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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족의 희망을 켜는 고대의 도전

조치원 분교 설치 인가

02.22 서창기숙사 준공

02.22 석원경상관 준공

03.01 약학대학 설치 인가

05.27 세종캠퍼스 개교 30주년 기념식

 VISION 2030 ‘대한민국의 중심 

 Global Leading Campus’ 선포

01.01 VISION 2025+ 선포

09.01 대학 특성화(CK) 사업 

 2개 사업단 신규 선정

04.19 VISION 2010+ 

 ‘대한민국의 새로운 중심 

 Best Boarding Campus’ 선포

09.12 종합운동장 준공

03.01 일반대학원 내 세계 최초 

 가속기학과 개설

도전의 40년, 도약의 100년

고려대학교 세종캠퍼스 설립 40주년

11.01 서창캠퍼스 공식 명칭 제정

02.26 세종캠퍼스 공식 명칭 제정

08.12 세계 수준의 연구중심대학(WCU) 선정

03.18 대학일자리센터 운영 평가

 최고등급 ‘우수’ 선정

04.30 세종시 교육청과 세종창업체험센터 

 운영 업무협약 체결10.01 세종시와 상호협력을 위한 MOU 체결

08.16 서창도서관 준공

07.01 세종특별자치시 출범

12.12 오송의생명공학연구원 신수종

 BT융합산업창업보육센터 준공

민족의 심장 고려대학교 세종캠퍼스 

세계와 미래로 뻗어갈 고려대학교의 더 큰 도전의 한가운데 젊은 중심축, 고

려대학교 세종캠퍼스가 있습니다. 1980년, 대학의 미래지향적인 성장을 위

한 전진 기지로 설립된 조치원 분교는 8개 학과에 총 정원 400명의 작은 규모

로 시작했습니다. 40년간 비약적인 발전을 거듭해 성장에 가속도를 붙인 결과, 

2020년 오늘날 고려대학교 세종캠퍼스는 개척하는 지성인들의 길잡이로서 미

래를 향하는 전방위적인 혁신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1990

20142010 2016 2020

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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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공 간의 경계를 허무는 창의교육, 

실용연구로 개편된 특성화 대학 고려대학교 세종캠퍼스 

“세계대학의 모범이 될 미래교육을 만들어나가겠습니다.”

고려대학교 세종캠퍼스의 비전은 미래와 세계를 향해 힘차게 내딛고 있습니다. 

한반도의 중심에서 동북아시아 시대를 주도할 리더들의 요람, 

고려대학교 세종캠퍼스의 내일을 기대해주십시오.

VISION 2025+

창의교육-실용연구 대학 ‘미래 100년을 개척하는 제2의 건학’

미래 세계의 새 지평을 열어가는 개척하는 지성, 고대 세종인 

“고대는 끊임없이 성찰하고 행동하는 리더를 키웁니다.”

고려대학교 세종캠퍼스
주요 성과

2021학년도 수시모집 경쟁률 비수도권 

4년제 종합대학 전국 1위 (경쟁률 11.41:1)

4단계 BK(두뇌한국)21 사업 예비선정 결과 

지역단위사업 사립대학 3위 

(선정: 7개 교육연구단(팀))

주요 연구실적

- 전임교원 1인당 교외연구비 1위 

   (교외연구비+교외대응자금: 

   83,992.25천 원)

- 전임교원 1인당 기술이전 수입료 1위 

   (수입료: 1,513,636.358원)

- 전임교원 1인당 특허 등록 실적 1위 

   (실적: 0.20건)

- 전임교원 1인당 국제논문실적 2위 

   (SCI/SCOPUS 실적: 0.371건)

* 기준: 2020년 대학정보공시 대전, 

   세종, 충청권 일반 사립대학(총 27개교)

나눔과 공유의 가치를 실현하는 

정의로운 지성인

글로벌 연구역량으로 

창의인재를 길러내는 융복합 특성화 캠퍼스

지식과 경험을 창조적으로 

결합하는 융합적 인재

폭넓은 지식과 실무능력을 갖춘 

실용적 전문인

 인류애를 바탕으로 세계인과 

협력하는 글로벌 리더

교육·연구·산학협력이 

선순환하는 특성화

미래 사회 수요에 맞춘 

실용적 융복합화

세종특별자치시와 함께 

성장하는 국제화

01 02 03

전략

발전목표 인재상

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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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기술대학

과학기술대학은 21세기 4차 산업혁명에 대비한 인류 사회발전의 필수요소인 자연과학연구 활성화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자연과학 분야의 기초적 이론을 적용한 실험·실습 및 연구활동을 통해 과학적

이고 창의적인 인재를 양성하는 데 심혈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과학기술대학은 차세대 새로운 학문 

분야에서 종래의 학문 체계를 뛰어넘는 융합적 연구로 남다른 독창성을 추구하며 다가올 변화에 대처

하고자 합니다.

응용수리과학부

•데이터계산과학전공

인공지능사이버보안학과

디스플레이·반도체물리학부

•디스플레이융합전공

•반도체물리전공

신소재화학과

컴퓨터융합소프트웨어학과

전자및정보공학과

생명정보공학과

식품생명공학과

전자·기계융합공학과

환경시스템공학과

자유공학부

미래모빌리티학과

지능형반도체공학과

첨단 과학 연구를 위한 최고의 

환경에서 창의적 인재 양성

The College 
of Science &
Technology

The College 
of Science &
Technolog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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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College 
of Global
Business
글로벌비즈니스대학

2017년 출범한 글로벌비즈니스대학은 대학사회에서 독자적으로 자리매김해 온 인문학과 사회과학

의 학문적 틀을 허물어 통섭과 융합이라는 시대 조류에 부응하고자 합니다. 영미권과 중국, 그리고 독

일을 중심으로 한 유럽을 3대 축으로 발전하는 세계적 조류를 따라 인문대학의 한국·영미·중국·독일

관련학과·경영관련학과를 하나의 대학에 담았습니다. 이로써 글로벌비즈니스대학은 한국학으로 무

장하고 영미·중국·독일지역학에 기초한 전문 경영인을 양성하고자 합니다.

글로벌학부

•한국학전공

•중국학전공

•영미학전공

•독일학전공

융합경영학부

•글로벌경영전공

•디지털경영전공

국제적인 감각과 지적 능력을 

갖춘 글로벌 인재 양성

The College 
of Global
Busine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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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정책대학

공공정책대학은 정부세종청사 입지와 함께 새롭게 발족한 고려대학교의 국가정책 및 연구중심 대학

입니다. 국가정책의 산실인 세종시에서 중앙부처 및 행정기관, 연구기관과 연계해 국가정책을 연구하

고 지원합니다. 이를 토대로 대학교육에 피드백하는 시스템을 갖추어 국내 최고의 정책교육 및 연구

기관으로 거듭나고자 합니다.

정부행정학부

공공사회·통일외교학부

•공공사회학전공

•통일외교안보전공

경제통계학부

•경제정책학전공

빅데이터사이언스학부

국가정책의 입안·집행·평가를 

수행할 공직 인재 양성

The College 
of Public 
Policy

The College 
of Public 
Polic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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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스포츠대학

문화스포츠대학은 인간의 정신세계를 풍요롭게 만드는 문화, 예술과 인간의 몸과 마음을 건강하게 하

는 스포츠의 연계를 통해 지덕체의 전인 인재를 양성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문화유산과 문화창의

지식 융합을 통한 새로운 문화 패러다임 교육과 스포츠 과학과 스포츠 비즈니스를 뒷받침하는 교양 

교육을 주내용으로 탈물질적 지성과 야성을 갖춘 신지식인의 요람이 되고자 합니다.

국제스포츠학부

•스포츠과학전공

•스포츠비즈니스전공

문화유산융합학부

문화창의학부

•미디어문예창작전공

•문화콘텐츠전공

문화·예술과 스포츠 연계를 통한 

지덕체의 전인 인재 양성

The College 
of Culture 
and Sports

The College 
of Culture 
and Spor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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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학대학 약학과 스마트도시학부

약학대학은 약학 고유의 전문지식과 실무능력, 국제적 소통능력을 

함양한 21세기형 전문약학인 양성을 목표로 2011년 설립됐습니다. 

특히 ‘QS 2020년 세계대학평가 학과 및 학문 분야별 순위’에서 전체 

약학 분야 89위, 국내 신설 약학대학 1위를 기록하며 글로벌 리더로

서 고려대학교 약학대학의 위상과 연구역량을 높이고 있습니다.

세종 스마트시티 국가 시범도시를 비롯해 국내외 스마트도시 정책

과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설립된 학부입니다. 도시계획, 빅데이터, 

ICT, AI, 에너지, 환경 등 다양한 학제 간 융복합 교과과정을 제공합니

다. 이러한 특화 교육 프로그램을 통해 미래의 스마트도시 산업 창출

을 이끄는 창의·융합형, 실용적, 글로벌 인재를 양성합니다. 

국제적 소통능력을 겸비한 

21세기형 전문약학인 양성

미래의 스마트도시 산업 창출을 이끄는 

스마트도시 전문 인재 양성

The College 
of Pharmacy

Division of 
Smart Cities

The College 
of Pharmacy

Division of 
Smart Cities



스마트도시 산업의 해외 진출을 선도할 인력 양성

스마트도시학부는 4차 산업혁명의 핵심 플랫폼인 스마트도시 산업을 주

도할 핵심 고급인력 양성을 목표로 합니다. 학생들은 정책 수립에 기여할 

융복합형 전문인력으로서 첨단 스마트 시설과 도시를 계획·설계·시공·운

영하고 스마트도시 글로벌 산업구조 재편과 스마트도시 산업의 해외 진출

을 선도하는 핵심 역할을 할 것입니다. 

사이버보안의 미래를 책임질 창의융합형 인재 양성

인공지능 탐지·대응 기술의 수요가 커지며 매년 시장 규모가 급성장하고 

있지만 인력 요구량에 반해 적은 공급으로 인력 수급 문제가 발생하고 있

습니다. 고려대학교 세종캠퍼스는 인공지능사이버보안학과 정원을 확대

해 해당 분야의 융복합 교육 및 연구를 선도하고 공공·민간 분야 전문 인력

을 양성하고자 합니다. 이와 함께 학부 연구생 프로그램을 통한 산학연 프

로젝트 결과물을 지역사회에 적용해 선순환 구조를 만들 것입니다.

혁신적 자동차 기술을 선도할 인재 양성

미래모빌리티학과는 4차 산업혁명과 New Normal 시대를 선도적으로 준

비하고, 세계적인 기술 발전을 주도할 수 있는 스마트모빌리티 기술 인재 

육성을 목표로 합니다. 지능형 스마트카, 하이브리드카, 자율주행 자동차, 

모빌리티 서비스플랫폼과 같은 미래형 자동차 기술 발전에 맞춰 차세대 

이동 수단을 효과적으로 운용하기 위한 데이터플랫폼 개발 교육과정을 마

련했습니다.

국내 최초 인공지능 반도체 개발 인재 양성

지능형반도체공학과는 인공지능의 성장 원천인 인공지능반도체(AI 

Semiconductor) 개발 전문 인재를 양성합니다. 기존 시스템반도체 및 메

모리반도체 개발에 필요한 과목뿐만 아니라 인공지능 소프트웨어의 효율

적 컴퓨팅을 위한 하드웨어·소프트웨어 기술을 통합적으로 교육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또한 실험·실습 과목을 강화하고 프로젝트 중심 수

업, 기업체 인턴십 등 산업체가 필요로 하는 현장실무 중심 교육과정을 통

해 창의·융합·실용적 인재를 양성할 것입니다.

스마트도시학부

Division of 
Smart Cities

인공지능사이버보안학과

Department of 
AI Cyber 
Security

미래모빌리티학과

Department of 
Autonomous 
Mobility

4차 산업혁명 시대를 주도할 빅데이터 전문 인력 양성

오늘날 공공기관과 산업체의 빅데이터 기술 수요가 증가하는 가운데 정

부 부처, 국책연구단지 등과 가까운 고려대학교 세종캠퍼스는 배후지로

서 이점을 극대화하고자 합니다. 빅데이터사이언스학부는 2019년 과학

기술정통부 ‘빅데이터 플랫폼 및 센터구축사업’ 수주로 공공정책대학의 

국가통계전공과 빅데이터전공이 통합되며 탄생했습니다. 이후로도 입학

정원을 증원하며 빠르게 성장하는 빅데이터 산업에 능동적으로 대처할 

계획입니다.

빅데이터사이언스학부

Division of 
Big Data 
Science

지능형반도체공학과

Department of 
AI Semiconductor 
Engineering

신·증설 학과·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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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vision of 
Smart Cities

Department of 
Autonomous 
Mobility

Department of 
AI Semiconductor 
Engineering

Department of 
AI Cyber 
Security

Division of 
Big Data 
Sci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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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창업교육센터는 도전정신과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가진 학생들을 지원하기 위해 

다양한 창업역량 강화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학교에서 꿈을 찾고 미래로 나

아갈 수 있도록 창업 교과목 운영, 학생 창업 컨설팅 및 자문, 창업경진대회, 창업동아

리 발굴 및 육성, 창업특강 등을 진행합니다. 또한 Maker Space를 통해 학생들이 실

제로 시제품을 제작하고 스타트업을 설립하는 것을 지원합니다.

도전하는 학생과 스타트업에 대한 다양한 지원

Entrepreneurship 
Education Center, Sejong

함께하는 

새로운 도전 

세종창업교육센터 

대학일자리센터는 청년들이 체계적으로 진로를 설계할 수 있도록 돕고 대학과 정부

의 모든 취·창업 지원서비스를 안내합니다. 이를 위해 맞춤형 진로지도를 통한 종합

경력개발을 지원하고, 정부 주요 청년일자리사업 전반에 대한 원스톱 정보 등을 제공

하고 있습니다. 또한 기업설명회, 채용상담회를 유치하는 등 다양한 각도에서 정보를 

취득할 수 있도록 돕고 있습니다. 이처럼 대학일자리센터에서는 학생들이 적성에 맞

는 일자리를 찾아 사회에 진출할 수 있도록 여러 방안을 연구하고 있습니다.

체계적인 진로 설계를 위한 지원 서비스

Sejong Job Center

세종캠퍼스의 

제2 창학을 위한 퀀텀 점프 

대학일자리센터 

세종교육혁신원은 4차 산업혁명 시대 사회 변화에 대응해 우리 대학의 혁신 성장과 

미래의 국가 혁신 성장을 주도할 창의·융합형 인재 양성을 목표로 2019년 출범했습

니다. 산하에 교육혁신센터, 교수학습지원센터, 산학교육센터가 있으며, 학생이 입학

해 졸업할 때까지 경력 개발을 위한 전 주기 지원체계인 인재양성통합관리시스템을 

구축·운영하고 있습니다. 

국가 혁신 성장을 주도할 창의·융합형 인재 양성

Institute for 
Education Innovation, Sejong

학생의 성장과

성공을 지원하는 

세종교육혁신원 

행복을 찾아주는 멘토, 

마음을 나누는 행복공간 

세종학생상담센터 

Sejong Student 
Counseling Center

세종학생상담센터는 대학생활 중 학생들이 겪을 수 있는 학업문제, 진로 및 적성문

제, 대인관계 및 정서문제 해결에 도움을 주기 위해 설립됐습니다. 전문 상담원과의 

상담으로 대학생활 적응 능력과 문제 해결 능력을 향상하고, 체계적인 진로 및 적성

검사, 성격·인성검사 등의 심리검사를 통해 학생들의 건강한 정신과 균형 잡힌 인격

을 형성하는 데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학생들의 건강한 정신과 균형 잡힌 인격 형성

빠르게 변하는 사회 속에서 창의성과 융복합성을 지향하는 미래지향적인 교양교육

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습니다. 세종교양교육원은 이러한 시대성과 사회적 요구에 

탄력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교양교육의 모델을 구조화합니다. 어디서나 접할 수 있던 

단순한 흥미 위주의 기존 교육을 과감히 탈피하고 시대를 리딩(Reading)하고 새로운 

시대에 맞춰 교육 대상자들을 리딩(Leading)할 수 있는 교양교육을 제공하고자 노력

하고 있습니다.

사회적 요구에 맞는 교양교육 모델 구조화

Institute for 
General Education, Sejong

시대를 읽고, 

변화를 이끌다

세종교양교육원 

학생을 위한 

학생 중심의 캠퍼스 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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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연학사는 자유관, 정의관, 진리관, 미래관으로 구성된 고려대학교 세종캠퍼스의 기

숙사입니다. 호연학사 사생실 내에는 개인별 침대, 책상, 옷장이 있으며 이외에도 휴

게실, 세미나실, 시청각실, 방송실, 샤워실, 세탁실, 식당, 매점, 독서실 등의 기타 부속

시설을 갖추고 있습니다. 모든 관에 LAN 시설이 있어 통신과 정보교환이 자유로우

며, 고려대학교가 지향하는 국제화·정보화·전문화된 인력 양성에 손색없는 시설과 환

경을 고루 갖추고 있습니다.

자유롭고 품격 있는 기숙사 생활을 위한 최고의 시설

Hoyeon Residence Complex

내 꿈의 작은 공간, 

내 꿈의 즐거운 시작 

호연학사 

Sejong Academic 
Information Center

배움을 위한 

모든 정보의 공간 

세종학술정보원 

고려대학교 세종캠퍼스 정보화의 중추적 기관인 세종학술정보원은 학술·전산·기록

정보 지원기능을 강화하면서 연구·학습의 질적 개선을 위한 효과적인 정보 서비스를 

제공하는 진리탐구의 장입니다. 오늘날 세종학술정보원은 21세기 대학교육의 세계

화 및 정보화를 뒷받침하는 종합 정보센터로 자리 잡았습니다.

21세기 대학교육을 뒷받침하는 종합 정보센터

세종장애학생지원센터는 장애학생의 원활한 교육활동과 학습력 향상 등 안정적인 

캠퍼스 생활을 위해 다양한 지원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대학생활 지원으로

는 장학금, 학적 등 장애학생을 위한 학업 안내와 장애학생을 위한 기숙사 우선 배치, 

취업·진로 개별 상담 등이 있습니다. 또한 다양한 도우미 제도를 통해 장애학생의 효

과적인 학습을 지원합니다.

장애학생의 원활한 캠퍼스 생활을 위한 다양한 지원

Center for Students with 
Disabilities, Sejong

장애학생의 안정적인

대학생활 지원  

세종장애학생지원센터 

국제교류교육원은 국제화·세계화되는 현실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체계적인 외국

어 교육과 세종캠퍼스 국제교류 활성화를 목표로 합니다. 국제교류교육원은 재학생

들의 어학 공부를 위한 최적의 환경을 제공하며 정규 외국어 교과과정 운영과 본교

생·타교생·지역주민을 위한 외국어 특강, 기업체·공공기관의 외국어 위탁교육, 외국

어 교육연구, 교재 및 교과과정 개발 등을 주관하고 있습니다. 또한 교환학생 프로그

램을 통해 해외대학에서 어학학습 및 정규강의를 수강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합니다. 

이외에도 세종캠퍼스 국제화를 위한 다양한 해외교류 프로그램을 계획·시행하고 있

습니다.

체계적인 외국어 교육 및 국제교류 활성화

The Sejong Institute of 
International Affairs and Education

세계로 도약하는 

KUS의 중심  

국제교류교육원 

• 필기 도우미 : 수업에 필요한 필기와 전반적인 학습에 도움을 주는 도우미

• 학습 도우미 : 수업교재 입력 도우미, 전공 학습 도우미

• 이동 도우미 : 호연학사 및 기타시설 이동을 도와주는 도우미

• 콜 도우미 : 세종학술정보원에서 열람을 도와주는 도우미

• 기타 : 생활 도우미, 속기사 등

■ 장애학생 도우미 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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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사회봉사단 

KUSSO

KUSSO는 ‘실천하는 지성, 생각하는 리더, 사회에 

힘이 되는 대학’이라는 이념 아래 이 시대가 요구하는 

진정한 지식인으로서 책임을 다하기 위해 나눔과 

봉사를 실천하는 단체입니다.

언론특별기구 고대신문 

KDBS

고대신문사와 세종방송국 KDBS 모두 고려대학교의 

건학 정신을 선양하는 언론기관으로서 언론의 기본 사명을 

다하고 있습니다. 

학생홍보단체 

학생홍보기자단(KUS-ON)

KUS-ON은 고려대학교 세종캠퍼스의 각종 소식을 

정기발행물과 SNS 등을 통해 빠르고 정확하게 전달하고, 

각종 홍보 콘텐츠를 기획·제작해 교내외에 학교를 

알리는 데 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동아리

취미와 재능, 관심사가 같은 학생들이 모여 

캠퍼스 생활의 꽃이라 불리는 동아리 활동을 함으로써

하루하루 성장해갑니다.

정기 고연전

매년 가을에 개최되는 고려대학교와 연세대학교의 

스포츠(축구·야구·농구·럭비·아이스하키) 친선 경기입니다. 

일제 강점기 시절 민족의 양대 사학이었던 보성전문학교와 

연희전문학교의 체육경기로 시작한 고연전은 

80여 년이 넘도록 계속되며 양교 학생뿐만 아니라 

온 국민의 축제로 자리매김했습니다. 

총학생회

총학생회는 학생들의 의견을 가장 효과적이고 

합리적으로 대외에 발표하며 대학사회의 문제를 

해결하고자 합니다.

학생홍보단체 

홍랑

홍랑(紅浪)은 교내 각종 행사와 캠퍼스 투어 등을 

운영하고, 교외에서도 학교를 알리기 위한 다양한 

활동을 하는 등 학교 홍보와 발전에 

공헌하고 있습니다.

석탑 대동제

고려대학교의 가장 큰 축제인 석탑 대동제는 

매년 5월 5일 고려대학교 개교기념일을 전후해 

성대하게 거행됩니다. 모든 단과대학, 학과, 

동아리 활동을 총집결하는 행사인 만큼 캠퍼스

곳곳에서 대학의 지성과 낭만을 만끽할 수 있습니다.

오픈하우스

오픈하우스는 호연학사 사생회가 주최하는 축제입니다. 

평소에는 비사생이 기숙사에 출입할 수 없지만, 

오픈하우스 기간에는 기숙사에 거주하는 사생의 초대를 받은 

사람이라면 누구나 마음껏 기숙사 내부를 구경할 수 있습니다. 

또한 다양한 체험 부스와 연예인 공연, 고려대학교 응원단의 

퍼포먼스 등으로 큰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KUS의 빛, 각양각색(各樣各色) 문화와 낭만이 가득학생단체 KUS 축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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