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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lobal
Leading Campus

세계 고대의 큰 힘 고려대학교 세종캠퍼스

Korea University
Sejong Campus

337-700 세종특별자치시 세종로 2511 고려대학교 세종캠퍼스

http://sejong.korea.ac.kr

전화 044-860-1114 팩스 044-860-1048

http://oku.korea.a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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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Center of
Korea
Global Leading
Campus
글로벌 레지던스 시스템(Global Residence System)으로 전인교육의 새 지평을 열어 온 고려대학교 세종캠퍼스!
대한민국의 중심에서 민족 고대 100년을 넘어 세계 고대 1,000년의 새로운 역사를 창조해 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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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조적 진화
캠퍼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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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volv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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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reative
Evolving
Campus

2012

Sejong
세종특별자치시 출범

2011

2005~2006

Global-Top
Global-Top 환경기술개발사업 선정

2005년 5월 5일 고려대학교 개교 100주년
5월 25일 농심국제관 준공
10월 식품바이오 전문 인력 양성 누리사업단 선정
2006년 3월 2단계 BK21사업단 선정

2010

(경제∙통계교육사업단, 소재화학연구단, 디스플레이 원천기술사업팀)
9월 12일 종합운동장 완공

Vision 2030

12월 오송생명과학단지 내 의생명공학원 부지 매입

2030‘대한민국의 중심 Global Leading Campus’선포

4월 19일 비전2010+‘대한민국의 새로운 중심 Best Boarding Campus’선포

2009

4관
기숙사 4관 호연4관 준공

2008

WCU
세계 수준의 연구중심대학(WCU) 선정

2008~2012
2008년 2월 26일 고려대학교 서창캠퍼스에서 고려대학교 세종캠퍼스로 명칭 변경
12월 세계 수준의 연구중심대학(WCU) 선정
2009년 2월 26일 기숙사 4관 호연4관 준공
8월 첨단의료복합단지 입지 선정
2010년 2월 22일 석원경상관 준공
3월 1일 약학대학 설치인가

2006
Best Boarding Campus
2005

100
고려대학교 개교 100주년

비전2010+ 선포

5월 27일 개교 30주년 기념식
비전 2030‘대한민국의 중심 Global Leading Campus’선포
6월 약학대학 연구실험동 준공
2011년 4월 창업보육센터 신규지정 및 건립사업 선정
5월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입지 선정
8월 Global-Top 환경기술개발사업 선정
2012년 7월 세종특별자치시 출범
10월 오송의생명공학연구원∙신수종합BT융합산업창업보육센터 준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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혁신, 창의
캠퍼스

Innovative
Campus with
Vis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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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here the Future Begins

Innovative
Campus
with Vision

대한민국의 중심
Global Leading
Campus

변화와 혁신의 비전, 글로벌 명문대학의 새로운 기준입니다
대학의 새로운 기준을 만듭니다

역량집중 대학으로 성장합니다

New Campus Standard

Co-education Network

고려대학교 세종캠퍼스는 전체 학생의 50%를 외국인 학생으로 유치하고,

미래 성장을 이끌어내는 중심은 대학을 둘러싼 교육의 모든 주체가 하나로

교수와 직원의 절반을 외국인으로 고용하는 영어공용 국제화캠퍼스를 지

연결될 때 가능합니다. 고려대학교 세종캠퍼스는 산∙학∙연∙관 협력활동,

향하고 있습니다. 또한 대덕연구단지와 세종시, 오송ㆍ오창 과학단지를 잇

안암캠퍼스와의 상호연계 교육, 특성화된 지역과의 연계 등 실용적 교육을

는 과학비즈니스벨트의 중심에서 대한민국 대학 교육의 새로운 기준을 세
워가고 있습니다.

위한 모든 역량을 집중시켜 여러분의 성장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신학문 창출의
세계적인 리더가
되는 대학

글로벌 교육기반
구축을 통한
지속성장

세계를 선도하는
미래 과학기술의
허브

비전이 여러분의 미래를 새롭게 합니다

Innovative Campus with Vision
성장은 비전으로부터 시작합니다. 전교생 기숙사 생활을 통한 생활학문공
동체(Global Residence Campus) 구축과 실질적인 글로벌 리더십 인성교

기초과학 및
첨단기술의 산실

지식 융합
확산의 허브
전방위국제화

최첨단∙친환경
교육환경

육, 특성화 분야 지원육성, BK21 및 세계 수준의 연구 중심대학(WCU) 사
업 등 고려대학교 세종캠퍼스는 확고한 비전 하에 대한민국 교육의 새로운
현실을 차례로 열어가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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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 레지던스
캠퍼스

Global
Residence
Campu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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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ultivate Global Leaders

Global
Residence
Campus
지∙덕∙체를 겸비한 글로벌 리더 양성의 요람

미국 명문 대학의 교육 시스템을 도입한 최고의
기숙형 캠퍼스 구축

● English Zone
● 멘토링 시스템
● 맞춤형 전공교육

기숙형 캠퍼스(Global Residence Campus)는 하버드,

영어를 상용하며 외국 문화를 익히는 생활ㆍ학습형 기숙사

ITS(International Town at Sejong) 프로그램 : 재학생들이 미국의 교환학생

어학연수를 가지 않아도 영어 습득과 외국 문화를 익힐 수 있는 국제 문화

들과 함께 진리관의 3인 1실 기숙사에서 생활하며, 글로벌 리더십을 함양

프로그램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ITS(International Town at Sejong) 프로
그램을 운영합니다. ITS는 미국 유수의 대학들이 지향하는 글로벌 레지던

English Only Zone : 상주하는 외국인과 생활을 공유함으로써 외국 문화에

스 캠퍼스의 생활∙학습형 프로그램을 벤치마킹한 것으로, 해외의 교환학

대한 이해와 함께 현장 영어를 습득하도록 하는 영어 의무 사용 공간을 운

생들과 1:1 영어 학습 프로젝트 및 다양한 동아리 활동 등을 할 수 있는 프

영하고 있습니다.

로그램입니다.

● 자연친화적 캠퍼스
● Sports Complex
● Ubiquitous Campus

예일, 코넬 등 미국의 명문대학이 전통적으로 추구해온
대학 교육 시스템으로 문화적 다양성 체득은 물론 공동
체 의식을 함양시켜 지ㆍ덕ㆍ체를 겸비할 수 있도록 하는
선진형 교육제도입니다. 고려대학교 세종캠퍼스 또한
이러한 미국 명문 사학의 교육제도를 도입하여 최고의
시설을 갖춘 기숙사에서 생활하며 지ㆍ덕ㆍ체를 겸비한
글로벌 리더의 자질을 양성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 휴먼네트워크 리더십
● 인성교육
● 사회봉사활동

Residence
Campu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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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화
캠퍼스

Global
Campu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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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mpus without Borders

Global
Campus
글로벌 리더십 프로그램으로
국경 없는 캠퍼스를 실현합니다

국내 대학 최고의 국제학생교류 프로그램 운영(SEP 및 VSP) :

세종캠퍼스 단독프로그램

70여 개국 700여 개 대학에 1,200여 명 파견

고려대학교 세종캠퍼스는 민족 고대를 넘어 세계 속의 고대로 거듭나기 위

고려대학교 안에서만 공부하는 것이 아닙니다. 방학마다, 학기마다 고려대

해 세종캠퍼스 단독으로 특화된 해외 교류 프로그램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캠퍼스를 떠나 미국 UC Berkeley, 영국 University of Edinburgh, 일본 동

미국 The University of Memphis, University of North Texas, Indiana

경대학교 등 세계 곳곳의 명문대학들과 세계의 기업 및 연구소에서 새로운

University of Pennsylvania, University of Northern Colorado, New

기회에 도전하는 고대생. 세계는 고대의 또 다른 캠퍼스, 고대생에게 세계

Mexico State University, Eastern Michigan University, Kent State

는 꿈을 키우는 강의실입니다.

University, Central Michigan University, University of Northern lowa,
Stetson University / 호주 Deakin University / 영국 University of East

전 세계에서 만나는 글로벌KU캠퍼스(VSP)

London / 중국 길림대학 등에서 해외학기제를 운영하고 있으며, 미국

고려대학교는 VSP(Visiting Student Program)라는 국제교류 프로그램을

Western Washington University / 중국 산동대학, 남경대학 등에서 학점

통해 전 세계의 명문교들과 협정을 체결하고, 본교 학생들을 대규모로 해

인정 어학연수 프로그램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외에 파견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국내 최초로 현지 대학에 고대생들을
위한 기숙사를 건립하여 최적의 교육환경과 현지 적응을 지원하는 글로벌
KU캠퍼스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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융ㆍ복합
캠퍼스

Convergence
Campu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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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reate a Synergy Effect

Convergence
Campus

13.74

13.96

신입생 지원율 변화

6.44
5.91

정시

2011

4.63

6.91
2012

수시

2006

대한민국의 100년을 이끈 힘, 고려대학교는 하나입니다
부전공

안암캠퍼스와의 상호연계 교육

● 캠퍼스간 소속변경제도(세종→안암) 세종캠퍼스에서 4학기를 이수하고

미국의 명문 University of California는 UC Berkeley를 중심으로 UCLA, US

소속변경에 합격한 학생에 한해 안암캠퍼스의 타 학과로 전공(제1전공)

San Diego와 같이 각 캠퍼스 별로 특성화되어 있으며, 각 캠퍼스는 상호간

을 변경하여 학위를 받을 수 있는 제도

의 유기적인 관계를 통해 세계적인 명문 사학으로 자리매김하고 있습니다.
고려대학교 세종캠퍼스도 고려대학교 안암캠퍼스와의 원활한 상호연계
교육을 통해 대학 교육의 시너지를 만들어 내고 있으며, 대한민국 100년
역사와 함께한 민족고대의 학풍을 계승∙발전시켜 나가고 있습니다.

졸업필수요건
세종캠퍼스에서 4학기를 이수하고, 안암캠퍼스의
타 학과로 전공(제1전공)을 변경하여 학위를 이수
지원자격 : 세종캠퍼스 소속 학생 중 4학기 이수 예

● 이중전공제도 소속 학부, 학과의 기본전공과정(제1전공)을 이수하면서,

세종캠퍼스에서

제1전공

4학기 이수

타 학과의 기본전공(제2전공)을 안암캠퍼스에서 이수할 수 있는 제도
● 복수전공제도 소속학부, 학과의 기본전공과정(제1전공)을 이수한 후 졸
업을 유보하고, 안암캠퍼스에서 다른 학과의 전공을 연속해서 이수하여
2개의 학위를 받을 수 있는 제도

복수전공

제2전공
이중전공
연계전공
심화전공

�

안암캠퍼스로
소속 변경

정자
전공범위 : 안암캠퍼스 내 지정된 학과(부)에
한하며, 의과대학, 사범대학은 제외
기타사항 : 2009학년도 세종캠퍼스 입학생부터
신청자격 부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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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속가능
캠퍼스

Sustainable
Campus

16
17

New Paradigm for Education

Sustainable
Campus

238.7
2011

최근 5년간 연구비 수주액
162.2

단위: 억 원

107.1

112.8

2008

2009

2010

56.1
2007

대한민국을 넘어 세계 수준의 산∙학∙연∙관 모델을 구축합니다
국제 과학비지니스벨트의 중심에서 국내 최고의

바이오산업 메카 오송생명과학단지에 최첨단

공공행정, 과학비즈니스 융ㆍ복합형 실용 인재 양성

산ㆍ학ㆍ연ㆍ관 모델 구축

대형 국책사업 유치

바이오클러스터 구축

고려대학교 세종캠퍼스는 장기간에 걸친 준비와 집중 투자를 바탕으로

2단계 BK21 사업단 선정

고려대학교 세종캠퍼스는 세종특별자치시에 위치하여 대덕연구단지와 세

고려대학교 세종캠퍼스는 국내 최고의 의약학ㆍ생명공학 특성화 대학으

2010년 약학대학을 유치하였고, 국비를 지원받아 오송생명과학단지 내에

종시, 오송생명과학단지와 오창과학단지를 잇는 국제과학비지니스벨트의

로 거듭납니다. 이를 위해 첨단의료복합단지가 조성되고 있는 오송생명과

창업보육센터 및 의생명공학연구원을 건립 중에 있습니다. 본교의 강력한

누리사업 선정

충남 차세대 농축산식품바이오 전문인력 양성 사업

중심이 되어 새로운 패러다임의 대학교육을 열어갑니다. 국가 주요 정책

학단지 내 33,000㎡(약 1만 평) 규모의 의생명공학콤플렉스가 2012년 일

연구지원사업은 BK21 사업단 선정, WCU 선정에 이어 굵직한 대형 프로

세계 수준의 연구중심

차세대 태양광 발전 시스템용

대학(WCU) 선정

융합 소재 및 특성 평가 사업단

약학대학 선정

모집정원 : 25명(현 정원 30명)

의 입안 능력 및 각종 행정 수요에 부합하는 전문 인재를 양성하기 위한 공
공행정 및 행정대학원 체제를 구축하고 있으며, 과학비즈니스벨트의 추진
목적인 과학과 비즈니스의 융합 촉진에 대비하여 과학지식과 비즈니스를
이해하고 현장에서 적용할 수 있는 과학-비즈니스 융합전문가 양성체제를

부 완공을 시작으로 단계적으로 건설되고 있습니다. 오송 의생명공학콤플

젝트에 연이어 선정되고 있습니다. 이제 세종특별자치시 시대의 개막과 함

렉스는 첨단 바이오 학문의 연구와 더불어 국내외 대기업과의 긴밀한 협

께 고려대학교 세종캠퍼스가 공공행정, 과학비즈니스 융ㆍ복합형 실용 인재

력관계를 통해 대학 최고의 산∙학∙연∙관 바이오클러스터로 탄생할 것

양성을 통해 특별한 시너지를 만들어갑니다. 여기는 고려대학교 세종‘특별’

입니다. 본 콤플렉스에는 창업보육센터가 함께 조성될 예정입니다.

캠퍼스입니다.

경제∙통계교육사업단
소재화학연구단
디스플레이 원천기술사업팀

2011학년도 약학대학 개교
신수종 BT 융합 산업

오송 의생명공학연구원 내 건설

창업보육센터 건립 지원 사업 선정

지원 금액 : 18억 원

Global-Top 환경기술개발사업

총 연구비: 250억 원

구축하고 있습니다.

지원 기간: 2011. 8. 1 ~ 2016. 4. 30
교육역량강화사업

교육과학기술부 주관
2009년 ~ 2012년 4년 연속 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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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llege &
Graduate School

세상을 변화시키는 교육의 산실,
고려대학교 세종캠퍼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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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llege &
Graduate School

College of
Humanities

College of
Science & Technology

인문대학

과학기술대학

창의적인 생각과 새로운 시선으로 세상을 바꾸는 문화를 만듭니다

고급 과학기술인의 출발, 과학기술대학의 첨단 인프라로 만들어갑니다

21세기는 인문학과 과학기술이 접목된 새로운 패러다임을 요구하는 시대입니다. 이러한 흐름에 발맞추어 인문대학은 고려대

과학기술대학은 자연과학 및 첨단과학의 이론적 지식과 실무능력을 겸비한 고급 과학기술인을 육성합니다. 특히 본 대학에서는

학교가 지닌 전통과 경험을 바탕으로 민족문화의 발전을 도모함은 물론, 정보화∙세계화의 흐름을 선도하는 인적자원을 양성

다양하고 실제적인 커리큘럼과 산학연계 프로그램을 통해 실무형 인재 양성에 주력하고 있습니다.

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국내 최대의 의생명과학단지가 될 오송생명과학단지에 고려대학교 세종캠퍼스의 의생명공학원이 설치 중에 있으며, 대덕연구

미래에 대한 무한한 희망과 그것을 반드시 이뤄내겠다는 패기로 가득 찬 학생들, 그리고 대한민국 최고의 교수진으로 구성된

단지와 세종시, 고려대학교 세종캠퍼스와 오송을 잇는 국제과학비지니스벨트가 조성되어 이를 활용한 국내 최고의 산∙학 협력

인문대학은 학생과 교수 간의 돈독한 신뢰와 애정을 바탕으로 지금보다 더 나은 미래를 만들기 위해 분주하게 움직입니다.

단 모델을 구축할 계획입니다.

인문대학에서 순수와 실용 학문을 두루 배운 학생들은 우리 시대의 키워드인‘문화’를 선도하는 사회의 초석이 될 것입니다.

과학기술대학의 학생들은 앞으로 세계 IT 산업을 주도하고, 국내 과학기술의 발전은 물론 세계 과학기술을 선도하는 글로벌

20
21

리더로 거듭날 것입니다.

● 국어국문학과

● 사회학과

● 영어영문학과

● 고고미술사학과

● 독일문화정보학과

● 북한학과

● 중국학부

● 미디어문예창작학과

● 정보수학과

● 정보통계학과

● 컴퓨터정보학과

● 전자및정보공학과

● 환경시스템공학과

● 생명정보공학과

● 식품생명공학과

● 디스플레이∙반도체물리학과

● 신소재화학과

● 제어계측공학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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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llege of
Business and Economics

School of
Sport

경상대학

사회체육학부

22
23

실용성과 창조적 역량을 갖춰 세계 시장의 주역을 만듭니다

폭넓은 응용능력을 갖춘 사회체육 전문가 양성

경상대학은 지식정보화 시대에 앞서나가기 위해 항상 새로운 커리큘럼과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국민소득 1만불 시대를 맞이하여 고려대학교 사회체육학부는 체육의 사회

창의적인 지식과 문화의 창출을 지향하는 유능한 인재를 육성하고 있습니다.

복지적, 예방의학적인 측면의 발전과 체육의 대중화 차원에서 그 목표를

본 대학에서는 특화된 전공과정과 강화된 외국어 교육을 진행하고 있으며, 각종 학술대회와 그

설정하고 다양한 가치들을 통합시킬 수 있는 조직과 조직의 바람직한 활동

룹 스터디 등 차별화된 프로그램을 활용합니다. 이를 지원하기 위한 설비투자와 함께 젊고 유능

을 이끌어갈 전문적 자질을 갖춘 새로운 사회체육 영역의 지도자 양성을

한 교수진들의 초빙이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목적으로 출발하였습니다.

경상대학의 학생들은 21세기가 필요로 하는 소양과 능력을 고루 갖추고 창의적인 역량까지 더

폭넓은 사회체육 지도자뿐만 아니라 앞으로의 21세기 세계화, 정보화 추세

한 경제∙경영인으로 거듭나 대한민국의 미래를 책임질 주역이 될 것입니다.

에 따라 국민 복지증진에 관한 운동처방과 레저사업 그리고 급속도로 활성
화 되어가는 스포츠마케팅 등 다양한 선진교육 프로그램들을 구성하여 새로

● 경제학과

● 경영학부

운 선진사회체육 지도자 양성을 위하여 노력하고 있습니다.

● 경영정보학과

School of
Public Administration

College of
Pharmacy

신약개발과 첨단의료 연구를 선도하는 전문 약학인을 양성합니다

공공행정학부

약학대학

본교 약학대학은 고려대학교의 약학 관련 학문 분야 및 인근의 오송ㆍ오창ㆍ대덕 연구단지

Sejong

세종특별자치시와의 연계 교육으로
실무형 공공부문 전문 인력을 양성합니다
고려대학교 세종캠퍼스는 중앙행정기관과 각종 국책연구기
관의 이전이 추진되고 있는 세종특별자치시에 위치하고 있습
니다. 이에 따라 공공행정학부는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과 같
은 외부환경에 대응하여 최고의 실무형 공공부문 전문 인력을
양성하기 위해 독립된 학부로 승격, 체계적이고 심도 있는 행
정과 정책 분야의 교육을 실현하고 있습니다.

고려대학교 약학대학은 약학 고유의 전문지식 및 실무 능력과 국제적 소통 능력을 함양토
록 함으로써 글로벌 리더로서 21세기형 전문약학인 양성을 목표로 설립되었습니다.

내 식약청, 연구소 및 기업들과 유기적인 관계를 구축하여 충청광역권 신약개발 BT산업
클러스터 형성에 교육기관으로서 중심적 역할을 담당하게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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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대학원

특수대학원

창조적인 역량과 전문 지식을 갖춘 글로벌 리더를 양성합니다

새로운 가치를 개척하는 전문 지식인으로 한 단계 업그레이드 합니다

일반대학원은 고려대학교가 100년 동안 축적한 교육자원을 토대로 대한민국의 학문 전반을 아우르는 전문 지식인을 양성하고

특수대학원은 다양하게 분화된 영역의 전문성을 요구하는 시대의 흐름에 맞는 재목을 배출하기 위해 전공별로 특화된 교육을

있습니다. 또한 학문에 대한 개척 정신을 발휘하여, 학과 간 협동과정을 통해 서로 다른 전공 간의 유기적인 연계프로그램을 구

실시합니다. 또한 이미 사회로 진출한 인재들에게 그들의 역량을 한 단계 업그레이드 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학

축하여 창조적인 학문을 연구하도록 시스템을 마련해두고 있습니다. 이러한 결과 학생들은 산ㆍ학ㆍ연 협동과정을 통해 순수

술적인 성격이 강한 일반대학원과 달리 특수대학원은 사회 현장에서 요구하는 실용적인 학문을 추구하며, 산업체ㆍ연구소 등과

학문의 전문성과 사회가 요구하는 실용성을 함께 갖추게 되며, 본 대학원에서 배출한 인력들은 학문적인 전문성을 바탕으로 새

연계하여 이론과 실제를 학습 현장에서 모두 충족하고 있습니다. 이로써 특수대학원의 학생들은 특화된 능력을 갖춘 전문 지식

로운 시대가 요구하는 깊이 있고 창조적인 역량을 사회 각 영역에서 발휘하고 있습니다.

인으로 거듭납니다. 현재 고려대학교 세종캠퍼스에는 인문정보대학원, 경영정보대학원, 행정대학원, 의용과학대학원 등이 설치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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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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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회사무관이 되어 나라 살림이 제대로

글로벌 리더로서 21세기형 전문약학인을

쓰여지는데 기여하겠습니다”

양성하고, 세계 최고의 약대를 만들어

People

공공행정학부 10학번 권은경

가겠습니다”
약학과 12학번 고영일

안정적이라는 이유로 각광받는 직업 공무원. 저
26
27

하나의 신약이 개발되면 지금 세대 뿐만 아니라

도 이 직업을 무작정 좇아 공공행정학부에 입학

다음 세대에게도 혜택이 돌아갑니다. 저는 신약

하였습니다. 막연하던 진로에서 학과에 개설된

‘‘

개발을 통해 사회에 공헌하고 싶다는 꿈을 가지

행정과 정치, 법, 경제 등과 결합한 수업들을 들

고 약학대학에 입학하였습니다. 고려대학교 약학

으면서 저의 정확한 적성을 찾게 되었습니다. 저

소비자의 심리를 읽는 훌륭한 마케터가

대학은 세계적인 전문 약학자를 배출하기 위해

는 국회사무관이 되어 국정 예산을 검토하는 전

세계 평화에 기여하는 국제적 저널리스트를

되겠습니다.”

설립되었고, 그에 걸맞게 세계 최고 수준의 교수

문가가 되고자 합니다. 쉽지는 않겠지만, 함께 공

꿈꿉니다.”

경영학부 11학번 정동훈

님들께서 이끌고 계십니다. 또한 국가적인 첨단

부하는 학과 고시반 형설재 친구들과 스터디도

영어영문학과 10학번 박정혜

연구중심지에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 연구 중심

하고, 학과 교수님들과의 정기적인 면담을 통해

저는 경영학을 제1전공으로 하고 있습니다. 연계

약학대학으로는 최고의 환경이 아닐 수 없습니

나태해질 수 있는 수험생활에 힘을 불어넣으며

국제 저널리스트가 꿈인 제가 고려대학교 세종캠

전공인 Dmc를 통해 광고 마케팅에 대한 실무 내

다. 고대 약대는 Global Leader 양성을 위해 많은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퍼스 영어영문학과로 진로를 정한 것은 최고의

용을 학습하고, 이중전공으로 통계학을 선택하여

수업이 영어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저는 이러한

선택인 것 같습니다. 타 대학과는 다른 심도 있는

marketing research에 대해 집중적으로 공부하

환경을 잘 활용하여 Global 약과학자가 되어 인

영어 수업을 통해 능숙한 영어 구사 능력을 갖출

려는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틈틈이 인문학에

류 사회에 공헌하고자 합니다.

수 있게 되었거든요. 또한 전공과목들은 이론에

‘‘

대한 공부를 게을리하지 않고 있는데, 제1전공과

만 국한된 것이 아니라, 인문학적 소양을 기를 수

이중전공을 마치고, 인간의 심리적인 부분에 연

있는 여러 문화콘텐츠까지 넓은 영역을 아우르고

구를 하는 뇌공학과 연계하여 훌륭한 마케터가
되려는 꿈을 꾸고 있습니다. 그 꿈의 첫걸음을 고

세종캠퍼스의 인재들, 세상의 새로운 내일을 생각합니다

The Center of Korea Global Leading Campus

있어, 세계와 소통 가능한 글쓰기를 배울 수 있게
해주었어요. 정치외교학을 복수전공으로 하여 국
제 관계에 대한 감각을 익힌 후 <워싱턴포스트>

려대학교와 함께 시작하려 합니다.

에 입사하여 저널리스트로서의 명성을 쌓아갈 계

‘‘

스포츠 마케터가 되어 세계와 대한민국을
스포츠로 연결하는 스포츠 외교관이 되겠습니다.”

사회체육학부 12학번 임도연

획입니다. 고려대학교는 저에게 꿈을 세계로 넓
히는 기회를 주었습니다.

‘‘

금융경제 분야 복수전공으로 국내 최고의 금융
애널리스트가 되겠습니다.”
정보통계학과 11학번 임지훈

어릴 적부터 여러 가지 스포츠에 흥미를 가졌고
그 관심을 토대로 사회체육학이라는 학문을 선택
하게 되었습니다. 고려대학교 사회체육학부의 커
리큘럼은 스포츠 마케팅뿐만 아니라 스포츠 심리,
의학, 영양학 등의 체육 관련 학문을 체계적으로
공부할 수 있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더불어 글로
벌 캠퍼스를 지향하고 있는 고려대학교 세종캠퍼
스의 심도 있는 영어강의 시스템은 졸업 후 국제
시장에서 경쟁력을 지닌 인재가 되고픈 제게 자신
감을 심어주었습니다. 앞으로 열심히 하여 대한민
국의 스포츠 외교관 역할을 해낼 것입니다.

저는 제1전공인 정보통계학과에서 통계학의 기
본적인 이론을 배우고 있습니다. 경제학과 전공
수업을 함께 들으면서 실제생활에 통계학이 이용
될 수 있는 경제학에 흥미가 생기게 되었습니다.
저는 연계전공제도를 통해 파생 금융공학을 수학
하고 복수전공제도를 통해 경제학을 전공하여 금
융경제에 대해 더 깊이 공부를 할 예정입니다. 학
교의 여러 전공제도들을 통해 경제학에 필수적인
통계학과 경제학이 함께 어우러질 수 있는 금융
경제에 전문가, 즉 금융투자분석가가 되기 위해
한걸음씩 나아갈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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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의 새로운 중심에서 만나는

고려대학교는 지난 100여 년의 역사를 통하여‘민족의 대학’으로 확실히 자리매김하였으며, 21세기의 문을 활짝 열며 이제는 명실 공히
세계 속의 명문 대학으로 성장하고 있습니다. 지혜로운 글로벌 리더를 양성하고 신지식을 창조하여 인류사회에 공헌하겠다는 비전과, 민족

Global Residence Campus!

고대를 넘어 세계 고대를 열어가겠다는 포부가 우리 고려대학교 세종캠퍼스와 더불어 실현되고 있습니다.

고려대학교 세종캠퍼스는 세계 무대를 향해 힘차게 나아가고 있습니다. 일찍이 글로벌 레지던스 캠퍼스 구축을 목표로 첨단 교육인프라

대학교육의 네오 르네상스를
고려대학교 세종캠퍼스가 열어갑니다.

를 꾸준히 확충해 왔으며, 지ㆍ덕ㆍ체를 두루 갖춘 인재들을 육성하기 위하여 전인교육 체제를 확립하는 데에도 심혈을 기울여 왔습니
다. 고려대학교는 세종캠퍼스의 특성화된 멀티캠퍼스 모델을 보다 발전시켜 안암캠퍼스는 물론 세계 유수 대학과의 학문 교류와 인적 교류
를 강화하고 그 시너지 효과를 창출함으로써 더욱 사랑받고 신뢰받고 인정받는 대학으로 거듭날 것입니다.

담대한 도전과 그를 통해 앞으로의 대도약을 이룩해나갈 고려대학교 세종캠퍼스를 기대해 주시고 아낌없는 성원과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고려대학교 총장

김병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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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관

� 호익플라자

� 인문관

� 기숙사(진리관)

� 고고환경연구소

� I’
PARK관(휘트니스센터)

� 제2과학기술관

� 농심국제관

� 체육과학관

� 중앙광장

� 기숙사(자유관)

� 학군단

� 도서관(학술정보원)

� 종합운동장

� 기숙사(정의관)

� 기숙사(호연4관)

� 과학기술관

� 석원경상관

� 정문

� 약대연구실험동

� 학생회관

� 산학협력관(신축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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