되고 기능성과 심미성이 조화된 아이덴티티 확립과 하이터치 개념을 도입한 디

자인 연구 배양

- 창조력과 조형능력을 갖는 감성적 인재 육성

학과소개

디자인분야의 전통적 경계를 허물고 학문 간의 소통을 통해 혁신적 역량을 발휘해야 하는 시

대적 요구에 부응하기 위해 기존의 프로덕트디자인 영역과 디지털미디어디자인 영역의 장점과 시

너지를 서로 융합한 선도적인 학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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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 ‧ 애니메이션학과   Film, Video and Animation

교육목적

영상․애니메이션학과는 국가의 경제와 문화를 선도하는 첨단 콘텐츠 산업의 전문가 양성을 

그 목적으로 한다.

교육목표

영상․애니메이션학과는 교육목적을 실현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교육목표를 설정한다.
- 예술적 감수성의 배양

- 최첨단 미디어의 운용능력 배양

- 체계적인 문화 콘텐츠 디자인 전문 교육을 통한 전문가적 자질 배양

- 영상․애니메이션 산업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지도자적 소양과 품성 함양

학과소개

오늘날 영상 및 애니메이션 산업은 국가의 경제와 문화를 선도하는 첨단 콘텐츠 산업이다. 현
대 정보화 사회에 있어서 영상 및 애니메이션 분야는 국가 경제의 중요한 견인차 역할을 할 뿐

만 아니라 국가적 문화수준의 척도가 된다. 이러한 시점에서 이 분야를 주도적으로 이끌어 갈 세

계적 수준의 인재 양성을 본과의 목적으로 한다. 
본과에서는 우수한 교수진과 학생들이 촬영스튜디오, 디지털 애니메이션실 및 최신 촬영장비와 

연구 장비를 갖추어 수준 높은 연구와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예술적 감수성 훈련, 
최첨단 미디어의 운용능력, 디자인 프로세스 교육 등 체계적인 영상 및 애니메이션 전문교육을 

통해 세계적인 경쟁력을 키우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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커뮤니케이션디자인학과   Communication Design

• 석사학위과정

교육목적

커뮤니케이션디자인학과는 조형대학의 축적된 교육과정과 시스템을 통해 커뮤니케이션디자인, 
디지털미디어디자인 영역에서빠르게 변해가는 첨단 디자인분야를 선도할 수 있는 실질적이고 창

의적인 디자이너 양성을 목적으로 한다.

교육목표

커뮤니케이션디자인과는 '디자인 중심 대학원'을 실현하기 위하여 시대를 이끌어 갈 진리와 시

대의 요구에 부합하는 디자인문제를 해결하고자 단계적인 교육을 중점적으로 실시하고 있다.
- 합목적적 능력 배양

- 디자인 전인 교육 수행

- 문제해결능력 배양

- 창의적인 감수성의 배양

- 세계화 전략의 수행

학과소개

과학기술의 급속한 발전으로 산업구조가 고도화, 다양화되어 보다 전문적인 인력이 요청되고 

있는 지금 커뮤니케이션디자인과는 커뮤니케이션, 디지털미디어디자인에 대한 심도 깊은 교육과 

연구를 실시하여 대학원을 진학하고자 하는 학생들에게 보다 다양한 기회의 장을 마련해주고 있

다. 다양한 영역에서의 접근방법으로 창조성을 연구하며 새로운 기술과 정보교육의 함양으로 디

자인 연구와 창의적인 자세로 학문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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커뮤니케이션디자인학과   Communication Design

• 박사학위과정

교육목적

커뮤니케이션디자인학과는 커뮤니케이션, 광고디자인 그리고 그래픽 디자인의 유기적 연계를 

통한 특화된 전공영역으로 첨단 정보화 사회의 핵심 역할을 담당하고, 디자인분야를 선도 할 수 

있는 최고 전문 인력의 양성을 교육목적으로 한다.

교육목표

커뮤니케이션디자인학과의 교육목표는 다음과 같다.
- 디자인 관련 주변 학제간 연관교육 완성

- 창의력을 갖춘 전문디자인 인력 양성

- 디지털미디어 수행능력 완성

- 논리적 기획력, 실무창작능력 배양

학과소개

커뮤니케이션디자인학과 박사과정은 미디어산업구조와 수용자의 태도변화에 따라 상호 작용성 

및 매체성을 내포하고 있는 미술디자인계열 미술학 박사과정이다. 본 과정은 조형대학의 다양한 

디자인 관련 전공영역의 특성을 바탕으로 학제간 연구가 가능하며, 디지털미디어 수행능력, 이론

과 숙련된 아트워크 능력의 연계를 모색하여 실무 창작과 완벽한 논리적 분석 및 완성을 통해 

학위취득을 유도하는 특화전략으로 구성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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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학과   Games

교육목적

미술계열과 공학계열의 융복합적인 게임 개발 커리큘럼을 기반으로, 게임의 기획과 제작 관련 

분야를 연구할 수 있는 깊이 있는 이론 및 실무중심의 연구 환경을 제공한다. 이를 통해 창의적

인 게임제작 능력과 멀티미디어 컨텐츠 저작 능력을 갖춘 전문적인 게임 개발자로서, 게임학계 

및 산업계에서 세계적인 역량있는 인재를 양성함을 목적으로 한다.

교육목표

미술계열과 공학계열로 구분된 게임학과 일반대학원(주간) 과정은 게임 개발에 필요한 깊이 있

는 이론 및 실무 기술을 집중적으로 연구한다. 미술 계열은 게임의 비주얼 디자인, CGI, 스토리

텔링 기법을 중심으로 깊이 있는 이론 및 기법을 연구하고, 공학계열은 게임 클라이언트, 게임서

버, 스마트폰 분야를 중심으로 이론 및 실무 기법을 연구함으로써, 게임에 대한 전문적인 디자인, 
제작 및 디자인 능력을 습득하도록 한다.

학과소개

게임분야는 2003년 정부가 9대 신성장 동력산업의 하나로 선정한 핵심 분야로서, 막대한 부가

가치를 창출하는 디지털 콘텐츠산업의 핵심 분야이며, 애니매이션, 영화, 음악, 정보기술 등 여러 

분야의 관련 산업이 한 데 어우러져 만들어지는 융복합 산업으로 첨단 지식 문화 산업 사회 전

반에 미치는 파급 효과가 큰 중요한 산업이다.
따라서 컴퓨터 및 소프트웨어 산업이 디지털컨텐츠 분야로 옮겨지고 있는 추세이며, 이에 대응

하여 학생들에게 새로운 분야에 대한 이론 및 기술을 교육함으로써, 미래를 대비하기 위한 전략

으로, 홍익대학교에서는 2002년 게임소프트웨어 분야와 게임그래픽디자인 분야를 연계하여 게임

학부를 신설하였다. 이러한 게임학부를 기반으로 2005년 일반대학원의 소프트웨어․게임학과를 

신설하였고, 게임 전반의 폭넓은 연구와 특성화를 위해 2012년 게임학과로 명칭을 변경하게 되었

다. 창의적인 게임 기획과 제작에 관한 실무를 경험할 수 있는 학부과정의 학풍을 이어받아, 일
반대학원 게임학과는 미술계열과 공학계열이 결합되어 게임 개발의 시너지 효과를 발휘하며 게임

에 관한 이론연구와 게임 개발 실무를 균형있게 발전시켜 나가고 있다. 또한, 게임학과는 게임 

산업을 비롯한 여러 디지털 컨텐츠 분야의 중추적인 기능을 담당하는 리더로 성장할 수 있는 환

경을 제공하고 있다. 이러한 환경에서의 연구를 통해 졸업 후, 창의적인 게임 제작능력과 멀티미

디어 컨텐츠 저작 능력을 갖춘 전문적인 게임 개발자로서, 게임 학계 및 게임 산업의 핵심적인 

인재로 활약하고 있다.  게임학부에서는 현업에 종사하고 있는 실무자들을 위한 대학원과정으로

서 문화정보정책대학원(야간) 게임프로듀싱전공을 별도로 개설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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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국제디자인전문대학원(IDAS)

본교 내의 유일한 전문대학원인 국제디자인전문대학원(IDAS : International Design School for 
Advanced Studies)은 디자인을 국가 및 산업의 경쟁력 제고의 수단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국제적 

역량을 가진 전문 디자이너의 양성을 목적으로 1996년 산업통상자원부가 설립하였으며 2004년 9
월 1일 본교에 합병이 되었다.

IDAS[아이다스]는 설립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두 가지 목표를 설정하고 있다.
첫째는, 국제적 경쟁력을 갖춘 디자이너를 양성하는 것이고 둘째는, 우리 사회에 “디자인 의식

(Mind)”을 확산시켜 나가는 것이다.
첫 번째 목표를 위하여 IDAS는 석사학위과정과 박사학위과정을 운영하고 있다. 석사학위과정에는 

스마트디자인엔지니어링, 디지털미디어디자인, 디자인경영전공을 두고 있으며 디자인전공 학생은 2년 

과정, 디자인 비전공학생은 3년 과정을 이수할 수 있다. 박사학위과정에는 디자인학전공이 있다.
국제적으로 우수한 디자이너를 양성하기 위하여 세계적인 디자이너 출신의 외국인 교수를 확

보하고 있으며 영어 강의, 세계적인 디자인 회사에서의 인턴쉽 프로그램, 유럽의 유명한 디자인 

대학교들과의 교환학생 제도 등을 통하여 국제화된 디자이너를 양성하고 있다. 교육 내용은 디자

인 프로세스 전반에 대한 통찰력과 혁신 제품 및 서비스 개발 실무능력의 향상을 위하여 심미적

인 안목뿐만 아니라, 인간공학, 경영 및 마케팅에 대한 지식, 그리고 생산에 관련된 기술 및 공학

에 대한 지식을 균형적으로 발전시킬 수 있도록 구성되어 있다. 이러한 교과과정의 효율 제고를 

위하여 디자인뿐만 아니라 예술, 인문과학, 공학 등 다양한 전공자들을 선발함으로써 “디자인의 

본질”에 가장 경제적으로 접근하고 있다. 디자인의 본질은 바로 “문제 해결”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문제의 정확한 이해”가 선행되어야 하기 때문이다.
IDAS는 산업통상자원부의 지원으로 설립한 디자인혁신센터(DIC : Design Innovation Center)와 

국제디자인트렌드센터(IDTC : International Design Trend Center)를 보유하고 있다. DIC는 사용자 

경험을 고려한 사용자 인터페이스, 그래픽 사용자 인터페이스를 개발하고 사용자테스트 연구를 

수행하고 있다. IDTC는 전 세계의 디자인 트렌드 자료, 소재 및 가공기법, 그리고 라이프스타일

에 대한 연구를 통해 양질의 정보를 생산한다. 또한 산업통상자원부가 지원하는 융합형디자인대

학원육성사업(2010-2014)과 교육부가 지원하는 신성장분야전문대학원육성사업(2010-2015)에 참여

하여 산학협동이 강화된 융합인재양성 프로그램을 진행하였으며, 교육부의 BK21 플러스 사업

(2013-2019)과 산업통상자원부의 융합디자인전문대학원 사업(2018-2019)에 지속적으로 선정되어 

미래를 선도하는 국제적 융․복합 디자인교육기관으로 거듭나고 있다.
두 번째 목표인 디자인 의식의 확산을 통하여 우리 사회를 변화시키기 위하여, IDAS는 사회의 

리더들을 대상으로 최고경영자 과정을 성공적으로 운영하고 있다. 이미 300여명의 뉴밀레니엄 과

정 졸업생들로 구성된 총동창회인 IDAS KOREA를 통하여 IDAS(Intellect and Design as Assets 
for the future Society) 운동을 전개하고 있다. 이 운동을 통해 그들 스스로가 변하고 그들의 기업 

및 그룹과 제품이 변해가고 있다. 또한 뉴비전과정 및 스텐퍼드대학과 공동과정을 운영하여 460
여명의 동문을 배출하고 디자인을 통한 창조경영 정신을 이어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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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사학위과정   스마트디자인엔지니어링전공, 디지털미디어디자인전공, 디자인경영전공

Smart Design Engineering, Digital Media Design, Design Management

디자인경영전공

전공소개

디자인경영전공은 디자인을 경영자원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동시에 기업전략의 차원에서 

신상품의 개발, 브랜딩, 이미지 메이킹 및 글로벌 경영을 할 수 있는 역량을 배양하는데 교육의 

목표를 두고 있다. 특히 최고경영자 과정인 뉴밀레니엄과정과 뉴비전과정의 운영을 통하여 최고

경영자의 디자인의식에 대한 수준을 높이고 있으며 이들 최고경영자들이 직접 디자인경영전공의 

지도자가 되어 학생지도에 직간접으로 참여하고 있다. 또한 세계적인 회사와 디자인 전문회사의 

디자인경영 및 전략을 벤치마킹하여 글로벌 수준을 지향한다. 신개념 개발, 선행디자인 엔지니어

링 그리고 디자인 및 트렌드 리서치 등 세부 전공을 이수한 졸업생들은 각 기업의 상품기획, 브
랜딩 등 디자인 전략을 세우고 관리하는 중요한 역할을 통하여 기업의 경쟁력 강화에 기여할 것

이며 더 나아가서는 21세기의 성장산업인 창의적 산업 - 제품, 공간, 패션, 텍스타일, 캐릭터, 애
니메이션, 음반, 영상 등의 경영 전문가로서 기여하게 될 것이다.

디지털미디어디자인전공

전공소개

디지털미디어디자인전공의 목표는 수용자중심의 디지털 콘텐츠를 개발하고 시대적 변혁에 능동

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디지털 시대의 리더로서 기획, 디자인 및 기술을 모두 겸비하는 것이다. 
본 과정은 콘텐츠와 인터랙션 디자인 교육을 중심으로 국제적 역량과 감각을 갖추어 기업의 요구

에 기여할 수 있는 전문가를 양성한다. 콘텐츠 분야는 영상의 기본 매체인 TV와 Film을 바탕으

로 다양한 시각적 표현기법을 디지털 콘텐츠의 미디어 영역으로 확대하여 유무선 인터넷 및 디지

털 방송을 겨냥한 새로운 콘텐츠 개발을 모색한다. 산학협동연구 프로젝트를 통하여 보다 전문화

된 콘텐츠기획, 연출 및 모션그래픽, 타이틀디자인, 게임디자인 등 전 과정을 실무와 이론을 바탕

으로 진행한다. 또한 인터랙션 디자인 분야는 소프트웨어 인터페이스뿐만 아니라 물리적인 인터

페이스, 인간과 컴퓨터의 상호작용과 스페이스 디자인 그리고 나아가서 실험적인 디지털아트에 

이르기까지 광범위한 과제에 대해 다양한 방법으로 접근한다. 교육과정은 산학과 연계된 협동연

구 프로젝트를 진행하여 실무능력을 익히고 다양한 디지털 미디어에 대한 이론적 연구와 구체적 

실습을 병행하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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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트디자인엔지니어링전공

전공소개

디지털기술혁신이초래하는새로운제품과서비스를상품화하기위해서는창의적이고심미적인능력을가

진디자이너와공학적구현능력을가진엔지니어의협업이기획단계부터이루어져야한다.스마트디자인엔

지니어링전공은디자인배경의학생과공학배경의학생을선발하여스마트산업분야의실무프로세스에기반

을둔디자인-공학융합교육과정을제공함으로써통합적제품개발의기획,수행,관리능력을갖춘전문인재를

양성한다.

박사학위과정 디자인학전공   Design Studies

디자인학전공   Design Studies

전공소개

디자인은 창의성에 기반한 분야이며 창의성의 본질은 감성과 이성의 조화로운 활용에 있다. 타 

학문 분야와는 다르게 디자인은 최근까지도 감성에 치우친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였으나 이제는 

논리적 사고도 디자인의 중요한 요소로 인식되고 있다. 또한 디자인의 핵심은 인간 사용자에 대

한 이해이기 때문에 인문학을 바탕으로 디자인과 경영학이 함께 할 수 있게 된다. 박사과정 디자

인학전공은 연구 중심 과정으로써 독자적 연구 및 과제 수행이 가능한 독립적인 연구자 양성을 

목적으로 한다. 교과과정은 이성적 접근을 위한 디자인 연구 방법, 감성적 접근인 미와 가치, 경
영적 접근인 실무와 비즈니스의 이해, 그리고 통합적 접근인 사용자, 기술, 환경의 연구로 구성되

어 있다. 박사과정은 연구에 필요한 모든 지식과 경험을 바탕으로 디자인 분야의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논문으로 완성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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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건축도시대학원

건축도시대학원은 지난 1981년 생활환경의 제반문제를 중심으로 경제, 심리학적인 영역까지 연

구함으로써 국민생활 환경개선에 기여하려는 교육목표를 가지고 설립된 환경대학원을 변경하여 

다변하는 건설 환경에 적응할 수 있는 전문인들을 양성하는 대학원이다. 
건축도시대학원은 홍익대학교에서 디자인콘텐츠대학원(현, 산업미술대학원)에 이어 두 번째로 

설립된 특수대학원으로서 융합과 상생이라는 세계적인 변화양상에 맞게 건축, 실내건축 및 도시, 
부동산개발, 토목, 조경 설계분야를 아우르는 다양한 전문분야의 학제 간 교류와 융합연구를 기반

으로 인간의 최적 생활환경을 조성하고, 도시의 지속성과 경쟁력 제고에 이바지할 인재양성을 목

표로 한다. 건축디자인전공, 실내건축디자인전공, 도시디자인전공, 조경설계전공, 부동산개발전공, 
토목공학전공까지 총 6개의 전공이 개설되어 있다. 

건축디자인전공 과정은 건축설계 분야의 혁신적 사고를 요구하는 시대적 상황, 즉 기후변화에 

따른 적극적 대응, 창조적인 건축문화 실현 및 가치 상승, 사용자의 복리증진 및 안전성 확보 등

의 사회적 요구들에 대해, 건축설계교육을 통하여 실무와 교육을 현실적으로 병립시킨 새로운 사

고의 건축설계교육을 주요 실천과제로 전개하고 있다. 전 지구적 과제인 삶과 공간의 지속성과 

사회 공동체 환경 체제를 개선 증진하기 위한 창의적인 건축을 이끌어 갈 능력 있는 건축인이 

요구되는 시점에서, 건축디자인전공은 혁신적이고 보다 진보적이며 현실적 적응력이 뛰어난 건축

설계전문성을 바탕으로 건축윤리정신, 기술능력과 새로운 경쟁력을 갖춘 건축통합설계전문가로서

의 건축가 양성을 목표로 하고 있다. 
실내건축디자인전공은 건축의 실내공간을 미적, 문화적 그리고 기술적으로 존재하는 디자인 분

야를 체계적이고 전문화된 교육, 실습과 연구를 통하여 최고의 전문인을 양성하고 있다. 
도시디자인전공은 도시 및 지역개발에 필요한 계획 및 설계를 다룰 수 있는 전문가 양성을 목

표로 도시계획에 관한 실무적인 경험을 축적하고 도시건설과 관리에 관한 학술 이론과 과학적 방

법을 연구하고 있다. 또한 도시설계의 이론과 다양한 기법을 연구, 교육함으로써 세계수준의 건설

기술인양성을 목표로 하고 있다. 
조경설계전공은 국내에서 최초로 개설된 전공분야이다. 본 전공은 조경계획과 설계를 중심으로 

디자인적인 요소를 특화하여 인간과 환경이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계획․설계하는 능력에 중점

을 두고 있다.
2005년 우리나라 최초로 개설된 부동산개발전공은 글로벌 시장경제를 염두에 두고 부동산 및 

금융시장의 국제적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한 방안을 도출하기 위해 끊임없이 연구하고 있다. 또한 

부동산개발전공은 부동산개발과 도시 및 건축이 가지고 있는 각각의 특성을 융합한 새로운 분야

를 연구하고, 정부의 개발정책에 부응하는 커리큘럼으로 능력 있는 인재를 양성하여 실패하지 않

는 부동산개발 분야의 건축도시실무전문가들을 배출하는데 목표를 두고 있다.
토목공학전공은 구조, 수리, 토질, 환경, 시공 등 광범위한 분야에서 인간이 접하는 자연 환경

을 정비 개선하여 인간의 최적생활 환경을 조성하는데 기여할 고급 전문 인력 양성을 목표로 하

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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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도시대학원

건축디자인전공(주․야)
도시디자인전공(주․야)
부동산개발전공(주․야)
실내디자인전공(주․야)
조경설계전공(주․야)
토목공학전공(주․야)

건축디자인전공   Architectural Design

전공소개

건축디자인전공 과정에서는 건축설계 분야의 혁신적 사고를 요구하는 시의적 분위기 속에서 

변화경영의 운영체계를 적용한 건축설계교육을 통하여 틀에 박힌 영역적 고정관념을 깨고 실무와 

교육을 현실적으로 병립시킨 새로운 사고의 건축설계교육을 주요 실천과제로 전개하고 있다.
전 지구적 과제인 사회의 지속성과 순환메커니즘의 공동체적 이중체계를 개선 증진하며 미래 

현실의 건축을 이끌어 갈 능력있는 건축인이 요구되는 시점에서 혁신적이고 보다 진보적이며 현

실적 적응력이 뛰어난 건축설계전문성을 바탕으로 기량과 새로운 경쟁력을 갖춘 건축설계전문가

를 양성하고자 건축설계분야에 있어서 건축의 실무와 교육에 고도로 능통한 유력한 전문건축가들

이 전임교수진으로 교육을 전담하고 있다.

도시디자인전공   Urban Design

전공소개

소득 2만달러 시대를 목전에 두고 이제 도시민의 삶의 질이 무엇보다 강조되고 있다. 특히 사

람들이 공유하는 공공적인 공간에 대한 새로운 요구가 신도시건설, 뉴타운, 기업도시의 형태로 나

타나고 있다. 이에 따라 도시설계전공에서는 이론교육을 통해 공공공간에 대한 통합적이고 창조

적인 새로운 시각을 배양하고, 공간 문제에 접근하는 설계방법을 체계화하며, 실제 환경에서 실용

성이 높은 실무능력을 익히도록 한다. 도시설계전공에서는 계획이론특론, 도시사, 설계스튜디오, 
설계방법론, 재개발특론 등을 중심으로 폭 넓은 분야에 대한 강의를 개설하고 있으며, 지구단위계

획, 뉴타운계획 등에 실제 적용하는 실용성 높은 교육을 제공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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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개발전공   Real Estate Development

전공소개

부동산개발전공은 1990년대 후반부터 본격적인 분야로 정립된 부동산개발에 대한 체계적인 학

문적 기반을 정립하는데 그 교육목적이 있다.
부동산분야 자체가 학문적인 기초가 부족한 분야이고, 그 중에 직업으로서의‘부동산개발’은 더

욱 정립되어 있지 않은 실정이다. 본 전공은 부동산개발의 틀을 이루는 개발, 금융, 자산관리, 정
책, 법규 등을 중심으로 한 새로운 접근으로 부동산개발 분야의 선도적인 역할을 수행하고자 한

다. 또한 건축도시대학원 내의 건축디자인, 도시디자인, 실내건축디자인전공과의 시너지를 통해 

더욱 확고한 기반을 가지도록 한다.
대학원의 보편적인 사명과 본교의 교육이념에 따라, 전인적인 인격 성장에 필요한 전공 관련교

육을 실시하며, 합리적 사고와 미래지향적 인격을 갖춘 교양인으로 양성하고 아울러 체계적인 전

공교육의 실시와 함께 산․학․연 일체의 프로그램을 구축하여 21세기 지식기반 사회를 선도할 

전공 지식을 갖춘 부동산개발 분야의 전문인력 양성을 목표로 한다.

실내건축디자인전공   Interior Architecture Design

전공소개

실내건축디자인전공은 기존의 피상적인 장식위주의 디자인에서 탈피하여 건축실내공간을 미적, 
문화적 그리고 기술적으로 존재하는 세부적인 디자인 분야들을 체계적이고 전문화된 교육, 실습 

또는 연구를 통하여 균형감각, 개성, 창의력, 문제해결능력, 첨단기술력 습득 등을 갖춘 최고의 

전문인으로 양성하는데 그 목적을 두고 있다. 이를 위해 실용이론과 전문교육체계를 구축함과 더

불어 신개념의 패러다임을 선도적으로 반영하고 새롭고 미래지향적인 디자인으로 인간생활 환경

을 쾌적하고, 풍요롭게 조화시킬 수 있는 실내건축 전문가의 소양을 기르는데 역점을 두고 있다.

조경설계전공   Landscape Design

전공소개

도시화 면적의 증대 및 산업화는 생태환경에 커다란 부정적인 영향을 주고 있다. 지속가능성 

개념에 기초하여 인간의 정주환경을 가꾸고 주5일제 근무로 인한 새로운 수요에 대응한다. 조경

설계전공에서는 조경계획, 설계, 생태학, 조경사 등의 과목을 통해 이론적 지식을 함양하고, 조경

재료 및 시공, 단지계획 등을 통해 실무적응력을 높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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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목공학전공   Civil Engineering

전공소개

토목공학전공은 시대적 요구에 부응하여 전공분야를 구조분야, 수공분야, 지반분야, 환경/위생

분야 등의 4개 분야로 세분화하여 교육 및 연구 활동을 꾸준히 수행하고 있다.
졸업생들은 국가공공기관, 건설업체, 엔지니어링업체, 국영기업체(공사, 공단 등), 연구소, 교육

기관 등에서 그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고 있으며, 대다수의 졸업생이 기술 분야 최고의 전문가를 

의미하는 기술사를 취득한 후, 전문기술인으로서 설계, 시공, 유지관리 등의 업무를 수행하고 있

다. 현재 토목공학분야와 관련된 전문기술사로는 구조, 토질 및 기초, 수자원, 항만, 도로 및 공

학, 상하수도, 측지, 품질관리, 건설안전, 시공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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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경영대학원

경영대학원은 경영, 세무 2개 분야에 있어 미래의 가치창조를 주도할 다섯 가지 역량 - 창의성, 
전문성, 신의성실성, 리더십, 글로벌시각 - 을 갖춘 경영자 및 전문가 양성을 목적으로 한다. 이러

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경영대학원에서는 다음과 같은 두 가지 석사학위과정을 두고 있다.

1) 경영학 석사과정

경영학 석사과정은 국제화, 정보화시대에 발맞춰 급변하는 경영환경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

면서 한국기업을 이끌어갈 경영인을 양성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시의적절한 내용으로 교과과정

을 설계하고 있으며 경영학 분야별 내용은 아래와 같다.
경영학 전공은 마케팅, 재무관리, 회계, 인사조직, 생산관리, 국제경영/전략경영, 경영정보 등 7

개 세부영역에 걸쳐 다양한 교과목을 제공하고 있고, 학생들은 원하는 교과목을 자유롭게 선택하

여 수강할 수 있다. 세부전공별 교과 내용을 간략히 살펴보면 마케팅은 마케팅전략, 소비자행동, 
광고촉진 등을, 재무관리는 기업재무, 투자론, 재무분석 등을 다룬다. 회계는 재무회계와 관리회

계의 여러 분야를, 인사조직은 조직행동, 리더십, 기업문화 등을 다룬다. 생산관리는 최적의사결

정, 공급체인망관리 등을, 국제경영/전략경영은 국제적이고 전략적인 사고를 키우는 과목을 다룬

다. 경영정보는 IT기술을 이용한 경영혁신의 최신 추이와 사례를 다룬다. 
경영학 석사과정 교과목은 대부분 홍익대학교 경영대학의 전임 교수들에 의해 강의되며 이 분

들은 관련분야 연구와 컨설팅에서 탁월한 능력을 보유한 분들이다.

2) 세무학 석사과정

세무학 석사과정은 기업의 관리자, 공무원, 법조인, 공인회계사 및 세무사 등을 대상으로 조세

정책, 조세법 및 세무관리에 관한 지식을 체계적으로 교육하여 조세이론과 실무를 겸비한 최고의 

세무전문가를 양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일찍부터 독립된 학문분야로서 세무학의 중요성을 인식한 홍익대학교는 1994년 3월에 국내 최

초로 세무대학원을 설립하여 정규 석사학위과정을 개설하였으며, 2008년부터는 경영대학원과 통

합하여 전문성을 유지하는 가운데 인접 학문과의 학제 간 교류를 강화하였다.
오랜 전통의 세무대학원 졸업생 및 재학생은 국내 유수 기업의 관리자, 세무공무원, 세무사 및 

공인회계사 등으로 활발히 활동하고 있다. 
세무학 석사과정 중 조세전략, 세무회계와 세무정책은 경영대학 회계․세무전공 교수에 의해 

강의되며, 조세법과 세무실무는 국세청 출신, 회계․세무․법무법인 등의 외부 전문가들에 의해 

주로 강의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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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학전공   Business Administration

세부전공: 경영정보, 국제/전략, 마케팅, 생산, 인사조직, 재무, 회계

전공소개

사회 각계각층의 우수한 인재들을 유치하여 다양한 분야에 걸친 경영능력을 갖춘 전문경영인

을 양성함을 목표로 실무와 연계된 기업경영에 관한 이론 및 경영기법 등의 학습기회를 제공한

다. 경영학전공은 경영정보, 국제/전략, 마케팅, 생산, 인사조직, 재무, 회계전공 등의 세부전공으

로 구분된다.

세무학전공   Tax Studies

전공소개

세무학전공은 회계사, 세무사, 기업의 재무관리자, 공무원, 법률가 등을 대상으로 세무, 회계, 
경영 및 정책 관련 지식을 습득하고 통찰력을 함양하는 것을 교육 목적으로 한다. 우선 다양한 

조세문제를 분석하고 해결하는 기본 능력을 배양하기 위해 조세법과 세무 및 회계실무에 대한 다

양한 강좌를 개설하고 있다. 아울러  조세제도의 체계적인 이해에 도움을 주고자 조세정책 이론

강좌를 개설하고 있으며, 조세전략, 부동산세무 등 고급 강좌를 개설하여 조세 현안에 대한 실무

능력과 전략적 사고를 제고하는데 주안점을 둔다. 끝으로, 조세제도, 조세정책, 세무회계 분야에 

대한 논문을 작성하고 체계적으로 학문을 연구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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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공연예술대학원

공연예술대학원은 공연예술․뮤지컬전공과 실용음악전공의 두 개 전공으로 구성되어 있다. 공
연예술․뮤지컬전공은 문화콘텐츠 산업의 근간이 되는 시장성 있는 뮤지컬 창작자와 공연예술기

획 및 제작자를 육성하기 위해 연출, 극작, 작곡, 무대, 연기, 공연제작기획, 공연예술경영 교육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이를 통해 전문성 있는 교육과정을 통해 차별화된 첨단공연예술의 핵심적 

실천가들을 양성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실제 뮤지컬 시장으로 진출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창작 프로덕션과 동일한 형태의 작업 양식과 방법을 수업에 적용하도록 각 분야 전문 인력

들이 교육을 담당한다. 학생들의 분야별 협력시스템을 활용하여 공동창작 교육을 구축하여 실기

와 이론이 겸비된 수업을 진행한다. 실용음악 분야는 창의성, 실용성, 융복합성을 특징으로 대중

화와 산업화의 속도를 높이고 있는 현대 문화예술의 흐름에 있어 선도적 역할을 수행해왔으며, 
앞으로도 그 전문성과 창의성을 바탕으로 21세기 문화예술 발전을 주도해갈 것이다. 본 실용음악

전공에서는 전문적인 실기역량뿐만 아니라 창작과 기획능력을 겸비한 주체적 아티스트, 다양한 

분야에서 21세기 세계 음악계를 선도해 나갈 창조적인 뮤지션을 양성하고자 한다. 본 전공은 첫

째, 심화된 전공 교육을 통한 실기 역량과 이론적 지식을 갖춘 전문연주인 양성, 둘째, 뉴미디어 

시대, 기획 및 제작능력을 겸비한 창조적, 주체적 아티스트 양성, 셋째, 인문학적 소양과 예술적 

능력을 겸비한 전문적이고 창조적인 음악프로듀서 양성을 교육목표로 한다.
본 대학원은 전문적이고 심화된 실기교육뿐만 아니라 성장하는 공연 및 음악시장의 콘텐츠 창작

교육을 통하여 높은 부가가치의 문화콘텐츠를 이끌어내는 현대 대중예술의 제작 실제를 교육하는 

실용 교육의 장으로 자리매김해왔으며, 21세기 세계 문화산업 발전의 선도적 역할을 담당할 것이다.

공연예술 ‧ 뮤지컬전공   Performing Arts․Musical 

전공소개

공연예술 뮤지컬 전공 주간 과정은 무대에서 창작되는 공연예술 전반의 학습을 근간으로 창작 뮤

지컬을 제작하는 교육과정이다. 연출, 극작, 작곡, 무대미술 등 뮤지컬 창작의 기초가 되는 분야와 

뮤지컬 연기, 보컬, 댄스 등 뮤지컬 배우의 교육 과정을 통하여 새로운 창작 뮤지컬을 제작하여 졸

업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야간과정은 예술 행정의 실무와 이론 교육을 중심으로 실질적인 극장경

영, 공연기획 등을 목표로 한다. 본 과정은 극작, 연기, 연출 , 작곡, 미술 등 기존의 예술 분야에서 

학습했던 학생들이나, 공연 현장에서 활동하는 예술가들에게 뮤지컬 분야에 특화된 핵심 역량을 육

성, 재교육하는 프로그램이 된다. 이는 공연예술 산업의 핵심 개발 분야인 창작 뮤지컬 제작의 근간

이 될 것이며, 이를 통하여 세계로 진출하는 문화콘텐츠 개발 근거가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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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용음악전공   Contemporary Music 

전공소개

21세기 실용음악 분야는 고도로 산업화, 전문화되고 있으며, 이에 따라 탁월한 기술적 성취와 

예술적 완성도를 갖춘 수준 높은 연주 및 작품을 창작할 수 있는 인재를 요구하고 있다. 실용음

악전공 주․야간과정은 이러한 사회적 요구에 부응할 수 있는 전문적인 음악인 양성을 목표로 한

다. 
보컬, 기악, 작곡, 음향 등 실기 분야 중심의 주간 과정은 21세기 음악계를 선도할 세계적인 실

용음악 전문 인력을 양성하기 위해 실기 및 연주역량, 기획/제작/창작역량, 음악이론역량 등 음악

가로서 갖추어야 할 다양한 역량 강화를 목표로 하는 체계적인 교과과정으로 운영된다. 음악제작, 
음악산업 및 음악비즈니스 위주의 이론과 실습과정으로 운영되는 야간 과정은 인문학적 소양과 

예술적 안목을 겸비한 전문적이고 창조적인 음악프로듀서와 음악산업 경영자 양성을 목표로 한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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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광고홍보대학원

광고홍보대학원은 변화하는 미디어와 마케팅환경에서 광고, 홍보, 미디어, 커뮤니케이션, 크리

에이티브 산업의 전문 커뮤니케이터들이 필요한 이론과 실전에 대하여 교육한다. 광고홍보, 뉴미

디어 광고 및 커뮤니케이션, 브랜드 전략 등 미디어관련 업무의 전문가를 지향하거나 현업에서 

해당업무를 맡고있는 실무자, 광고주, 매체사 임직원 그리고 문화 콘텐츠 사업과 마케팅 현장 종

사자들에게 적합한 석사과정이다. 
전문성의 심화가 요구되는 커뮤니케이션 산업의 니즈에 부응하여 광고홍보대학원에서는 세 개 

전공분야 즉, 광고홍보전공, 뉴미디어 콘텐츠전공 , 브랜드 매니지먼트전공을 두고 있다. 창의성

을 중시하여 학생 개인의 니즈에 부합하는 교육을 지향하며 커뮤니케이션, 미디어, 마케팅, 크리

에이티브, 심리학 분야들을 복합적으로 수용하는 커리큘럼을 제공한다.
본 대학원은 각자의 전공 분야에서 창의성과 전략적 사고가 뛰어난 인재와 예비 학자를 양성

하는 것에 주 목적을 두고 있다. 이러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미디어, 커뮤니케이션, 광고, 크
리에이티비티, 브랜드전략 등의 현상과 문제를 이해하고 분석하는 실전적 이론과 기법을 중심으

로 학습한다.

1) 이론과 실무를 겸비한 우수한 교수진 

국내외 학계 교수들과 광고, 커뮤니케이션, 브랜드전략, 마케팅리서치, 멀티미디어, 문화콘텐츠, 
인터넷, 디자인 등에서 이론과 풍부한 실무 경험을 갖춘 외래 교수진으로 구성되어 있다.

2) 업계 최고 전문가들의 산학연강좌 

광고홍보, 브랜드, 뉴미디어콘텐츠, 인터넷비지니스, 미디어법제 분야 업계 현장의 최고전문가

들을 초빙하여 정규과목으로 산학연강좌를 열어 실무현장과 이론을 접목하는 수업을 하고 있다.

3) 개인별 니즈에 맞는 맞춤형 교과과정과 수업시간

학생들은 개인에게 가장 적절하고 필요한 교과목을 수강할 수 있도록 타 전공이나 타 대학원 

수강이 가능하며, 지도교수의 지도아래 개인별 니즈에 최대한 맞는 학업이 되도록 지원하고 있다.  

4) 활발한 원우회 활동

대학원 졸업생과 재학생으로 구성된 원우회와 동문회는 정규 교과와는 별도의 계절세미나를 

열고 비정기적인 전문가 모임을 가지고 있으며, 학술 발표회 등의 활발한 연구 활동을 하고 있다. 
또한 원우회를 통한 비즈니스 정보교환 및 업무교류를 통해 재학기간 뿐 아니라 졸업 후에도 동

문들 간에 활발한 친목 교류활동을 하고 있다.

5) 전공별 교과내용 설명 

•광고홍보전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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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고홍보전공은 실무현장에서 필요한 전문지식 뿐 만 아니라 예비학자로서 필요한 광고와 홍

보 관련 전문이론과 방법론을 학습한다. 기획력과 그와 연결되는 창의적 소양이 뛰어난 유능한 

전문가로 새롭게 성장하기 위해 우선적으로 광고기획, 캠페인분석, 크리에이티브전략, 미디어전략 

등 광고홍보의 기본적인 핵심 분야들에 대한 이론과 사례 연구를 통한 실천적 이론을 배운다. 이
에 수반하여 필요한 소비자심리학, 크리에이티브이론, 커뮤니케이션이론, 연구방법론, 브랜드마케

팅 등의 분야들도 비중 있게 학습한다. 홍익대학교 광고홍보대학원 광고홍보전공은 실무현장에 

접목할 수 있고 학술적 연구와도 연결할 수 있도록 실천적 이론과 분석력, 사고력을 배양하는데 

중점을 두고 있으며, 특히 글로벌 정상 수준의 홍익대학교의 크리에이티브 학풍에 걸맞게 광고창

의성과 광고크리에이티브전략에도 중점을 두고 강의와 지도를 한다. 

• 뉴미디어콘텐츠전공  

다양한 뉴미디어의 등장과 디지털 컨버전스 환경에서 태동하고 있는 뉴미디어는 콘텐츠의 내

용적 측면 및 공간적 측면 모두에 큰 영향을 미치면서 전통적 미디어의 체계를 획기적으로 바꾸

어 놓고 있다. 아울러 뉴미디어 커뮤니케이션은 기업의 광고와 홍보 그리고 콘텐츠 유통과 마케

팅에도 혁신적인 변화를 초래하고 있다. 광고홍보대학원 뉴미디어콘텐츠 전공은 미디어 환경의 

새로운 패러다임, 온라인, 모바일, SNS, O2O 비즈니스, 빅데이터 마케팅, 트랜스 미디어 환경 등 

다양한 매체와 콘텐츠에 대한 연구를 통해 문화콘텐츠 산업의 실무와 이론의 전략과 실행을 위한 

전문가를 양성하는데 교육목표를 두고 있다. 이를 위해 국․내외에서 현업과 이론적 경험을 쌓은 

교수진들에 의해 뉴미디어의 개인화, 공유가치, 멀티미디어 플랫폼과 콘텐츠의 생산과 유통, 마케

팅 등의 컨셉을 중심으로 균형 잡힌 커리큘럼을 제공하고 있다.

• 브랜드 매니지먼트전공

브랜드 경영에 필요한 제반 이론과 실무를 익힌다. 브랜드 전략, 브랜드 자산, 브랜드 개발, 브
랜드 커뮤니케이션, 브랜드 미디어 관리, 마케팅, 브랜드 이미지, 비주얼 아이덴티티, 브랜드 리서

치, 브랜드 심리, 디자인 경영 등 브랜드 매니지먼트에 관련된 이론과 전략 학습을 통해 브랜드 

매니지먼트 실무에 이론적 기반을 더할 수 있도록 한다. 또한 진화하는 브랜드 환경에 대한 이슈, 
브랜드 현장 사례 연구 등을 통해 학습한 전략과 이론들을 브랜드 매니지먼트 실무에 적용할 수 

있도록 한다. 브랜드 매니지먼트 전공을 통해 다양한 브랜드 전략 수립과 장기적인 브랜드 관리

를 위한 효과적이고 핵심적인 방법을 연구하게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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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고홍보전공   Advertising and Public Relation

전공소개

광고기획, 캠페인전략, 크리에이티브, 미디어 등 광고홍보 제반 이론과 실전을 배우며 이에 필

요한 심리학, 크리에이티브이론, 커뮤니케이션학, 브랜드마케팅 등을 학습한다.

뉴미디어콘텐츠전공   New Media Content

전공소개

온라인매체, 멀티미디어, SP매체, IMC매체 등에 관한 이론과 활용에 대해 배우며 새로운 미디

어개발, 기획, 디자인, 뉴미디어 커뮤니케이션전략 등에 관한 이론과 실제를 학습한다.

브랜드 매니지먼트전공   Brand Management 

전공소개

브랜드 경영에 필요한 제반 이론과 실무를 익힌다. 브랜드이미지, 비주얼아이덴티티, 브랜드리

서치 등 브랜드자산을 효과적으로 구축, 관리하는 전략과 이론을 학습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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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교육대학원

교육대학원은 크게 두 가지의 중요한 교육목표를 가지고 운영되고 있다.
첫째, 현직 교원과 교육 관련 기관 종사자의 재교육이다. 본 대학원의 교수들은 학생들이 학부

를 졸업한 이후에 각 전공 분야에서 개발된 새로운 이론들을 소개하며, 최신 교육학 이론과 교육 

실제에 응용될 수 있는 원리, 방법 등을 강의하여, 현직 교사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는 동시에 교

육전문가로서의 소양과 능력을 함양한다.
둘째, 교육학과 미술교육 및 상담심리 분야에서 심도 있는 연구를 통하여 얻은 전공 지식을 다

양한 교육시스템에 연결시킬 교육 전문가 양성이다. 본 교육대학원에서는 이들을 위해서 각 전공

마다 우수한 교과과정을 제공하며, 이 과정을 이수하면 해당 분야에서 전문가가 되어 자신의 전

문성을 다양한 교육 현장의 수요에 연결시킬 수 있다.
교육대학원에는 교육학과 내에 3개 전공이 설치되어 있으며 교육학전공(교육과정, 교육심리, 교

육행정, 평생교육), 미술교육전공, 상담심리전공(상담심리, 미술치료)이 이에 해당한다. 또한 전문

상담교사, 평생교육사, 문화예술교육사, 미술심리재활사, 박물관․미술관 교육사 자격과정을 운영

하고 있어 해당 과정을 이수하면 해당 자격증을 취득할 수 있다. 현직교원에 대해서는 학비감면 

혜택이 제공된다.
이미 기틀이 잡혀 발전을 거듭하고 있는 사범대학에 소속된 우수한 교수진이 대부분 강의를 

전담하고 있고, 야간과정이어서 해당 분야에서 전문 지식을 습득하려는 일반 직장인들과 교육계 

일선에서 근무하는 초․중․고등학교의 현직 교사들이 편리하게 학업을 이수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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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학전공   Education

전공소개

교육과정   Curriculum

교육과정전공은 유․초․중등 학교교육 및 사회교육 현장에서 교육과정을 개발, 실행, 평가하

는데 필요한 전문적 지식과 실무역량을 함양하고, 교육에 대한 비판적 안목과 창의성을 바탕으로 

미래사회를 위한 교육과정적 대응을 모색해나갈 수 있는 교육과정 전문가를 양성하는 것을 목표

로 한다.

교육심리   Educational Psychology

교육심리전공은 현직 교원, 예비 교원, 교육 전문가를 대상으로 변화하는 교육환경 속에서 적

극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전문 교육자가 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창의성, 비판적 사고력, 리더

쉽, 교수학습 방법, 발달, 평가, 상담 등을 포함한 교육심리학적 지식과 기술을 함양하는 것을 목

표로 한다. 

교육행정   Educational Administration

교육행정전공은 유초중등 및 고등교육기관의 교육행정과 관련된 이론과 실제를 학습함으로써 

현장의 교육행정가에게 요구되는 자질을 함양할 수 있도록 한다. 교육행정 관련 과목으로는 교육

행정의 이론과 실제, 교육기획 및 정책, 교육재정 및 경제, 교육법규, 교육인사행정론, 장학론 등

이 있다.  

평생교육전공   Lifelong Education

평생교육전공에서는 학생들이 평생교육에 관한 이론과 실제를 학습함으로써 평생교육 현장에서 

평생교육 전문가에게 요구되는 자질을 함양할 수 있도록 한다. 학생들은 평생교육 관련 과목들을 

통하여 평생교육에 관한 주요 이론과 쟁점, 평생교육방법, 평생교육프로그램 개발, 평생교육 경영 

등과 관련된 기본적 지식과 기술을 습득하는 한편, 기업교육, 노인교육, 지역사회교육 등 평생교

육의 주요분야에서 전문가로서 활동하는데 필요한 심화된 지식과 기술을 습득할 수 있다. 
※평생교육사 2급 자격 과정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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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술교육전공   Art Education

전공소개

미술교육전공은 순수미술 및 디자인 분야의 전 영역에 걸쳐, 미술교육의 원리와 표현기법을 이

론적으로 탐구하고 실습한다. 국내 유일의 박물관․미술관 교육사 자격과정 등 전문적 지식을 종

합적으로 연구하고 조형의 창조 능력을 배양함으로써 현대미술의 제작과 교육에 적용 가능한 고

도의 전문성을 가진 미술교육자 및 연구자에 목표를 둔다. ※문화예술교육사 2급, 박물관․미술

관교육사 자격증 과정 운영

상담심리전공  Counseling Psychology

전공소개

상담심리   Counseling Psychology

상담심리전공은 심리적 도움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에게 전문적 도움을 제공할 수 있는 상담전문

가를 양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특히 현재 교육을 담당하고 있는 교사들이 교육현장의 인간관

계에서 발생하는 갈등 및 문제 해결을 위한 심리학적 기초 지식과 상담 기술을 익혀 학교 또는 상

담전문기관에서 전문적 도움을 제공할 수 있도록 한다. ※전문상담교사 1급 자격 과정 운영

미술치료   Art Therapy

미술치료전공은 미술매체를 심리치료에 응용한 심리상담 방법의 한분야로서 예술의 창의적인 

힘을 심리건강분야의 평가와 상담실무에 적용하는 실제적인 학문이다.
보건복지부의 발달재활서비스 담당자 중 하나인 미술심리재활사 양성을 위한 교과과정으로 운

영되며 여러 의료기관 및 상담기관의 업무협약을 통해 실무실습을 지도한다. 다양한 상담현장에

서 미술매체를 적절히 활용할 수 있는 미술심리상담사 양성을 목표로 한다. ※미술심리재활사(발
달재활서비스)자격 과정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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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문화예술경영대학원

문화예술경영대학원(영문명은 문화예술 MBA)은 2019년 3월에 출범한 대학원이다. 경영과 문화예

술이 융합된 문화예술경영대학원은 이전에는 홍익대학교 경영대학원에 소속되어(2008년~2018년) 하
나의 트랙으로 운영되었던 문화예술경영전공이 독립하여 확대 개편된 것이다. 

문화예술경영대학원은 문화예술과 경영이 융합된 분야를 교육하고 연구하는 특수대학원으로 탁

월한 전문능력과 문화예술적 감각을 갖춘 세계적 수준의 문화예술MBA를 지향하고 있다. 예술을 

전공한 학생들에게 경영적인 안목과 비즈니스 감각을 심어주고, 일반학문을 전공한 학생들에게는 

문화예술의 감각을 심어주는 학제적 커리큘럼을 운영하고 있다. 
문화예술경영대학원은 야간에 교육하는 대학원으로 문화예술관련 산업에 종사하는 경영자, 문

화예술사업을 새로운 성장비즈니스로 키우려는 기업 경영인, 비영리문화예술기관에 종사하는 전

문인, 문화산업에서 비즈니스 활동을 하는 현장인에게 체계적인 전문교육 기회를 제공하고, 이들

을 한국 문화예술경영계의 차세대 리더로 양성함을 그 목표로 하고 있다.
본 대학원의 특징과 장점은 다음과 같다. 

① 문화예술과 경영을 접목한 다양한 교과과목을 한국최초로 제공

경영학의 다양한 분야(마케팅, 전략, 조직인사, 재무, 회계, 정보기술, 경제)와 문화예술을 접목

시켜, 문화예술에 경영적 마인드를 제공하고 회사나 정부기관의 경영에 문화를 심는 역할을 할 

것이다. 또한 문화와 예술의 접목을 통해 문화예술 분야 경영자가 갖추어야 할 전문적인 지식과 

리더십을 배양하는데 초점을 둔다. 

② 문화예술경영분야의 한국 최고의 교수진을 바탕으로 한 차별화된 MBA 프로그램

문화예술경영, 문화산업 등의 분야에서 국내 최고 수준의 교수진이 포진되어 있고, 이들은 또

한 실무경험이 축적된 실무전문가로서 탄탄한 이론을 가지고 실무현장에 적용하도록 지식을 학생

들에게 제공한다. 외부의 명망 있는 전문가도 초청하여 수업을 진행함으로써 혜안을 얻는 동시에 

최근 문화예술계에서 벌어지는 현장을 이해하고 솔루션을 제시한다.    

③ 홍익대의 장점을 살린 문화예술관련 전문교과 과정 운영

경영과 문화예술이 만나는 과목인 문화마케팅, 비영리기관 조직관리, 문화예술회계, 문화예술재

원조성, 문화기술, 문화경제학 등을 개설하고 아울러 아트컨설팅, 미술시장론, 지역문화예술, 문화

산업, 한류, 지역문화, 문화예술법, 미술경영론, 박물관경영론, 문화예술창업론 등 문화예술 전문 

과목을 개설하여 학생들의 선택의 폭을 넓힌다. 

④ 선후배간의 끈끈한 네트워크를 기반으로 자유로운 문화예술분위기의 학풍을 견지

재학생간의 끈끈한 유대관계를 가지면서 선후배간의 활발한 교류를 통해 홍익대학교 문화예술

경영의 학풍을 개척하고 유지하는데 노력한다. 정규적인 수업 이외에 친목을 다지기 위한 현장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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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을 강화하고 활발한 인적 네트워킹을 지향하고 있다. 

⑤ 미술시장의 학문적 접근과 미술시장의 리더 양성     

한국미술계에 넓은 저변을 가지고 있는 홍익대학교의 미술인프라와 함께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미술시장의 흐름을 파악하여 미술시장을 학문적으로 접근할 수 있도록 한다. 이를 바탕으로 미술

계에 종사하는 선후배간의 네트워크를 만들어 산학연계의 장으로서의 역할을 한다. 

대학원내에는 예술경영, 미술경영, 문화산업, 박물관경영, 문화예술창업 등 여러분야가 있다. 

① 문화예술경영: 문화예술경영분야는 문화예술기관의 경영이나 문화예술을 비즈니스화하는 학

문을 다루는 것으로 문화예술과 경영이 융합하여 시너지를 발휘할 수 있는 분야이다. 여기에는 

문화예술경영, 문화예술창업, 문화예술마케팅, 문화예술정책, 문화예술교육, 문화예술퍼실리테이터 

등 다양한 분야를 포함하고 있다. 

② 미술경영: 미술경영분야는 미술의 다양한 분야에 경영적 요소를 접목하여 부가가치를 상승

시키는 전공으로 콜라보레이션, 관객확보, 큐레이터, 전시기획 등의 분야를 포함하고 있다. 문화

예술경영의 한 분야라고도 볼 수 있으나 수요가 많아 별도로 운영된다

③ 문화산업: 문화산업분야는 영화, 게임, 공연, 방송, 애니메이션, 문학 게임 등의 콘텐츠산업

에 대한 시장, 업계, 기술, 정책 등을 다루는 분야이다. 각 산업에서의 특징에 적합한 비즈니스를 

기획하고 비즈니스 전략을 실행하는데 필요한 이론과 실무를  교육한다.  

④ 박물관경영: 박물관경영분야는 뮤지엄을 운영하고 기획하는데 필요한 이론과, 문화유산 이

론과 이의 활용과 관련된 내용을 다루는 분야이다. 박물관은 미술관과 박물관 모두를 포함한 개

념으로 국내외 넓은 학문적 시각을 가지고 접근하는 차별적인 교육과정을 제공한다. 

⑤ 문화예술창업: 국내 대학원에서는 예술, 콘텐츠, 축제, 전시, 관광 등 문화예술분야에서의 창

업과정이 부족한데, 본 대학원은 문화예술분야에서 창업하고자 하는 학생들에게 커리큘럼을 제공

하고 실제 창업으로 연결되는 과정을 컨설팅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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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예술경영전공   Culture and Art Management

전공소개

문화예술경영은 미술, 문화산업, 문화예술기관 등의 문화예술 분야에 있어서의 경영과 관련된 

영역을 연구하는 전공이다. 구체적으로는 첫째, 문화예술 마케팅, 문화예술 조직, 문화예술 자금

조달, 문화예술 기획, 문화예술 기업가정신, 문화예술 회계와 세무, 비영리기관 경영, 문화예술창

업 등의 문화예술과 경영의 조합, 둘째, 출판, 게임, 방송, 광고, 영화, 캐릭터, 음악, 디지털교육 

및 정보산업, 만화, 애니메이션 등 문화예술산업과 경영의 조합, 셋째, 미술전시기획, 미술경영, 
미술유통, 미술관객개발 등의 미술과 경영의 조합 등의 영역으로 되어 있다. 문화예술경영전공은 

문화예술과 문화산업에 문화예술산업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문화예술경영인을 육성하는데 그 목

적이 있다. 문화예술경영의 각 분야에 관한 체계적 교육을 받고 이론과 실제의 두 부분에서 효과

적이고 능률적인 소양을 지닌 문화예술경영자를 양성하여 일반대중의 고급문화예술 향유의 기회

가 확대되고 궁극적으로 문화산업 발전에 공헌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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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문화정보정책대학원(세종캠퍼스)

과학기술의 급속한 발전으로 산업구조가 더욱 복잡해짐에 따라, 보다 다양한 분야의 전문 기술 

인력에 대한 수요도 증가하고 있다. 이와 같은 사회적 추세에 부응하기 위하여 1996학년도에 세

종캠퍼스에 신설된 문화정보정책대학원(舊 산업대학원)에서는 최첨단 산업기술과 광고, 게임, 디
자인 및 경영정보에 대한 심도 있는 교육 및 연구과정을 개설하여, 현업에 근무하는 직장인들에

게는 새로운 기술과 정보 습득을 위한 재교육의 기회를 제공하고, 인접 전공으로의 심층연구를 

원하는 사람들에게는 새로운 전문 분야의 접근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고도 산업사회가 요구하는 

고급인력의 양성을 목표로 하고 있다. 
특히, 세종시에 위치하여 세종시가 필요로 하는 인력의 배출에 일익을 담당하고자 하고 있다. 

또한 세종시에 정부, 지자체, 공기업과 인접한 대덕과학비즈니스벨트, 오송바이오첨단복합단지, 오
창과학단지 그리고 3군본부 계룡대 등 주변도시에 대단위 연구단지와 산업단지가 가동 중에 있어 

산업체 등과 연계한 실질적인 산학연구 활동이 용이하고, 또한 관련 학부가 소속되어 있는 과학

기술대학, 상경대학, 조형대학에는 해외에서 유치한 석학 등 유능한 교수진이 포진하고 있어 점차 

증대되고 있는 산업체 고급인력의 수요 충족에 크게 기여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전공과정으로는 공간․환경디자인전공, 광고홍보․디자인전공, 색채전공, 애니메이션전공, (총 4

개 전공)이 개설되어 있으며, 유능한 교수진 외에 해당 분야의 실무 전문가들이 업데이트된 실무

교육을 실시함으로써 연구와 실무가 연계되도록 하고 있다. 그 결과 본 문화정보정책대학원 졸업

생들은 관련 분야의 유망 기업체에서 활발한 활동을 하고 있으며, 일부는 국내․외에서 박사학위

를 취득한 후 산업계 및 학계에 진출하고 있다.
신입생 전형방법은 서류전형과 구술시험으로 선발하며, 응시전공과 관련이 있는 경력을 소지한 

자는 전형에서 우대하고 있다.
또한 성적이 우수한 학생에게 T/AS(강의보조) 및 R/AS(연구보조) 장학금(등록금의 40~50%감

면)과 협동장학금(100만원 감면)을 지급하고 있으며, 특히 현역군인(장교, 장기복무하사관)에게는 

학비의 20%를 감면해주는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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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고홍보 ‧ 디자인전공   Advertising, Public Relations․Communication Design

전공소개

본 전공은 학문적, 실무적 소양을 두루 갖춘 광고홍보와 이와 밀접하게 연관된 커뮤니케이션 

디자인 분야의 인재를 양성하는 것을 중점으로 하는 대학원 과정의 프로그램이다. 이를 위해 광

고홍보의 근간이 되는 매스커뮤니케이션 이론과 마케팅 이론을 중심으로 광고홍보 및 설득 커뮤

니케이션의 다양한 이론을 과학적 연구방법론을 바탕으로 충실히 학습한다. 또한 경제규모의 확

대, 소비 속도 및 양태의 변화로 인해 시각 언어의 중요성이 부상되고 있는 만큼 시각언어 기반

의 커뮤니케이션디자인 실무 및 학문적 연구와 문화콘텐츠 연구 커리큘럼을 제공하고 있다. 디자

인 분야의 학문적, 예술적 측면의 이론과 실습을 통한 학습을 바탕으로 균형 있고 통합적인 인재

를 양성하며 이를 통해 학문적 기초가 튼튼한 연구자로, 또한 그 전략적 수행이 가능한 능력 있

는 제작자이자 실무자로서 두 영역 모두에서 훌륭한 역량을 발휘할 수 있는 인재가 될 수 있는 

학습 기회를 제공한다.

색채전공   Color

전공소개

색채전공은 디자인 및 산업 각 분야의 색채를 학문적으로 연구하는 석사학위과정이다. 색채는 

상대적인 가치를 지니므로 인간의 주관적인 반응이나 임의적인 디자인 계획 등에서 간과하여 객

관화하기 어려운 측면을 가지고 있다. 따라서 색채분석 및 측색 등의 물리학, 광학 분야의 과학

적 기술과 심리학, 사회인문학, 예술학 등의 융합을 통해 연구하여, 모든 디자인 분야의 중요 요

소이자 제반영역인 색채에 대한 지식기반을 다지고자 한다. 또한 색채가 산업에 미치는 영향과 

소비계층의 선호색, 트렌디하게 급변하는 색채선호 경향 등 산업과 관련된 색채에 대해 체계적으

로 연구하여 활용하도록 한다. 전공과목으로 색채이론, 색채심리, 색채관리, 색채디자인, 색채마케

팅, 시각⋅영상⋅환경⋅제품⋅조명⋅패션분야에서의 색채, 등 색채이론기반 수업과 색채실무 수업

을 통해 보다 경쟁력 있는 색채전문가 양성에 주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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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간 ‧ 환경디자인전공   Space․Environmental Design

전공소개

공간․환경디자인 전공은 작은 크기의 실내 공간부터 주거공간, 상업공간, 문화시설 공간, 도시 

공간 등 다양한 공간과 환경을 디자인하는 디자이너의 양성을 위한 전공이다. 본교 세종캠퍼스는 

전시디자인전공과 실내건축설계전공을 나누어서 운영해왔으나 두 전공을 통합하여 상호 간 시너

지 효과를 강화하고, 현시대의 요구에 맞추어 학생들에게 관련 분야에 대한 다양한 교육과 기회

를 제공하기 위해 공간․환경디자인 전공을 신설하였다. 교육 목표는 다양한 공간과 환경에 대한 

창조적인 디자인으로 공간의 가치를 높이는 공간․환경 전문가의 양성이다.
개설과목은 가구디자인, 조명디자인, 무대디자인, 색채디자인, 실내․건축 디자인 역사, 건축계

획과 프로그래밍, 전시디자인, 조경․도시환경 디자인이론 등의 이론 과목을 기초로 실재 공간을 

디자인을 실습하는 전시공간디자인 스튜디오, 실내디자인 스튜디오, 도시환경디자인 스튜디오, 건
축디자인 스튜디오로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전공의 통합으로 인하여 학생들은 자신의 목표에 따

라서 다양한 과목들을 조합하여 수강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전시 분야는 본교에서 특화하여 개설하였던 전공으로 기존 우수한 내용을 이어받아 통합하였

다. 본 전공은 박물관이나 미술관의 전시로부터 브랜드와 광고홍보 전시를 위한 공간들 (첨단산

업 쇼륨, 엑스포, 컨벤션, 신제품의 런칭쇼, 플래그쉽 스토어, 브랜드 홍보시설)을 포함하는 광범

위한 전시시설에 대한 이론과 실습을 제공한다. 또한, 통합된 공간․환경디자인 내에서 전시디자

인과 관련된 분야인 실내건축․건축 디자인이론과 실습을 폭넓게 학습할 기회를 제공한다. 이를 

통해 본 전공은 공간․환경 디자이너로서 전시공간과 관련된 인문적 소통과정과 시대적 디자인의 

흐름을 이해하고 창의적인 전시디자인과 전시기획 수행할 수 있는 디자이너와 전시기획자의 양성

에 주력한다.
실내디자인은 더 큰 분야인 건축, 도시 공간 환경과 관련을 맺고 있다. 현대에는 디자인의 경

계가 모호해 지고 있으며 총체적인 관점에서 각 분야의 디자인을 바라보고 사고하는 능력이 필요

하다. 공간․환경디자인 전공에서는 실내디자인을 기본으로 하여 가구, 전시, 건축, 공간․환경 

설계를 경험하고, 더욱 넓은 안목을 키워 창의적인 디자인을 수행할 수 있는 공간․환경 디자이

너를 위한 교육과정을 제공한다.
본교는 국내외 유수 디자인 학교를 졸업하고 장기간의 실무를 경험한 다수의 교수를 보유하고 

있어서 타 대학보다 디자인과 실무적인 관점에서 우수한 교육을 제공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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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니메이션전공   Animation

전공소개

문화정보정책대학원의 애니메이션전공은 애니메이션 현업에 종사중인 애니메이션디렉터 및 애

니메이터뿐만 아니라, 많은 학교의 애니메이션 관련 교사 및 애니메이션전공 교수들이 가장 선호

하는 대학원과정으로 본 전공에서는 세부 분야별 수준 높은 연구를 진행하는 동시에 선, 후배간

의 원활한 교류와 프로젝트를 통한 산학연계 교육과 예술적 차원의 미적 교육을 병행하고 있다. 
체계적인 문화 콘텐츠 디자인 전문 교육을 통한 전문가적 자질을 배양하여, 세계적인 경쟁력을 

키워나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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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미술대학원

•석사학위과정

한국현대미술의 발전에 중추적 역할을 담당해 온 홍익대학교는 현장에서 활동하고 있는 작가

와 미술이론가 및 예술행정가의 심화된 전문교육을 위한 목적으로, 1997년 10월 미술대학원을 설

립하고 석사학위 과정을 개설하였다. 학부과정을 통하여 축적된 개인의 전공분야 능력을 향상시

켜 미술뿐만 아니라 문화예술 분야에서 역량 있는 활동을 할 수 있는 진정한 미술가로 키우는데 

교육 목표를 둔다.
본 과정은 창의적인 작가와 이론가 양성을 목적으로 5개의 전공분야(동양화전공, 회화전공, 조

각전공, 판화전공, 예술기획전공)가 개설되어 있다.
실기전공분야인 동양화, 회화, 조각, 판화의 각 전공은 한국미술의 미래를 이끌어갈 작가 양성

을 목표로 전공실기교과를 통한 토론과 크리틱 수업을 진행하고 있다. 이러한 실기 수업을 통해 

개개인의 작품세계를 보다 심화 발전시키고자하며, 아울러 미술사, 예술론, 비평이론, 미학 등의 

이론 교육을 접목시켜 전문적인 작가로서의 소양을 높이기 위한 교육과정을 운영하고 있다.
예술기획전공은 미술비평론, 미술사, 미학 등 예술에 대한 학문적, 이론적 접근과 전시기획, 미

술관학, 예술행정, 예술경영학 등의 현장성을 강조하는 실용적 교육을 통해 한국 미술계의 확장성

을 도모하며, 졸업 후에 미술관, 박물관, 화랑 등 현장에서 전시기획자, 미술행정가, 예술 경영자 

등의 전문인으로 활동할 수 있는 교육과정으로 구성하고 있다.
특히, 각 전공별로 국내외적으로 활발한 활동을 하고 있는 대표작가와 미술이론가들로 전담교

수진이 포진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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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양화전공   Oriental Painting

전공소개

동양화전공은 한국전통회화의 올바른 계승과 미래지향적인 미술문화의 전문가 양성이라는 교육

목표 아래, 인문학적 소양을 위한 전문이론과 창의적 표현능력 향상을 위한 실기교육과정이 활발

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특히, 이론교육에서는 동양사상과 예술정신을 기초로 하는 다양한 교과목

이 개설되어 있고, 실기교육과정으로는 다양한 회화기법 연구와 심화된 크리틱으로 특화된 과정

이 있어 개인의 창작능력 향상은 물론 동양화의 현대적 모색이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다.

예술기획전공   Curatorial Studies and Art Management

전공소개

예술기획전공은 미술관, 화랑, 문화재단, 비엔날레 등의 미술현장에서 활동할 미술 전문 전시기

획자를 양성하는 전공이다. 특히, 현재 미술 전시기획자로 활동하고 있는 경험자들을 대학원 수준

의 차원에서 더욱 전문적으로 특화시키기 위한 과정이다. 예술기획전공은 미술관, 화랑, 문화기관 

등, 현장에서 활동하는 미술전문가를 양성하는 전공이다. 주로 미술분야에서 기획자 및 전문직으

로 활동하고 있거나 향후에 활동을 전망하는 사람들이 그에 필요한 전문적 이론과 방법을 습득하

도록 한다. 이러한 목표 아래 예술기획전공은 크게 다음과 같은 분야들을 연구한다. 첫째, 미술관

학 및 미술전시기획에 대한 연구이다. 미술관의 행정 및 경영, 그리고 전시기획의 실제와 실천방

법론, 교육에 대해 연구한다. 둘째, 미술시장이론이다. 예술마케팅이론, 미술시장의 현황과 갤러리

운영, 경매, 문화상품 등에 대한 현장과 이론을 다룬다. 셋째, 미술분야에서의 문화정책이론이다. 
문화기관 운영방법, 문화지원정책 등 문화정책이론을 연구한다. 넷째, 미술사, 미술비평, 미학에 

관련된 연구이다. 근대에서 최근 미술에 이르기까지 미술의 주요 흐름과 비평이론을 연구한다. 수
업을 통해 위의 분야를 두루 섭렵한 후, 이 범위 안에서 석사학위논문을 작성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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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각전공   Sculpture

전공소개

조각전공에서는 조소의 조형적 특성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개별적인 작업세계에 대한 세미

나의 방법을 통하여 전통조각과 현대조각을 이해함으로써 창의적인 작품제작을 위한 표현능력을 

갖춘 능력 있는 조각가를 양성하고 있다. 현대미술에서 입체작업이 차지하는 범위는 점점 넓어지

고 있는데 이는 재료의 다양화, 새로운 매체의 등장 등 자유로운 조각적 표현을 통한 방법이 많

아지고 있기 때문이다. 작업과정에서 이루어지는 장인정신의 함양 및 협동 작업을 통한 사회성은 

예술가로서의 자질함양을 위한 중요한 경험이 된다. 이에 조형원리에 대한 연구를 시작으로 다양

한 매체에 대한 경험을 토대로 현대미술의 흐름을 정확히 파악하여, 그 이론적 기반 속에서 개개

인의 풍부한 감성을 이끌어 낼 수 있는 예술적인 분위기를 조성, 표현력을 증대시키고 창의력을 

개발하여 현대미술을 이끌어갈 기량 있는 작가 양성에 주력하고 있다.

판화전공   Print Making

전공소개

본 판화전공은 현대미술에 있어서 판화의 정체성을 확립하고 이에 관련된 전문인을 양성함과 

동시에 예술의 조형성을 기반으로 현대미술을 주도해갈 판화예술가를 배출하는데 그 목표를 두고 

있다. 이러한 교육목표를 이루기 위해 본 전공에서는 판화예술의 조형이론과 판화기법, 현대미술 

이론을 교육하고 있다. 실기과목으로는 판화연구 (1),(2), 판화조형연구(1),(2) 등을 통해 전공자로

서 전문성을 기르고, 이론과목인 판화론, 회화론, 르네상스미술과 사상, 조형예술특론, 현대미술사

론, 한국근대미술사, 현대미술비평론, 미디어 아트 등을 통해 작가적 소양을 길러 현시대의 새로

운 판화의 정체성을 확립 전개 하고자 한다.
이와 함께 본 전공에서는 교육과정과 다양한 테크놀로지 및 문화산업과의 연계를 통해 문화예

술가를 양성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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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화전공   Painting

전공소개

본 회화 전공은 다양한 회화장르와 미술 현장 분야에서 활동하고 있는 미술인을 위한 심화 교

육을 목적으로 설치되었다.
현재 국내외에서 왕성하게 작품 활동을 펼치고 있는 유능한 중견작가들로 구성되어 있는 전담 

교수진은 회화 및 조형 연구 등의 교과 등에서 크리틱, 스튜디오 탐방, 작품 발표전을 통해 학생

들에게 확장되어가는 현대미술의 회화 영역에 관한 창의적인 창작능력과 예술성이 성장할 수 있

도록 지도하고 있다.
특히 본 대학, 대학원, 교육대학원 회화과의 프로그램과 특강 및 세미나, 전시 등의 연계된 교

육환경은 학생에게 유익한 교육의 장이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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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산업미술대학원

산업미술대학원은 1972년 한국 최초로 설립되어 산업미술의 역사를 이어가고 있다. 한국 디자

인, 공예 산업분야의 전문가를 양성하기 위해 설립되었던 산업미술대학원은 지난 40년 이상 수 

많은 인재를 배출하여 우리나라의 발전에 기여해 왔다. 산업미술대학원은 21세기 디자인 환경의 

변화에 적극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인재 양성의 의지를 담아 늘 새로운 교육 프로그램을 준비하

고 있다.
산업미술대학원은 디자인의 중요성이 날로 증가하고 있음을 실감하고, 통합적인 사고를 지닌 

인재를 필요로 하는 환경의 변화를 수용하고자 각 전공과 교과과정을 전향적으로 재편하고 전 공

간의 벽을 낮추어 수강생들에게 더 다양한 과목을 수강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
산업미술대학원은 산업체에서 전공심화 교육이나 새로운 디자인 교육을 필요로 하는 현역 디

자이너를 위해 마련되었다. 물론, 디자인창업의 기회를 모색하거나, 새로운 디자인 전공으로 전환

하고자 도전하는 여러분을 위한 교육기관이기도 하다. 각 교과과정 교수진도 한국 디자인 산업의 

발전에 기여해 온 전문가들로 구성되어, 학계와 디자인산업분야 간 소통의 폭도 확장될 것으로 

기대한다.
본 대학원의 교육을 통해 배출된 산업미술 분야의 지도자들은 우리나라는 물론 국제 디자인산

업의 발전에 크게 이바지할 것으로 확신한다. 산업미술대학원에 개설되어 있는 전공은 다음과 같

다. 가구디자인전공, 공공디자인전공, 공간디자인전공, 광고디자인전공, 금속․주얼리브랜드디자인

전공, 도예․유리디자인전공, 브랜드패키지디자인전공, 사진디자인전공, 산업디자인전공, 서비스디

자인전공, 일러스트레이션전공, 텍스타일디자인전공 총 12개 전공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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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미술대학원산업미술대학원산업미술대학원

가구디자인전공   Furniture Design

전공소개

가구디자인전공은 가구디자인의 학문적 체계 확립을 바탕으로 일선 디자이너로서의 자질 양성

에 교육의 목표를 두고 있다. 21세기의 가구는 공간 개념과 불가분의 관계를 형성하고 있기 때문

에 현 시대의 가구디자이너는 광범위한 철학적, 예술적 사고를 가구디자인과 연계시킬 수 있는 

자질을 요구받고 있다. 이에 따라 본 전공에서는 전통가구 및 현대 가구디자인의 학문적 연구과

정을 통하여 가구디자이너로서의 능력과 자질을 배양, 이 분야 최고의 전문가 양성에 앞장서고 

있다.
본 전공은 총 5학기 과정으로 개설, 운영되고 있으며 가구디자인 작품전 및 관련논문을 제출함

으로써 미술학석사학위를 취득할 수 있다. 또한 국내외 가구디자인 전시회 참여, 자매학교와의 교

류활동, 국제 저명 디자이너와의 워크샵 등을 통하여 국제적 디자인 감각을 향상 시키고 있으며, 
산학협동 프로젝트 등을 통한 가구디자인 실무경험 등의 다양한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 본 전공 

졸업생들은 이러한 경험을 바탕으로 가구 산업체, 인테리어 업체 및 개인 스튜디오 운영 등 가구 

디자이너로서 왕성한 활동을 보여주고 있으며, 해외 굴지의 업체에서 활동하는 등의 탁월한 성과

를 보여주고 있다.

공공디자인전공   Public Design

전공소개

공공디자인은 공간환경, 시각환경, 시설물 등의 디자인을 통해 기능성과 심미성을 높이고 원활

한 행정․관리․운영 시스템을 통해 국가․지역 정체성 및 품격을 확립하여 공공가치를 증대시키

는데 그 목적이 있다. 공공디자인은 현재 인간의 삶의 질을 높일 뿐만 아니라 생태적, 경제적, 사
회적 쟁점을 해결하여 지역이나 도시의 경쟁력을 높이는 경제적, 경영적 전략의 하나로서 진화하

고 있다. 이러한 변화에 따른 공공디자인영역은 과거의 공공시설물 디자인 영역을 넘어서 범죄예

방/안전, 친환경/지속가능성, 유니버설/복지, 공동체/거버넌스, 사회문제해결 등의 보다 확대된 개

념으로서 진화를 거듭하고 있으며 행정․관리․운영의 통합적 공공디자인 전문가의 사회적 수요

가 절실하게 되었다. 이러한 배경 하에 본 전공은 공공가치 구현을 위한 다양한 공공디자인의 지

향성, 즉 공공디자인의 심미적 통합성, 지역의 경쟁력을 위한 장소브랜딩 & 마케팅, 공공디자인 

기획․조직․실행․관리․ 행정 및 거버넌스 등을 균형적으로 교육하고 연구한다. 공공디자인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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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의 교육은 이론과 실무를 결합한 커리큘럼을 통해 첫째, 미래지향적이고 융합적, 창의적인 공공

디자인 디자이너 양성, 둘째, 실무와 행정의 균형 잡힌 공공디자인 거버넌스․행정 리더 양성, 셋
째, 전문분야 및 영역별 공공디자인 지도․교육자 양성 등 실무에 적합한 전문성을 갖춘 공공디

자인 전문가 교육을 목표로 한다. 

공간디자인전공   Spatial Design

전공소개

공간디자인전공은 21세기 디지털 감성 시대의 공간디자인을 선도하는 디자이너의 육성을 교육

이념으로 한다. 문화적 배경의 전반에 대해 폭 넓은 이해와 예술 경험을 근간으로 공간디자인학

의 학문적 발전에 기여함을 교육 목표로 한다. 또한 세계 유수의 명문대학과의 자매대학, 유관 

산업체 등과의 산학 협동 교류를 통하여 미래 지향적 학문의 기틀로서 진보적인 전공의 기반을 

만들어 가고 있다.
졸업 후에는 공간 관련 글로벌기업 및 관계회사, 환경디자인 회사, 광고대행사, 스페이스 엔터

테인먼트 프로덕션, 인테리어 회사 그리고 각 기업체의 디자이너로 진출하고 있다. 
지원기관인 메타미디어 스페이스 디자인 연구소 학술 심포지움, 국내외 저명 디자이너, 교수 

등에 의한 특별세미나, 연구 프로젝트 등의 다양한 학 예술적 지원을 바탕으로 세계 공간디자인 

문화의 흐름을 이해함으로써 실기 능력과 인문학적 이론지식을 겸비한 다차원의 공간디자이너를 

양성하는데 필요한 소양과 교양을 갖추도록 하고 있다.

광고디자인전공   Advertising Design

전공소개

광고디자인 전공의 교육목표는 21세기의 문화․경제생활에서 광고디자인 분야가 이바지해야 

할 역할 및 미래지향적 방향성을 재정립하여 다양한 분야와의 융합적 접점을 찾아 효과적인 통합

교육을 실천하는 것이다. 교육과정의 설계에 있어서도 매니지먼트, 마케팅, 뉴미디어, 소비자 심

리, 미래학 등 다양한 분야와의 접목을 통한 이론과 실험을 병행하므로 변화하는 시대적 요구에 

부합하는 융복합적 디자인사고를 키울 수 있도록 한다. 나아가, 산업미술대학원의 차별화된 교육

환경인 현장 중심의 광고디자인 연구를 통해 21세기 광고디자인분야가 요구하는 창조적 광고디

자이너 양성을 가능하게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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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속 ‧ 주얼리브랜드디자인전공   Metal-Jewelry Brand Design 

전공소개 

금속․주얼리브랜드디자인전공은 우리나라에서는 처음으로 석사과정에 액세서리 디자인 과정을 

신설하여 기존 금속 디자인에서 다루던 가구, 조명, 장신구 뿐만 아니라 가방, 구두 등을 포함한 

토탈 리빙 및 장신구 디자인 교육을 통한 전문 인력 양성을 목표로 한다. 본 전공에서는 뚜렷한 

목적을 가지는 교육체계 아래 전통적인 방법부터 가장 현대적인 방법까지 폭넓은 디자인 기법과 

이와 관련된 이론적 배경을 연구한다. 또 산학협동을 통하여 다양한 현장 실습과 연수를 하게 된

다. 이를 통하여 학부 전공자에게는 심화된 전공 교육과 특화된 현장교육을, 현장경험이 풍부한 

산업계 전공자에게는 최신 이론교육과 강화된 현장교육을 제공함으로써 이론과 실무에 모두 강한 

진정한 디자이너의 소양과 능력을 갖추도록 하고 있다.

도예 ‧ 유리디자인전공   Ceramics and Glass Design

전공소개

도예․유리디자인전공은 도자와 유리의 질료적 특성을 융합하여 창의적인 라이프패러다임을 창

출하는 인재양성을 목표로 한다. 이를 위해 문화와 트렌드를 분석하여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는 

미래지향적 사고방식을 배양하고 아트페어참가 및 산학협력을 통해서 대중과 소통할 수 있는 ‘일
상 속 도예․유리디자인’ 교육을 지향한다.

브랜드패키지디자인전공   Brand Package Design

전공소개 

브랜드패키지디자인전공의 교육목표는 가속적으로 변천하는 현대 문화 경제생활에서 및 브랜드 

및 패키지디자인이 수행해야 할 역할을 집중적으로 재정립하고, 그 디자인 영향으로서의 공헌과 

영역을 넓히는 동시에, 타 디자인 분야와의 효과적인 통합교육과정을 실천하는 것이다. 국제적 디

자인 대학원 수준의 브랜드패키지디자인 이론과 교육과정을 창출하여 미래지향적인 교육체제에 

반영․실시함으로써 한국 디자인위상에 걸맞은 창조적인 교육비전을 부각시키며 전문 브랜드패키

지디자이너를 양성하는 데 있다. 특히 브랜드 전략, 커뮤니케이션, 브랜드패키지디자인 마케팅 & 
리서치, 브랜드 소비자 심리, 특수 패키징 인쇄 등 실무와 이론적 기반을 다양한 사회 경제이슈

와 선진 디자인 전문연구와 연계시키는 교육과정을 지향한다. 따라서 21세기 현대 브랜드패키지

디자인분야가 요구하는 학제간, 산학간, 국제교육과정경험을 바탕으로 종합적인 디자인 사고를 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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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며 이론과 실기능력이 상호 작용되는 심도 깊은 현장브랜드패키지 연구를 수행 할 수 있는 첨

단 교육프로그램 개발에 목표를 두고 있다.

사진디자인전공   Photographic Design

전공소개

사진이미지는 현대 사회에 있어서 가장 영향력 있는 표현 매체의 하나로서 사진의 경제적, 문
화적, 사회적 영향력은 확대일로에 있다. 사진은 그것을 이루는 예술적 요소와 그 결과물이 가져

오는 극도의 대중성과 사회성으로 인하여 지금까지의 어떠한 문화예술 분야나 커뮤니케니션 도구

들과도 본질적으로 다른 면을 지니고 있다. 또한 급증하는 사진 매체와 영상 커뮤니케니션 산업

은 수없이 많은 사진 전문인을 필요로 한다. 이에 문화로서 교육, 휴머니즘을 기호로 한 사진, 영
상교육을 목적으로 한다.

사진디자인전공은 1981년 우리나라에서는 처음으로 석사과정을 신설하여 현재 가장 오랜 전통

을 갖춘 명실상부한 사진 전문교육기관으로 자리 잡고 있다. 이러한 전통을 기반으로 사진은 물

론 디자인계열의 분야에 종사하는 선배들과의 긴밀한 유대가 후배들의 진로를 도와주고 있으며, 
예술학과 등과 같은 순수분야에서도 작가로의 창작 활동을 용이하게 하여 주고 있다. 이와 같이 

홍익대학의 사진디자인전공이 선구적인 위치를 차지한 것은 미술대학내 다양한 분야와의 연계로 

교육의 폭을 넓히고, 또한 단단한 기본기를 바탕으로 자율적이고 창의적인 표현의 학습에 열려 

있는 전공의 교육과정을 갖추고 있기 때문이다.

산업디자인전공   Industrial Design

전공소개

산업디자인 전공은 기술공학적 혁신을 통해 새로운 형태로 해체, 융합되는 산업생태계에서 인

간중심의 디자인체험과 브랜드가치에 있어서 추구해야 할 미래 방향을 제시하는 프로세스, 방법, 
지식을 연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교육목표는 새로운 시장과 산업에 대응할 수 있는 디자인 

방법론과 프로세스를 습득하고 개발하고자 하며 산업에서 디자인 목표를 설정하고 다학제적 성원

을 조력할 수 있는 리더십과 인재를 개발한다. 또한 다양한 배경의 구성원들을 통해 상호 학습 

시너지와 네트워크 활동을 지향한다. 본 전공은 새로운 기술의 상호 융합을 통한 신산업 창출과 

기존 산업의 혁신을 이끌 목적으로 현재와 미래를 진단하고 인간과 브랜드의 속성, 반응 및 변화

를 심층적으로 연구한다. 또한, 새로운 패러다임 시대의 공유화, 무인화, 지능화, 유동화, 자동화, 
가상-현실 혼합화 등으로 인한 빠르게 변화하는 라이프스타일을 포착하고 이를 대응 및 주도할 

수 있는 산업디자인 전문가를 양성하기 위한 커리큘럼을 제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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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디자인전공   Service Design

전공소개

소유 중심의 사회가 경험 중심의 사회로 변화하면서 다양한 경험을 제공하는 서비스 산업이 

발달하게 되었다. 빠른 기술의 발전은 과거에는 상상도 할 수 없었던 새로운 서비스를 만들어 내

고 있으며, 단순한 제품 조차도 자체적으로 서비스를 제공하거나 또는 다른 서비스와 연계되어 

제품 사용의 경험을 확장하고 있다. 서비스 디자인은 생활에서 직면하는 다양한 문제들과 사회적 

이슈에 대해 디자인 방법론적 사고를 활용하여 통합적이고 혁신적인 해결책을 제안하는 활동이

다. 
서비스 디자인은 전통적 디자인 관점의 제품, 시각, 공간 등 특정 영역의 제한을 초월하여 다

양한 영역이 융합되어 디자인적 해결책을 제안하기 때문에, 전통적 디자인 교육을 받은 학생들이 

기존과 다른 새로운 접근 방법을 통해 디자인 적용 영역을 확장하고 심화하는 데에 매우 유익하

다. 뿐만 아니라 서비스 디자인 전공 학생들은 고객 이외에도 다양한 이해 관계자의 니즈와 요구 

사항을 심도 깊게 이해하고 이를 성공적인 비즈니스 모델로 구체화하는 과정을 경험함으로써 서

비스 비즈니스에 대한 이해를 넓힐 수 있다. 본 교육 과정은 4차 산업혁명과 함께 더욱 중요시 

될 서비스 산업 전반을 대상으로 고객과 환경을 이해하고, 신기술을 습득하며, 혁신적인 디자인 

해결책을 탐색하여, 실제적인 서비스를 구현하는 서비스 비즈니스 전반을 다루고 있다. 이를 통해 

고객 가치를 창출하고, 기업 성장을 주도하며, 사회적 책임을 감당하는 디자인 리더로 성장할 수 

있을 것이다. 

텍스타일디자인전공   Textile Design

전공소개

텍스타일디자인전공에서는 현대 산업 디자인을 선도하는 진취적이고 창의적인 전문 디자이너의 

육성을 교육이념으로 하고 있다. 다양한 분야, 영역이 융합되어 그 가치와 중요성이 점차 확대되

고 있는 텍스타일 디자인의 특성을 바탕으로 폭넓은 예술 경험과 실습을 통해 예술적이고 실용적

인 텍스타일 디자인을 연구 하는 것을 지향한다. 또한 다양한 기법과 재료연구 등의 체계적인 수

업과정과 국내외 자매 대학과의 학술교류 및 산업체와의 공동연구에 의한 디자인 개발을 통해 텍

스타일 산업에서 선도적인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도록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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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러스트레이션전공

전공소개

일러스트레이션 전공은 학습자의 개성과 가능성을 발견하고 심화할 수 있는 트랙형 커리큘럼

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일러스트레이션 분야에 대한 풍부한 학문적 연구, 다양한 분야에 적용할 

수 있는 이미지 창출 능력의 극대화, 재료와 기법에 대한 실험과 탐구, 새로운 매체의 연구, 개
발, 적용을 통한 일러스트레이션의 확장 가능성 탐구,  다양한 실무 영역과 연계한 일러스트레이

션 포트폴리오 구성, 일러스트레이터 브랜드 전략, 시장과 매체분석, 프로모션, 계약과 라이선스, 
에이전트 확보, 해외활동, 국내외 일러스트레이션 협회, 단체, 플랫폼, 교육기관과의 교류에 대한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일러스트레이션 교육을 목표로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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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스마트도시 과학경영대학원(세종캠퍼스)

홍익대학교 세종캠퍼스에 설립된 스마트도시 과학경영대학원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서 지원하

는 과학-비즈니스융합 전문가(Professional Science Master) 양성사업에 선정(2012. 7. 11)되어 국내 

최초의 PSM 전문과정 대학원을 신설하고 2013년 3월에 개원되었다.
PSM 양성사업은 2012년 8월부터 6년간 국고보조금과 대학자체 지원금을 활용하여 스마트도시 

과학경영대학원을 신설하고 전임교원, 강의 및 연구시설을 확보하여 전문대학원으로 발돋움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이다. 본 대학원은 홍익대학교의 과학기술과 디자인이 융합된 첨단기술과 

PSM에서 추구하는 경영․비즈 능력의 습득을 통해, 종합적인 도시구성에 IT, 환경, 자연에너지, 
공간 활용과 편리함까지를 포함한 도시건축, 도시환경, 정보시스템 분야의 스마트도시 과학경영 

전문가를 양성하는 세계적인 대학원으로 자리매김하게 될 것이다.
스마트도시 과학경영대학원의 교과과정은 크게 경영․비즈분야와 스마트도시 관련 전공분야로 

구성 되어 있다. 전공분야는 도시건축, 도시환경, 정보시스템의 3개 분야로 구성되어 있으며 각 

전공별로 스마트도시 건설에 관련되는 다양한 교육과정을 개발하여 분야별 전공자들에게 제공하

고 있다.
졸업을 위해서는 공통선택 교과목으로 경영․비즈분야에서 12학점 이상을 이수하고, 전공선택 

최소 12학점을 포함하여 총 36학점 이상을 취득(인턴십 및 캡스톤프로젝트 학점 포함)하여야 한

다. 이중 6학점에 해당되는 부분은 논문 또는 개별연구과제로 대체 가능하다.
PSM 양성사업 수행 기간 중에는 교비 장학금 이외에 다양한 형태의 장학금을 지원하며, 재학

생들은 세계 최초의 스마트도시 분야 PSM 전문과정을 이수하면서 스마트도시 건설 분야의 전공

별 설계 능력과 경영전략을 겸비한, 명품도시 건설의 명장으로 성장할 수 있을 것이다.
본 PSM 대학원은 국가적인 사업인 국제과학 비즈니스 벨트의 건설에 동참하면서 우수한 교수

진과 연구시설을 갖추어 세계 최고의 스마트도시 분야 PSM 전문대학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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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트도시 과학경영대학원스마트도시 과학경영대학원스마트도시 과학경영대학원

도시건축전공   Urban Architecture

전공소개 

도시건축 전공의 교육목표는 시민의 행복과 안전을 위한 인프라 활용을 중점으로, 정보기술(IT)
을 기반으로 한 환경친화형 도시인 스마트도시 건설에 맞는 제반 도시설계, 건축설계, 건설관리기

술 등에 관한 학습을 통해 스마트도시 및 건축설계분야 전문가를 양성하는 것이다. 교과과정은 

스마트도시 개론, 도시계획, 도시설계, 스마트 건축환경, 스마트 그린빌딩 시스템, 친환경 도시주

거론, 저탄소 녹색도시, 스마트성장과 도시재생론, IT-Based 건설관리 및 경영, 도시정책 및 제도 

등 설계, 건설, 환경, 에너지, 경영, 정책 등의 스마트 도시의 시민생활 전반과 관련된 다양한 분

야의 교과목들을 포함한다. 이를 통해 스마트도시의 개념, 도시건설에 대한 심층적인 개념, 새로

운 과학도시의 제반 여건과 정주환경에 대한 안목, 실제적인 경영의 툴까지 학습하도록 한다.

도시환경전공   Urban Environment

전공소개 

도시환경의 계획, 디자인 및 관리에 있어 ‘정보기술(IT)에 기반한 감성도시’를 구현하는 소위 

<스마트도시> 환경의 공간(空間)과 장소(場所)와 영역(領域)은 크게 공원녹지로 대변되는 조경과 

공공디자인까지 포함하는 도시경관 또한, 수자원과 태양열에너지원의 생태적 계획과 디자인 그리

고, 정보기술기반 유지관리(IT Based Management) 등 전반적으로 보다 진화된 도시환경의 스마

트한 운용과 관계된다. 과학비즈 융합전문가 석사과정-PSM의 도시환경 과정은 하나뿐인 지구의 

생태적 보존과 개발이라는 시대적 과제에 조화와 융합적 관계라는 개념에 기초하여 스마트도시환

경에 게재되는 다면적인 이슈와 조경 및 환경에 관한 융합적인 지식을 탐구한다. 시장과 현장이 

연계된 강의 및 공동연구 등 종합적인 과정을 통해 지식을 습득함으로서 ‘개발경영` 관점에서 한

국 최초로 차별화된 교육과정을 거치면서 학생 개개인의 자기주도적 탐구, 도시환경 계획 및 디

자인 분야 융합전문가로 사회적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포괄적 지식체계를 소유한 스마트 도시환

경 융합전문가 양성을 목표로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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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시스템전공   Information System

전공소개 

스마트 도시설계 PSM 대학원의 정보시스템 전공에서는 현재 개발되어 사용되고 있는 IT 기술 

및 앞으로 적용 될 첨단의 미래 IT기술에 대한 학습을 통하여 심도 있게 이해하고, 이를 통하여 

인간 중심적인 지능적 도시를 설계하는 데에 IT 기술을 적용 및 응용할 수 있고 나아가 진보된 

기술에 대한 연구수행이 가능한 인재 양성을 목표로 한다. 이를 위하여 본 전공에서는 다양한 최

신의 정보 시스템 기술들(그린 IT, U-네트워크, 정보보호, 스마트 그리드, HCI, 차세대 광대역 융

합네트워크 등)에 대한 개론들과 이를 활용한 다양한 도시건설 관련 정보 시스템 응용 기술들(지
리정보, 지능형 빌딩, 홈 네트워크, 지능형 도시교통시스템, 광섬유 및 과학 재료 등)에 대하여 학

습한다. 뿐만 아니라 이러한 기술들을 기반으로 하여 인간 지향적인 지능적 도시건설을 위한 정

보 시스템에 대하여 창의적인 아이디어 창출을 위한 정기적 세미나 학습을 병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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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영상․커뮤니케이션대학원

VR․AR콘텐츠전공 | 게임콘텐츠전공 | 광고․브랜드경영전공 | 뉴미디어 콘텐츠전공

디지털애니메이션전공 | 영상디자인전공 | 인터랙션디자인전공 | 프로덕션디자인전공

영상 ‧ 커뮤니케이션 대학원 설립배경

미디어 이론가이자 문화비평가인 마샬 맥루한은 “우리는 도구를 만들고, 이 도구는 다시 우리

를 형성한다(We shape our tools, and then our tools shape us)” 라고 언급하였습니다. 오늘날 새

로운 미디어의 출현으로 크게 변화하고 있는 인가의 인식 기능과 라이프스타일의 변화를 통해 맥

루한의 통찰력이 더욱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미디어의 형식이 수용자와의 상호작용 속에서 다양한 형태로 소비되는 오가닉 미디어(Organic 

Media)시대에 디지털 영상과 광고․홍보 커뮤니케이션 분야는 사회적 니즈가 더욱 커지고 있는 

실용적 학문이 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시대적 요구에 부응하여 ‘예술과 산업의 융합’이란 홍익대

학교의 모토를 기반으로 영상․커뮤니케이션 학문 간의 적극적인 시너지를 추구하고자 합니다.
미술과 디자인, 광고․홍보 학문 분야의 대표적인 명문 홍익대학교는 전국의 관련 대학원 중 

가장 오랜 역사와 전통을 지니고 있으며, 오랜 기간 뛰어난 인재 및 현장 전문가들을 배출해 왔

습니다. 이러한 역사를 바탕으로 재학생과 졸업생간에 ‘홍익인연’이란 이름으로 맺어진 끈끈한 네

트워크는 홍익인의 신뢰도를 높여주고 있는 자랑스러운 커뮤너티이자 네트워크가 되고 있습니다.

① 디자인 기반의 영상학습

디자인 기반 위에 영상 일반의 교육 프로그램을 실현하고자 한다. 일반적으로 영상물은 인문 

및 사회과학과 영상공학의 지원을 받아서 태어나지만, 훌륭하게 인터페이스 되지 않은 영상은 좋

은 영상물이라고 말할 수 없다. 그러므로 영상제작의 마지막 과정은 디자인으로 마감되지 않으면 

안된다고 말 할 수 있다. 본 대학원의 교육 프로그램은 이러한 관점을 구체적으로 실현하기 위한 

시스템으로 구성되어 있다.

② 양질의 학습프로그램을 위한 최적의 시스템

영상분야 전공인 영상디자인전공, 인터랙션디자인전공, 프로덕션디자인전공, 디지털애니메이션

전공, 게임콘텐츠전공, VR․AR콘텐츠전공을 위해 수준 높은 학습 프로그램을 실현하기 위해 최

적의 시스템을 구축하고 있다. 국내 최고 수준의 HD 및 디지털 편집시설과 쌍방향 매체를 위한 

평가시설은 물론 기획, 촬영, 음향 등 영상제작 전 단계에 걸친 첨단의 제작환경을 갖추고 우수 

인재 육성을 위한 한 차원 높은 영상 학습을 실현하고 있다.

③ 창의적이고 전략적 사고를 갖춘 마케팅 커뮤니케이터의 양성

오늘날 광고와 홍보의 공통적 본질은 ‘소비자의 마음을 움직이는 진정성있는 마케팅’이 핵심이 

되고 있다. 현대 소비자들은 경험에 의한 감성적 가치를 추구하며 상품의 기능과 편익을 넘어 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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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성이란 핵심가치를 통해 브랜드와의 깊은 유대 관계를 형성하는 체험을 추구한다. 마케팅 환경

과 사회적 맥락 변화의 흐름을 읽고, 움직이는 소비자 데이터를 분석하여 활용하는 실용적인 커

뮤니케이션을 추구한다. 이를위해 광고와 홍보, 브랜드 매니지먼트를 중심으로 광고 크리에이티

브, 브랜드 경영, 디자인 경영 등의 커리큘럼을 제공하며 궁극적으로 창의적이고 전략적 사고가 

뛰어난 커뮤니케이터를 양성하는 것을 교육 목표로 설정한다.

④ 디지털 미디어커머스를 선도하는 뉴미디어 콘텐츠의 파이오니어

영상, 광고․브랜드, 크리에이티브 디자인 기반의 교육환경을 갖추고 있어 통섭적이고, 융합적

인 뉴미디어 콘텐츠 학문을 제공하기 위한 최적의 교육환경을 갖추고 있다. 이러한 배경을 중심

으로 브랜디드 콘텐츠, 인플루언스 마케팅, 빅데이터 기반의 미디어 커머스, 뉴미디어 영상, 인포

그래픽 저널리즘 등 새로운 크리에이티브 솔루션을 연구하고 실무적 지식을 제공하기 위한 커리

큘럼을 제공하고 있다. 또한, 다양한 온․오프라인 미디어 플랫폼과 콘텐츠 분야의 연구를 선도한

다.

VR ‧ AR콘텐츠전공   VR․AR Contents

전공소개

복합현실(Mixed Reality)매체에서 인간과 서비스/콘텐츠를 소통시키는 communication 핵심기술 

및 콘텐츠 분야의 新시장 창출을 위한 최첨단 학문이다. 예술과 기술이 통섭된 교과과정을 통하

여 이론과 기술, 그리고 예술을 기반으로 한 MR(VR․AR)콘텐츠를 기획, 개발, 교육 할 수 있는 

VR․AR 콘텐츠 실무전문가를 양성한다.

게임콘텐츠전공   Game Contents

전공소개

게임콘텐츠의 기획, 디자인, 프로그래밍, 유통, 유저연구 등 게임콘텐츠의 제작을 위한 게임 전

문가 육성과정으로써 게임 콘텐츠 디자인 및 개발에 대한 제반 분야를 연구하며 비디오, 모바일, 
컴퓨터 등 다양한 디지털 매체에 있어서의 게임에 대한 사회, 문화적 해석과 디자인 연구를 진행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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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고 ‧ 브랜드경영전공   Advertising․Brand Management

전공소개

광고․브랜드경영전공은 인문학적 창의성을 중시하며 광고홍보의 복합적인 특성에 맞는 이론과 

지식을 교육한다. 창의적이며 전략적 사고가 뛰어난 유능한 커뮤니케이터를 양성하는 것을 교육

목표로 한다. 아울러 브랜드경영 분야의 다양한 브랜드 전략 수립과 장기적인 브랜드 관리를 위

한 효과적이고 핵심적인 방법을 연구한다.

뉴미디어콘텐츠전공   New Media Contents 

전공소개

디지털 컨버전스 환경에서 이제 광고는 Advertising이 아니라 Creativity가 되었다. 소비자들이 

물질재보다 경험재 소비를 선호하는 요즘 뉴미디어콘텐츠는 디지털 마케팅의 핵심 영역으로 부상

하였다. 뉴미디어콘텐츠 전공에서는 새로운 크리에이티브 솔루션을 모색하기 위해 디지털 콘텐츠

와 테크놀로지, 마케팅 간의 통섭적 커리큐럼을 제공하고 있다.

디지털애니메이션전공   Digital Animation

전공소개

디지털 카툰, 3D 애니메이션, Flash Animation, 콘텐츠 디자인 등을 통합하는 전문적이고 특화

된 교육 프로그램이다. 멀티미디어 소프트웨어와 다양한 애니메이션 테크놀로지를 활용하여 새롭

게 디지털화된 애니메이션의 세계를 학습, 교육한다.

영상디자인전공   Film Design 

전공소개

영상에 대한 디자인적 접근, 영상연출 및 디지털 영상제작, 모션그라픽스 등의 다양한 교과과

정 등을 통한 이론과 실무 겸비의 전문인을 양성 교육한다. 이러한 전공과정을 통해 기초교육은 

물론 독창적인 표현능력과 뉴미디어의 적응도를 높이고, 영화와 영상미학의 심화를 통해 창의적

인 멀티미디어 연출력을 확보, 디지털미디어 관련 소프트웨어의 수준상승과 고부가가치 및 국제 

경쟁력을 보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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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랙션디자인전공   Interaction Design

전공소개

인간과 기계/컴퓨터간의 모든 상호소통관계에 대한 교육을 바탕으로 사용자와의 인터랙티브한 

디지털 미디어를 교육한다. 스크린을 기반으로 한 디자인, 다양한 영역의 콘텐츠 등 인터랙티브 

미디어가 각 영역에서 새롭게 가져오는 디자인 가능성을 모색한다.

프로덕션디자인전공   Production Design 

전공소개

영상 언어를 위한 텍스트의 분석과 시각적 해석, 시대적 주제에 따른 새로운 스타일의 창조를 

위한 세트, 소품, 의상, VFX 등에 대한 디렉션 교육 중심, 영상의 시각적 요소를 총괄하는 통합

적 커리큘럼을 제공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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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패션대학원

패션대학원은 패션디자인전공, 패션액세서리디자인전공, 패션비즈니스전공, 패션뷰티디자인전공 

등으로 이루어져 있다. 각 전공을 통해 배출될 패션 디자이너, 모델리스트, 가방 디자이너, 신발 

디자이너, 패션 일러스트레이터, 패션 저널리스트, 패션 큐레이터, 패션 마케터, 패션 컨설턴트, 
패션뷰티 전문가들은 미래에 글로벌 패션 산업을 선도하며 활발하게 활동할 것이다.

새로운 패러다임과 능력을 지닌 패션 전문가를 양성하기 위해 독창적인 교과과정을 편성하고 

있다. 먼저 전공 심화 교육을 위해 스튜디오 중심 교과과정을 활용하고, 융합 교과과정을 통해서

는 인접 전공들과 협업하여 현장감을 체득시키고자 한다. 또한 국내외 패션 페어 및 각종 행사 

참가를 통해 패션 산업과 소통하며, 세계적인 패션 전문가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패션디자인전공   Fashion Design

전공소개

패션디자인전공은 글로벌 패션 산업을 이끌어갈 세계적인 패션 디자이너 양성을 목표로 한다. 
1 대 1 담임제 스튜디오 방식의 교육과정을 통해 개인의 창조적 상상력을 배양하고 독창적인 디

자인 개발뿐만 아니라 산업과의 소통, 독립 브랜드 창업, 경영 능력까지 두루 갖추도록 지도한다. 
여성복, 남성복, 실용 공연 의상, 니트웨어, 모델리즘, 테크니컬 디자인 등 세부 분야를 선택하여 

개개인 의 역량을 배가할 수 있도록 한다.

패션액세서리디자인전공   Fashion Accessories Design

전공소개

패션액세서리디자인전공은 국내외 팽창하고 있는 패션 액세서리 산업을 선도할 전문 패션 액

세서리 디자이너 양성을 목표로 한다. 1 대 1 스튜디오 방식의 교육과정을 통해 새로운 소재와 

독창적 실루엣 연구, 디자인 능력 향상에 집중하여 지도한다. 각종 페어 및 전시 참여를 독려해 

산업과 소통하고 세계에 통용되는 감각을 익힐 수 있도록 돕는다. 가방, 신발, 모자, 스카프, 넥타

이, 장갑 디자인 등을 전공 분야로 선택할 수 있다.



Ⅷ. 각 대학원 소개  405

패션비즈니스전공   Fashion Business

전공소개

패션비즈니스전공은 4차 산업 시대를 이끌어갈 패션 비즈니스 전문인을 양성한다. 패션 산업 

프로세스 전반에 필요한 전문 분야로서 패션마케팅, 패션 컨설팅, 패션큐레이팅, 패션 저널리즘, 
패션커뮤니케이션 등 세부 전공을 선택할 수 있다. 스튜디오 방식을 통해 실무형 프로젝트를 경

험 하고, 패션디자인 및 패션액세서리디자인 전공과 의 융합 교과과정을 통해 궁극적으로 산업에

서 요구하는 역량을 심층적으로 계발하여 종합적인 안목을 지닌 패션 전문 리더로 발전할 수 있

도록 지도한다.

패션뷰티디자인전공   Fashion Beauty Design

전공소개

패션뷰티디자인 전공은 국내외 팽창하고 있는 뷰티 관련 산업을 선도할 전문인 양성을 목표로 

한다. 전문적 지식과 기술, 미적 감각 양성에 집중한 실기 중심의 교육과정을 제공하고 각종 뷰

티 관련 산업이나 문화예술 행사 및 산학협력 활동을 독려하여 산업과 소통하는 감각을 익힐 수 

있도록 돕는다. 또한, 패션디자인 전공, 패션액세서리디자인 전공, 패션비즈니스 전공 수업과 융

합하여 패션 산업의 전반적인 이해와 협업을 통한 각 관련 분야와의 소통을 지원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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