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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더우드국제대학 | Underwood International College

Our Mission

UIC의 교육철학
언더우드 국제대학은 모든 수업이 영어로 진행되는 4년제 Liberal Arts College로 한국 최고의 대학인 연세

Underwood International College (UIC) is a highly selective, all-English, four-year liberal arts

대학교의 인프라와 교수진이 세계 유수 명문대학의 학부교육철학에 기초한 엘리트 교육 환경을 제공합니다.

institution, which combines the intimate, elite learning environment of a liberal arts college with the

3개 계열 5개 학부 16개 전공이 제공되는 UIC에서 학생들은 국내외 석학들이 영어로 진행하는 폭넓은 수업

faculty and resources of Korea’s top research university. UIC students choose from an extensive list of

을 선택해 들을 수 있습니다. 50여 국가에서 온 다양한 배경을 가진 2,000여 명의 학생들이 UIC 안에서 함

classes taught in English by a distinguished group of international and Korean scholars. Students have
the opportunity to select classes from three Fields, five Divisions, and 16 Majors. The UIC student

께 어울리며 미래 리더로 성장할 수 있는 글로벌 네트워크의 기반이 마련됩니다. 또한 다양한 학문 분야의 벽

body consists of over 2,000 students from more than 58 countries. Our focus is to ensure outstanding

을 허물고 여러 분야의 학생과 교수진이 교육과정에 참여해 활발한 지식교류와 학제간 사고의 기반을 구축

students have an intellectual foundation to become exceptional leaders who change the world for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UIC의 장점입니다. 학생들은 세계 유수 대학에서 온 교수진이 가르치는 융복합적 UIC

the better. UIC encourages vibrant intellectual exchanges across disciplines through bringing scholars

Common Curriculum을 통해 현대 학문의 복잡한 지적 지형도를 자율적으로 탐색할 수 있는 지적 체력을 기

and students from all over the world to engage in interdisciplinary academic convergence. The faculty

르게 됩니다. UIC는 학생들이 아래 세 가지 핵심 가치를 심도 있게 개발할 수 있는 세계적 수준의 교육을 제공

of the Common Curriculum is composed of globally recognized scholars who offer interdisciplinary

합니다.

courses designed to help students navigate the complex intellectual landscape of the modern world.
Our mission is to bring together students from a diverse range of national and ethnic backgrounds,
providing them with a rigorous, world-class education that emphasizes the following three core values.

비판적인 사고력과 창의성
비판적인 사고에 바탕을 두고 창의성으로 무장하여 보편적 사고의 틀을 뛰어 넘을 수 있는 문제해결능력과 의

Creative and Critical Thinking

사소통능력을 훈련합니다.

Independent, critical, and imaginative thinking
Strong research, problem-solving, and communication skills

민주사회의 성숙한 시민의식
관용과 겸손으로 다양성을 존중하는 민주시민사회의 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하여 책임감 있는 국내외

Democratic Citizenship

공공분야의 인재로 양성합니다.

A dedication to public service, tolerance, civility, a respect for diversity, and responsible engagement in
the public sphere

세계시민사회의 리더십

Liberal Arts College
교육의 핵심:
UIC Common
Curriculum

국제 이슈에 대한 해박하고 균형 잡힌 시선을 갖추도록 교육하여 인류 보편적 가치 증진을 위해 수고할 인재로

Global Leadership

성장할 수 있는 바탕을 제공합니다. 특별히 한국과 동아시아, 한국과 세계 간 연대 구축 능력을 갖출 수 있도록

An informed and balanced understanding of international affairs.

교육합니다.

Regional and global engagement to promote cosmopolitan values.

모든 UIC 학생들은 공통적으로 UIC Common Curriculum을 수강합니다. Liberal Arts College 교육의
핵심이라고 볼 수 있는 UIC Common Curriculum을 통해 학생들은 간학문적 관점으로 다양한 학문 분야

The capacity to build ties between Korea and the countries of East Asia, and the rest of the world.

The Beauty of a Liberal
Arts College Education:
The UIC Common
Curriculum

All UIC students partake in a program known as the Common Curriculum (CC). Providing students
with the intimate, elite learning environment of a liberal arts college, the UIC Common Curriculum

를 섭렵하고 학습의 기초를 다지게 됩니다. 이는 학생들이 자신의 진정한 가치, 흥미, 강점을 발견하도록 해

exposes students to various interdisciplinary perspectives in terms of their individual values, scholarly

자유롭고 비판적이며 창의적인 리더로 성장하는데 바탕이 됩니다. UIC Common Curriculum은 비판적 사

interests, and worldviews. Students have access to rigorous academic training and a diverse

고, 동서양의 문명, 세계 문학, 역사, 철학, 연구방법설계 및 정량조사연구방법론, 신입생을 위한 고급영작

range of majors, many with an interdisciplinary focus intended to enable students to become

세미나 그리고 상급생을 위한 UIC 세미나 등의 교과목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는 UIC 학생들이 전공 지

independent, critical, and creative leaders. The UIC Common Curriculum offers courses in Critical

식 이외 비판적으로 사고하고, 효율적으로 의사소통하며, 현대 학문의 복잡한 지적 지형을 탐색할 능력을
갖춘 인재로 졸업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아울러 UIC Common Curriculum에 깔려 있는 복합적 접
근 방법은 학생들이 본인의 학술적 관심과 흥미를 파악할 수 있는 다양한 기회를 제공할 것입니다.

Reasoning, Eastern and Western Civilization, World Literature, History, Philosophy, Research Design
and Quantitative Methodology, writing-intensive seminars and upper-division UIC seminars. The
Common Curriculum ensures that all UIC students regardless of their chosen field of the study will
graduate with the ability to reason critically, communicate effectively, and challenge their notions of
what interests them most throughout their course of stud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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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캠퍼스 신입생 교육 과정

Freshman Curriculum at
Yonsei International Campus

입학 계열과 학부에 상관없이 모든 UIC 신입생들은 1년간 연세대학교 국제캠퍼스에서 생활과 학습이 통

Regardless of their division of study, all first-year students at UIC spend one year at Yonsei’s

합된 Residential College(RC) 교육을 받게 됩니다. 신입생들을 위한 UIC Common Curriculum은 신입

International Campus to participate in the Residential College (RC) Education, which combines

생 공통 교육과정으로 자율적이고 비판적이며 창의적인 사고 능력을 갖춘 실용적 리더를 길러내는 데 초점

living and learning. The first-year Common Curriculum, drawing on the best of the liberal arts, seeks

을 두고 있으며, 소규모의 Freshman Writing Intensive Seminar를 포함한 문학, 철학, 역사, 비판적 사

to produce effective leaders capable of independent, critical, and creative thinking. UIC students

고, 정량조사연구방법론 등의 수업이 제공됩니다. 아울러 Holistic Education을 목적으로 한 Residential

take small reading and writing-intensive seminars in literature, philosophy, history, critical reasoning,

College을 통해, 학생들은 스포츠, 예술, 지역 봉사 프로그램에 참여하며 전인교육을 통한 배움의 확장을

and research methods. Integrated into residential college life, students participate in sports, arts,
and community service programs that are designed to integrate learning within and beyond the

경험하게 됩니다.

classroom.

Upper Years

고학년 교육 과정
언더우드계열 신입생들은 1년간 국제캠퍼스에서 교육을 받은 후 남은 기간을 신촌캠퍼스에서 학습하게 되

Underwood Field students receive their first year education at the Yonsei International Campus

고, 융합인문사회(HASS)계열과 융합과학공학(ISE)계열 학생들은 국제캠퍼스에서 교육을 받게 됩니다. 캠

(YIC), and the remainder of their undergraduate program at the Sinchon campus. HASS and ISE

퍼스 소속과 관계없이 고학년에게는 UIC Seminar를 통하여 심화된 UIC Common Curriculum이 제공됩니

Field students receive all four years of their education at the YIC. Upper-year students take the UIC

다. UIC Seminar를 통해 학생들은 교수님들이 수행하는 다양한 연구 주제를 섭렵하게 되고 주 전공 외 다양

Seminar courses that explore a wide range of topics in history, literature and philosophy, creative

한 학문적 주제를 탐색할 기회를 갖게 됩니다. 또한 마지막 학기에는 Senior Thesis를 선택하여 UIC 교수님

arts studies in writing, filmmaking, and music, and career-oriented subjects in business and law.

의 집중 지도를 받으며 연구능력과 학술적 글쓰기를 집중적으로 훈련 받을 수 있습니다

Furthermore, in their last semester, seniors may choose to take the Senior Thesis course to write an
academic paper under the UIC faculty advisement that helps students benefit from learning under
the cutting edge research of their professo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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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IC 학생은 연세대학교 학생으로 누릴 수 있는 기회와 함께 UIC 학생들만을 위해 특화된 다양한 지적 자
극과 도전의 기회를 제공받게 됩니다. UIC 학생들은 연세대학교와 UIC의 훌륭한 교수진이 제공하는 영어
강의와 함께, 세계 최고의 학문적 업적을 자랑하는 해외 석학 교수진의 세미나를 수강할 수 있습니다. 또한
UIC의 장점인 소규모 강의를 통해 담당 교수가 학생 개개인의 지적 성장에 충분한 관심을 가질 수 있는 환
경을 제공합니다. 이에 따라 학생들은 UIC의 다양한 교수님들로부터 조언을 받을 수 있을 뿐 아니라, 학생
개개인에게 매칭된 UIC 학사지도교수를 통해 개인에게 최적화된 학사지도를 받을 기회를 갖게 됩니다.

Underwood International College (UIC) offers students diverse learning opportunities that make their
college experience at Yonsei intellectually stimulating and memorable. All courses are taught in English
by globally recognized scholars recruited from top higher education institutions around the world.
Small and intimate classroom setting allows students to have more flexible and frequent contact with
academic advisors and faculty members so that they receive continuous mentorship throughout their
college yea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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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IC 학생들은 송도에 위치한 연세대학교 국제캠퍼스에서 연세대학교 모든 신입생들에게 제공되는

Freshman

Residential College(RC) 교육을 통해 인성과 지성 그리고 감성을 갖춘 교양인으로 성장할 수 있는 기초를
기르게 됩니다. 또한 UIC의 자랑인 UIC Common Curriculum을 통해 생각하고 표현하고 소통하는 능력을

All incoming UIC freshman enjoys a unique residential college experience at the Yonsei International

Freshman

Campus located in Songdo, Incheon. Modeled after Oxbridge and the Ivy Leagues, the residential
education program encourages students’ cognitive development and prepares their life after Yonsei.
Additionally, the UIC Common Curriculum is designed to develop creativity, communication skills and

갖춥니다. 이와 함께 각 계열별로 소속 전공의 탐색 과목을 수강하며 전공에 대한 탐색을 진행합니다.

critical thinking of the UIC students. It helps students to build a strong academic foundation prior to making
their decisions for a major choice.

Once students declare their majors, they are introduced to a wide range of fascinating course topics

학생들은 전공을 시작하면서 다양한 학문적 도전을 경험하게 되며 UIC의 교육과정이 가진 최고의 장점인,

Sophomore

학제간 연구 교과목을 통해 포괄적으로 생각하는 힘을 기르게 됩니다. 또한 연세대학교가 제공하는, 또는
UIC 학생들만이 누릴 수 있는 다양한 기회를 살펴보며 학습을 현장과 연결하거나 배움을 확대할 수 있는 방

Sophomore

learning and field study guided by UIC faculty and their academic advisors.

Yonsei University prides itself for an extensive list of 665 partnering universities in 70 countries worldwide.

연세대학교의 자랑인 국내 최대 규모(70개국가, 665개 대학)의 교환학생 프로그램에 관심을 가져왔다면 필
요한 자격요건을 갖추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세계 곳곳의 다양한 고등교육현장에서 외국인 학생
들과 교류하며 성장할 기회를 갖게 됩니다. 그뿐 아니라 학생들은 UIC 단독 교환학생 프로그램을 통해 Aalto

understanding of various academic disciplines to enrich students' analytical thinking skills in multiple
perspectives. Also, UIC students are provided with various learning opportunities that integrate classroom

법을 배우고 익히는 시간을 갖습니다.

Junior

with many research opportunities. The highlight of UIC curriculum is that we promote a comprehensive

Junior

Through various exchange, study abroad, and visiting student programs, students learning at Yonsei
become truly global. In addition to Yonsei’s global network, the UIC exclusive exchange programs are
also available at the following universities: Aalto University, University of Geneva, Waseda University,

University, University of Geneva, Waseda University, Dartmouth College, University of Berkeley,

Dartmouth College, University of California at Berkeley, and Yale-NUS College. Every semester, the Global

Yale-NUS College 등 세계 최고 수준의 학부 교육을 제공하는 대학교에서 학습할 기회를 얻을 수도 있습니

Career Tour provides students on-site learning opportunities by visiting multinational corporations and

다. 교환학생 프로그램 외에도 UIC의 진로탐색 프로그램인 Global Career Tour를 통해 세계 유수 기업을 답

meeting with corporate recruiters and professionals from a diverse range of industries. Students can benefit

사하거나, UIC Global Research를 통해 도전적이고 창의적인 연구 경험을 쌓을 수 있습니다.

from enhancing their understanding of the global job market and gathering information on career planning
in advance. Moreover, the Global Research Competition gives students an opportunity to plan and execute
a self-directed research project at their chosen overseas destination while taking credit courses at UIC.

4년의 대학생활을 마무리하며 학생들은 그 동안 경험한 다양한 지적 성장의 과정을 Senior Thesis를 통해

Senior

정리하게 됩니다. 선별된 학생들이 수강할 수 있는 Senior Thesis 과목에서 학생들은 직접 선택한 교수님의
지도 하에 다양한 연구방법을 배우고, 체계적인 학술적 글쓰기 능력을 기를 수 있습니다. Senior Thesis는

In their final year of study, students start writing their senior thesis; an optional requirement for degree

Senior

completion. Under the supervision of a faculty member of their choice, students are expected to develop
their critical thinking, systematic data gathering, and academic writing skills. In preparation for post-

학부과정을 마무리 짓는 학문적 업적으로 자랑할만한 소중한 결과물이 될 것입니다. 또한 다양한 분야로 사

graduation, students may seek guidance from the UIC Career Development Center when looking for

회 진출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학생들은 UIC Career Development Center를 통해 개인에게 맞춰진 체계적

internship opportunities, writing resumes and cover letters, and preparing for job interviews. Faculty

인 지도를 받고, 다양한 Internship 기회도 소개받을 수 있습니다. UIC 학생들은 국내외 대학원, 공직, 다국

advisors assist students in pursuing their professional and academic goals through individual counseling

적 기업, NGO, 학계 등 다양한 분야로 진출하며, 시대와 사회의 변화에도 그 가치가 흔들리지 않을 UIC의 교

so that graduates are uniquely positioned to take advantage of the increasingly globalizing job market

육철학을 다양한 삶의 현장에서 구현하는 역량 있는 사회의 구성원으로 준비될 것입니다.

or to pursue graduate studies for advancement opportunities. UIC graduates make career choices of
multinational corporations, NGOs, international organizations, public services as well as choose graduate
programs in Korea and abroa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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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공 선택과 변경 및 다양한 학제

Major Selections and Changes
Major selection is flexible at UIC; students are given the opportunity to select a major of their

UIC는 학생이 재학 중 자유롭게 지적인 탐색을 할 수 있도록 융통성 있는 전공 선택 기회를 제공합니다. 학

choice upon determining their career goals and interests. Students may design special courses of

생은 자신이 택한 모집단위 내에서 자유롭게 전공을 탐색하고 선택할 수 있습니다. 만약 다른 전공으로 변

study within their majors. If they wish to change their major, choosing a different major under

경하길 원한다면, 최초 모집단위 내에서 전공을 변경할 수 있는 기회가 있습니다. 또한 UIC의 전공뿐만 아

the same division that they were admitted to is allowed. Students can also pursue double majors

니라 연계전공을 포함하여 연세대학교에 개설된 여러 전공을 이중전공 또는 부전공 할 수도 있습니다. (일

and minors offered at UIC and departments of Yonsei University (exceptions apply to specialized

부 특수 전공 제외)

majors).

신입생
English Intensive Writing Clinic
UIC의 교육과정은 영어로 진행될 뿐만 아니라, 세계 유수 Liberal Arts College의 교육 수준과 비교해 전

UIC freshman can participate in a four-week writing intensive program during the winter break

혀 뒤지지 않습니다. 특히 UIC Common Curriculum의 교과목들은 일정 수준의 학문적 바탕과 수준 있는

designed to prepare them for the rigorous intellectual demands of the UIC Common Curriculum.

영어 글쓰기 능력이 동반되지 않으면 수업을 듣는 데 많은 어려움을 겪을 수 있습니다. UIC는 영어 글쓰기

The writing clinic familiarizes students with the types of academic writing they will be expected

능력을 좀 더 기르고, UIC에서의 성공적인 학업을 위한 준비가 필요하다고 느끼는 학생들을 위해 입학 전

to produce while attending college. Through workshops and individual conferences, students

학습 준비 과정인 신입생 English Intensive Writing Clinic을 입학 전 겨울방학 기간 동안 4주간 제공합

will assess their progress in a non-competitive environment to become more confident writers

니다. 앞으로 다가올 대학생활에 대해 막연한 두려움과 걱정이 있다면, 신입생 English Intensive Writing

before beginning their academic year. It is a first-come, first-served basis elective program, open

Clinic을 수강하며 준비된 마음으로 대학생활의 첫 걸음을 디딜 수 있을 것입니다. Intensive Writing

to all students accepted to UIC for Spring entry.

Clinic은 선택과정이며 신청할 경우 별도의 등록비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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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더우드계열
언더우드계열은 liberal arts college의 교육철학을 실현하고, 인문학, 사회과학, 자연과학공학을 아우르
는 다양한 학문영역을 구현하기 위해 UIC의 설립과 함께 시작된 교육과정입니다. 학생들은 UIC Common
Curriculum을 통해 논리력과 커뮤니케이션 능력을 훈련한 후, 언더우드계열에 있는 세부 전공을 선택해 심
화 학습하며 분야별 전문가로 성장하게 됩니다. 언더우드계열에는 다양한 학문에 걸쳐 5개 전공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Underwood Field
Underwood Field/Division (UD) is the oldest division at UIC, which combines a rigorous common
curriculum, emphasizing core reasoning and communication skills with specialized majors. UD
students may choose from five majors covering the humanities, social sciences, and natural sciences.

언더우드학부 Underwood Division (UD)
• 비교문학과문화 Comparative Literature and Culture (CLC)
• 경제학 Economics (ECON)
• 국제학 International Studies (IS)
• 정치외교학 Political Science and International Relations (PSIR)
• 생명과학공학 Life Science and Biotechnology (LSBT)

언더우드국제대학은 3개 계열, 5개 학부, 17개 전공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다양한 학문적 관심에 맞는 다채로운 커리큘럼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Under the umbrella of UIC, there are three fields, five divisions and 17 majors each catering to different academic interes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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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mparative Literature
and Culture (CLC)

비교문학과문화
목표

Program Purpose

21세기 최대의 화두는 문화입니다. 이미 전세계는 인터넷을 통해 하나로 연결되어 문화와 역사를 공유하는

The Comparative Literature and Culture (CLC) major integrates the study of diverse literary traditions

한 공동체로서 나아가고 있습니다. 우리도 한류열풍에 힘입어 명실공히 세계 문화의 중심으로 자리매김하고

with critical theory, film, and popular culture. Taught by faculty with a wide range of specializations

있습니다. 비교문학과문화전공은 국제화 시대를 맞이하여 우리 사회의 제반 담론을 주도해 나갈 문화 전문가

including Asian, European and American literature, the CLC major is designed to whet the intellectual

와 학문 후속 세대를 양성하는 것이 목표입니다. 더불어 동서양의 풍부한 인문학적 소양을 바탕으로 다양한

appetites of literature-loving students from various, international backgrounds. The CLC major is

전문 분야에 진출해 기여할 수 있는 최고의 인재를 양성하려고 합니다.

essentially interdisciplinary and offers students a flexible approach to understanding both historic and
contemporary works. CLC courses analyze a vast array of classical and modern materials including
classical Chinese poetry, Shakespearian drama, postcolonial novels, film noirs, Cold War culture,

교과과정

French poststructuralist theory, and the gender politics of K-pop.

오늘날 문화가 세계시장에서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통섭’과 ‘융합’의 시대적 정신을 과감히 수용할 필
요가 있습니다. 지난 세기가 학문 및 사회 제반 영역에서의 전문화를 최상의 가치로 추구하였다면, 오늘날의

Curriculum

사회는 학문의 탈 경계를 지향합니다. 비교문학과 문화전공은 학문 간 경계선을 넘어서는 것을 우선적인 가

The CLC major seeks to question cultural identity, cultural hybridity, national literatures, and

치로 설정하고 있으며, 기본적으로는 동양과 서양, 고전과 현대, 문학과 철학, 순수와 응용 등 인접 학문 상호

contemporary media literacy. As such, the CLC major is designed to encompass the tools and methods

간의 연계와 통섭을 통해 신학문적 패러다임을 적극적으로 도출하려고 합니다.

of "Cultural Studies." We understand "literature" to include not only traditional forms such as the
novel, poetry, or drama, but also to include texts of cultural theory, historical artifacts, film, media, and
the arts.

진로
글로벌 시대를 맞이하여 기존의 틀을 벗어나 새롭게 세계를 상상할 수 있는 능력을 함양하는 것이 큰 경쟁력

Careers

인 것을 고려할 때, 비교문학과문화전공이 지향하는 가치는 미래사회가 요구하는 시대정신과 일치합니다. 전

As citizens in a globalizing, technology-driven world, students will take a range of courses, from

공 관련 수업 외에도 중국어·불어·서반아어 등의 제2외국어 교육을 강화하여 학생들이 향후 국제무대에서

traditional courses on literature and comparative theory to courses in film and media literacy. The CLC

각국의 두뇌들과 당당하게 경쟁할 수 있는 지도자급 인재가 될 수 있도록 양성하는데 주안점을 두고 있습니

major will train students to recognize increasingly cosmopolitan means through which cultures meet,

다. 비교문학과문화 졸업생들은 대학원, 로스쿨, 의대 등에 진학하거나, 언론인, 작가, 각종문화예술 분야의

mingle, and achieve hybridity in our contemporary society. CLC should be an excellent springboard

전문가로 활약할 수 있습니다.

for those wishing to enter graduate school in the fields of literature, law, or medicine. Students may
also engage in careers related to creative writing, the performing arts, mass media, and new business
ventures that require creativity and innovation.

교수진
연세대학교 문과대학의 여러 학과 교수들이 참여하여 비교문학과문화전공의 설립 취지와 정신에 바탕을 둔

Faculty

다양한 과목들을 개설하고 있습니다. 동아시아 문학과 문화와 관련해서는 국어 국문학과·중어중문학과 교수

Drawing on faculty from the Departments of Korean Language and Literature, Chinese Language and

가 참여하고 있으며, 서양문학과 문화와 관련해서는 영어영문학과·노어노문학과 교수가 참여하고 있습니다.

Literature, English Language and Literature, Russian Language and Literature, and other departments

철학과는 주로 서양철학과 관련된 과목들을 개설하고 있습니다.

within the College of Liberal Arts, the CLC major emphasizes the study of comparative cultures.

Major Courses
주요교과목

Myth and Culture, Poiesis of Poetry (2), Understanding a Visual Language in Film and Other

신화와 문화, 시 쓰기 (2), 영화와 매체에서의 시각적 언어 이해, 동아시아 영화와 비교 문화, 탈 식민주의 영미

Media, East Asian Cinema and Cultural Crossing, Postcolonial Literature in English, Experiments in

문학, 자서전 쓰기, 톨킨의 판타지 문학, 중국 문학의 원형과 걸작, 영국의 지적 역사, 19 세기 영국 소설 (1),

Autobiography, Tolkien’s Fantasy Literature, Chinese Narrative: Archetypes and Masterpieces, British

한국 문학과 역사, 기독교와 서구 문명, 졸업 논문 작성

Intellectual History, The 19th-Century British Novel (1), Korean Literature and History, Christianity and
the Western Civilization, Senior Thesis Writ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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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conomics

경제학
목표

Program Purpose

경제학은 삶의 가장 본질적인 문제인 선택을 다루는 학문이며 대부분의 인간과 사회 현상들은 경제적 관점 없

Economics is the study of how individuals and societies make decisions; most human and social

이는 이해할 수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경제학 전공은 현대의 인간과 사회 현상을 올바르게 이해하고

phenomena cannot be properly understood without economic perspectives. Majoring in Economics

그 바람직한 대안을 모색하는데 필수적인 경제적 분석력을 갖춘 인재를 양성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경제

seeks to nurture students to be equipped with economic problem solving skills that are vital to

학전공 학생들은 주변의 일상에서부터 넓게는 국제적 사회 현상을 아울러 인간의 삶을 주체적으로 이해하고

understanding and responding to modern society. Students majoring in Economics will learn

판단할 때 필요한 이론적 지식과 분석 방법론을 배우게 됩니다. 이를 통해 학생들은 비판적 사고력과 의사소

conceptual models and analytical tools necessary to comprehend their everyday lives with regards

통능력을 키울 수 있으며, 나아가 자신들이 꿈꾸는 분야에서 합리적이고 진취적인 경제전문가로서 활약할 수

to international issues. They are expected to hone their critical thinking and communication skills to

있습니다.

become leading experts of their desired fields.

Curriculum
교과과정

We offer an excellent track to train students to critically approach the economic problems and policy

경제학전공의 커리큘럼은 학생들이 경제적 문제나 정책적 사안들에 비판적으로 접근하고 적절한 이론적 배

issues, correctly apply the basic analytic tools and concepts, and effectively communicate their attained

경과 방법론을 통해 도달한 결론을 효과적으로 전달할 수 있도록 훈련합니다. 가장 기본적으로 미시경제학을

conclusions. There are two core components in our curriculum for the students to attain the basic

통해 개별 경제적 주체들의 행동을 분석하고 거시경제학을 통해 총량적 수준의 경제를 움직이는 동력을 이해

economic concepts: microeconomics to analyze the behavior of individual economic agents at the

합니다. 그리고 학생들은 경제발전론, 산업조직론, 국제금융론, 화폐금융론, 법경제학, 게임이론, 공공경제학

micro level and macroeconomics to understand the fundamental governing dynamics of the whole

등의 다양한 응용분야들을 선택하여 심화적인 학습을 진행하게 됩니다. 또한 통계학과 수학 및 추가적인 선

economy at the aggregate level. Students will then delve deeper into an extensive range of applied

택과목 등을 통해 정량적인 분석과 연구 능력을 더 키울 수 있습니다.

areas, such as economic development and growth, industrial organization, international finance,
money and banking, law and economics, game theory with applications, and public and political
economics. In addition, students can also develop their quantitative and research skills by taking

진로

statistics, mathematics and other senior electives.

경제학전공 학생들의 진로는 특정분야에 한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학생들은 졸업 후 한국은행 등을 비롯한
각종 공공 및 행정기관, 세계적 기업, 금융회사들뿐만 아니라 언론계로도 진출합니다. 또한 많은 학생들이 학

Careers

문 연구에 뜻을 두고 세계 유수의 대학원에 진학해 학계에도 기여하고 있습니다.

Students who major in Economics are highly valued in the job market and their career paths are not
restricted to specific areas. Graduates choose their careers in the public sector including the Bank of
Korea and various public financial institutions, as well as leading global consulting, manufacturing

교수진

and financial firms. Some graduates also choose to go into the media business, as they welcome the

경제학 전공의 교수진은 다양한 세부 분야에 특화한 연구를 진행하고 있으며 많은 연구 결과들이 국내외 유수

graduates’ economic insights. Also, many students enter graduate schools as they decide to pursue

의 학술지에 게재되고 있습니다. 특히 국제적인 저명학술지에도 논문이 출판될 정도로 우수한 연구능력을 지

their career in academia.

닌 교수들이 경제학전공 수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Faculty
Our faculty is renowned for their wide spectrum of interests and excellent research capabilities. Many

주요교과목

of their works are published in both domestic and international academic journals, including highly

미시경제학, 거시경제학, 경제수학, 통계학입문, 게임이론, 재정학, 경제발전론, 법경제학, 노동경제학, 국제

acclaimed economics journals.

금융론, 산업조직론, 화폐금융론, 수리경제학, 공공 및 정치경제, 한국경제론 등

Major Courses
Microeconomics, Macroeconomics, Mathematics for Economics, Introduction to Statistics, Game
Theory with Applications, Public Finance, Economic Development, Law and Economics, Labor
Economics, International Money and Finance, Industrial Organization, Money and Banking,
Mathematical Economics, Public and Political Economy, and Korean Economy et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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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ternational Studies

국제학
목표

Program Purpose

국제학전공 학생들은 글로벌 이슈의 기저에 깔려있는 역학구조를 효과적으로 분석할 수 있도록 융복합적 관

The International Studies (IS) major equips students with multidisciplinary training in analyzing the

점을 배우고 훈련하게 됩니다. 국제관계, 국제경제, 국제법 등의 고전적인 학문들을 새로운 관점에서 세계화

underlying dynamics of global affairs. Combining traditional fields of study like international relations,

연구와 접목한 교과과정을 배움으로써, 국제학전공 학생들은 향후 정부기관, 국제기구, NGO, 다국적 기업 등

international economics and international law with innovative approaches to globalization studies, the

에서 성공적인 리더가 될 역량을 갖추게 됩니다. 무엇보다도 국제학전공은 학생들이 지역 전문성을 함양하는

IS major gives students the intellectual skills with which to pursue leadership positions in government

데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국제학은 UIC가 위치한 서울의 학문, 상업, 기술적 허브로서의 이점을 충

and foreign services, international organizations and development NGOs, and multinational

분히 활용하여 학생들이 아시아, 특히 동아시아에 관련된 심도 있는 과정을 학습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corporations alike. Emphasizing the importance of developing a strong regional expertise, the IS major

궁극적으로 국제학 전공은 학생들이 전세계 어느 분야에 진출하든지 해당 분야에서 성공적인 인재로 활약할

capitalizes on UIC’s location in Seoul as an academic, commercial, and technological hub to offer

수 있는 사고력을 함양하는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an especially rich array of courses dealing with East Asia. But true to its name, the ultimate goal of
the IS major is to help students develop the thinking skills they would need to be effective in careers
anywhere in the world.

교과과정
국제학전공자들은 학제적 관점을 기초로 사회과학과 인문학의 주요한 분석 틀을 능숙히 다를 수 있도록 폭넓

Curriculum

은 교육을 받습니다. 지역 연구에 중점을 둔 국제학 교과과정을 통해 국제학전공 학생들은 세계화의 트렌드

The IS major acquires a strong foundation in interdisciplinary perspectives and extensive training in

및 역학구조를 이해하기 위해 관련 이슈를 지역적 수준뿐 아니라 국제적 수준에서 사고하는 과정을 훈련하게

how to use the key analytic tools of social sciences and humanities. With a special emphasis on area

됩니다. 이러한 이슈들은 다면적인 특성을 지니기 때문에 국제학전공의 강점이 더욱 부각됩니다. 국제학은

studies, the IS major teaches students to understand the trends and forces of globalization by giving

기존의 전통적 학과목의 한계점이 갖는 협소함을 극복하고 급속히 변화하는 세계의 이슈와 문제점에 포괄적

them a firm grasp of the relevant issues at both regional and international level. Given the multifaceted

인 학제간 관점을 제공하기 때문입니다.

nature of these challenges, the key advantage of the IS major is that it overcomes the narrow confines
of traditional academic disciplines to provide comprehensive and interdisciplinary perspectives on the
issues that define our rapidly globalizing world.

진로
국제학전공 졸업생들은 국제경영, 외교, 개발, 법조계, 학계 등의 다양한 분야로의 진로를 성공적으로 개척해

Careers

왔습니다. 국내 주요 대기업의 해외 마케팅과 영업 분야에서 일하거나, 학부 전공을 기반으로 석사나 박사 과

The IS graduates are positioned to pursue a wide range of career paths in fields such as international

정을 밟는 졸업생도 많이 있습니다. 국제학전공 교과과정이 제공하는 다양한 학제간 관점은 졸업생들이 광범

business, diplomacy, development, law, and academia. Many IS graduates work in the overseas

위한 문제들을 해결해 나가는 데 도움이 됩니다. 또한 UIC가 학생들에게 요구하는 학업적 열정과 수준은 졸업

marketing or sales divisions of major Korean conglomerates; others pursue advanced master’s or

생들이 진출해 일하게 될 글로벌한 환경에서 마주하는 어떠한 복잡한 문제도 능숙하게 해결할 수 있는 발판을

PhD degrees on the basis of their undergraduate studies. The IS graduates find success in the job

제공해 줍니다.

market because interdisciplinary studies prepare them to solve a wide range of problems while the
academic rigor of their classes trains them to take on the complex work required when working across
international borders.

교수진
국제학전공의 교수진은 연세대학교 국제학대학원(GSIS)의 교수진과 더불어 학내 다양한 학과의 교수진들로

Faculty

구성되어 있습니다. 또한 연세대학교 외부의 다양한 경험을 가진 실무 경험자들과 뛰어난 교수 역량을 지닌

The IS major draws its core teaching faculty from the Graduate School of International Studies along

강사들도 UIC에서 다양한 수업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with other departments of Yonsei. The IS major also invites distinguished scholars with practical work
experience or unique areas of expertise to offer diverse courses for IS students.

주요교과목

Major Courses

국제학입문, 국제경제학, 국제관계론, 국제법, 정보시스템과 사회, 한국정치경영학, 국제 재정시스템, 중동분

Introduction to International Studies, International Economics, Theories of International Relations,

쟁, 국제기구와 법, 동북아시아의 정세, 세계화와 개발의 역사, 북한미디어학, 국제정의론, 제국주의와 세계

International Law, Information Systems and Information Society, Politics and Business in Korea,
Global Financial System, Conflict in the Middle East, International Organizations and Law, Politics
in Northeast Asia, History of Globalization and Development, North Korean Media Studies, Global
Justice, Imperialism and the Worl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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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litical Science and
International Relations

정치외교학
목표

Program Purpose

정치외교학전공은 정치학 및 국제정치학 일반에 대한 이론과 실제를 교육하고 특히 날로 급변하는 국내외의

The Political Science and International Relations (PSIR) major offers a wide range of opportunities to

문제를 연구함으로써 다양한 분야에서 활약할 인재를 양성하는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정치외교학전공의

study theories and practices about political science and international relations. The PSIR major intends

교육목표는 학생들에게 정치현상을 과학적으로 탐구, 이해할 수 있는 방법론과 이론을 체계적으로 교육시켜

to train future leaders in various sections of society who have a deeper understanding of the world

서 연구자는 물론 실제 정치 및 외교분야에서 활동할 수 있는 전문인력을 양성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교육목

and a wider perspective on how the world works. To meet such challenges, we provide a wide range

표를 효과적으로 달성하기 위하여 정치외교학전공은 기존의 이론에 대한 비판적 검토와 새로운 이론의 도입

of courses including Political Philosophy, Comparative Politics, International Relations and Korean

과 탐색에 노력을 경주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정치학을 정치사상 및 이론, 비교정치, 국제정치, 한국정치 등의

Politics.

세부분야로 나누어 다양한 과목들을 개설하고 있습니다.

Curriculum
For comprehensive college education in Political Science and International Relations, students

교과과정

are expected to take courses from subsections of the PSIR area, including Political Philosophy,

정치외교학전공에서는 종합적이고 광범위한 정치학의 교육을 위해 정치사상 및 이론, 비교정치, 국제정치,

Comparative Politics, International Relations, Foreign Policy, Diplomatic History and Korean Politics.

외교정책 및 외교사, 한국정치 등의 하부영역으로 나누어 교과과정을 구성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하부 분야

These subsections are not exclusive, but relevant to each other providing various background

는 서로 필연적으로 연계되면서 체계적 종합성을 이루고 있습니다. 학생들은 다섯 분야 중에서도 한 두 가지

knowledge and perspectives on political affairs.

의 하부영역을 선택해 집중적으로 탐구할 수도 있습니다.

Careers
PSIR graduates have access to a wide variety of opportunities to pursue careers in academia, politics,

진로

diplomatic corps, international organizations governmental sectors, corporate firms and media. The

정치외교학 졸업생들은 학계, 정치계, 외교관, 국제기구, 언론계, 관료계, 법조계, 재계 등 비교적 다양한 분야

UIC PSIR is very proud to produce the very first diplomat serving in the Ministry of Foreign Affairs,

에 진출해 활동할 수 있습니다. UIC 정치외교학전공은 학부 최초로 외무고등고시 합격생을 배출하였고, 일부

the Republic of Korea. An increasing number of the PSIR graduates are now working in media

졸업생들 중에서는 중앙언론사 기자로서 언론계에 종사하고 있습니다. 또한 해외 우수 대학에 진학해 학업을

as journalists, program directors and writers. Also, many continue to pursue postgraduate studies

지속하는 졸업생들도 있습니다.

throughout the world.

Faculty
교수진

The PSIR faculty includes academic and policy leaders in every subfield of political science and

사회과학대학 정치외교학과 교수진들이 UIC 정치외교학전공 강의를 진행할 뿐만 아니라, 학생들의 학사 및

international relations in the discipline. They offer PSIR courses and advise PSIR students.

진로 지도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정치외교학과 교수진들의 학문적 명성과 사회적 참여는 매우 잘 알려져 있
습니다.

Major Courses
Introduction to Political Science, Introduction to Korean Politics & Government, Understanding
Chinese Polities, Theory of Justice, International Law, Politics and Dispute Settlement, North Korean

주요교과목

Politics & Foreign Policy, Applied Data Analysis, International Organization & Institutions, The

국제관계론, 정치이론, 비교정치론, 고대·중세 서양정치사상, 외교정책론, 계량정치분석, 한국정치론, 정치학

Political Economy of The Korean Welfare State, Democracy and Constitution-Making, Nationalism:

방법론, 정보사회의 정치, 한국정치사, 동아시아국제관계, 동양정치사상, 비교정치경제론, 유럽정치, 북한정

Theory and Practice, US and World, United States Foreign Policy, Politics of Regional Cooperation in

치, 국제정치경제, 근대자유주의 영어원강, 동북아시아국제관계, 외교안보와 미디어, 근대서양정치사상, 한

Comparative Perspectives, Politics and International Relations in Southeast Asia, Order, Disorder and

국외교정책, 민주주의정치이론, 한국의 선거와 의회, 미국정치와 외교, 중국정치와 외교, 일본 정치와 외교,

Sustainability in the Global Economy, East Asian International Relations, Introduction to International

한국의 정치경제, 국제법과 국제기구, 북한정치, 국제협력과 발전, 한국 외교정책, 국제정치이론, 현대정치사

Relations, Ancient & Medieval Western Political Thought, Introduction to Political Economy, The Two

상, 국제정의론

Koreas, American Government and Politics, Urban Politics, Introduction to Statistical Methodology,
International Relations in East Asia, Security & the Media in Korea, Bargaining Approach to
International Relations, International Development Cooperation and the EU, International Security,
Public Opinion and Political Behavior, Election Campaigning in Korea, Organizational Behavior and
Public Polic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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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ife Science and Biotechnology

생명과학공학
목표

Program Purpose

생명과학공학전공은 현재 사회가 당면한 문제와, 향후 우리가 대면할 문제들을 해결할 역량 있는 과학자를

The LSBT major has been methodically created to prepare undergraduate students who aspire to join

꿈꾸는 학생들을 위해 설립되었습니다. 기초, 응용, 융합과학 분야에서 교육받고 훈련된 전문가들은 질병, 기

the ranks of cutting edge scientists solving society’s problems today as well as anticipating tomorrow’s

근, 가뭄 등으로 유발된 건강 및 환경 난제들을 해결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유전체학, 단백질체학은 과학의

challenges. Disease, famine, and drought create human health and environmental struggles, which can

지평을 융합연구와 협업의 정점인 통합적 생물정보과학으로 넓혔습니다. 개인의 유전정보를 기반으로 한 맞

be confronted and overcome by professionals who have been educated and trained in the basic sciences

춤 의학을 발달시키고, 농약 없이 질병과 해충을 이겨내고 험난한 환경에서 자랄 수 있는 식물을 개발하는 등
통합적인 과학 연구가 바로 인류를 질병과 자연재해를 이겨낼 힘을 길러줄 것입니다.

as well as applied- and integrated-scientific fields. Genomics and proteomics have led the scientific
frontier to integrative omics, the culmination of interdisciplinary research and collaboration. It is through
this integration of scientific study and research that society will triumph over disease and natural disaster
by: crafting personalized medical treatments based on an individual’s genome and proteome, creating
plants that can nourish and immunize human populations, resisting insect and microbiological pests

교과과정
생명과학과공학 교육과정은 기초, 응용, 융합 과학 분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1학년 학생들은 기초과학인 생
물학, 화학, 물리학에 집중된 학습을 진행합니다. 2학년 이후부터 학생들은 유기화학, 생화학, 세포질과 분자

without the need for pesticides, and surviving drought conditions.

Curriculum
The LSBT Major curriculum consists of courses in the basic, applied, and integrative scientific disciplines.

생물학 등의 기초과학에서부터 환경독성학, 암생물학, 생명공학 등의 응용 및 융합과학까지 다양한 분야를

The freshman year curriculum focuses on the basic scientific disciplines of Biology, Chemistry, and

학습합니다. 학생들 개개인의 관심분야에 따라 미생물학, 생리학, 신경생물학, 면역학, 바이러스학, 화학생물

Physics. The curriculum of the sophomore through senior years makes a transition from the basic

학 등의 선택과목을 수강할 수도 있습니다.

sciences of Organic Chemistry, Biochemistry, and Cellular and Molecular Biology, to the applied and
integrative sciences of Environmental Toxicology, Cancer Biology, and Biotechnology. Based on each
student’s individual interests, the curriculum includes major elective courses in Microbiology, Physiology,
Neurobiology, Immunology, Virology, and Chemical Biology.

진로
생명과학과공학 졸업생들은 의학, 치의학, 약학, 법학, 경영학, 과학연구 등 다양한 분야로 진출합니다. 많은
학생들이 대학원이나 전문대학원에 진학하며 각 분야에서 전문가로 활약하고 있습니다.

Careers
Alumni of the LSBT major have pursued careers in medicine, dentistry, pharmacy, law, business, and
scientific research. Most have gone directly into graduate or professional schools after the completion
of the program. Graduates are currently working as doctors, dentists, pharmacists, lawyers, scientific
researchers, and business professionals.

교수진
생명과학과공학전공의 교수진은 UIC와 생명시스템대학 교수를 겸직하고 있습니다. 생명시스템대학은 시스

Faculty
The faculty of LSBT is joint appointed in UIC and the College of Life Science and Biotechnology, which

템 생물학과, 생화학과, 생명공학과가 소속되어 있습니다. UIC의 생명과학과공학 교수진들은 강의와 연구분

includes the Departments of Systems Biology, Biochemistry, and Biotechnology. The faculty of the LSBT

야의 전문가들로 이뤄져 있습니다. 강의전담 교원은 별도 연구실 없이 학생들의 교육에 보다 전념하고 있으

major includes both dedicated teaching and research professionals. The teaching faculty do not have

며, 연구전담 교원은 각 분야의 연구실에서 학생들에게 전문 연구원으로부터 실질적인 연구 경험과 교육을

research laboratories and can therefore focus their full efforts on educating students in the program. The

받도록 하고 있습니다.

research faculty each run a research laboratory in their respective fields, thereby allowing undergraduate
students to have the opportunity to learn from active experts in their fields as well as to receive training
in a research setting.

주요교과목
현대 생물과 연구개론, 유전학, 유기화학(1), 미생물 생명공학, 나노 생물공학, 분자와 세포 생물학 실험, 세포
생물공학, 생화학(2), 발생 생물학, 암발생학, 4학년 독립연구, 일반 미생물학, 생리학(1), 현대 생물학 및 연
구 세미나, 유기화학(2), 생화학(1), 응용미생물학, 대사공학, 생리학(2), 3학년 독립연구, 분자생물학, 환경독
성학, 바이러스와 숙주, 암생물학, 면역학, 화학생물학

Major Courses
Introduction to Modern Biological Science & Research, Genetics, Organic Chemistry (1), Microbial
Biotechnology, Nano Biotechnology, Experiments in Molecular and Cell Biology, Cell Biotechnology,
Biochemistry (2), Developmental Biology, Cancer Development, Senior Independent Study, General
Microbiology, Physiology (1), Faculty Seminars of Modern Biological Science and Research, Organic
Chemistry (2), Biochemistry (1), Applied Microbiology, Metabolic Engineering, Physiology (2), Junior
Independent Study, Molecular Biology, Environmental Toxicology, Virus and Host, Cancer Biology,
Immunology, Chemical Biolog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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융합인문사회계열 | Humanities, Arts, and Social Sciences Field

융합인문사회계열
융합인문사회계열(HASS)은 아시아학부와 테크노아트학부 그리고 2014년 신설된 융합사회과학부를 아우
르며 지역학, 예술, 경영, 사회과학, 인문학을 아우르는 학제적 접근의 시너지가 중요한 교육의 근간이 됩니
다. 학생들은 각 영역에 전문화될 뿐만 아니라 전체 학문을 아우르는 넓은 시각을 갖추게 될 것이며, 이를 통
해 학생들은 국내외 공공분야, 다국적 기업, NGO, 학계 등 다양한 업무 현장에서 유연한 대처 능력을 갖춘
인재로 준비될 것입니다.

Humanities, Arts, and
Social Sciences Field

The Humanities, Arts, and Social Sciences (HASS) Field encompasses all courses in the Asian
Studies, Techno-Art, and Integrated Social Sciences divisions. HASS divisions and majors focus
on interdisciplinary approaches to regional studies, art, business, social sciences, and humanities.
Students not only specialize in their respective fields, but also learn to explore and broaden their
perspectives and frameworks that are necessary to prepare them for careers in the public sector,
multinational corporations, NGOs, or academia.

아시아학부 Asian Studies Division (ASD)
• 아시아학 Asian Studies

테크노아트학부 Techno-Art Division (TAD)
• 문화디자인경영 Culture and Design Management
• 정보·인터랙션디자인 Information and Interaction Design
• 창의기술경영 Creative Technology Management

융합사회과학부 Integrated Social Sciences Division (ISSD)
• 사회정의리더십 Justice and Civil Leadership
• 계량위험관리 Quantitative Risk Management
• 과학기술정책 Science, Technology, and Policy
• 지속개발협력 Sustainable Development and Cooperation

융합인문사회계열 | Humanities, Arts, and Social Sciences Field

아시아학부 | Asian Studies Division

Asian Studies

아시아학
목표

Program Purpose

기업과 정부, 국제기구, NGO, 대학 등 현대 사회의 모든 영역에서 아시아에 대한 심화된 지식이 요구되고 있

Businesses, governments, international organizations, NGOs, and universities all need people with

습니다. 아시아학전공은 인문학과 인문사회과학에 바탕을 두고 UIC 공통교육과정과 지역학을 접목시킨 융합

deep contextual knowledge about Asia. Founded on the humanities and the humanistic social

전공으로 아시아(특히 동아시아)의 역사, 문화, 사회에 대한 이해를 심화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2012년에 설

sciences, the Asian Studies major is an interdisciplinary program dedicated to the study of East

립되었습니다. 학문과 국가의 경계를 넘나드는 아시아학전공의 커리큘럼은 학생들이 향후 전문 연구자로 성

histories, cultures, and societies of Asia. For some students, the Asian Studies major will provide

장하기 위한 토대를 제공할 뿐 아니라, 아시아의 현재를 만들어 낸 다양한 지적, 정치적, 사회문화적 흐름들을

the intellectual foundations necessary for graduate study. For others, it will serve as a springboard

비판적으로 이해하고 창의적으로 변화시킬 수 있는 전문성을 배양합니다.

to professional careers boosted by cosmopolitan perspectives on intellectual, literary, and political
endeavors, of the past and present. For all students, this major will provide opportunities for deep

교과과정
아시아학전공 학생들은 1학년 때 아시아학 개론을 학습하고, UIC 공통교육과정을 이수하면서 비판적 사고,
작문, 독해 능력을 기릅니다. 2학년 이후 아시아학부 전임교수들이 집중적으로 가르치는 L-H-P 전공 과목
(Literature-History-Philosophy series)(12학점)과 관련 선택 과목(27학점)을 수강하며, 두 학기 동안 동아
시아의 언어를 학습하게 됩니다. (한국어가 모국어인 경우 일본어나 중국어를, 한국어가 모국어가 아닌 경우
에는 한국어를 배우게 됩니다.) 3학년 이후에는 아시아 관련 인문학 학습을 심화시키거나, 경제학, 정치학, 사
회학, 문화인류학 등 여러 학문 분야의 수업을 접하면서 아시아에 대한 인문학적 이해를 응용 차원으로 발전시
킵니다. 4학년 때는 아시아학부 전임교수가 집중 지도하는 Research Seminar 과목을 수강하여 각자 선택한
주제로 논문을 작성할 수 있습니다. 아시아학부 학생들은 최소 6개월 간 교환학생 프로그램에 참여하여 다양
한 아시아학 프로그램을 접하도록 권장됩니다.

진로
현재 전 세계 인구의 절반 이상이 아시아에 거주고 있으며, 2030년이 되면 아시아인이 전 세계 중산층의 65
퍼센트를 차지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이렇듯 아시아는 전 세계적 경제성장을 견인하는 핵심 지역이지만, 동시
에 빈부 격차, 성(gender) 불평등, 민주주의에 대한 위협, 생태계 파괴에 이르기까지 전 세계가 당면한 현안들

critical inquiry into political, cultural and social issues that are of vital to Asia and the world.

Curriculum
In their first year, students take Introduction to Asian Studies, which is a gateway course for the major.
Starting from their second year and building on the Common Curriculum’s focus on critical thinking,
writing, and reading, the Asian Studies(ASD) majors take four courses in the ASD Literature-HistoryPhilosophy series taught by core ASD faculty and nine major electives taught by select university
faculty. After the second year, students are encouraged to study abroad for at least one semester at
a university with an Asian Studies program. All students must complete two semesters of language
study: native and heritage speakers of Korean study either Chinese or Japanese while non-heritage
students study Korean. In the fourth year, in a Research Seminar taught by ASD core faculty, students
may elect to cap their studies by writing a full length research paper on a topic of their choice.

Careers
More than half of the global population lives in Asia. By 2030, Asia will be home to sixty-five percent
of the global middle-class. While there are great opportunities, Asia is also home to many pressing

이 농축된 현장이기도 합니다. 이에 따라 아시아에 대한 편협하고 패권주의적인 사고가 아니라 심층적·역사적

problems: widening income disparities, persistent gender inequality, threats to democracy, dangerous

지식과 이해를 갖춘 학자, 지역전문가, 기업가, 언론인, NGO 활동가, 공무원 등을 배출해야 하는 과제가 절실

military buildups, and tremendous ecological damage. Thus, in both the public and private sector,

하게 요청되고 있습니다. 아시아학전공은 다양한 영역에 진출하여 아시아가 당면한 중차대한 문제들을 해결

there is a pressing need for problem solvers who have deep contextual knowledge about Asia. Our

하고, 전 세계의 화합과 공생을 선도하는 무대로 아시아를 새롭게 자리매김할 인재를 배양하는 것을 목적으로

aim is to cultivate intelligent and articulate students who will not just survive but thrive as professional

합니다.

men and women in their respective fields.

교수진

Faculty

아시아학부 학부장은 연세대학교 아시아 관련 학과의 교수가 2년 임기로 역임하는데, 현재는 사회과학대학

ASD’s core faculty members are: Mun Young Cho (Stanford University PhD in Anthropology, China),

문화인류학과 조문영 교수(Stanford University PhD in Anthropology, China)가 담당하고 있습니다. 아시

Henry Em (University of Chicago PhD in History, Korea), Tomoko Seto (University of Chicago PhD in

아학부 전임교수로는 Henry Em (University of Chicago PhD in History, Korea), Tomoko Seto (University

History, Japan), and Alvin Wong (University of California San Diego PhD in Literature, China).

of Chicago PhD in History, Japan), and Alvin Wong (University of California San Diego PhD in
Literature, China)이 있습니다.

Major Courses
Introduction to Asian Studies, Chinese Politics and Society, Chinese Thought, Cultures of Globalization

주요교과목
아시아학 입문, 중국정치와 사회, 중국사상, 중국 세계화의 문화, 근대성과 중국 문학, 현대 일본역사와 성, 일
본 정치사상, 전후 일본, 현대 일본의 사회운동, 자본주의와 비평, 이슬람 문명의 역사, 한국화 역사, 한국전쟁,
현대 한국소설과 영화, 한국의 주권과 국가주의, 두 개의 한국, 동아시아 민족성과 국가주의, 아시아 기억의 정
치, 동아시아 영화, 아시아의 페미니즘, 아시아학 리서치 세미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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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 China, Modernity and Chinese Literature, Gender in Modern Japanese History, Japanese Political
Thought, Postwar Japan, Social Movements in Modern Japan, Capitalism and Its Critics, History
of Islamic Civilization, History of Korean Painting, Korean War, Modern Korean Fiction and Film,
Sovereignty and Nationalism in Korea, Two Koreas, Ethnicity and Nationalism in South Asia, Memory
Politics in Asia, Transnational East Asian Cinemas, Transnational Feminism in Asia, Asian Studies
Research Semina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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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ulture and Design Management

문화디자인경영
목표

Program Purpose

문화디자인경영전공은 문화, 디자인, 기술, 그리고 경영의 결합을 통해 새로운 문화 산업의 새로운 컨텐츠를

The Culture & Design Management (CDM) major aims to nurture and train globally talented

기획, 제작 및 관리할 수 있는 글로벌 전문가와 기업가를 양성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상품의 공급이 수요를

individuals who can plan, produce, and manage creative contents and new businesses in the culture

크게 앞지르고 기술의 장벽이 갈수록 낮아져 가는 현 시장 환경 속에서 각 국가와 기업들은 자신만의 문화적

industry through the convergence of culture, design, and technology. As the supply exceeds the

아이덴티티를 드러낼 수 있는 디자인 경영 역량의 확보에 공격적으로 투자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문화디자인

demand and the technical barriers decrease, companies and countries are investing aggressively to

경영전공은 이러한 트렌드에 발맞추어 학생들이 향후 문화 산업의 리더가 되기 위해 필요한 핵심 지식과 실질

ensure design capabilities that expose their own cultural identities. In order to keep up with today’s

적인 경험을 갖출 수 있도록 다양한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market trends, the CDM major provides a variety of programs that enable students to gain practical
experiences as well as fundamental knowledge regarding the culture industry.

교과과정

Curriculum

문화디자인경영의 커리큘럼은 크게 세 가지 세부 프로그램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첫째는 독창적인 문화 콘

The curriculum of CDM major is divided into three sub-programs. The first is a program that cultivates

텐츠 창작 및 기획과 관련한 인문학적 능력을 배양하는 과정으로 학생들은 이를 통해 창의적 사고와 개념화를

Arts and Humanities ability related to creating and planning original cultural contents. Students in this

위한 견고한 토대를 구축하게 됩니다. 두 번째는 디자인과 기술 과정으로 상상 속의 아이디어를 구체적 제품이

program can build a solid basis for creative thinking and conceptualization. The second is Design and

나 서비스로 구현하기 위한 디자인 및 기술적 기량을 익히게 됩니다. 세 번째 프로그램은 디자인 사업과 문화

Technology for delivering concrete products or services. Students will be equipped with lifelong design

제품을 기획, 실행 및 평가하기 위한 경영 과정으로 학생들은 전문 리더로 성장하기 위한 실무 지식과 경험을

and technical skills that transform their imagination into reality. The third program is Management

갖추게 됩니다.

for the ability to plan, implement, and evaluate cultural products and design businesses. Students can
obtain practical knowledge and hands on experiences to become professional leaders.

진로

Careers

문화디자인경영전공에서 제공하는 프로그램을 통해 학생들은 자신의 적성과 일치하는 문화산업 내의 다양한

Through the programs that the CDM major provides, students can identify the career paths that

진로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제품과 서비스 기획 분야에서는 이벤트 기획 전문가, 대기업 기획 부서의 경영자

fit their aptitudes within the culture industry. Examples in product and service planning are event

및 디자인 상품 기획자 등이 있습니다. 디자인에 관심이 있는 학생들은 크리에이티브 디렉터, 패션 MD, 혹은

planning experts, corporate managers in major companies, and design merchandise planners. Students

디지털 컨텐츠 프로듀서로 활동할 수 있으며 경영 분야에 강점을 가진 학생들은 대기업 브랜드 경영자, 글로벌

with an interest in designing can be creative directors, fashion MDs, or digital content producers. A

전략 마케터, 디자인 사업 컨설턴트, 정책 입안자 혹은 예술 큐레이터로 일할 수 있습니다.

corporate brand manager, strategic global marketer, design business consultant, policy maker and art
curator are some of the available careers for the student whose strength is management.

교수진

Faculty

문화디자인경영전공은 연세대학교 내의 다양한 학과의 세계적 수준의 교수진을 갖추고 있습니다. 참여 대학

The CDM major is composed of world-class level faculty members from various academic

으로는 생활과학대학, 경영대학, 법과대학, 공과대학 등이 있으며 연세대학교 국제캠퍼스의 융합공학부와도

departments. Participating parties include, but are not limited to, College of Human Ecology, School

긴밀한 협력을 통해 시너지 효과를 꾀하고 있습니다.

of Business, College of Law, and College of Engineering. A noteworthy fact is that we are seeking
synergies through close collaboration with other departments at Yonsei International Campus such as,
the School of Integrated Technology.

주요교과목
문화디자인경영 입문, 디자인스튜디오 1-4, 소비문화 및 패션트렌드, 디자인혁신, 서비스디자인, 전략마케팅

Major Courses
Introduction to Culture and Design Management, Design Studio 1-4, Culture and Fashion Trends in
Consumption, Design Innovation, Service Design, Strategic Market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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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formation and Interaction Design

정보 인터랙션디자인
목표

Program Purpose

정보인터랙션디자인전공은 정보, 제품, 서비스의 혁신적인 디자인을 통해 기존의 문제점들을 분석, 개선하고

The Information and Interaction Design Major focuses on developing effective information systems and

새로운 가치와 경험을 창출할 수 있는 유연하고 창의적인 글로벌 인재들을 양성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본

exploring new forms of interaction through the study and practice of design. We believe that designers

전공에서 제공하는 디자인의 창의적인 문제 해결 방식 및 관련 기술과 인간 행동 방식에 관한 폭넓은 이해를

of the future are not mere form-givers to 2D screen or 3D objects; they are creative thinkers who are

바탕으로 한 학제간 커리큘럼을 통해 학생들은 급속도로 변화하는 정보 기술 및 생활 환경에서의 다양한 혁신

able to discover new possibilities and meticulously shape the form and behavior of products, services,

들을 경험해 볼 수 있습니다. 근래 유수의 해외 기술 디자인 관련 기업들에서 매년 인터랙션 디자이너 또는 사
용자 경험(User experience) 디자이너의 채용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어 정보인터랙션디자인전공의 취업 및
전망도 밝은 편입니다.

environments, and systems that embrace real-world challenges. Based on the principle of humancentered design, the Information and Interaction Design major enables our students to become effective
communicators in various contexts as well as well-rounded problem solvers, leveraging their roles
through the synthesis of creative design approaches, relevant technology, and rigorous and systematic
thinking through research.

교과과정

Curriculum

정보인터랙션디자인전공의 교육과정은 크게 정보 디자인(발상 및 설계, 표현)과 인터랙션 디자인(사용자 경험

The curriculum of the Information and Interaction Design major consists of a combination of studio,

이해 및 분석과 관련 기술 습득)의 두 가지 분야로 구성됩니다. 이를 위해 학생들은 인간 중심 디자인(human-

seminar and method courses based on a human-centered design process that integrates perspectives

centered design) 원칙을 기반으로 하여 창의적인 사고나 안목 외에 관련 기술에 대한 이해 및 적용, 인간 심

and knowledge from the humanities, social sciences, human-computer interaction, and design. Students

리 및 행동들의 학습과 같은 관련 학문 분야 지식을 습득하면서 학생들 스스로 일상 생활에서 마주치는 문제점

are able to cover a wide range of topics from the fundamentals of communication and design such

들을 발견하고 관련 연구 및 조사를 통해 다양한 해결책을 제안하는 프로젝트 중심의 수업을 수행하게 됩니다.

as, typography, information design, mobile application prototyping, user experience research and

수업 결과물의 형태는 모바일 앱, 웹 인터페이스에서부터 제품, 영상, 공간 설치물까지 다양하게 도출될 수 있

visualization methods to more advanced topics in interaction design, physical computing, and capstone

으며, 따라서 교육 과정 동안 관련 디자인 이슈들과 기술의 융합 학습이 필수적입니다.

project. In each course, students work to gain an analytic and empathic understanding of human,
interaction, environment and system in order to better envision the future of communication through
the process of inquiry into diverse problems given. In addition, students have opportunities to practice

진로
정보인터랙션디자인전공의 졸업 후 진로는 1) 기술 제품 디자인 관련 기업의 인터랙션 또는 사용자 경험 디자
이너 2) 광고 영상 관련 또는 게임 회사의 크리에이티브 디렉터 3) 신기술, 제품 개발을 통한 창업 등의 분야
에서 신제품 및 서비스 제품 기획 담당 또는 실제 제품 개발 및 디자인 등을 수행하는 역할로 구분할 수 있습니

communicating their ideas through critiques, talks, presentations, and demonstrations so that they
become effective communicators in various contexts. Altogether, the four-year long program culminates
to a senior project and Techno-Art capstone project that demonstrates the mastery of knowledge,
process, and skills in information and interaction design.

다. 또한 이 분야에서 학자 또는 교육자로서 학업이나 연구를 수행하고자 하는 졸업생들은 관련 분야의 국내,

Careers

국외 대학원에 진학을 하게 됩니다.

Graduates of the Information and Interaction Design major will pursue careers that include 1) an
interaction designer or user experience designer at corporates, consultancies or tech firms 2) a creative
director in advertising or game company 3) a design strategist at startups, non-profits, and public service

교수진
정보인터랙션디자인전공의 교육은 디자인과 테크놀로지, 인간 컴퓨터 상호작용(human-computer
interaction)을 기반으로 한 융합적 전공과정으로 연세대학교의 관련 분야의 전임교원들과 해외석사, 실무기
반의 전문가들이 담당하고 있습니다. 또한 국내, 해외 최고 전문가들의 특강 및 프로젝트를 기반으로 한 교육
과정과 인턴쉽 등을 통해 새로운 서비스 및 제품의 수요 및 관련 기술 동향 등에 대한 실무적인 교육을 강조하
고 있습니다.

organizations. In addition, they can pursue a master’s degree by studying at graduate schools in Korea or
abroad.

Faculty
For the Information and Interaction Design major, faculty members are drawn from the disciplines of
information design, interaction design, human-computer interaction, broadcasting and movies, media
art and game design. In addition to faculty who participate from the Sinchon campus, students will
also have opportunities to interact with course lecturers or guest lecturers who are top experts in their

주요교과목
인터랙션 디자인, 모바일 앱 프로토타이핑, 비주얼 시스템, 사용자 경험 연구 방법론, 정보와 지각, 타임 모션
커뮤니케이션, HCI 세미나, 시니어 프로젝트, 테크노아트 캡스톤 프로젝트

relative fields.

Major Courses
Interaction Design, Application Prototyping, Visual System, User Experience Research Methods,
Information and Perception, Time Motion and Communication, HCI Seminar, Senior Project, Techno-Art
Capstone Proje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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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reative Technology Management

창의기술경영
목표

Program Purpose

IT와 경영을 융합한 창의기술경영전공은 학생들이 창의 기술, 특히 정보 시스템과 응용 분야에서 글로벌 비즈

Bridging the disciplines of IT and management, the CTM major prepares students to become global

니스 리더와 경영 전문가가 될 수 있도록 양성하는 과정입니다. 창의기술경영에서 제공하는 과정들은 학생들

business leaders and management experts in the field of creative technology, especially from the

이 IT사업, 창의적 산업 컨설팅, 에터테인먼트, 디지털 미디어, IT 관련 서비스 분야에서 활약할 수 있도록 경

perspective of information systems and applications. The courses in the CTM major constitute a broad

영, 기술, 사업가적 역량을 길러줍니다. 또한 창의기술경영전공 학생들은 창의적 산업(Creative Industry) 영

program of study designed to provide a managerial, technical, and entrepreneurial background,

역에서 직접 새로운 사업을 시작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출 수 있습니다.

which will enable students to qualify for opportunities in IT business, creative industry consultancy,
entertainment, digital media and IT related services. The CTM major is an excellent springboard for those
wishing to start their own ventures in creative industries.

교과과정
창의기술경영의 교과과정은 크게 정보시스템 분야와 사업 분야로 나뉩니다. 한 분야에 보다 집중하고 싶은 학

Curriculum

생들을 위해 다양한 선택과목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테크노아트학부의 3개 전공(정보인터렉션디자인, 창의기

The curriculum can be split into two major components: an information systems component, and

술경영, 문화디자인경영)에 소속된 모든 4학년 학생들은 캡스톤 프로젝트 과목을 필수로 이수하게 됩니다. 해

an entrepreneurship component. Various electives are available for students who want to focus on a

당 과목을 통해 학생들은 다양한 전공의 학우들과 함께 새로운 상품과 서비스를 직접 디자인하고 만드는 경험

particular component over others. During their senior year, students are required to take the Capstone

을 쌓게 됩니다.

course, in which students from all 3 TAD majors (Creative Technology Management, Culture & Design
Management, Information & Interaction Design) work together to design and create a product or service
of their choice.

진로
창의기술경영 졸업생들은 다양한 분야에 진출할 수 있게 준비됩니다. 최근 졸업생들은 대기업의 기술관련 부

Careers

서에서 근무하거나, 약대와 같은 대학원에 진학하고 있습니다. 재학생들은 대기업이나 유수 컨설팅 회사에서

CTM graduates can expect to be prepared for a wide variety of careers. Recent graduates are working

인턴 경험을 쌓고 있습니다. 더 많은 졸업생들이 배출됨에 따라 향후 창의기술경영 졸업생들이 창의적이고 기

in a tech spin-off company of large Korean corporations and also attending graduate school (e.g.

술적인 분야로 활발히 진출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합니다.

medicine). Current students have also found internships at multinational corporations as well as major
top-tier consulting firms. In the future, we expect CTM graduates to move on to more hands-on roles in
the creative and technological industries.

교수진
창의기술경영 전공은 최첨단 IT산업에 필요한 창의적이고, 독립적인 사고 역량을 갖춘 창의인재를 양성하기

Faculty

위해 대부분이 해외 우수 대학에서 교수 경험이 있는 최고의 연세대학교 교수진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IT융

The CTM faculty is comprised of globally recognized professors who have previous teaching and

합을 선도하는 정보대학원을 중심으로, 공과대학의 컴퓨터공학부와 국제대학원 소속 교수 등으로 구성되어

research experiences in prestigious universities around the world. The faculty focuses on educating

있으며, 필요한 지식과 경험을 공유하여 다학제간 융합 교육의 효과를 극대화 하고 있습니다.

students to develop keen insights and talents in creative and independent thinking skills. Moreover,
coming from various affiliations with diverse academic disciplines including Graduate School of
Information, Department of Computer Sciences in the College of Engineering, and Graduate School of

주요교과목

International Studies, The CTM faculty aims to provide an interdisciplinary convergence education for

테크노베이션, 창의산업 프로젝트 경영, 창의기술산업의 경영모델, 신제품과 서비스 개발, 벤처사업을 위한 투

students to share their academic knowledge and research experiences.

자유치, 창의기술산업의 기업경영, 글로벌 UX/UI, 컨설팅과 기술, 미디어 엔터테인먼트 산업과 정책, 정보보
안과 개인정보보호, 디지털 경영 전략

Major Courses
Technovation, Project Management in Creative Industry, Business Models in Creative Technology
Industry, New Product and Service Development, Attracting Investment for an Entrepreneurial Venture,
Entrepreneurially Managing in Creative Technology Industries, Global UX/ UI Project, Consulting and
Technology, Media Entertainment Industry and Policy, Information Security and Privacy, Digital Business
Strateg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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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ustice and Civil Leadership

사회정의리더십
목표

Program Purpose

사회정의리더십전공은 정의에 대한 감수성과 전문성을 겸비하여 국내외 시민사회를 비롯한 공공영역 및 민간

The Justice and Civil Leadership major aims to develop future leaders with keen awareness of, and

영역에서 정의를 실현하는 리더십을 발휘하는 인재를 양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사회정의리더십전공은

specialized training in, issues relating to justice for individuals and society in the public and private

학생들에게 철학, 정치학, 경제학, 사회학 등 인간의 삶과 공동체생활에 대한 인식을 심화하는 인문학과 사회

sectors, both domestically and internationally. The Justice and Civil Leadership major, by deploying

과학의 방법론, 가치정향을 체득하게 합니다. 또한 법철학, 법사회학 등 법학적 인식론, 방법론 및 기본적 지식

methodologies from the humanities and social sciences, allows students to acquire and deepen their

체계를 연마시켜 인문사회적 현상들이 국가와 시민사회의 공적 소통과정에서 공공문제로 전환되어 해결되는

knowledge in the fields of philosophy, politics, economics and sociology. In addition, though training in

과정을 주도하는 시민적 리더십을 함양하는데 필수적인 규범적 분석력, 판단력, 정책기획력, 창의적 실천력 등

legal theory, legal philosophy, law and society and other related fields, the major aims to cultivate the

을 기르는데 교육목표를 두고 있습니다.

critical civic leadership skills necessary to resolve the critical issues facing governments and civil society
through public discourse. The educational purpose is to help students gain skills such as normative
analysis and judgment, policymaking, planning and administration, creative problem solving, etc.

교과과정
사회정의리더십전공은 UIC 공통교과과정 외에 다음의 특색을 가진 특화 교과과정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첫

Curriculum

째로 사회정의리더십전공은 학제적 방법론과 가치정향을 융합적으로 함양하는 과정이므로 관련된 인문학, 사

The curriculum of the Justice and Civil Leadership major encompasses both a comprehensive pre-law

회과학의 학제적 특성과 상호관계에 대한 입문과정을 반드시 이수하게 됩니다. 둘째로 미래사회의 복잡한 현

program and an interdisciplinary program in philosophy, politics and economics. First, the curriculum will

상과 다양한 직업군에서 공통적으로 필요한 기초소양을 함양하면서도 인문사회적 현상의 분석과 통찰력을 기

require students to develop familiarity with relevant fields in both the humanities and social sciences with

르는데 필수적인 비판적 판단에 규범과 비판적 판단 과목을 필수적으로 이수합니다. 셋째로 교육방법의 다양

respect to different methodologies and making value judgments. Second, in order to prepare students to

성을 통해 주체적인 평가능력을 갖춘 소통형 리더십을 함양할 수 있도록 리서치 디자인이나 양적 분석 등 리서

address complex and diverse societal issues in a variety of different professional areas, students will take

치방법론을 선택적으로 이수하도록 지도합니다.

courses that enable them to acquire the skills of critical thinking and normative evaluation necessary to
understand and analyze these multifaceted issues. Third, the curriculum’s diversity with respect to both
subjects and methods will enable students to exercise their independent judgement in framing research

진로

projects and evaluating methods, concepts and arguments relating to different research areas.

사회정의리더십전공은 졸업 후 공공행정 및 법학, 국제관계, 언론, 경영, 사회복지 등 다양한 공공영역과 관련
한 전문 과정으로 진학하거나 중앙정부나 지방정부, 국제기구, 컨설팅, 기업경영, 비영리공공기관 등 실무계,

Careers

관련 학문 영역에서 교수나 연구원 등 연구자나 정책기획자 및 자문가로 활동하고자 하는 학생들에게 적합한

The Justice and Civil Leadership major aims to prepare students for careers in the fields of public

교육프로그램입니다.

administration, law and regulation, international affairs, media and communications, business, social
welfare, and a variety of other public and private sector professions. The major will assist in preparing
students for careers in central or provincial government agencies, international organizations, consulting

교수진

firms, corporations, non-profits and non-governmental organizations, academia, research, policymaking

사회정의리더십전공은 다양한 학문분과의 학제적 융합적 전공과정으로서의 특성에 따라 연세대학교의 다양

and planning, etc.

한 학문분과 전임교원들이 학생들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철학, 정치학, 사회학, 경제학은 물론 법학전문대학원
교원도 참여합니다.

Faculty
Given the diverse interdisciplinary nature of the Justice and Civil Leadership major, a number of faculty
members with primary training in various different fields will participate and collaborate, including in the

주요교과목

areas of philosophy, politics, economics, sociology, and law.

사회정의리더십 입문, 규범과 비판적 판단, 사회정의론, 법과 정치의 철학적 기초, 공공행정과 시민참여,
인권과 사회

Major Courses
Introduction to Justice and Civil Leadership, Moral Reasoning & Critical Judgment, Social Justice: Theory,
Policy, and Law, Philosophical Foundations of Law and Politics, Civil Leadership and Participation in
Public Governance, Human Rights in Context: Principles and Practic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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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antitative Risk Management

계량위험관리
목표

Program Purpose

현대사회 글로벌금융시장에서 위험관리의 중요성은 최근의 금융위기, 더 복잡해지고 있는 금융상품들, 그리

As modern financial institutions face various risks from a wide range of financial and non-financial

고 국제적으로 통합이 되어가는 금융시스템 등으로 인해 그 어느 때 보다 부각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체계적인

sources, measuring and managing these risks have become a vital part of their daily and strategic

금융위험의 측정과 관리는 금융권뿐 아니라 사회전반에 아주 중요한 부분이 되고 있습니다. 계량위험관리전

decision-making process. Due to the interconnectedness of the international financial system, we now

공은 현대사회에서 볼 수 있는 다양한 금융위험들을 과학적으로 측정하고 이해하며 관리할 수 있는 최고 수준

witness that the consequences of financial risks can not only affect individual institutions, but all of

의 인재를 육성하기 위해 설립되었습니다. 계량위험관리전공은 과거 분리되어 왔던 관련 학문분야들을(경제
학, 통계학, 금융공학, 보험계리학 등) 아울러 현대사회에서 요구되는 금융위험들을 계량적인 관점에서 이해
하고 그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융합전공입니다. 과정의 목표는 거시적인 경제학적인 안목과 함께 금융시장
에서 거래되는 상품들 및 그 내재된 위험들의 수리적인 모형들을 이해하고 사용할 수 있는 기술적인 역량을 두
루 갖춘 인재를 양성하는 데 있습니다.

교과과정

society. Quantitative Risk Management (QRM) is a multidisciplinary program designed to give students
opportunities to study advanced quantitative methods and models used in the modern financial world.
After completion of the program, successful students will be able to start careers in various positions in
financial risk management. QRM has a vision to nurture interdisciplinary global talents for financial risk
management by creating synergistic effects which transcend traditional academic disciplines such as
economics, statistics, actuarial science, and other relevant fields.

Curriculum
As an interdisciplinary program, QRM covers a wide range of academic disciplines, such as economics,

계량위험관리전공은 경제학, 통계학, 금융공학, 보험계리학 등 관련 학문분야의 융합적인 교육을 통하여, 금융

applied statistics, mathematical finance, and actuarial science. It offers a rich, yet mathematically rigorous,

위험관리를 체계적으로 학습할 수 있는 교과과정을 제공합니다. 교과과정은 다양하면서도 계량적인 요소들을

curriculum that enables students to understand, measure, and manage the risks underlying diverse

강조하는 과목들로 구성되어 있어, 학생들은 거시적인 경제적 관점과 함께 현대 금융실무에서 사용되는 실제

financial models and the economy. In particular, students will learn the system of the financial market,

적인 수리적 모형들과 방법론들을 배울 수 있습니다. 전공과목들은 거시 및 미시경제학, 금융시장에서 사용되

the risks underpinning the market, and ways to measure, monitor, and manage those risks.

는 통계적 모형, 채권과 이자율 및 그 연관된 위험들, 주식모형들의 이해, 파생상품, 신용 및 사업위험, 금융공

Subjects taught include: macro and micro economics, statistical models for financial markets and

학, 생명 및 손해보험의 수리적 모형, 자산부채모형, 금융규제 등이 있습니다.

products, fixed income securities and related risks, equity models, financial derivatives and structured
products, credit and operational risks, financial engineering, life and non-life insurance loss models, assetliability management, regulation, and other risk analytics.

진로
계량위험관리전공 졸업생은 은행, 보험, 증권, 자산운용, 신용평가, 컨설팅 등의 민간기업의 다양한 관련영역
에서 위험관리 전문가로서 활약할 수 있으며 또한 공공기업인 금융감독이나 유관기관들에 진출 할 수도 있습
니다. 만약 더욱 깊이 있는 연구에 관심이 있다면 대학원 과정에 진학하여 학업을 지속하거나, 혹은 국책연구
소, 민간연구소 등에 진출하여 연구를 수행할 수 있습니다.

Careers
Our program provides students with a strong foundation in quantitative risk management. After
completing the program successfully, QRM graduates will be well prepared for careers as qualified
professionals within financial institutions such as banks, securities firms, insurance companies, asset
management firms, ratings agencies, and consulting firms, as well as other private organization that
require advanced skills in risk management. Public sector jobs, such as those in regulatory authorities, are
an alternative career choice. QRM graduates can also pursue higher education, or work for government

교수진

and private research institutes and universities.

연세대학교에서 경제학, 통계학, 금융공학, 보험계리학 등 다양한 학문들을 연구하고 있는 뛰어난 교수진들이
계량위험관리전공 과목들을 강의하고 있습니다. 본 전공의 교수진들은 이미 다년의 탁월한 교육과 연구경험

Faculty

을 가지고 있으며 각자의 분야에서 이미 전문가로 알려져 있어 국내최고수준의 강의가 이루어집니다.

Qualified faculty members of Yonsei University from diverse disciplines will teach the courses offered
at QRM. The faculty members have expertise in multitude fields such as economics, statistics,
mathematics, and quantitative analysis for financial risk management. All faculty members have years

주요교과목
계량위험관리입문, 통계학입문, 기본경제분석, 통계방법론, 금융공학원론, 수리통계학, 미시경제학, 거시경제
원론, 국제금융론, 국제금융시장분석, 데이터마이닝, 통계적위험관리

of proven records in teaching and research in the field of QRM, and some of them are nationally
acclaimed academics in their fields.

Major Courses
Introduction to Quantitative Risk Management, Introduction to Statistics, Fundamentals of Economic
Analysis, Statistical Methods, Principles of Financial Engineering, Mathematical Statistics, Microeconomics,
Principles of Macroeconomics, International Money and Finance, Analysis of International Financial
Market, Data Mining, Statistical Risk Manage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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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cience, Technology, and Policy

과학기술정책
목표

Program Purpose

과학기술정책전공은 인문학, 사회과학, 과학, 공학을 한데 아우르는 학제적 학문으로 과학기술이 사회에 미치

The Science, Technology, and Policy (STP) major combines concepts and methods from the humanities

는 다양한 영향의 이해와 이에 대한 비판적 연구의 수행에 초점을 두고 있습니다. 과학기술정책전공은 인문학

and social sciences to provide a framework through which to analyze the complex interactions between

과 사회과학의 개념과 방법론을 활용하여 과학기술과 사회 간의 복잡한 상호작용을 분석, 해석할 수 있는 생각

science, technology, and society. The STP is designed to empower students to frame and forecast science

의 얼개와 이를 효과적으로 의사소통 할 수 있는 능력, 그리고 이를 바탕으로 한 실천력의 배양을 교육의 목적

and technology in the service of society. It prepares students to understand both the technical and social

으로 합니다. 이러한 교육을 통해 과학기술정책 전공생들은 분과학문들의 단절적인 한계를 극복하고 다양한

dimensions of science and technology, giving them a language to frame and apply critical interdisciplinary

학문을 연결하는 통합적 사고방식을 지니게 될 것입니다.

thinking, research, and communication skills in national and international policy issues of government,
private and public sectors including NGOs, in order to become leaders in our increasingly technologydriven society.

교과과정
과학기술정책전공의 교과과정은 크게 방법론, 세미나, 실험실습, 인턴십 등 네 분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방

Curriculum

법론은 학생들이 독자적으로 관련 이슈들을 분석하고 이해하는데 필요한 연구방법에 관한 수업입니다. 세미

The STP curriculum utilizes a multifaceted approach which includes research methods, seminars,

나는 과학기술정책전공의 학제적 특징을 드러내는 것으로 지구온난화, 과학윤리, 유전자조작, 로봇과 인류의

laboratory work, and internships. Courses on methods will equip students with a set of powerful tools

미래 등과 같은 다양한 이슈의 분석을 통해 과학기술 발전과 관련된 사회적 이슈들을 이해하고 이의 해결을 위

to analyze and understand the data. Seminar courses allow students to experience the interdisciplinary

한 대안을 제시합니다. 실험실습은 문과 배경의 과학기술정책 전공생들이 실험실에서의 실습을 통해 실험을

nature of STP by focusing on diverse issues such as global warming, GMO foods, and science fiction

경험하고 이를 통해 과학적 논리를 이해할 수 있도록 고안된 과목입니다. 실험실 경험이나 과학적 논리의 이해

films. Laboratory courses take place in state-of-the-art facilities, allowing students to experience the

가 부족할 경우 과학기술에 대한 이해가 피상적일 수 있기 때문에, 실험실습 과목을 통해 과학기술 이해 능력

fundamentals of laboratory experiments and to understand the basic logic of science. Internship courses

을 강화합니다. 또한 과학기술정책전공은 과학기술의 사회·정책적 차원에 초점을 두어 인턴십 등을 통한 실질

help students to experience theory in action, deepening their understanding of the complex nature of

적인 경험을 바탕으로 학생들의 활동이 사회이슈의 복잡성 이해와 객관적인 현실분석에 기반을 두도록 합니

social issues while building their advocacy capabilities.

다.

Careers
The STP major prepares students for success in professions that demand interdisciplinary fluency across

진로

technological and social frameworks and enables them to become leaders in public organizations

상이한 분야를 아우르고 통섭할 수 있는 생각의 얼개와 소통의 틀을 지닌 과학기술정책전공학생은 수요가 늘고

including the government, think tanks, international agencies, universities, NGOs as well as private

있는 과학기술과 사회 간의 경계를 넘어서는 다학제적 능력을 선호하는 분야와 직업에 적합합니다. 구체적으로

companies in various areas such as the media, IT, medicine, and bio industries transcending national

정부나 싱크탱크, 국제기구, 대학, NGO 등의 공공기관에서 사업의 기획자 및 관리자는 물론 미디어, 의학, 생명

boundaries, where the understanding of science and technology becomes crucial for success.

공학 등 과학기술의 사회적 이해가 필수적인 분야의 기업 지도자로 성장할 수 있을 것입니다. 기존에 인문사회
전공자의 고유영역이라고 분류되었던 영역들에서도 조차도 과학기술에 대한 이해가 필수적이 되어가고 있기

Faculty

때문에, 통섭적 역량을 지닌 과학기술정책전공자에 대한 수요는 지속적으로 상승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Since the STP major is an interdisciplinary program, faculty members specialize in various disciplines
including science, engineering, social sciences, and humanities in order to provide students with diverse
but deeply engaging perspectives on complex issues related to science and technology. The majors of

교수진

the faculty are as follows: biochemistry and biology, material science & engineering, environmental

학제적인 학문의 특징에 알맞게 과학기술정책전공의 교수진은 과학전공·공학전공·인문학 전공·사회과학 전

engineering, information & industrial engineering, theology, sociology, and public policy studies.

공자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구체적으로는 생명시스템대학, 이과대학, 공과대학, 문과대학, 신과대학, 사회
과학대학 그리고 정보대학원의 교수진들이 강의와 지도에 참여합니다.

Major Courses
Introduction to Science, Technology, and Policy, The Rise of Modern Science, Philosophy of Science and
Technology, Social Interpretation of Scientific Data I, Science, Technology, and Public Policy

주요교과목
과학기술정책입문, 현대과학의 성장, 과학기술철학, 과학적 데이터의 사회적 분석, 과학, 기술 그리고 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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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stainable Development and
Cooperation

지속개발협력
목표

Program Purpose

지속개발협력전공은 국제개발 관련 분야로 진출하여 활동할 인재를 양성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국제개발

The Sustainable Development and Cooperation (SDC) major aims to equip students to pursue a future

은 지속가능 경제성장, 환경보전, 빈곤 퇴치, 불평등, 인권, 보건, 교육과 같은 폭 넓은 개발 의 제를 다루는 분

in international development, which encompasses a broad range of development issues such as,

야입니다. 또한 지속개발협력전공은 세계 여러 나라의 다양한 개발경험을 여러 학문 간의 융합 교육을 통하여

poverty reduction, inequality, human rights, health, education, economic growth, and environmental

학생들에게 전수합니다. 지속개발협력 전공 학생들은 경제학, 정치학, 인류학, 역사학 등 여러 학문 관점에서

preservation. Students will acquire theoretical and conceptual skills that enable them to address a wide

각양각색의 개발 문제를 해결 할 수 있도록 이론 및 개념적 기술을 습득하게 됩니다. 또한 학생들은 개발 전문

variety of development issues from the perspectives of diverse academic disciplines including economics,

가로서 활동 할 수 있도록 국제개발 현장에서 직접 경험을 하게 되며 인류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한 역할

politics, anthropology, and history. Students will also develop practical field experience as a development

을 수행할 수 있도록 교육을 받게 됩니다

practitioner and play an informed role in the struggle for the improvement of human life.

Curriculum
교과과정

The curriculum of the SDC major consists of a combination of three major academic areas: development

지속개발협력전공의 교육과정은 지속가능학, 개발학, 지역학 및 국제학 세 가지 주요 학문 분야로 구성되어 있

studies, regional and international studies, and sustainability studies. The curriculum of development

습니다. 지속가능학은 환경 보전과 지속 가능한 경제성장의 문제에 초점을 맞추고 있으며, 에너지와 환경정책,

studies focuses on the theories and practices of international development and covers subjects such

환경관리, 환경정책과 지속가능개발과 관련된 과목이 개설되어 있습니다. 개발학은 국제개발의 이론과 경험에

as the history of international development, development cooperation and foreign aid, economics

초점을 맞추고 있으며 국제개발이론, 개발협력과 대외원조, 국제개발의 경제학, 국제개발의 역사와 같은 과목

of international development, and development field research. Regional and international studies

이 있습니다. 지역학 및 국제학은 국가들 간의 관계를 형성하는 역사적, 문화적, 정치적 요인을 분석하고, 국제

analyze the historical, cultural, and political factors that shape relations among countries by exploring

분쟁과 협력, 국제정치경제, 국제법 및 거버넌스와 같은 과목을 다루고 있습니다.

international conflict and cooperation, international political economy, and international law and
governance. Sustainability studies focuses on environmental preservation and sustainable economic
development by looking into energy and environmental policy, environmental management, and

진로

sustainable development.

본 전공과정에서의 교육을 통해 학생들은 국제개발과 환경문제에 대한 전문가로서 관련분야에 진출하여 성공
적인 커리어를 시작할 수 있는 준비를 하게 됩니다. 지속개발협력전공 졸업생들의 진로를 보면 KOICA, UNDP

Careers

및 세계은행 등과 같은 국내 및 국제 개발 기구 등을 들 수 있습니다. 또한 졸업생들은 비영리 단체, 비정부기

SDC will give students a deep understanding of developing countries and emerging markets, which will

구, 정부기관, 개발은행 등에서 컨설턴트로 일할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됩니다. 또한 개발협력 학문 분야에서 학

prepare them for careers in international development and cooperation. Career paths for SDC graduates

자로서 활동을 하고자 하는 졸업생은 국제개발과 협력에 대한 지식을 더욱 넓히기 위해 대학원 진학을 하게 됩

include working in domestic and international development agencies, such as KOICA, UNDP, and the

니다.

World Bank.

Faculty
교수진

The SDC major fully utilizes the diverse backgrounds and perspectives of faculty from various

지속개발협력전공의 교육은 연세대학교의 여러 학과에서 다양한 지식과 경험을 갖춘 교수들이 담당하고 있습

academic departments. World-class faculty members in the area of international development and

니다. 국제개발협력 분야가 전공인 세계적 수준의 교수진이 국제학대학원, 사회복지학과, 행정학과 및 보건대

cooperation are drawn from the Graduate School of International Studies, the Department of Social

학원 등에 소속되어 있습니다. 또한 KOICA와 같은 개발기관의 국제개발협력 전문가들이 실제 국제개발 현장의

Welfare, the Department of Administration, and the Graduate School of Public Health. In addition,

상황과 전략 등을 학생들에게 교육하기 위하여 강의 및 현장 실습에 참여하게 됩니다.

specialists in international development and cooperation from development agencies, such as KOICA,
will participate in lectures and field research to enhance students’ practical knowledge of real-life
development situations and strategies.

주요교과목
국제개발학입문, 환경정책과 지속가능개발, 개발협력과 해외 원조, 국제개발의 정치학, 빈곤과 사회 후생,

Major Courses

국제분쟁과 협력

Introduction to International Development, Environmental Policy and Sustainable Development,
Development Cooperation and Foreign Aid, Economics of International Development, Poverty and
Social Welfare, International Conflict and Cooper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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융합과학공학계열

융합과학공학계열은 순수과학과 공학 분야 쪽으로 장래를 희망하는 학생들, 특히 기존의 전통적인 순수과학
또는 공학 학부에서는 찾을 수 없는 학제간의 연구에 관심을 갖고 있는 학생들을 위한 새로운 개념의 융합 계
열입니다. 소속 학생들은 심도 깊은 이론적인 수업뿐만 아니라, 랩에서 직접 실험을 수행하면서 학설들을 적
용해 봄으로써 생명, 에너지환경, 나노 등의 분야에서 전문성을 갖게 될 것입니다. 동시에 학생들은 과학과
기술이 우리 사회나 정치, 경제에 어떤 영향을 끼치는지에 대해서도 깊이 이해하게 됩니다.

Integrated Science and
Engineering Field
The Integrated Science and Engineering (ISE) Field is designed for students who have genuine
interests in natural sciences or engineering fields, but who also wish to pursue an interdisciplinary
study on their chosen specialization that is not available in a typical natural science and engineering
program. ISED students gain a thorough understanding of subjects including biotechnology,
nanoscience, energy and environmental technology by rigorously studying theories and applications
in both the classroom and hands-on experiments in the laboratory. At the same time, students gain
a solid understanding of the ways in which science and technology affect our society, politics, and
economy.

융합과학공학부 Integrated Science and Engineering Division (ISED)
• 나노과학공학 Nano Science and Engineering
• 에너지환경융합 Energy & Environmental Science and Engineering
• 바이오융합 Bio-Convergence

융합과학공학계열 | Integrated Science and Engineering Fiel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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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ano Science and Engineering

나노과학공학
목표

Program Purpose

나노과학공학전공은 나노학문 분야에서 최고의 경쟁력을 갖춘 글로벌 인재를 육성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

The Nano Science and Engineering (NSE) major is based on an interdisciplinary curriculum that spans

다. 이를 위해 물리, 화학 등 기초 학문 분야와 다양한 나노응용분야를 포괄하는 경쟁력 있는 융합형 교육시

basic science, applied principles, and nano-applications. Experiment-oriented courses held in cutting-

스템을 추구하고 있습니다. 나노분야는 반도체, 디스플레이, 광학, 나노바이오, 나노전자와 같이 차세대 성

edge facilities to promote fundamental research ability and problem-solving skills. This major meets

장 동력 산업을 선도할 창의적이고 혁신적인 연구가 요구되는, 미래 사회의 가장 중요한 분야입니다. 나노

the educational needs for various nano-related fields such as, semiconductors, displays, nanomaterials,

과학공학전공의 학생들은 다양한 분야의 최고의 교수진이 제공하는 나노기반 교과목과 나노스케일이 가져

photonics, nano-bio, and nano-electronics. Students interested in innovative solutions to the tech

다 주는 새로운 원리 및 창의적인 응용에 대한 심도 있는 교육을 받게 됩니다. 특히 학부에서부터 체계적인

world’s major challenges are best suited for this demanding program. Education in the NSE major will

실습위주의 교육을 받을 수 있게 되어 있어 학생들이 기초연구역량을 강화하는데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lead students to the forefront of the global nanotechnology industry.

교과과정

The NSE major is composed of basic courses, advanced courses, and applied courses that cover the

나노과학공학전공의 교과과정은 물리, 화학, 수학 등 기초 과학과목을 기반으로 기초과목, 심화과목, 응용

disciplines fundamental to scientific inquiry such as, physics, chemistry, and mathematics. Students

과목 등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열역학, 유무기 및 고분자 화학, 전자기학, 응용생화학, 양자역학 등 나노

start with the basics—thermodynamics; organic, inorganic, and polymer chemistry, electromagnetism,

현상을 이해할 수 있는 기본과목으로 시작하여 나노고체물리, 나노바이오시스템, 나노광학, 나노광전자시

applied biochemistry, and quantum mechanics for understanding nanoscale phenomena—and

스템, 나노반도체 개론 등 다양한 나노스케일 원리 및 응용에 대한 과목이 개설되어 있습니다. 특히 응용기

progress on to more and more complex subjects—nanoscale solid state physics; nano-bio system;

초과목은 실험실습과 병행해 진행되어 학생들이 나노세계를 이해할 수 있게 하고, 실증적 연구에 대한 기반

nano-optics; nano-photonic systems; introductory nano-semiconductors; and other courses on

교육을 제공합니다. 전공심화설계 과목과 같이 창의적인 아이디어 설계를 통한 연구 환경을 조성하고 졸업

various nanoscale principles and their applications. Along with these basic and applied classes, the

논문을 통해 연구방법론을 탐구하게 됩니다.

program provides foundational education through hands-on experimentation to deepen the students’

Curriculum

understanding of the nanoscale world and to promote practical research.

진로

Careers

나노분야는 전세계 차세대 성장동력산업의 핵심 기반 기술에 해당합니다. 단지 IT 전자산업뿐만 아니라 디

Nanotechnology will be the engine of new growth in the coming century; therefore, our NSE students

스플레이, 반도체, 화학, 소재, 바이오, 에너지산업 등 첨단 기술 분야 대부분을 포괄하여 국내 대기업뿐만

will be eligible for a broad range of career paths. Since nanotechnology is essential for advanced

아니라 관련 외국 기업에도 진출할 수 있는 기회가 있습니다. 국내의 정부출연연구소와 기타 연구기관의 연

technologies in an array of sectors—such as displays, semiconductors, chemicals, materials, bio,

구원 또는 대학의 교원으로서 교육 및 연구를 담당하게 됩니다. 졸업 후에는 좀 더 심화된 연구를 진행하기

energy and IT electronics—students have the opportunity to work for large domestic and international

위해 국내 대학원과 외국의 유수 대학원에 진학할 수 있습니다.

institutions, both public and private. Following undergraduate studies in the NSE, students can pursue
more advanced research in graduate programs at universities in Korea and abroad.

교수진

Faculty

나노과학공학전공의 교육은 연세대학교의 여러 관련 학과의 다양한 지식과 경험을 갖춘 세계적인 수준의

World-class faculty members from diverse fields and with experiences from related academic

교수진이 담당하고 있습니다. 또한 관련 산업체나 연구기관의 전문연구원이 미래 나노과학기술의 발전 및

disciplines provide education for the NSE major. Also, professionals and researchers from related

산업 동향에 대한 교육 및 실습에 참여하게 됩니다.

industry and research institutes participate in educating and practicing on the industry trend and the
development of future nanoscience and technology.

주요교과목

Major Courses

나노특성분석론, 전자기 이론, 열역학, 나노기술개론 및 실험, 수송이론, 반응공학, 고체화학, 주니어 인디

Nano Characterization, Electromagnetic Theory, Thermodynamics, Introduction to Nanotechnology

펜던트 스터디, 나노바이오 기술, 나노에너지 기술, 나노스케일공정, 나노리서치 세미나, 나노전자소자, 나

and Laboratory, Transport Theory, Reaction Engineering, Solid State Chemistry, Junior Independent

노 마이크로 시스템, 나노전자 및 광학, 졸업논문

Study, Nano-Bio Technology, Nano-Energy Technology, Nanoscale Processing, Seminar on NanoResearch, Nano-Electronic Devices, Nano and Micro Systems, Nano-Electronics & Photonics, Thes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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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nergy and Environmental Science
and Engineering

에너지환경융합
목표

Program Purpose

에너지환경융합전공은 인류가 직면하고 있는 에너지, 기후변화, 물 문제의 기술적 해결에 기여할 수 있는

The goal of the Energy and Environmental Science and Engineering (EESE) major is to bring to light

인재 육성을 통하여 미래 사회에 기여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에너지환경융합전공은 에너지·환경 기술

global issues surrounding energy, global warming, and water to meet the needs of the future and

분야의 연구 및 정책결정을 위한 미래 세대를 키우고, 다양한 분야와 협력이 가능한 융합 리더를 배출하고

to build a bridge to that future through today’s energy and environmental technologies. The EESE

있습니다. 에너지환경융합전공은 국제교류를 통하여 에너지·환경 분야의 아시아허브로 성장할 것입니다.

major seeks to cultivate the next generation of researchers and policymakers, to promote leadership
in a comprehensive interdisciplinary energy and environmental program, and to foster links and
partnership between the EESE major and the outside world to build an Asian hub in the field of energy

교과과정

and environment.

에너지환경융합전공에서는 경제성에 기반한 청정 화석 연료, 에너지 효율 향상, 기후변화 대응, 폐기물자원
화, 신재생에너지, 물환경 기술 분야의 융합 교육을 통해 학생들이 현재의 에너지 및 환경 시스템을 이해하

Curriculum

고, 미래 에너지·환경 기술 분야를 개척할 수 있는 능력을 배양하게 됩니다. 이러한 교육은 과학과 공학 교

Students will develop an understanding of today’s energy and environmental technologies and will

육에 기반하며, 나아가 에너지경제, 에너지환경 정책, 기술평가를 이해할 수 있는 기본 교육 내용을 수반하

be able to create tomorrow’s global energy and environmental marketplaces by building knowledge

고 있습니다.

on topics such as, clean fossil fuels, energy efficiency, greenhouse gas reduction, resource recovery,
renewable energy, and sustainable water technology, with an emphasis on economic development.
In addition, the curriculum also includes basic knowledge to understand energy economy, energy and

진로

environmental policy, and technology evaluation.

에너지·환경기술은 세계경제, 환경보호, 에너지안보에 필수적인 분야입니다. 관련 산업들은 기존의 에너지
환경 시스템을 향상시키고, 미래의 국제 에너지환경 시장을 창출할 필요가 있습니다. 따라서 에너지환경융

Careers

합전공 교육은 학생들이 졸업 후 관련된 모든 산업분야에서 성공적으로 활동할 수 있도록 준비하게 하는 것

Energy and Environmental technology is vital for the world economy, for environmental protection,

을 목표로 합니다. 또한 에너지환경융합전공의 졸업생은 에너지 사용과 환경오염을 경제적이면서도 효율

and for energy security. Education at EESE will launch students into successful careers in related

적으로 줄이는 과정에서 발생할 시장, 사회문제 극복을 위한 정책결정 분야로도 진출할 수 있습니다.

industries because these industries move down the innovation spectrum to improve today’s energy
and environmental systems and to create tomorrow’s global energy and environmental marketplaces.
In addition, EESE graduates will also have career opportunities as public and private policymakers

교수진

working to overcome market-based and human behavioral barriers to economically efficient

에너지·환경 분야가 직면하고 있는 문제는 매우 다양한 산업분야와 연관되어 있어 다양한 학문 분야의 교

reductions of energy use and pollution.

수진의 협력적인 교육을 필요로 합니다. 에너지·환경 분야는 화공생명공학, 기계공학, 토목환경공학, 전기
전자공학 등 연세대학교의 다양한 학문분야의 뛰어난 역량을 가진 교수진이 참여하여 다학제적 교육을 제

Faculty

공합니다. 또한 산업체, 국가연구기관 등의 전문가 강의를 통해 에너지효율 기술, 시스템, 실습, 경제성 평

The most pressing problems facing energy and environmental issues and their interaction with various

가 등에 대한 실무적인 교육을 진행합니다.

industrial fields, often require collaborative education from scholars versed in different disciplines. EESE
draws its strength from faculty members across different departments who make up a remarkable
intellectual community of scholars and researchers from diverse fields including the Department of

주요교과목

Chemical & Biomolecular Engineering, the Department of Mechanical Engineering, the Department

유체역학, 열역학, 에너지환경공학 및 과학 입문, 에너지 공학, 지속가능한 수자원 공학, 기후변화의 이해

of Civil & Environmental Engineering, and the Department of Electrical & Electronic Engineering. In
addition, specialists from environmental industries and national research institutes will participate in
lectures to promote efficient technologies, systems, practices, and economic analysis, emphasizing
economically attractive deployment.

Major Courses
Fluid Dynamics, Thermodynamics, Introduction to Energy & Environmental Science and Engineering,
Energy Engineering, Sustainable Water Engineering, Understanding Climate Change Sci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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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io-Convergence
목표

Program Purpose

바이오융합전공은 제약, 생명공학, 화장품과 같은 생명산업을 선도할 창의적이며, 도전적인 새로운 리더를

The Bio-Convergence(BC) major is ideal for open-minded students who wish to become global leaders

키우기 위하여 설립되었습니다. 이를 위하여 우리 전공은 자연과학, 생명과학 및 생명공학, 약과학을 중심으

in the pharmaceutical, biotech, cosmetics, and healthcare industries. The BC major offers students

로 한 융합적이고 체계적인 교육을 통하여 학생들에게 관련 분야에 대한 과학적인 이해를 제공합니다. 이와

the opportunity to study and contribute to the scientific and technological breakthroughs that

같은 원리를 응용하여 인류의 삶의 질 향상에 공헌하는 새로운 기술에 대한 다학제적인 교육프로그램과 다

revolutionize and transform the world. The program is conducted in an interdisciplinary environment

양한 연구기회 및 인턴쉽 프로그램을 제공하여 창의적 글로벌 인재를 양성하고 있습니다. 또한 학생들은 과

that centers upon coursework in fields such as biochemistry, systems biology, biotechnology, chemistry,

학기술의 사회적인 이슈와 관련한 분야(과학정책과 산업의 결과물의 시장진입에 관련한 제도와 규제, 사회

earth system sciences and pharmaceuticals. The program provides students with many opportunities

적인 영향력 평가)와 시장분석 및 가치평가 분야의 지식을 배움으로써 생명산업의 필수적인 요소를 다변적

to conduct laboratory work and independent research, while also featuring courses that deal with the

으로 학습하게 됩니다.

interaction between society and science (science policy, regulatory affairs, etc.).

교과과정

Curriculum

바이오융합전공은 경험에 기반한 창의적 사고, 다양한 학문분야를 융합한 다학제적 교과과정, 실패를 두려

The program is conducted in an interdisciplinary environment that centers upon coursework in biology,

워하지 않는 도전정신을 교육하기 위하여 생명과학과 생명공학 및 약학 분야의 융합적인 교육프로그램을 제

chemistry, biochemistry, biotechnology and pharmacy that cover the diverse biological phenomena

공합니다. 학생들은 기초적인 지식뿐 아니라 고급수준의 교과목을 학습함으로써 생명현상과 질병을 진단하

and various advanced technologies used in the diagnosis and treatment of disease. First year students

고 치료하는 약물이나 기술에 대해 이해할 수 있게 됩니다. 이를 위하여 생물학, 화학 및 생화학 등 기초과학

take introductory courses as well as foundational courses in math and science such as, calculus,

분야의 교과목과 생명공학, 약학 등 산업과 밀접한 분야의 교과목을 체계적으로 배치하고, 자기주도적인 연

biology, chemistry, and physics. Sophomores complete the major requirement courses such as, physical

구능력을 향상하기 위하여 실험실습, 논문 발표 및 독립적 연구기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1학년에는 전공

chemistry, organic chemistry and biochemistry, with juniors being introduced to more advanced

탐색, 2학년에서는 물리화학, 유기화학, 생화학 등의 기초과목을 수강하며, 3학년부터는 전공에 관련한 심화

courses on the social issues of technology. In the final year, seniors complete their graduation

프로그램 및 과학기술의 사회적 이슈에 대한 교과목을 수강하여 4학년에서는 학생 스스로 독자적인 연구가

requirement, an independent research program.

가능하도록 교과과정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Careers
진로

The BC major provides an interdisciplinary education so that students are prepared to become global

21세기는 바이오 시대이며, 생명산업은 고령화 사회의 많은 문제 극복을 위해 다양한 해결책을 제시하고 있습

leaders in the major areas of the biological industry-such as, pharmaceutical, biotech, cosmetics,

니다. 따라서 바이오융합 전공의 졸업생들은 제약, 생명공학, 화장품과 같은 생명산업의 글로벌 리더로 준비될

and healthcare sectors—as well as in regulatory affairs, patent law, technology transfer, intellectual

것입니다. 또한 과학기술에 대한 사회적 이슈를 이해함으로써 규제과학(regulatory affairs)의 정책 분야와 기

property, and business consulting.

술의 가치평가와 관련된 분야(변리사, 특허전문변호사, 기술이전 전문가)에서 전문가로 육성될 것입니다.

Faculty
교수진

Catering to the future plan of each student, faculty members from the Departments of Biochemistry,

생명현상을 이해하고 이를 응용하여 인류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는 생명산업 발전의 핵심적인 인재를 양

Systems Biology, Biotechnology, Chemistry, Earth System Sciences and the College of Pharmacy will

성하기 위해서는 다학제간 융합교육이 필수적입니다. 따라서 바이오융합전공은 화학, 생물, 생화학 등 기초

provide an interdisciplinary educational environment. Some endowed chair scientists joining the UIC

학문 분야의 교수진과 생명공학, 약학 등 산업적인 응용분야의 교수진들이 참여하여 학생들을 교육하고 연

faculty members will become academic advisors to guide students' future careers.

구를 지도하고 있습니다. 또한 학생들이 글로벌 리더십을 기르고 효과적인 진로지도를 받을 수 있도록 석좌
교수 등을 통한 자문활동도 제공될 것입니다.

Major Courses
Physical Chemistry, Biochemistry, Organic Chemistry, Cell Biology, Molecular Biology, Industrial Bio-

주요교과목

convergence, Science, Technology, and Policy, Immunology, Physiology, Pharmacology, Chemical

물리화학, 생화학, 유기화학, 세포생물학, 분자생물학, 산업 바이오융합, 과학기술과 정책, 면역학, 약리학,

Biology, Bioinformatics, Genomics, Nano Biotechnology, Neurobiology, Biologics, Cancer Biology

약물학, 화학생물학, 생물정보학, 유전체학, 나노 바이오공학, 신경생물학, 바이오의약품, 암생물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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