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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의적 물리 인재 양성과 

세계 최고 수준의 물리연구집단 형성

| 개요 |

물리학에 관한 전문지식 함양과 

창의적 활용 능력을 배양하다 

2020년 가을학기 현재 물리학과는 35명의 전임교수의 지도 하

에 학사과정 125명, 석사과정 44명, 그리고 박사과정 166명의 학

생이 학업과 연구를 병행하고 있으며, 이론과 실험에 대한 심도 

있고 폭넓은 교육을 통해 학생들이 물리학에 관한 전문지식을 익

히고 창의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능력을 배양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학사과정의 교육은 고전 및 현대물리학의 전반에 걸쳐 기초개

념을 이해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으며, 이와 동시에 연구 경험을 

쌓을 수 있도록 본인이 원하는 분야의 연구 수행을 적극 장려하

고 있다. 

대학원 과정에서는 물리학의 기본 필수과목을 깊이 있게 재정

리하며 기본실력을 쌓게 하고, 논문 지도교수가 정해지면 각자 전

공 분야에 알맞는 선택과목을 위주로 자기 전공 분야의 첨단 연구

현황을 접하며, 이에 도전하는 논문연구를 병행하고 있다. 특히 타 

전공 분야와 연계한 도전적인 융합연구를 적극 유도하고 있다.

2020년 8월 1,032명의 학사, 967명의 석사, 932명의 박사를 

배출했고, 특히 석사 및 박사 졸업생의 과반수가 학계와 산업계에

서 중추적인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본 학과 교수진은 뛰어난 학문적 수월성을 바탕으로 각종 국내

외 학술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한국 과학기술의 위상을 드

높이는 데 선도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

| 설립 배경 및 역사 |

응용물리학전공에서 물리학 전반의 

폭넓은 분야에 걸친 교육 및 연구 활동으로

한국과학원 출범 당시 물리학과는 독립된 학과가 아니라 수학및

물리학과 내의 응용물리학전공으로 시작했다. 한국과학원의 설

립 취지를 고려하여 물리학의 심오한 이론과 실제적 응용력을 겸

비한 고급 인재 양성을 교육 목표로 삼고 입자물리 · 고체물리 · 광

학을 주요 세부 전공 분야로 설정했다. 

1971년에는 이상수 박사, 1972년에는 조병하 · 김재관 박사가 

전임교수로 부임하여 1973년 9월 제1회 석사과정 입학생을 위

한 최초의 응용물리학전공 강의를 시작했고, 이어 1974년에 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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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진 · 조순탁 박사, 1975년에 이주천 박사가 전임교수로 합류하

여 1980년까지 6명의 교수진이 유지되었다. 1980년에는 김호철 

박사, 1981년에는 최덕인 박사가 부임하여 플라즈마 물리가 주요 

세부 전공 분야에 추가되었다.

초기의 석사과정 입학정원은 수학및물리학과 전체 정원 20

명 중 응용물리학전공은 10명이었으나 매년 1∼2명씩 증가하여 

1977년에는 17명으로 증가했다. 

한편 응용물리학전공과 전산학전공의 독립적인 확장의 필요

성이 대두되어, 1978년 3월 전산학과가 수학및물리학과로부터 분

리, 독립됨과 동시에 응용물리학전공 입학정원도 초창기의 10명

에서 20명 내외로(6회) 2배 이상 증가했다. 1975년 제1회 석사과정 

졸업생을 배출함과 동시에 응용물리학전공 박사과정을 개설했고, 

1979년에는 최초의 응용물리학전공 박사 4명을 배출했다.

1981년 정부 시책에 의해 대학원 교육 중심의 한국과학원이 연

구중심의 한국과학기술연구소(KIST)와 통합하여 한국과학기술원

이 발족했지만, KIST에 물리학과와 관련된 해당 부서가 없었기 때

문에 물리학과의 교수진 및 구성에는 큰 변동이 없었다. 1982년

에는 수학및물리학과가 물리학과와 응용수학과로 분리되었고, 

1983년에는 이학부와 공학부가 신설되어 물리학과는 생물공학

과 · 응용수학과 · 화학과와 함께 이학부에 소속되게 되었다.

1990년 대학원 중심의 한국과학기술원이 대전캠퍼스로 이전

하면서 1985년에 설립된 학부 중심의 한국과학기술대학과 자연

스러운 통합이 이루어졌고, 교수진도 당시 한국과학기술원 물리

학과 소속 11명과 한국과학기술대학 물리학과 소속 13명이 합하여 

모두 24명으로 증가했다. 이후 세부 전공 분야도 기존의 입자물리, 

응집물질물리, 광학, 플라즈마 물리에 복잡계 및 생물물리가 추가

되어 현재까지 물리학과의 주요 세부 전공 분야를 구성하고 있다.

그동안 20명의 원로 교수가 은퇴하여 명예교수로 추대되었고, 

현재 35명의 전임교수가 교육과 연구를 수행하고 있다. 2020년

에 3명의 신임교수가 부임했으며, 2020년 9월 나노과학기술대

학원과의 통합을 통해 5명의 교수가 추가로 합류하여 국제적 경

쟁력을 갖춘 규모 있는 학과로 발돋움했다.

물리학과에서는 폭넓은 분야에 걸쳐 교육 및 연구 활동이 활발

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현재 물리학과의 교육 및 연구 분야는 크

게 응집물질 물리, 입자물리 및 우주론, 광학 및 광자학, 플라즈마 

물리, 복잡계 및 생물 물리의 5개 세부분야로 구분된다.

| 주요 연혁 |

•1971.  수학및물리학과 내 응용물리학전공 출범

•1975. 08.  제1회 석사과정 졸업생 배출 및 응용물리학전공  

박사과정 개설

•1979.  응용물리학전공 박사 4명 배출

•1982. 02. 수학및물리학과가 물리학과와 응용수학과로 분리

•1983. 02. 이학부 신설

•1989. 08. 제1회 학사과정(한국과학기술대학) 졸업생 배출

•1989. 07. 대전캠퍼스 이전 및 한국과학기술대학과 통합

•2004. 04. 캐븐디쉬(Cavendish)-KAIST 공동연구협력센터 유치

•2005. 03. 물리학과 석박사통합과정 실시 

•2006. 03. BK21 2단계 사업(선도물리교육사업단) 선정

•2010. 07. LG이노텍-KAIST 산학협력 LED 연구센터 유치

•2013. 09. BK21 플러스 사업(선도물리교육사업단) 선정

•2013. 10.  IBS 캠퍼스 연구단(액시온 및 극한상호작용 연구단) 

유치

•2015.  12. 시간역행 반사연구단(창의연구단) 유치

•2016. 06. 응집상 양자 결맞음 연구센터(SRC) 유치

•2017. 06. 격자결함 제어연구단(창의연구단) 유치

•2020. 09. 나노과학기술대학원 교원 5명 소속 변경

| 연구 분야 및 교수진 |

응집물질 물리

- 실험 :  김갑진 · 김은성 · 양용수 · 양찬호 · 이순칠 · 조성재 ·  

최형순 · 김용관(나노과학기술대학원)

- 이론 :  김세권 · 문은국 · 심흥선 · 이경진 · 이성빈 · 한명준 ·  

김용현(나노과학기술대학원)

입자물리 및 우주론 :  손민호 · 유종희 · 이혜성 · 야니스 세메르지디스

(Yannis Semertzidis) · 송재원

광학 및 광자학 :  강명수 · 라영식 · 서민교 · 안재욱 · 이용희 · 조용훈 ·  

최재윤 · 안드레이 모스칼렌코(Andrey Moskalenko) ·  

이상민(Fabian Rotermund) · 이한석(나노과학기술대학원)

플라즈마 물리 : 민경욱

생물물리 : 김승중 · 박용근 · 이원희(나노과학기술대학원)

복잡계 물리 : 정하웅 · 김용운(나노과학기술대학원)

명예교수 :  공홍진 · 김만원 · 김병윤 · 김수용 · 김재관 · 김재은 ·  

김종진 · 문희태 · 박해용 · 신성철 · 염도준 · 윤춘섭 ·  

이용희 · 이해웅 · 장기주 · 장홍영 · 최덕인

추모교수 : 김호철 · 이상수 · 이주천

 

저전력 고속 터널 전계효과 트랜지스터 개발 2020.02.20.

 

플라즈마로 바이오필름 제거 기술 개발 2018.01.18.

자연과학대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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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전 및 목표 |

지식 창조를 통하여 인류의 과학기술 발전을 이끌 

창의적 물리 인재 양성

물리학과의 교육 비전은 ‘지식 창조를 통하여 인류의 과학기술 발

전을 이끌 창의적 물리 인재 양성’이다. 이를 위해 체계적인 수준

별 눈높이 교육과 엄격한 전주기적 학사관리로 기초교육을 내실

화하고 있으며, 연차별 · 전공별 맞춤형 입체교육과 깊이 있는 교

육을 통해 전공교육을 특성화하고 있다. 

그리고 이를 바탕으로 한 연구 비전은 ‘국가 인류의 미래를 위

한 새로운 지식 창조 및 도전적 문제 해결로 세계 최고 수준의 물

리연구집단 형성’이다. 

자연과학대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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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리과학과
Department of Mathematical 

Sciences 

1971-2021

국제적 경쟁력을 바탕으로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세계적 수학 관련 학과로

| 개요 |

과학기술 교육과 연구 활동의 초석이 되는 교육으로, 

연구개발을 선도할 고급 인재 양성

수리과학과는 KAIST의 과학기술 교육과 연구 활동의 초석이 되

는 수학 교육을 전담하고 있다. 수학의 전통적인 분야와 인공지

능, 빅 데이터, 딥 러닝 등 4차 산업사회에서 중요성이 강조되는 

분야의 첨단 연구를 수행하면서, 수학적 지식을 활용하거나 수학 

관련 분야에서 연구개발을 선도할 고급 인재를 양성하고 있다.

2020년 4월, 수리과학과에는 32명의 전임교수와 8명의 명예

교수, 3명의 연구교수·초빙교수, 7명의 겸임교수·겸직교수가 있다. 

수리과학과는 수학 분야뿐만 아니라 융합연구 분야 발전에 기여

할 수 있는 우수한 인재 확보를 위해 꾸준히 노력해왔으며, 그 결

과 최근 몇 년 동안 역량 있는 신임교원을 영입한 바 있다. 앞으로

도 국내외 최고 수준의 교원을 지속적으로 임용하는 등 전체 전

임교원 수를 늘려나갈 계획이다. 전임교수의 연구 분야는 대수

학 · 기하학 · 위상수학 · 해석학 등 전통적인 수학 분야와 응용수학, 

확률 및 통계, 최적화, 생물수학 등을 포함하고 있다.

2020년 봄학기 현재 수리과학과에 소속된 학부생은 237명이

며, 150여 명의 타 학과 학부생들이 수리과학을 복수전공이나 부

전공으로 공부하고 있다. 그리고 대학원에 121명이 재학 중이다. 

수리과학과는 매학기 50여 개의 강의를 개설하고 있으며, 총 수

강생 수는 3,000여 명에 이를 만큼 KAIST 교육부문에서 수리과

학과의 기여도는 매우 높다. 2007년부터 대부분의 강의를 영어

로 진행하고 있으며, 대학원생을 위해 매 학기 십여 차례 콜로퀴

움을 열고 있다. 국내외 연구자를 초청해 강연을 진행하는 등 학

부생을 위한 별도의 콜로키움도 운영하며, 분야별 연구 세미나도 

활발하게 개최하고 있다.

수학 분야의 연구 교류는 일반적인 과학기술 연구와는 좀 다른 

양상을 띤다. 설비를 갖춘 실험실이 필요한 학문 분야와는 달리 

주로 이론 연구를 하는 수학의 특성상 연구자를 초청하거나 국내

외 대학이나 연구기관을 방문하는 등 인적교류 방식이 일반적이

다. 따라서 수학 연구 교류를 활성화하기 위해 방문자 연구실, 토

론실, 세미나실 등을 운영하고 있으며, 다양한 전문가 학회와 대

규모 국제학술대회를 개최해 연구자들과의 직접적인 소통과 협

력을 장려하고 있다. 이밖에도 학과 자체적으로 수학도서관을 운

영하고 있다. 또한 국외 대학·연구소와 협력관계를 맺으며 공동

연구 수행 등 국제 연구 교류의 폭을 확대하며, KAIST의 인지도를 

높이는 데 이바지하고 있다.

수리과학과는 우수한 교수진과 수준 높은 연구, 뛰어난 학생과 

내실 있는 교육 환경 등에 힘입어 BK21, SRC(대수구조 및 응용연구센

터, 확률해석 및 응용연구센터), 자연과학중점연구소, 수리과학정보센

터 등 국가의 대형 연구과제를 유치 · 수행함으로써 학계에 공헌

하고 있다. 탁월한 연구성과를 통해 다수의 교수진과 학생이 국

내외 학계나 업계, 정부로부터 명예로운 상을 수상했으며, 장학금

이나 연구비 등을 지원받고 있다.

수리과학과는 현재까지 학사 1,173명, 석사 674명, 박사 305명

을 배출했고, 이들은 국내외 연구소, 대학, 산업계의 다양한 분야

에 진출해 활약하고 있다. 

수학은 4차 산업사회의 성장에 중추적인 역할을 담당하는 분

야다. 4차 산업의 거의 모든 분야가 수학과 직 · 간접적인 관계를 

맺는다는 점에서 수학의 중요성이 그 어느 때 보다 커지고 있으

며, 수학 교육을 받은 인재들에 대한 수요도 꾸준히 증가하고 있

다. 한 예로, 무학과로 입학한 KAIST 학사과정 신입생 가운데 수

학을 전공 선택한 학부생 수는 2007년부터 매년 50명 이상이었

으며, 이런 추세는 향후에도 계속될 것으로 전망된다. 

 

국제대학생프로그래밍 대회 동메달 수상 2017.0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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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설립 배경 및 역사 |

수학 교육을 효율적 지원, 

규모 면에서 국제적 경쟁력 확보와 시너지 효과 최대화

수리과학과의 역사를 거슬러 올라가면, 1990년 한국과학기술원

과 과학기술대학이 통합하며 현재 대전 교정으로 이전할 때, 한

국과학기술원의 응용수학과와 한국과학기술대학의 수학전공이 

합쳐져서 수학과가 되었고, 1999년부터 2006년까지는 수학과 

내에 수학전공과 응용수학전공이 별개 조직으로 운영되었으며, 

2007년부터는 두 조직을 통합하며 수학의 여러 분야를 포함하

는 새로운 명칭 ‘수리과학과’를 선택했다. 통합 전의 응용수학과

는 한국과학기술원이 출범할 때 설치된 대학원 과정을 운영하는 

수학및물리학과로부터 1978년 전산학과가 독립하고 난 후, 1982

년 수학및물리학과가 물리학과와 응용수학과로 분리되며 대학

원 과정을 운영하는 학과로 시작되었다. 

한편 1990년 통합 전의 수학전공은 과학 영재 교육을 목표로 

설립된 한국과학기술대학에서 학부과정을 운영했다. 통합 이후 

수학과는 학부과정과 대학원 과정을 모두 갖추고 교수진도 확대

해서 교육과 연구 수준을 크게 높일 수 있었다.

그 후 수학과는 1999년부터 수학전공과 응용수학전공으로 분

리해서 운영하다가 KAIST가 수행하는 교육과 연구에서 필수요소

인 수학 교육을 효율적으로 지원하고, 수학의 다양한 분야를 육성

하기 위해 조직을 정비하며, 규모 면에서 국제적 경쟁력을 확보해

서 시너지 효과를 최대화하기 위해 2007년부터 새로운 명칭인 

수리과학과로 통합·운영하고 있다.

새로운 학과명인 수리과학과로 운영하며 교수진을 늘리고, 교

과과정을 개편하고, 시설을 개선해서 학과는 교육과 연구 역량을 

크게 높였으며, 그 결과 세계 수학 관련 학과순위 평가에서 50위 

정도에 오를 수 있게 되었다. 학과의 위상이 높아지며 인재 양성

도 활발해져서 많은 졸업생이 다양한 분야에 진출해서 역량을 발

휘하고 있다.

| 주요 연혁 |

•1971.  한국과학원 수학및물리학과 설립

•1982.  03.  한국과학기술원 응용수학과: 수학및물리학과가  

응용수학과와 물리학과로 분과

•1986.  03. 한국과학기술대학 수학전공: 한국과학기술대학 설립

•1990.  01.  한국과학기술원 수학과: 한국과학기술원과  

한국과학기술대학 통합

•1995.  10.  수리과학정보센터(ICMS) 설립

•1999.  12.  수학전공과 응용수학전공을 분리 운영

•2006. 03.  BK21 사업(수학인재양성사업단) 선정

•2006. 12.   한국과학기술원 수리과학과: 수학전공과 응용수학

전공 통합

•2007.  09. 대수구조및응용연구센터(ASARC) 설립

•2011.  1 1. KAIST Mathematics Research Station(KMRS) 설립

•2019.  07. KAIST 확률해석및응용연구센터(SAARC) 설립

| 연구 분야 및 교수진 |

대수학, 정수론, 이산수학 분야 : 곽시종 · 김동수 · 김재훈 · 배성한 ·  

  백상훈 · 박진현 · 엄상일 · 이용남 · 임보해 · 한상근 · 안드레

아스 홈슨(Andreas Holmsen)

통계, 확률, 금융수학 분야 : 강완모 · 정연승 · 황강욱 · 전현호 ·  

 폴 정(PaulJung)

해석학, 응용수학 분야 : 곽도영 · 권순식 · 김재경 · 김용정 · 김동환 ·  

 변재형 · 이창옥 · 이지운 · 임미경 · 최건호

위상수학, 기하학 분야 : 백형렬 · 서동엽 · 진교택 · 최서영 · 모라비토 

 (Filippo Morabito) · 응우옌 응옥 쿠옹(Ngoc Cuong Nguyen)

명예교수 :  김홍오 · 구자경 · 최우진 · 권길헌 · 이성연 · 김성호 ·  

고기형 · 곽도영 · 진교택

| 비전 및 목표 |

국제적인 경쟁력을 갖추어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세계적 수학 관련 학과로 

수학은 과학과 공학의 발전에 반드시 필요한 지식이고 수학이 해

결하고자 하는 문제들은 문명발전의 핵심을 이룬다. 한 나라의 

문명 수준은 과학기술 수준과 연계되어 있고, 과학기술 수준은 과

학기술인이 갖춘 수학 역량의 영향을 크게 받는다. 

수리과학과는 4차 산업사회 도래와 더불어 등장하는 사회 변

화와 발전에 선제적으로 대응하며 학과의 역할을 능동적으로 수

행하기 위해 학과의 중점 연구 분야를 확장하고, 교육을 혁신하

며, 연구력을 끊임없이 향상시킬 것이다.

KAIST는 우리나라 과학기술 분야에서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

며 인류 번영에 크게 공헌하는 대학이므로, 수리과학과는 KAIST

가 맡은 역할을 잘 할 수 있도록 수학 교육의 수준과 효율성을 극

대화하고자 한다. 또 우리나라 수학 연구와 인재 양성 부문에서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면서 항상 최고 수준을 유지하고, 합리적인 

제도와 조직문화를 장점으로 우수한 교수진과 유망한 학생들을 

유치하고, 국제적으로 경쟁력을 갖추어 수학 분야에서 우리나라

를 대표하며 세계 수학 관련 학과 순위 평가에서 20위 이내에 오

르는 것을 목표로 한다.

 

2018 젊은과학자상 수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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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학과
Department of 

Chemistry 

1971-2021

창의적 인재양성 및 선도 연구를 바탕으로 

‘세계 TOP 10’ 화학과를 지향하다

| 개요 |

국가 과학 연구개발을 주도할 유능한 학자와 

미래의 리더 육성

화학은 많은 물리현상들의 근본 원리를 이루는 변화를 다루는 기

초 학문이며, 생명현상을 이루는 과정들의 설명은 물론 다양한 재

료 물질들을 이해하기 위하여 반드시 필요한 중심 과학이다.

KAIST 화학과는 교육과 연구 모두에 탁월한 인재를 양성하기 

위하여 다양한 학제 간 프로그램을 수행하는 데 전념하고 있다. 

이에 따라 우리 학과에서는 국가의 과학 연구와 개발을 주도할 

수 있는 유능한 학자들을 키우기 위해 학생들 개개인의 지적 능

력을 개발하는 것을 추구함은 물론, 미래의 리더로서의 자질을 함

유할 수 있도록 학생들이 협력하여 공동의 목표를 설정하고 이의 

달성에 노력하는 것을 뒷받침하고 있다. 학과에서 배출된 졸업생

들은 국내외 대학, 국가기관, 산업체 연구소 등의 화학 관련 분야

에서 중대한 역할을 하고 있다.

| 설립 배경 및 역사 |

화학 분야와 화학 이외의 다양한 산업을 포괄하는 

국가 과학 발전

화학과는 한국과학원의 설립 당시 화학및화학공학과로 출발했

다. 1971년 9월에 구성된 학과 및 전공설정위원회에서는 화학과

학과라는 학과 명칭에 전공 분야를 응용화학과 화학공학으로 설

정하는 방안이 마련되었으나 자문위원회에서 학과 명칭에 대한 

강력한 불만이 제기되어 화학및화학공학과로 바뀌었다. 

1971년 2월부터 김호기(화학공학) · 전학제(촉매화학) · 전무식(물리

화학) · 심상철(유기광화학) · 최삼권(유기화학) · 조의환(고분자화학) 박사

가 교수로 부임하여 학과를 설립했으며, 1972년에는 불소화학의 

권위자로 미국에서 활약하던 박달조 박사가 제2대 원장 겸 교수

로 영입되었고, 1973년에는 한국 화학계의 태두이며 세계적 화학

자인 이태규 박사가 미국에서 귀국하여 영년직 명예교수로 임명

되었다. 화학 분야는 처음부터 국제 수준에 손색이 없는 교수진

을 갖추고 출발했으며, 유기화학과 물리화학 및 무기화학 분야로 

구분하여 활발한 연구와 교육을 진행했다.

1978년 화학및화학공학과는 화학과와 화학공학과로 각각 분

리되었다. 1973년 이후에는 화학공학 분야의 교수 충원에 주력했

던 것이 사실이었으며, 이에 따라 사실상 정지되었던 화학 분야 

교수 충원이 학과 분리와 함께 재개되어, 1980년까지 오동영(유기

합성) · 정경훈(물리화학) · 김용해(천연물 및 유기화학) · 김성각(유기합성) 

박사가 새로 부임했다. 또한 1986년 한국과학기술대학의 설립과 

함께 본격적인 화학 분야의 학사과정 교육이 시작되었다. 이 당

시 우리나라 대학의 화학과 중 최초로 300MHz NMR을 설치하

여 학부교육에 이용했고, 우수하고 젊은 신진 학자들을 교수로 유

치했다. 

1990년 본원의 대전 이전과 함께 이루어진 한국과학기술원 화

학과(교수 12명)와 한국과학기술대학 화학과(교수 10명)의 통합은 

학부 및 대학원의 연계교육과정을 확립하고 젊은 세대 교수진을 

대폭적으로 확대하는 두 가지 발전을 함께 이루는 요인이 되었으

며, 이후 화학과의 지속적인 발전을 위한 건실한 기반을 마련하는 

계기가 되었다. 1980년대 중반부터는 본교에서 학사, 석사, 또는 

박사학위를 마친 졸업생들이 모교의 교수로 부임하기 시작하기

도 했으며, 이 규모는 현재 16명에 이르고 있다. 

화학과에서는 분자과학연구센터(전무식 · 정경훈 교수), 분자설계

합성연구센터(김성각 교수), 인터페이스 분자제어 연구센터(김세

 

강성호 교수 동판 제막식 2014.0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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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 · 곽주현 교수), 멀티스케일 카이랄 구조체 연구센터(이희승 교수) 

등의 우수 연구센터를 유치해 왔다. 창의적 연구사업(강성호 · 김봉

수 · 한상우 · 최인성 · 최병석 · 유룡 교수) 및 국가지정연구실 사업 다수를 

유치함은 물론, 국가과학자연구지원사업(유룡 교수)에도 선정되

어 활발한 연구활동을 뒷받침할 수 있었다. 아울러, 1999년에 교

육부가 대학원 위주의 연구 진흥을 위하여 처음으로 시도한 두뇌 

BK21 사업의 과학기술 분야에서도 성균관대학교 화학과와 연합

하여 형성한 분자과학사업단이 주관 대학으로 선정되었으며, 이

후의 BK21 지속 사업들에도 꾸준히 참여하고 있다.

이 밖에도 2012년 6월부터 유룡 특훈교수가 기초과학연구원

(IBS)의 나노물질 및 화학반응 연구단(Center for Nanomaterials and 

Chemical Reactions)의 단장으로 선정되기도 했으며, 같은 연구단에 

이효철 교수와 박정영 교수가 부단장으로 소속되어 있다. 또한 

2012년 12월부터는 장석복 특훈교수가 IBS의 분자활성 촉매반응 

연구단(Center for Catalytic Hydrocarbon Functionlizations)의 단장으로 

선정되어 부단장인 백무현 · 홍승우 교수와 함께 관련 연구를 수

행하고 있다.

화학과 구성원들은 활발한 학과 외 활동을 통하여 국가의 과학 

발전에도 기여하고 있다. 고(故) 전학제 명예교수는 과학기술처 

장관과 KAIST 원장으로서, 고(故) 심상철 명예교수는 KAIST 원장

으로서 본원의 발전에 노력을 기울였다.

이러한 발전과정을 통해 육성된 졸업생들은 다양한 분야에서 

국가의 발전에 기여하고 있다. 이들은 주로 화학과 관련된 분야

의 학계, 정부출연 및 기업체 연구소로 진출해왔으며, 최근에는 

응용 분야에서의 원천 기술개발의 필요성이 높아짐에 따라 화학 

이외의 다양한 산업 부문에서도 졸업생에 대한 수요가 늘어나고 

있다. 특히 전자 및 반도체 기업으로의 졸업생 진출이 확대되고 

있다.

| 주요 연혁 |

•1971.  09. 화학및화학공학과로 출발

•1975.  08. 석사 첫 졸업생 10명 배출

•1978.  03. 화학과와 화학공학과로 분리

•1979.  02. 화학과 박사과정 첫 졸업생 4명 배출

•1986.  03.  학사과정 교육 시작

•1988.  05.  제5대 원장에 전학제 교수 취임

•1990.  03.  KAIST 화학과 학부 및 대학원 연계교육과정 확립

•1990.  02.  학사과정 첫 졸업생 15명 배출

•1991.  03.  분자과학연구센터(SRC) 선정

•1994.  04.  제8대 최초 선출 원장으로 심상철 교수 취임

•1999.  07.  분자설계합성연구센터(SRC) 선정

•1999.  09.  BK21사업(분자과학사업단) 선정

•2006. 03. 2단계 BK21사업(분자과학사업단) 선정

•2008. 03.  대학원 석 · 박사 통합과정 신설

•2009. 09.  인터페이스분자제어연구센터(SRC) 선정

•2018.  06.  멀티스케일카이랄구조체연구센터(SRC) 선정 

•2012.  06.  IBS 나노물질 및 화학반응 연구단(단장 유룡 교수) 선정

•2012.  12.  IBS 분자활성 촉매 반응 연구단(단장 장석복 교수) 선정

•2016.  03.  BK21 Plus 사업(KAIST 분자과학사업단) 선정

•2020. 09.  나노과학기술대학원 교원 2명 소속 변경

•2020. 10. 4단계 BK21사업(KAIST 분자과학연구단) 선정 

| 연구 분야 및 교수진 |

고분자화학 :  김상율 · 서명은(나노과학기술대학원) · 윤동기 

(나노과학기술대학원)

무기화학 :  백무현 · 송현준 · 임미희 · 처칠(David G.Churchil)

물리화학 :  김상규 · 김우연 · 박기영 · 이영민 · 이효철 · 유룡 ·  

김형준 · 박정영

바이오/나노화학 : 이해신 · 한상우

분석화학 : 변혜령

생화학 : 강진영 · 박희성 · 정용원 

유기화학 :  김현우 · 이희승 · 이희윤 · 장석복 · 최인성 · 한순규 ·  

홍승우 · 홍순혁

명예교수 :  강성호 · 곽주현 · 김성각 · 김용해 · 김진백 · 도영규 ·  

심홍구 · 이억균 · 이영훈 · 이윤섭 · 정경훈 · 최병석

추모교수 :  김세훈 · 심상철 · 오동영 · 이태규 · 전무식 · 전학제 ·  

조의환 · 최삼권

| 비전 및 목표 |

창의적 인재양성 및 선도 연구로 

‘세계 TOP 10’ 화학과를 향해

 

화학과는 미래 글로벌 리더를 위한 선진교육과 새로운 시대를 열

어가는 창의적인 연구를 통해 독창적인 연구와 도전적인 글로벌 

리더 양성에 주력하고 있다. 

이로써 ‘세계 TOP 10’ 화학과와 창의적 인재양성 및 선도 연구 

학과로 자리매김하고자 한다. 

자연과학대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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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노과학
기술대학원
Graduate School of Nanoscience 
and Technology

2008-2021

나노과학기술에 대한 새 시각과 

연구 방법 창출로 학계 · 산업계 · 

경제계에 비전을 제공하다 

| 개요 |

나노과학기술을 새로운 시각으로 바라보고 

연구할 수 있는 방법 창출

나노과학기술(NST)이란 나노미터(10-9m, 십억분의 일 미터) 수준의 

영역에서 물질의 구조 · 형상 등을 제어하여 인류 발전에 기여하

는 기술을 말한다. 오늘날의 나노과학기술은 단순히 미세화의 차

원을 넘어서 기초 원리에 근거한 물질의 근본적인 이해와 나노 

수준의 제어를 통한 자연적 한계를 초월하는 것을 목표로 삼고 

있다. 나노과학기술은 물리학 · 화학 · 생명과학과 같은 기초과학

을 바탕으로 컴퓨터 · 반도체 · 정보통신 · 자동차 · 항공우주를 비롯

한 첨단 분야뿐만 아니라, 의료 · 생명공학 · 에너지 · 환경 · 농업 · 섬

유 · 화장품 등 다양한 첨단 고부가가치 산업 분야에 널리 활용되

는 기반기술로 “나노과학기술을 말하지 않고서는 국가의 미래도 

없다”고 할 만큼 국가 산업 발전에 필수 불가결한 핵심 기술이다.

나노과학기술은 그 자체로 매우 광범위한 분야를 아우르고 있

어서 이 학문의 명확한 정의와 범위를 한마디로 얘기하기는 어

렵다. 따라서 특정한 한 가지 분야의 학문으로는 나노과학기술

의 핵심내용을 모두 다룰 수 없기 때문에 여러 학문을 통합적으

로 적용하는 다학제적인 연구와 교육이 필요하다. 이러한 필요성

을 바탕으로 본 대학원은 자연대학 소속으로 2008년 설립되었

으며, 매우 다른 성격의 다양한 학문 분야들을 모두 포괄할 수 있

는 중심이 되고자 노력해왔다. 본 대학원은 물리학 · 화학 · 공학 · 생

물학을 포괄하는 융합학문을 추구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원자 및 

분자 수준에서 일어나는 자연 현상의 총합적인 이해 및 이를 바

탕으로 기존의 한계를 극복하는 새로운 나노물질 · 나노소재 · 나노

소자 구현 등을 목표로 나노과학기술을 새로운 시각으로 바라보

고 연구할 수 있는 방법을 창출함으로써 학계 · 산업계 · 경제계에 

새로운 비전을 지속적으로 제공하고자 한다. 

나노과학기술대학원은 설립된 이후 5년 동안 세계 수준의 연

구중심대학 육성사업(WCU)의 지원을 받아 국제 경쟁력 있는 나

노바이오 융합 교육 및 연구를 위한 학과를 구축하고 창의적 글

로벌 융합 과학 인재를 육성해 왔다. 그 성과를 인정받아 2013년 

8월부터는 ‘BK21 PLUS’ 사업에 선정되어 우수한 학생의 교육과 

첨단나노과학 연구에 매진하고 있다. 

우리는 물리학 · 화학 · 생물학 · 공학을 유기적으로 융합하여 새

로운 시각에서 자연을 바라봄으로써 근원적인 지식을 탐구할 것

이며, 이를 통해 자연의 한계를 초월하는 기능성을 갖는 새로운 

물질을 창출하여 인류의 삶에 기여할 수 있으리라 믿는다. 이러

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나노재료과학 · 에너지화학 · 생물물리

를 우리가 추구할 주요한 연구주제로 정했다. 나노과학기술대학

원은 나노과학기술을 전적으로 추구할 수 있는 독립적인 조직으

로서, 다양한 분야의 전공자들이 유기적 조화를 이룬 교수진을 통

해 이와 같은 연구를 수행하기에 최적의 장소이다. 또한 노벨상 

수상자인 머리 겔만(Murray Gell-Mann)이 “명확한 이해 없는 연구

는 아무런 가치를 창조해내지 못하는 우표 수집과 다를 바 없다”

고 했듯이, 나노과학기술대학원은 깊이 있는 이해를 돕고 또 앞으

로의 연구 방향을 올바로 설정하기 위한 이론과학의 중요성을 충

분히 인식하고 있으며 실험과 이론의 균형 속에 나노과학기술을 

깊이 있게 탐구하고 있다.

| 설립 배경 및 역사 |

융합나노과학 고급인재 양성과 

세계 최고 수준의 융합 연구 역량 확보

최근 50년 동안 우리의 삶에 일어난 변화가 지난 5,000년간 변

화의 총합을 상회할 정도로 현대 문명은 빠르게 진보하고 있다. 

많은 이유가 있겠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급격한 과학의 발전에 

따라 우리가 전자 · 원자 · 분자 수준에서 자연을 이해할 수 있게 되

었고 따라서 이를 이용하는 기술이 혁신적으로 진보한 것이라

고 할 수 있다. 앞으로는 원자와 분자를 나노미터 크기의 범주에

서 이해하고 조작하여 얻을 수 있는 나노과학기술이 미래 과학기

술을 선도할 것으로 생각되고 있다. 이에 대응하기 위해 2008년 

KAIST 나노과학기술대학원이 설립되었다. 

자연과학대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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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노과학기술대학원은 설립 이후 5년 동안 세계 수준의 연구

중심대학 육성사업(WCU)의지원을 받아 국제 경쟁력 있는 나노바

이오 융합 교육 및 연구를 위한 학과를 구축하고 창의적 글로벌 

융합 과학 인재를 육성해 왔다. WCU 사업에는 나노과학기술대

학원을 중심으로 KAIST 물리학과, 화학과, 생명과학과와 Harvard 

Medical School, University of Maryland 화학과 등에 소속된 세계

적 전문가들이 합류하여 진정한 융합 연구 및 교육을 실현했다. 

구체적으로 ‘바이오나노 융합을 통한 혁신적 질병 진단 및 치

료기술 개발’을 연구 목표로 설정하고 신개념 신약 타깃 발굴 및 

바이오신약 창출, 바이오신약의 생산과 전달 최적화, 바이오신약

의 생체 이미징·계측 기술 개발에 연구 역량을 집중한 결과 SCI

급 상위 10% 저널에 175건, 상위 1%에 9편의 논문을 게재하여 연

구 부문 평가에서 3년 연속 A등급을 획득한 바 있다. 교육에서도 

나노과학기술대학원은 나노융합과학에 걸맞은 커리큘럼을 구축

하고, 영어 강의를 전면적으로 시행했으며, 해외 학자들이 과목을 

개설하고 실험실을 운영하는 등 융합 및 국제화 측면에서 높은 

평가를 받아 교육·학술부문 평가에서 최우수 등급인 S등급을 2

년 연속 획득했니다. 

이와 같은 뛰어난 성과를 바탕으로 2013년 나노과학기술대학

원은 미래창조과학부에서 주관하는 ‘BK21 PLUS’ 글로벌 인재양

성 사업에 선정되었다. 이를 바탕으로 세계 10위권 연구중심 대

학원으로 도약함으로써 미래의 과학기술을 선도할 융합나노과

학 고급인재를 양성하고 세계 최고 수준의 융합 연구 역량을 갖

추고자 한다. 

| 주요 연혁 |

•2003. 09.  나노과학기술학제전공 개설

•2008. 06.  나노과학기술대학원 학과 설립

•2008. 09.  세계 수준 연구중심대학(WCU) 육성사업 선정

•2013. 09.  ‘BK21 PLUS’ 사업 선정

•2020. 09.  교원 소속 변경(물리학과 · 화학과 · 의과학대학원 ·  

생명과학과) 

| 연구 분야 및 교수진 |

물리 분야 : 김용관 · 김용운 · 김용현 · 이원희 · 이한석

생명 분야 : 김필한 · 정현정

화학 분야 : 서명은 · 윤동기

추모교수 : 신중훈

| 비전 및 목표 |

융합학문 연구를 통해 무한한 가능성을 가진 

나노과학기술 분야의 리더로

우리의 목표는 빠르게 변화하고 있는 융합학문 연구를 통해 무

한한 가능성을 지닌 우수한 학생들을 나노과학기술 분야의 리더

로 교육시키는 것이다. 이를 위해 나노과학기술대학원은 석 · 박

사 통합과정을 개설했으며, 다양한 자연과학 및 공학계열을 전공

한 학생들이 지원하길 바라고 특히 학부 전공과 다른 연구 분야

를 선택하기를 추천하고 있다. 학생들이 보다 쉽게 다른 분야에 

접할 수 있도록 첫 학기에는 다양한 입문과정의 과목들이 개설되

어 있으며, 또한 연구 분야를 정하기 전에 실험실 순환제도를 통

해 다양한 분야의 연구를 경험함으로써 자신이 어느 분야에 흥미

가 있는지 파악할 수 있도록 돕고 있다. 

우리는 나노 현상의 총합적인 이해 및 이를 바탕으로 기존의 

한계를 극복하는 새로운 나노재료 · 나노소자의 구현 등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로써 나노과학기술을 새로운 시각으로 바라보고 연

구할 수 있는 방법을 창출하여 학계 · 산업계 · 경제계에 새로운 비

전을 제공하고자 한다. 

자연과학대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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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명과학과
Department of Biological  

Sciences

1972-2021

생명과학 분야 최첨단 연구를 

선도적으로 이끌어갈 글로벌 리더 육성

| 개요 |

첨단 바이오 연구 경쟁력 확보,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리더할 우수 인재 교육

생명과학과는 기초 및 응용 생명과학 전반을 다루는 특별한 학과

로서 21세기의 바이오 혁명을 선도하는 역할을 충실히 이행하고 

있다. 그 객관적인 증거로 2001년 BK21 평가에서 과학기술 분야 

전체 사업단 중 1위, 2002년 생명과학 분야별 평가에서 1위를 시

작으로 현재까지 평가 등급에서 우수한 성과를 나타내고 있다.

생명과학과는 수년간 핵심연구 분야의 우수 신진 교수를 집중

적으로 유치함으로써 첨단 바이오 연구에 관한 경쟁력을 확보했

다. 특히 인간 질병 모델의 개발 및 질병 메커니즘의 연구, 유전

체 기능분석 및 응용연구, 나노 기술 및 바이오 소재연구, 신약개

발연구 등 가장 부가가치가 높은 핵심 바이오 분야를 중점적으로 

육성하여 연구성과의 가치를 배가하고 있다. 또한 BT와 전기 · 전

자 · 원자력 · 화학 · 기계 · 재료 등의 전통산업과 융합 연구가 활성

화됨에 따라 KAIST 생명과학과의 역할은 점차 확대되는 추세

이다.

생명과학과는 그동안 중점적으로 추진되었던 연구 분야의 혁

신과 교과과정을 개편하는 등 첨단 바이오 연구에 적극적으로 대

응하도록 학부와 대학원 교육의 내실화를 높여 4차 산업혁명 시

대를 리더할 우수 인재 교육과 연구에 끊임없이 노력하고 있다. 

| 설립 배경 및 역사 |

세계 최초 생명과학 및 공학을 연계한 

Interdisciplinary Science를 다루는 학과

생명과학과는 1972년 생명과학 및 공학 분야의 총체적 발전

을 지향하여, 이공계 대학원인 한국과학원에서 생물공학과란 

이름으로 발족한 후, 세계 최초로 생명과학 및 공학을 연계한 

Interdisciplinary Science(복합학)를 다루는 학과로 출발하여 창조

적인 연구를 수행하고 학문을 전수하는 역할을 했다. 특히 1985

년에 설립된 한국과학기술대학의 생물학 학사과정과 1990년 통

합된 이래 학사 및 석 · 박사의 대학원 과정이 연결된 종합교육체

제로 발전했다.

우리 학과의 학사 및 대학원 교육은 기초 생명과학과 응용 분

야인 생명공학의 창의적 연구능력을 갖추어 국가 과학기술 발전

에 선도적 역할을 할 수 있는 생명과학자 및 생명공학자를 양성

하며, 미래 지향적인 사고와 전인적 인격 함양을 교육이념으로 삼고 

생명과학과
Department of Biological Sciences

의과학대학원
Graduate School of Medical Science & Engineering

생명과학기술대학

COLLEGE OF LIFE SCIENCE 
AND BIOENGINEERING 

생명과학기술대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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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다. 우리 학과는 미래지향적 지표를 설정하는 데 주력하면서, 

학과 내 순수 및 응용 분야의 유기적인 체제를 발전시키기 위하

여 생명과학의 기초와 응용 분야의 내실 있게 하고 있으며, 이를 

토대로 분야 간의 긴밀한 연관성을 구축하면서 공동체로서의 발

전 방향을 정립하고 있다.

| 주요 연혁 |

•1972. 03.  생물공학과(한국과학기술원) 설립

•1974. 03.  생물공학과(한국과학기술원) 제1회 석사과정 입학

•1976. 03.  생물공학과(한국과학기술원) 제1회 박사과정 입학

•1984. 12. 한국과학기술대학 설립(생물학과) 

•1986. 03.  생물학과(한국과학기술대학) 제1회 학사과정 입학

•1989. 07.  한국과학기술원(생물공학과)과 한국과학기술대학

(생물학과)이 통합하여 한국과학기술원 ‘생물공학과’

로 변경

•1991. 07.  생명과학과, 생물공학과로 학과 분리

•1995. 03.   생명과학과와 생물공학과를 통합하여 ‘생물과학과’

과 변경 

•1999. 09. BK21 생물사업단 발족

•2002. 05. 생물과학과 설립 30주년 기념행사

•2003. 10. 생명과학과 명칭 변경

•2008. 06.  자연과학대학 소속에서 생명과학기술대학 소속으로 

변경

•2019. 07. KAIST 바이오 코어센터 설립

| 연구 분야 및 교수진 |

생화학 & 분자생물학

- 생화학 : 김세윤 · 김재훈 · 서연수

- 분자생물학 : 조원기

- 유전체학 & 생물 정보학 : 이대엽 · 정인경

- 구조생물학 : 송지준 · 오병하

- 식물학 : 김상규 · 최길주

세포 & 발달생물학

- 암/줄기세포 : 김미영 · 한용만 · 윤기준 · 이승재 · 양한슬

- 발달생물학 : 임대식

- 면역학 : 강석조

신경생물학

- 인지 및 행동 : 김대수 · 김은준 · 정민환 · 한진희

- 신경회로 : 김진우 · 손종우 · 정원석 · 서성배 · 이승희

생물 의학 공학 & 생명공학

-   유전체공학 · 분자생명공학 · 면역치료 · 세포공학 · 나노공학 ·  

바이오이미징 :   김선창 · 김찬혁 · 김학성 · 이균민 · 조병관 · 전상용 ·  

허원도 · 정현정(나노과학기술대학원)

명예교수 :  강계원 · 김형만 · 양규환 · 이성택 · 이준 · 정안식 · 정원일 ·  

정재훈 · 조철호 · 강창원 · 김정회 · 최준호 · 박찬규 ·  

최광욱 · 조경옥

추모교수 : 박무영 · 변시명

| 비전 및 목표 |

기초 생명과학과 응용 분야인 

생명공학의 연구와 인재 양성

우리나라 최초의 연구중심 이공계 종합 교육기관인 KAIST의 생

명과학과는 첨단 생명과학 분야의 종합적인 연구체제와 학사 및 

대학원의 교육체제를 갖추어 기초 생명과학과 응용 분야인 생명

공학의 연구와 인재양성을 목표로 하고 있다.

생명과학과는 인체 내에서 일어나는 생명 현상들에 대한 메커

니즘을 규명하여, 이를 이용한 질병 예방 및 치료제 개발에 응용

하는 학문이다. 역사적으로 생명과학은 인류의 발전에 지대한 공

헌을 했는데 현재 사용하고 있는 소아마비, 천연두 백신, 항암제, 

당뇨병 치료제 등의 다양한 약품들을 그 예로 들 수 있다. 이뿐만 

아니라, 생명과학은 미생물을 이용한 환경오염 문제 해결 및 농작

물 연구를 통한 인류 식량 문제 해결에도 큰 역할을 했다. 

나아가 우리 생명과학과는 끊임없이 생명과학 분야에 있어 최

첨단 연구를 선도적으로 이끌어갈 글로벌 리더를 키우는 교육과 

연구에 중점을 두고 있으며, 고령화 사회에 따른 우리나라의 바이

오 · 헬스, 복지, 사회문제 등 당면한 문제 해결을 해야 하는 책무를 

가지고 있다.

 

커피링 등온 유전자 검출법(i-CoRi, isothermal coffee ring assay) 개발 2020.09.16. 

생명과학기술대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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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과학대학원
Graduate School of 

Medical Science & Engineering 

2004-2021

혁신적인 융합연구를 통해 

중개의학 분야 세계 10위권 

연구중심 대학원 도약

| 개요 |

질병의 근본원리를 밝히고 

인류 건강 증진에 기여하는 세계적 수준의 연구

의과학대학원은 의학 · 생명과학 · 자연과학 · 공학 등 다양한 분야

의 경계를 넘나드는 융합적 접근으로 인간 질병의 근본원리를 밝

히고 인류의 건강 증진에 기여하는 세계적 수준의 연구를 수행하

기 위해 2004년에 설립되었다.

의과학대학원에서는 감염성 질환, 암, 뇌 질환, 혈관 및 대사 질

환 등의 분야에서 우수한 성과를 거두고 있다. 2018년과 2019년

에는 세계 최고 자연과학 학술지인 <Nature> · <Science> · <Cell> 

등에 연구결과를 발표했으며, 의과학대학원 교수진 가운데 4명

이 국내 의학계 최고 권위의 아산의학상을 수상했다. 현재 다학

제간 융합연구를 촉진하기 위해 KAIST 타 학과 및 국내외 우수 연

구진과의 공동연구를 활발히 진행하고 있다. 향후 의과학대학원

은 4P* 기반 미래의료를 실현할 혁신 교육 · 연구 그룹으로서의 역

할을 충실히 수행해 나갈 것이다.

* 4P :  예방(prevention), 예측(prediction),  

맞춤(personalization), 참여(participation)

| 설립 배경 및 역사 |

임상 현장 경험과 지식을 갖춘 의사 및 

이공계 학부 졸업생 대상의 중개의과학자 양성 선도대학원

국내 의료수준은 여러 임상 분야에서 세계적인 수준으로 발전했

으나 기초 의과학 및 의공학 분야의 연구결과를 임상에 연결하는 

중개의학 분야의 수준과 성과는 2000년대 초반까지 여전히 미

흡했다. 그리고 21세기 의생명과학의 발전과 의료기술 개발을 선

도하기 위해서는 의과학 · 생명과학 · 의공학 분야의 다학제적 지

식과 연구 경험을 갖춘 인재 양성의 필요성이 대두되었다. 

KAIST에서는 1995년부터 의과학학제전공 프로그램과 의과학

연구센터 설립을 추진하여 첨단의과학 연구기반을 구축해 왔었

다. 2002년에는 의생명과학 연구에 필수적인 무균 동물실험동

을 준공했다. 이러한 기반 아래 융합적 의과학 및 의공학 연구역

량을 세계적인 수준으로 끌어올리고 본격적인 중개연구를 수행

하기 위해 2004년에 의과학대학원이 설립되었고, 2006년에 제

1기 신입생이 입학했다. 

의과학대학원에서는 설립 초기부터 우수한 이공계 학부 졸업

생뿐 아니라 임상 현장의 경험과 지식을 갖춘 의사, 치과의사, 혹

은 한의사를 중개의과학자로 양성하기 위한 노력을 계속해 왔다. 

2006년 12월에 전문의 의무사관후보생이 의과학대학원 진학 시 

병역특례 적용을 받을 수 있는 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이

후 의사, 치과의사, 혹은 한의사 면허증을 보유한 대학원생의 입

학이 본격화되었다. 

의과학대학원은 이공계 학부 학생들에게 의과학 및 의공학 분

야에의 관심을 고취시키고 연구 경험을 제공하기 위해 2009년

부터 해마다 ‘의과학 융합 프로그램 Summer School’을 개최해 왔

다. 2019년부터는 이 프로그램을 의과대학 · 치과대학 · 한의대 학

생들도 참여하는 Summer Undergraduate Research Fellowship 

프로그램으로 확대하여 운영하고 있다.

의과학대학원에서는 KAIST 구성원과 가족들의 건강 증진을 

위한 진료 시설의 건립을 기획 및 추진했고, 이를 통해 2010년 

KAIST 클리닉이 개원했다. KAIST 클리닉은 우수한 의료진들을 

초빙하여 KAIST 내 의료복지를 다년간 책임져왔고, 의과학대학

원은 진료 및 의과학 연구를 병행하는 우수한 인력을 제공하는 

등 클리닉을 지속적으로 지원 중이다.

의과학대학원은 최고 수준의 융합연구를 수행하기 위해 다양

한 의생명과학 및 의공학 분야의 유망한 전문가들을 발굴하여 전

임 교수진을 구성했다. 현재 8명의 의사 면허증 소지자를 포함하

여 21명의 전임교수가 질병의 원리를 밝히고 신약과 의료기기 개

발을 위한 융합중개연구를 수행하고 있다.

2020년 의과학대학원은 기존 의과학학제전공을 대체하는 의

과학자과정을 의과학대학원 산하에 설치했고, 의사 · 치과의사 · 한

의사와 이공계 학부 졸업생들이 각각 의사과학자과정과 의과학

자과정에 입학할 수 있도록 했다. 두 프로그램을 단일 대학원으

로 통합하여 보다 체계적인 교육 및 연구 프로그램 이수가 가능

해졌고, 이를 통해 국내 의과학을 이끌어나가는 두 주축이 될 인

재들이 보다 유기적으로 교류하고 소통할 수 있는 장이 마련되었다.

생명과학기술대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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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요 연혁 |

•2004. 06.  의과학대학원 설립 

•2006. 03.   제1기 의과학대학원생 입학

•2006. 12.  전문의 의무사관후보생 병역특례 법안 통과

•2007. 07.   KAIST 클리닉 설립 기획 및 추진

•2007. 1 1.     닐 파팔라도(A. Neil Pappalardo) 미국 메디텍사  

회장, 메디컬센터 건립기금 기부 

•2008. 09.09.  일본 구마모토대학교 연락사무소 개소식 및  

제1회 KAIST-구마모토대학교 심포지엄 개최

•2009. 01.   의과학대학원 1호 박사 배출

•2010. 1 1 .01. KAIST 클리닉 개원

•2012. 12.03.  일본 키타사토대학 의과대학과 MOU 체결

•2013. 06.04.    군전공의 수련과정 이수자 전문연구요원 편입 제

한연령 상향 조정

•2016. 01.15.   의과학대학원 10주년 기념식 및 KAIST 융합의과학 

심포지엄 개최

•2016. 03.  BK21 플러스 사업단 선정

•2018.    융합의과학원 설립사업 기획 및 추친

•2020. 02.    학사 운영 개편하여 의사과학자과정 및 의과학자 

과정 설치

| 연구 분야 및 교수진 |

심혈관생물학 : 고규영 · 김인준

면역학 및 감염질환 :  김유미 · 박수형 · 신의철 · 오지은 · 이승효 · 이흥규

오믹스생물학 : 김준 · 김진국 · 박종은 · 주영석

신경과학 : 이정호 · 정범석 · 한진주

대사생물학 : 김하일 · 서재명 · 정원일

의생명공학 : 구태윤 · 김필한(나노과학기술대학원) · 김호민

명예교수 : 유욱준

| 비전 및 목표 |

국내 의과학 분야 리더의 역할을 다지며 

4차 산업혁명시대의 글로벌 리더를 향해

의생명과학 및 의공학 분야의 미래를 이끌어갈 우수한 젊은 연구

자들을 양성하기 위해 최고 수준의 교육환경을 갖추고자 노력해 

왔다. 현재까지 학계 · 의료계 · 산업계 등에서 활발한 연구 활동을 

하는 총 183명의 박사를 배출했다. 현재는 다양한 의생명과학 및 

의공학 분야 전문가로 이루어진 21명의 전임 교수진의 지도 하에 

145명의 박사과정 및 석박사통합과정 대학원생이 학업과 연구에 

매진하고 있다. 박사학위를 받은 학생들 가운데 134여 명이 의사

과학자(MD-PhD)로서 활발한 중개연구 및 의료 활동을 수행하고 

있다. 재학 중인 대학원생 가운데 73명은 의사, 치과의사, 혹은 한

의사 자격증을 소지하고 있으며, 임상과 기초를 연결하는 중개의

학 분야의 리더급 의사과학자의 꿈에 도전하고 있다. 

KAIST는 의과학대학원을 통해 전문적인 의사과학자 양성 프

로그램을 국내에 처음으로 도입했고, 의과학대학원의 성공적인 

사례를 통해 의사과학자 양성 프로그램은 전국 각지의 의과대학 

및 타 과학기술원에 전파되고 있다. 의과학대학원은 이들 학교들

에 성공적인 교육 및 연구 프로그램 운영 노하우를 전달하고 있

으며, 학과의 지속적인 발전을 통해 의사과학자 양성의 메카로서

의 역할을 계속해 나가고 있다.

의과학대학원은 지금까지의 성공을 바탕으로 국내 의과학 및 

의공학 역량을 도약시키기 위한 ‘혁신적인 융합연구를 통해 중개

의학 분야의 세계 10위권 연구중심 대학원으로 도약’이라는 비전

과 다음과 같은 장기적인 목표를 수립하고 있다. 

유행성 · 난치성 질환에 대한 도전적이고 창의적인 융합연구

세계 일류 중개의학 연구중심 대학원

스마트 헬스케어 산업 발전을 위한 원천기술 개발

이를 위해 융합의과학원설립추진단을 설치하여, 현재 분당명덕

캠퍼스 및 세종공동캠퍼스에 융합의과학원을 설립하는 기획을 추

진 중이다. 융합의과학원 설립을 통해 KAIST는 국내 의과학 분야를 

선도하고 나아가서는 글로벌 리더로 우뚝 올라설 것으로 기대된다.

 

의과학대학원기념식 심포지엄 2016.01.15.

생명과학기술대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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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계공학과
Department of 

Mechanical Engineering

1971-2021

인간 중심의 새로운 공학가치를 

창조하다 

| 개요 |

깊이 있는 전공지식과 창의적인 연구 경험 및 

응용능력 배양

기계공학과는 시스템의 설계, 제조 및 제어를 포함한 광범위한 기

술을 다룬다. 최근에는 생명의학 공학, 인간복지 기술, 나노기술

과 같은 학제 간 영역으로 빠르게 확장되었다. 기계공학은 한국

의 모든 산업 분야에서 기본적이고 필수적인 역할을 수행하며 새

로운 산업 및 학계의 영역에서도 지속적으로 발전하고 있다. 

기계공학과에서는 2020년 9월 1일 기준 52명의 전임교수 지도 

아래 학사과정 224명, 석사과정 201명, 박사과정 352명의 학생이 

학업 수행과 함께 논문 연구, 정부 · 공공기관 · 산업체 수탁연구에 

참여하고 있다. 학사과정의 교육은 분석적 학문 분야인 역학과 수

합 · 통합적 사고 영역의 학문 분야인 설계 및 생산을 균형 있게 강

조하여 창의력과 실천력을 겸비하도록 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 

깊이 있는 전공지식과 창의적인 연구 경험, 응용능력 배양을 중시

하는 대학원 과정은 신뢰성 기반 설계 및 생산 분야(교수 10명), 다

중규모 및 초규모 공학 분야(교수 10명), 에너지 생산 · 효율 및 지속

가능성 분야(교수 8명), 의용생체 기계공학 분야(교수 10명), 지능 메

카트로닉스 및 로봇공학(교수 14명) 등 각각 5개의 전공 분야로 구

분하여 교육 및 연구의 효율적 운영을 기하고 있다.

기계공학과 
Department of Mechanical Engineering

항공우주공학과
Department of Aerospace Engineering

전기및전자공학부
School of Electrical Engineering

전산학부
School of Computing

건설및환경공학과
Department of Civil and Environmental Engineering

바이오및뇌공학과
Department of Bio and Brain Engineering

산업디자인학과
Department of Industrial Design

산업및시스템공학과
Department of Industrial & Systems Engineering

생명화학공학과
Department of Chemical and Biomolecular Engineering

신소재공학과
Department of Materials Science and Engineering

원자력및양자공학과
Department of Nuclear & Quantum Engineering

조천식녹색교통대학원
Cho Chun Shik graduate School of Green Transportation

AI대학원
Graduate School of AI  

EEWS대학원
Graduate School of EEWS

공과대학

COLLEGE OF 
ENGINEERING

공과대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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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설립 배경 및 역사 |

산업화 역군 배출의 장에서 

4차 산업혁명 주역의 산실로

기계공학과는 1971년 2월 한국과학원 설립과 함께 기계공학 및 

관련 분야에서 설계 · 연구 · 교육을 담당할 수 있는 인재 양성을 목

적으로 하여 재료 가공, 설계, 계측 및 제어 시스템, 응용역학, 에

너지변환 등 5개 전문분야로 출범했다. 기계공학과는 기계공학

뿐만 아니라 조선, 항공, 해양, 원자력 공학 등 다양한 분야를 전공

한 학생들에게도 학사과정의 문을 개방했다. 1973년 배순훈 · 이

중흥 · 이정오 박사가 전임교수로 부임하여 같은 해 9월 제1회 석

사과정 입학생 15명과 함께 최초의 개강을 맞았고, 1975년 9월에

는 박사과정을 개설했으며, 1978년 8월 한국과학원 최초로 박사 

2명(양동열 · 양창주 박사)을 배출했다.

광범위한 분야를 포괄하고 있었던 기계공학과는 시대의 요구

에 부응하여 역동적인 조직 변화를 겪어왔다. 1970년대 중반에 

이르러 중화학공업과 방위산업에 대한 정부의 적극적 육성 시책

으로 기계공학 분야의 고급인력에 대한 수요가 급증함에 따라, 

1977년 3월 기계공학과 내에 생산공학 전문석사 학위과정을 개

설했다. 정규 대학의 기계공학 · 공업교육학 · 정밀기계공학 · 금속

공학 전공 졸업자를 대상으로 산업현장에서 필요한 고급 전문기

술 인력을 양성하기 위해 개설한 이 과정에서는 생산설계 · 가공

기술 · 산업공학의 삼위일체 교육에 중점을 두고 현실성 있는 프

로젝트 수행과 현장실습을 실시했다. 2년 기간의 전일제(全日制) 

전문석사 학위과정과 병행하여 현장기술자를 위한 1년 기간의 비

학위과정인 생산공학 학위연수과정도 운영했다. 이후 생산공학 

전문석사 과정은 1982년 10월 생산공학과로 분리되었고 1983년 

2월부터 생산공학과는 별도로 석 · 박사 과정 학생을 모집했다.

1979년 3월과 1981년 1월에는 기계공학과의 영역이었던 항

공공학 분야와 원자력공학 분야가 각기 항공공학과와 핵공학과

로 각각 독립했으나 항공공학과는 1983년 2월부터 다시 기계공

학과 내의 항공공학전공 과정으로 편입되었다. 1983년 7월, 기

존 한국과학원의 각 학과와 한국과학기술연구원의 각 연구부가 

8개 학부로 통합됨에 따라 기계공학과(기계 · 항공 전공)는 생산 · 토

목 · 핵공학과와 함께 기계공학부에 소속하게 되었다. 당시 전임

교수는 기계공학과 기계전공 14명, 항공전공 5명, 그리고 생산공

학과 6명이 재직하고 있었다.

1986년 학사부와 연구부가 다시 분리되어 학과 중심 체제로 

전환됨에 따라 기계공학부에 소속되어 있던 기계공학과와 생산

공학과는 이전의 기계공학과 · 생산공학과 · 항공공학 전공(기계공

학과 내) 체제로 복귀했고, 1990년에는 항공공학 전공이 항공공학

과로 다시 독립했다. 1990년 KAIST 대덕 이전과 함께 당시 한국

과학기술대학 기계재료공학부 소속 교수들이 기계공학과와 생

산공학과로 각각 7명씩 분리 · 배속되었다. 1991년 7월 정밀공학

과로 학과 명칭을 변경했던 생산공학과는 KAIST 차원의 유사학

과 재편성 방침에 따라 1995년 3월 기계공학과와 통합했다. 이후

에도 대덕 이전에 따라 서울에 잔류했던 서울분원이 KAIST에 흡

수되는 과정에서 자동화및설계공학과 소속 교수 4명이 기계공학

과에 소속되는 과정을 거쳤다. 

2000년 2월에는 교육부의 두뇌한국(BK21) 사업 수행을 위해, 

12명의 교수로 구성되어 있었던 항공우주공학과가 기계공학과

와 통합(1999년 12월 1일 학칙 개정)했다. 이로써 당시 기계공학과에

는 기계공학 전공 47명, 항공우주공학 전공 12명 등 2개 전공 총 

59명의 교수진이 교육 및 연구활동을 수행하게 되었다. 

2006년 9월 직제개편 시행으로 ‘현행 교수 · 학생 인원의 규모

가 큰 학과’를 ‘학부’로 승격함에 따라 기계공학과가 기계항공시

스템학부로 변경되었다.

2015년 2월에는 기계공학전공에서 기계공학과로 조직이 개편

되면서 해양시스템공학과가 기계공학과 대학원 과정 내 ‘해양시

스템 전공’으로 통합되었으며 현재는 기계공학과 해양시스템 대

학원으로 지속적인 교육과 연구를 수행하고 있다.

| 주요 연혁 |

•1973. 02.  제1회 한국과학원 입학시험 최종합격자 발표,  

기계공학과 포함 7개 학과 100명 선발

•1973.  배순훈 · 이중흥 · 이정오 박사 전임교수 부임

•1973. 03 제1회 입학(석사과정 15명) 

•1975. 08. 제1회 석사학위 수여식(석사 14명)

•1975. 09. 박사과정 개설(3명 입학)

•1977. 03. 기계공학과 내 생산공학 전문석사 학위과정 개설

•1978. 08.  제1회 박사학위 수여식, 한국과학원 최초 박사 2명 

배출(KAIST 1호 양동열 교수 및 양창주 박사)

•1979. 03.  항공공학 분야, 항공공학과로 분리 

원자력공학 분야, 핵공학과로 분리 

•1981. 1 1.  KAIST 기계공학과로 독립, 명칭 변경

•1982. 1 1.  생산공학 전문석사 학위과정을 생산공학과로 분리,  

생산공학과 신설

•1983. 02.  항공공학과 폐지, 기계공학과 내 전공으로 축소  

기계항공공학부 소속으로 통합 

(생산 · 토목 · 핵공학 · 기계공학)

•1984. 12. 한국과학기술대학(KIT) 기계공학과 설립

•1986.   학과 중심 체제 전환, 기계공학과(항공공학 전공) +

생산공학과

•1989. 07.  한국과학기술대학(KIT) 기계공학과와 통합 

(대덕캠퍼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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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0.    항공공학 전공을 학과로 개편 

 석사 신입생 대덕캠퍼스 교육 실시

•1991. 07.12. 생산공학과를 정밀공학과로 명칭 변경

•1995. 02. 기계공학과 · 정밀공학과를 기계공학과로 통합

•1996.     자동화설계공학과(서울캠퍼스) 합류 

기계공학과 분야별 위원회 위원 선정

•1999.  12.01.  기계공학과 기계공학전공+항공우주공학 전공으

로 변경

•2006. 02. 기계항공시스템공학부로 변경

•2015. 02. 기계공학과+해양시스템대학원 통합

•2016.    기계, 항공 및 제조공학 과목별 2016년 QS  

 세계 대학 순위 21위

•2017.    기계공학 건축 리모델링(녹색건축물 전환 인증,  

 국내 최초)

•2017.    기계, 항공 및 제조공학 과목별 2017년 QS  

 세계 대학 순위 15위

•2018.    기계, 항공 및 제조공학 과목별 2018년 QS  

세계 대학 순위 16위

•2019.    기계, 항공 및 제조공학 과목별 2019년 QS  

세계 대학 순위 23위

| 연구 분야 및 교수진 |

신뢰성 기반 설계 및 생산 : 김성수 · 김택수 · 윤정환 · 

  이익진 · 임용택 · 이필승 · 심기동 · 김산하 · 윤용진 · 유승화

다중규모 및 초규모 공학 : 김영진 · 민범기 · 박인규 · 이승섭 · 

  이정철 · 김대겸 · 김형수 · 김성용 · 조연우 · 김정원

에너지(생산, 효율 및 지속 가능성) : 김남일 · 김성진 · 배중면 · 

  배충식 · 이봉재 · 정상권 · 장대준 · 이강택

의용생체 기계공학 : 오왕열 · 신현정 · 전성윤 · 권동수 · 김정 · 

  박형순 · 이두용 · 구승범 · 유홍기 · 박수경

지능 메카트로닉스 및 로봇 공학 : 김경수 · 경기욱 · 김수현 · 

  박영진 · 박용화 · 이정권 · 전원주 · 최세범 · 김진환 · 오일권 · 

  공경철 · 윤국진 · 박해원 · 황보제민

명예교수 : 곽병만 · 권대갑 · 김경웅 · 김광준 · 김문언 · 김상수 · 

  김승우 · 김양한 · 나석주 · 박윤식 · 성형진 · 송지호 · 송태호 · 

  신현동 · 양동열 · 양민양 · 엄윤용 · 오준호 · 윤성기 · 윤용산 ·  

 이대길 · 이병채 · 이상용 · 이순복 · 이정주 · 이종원 · 임세영 · 

 정명균 · 조형석 · 최상민 · 한순흥 · 허훈 · 현재민

추모교수 : 유중돈 · 최도형 · 곽윤근 

| 비전 및 목표 |

세계를 향해 열려 있는 

글로벌 마인드를 갖춘 창의 리더 양성

1971년에 설립된 이후 현재까지 2,088명의 학사, 3,449명의 석

사, 1,717명의 박사 인력을 교육하고 양성해, 대한민국뿐만 아니

라 세계적인 기계공학 분야의 핵심리더를 배출해 왔다. 2015년 

DARPA 국제로봇대회에서 우승하여 국제적인 위상을 제고했으

며, 매 2년 열리는 분야별 QS 세계 대학 평가에서 기계 · 항공 · 제

조 분야 국내 1위를 단 한 차례 예외 없이 지속적으로 수성(守城)하

였고 2017년 최고 세계 15위를 기록하는 등, ‘국가 과학기술 및 산

업 발전에 필요한 인력을 양성한다’는 설립목표를 충실하게 이행

했다. 이 같은 전통을 지키는 동시에 명실상부한 기계공학 분야

의 글로벌 선도 대학원으로 자리매김해가고 있다.

기계공학과는 주도적인 국제 공동연구와 글로벌 사업의 구심

점이 되기 위한 질적 성장 동반 도약을 이끌기 위해 최첨단 분야

에서의 ‘World Bridge KAIST by 2013’ 비전을 단계적으로 실현화

하고자 한다. 아울러 인류 난제 해결을 위한 도전 정신, 학문 간의 

벽을 허무는 융합연구 역량, 그리고 세계를 향해 열려 있는 글로

벌 마인드를 함께 갖춘 창의 리더를 양성하여 인류의 안전과 번

영을 추구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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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우주
공학과
Department of 
Aerospace Engineering

1979-2021

항공우주 분야 기술의 

르네상스를 선도하는 

세계 일류의 항공우주공학과

| 개요 |

창의성과 도전정신을 바탕으로 

항공우주 핵심 분야 고도의 전문성을 갖춘 인재 양성

항공우주공학과 학사과정은 1994년 26명의 첫 졸업생을 배출한 

이래로 해마다 꾸준히 20여 명의 학생들을 배출하여 졸업생 수

가 현재까지 467명에 이른다. 석 · 박사 과정 학생들은 학위논문 

연구 이외에도 교수가 주도하는 산업체, 정부 및 공공기관의 수탁 

연구 과제에 연구원으로 참여하고 있다. 1981년도 이후 지금까지 

배출된 석사학위 졸업생은 875명이며, 1987년도 이후 지금까지 

배출된 박사학위 졸업생은 536명에 이른다. 

1991년 학사과정 설치 시 항공우주공학과는 4대 역학을 기초

로 하여 ‘구조 및 구조 동역학’, ‘공기역학 및 유체역학’, ‘추진 및 

연소’와 ‘비행역학 및 제어’라는 4개의 중점 연구 분야를 선정했

다. 이후 서남표 총장 시기 융합연구 강화 추세에 따라 시스템 및 

IT 분야 교수들을 초빙함과 동시에, 세계적인 추세에 발맞추어 

향후 10여 년간 항공우주 분야에서 가장 중요하게 부상할 6개

의 핵심 분야인 ‘무인 비행 시스템’, ‘우주 시스템’, ‘비행 및 항공

전자’, ‘추진 기관 및 녹색 에너지’, ‘비행체 시스템’, ‘융합 시스템’ 

분야를 선정했다. 최근 뉴스페이스 및 드론 모빌리티 시대를 맞

아 항공우주산업 및 시장은 급속히 팽창하고 있으며, 이러한 전

환기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연구역량을 집중시키기 위해 2019

년 7월 핵심 연구 분야를 ‘비행체 시스템’, ‘우주 시스템’, ‘추진기

관 및 에너지’, ‘공기역학 및 구조’, ‘항공우주 정보 및 지능’의 5개 

분야로 재편했다.

이러한 노력을 통해 항공우주공학과는 세계적 수준의 교육·

연구 환경을 제공하고 있으며, 또한 시스템 디자인에 기초한 실

험·실습 교육을 바탕으로 실무 경험과 전공 지식을 학생들이 습

득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를 통해 창의성과 도전정신을 바탕

으로 항공우주 핵심 분야에서 고도의 전문성을 갖춘 인재를 양

성하고 있으며, 다양한 항공우주시스템 협업 연구를 통해 항공

우주 분야 기술의 르네상스를 선도하는 세계 일류의 학과로 발

전하고 있다. 

| 설립 배경 및 역사 |

명실공히 세계 유수의 항공우주공학 

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World Top-tier Aerospace Department’

1978년 정부의 항공기공업육성정책에 발맞추어 1979년부터 한

국과학기술원(KAIST)의 전신인 한국과학원(KAIS)에 항공공학과를 

신설하고 현대식 연구 장비를 갖춘 연구실을 만들기로 계획했다. 

당시 한국과학원 원장이었던 조순탁 원장과 과기처 과학기술 조

정관의 논의에서 항공공학과의 필요성이 언급되었고 설립이 추

진되었다. 조순탁 전 원장은 미국 항공우주국(NASA) 근무 경험이 

있던 장근식 교수를 항공공학과 설립 준비를 위해 초대 교수로 

임명하고, 장근식 교수와 프랑스 · 스페인 · 미국의 대학을 방문하

고 미국 시애틀에 위치한 보잉(Boeing)사를 시찰하고 항공공학과 

설립을 추진했다.

당시 한국과학원의 이 같은 항공공학과 설립 계획은 뒤떨어진 

국내 항공연구에 획기적인 전기를 마련해줄 것으로 주목을 끌고 

있었다. 항공 산업은 고도의 기술이 동원되어야 하는 첨단산업이

지만 우리나라에는 그동안 인력양성이나 이 방면에 대한 연구개

발 활동은 매우 미미한 형편이었다. 한국과학원은 뒤떨어진 항공

공학의 수준을 빨리 높이기 위해 설계 · 기초연구 대신 생산기술 

면에서 제작 기술을 도입, 소화하고 개발하는 데 역점을 두었다. 

1979년 1월에 첫 입학생을 뽑기 위한 입시가 치러졌고 1979년 

봄학기부터 석사과정 신입생으로 선발된 20명이 입학했다. 신입

생을 선발하기 위한 첫 시험에서는 초대 교수였던 장근식 교수

가 유체 및 공기 분야 문제를 제출했지만, 구조 분야의 문제를 출

제할 교수가 없었기 때문에 외부 연구기관 전문가의 도움을 받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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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1979년 미국 항공우주국에서 근무하던 홍창선 교수가 부임했

고 1980년 이동호 교수가 부임하여, 구조 · 유체 분야를 이끌며 초

기 학과 설립과 운영을 주도했다. 

항공공학과는 설립 후 지금까지 순탄한 길을 걸어온 것만은 아

니었다. 1981년 1월 15일에 한국과학원이 한국과학기술연구소와 

통합되어 한국과학기술원이 설립되었으며, 이 과정에서 이전 정

부의 항공기공업육성정책 기조가 당시 제5공화국의 국외적 타협 

등으로 바뀌어 국내의 유수 항공방산 관련 연구 부분이 축소되었

다. 방만해진 출연기관을 통폐합하여 효율을 극대화한다는 당시

의 전반적인 시국적 명제에 편승하여 1983년 한국과학원 항공공

학과를 KAIST 기계공학과 내의 항공공학전공으로 축소 개편하게 

되었다. 

원래 계획했던 한국과학원 항공공학과 발전 방향이 축소되고 

교원 수가 부족했음에도 불구하고 항공공학과는 꾸준히 발전해 

갔다. 1981년 1월 한국과학원과 한국과학기술연구소의 통합으로 

탄생된 한국과학기술원이 1989년에 통합 이전의 한국과학기술

연구원과 한국과학기술원으로 다시 분리된 후 대덕캠퍼스로 이

전과 함께 특수 학부과정을 운영하던 한국과학기술대학(KIT)과 

통합됨으로써 학부를 갖추게 되었다. 1990년 KAIST 기계공학과 

항공전공이 KAIST 항공우주공학과로 분리하여 학부와 대학원 과

정을 동시에 운영하는 독립적 학과로 운영하게 되었다. 

홍릉캠퍼스의 대덕 이전은 1980년대 후반부터 논의되었던 것

으로 알려져 있으며, 통합에 대한 구체적 작업은 1989년부터 본

격화되었다. 1990년에 항공우주공학과의 ‘학사발전위원회’에서 

학사과정 설치 안을 준비했으며, 원 전체의 회의를 거쳐 학사과정 

설치가 결정되어 91년 3월부터 학사과정이 운영되기 시작했다. 

당시 학사과정이 없던 항공공학 전공(그 당시 항공우주공학과는 기계

공학과 항공공학 전공이었음), 토목공학과, 핵공학과(지금의 원자력및양

자공학과) 및 산업공학과로 총 4개의 학과였다. 이때 이 4개 학과

의 학사과정이 동시에 시작되었다. 

1983년 3월부터 ‘기계공학과 항공전공’으로 운영되던 학과는 

1990년에 ‘항공공학과’로 독립했다. 학사과정 설치 시 학과의 연

구 교육활동은 ‘구조 및 구조 동력학 분야’, ‘공기역학 및 유체역학 

분야’, ‘추진 및 연소 분야’와 ‘비행역학 및 제어 분야’의 4개 분야

에 걸쳐 진행되었다. 1991년 학사과정 설치 시, 20여 명의 학사과

정 학생들이 지원했다. 항공우주공학과는 1991년 7월, ‘항공공학

과’에서 ‘항공우주공학과’로 개편되어 당시 주목을 받고 있던 우

주공학 분야도 포괄하게 되었다. 학교의 방침에 따라, 1993년 봄

학기부터는 ‘학-석사 복합 학위 과정’도 개설되었다. 이후 국내에

는 문민정부의 출범과 함께 항공 산업 발전 계획이 속속 수립되

었고, 이에 자극받은 국내 대학들이 단기간에 많은 항공우주공학

과를 설치하기에 이르렀다. 기존의 한국과학기술원 · 서울대 · 인

하대 · 항공대에 추가적으로 울산대 · 충남대 · 조선대 · 부산대 · 전북

대 · 건국대 등에 항공공학 학사과정이, 그리고 한양대와 연세대에

는 석사과정이 신설되었다. 

1990년대의 국내 항공우주 산업 분야는 정부가 주도하는 G-7

과제, 고등 훈련기 및 차세대 전투기 개발사업(KTX-1, KTX-2), 중형 

항공기 개발 사업, 헬리콥터 공동 생산, 민군 겸용 기술과제, 과학 

로켓 개발계획(KSR-I, II), 과학위성 및 다목적 위성 개발 등 일련의 

대규모 국책 사업에 힘입어 괄목할만하게 성장했다. 민간 사업체

는 삼성항공 · 대우중공업 · 대한항공 · 현대우주항공 등으로 규모

가 확대되었고, 정부 출연 연구기관으로서 한국항공우주연구소

가 지금의 위치에 신축 건물을 짓고 대규모로 확충되었다.

1997년 후반기에 불어닥친 IMF 사태는 한국의 경제 전체를 어

렵게 했고 산업계 전반에 구조 조정의 여파를 몰고 왔다. 민간 산

업계에서 삼성항공 · 대우중공업 · 현대우주항공을 통합한 한국항

공우주산업(KAI)가 태어났고, 일반 대학에서는 교육부 개혁안에 

의해 세분화되어 있던 기계 계열 학과들이 하나로 묶여진 기계공

학부 또는 기계항공우주공학부가 태어났다. 2000년 IMF 사태에

서 경제적으로 어려워진 학생들의 학업을 돕고, 글로벌 기술 경쟁

에 적합하도록 학과의 구조를 조정하고, 산학 협동, 국제 협력을 

통한 대학의 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해 교육부가 주관하는 BK21 

사업이 시작되었다. BK21 사업에 기계공학과와 항공우주공학과

가 공동 참여하면서, 양과는 학과 명칭을 기계공학과로 통합하고 

기계공학과 항공우주공학을 각각 전공 과정으로 설치하기로 했

다. 이로써 항공우주공학과가 기계공학과에 전공 과정으로 편입

된 것이 두 번째가 되었으나 1983년의 통합과는 또 다른 제반 국

내 사정과 교육적 배경을 가지고 있다고 하겠다. 

40년 전 자주국방의 필요성에 의해 설립된 KAIST 항공우주

공학과는 그동안 대내외의 여러 어려움 속에서도 구성원들의 끊

임없는 노력으로 이제는 명실공히 세계 유수의 항공우주공학 교

육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World Top-tier Aerospace Department’

로 발전했다. KAIST 항공우주공학과는 중국 및 일본을 비롯한 아

시아 국가 내 최우수학과로 평가받고 있으며, 아시아를 넘어 세

계에서도 학과의 위상이 높아져 가고 있다. QS Ranking에서 발표

한 세계대학 순위 평가에서 2013년 19위를 시작으로 국내 1위 자

리를 굳건히 지키고 있다. 또한, 상해교통대학 교육대학원에서 발

표하는 세계대학학술순위에서도 국내 1위를 차지하고 있다. 최근 

주목받는 연구성과로 방효충 교수 연구팀이 국내 대학 최초 큐브

위성 발사에 성공했고, 권세진 교수 연구팀은 우리새-2호 사운딩 

로켓 발사에 성공하여 KAIST 항공우주공학과의 위상을 다시 한 

번 국내외에 알리는 계기가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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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요 연혁 |

•1979. 03.01. 항공공학과 설립, 20여 명의 첫 석사과정 신입생 입학

•1983. 03.01. 기계공학과 내의 항공공학전공으로 축소 개편

•1990. 03. 기계공학과 항공전공이 항공공학과로 분리 

•1991. 03.  학사과정 운영 시작, 20여 명의 첫 학사과정  

신입생 입학

•1991. 07. ‘항공공학과’에서 ‘항공우주공학과’로 개편

•1993. 03. ‘학-석사 복합 학위 과정’ 개설

•1999. 06.30. University of Sydney와 첫 국제학술교류 협정 체결

•2000. 03.  BK21 사업 1단계 시작, 기계공학과로 통합 후  

항공우주공학 전공 과정 설치

•2005. 1 1.25. KAIST-Kyushu 대학생 교류사업 첫 시행

•2006. 07.06. NUAA 하계 단기연수 프로그램 첫 시행 

•2007. 1 1.25. Global Advisory Board(GAB) 미팅 첫 시행

•2007. 12.17. 항공우주공학과 건물 증축 

•2008. 1 1.28. 해외 복수공동학위 프로그램(HKUST) 첫 시행

•2008. 12.21. KAIST-NUAA Joint Symposium 첫 시행 

•2012. 1 1.27. 다빈치룸(학부생 활동 공간) 설치 

•2013. 03. Boeing Scholarship 해외 탐방 프로그램 첫 시행

•2014. 12.08. 초고속비행체 특화연구센터 유치 

•2016. 12.12. 항공우주공학과 건물 리모델링

•2016. 12.21. 풍동실험실 증축 공사

•2017. 04.18. 큐브셋 발사 성공

•2017. 09. Air & Space 행사 첫 시행

•2018. 03. 실무능력향상 교육 프로그램 첫 시행

•2019. 03.28. 항공우주공학과 설립 40주년 행사 개최

•2019. 1 1.21. 실외 Drone Flying Zone 구축

•2020. 06. <KAIST 항공우주공학과 40년사> 발간

| 연구 분야 및 교수진 |

공기역학 및 유체역학 : 권오준 · 박기수 · 이상봉

구조역학 및 구조동역학 : 김천곤 · 한재흥 · 이정률 · 조한솔

추진 및 연소 : 권세진 · 김규태 · 신동혁

비행역학 및 제어 : 방효충 · 이지윤 · 이창훈

시스템 및 IT : 안재명 · 최한림 · 윤효상

명예교수 : 장근식 · 이인 · 권장혁 · 박승오 · 백승욱 · 이덕주 · 탁민제

추모교수 : 홍창선

| 비전 및 목표 |

고도의 전문성과 협업 연구로 

세계 일류의 항공우주공학과를 지향하며

항공우주공학과는 국내외 항공우주공학의 발전을 위해 명확한 

비전과 목표를 가지고 교육과 연구, 다양한 방면으로의 협력 등을 

진행하며 노력하고 있다. 우리 학과에서는 미래에 항공우주공학

의 강대국으로 발돋움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비전과 목표를 가지

고 있으며, 항공우주공학 분야의 과학기술을 선도할 수 있는 혁신

적인 교과과정을 편성하여 최고의 교육연구 환경을 학생들에게 

제공하고 있다.

미션

-  항공우주공학 분야의 세계적 수준 교육을 학생들에게 제공한다.

- 창의적이고 도전적인 엔지니어를 육성한다.

- 항공우주 분야의 글로벌 리더를 양성한다.

-  국내외 항공우주 연구개발 과제에서 중추적인 역할을 수행

한다.

비전

우리는 항공우주 핵심 분야에 고도의 전문성을 갖추고 항공우주 

시스템 협업 연구를 통해 항공우주 분야 기술의 르네상스를 선도

하는 세계 일류의 항공우주공학과를 지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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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및
전자공학부
School of 
Electrical Engineering

1971-2021

전기 및 전자공학 분야의 

글로벌 리더를 위한 

지식과 기술의 창조

| 개요 |

KAIST 내 최대 규모 학과로서 

명실상부한 세계 최고를 지향하다

전기및전자공학부는 KAIST의 최대 규모 학과로, 명실상부 세계 

최고를 지향한다. 현대 산업의 중심이 되고 있는 전기 및 전자공

학에 대한 교육은 사회적인 요구에 부응할 수 있는 진취적이며 

독창적인 문제 해결 능력의 배양에 그 목적을 둔다. 본 학부에서

는 교육 · 연구를 통해 전기 및 전자공학 분야의 글로벌 리더를 위

한 지식과 기술을 창조하고자 한다. 전기 및 전자공학 분야의 글

로벌 리더를 양성하고 학부 학생들의 다양한 직업 진로를 위하여 

창의적인 교육을 진행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교과과정의 경우, 전공지식과 함께 관련 분야의 넓은 견식을 

갖도록 교과목을 편성하고 있다. 특히 창의성 배양과 문제 해결 

및 응용력을 기르기 위하여 콜로키움 및 철저한 실험교과목 이

수를 강조하고 있다. 본 학부의 학사과정 교과과정의 경우 전공

필수 및 전공선택 교과목과 졸업연구 과목으로로 이루어져 있

다. 대학원 교과과정의 경우 공통필수 교과목 및 전공선택 교과

목과 세미나를 포함한 연구과목으로 이루어져 있다. 연구활동의 

경우 교수의 기본연구와 수탁연구 및 석박사과정 학생의 논문 연

구는 각 연구실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으며, 전기및전자공학부

의 대표적인 전공 분야는 총 6가지로 나뉜다. 회로 · 소자 · 신호 · 전

파 · 컴퓨터 · 통신 디비전으로 구성된 전공 분야에 맡게 연구를 진

행하고 있다. 각 디비전별로 다양한 분야를 연구하여 학부 전체

적으로 시너지를 내고 있으며, 각 디비전별로 다양한 연구를 수행

하면서도 디비전 간 융합연구를 지향하여 창의적인 연구를 주도

하고 있다.

본 학부에서는 교수, 학생 및 연구원의 국내외 학회활동을 적

극적으로 권장한다. 또한 산업체와 전문 연구소 등과의 긴밀한 

협조 아래 많은 산학협력 연구 사업이 진행되고 있다. 특히 삼

성 · LG · SK 등 국내 유수의 기업과 산학협력프로그램을 진행하여 

유수의 학생들이 산업계로 진출하는 데 앞장섰다. 더불어 EE Co-

op 프로그램을 성공적으로 운영하여 학부생들에게 다양한 기업 

체험의 기회를 제공한다. 또 학부생들의 원활한 학부 정착을 위

해 개발한 My EE 프로그램의 경우, 2017년부터 꾸준히 수강생들

의 높은 만족도를 보이고 있다. EE Co-op 및 My EE 프로그램의 

경우 타 학과로 확산되어 전기및전자공학부가 선구자 역할을 했

다. 전기및전자공학부를 선택하는 많은 진입생들이 미래사회에

서의 전기 및 전자공학의 중요성을 방증하고, 앞으로도 교내 명실

상부 최대의 학과로 우리나라의 전기 및 전자산업을 견인하는 역

할을 충실히 수행할 것이다. 

| 설립 배경 및 역사 |

최고 성적의 진입생, 차별화된 교육 프로그램

전기 및 전자공학 전공은 한국과학원 출범과 함께 전기및전자공

학과라는 명칭으로 설립되었다. 한국과학원의 발상 단계부터 설

립에 이르기까지 주역을 담당했던 뉴욕 브루클린공과대학의 교

수 정근모 박사가 귀국하여 1971년 2월 부원장 겸 전기및전자공

학과 교수로 부임했고, 9월에는 한국과학원 임시 주미 연락실 시

절부터 참여한 나정웅 박사가 부임하여 창학 작업에 진력했다. 

서울대 교수, 오리건주립대 교수 및 KIST를 거친 박송배 박사와 

미국에서 귀국한 김재균 박사가 1973년 교수진으로 합류하여 최

초의 석사과정 신입생을 맞이했다.

전기 및 전자공학 전공은 과학원 내 타 학과에 비해 상대적으

로 규모가 큰 학과로 출발했음에도 불구하고, 박사과정은 다른 학

과보다 2년 늦게 1977년부터 신입생을 모집했다. 그 이유는 박사

과정의 정상적인 운영을 위해서는 학생의 규모가 일정 수준을 넘

어야 한다는 판단하에, 적정 규모의 입학생을 지속적으로 확보하

는 데 충분한 석사 배출 실적을 쌓은 후에 박사과정을 개설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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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결정했기 때문이었다. 본 학과의 박사과정 신입생 수는 1977

년의 5명에서, 1978년부터는 8명, 1980년부터는 20명으로 급증

하여 단기간 내에 본격적인 궤도에 오르게 되었으며, 1981년부터 

박사가 배출되기 시작했다.

1986년 한국과학기술대학에 전자전산학부 정보 통신 전공, 

회로 및 시스템 전공, 기술공학부 산업 전자 전공이 개설되었다

가 1989년 KAIST와 KIT가 통합됨에 따라 전기및전자공학과로 

재통합되었다. 전기 및 전자공학 전공은 급속한 성장과 역동적 

발전에도 불구하고 이론과 현실적 문제 해결 능력의 조화, 총체

적이고 종합적인 접근 방식, 산학협동을 강조하는 초창기의 전

통이 이어졌다.

1991년 정보전자공학부의 설치가 결정되었다. 이후 2005년 

국내 대학 최초로 단일학과 1,000호 박사(박강민)를 배출했으며, 

나노기술 선진국 진입을 위한 핵심인프라 구축사업의 일환으로 

추진한 KAIST 나노종합센터가 출범했다. 2009년에는 한국정보

통신대학교를 통합하여 IT 분야 학생 수가 석 · 박사 포함 2,700

여 명에서 3,850여 명으로 증가했다.

2015년 ‘전기및전자공학과’에서 ‘전기및전자공학부’로 명칭을 

변경했다. 

학과 내 반도체공학프로그램은 반도체 분야의 맞춤형 산학 

교육 모델로서 1996년에 설치되어 운영되고 있다. 본 프로그램

에서는 SK하이닉스의 공동지도교수 및 인턴십 등을 통하여 실

무 경험을 쌓을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며, KEPSI 프로그램의 지

속적인 산학 맞춤형 교육과정 개발을 통하여 고도의 학제적 지

식과 기술을 갖춘 21세기 세계 반도체 기술을 선도할 수 있는 고

급인력 양성에 주력한다. 삼성반도체교육프로그램은 최적화된 

맞춤형 교육 프로그램을 통하여 메모리 및 시스템 LSI 분야의 반

도체 설계 소자 및 공정, 관련 소프트웨어 분야의 이론과 실무를 

겸비한 우수인력을 양성하여 참여 기업에 지속적으로 차세대 부

도체 고급인력을 지원하고자 2005년 8월 설립되었다. LGD 디

스플레이 인력양성 교육프로그램은 KAIST와 LG 디스플레이(주)

의 맞춤형 선발 및 교육과정을 통하여 이론과 실무를 겸비한 디

스플레이 분야의 전문인력 양성을 지원하기 위한 산업체와의 협

력프로그램이다. 

EE Co-op 프로그램 운영은 6개월 단위로 전공 관련 기업에서 

단기 프로젝트 수행 등의 실질적으로 유의미한 현장실습을 수행

하고, 이를 학점 이수와 연계 가능한 프로그램으로 전기및전자

공학부에서 최초로 도입했다. 기업에서 제공한 업무계획서 내용

을 참고로 관련 연구실에서 2개월 선행 개별 연구를 수행한다. 

주로 중견 및 신생기업 위주로 파견을 보내는데 이는 중소업체

에 우수인력 채용 기회를 제공하고 학생들에게는 기업가 정신을 

함양하는 기회를 제공한다는 점에서 의미 깊다. 

밀착형 학생지원 제도는 학부생 밀착형 관리 수업 개발을 위

하여 전기및전자공학부가 최초로 도입한 제도이다. 분반별 담임 

교수 · 조교 제도를 특징으로 하는 밀착형 Care 시스템이라 할 수 

있다. 구성원들의 높은 호응과 만족도에 힘입어 타 학과로 확산

되어 운영 중이다. 

전기및전자공학부는 KAIST 최대 규모 학과로서, 신입생 현황

도 항상 최고의 성적을 유지하고 있다. 우수한 교수진과 우수한 

동문 현황에 힘입어 매해 진입생 수가 증가하는 추세를 보인다. 

MY EE, EE Co-op 등의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타 학과와 차별화

를 두어 학생들을 지도하는 데 선도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 이를 

토대로 진입생들의 이목을 끌고 있으며, 앞으로도 전기및전자공

학부는 학생들을 위한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다. 

| 주요 연혁 |

•1971. 02.  한국과학원(KAIS) 개교, 정근모(부원장) 전자공학과 

교수 부임

•1972. 07.  한국과학기술원 전기및전자공학과 편성에 관한  

조사보고(박송배 교수)

•1973. 01. 첫 입학시험 시행, 석사과정 신입생 18명 선발

•1973. 09. 석사과정 개강

•1975. 08. 첫 석사 배출

•1977. 03. 첫 박사과정 신입생 모집, 5명 선발

•1981. 02. 첫 박사 배출

  전자공학박사 1호 이범천, 큐닉스 창업

•1984. 12. 한국과학기술대학(KIT) 설립, 학사과정 신설

•1985. 07. 이민화 박사, 국내 벤처 1호 메디슨 창업

•1991. 03. 정보전자공학부 설치 결정

•1997. 03. 한국정보통신대학교(ICU) 설립

•2000. 02.  이민화 동문 외 4인 졸업생 벤처기업가들,  

모교에 100억 원 기부

•2004. 05. 부설 나노종합팹센터 설치(E19)

•2004. 08.  2004년도 후기 학위수여식 최연소 박사 졸업생  

우람찬 동문, 국내 토종 박사 최초로 미국 텍사스  

인스트루먼트사 입사 

•2005. 02. 국내 대학 최초 단일학과 1,000호 박사(박강인) 배출

•2009. 03. 한국정보통신대학교(ICU) 통합

•2012. 02. 이슬기 박사, 여성 최연소 박사학위 취득

•2010. 08.  진대제 석좌교수(전 정보통신부 장관),  

발전기금 1억 원 기탁

 

전기및전자공학부 QTML Workshop 2019.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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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 09. 해외 공동학위 프로그램(Georgia Tech) 첫 시행

•2013. 02. 김병호·김삼열 IT 융합빌딩(N1) 건립

•2015. 03.  ‘전기및전자공학과’에서 ‘전기및전자공학부’로  

명칭 변경

•2015. 06. 이현주 교수, 전기및전자공학부 최초 여성 교원 부임

•2015. 06.  장래혁 교수, 아시아 최초 반도체설계자동화 

학술대회 프로그램위원장 선임

•2018. 07.  황의종 교수, AI with Google 2018 컨퍼런스 학계  

유일 참여

•2018. 12.  김동준 교수, IEEE/ACM MICRO 학술대회  

국내 학계 최초 명예의 전당 헌액

•2019. 02.  유회준 교수, 아시아 교수 최초 국제고체회로학회

(ISSCC) 기조연설자 선정

•2019. 08. 정보전자공학동 건물 리모델링

•2019. 1 1.  BK21플러스 2019 종합평가, 전국 정보기술 분야  

사업단 중 1위 선정

•2020. 01.  전기및전자공학 분야 QS 세계 대학 순위 17위 달성

| 연구 분야 및 교수진 |

회로 디비전 :  김이섭 · 김주영 · 김현식 · 류승탁 · 박인철 · 배현민 ·  

신영수 · 유회준 · 이상국 · 정완영 · 제민규 ·  

조성환 · 최재혁

소자 디비전 :  김상현 · 김용훈 · 박철순 · 신민철 · 양경훈 · 유승협 ·  

윤기완 · 윤준보 · 이정용 · 이현주 · 전상훈 · 정재웅 ·  

조병진 · 최경철 · 최성율 · 최신현 · 최양규 · 홍성철

컴퓨터 디비전 :  김동준 · 김성민 · 김용대 · 박경수 · 신승원 · 심현철 ·  

원유집 · 유민수 · 윤찬현 · 이성주 · 이융 · 장래혁 ·  

정명수 · 최준균 · 한동수 · 황의종

통신 디비전 :  강준혁 · 문재균 · 박현철 · 서창호 · 성영철 · 송익호 ·  

이시현 · 정세영 · 정혜원 · 조동호 · 최준일 · 하정석

전파 디비전 :  김정호 · 김훈 · 박성욱 · 박효훈 · 배준우 · 손영익 · 원용협 ·  

유경식 · 유종원 · 이준구 · 이창희 · 장민석 · 정윤철 ·  

함자 쿠르트(Hamsa Kurt)

신호 디비전 :  권인소 · 김대식 · 김민준 · 김문철 · 김종환 · 김준모 ·  

김창익 · 김회린 · 노용만 · 명현 · 문건우 · 박현욱 · 유창동 ·  

윤영규 · 이동환 · 장동의 · 최정우 · 한민수

명예교수 :  강민호 · 경종민 · 김병국 · 김성대 · 김재균 · 김충기 · 김탁곤 ·  

김형명 · 나정웅 · 나종범 · 마중수 · 명로훈 · 박규호 · 박동조 ·  

박신종 · 박홍신 · 성단근 · 신상영 · 엄효준 · 유형준 · 윤명중 ·  

이귀로 · 이만섭 · 이수영 · 이용훈 · 이주장 · 이혁재 · 이황수 ·  

이희철 · 임종태 · 전주환 · 정명진 · 조규형 · 최해욱 · 한영남

추모교수 :  권영세 · 박송배 · 변증남 · 은종관 · 임굉수 · 최순달 · 한철희

| 비전 및 목표 |

혁신을 두려워하지 않고 도전하는 인재 양성

전기및전자공학부는 전기 및 전자공학 분야의 글로벌 리더를 위

한 지식과 기술의 창조’라는 비전 아래 전기 및 전자공학 분야의 

글로벌 리더 양성, 전기및전자공학부 학생의 다양한 직업 진로

를 위한 교육이라는 미션을 수행하고 있다. 

전기및전자공학부는 2020년 전 세계 학과별 QS 랭킹 전기 

및 전자공학 분야에서 세계 17위를 차지하는 쾌거를 이루었다. 

이는 대한민국 학과 중 최고 순위의 성적이며, 전기및전자공학

부는 세계 최고를 지향한다. 전기및전자공학부는 계속해서 발전

해 나가고 있으며, 혁신을 두려워하지 않고 도전하는 인재를 양

성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할 것을 약속한다.

 

전기및전자공학부 Dean's List 시상식 2017.04.11.

공과대학

430 431 

KAIST 50년사  |  학과사



전산학부
School of Computing

1971-2021

컴퓨팅과 정보 서비스 기술의 

무한한 가능성을 추구하며 

미래 사회의 변화를 주도하다 

| 개요 |

‘인간 중심 컴퓨팅(human-centric computing)’과 

인류를 위한 지식 창출 

KAIST 전산학부는 국제적인 리더십과 탁월한 문제해결 능력을 

겸비한 인재양성을 목표로 하고 있다. 전산학부가 추구하는 가

장 핵심적인 가치는 연구와 교육에서의 창의와 혁신이다. 연구

자 간 교류 및 협력을 중시하고, 새로운 산업을 창출할 수 있는 

인재양성을 추구한다. 

연구 및 교육의 패러다임을 ‘인간 중심 컴퓨팅(human-centric 

computing)’으로 설정하고, 인류를 위한 지식 창출을 실현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전산학부에는 이 비전을 위해 크게 8개의 주요 연구 영역이 

있다. 4개의 기초분야로는 전산이론, 시스템 · 네트워크, 소프트

웨어 디자인, 시큐어 컴퓨팅이 있고, 4개의 응용 분야로는 비주

얼 컴퓨팅, 인공지능 · 정보 서비스, 소셜 컴퓨팅, 인터랙티브 컴

퓨팅이 있다. 전산학부의 각 분야는 인공지능 및 데이터 사이언

스와 결합되어 왕성하게 연구 및 교육이 이루어지고 있다.

| 설립 배경 및 역사 |

국내 최초 대학원 전산학 프로그램 신설부터 

전산학과 및 3개 대학원 통합까지

한국과학원 설립과 함께 수학및물리학과의 응용수학 전공으

로 시작하여 1978년 확대 변경된 전산학과는 전산학 및 관련 분

야에서 설계 · 연구 · 교육을 담당할 수 있는 인재양성을 목적으

로 했다. 전산학과는 학부 과정에서 전산학뿐만 아니라 전자공

학 · 수학 · 경영과학 · 산업공학 등 다양한 분야를 전공한 학생들

에게 문호를 개방했다. 

1971년 김길창 박사가 전임 교수로 부임하여 1973년 제1회 석

사과정 입학생 6명과 함께 최초의 개강을 맞았고, 1975년부터는 

박사과정이 개설되었으며, 1979년 국내 최초의 전산학 박사를 

배출했다.

전산학 전 분야를 포괄하고 있던 전산학과는 급속한 분야의 발

전과 그 필요성에 따라 상당히 역동적인 조직 변화를 겪어왔다. 

수학및물리학과 응용수학전공에서 1978년 전산학과로 분과했

다. 이때 전임 교수 3명, 석사과정 29명과 박사과정 5명이었다. 

1981년 한국과학원의 기존 학과와 한국과학기술연구소의 연

구부가 8개 학부로 통합되어 KAIST가 설립됨에 따라, 전산학과

는 전기및전자공학과와 함께 전자공학부에 소속하게 되었다. 당

시 전임 교수는 7명이 재직하고 있었다. 1989년 KIST와 다시 분

리되고 학과 중심 체제로 전환됨에 따라 전산학과는 이전의 체

제로 복귀했다. 

1990년 본원의 대전 이전과 함께 한국과학기술대학교와 통

합하면서 KIT 전자전산학부 컴퓨터전공 소속 교수 6명이 합류하

여 전임 교수 19명이 되었다. 그 이후 서울분원에 당시 새로 신설

된 정보및통신학과가 없어지면서 교수 3명이 전산학과로 소속 

변경했다. 

2000년 2월에는 교육부의 ‘BK-21’ 사업 수행을 위해 전기및

전자공학과와 통합(1999년 12월 1일 학칙 개정)하여 전자전산학부 

전산학전공으로 변경되었다. 

2009년 3월에는 한국과학기술원 전자전산학부 전산학전공

과 한국정보통신대학교 공학부 CSE전공이 통합되면서 한국정

보통신대학교 교수 16명이 합류하여 전임 교수가 45명이 되었

다. 또한 2009년 6월에는 전자전산학부가 전산학과와 전기및

전자공학과로 분리되어 이후 전산학과로 운영되어왔다.

2015년 학사조직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고 전산 분야 간 시너

지 효과를 높이기 위해 전산학과와 3개 대학원 프로그램(정보보

호대학원 · 웹사이언스대학원 · 소프트웨어대학원)을 통합하여 지금의 전

산학부로 확대 개편되었다. 확대 개편과 함께 영문 이름도 기존 

Department of Computer Science에서 School of Computing으

로 변경했다.

 

코로나19 감염병 확산방지시스템 개발 2020.0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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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요 연혁 |

•1971. 04. 한국과학원(KAIS) 서울 홍릉캠퍼스에 설립

•1972. 02.  수학및물리학과 내 응용수학전공이라는 이름으로 

국내 최초의 대학원 전산학 프로그램 신설

•1973. 01. 1회 전산학 석사과정 학생(6명) 입학

•1975. 08. 1회 석사졸업생 배출(5명), 1회 박사과정 학생 입학

•1978. 02. 수학및물리학과에서 분리, 전산학과 신설

•1979. 02.  1회 전산학 박사 배출

•1986. 02.  한국과학기술대학 전자전산학부 컴퓨터전공 

(학사과정) 설립

•1990. 02. 1회 학사 졸업생 배출(43명)

•1990. 05. 국내 최초 인공지능연구센터 설립

•2007. 04. 융합형보안기술연구센터 설립

•2011. 02. KAIST 실내위치인식 산학연구센터 설립

•2013. 02. 김병호 · 김삼열 IT융합빌딩(N1) 신축

•2014. 1 1. 한컴-KAIST 연구센터 설립

•2015. 03.  전산학과에서 전산학부로 확대(정보보호대학원 ·  

S/W대학원 · 웹사이언스대학원 통합)

•2016. 08. SW교육센터 설립

•2018. 07. MARS 인공지능 통합연구센터 설립

•2019. 10. 에너지클라우드 연구센터 설립

| 연구 분야 및 교수진 |

전산이론 :  강지훈 · 류석영 · 양은호 · 양홍석 · 정지원 · 지글러 마틴

(Ziegler Martin)

시스템 · 네트워크 :  권영진 · 김대영 · 김명철 · 김순태 · 박종세 ·  

윤현수 · 허재혁

시큐어컴퓨팅 :  강민석 · 강병훈 · 김광조 · 손수엘 · 이주영 · 차상길 ·  

허기홍

소프트웨어디자인 :  강성원 · 고인영 · 김문주 · 배두환 · 백종문 ·  

신인식 · 유신

인공지능 · 정보서비스 :  김기응 · 김명호 · 김민수 · 오혜연 · 이재길 ·  

최호진 · 한동수 · 현순주 · 황성주 · 황지영

인터랙티브 컴퓨팅 :  김주호 · 박대형 · 박진아 · 송준화 · 이기혁 ·  

이의진 · 조성호 · 최기선

소셜 컴퓨팅 : 맹성현 · 문수복 · 박종철 · 이동만 · 차미영

비주얼 컴퓨팅 : 김민혁 · 김태균 · 윤성의 · 이흥규 · 최성희 · 홍승훈

명예교수 :  김길창 · 김진형 · 맹승렬 · 신성용 · 양현승 · 오영환 ·  

이영희 · 이윤준 · 전길남 · 정진완 · 좌경룡 · 최광무 ·  

한태숙 · 황규영

추모교수 : 권용래 · 조정완

| 비전 및 목표 |

사람에 대한 깊은 이해를 바탕으로 

인간 중심의 컴퓨팅을 선도하는 연구

전산학부는 2020년 현재 1,300여 명의 학부 · 대학원 학생과 50

여 명의 교수진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현재까지 1,900여 명의 학

사, 2,700여 명의 석사, 800여 명의 박사를 배출했다. 졸업생들

은 국내외 컴퓨팅 산업과 대학교, 연구기관 등에서 활발히 활동

하고 있다.

전산학부는 확고한 이론적 기반을 바탕으로 한 교육과 연구

를 통해 컴퓨팅과 정보 서비스 기술의 무한한 가능성을 추구하

고 미래 사회의 변화를 주도하고 있다. 사람에 대한 깊은 이해를 

바탕으로 인간 중심의 컴퓨팅을 세계적으로 선도하는 연구를 추

구한다. 

인류를 위한 창의적 인재양성, 혁신과 다양성을 기반으로 하

는 미해결 문제 연구, 융합적 접근을 통한 발전의 실현, 인간의 

삶을 개선하는 새로운 정보 서비스의 창출, 안전한 컴퓨팅의 기

반과 첨단 기술의 통합을 목표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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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및
환경공학과
Department of Civil and 
Environmental Engineering

1982-2021

글로벌 산업 경쟁력을 갖춘 

창의 리더 양성, 

인류와 국가의 난제 해결 연구 

| 개요 |

자연의 위대함 앞에 

인류에 대한 사랑을 담다

 

건설 및 환경공학이란, 인간의 일상생활 및 생산 활동에 필요한 

주거 · 산업 · 교통 등과 관련된 기반 시설물을 공급하고 인류의 

복지향상을 구현하기 위해 주어진 자연조건과 생활환경을 보호

하고 개선하는 한편 이러한 여건들을 가장 효과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하는 학문이다. 우리 학과에서는 산업사회

로의 급속한 발전과 더불어 날로 복잡해지는 생활 및 산업 환경 

여건 속에서 관련 건설 및 환경공학 첨단기술의 개발을 위하여 

그 일익을 담당하고 있다. 

우리 학과는 구조공학 및 재료, 지반공학 및 지반 시스템, 환경

공학 및 지속성, 건설공학 IT, Planning 및 Design(도시/건축계획 및 

설계), 교통 분야에 중점을 두고 있으며 그 외의 분야도 점진적으

로 개설하여 나갈 계획에 있다. 

교육 부문에서는 학부생들에게는 학년별 · 세부 전공별 교과

목 매트릭스를 공지하고 정기적인 학점이수 프로그램(KAIST-

TONGJI Summer School) 및 교환학생 프로그램을 장려하여 대부분

의 학생들이 1회 이상 해외 우수대학에서 수학하는 기회를 제공

하고 있다. 이외에도 현장실습교육, 명사초청특강 및 졸업생 특

강 등으로 응용력 배양과 진로지도에도 최선을 다하고 있다. 대

학원 교육은 일류과학자를 양성하고자 내부적으로는 강도 높

은 실험실습과 세미나에 중점을 두고 있으며 대외적으로는 국

제화와 창의성 있는 인재양성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정부에서 

Smart-City 석박사 지원사업(2009년~) 및 BK21+사업(2014년~)을 

통해 매년 대학원생의 1/2 이상이 해외 경험(연구실 교류, 해외학회 

참가 등)을 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해두었다. 

연구 부문에서는 융합화를 위해 최근 5년간 IT·BT 등 타 전공 

분야와 교통, 도시계획 등의 신규 분야에서 교수들을 임용했으

며, 원자력·화공·신소재 분야 등 타 학과 교수들과 공동연구를 

장려하고 있다. 또한 세계 우수 대학들과 학술교류, 국제공동연

구를 활성화하고 있다. 

| 설립 배경 및 역사 |

‘세계 초일류 수준의 연구중심 이공계대학’을 

뒷받침하는 다학제간 교육 실현 

KAIST 건설및환경공학과는 1982년 8월에 토목공학과로 개설되

어 구조공학 · 지반공학 · 환경공학 세 분야를 개설 · 운영하기 시작

했다. 1982년 6월에 윤정방 교수, 1983년 1월에 최창근 교수가 부

임하고, 1983년 3월에 첫 석사과정 학생 16명이 입학하여 개강을 

맞았으며 2년 후인 1985년 2월에 첫 석사 15명을 배출하고, 1984

년에 박사과정이 개설되어 4명이 입학하여 1987년 첫 박사 1명을 

배출했다.

학과 개설 초창기에는 서울 홍릉캠퍼스에 위치하여 기계공학

과 등과 함께 기계공학부에 소속되었으나, 1986년 학사부와 연

구부가 재분리될 때 토목공학과로 학과 체제로 변경되었다. 그 

후 1990년 본원의 대덕캠퍼스로의 이전과 과학기술대학과의 통

합으로 학사과정이 개설되었다. 구조 · 지반공학전공 교수들이 

중심으로 한 건설기술연구센터와 환경공학전공 교수들이 중심

이 된 환경공학연구센터를 설치하여 운영했으며, 1994년부터 

1997년까지는 한국과학재단 지원의 장려 연구센터인 맑은물연

구센터가 설치 운영되었다. 그리고 2000년에는 두뇌한국사업 

(BK-21)의 핵심연구센터로 첨단구조공학기술사업팀과 신환경

기술사업팀이 설치·운영되고 있으며, 국가지정연구실로 1999년

에 콘크리트균열연구실, 2000년에 구조물 내진 제어연구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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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2년에 혐기성 신기술 연구실이 설치되어 운영되었다. 

2002년 KAIST는 세계 초일류 수준의 연구중심 이공계대학

으로 발돋음하기 위한 ‘KAIST 비전 2010’ 정책을 수립했고, 이에 

발맞추어 학과에서는 ‘건설및환경공학과’로 명칭을 변경하여 다

학제간 교육을 실현하기 위한 발판을 마련했다. 

2006년 학과 장기 발전계획 수립하여 U-Space 및 도시계

획 · 교통 및 도로공학 · 건설관리 등 다양한 분야의 교수 충원을 

통해 각 분야의 최첨단 기술과의 융합 및 학제 간 연구 활성화를 

추진하기로 했다. 그 결과, 2008년 건설 IT 분야 교수 충원을 시

작으로 2009년 교통공학 분야, 2016년에는 도시공학 분야까지 

연구 분야를 확장했다.

또한, 분산공유형 지오센트리퓨지실험센터, ICT 교량 연구단, 

KAIST 재난학연구소, 공동구 연구센터, 스마트 수중터널 시스템 

연구센터 및 3D 프린팅 비파괴검사 연구단과 같은 대형 연구센

터를 유치하여 운영 중에 있다. 2020년 현재는 구조 · 지반 · 환

경 · 건설IT · 교통 · 도시 여섯 개 분야에 총 21명의 전임직 교수가 

재직 중에 있으며, 지속적인 연구 분야 확장을 위해 끊임없이 노

력 중에 있다.

| 주요 연혁 |

•1982.  토목공학과 신설(구조/지반/환경 분야)

•1983. 03. 석사과정 개설(첫 입학생 16명)

•1984. 03. 박사과정 개설(첫 입학생 4명)

•1986.  기계공학부 소속에서 토목공학과로 단독 분리

•1994.  맑은물연구센터 유치

•2002. 01. 토목공학과에서 건설및환경공학과로 명칭 변경

•2004. 1 1.    KAIST 건설및환경공학과 산마루배 구조물  

모형 경진대회 첫 시행

•2005. 03. 분산공유형지오센트리퓨지실험센터 유치

•2006. 05.  University Teknologi Mara(UiTM) MOU 체결,  

Tongji University MOU 체결

•2006. 12.  대한주택공사 MOU(연구개발 및 정보교류 등  

활동 협력을 위한 협정)

•2007.  미래도시연구소 개소

•2007. 09. University Teknologi Mara(UiTM) MOU 체결

•2007. 10. Carnegie Mellon University MOU 체결

•2009. 04.  분산공유형지오센트리퓨지실험센터 빌딩 신축,  

한국도로공사 MOU 체결(도로 · 교통 석사학위과정 

개설 및 운영을 위한 양해각서)

•2009. 06. 대전광역시 수자원공사 MOU(물산업 클러스터) 

•2009. 08. U-City 프로그램 신설 

•2009. 09.   Delft University of Technology MOU 체결, 

Universitas Katolic Parahyangan(UNPAR) MOU 체결

•2009. 12.  대한토목학회 대전 · 충남지회 MOU(학술교류 및  

기술협력 협약)

•2012. 03.  한국철도기술연구원 MOU(인적자원의 상호활용에 

관한 협약)

•2012. 05.  한국도로공사 MOU 체결(교통자료활용 및 연구성과 

공유를 위한 협약)

•2013. 02. University of California, Berkeley MOU 체결

•2013. 05. 학과 발전기금 기부자 동판 제작

•2013.   ICT 교량 연구단 유치, BK21+ 창조적 사회기반  

시스템 기술사업단 유치

•2014. 09. KAIST 재난학연구소 설립

•2015. 01. University Teknologi Mara (UiTM) MOU 체결

•2015. 05. Indian Institute of Technology Guwahati MOU 체결

•2016. 08. 공동구 연구센터 유치

•2016. 1 1. 스마트시티 연구센터 유치 

•2017. 05. RESD MOU 체결

•2017. 06. 스마트 수중 터널 시스템 연구센터 유치

•2018. 01. University of California, Berkeley MOU 체결

•2018. 04. 학부생 CEE-URP 프로그램 첫 시행

•2018. 09. 학과 영문 웹진 1호 발행

•2018. 12.  제3회 KAIST CEE External Advisory Committee 

Meeting (1회 2008.4, 2회 2020.5) 

•2019. 06. 3D 프린팅 비파괴검사 연구단 유치

•2019. 07. University Teknologi Mara(UiTM) MOU 체결

•2019. 09. 실내공기질 빅데이터 센터 유치

•2019. 10. 32th KKHTCNN Symposium 개최

•2020. 03.  U-City 프로그램에서 Smart City 프로그램으로  

명칭 변경

•2020. 04. 공동구 실험동/지원동 준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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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구 분야 및 교수진 |

구조 : 곽효경 · 김재홍 · 손훈 · 이행기 · 정형조 · 홍정욱

지반 : 권태혁 · 이승래 · 조계춘

환경 : 강석태 · 명재욱 · 박희경 · 윤석환 · 한종인

건설IT : 김아영 · 유지환

교통 : 여화수 · 윤윤진

도시 : 김영철

명예교수 : 최창근 · 이인원 · 윤정방 · 신항식 · 김진근

추모교수 : 김동수

| 비전 및 목표 |

창의 리더 양성을 통해 인류와 

국가의 난제 해결 연구에 기여하다 

건설및환경공학과의 목표는 글로벌 산업 경쟁력을 갖춘 창의 리

더 양성을 통해 인류와 국가의 난제 해결 연구에 선도적인 역할

을 하는 것이다. 

전 세계는 지금 과학기술의 파괴적 혁신과 창조적 융합의 시

대인 제4차 산업혁명의 대변혁을 겪고 있다. 또한, 지구 온난화

와 같은 극단적인 환경 변화와 역동적이고 난해한 사회적 요구

에 탄력적이고 지속가능하게 대처할 수 있는 도시 인프라의 구

축과 유지에 대한 대안이 절실히 요구되고 있다. 

이에 건설및환경공학과에서는 다음과 같은 다양한 분야의 미

래 기술에 대한 창의적 융합 교육 및 도전적 융합 연구를 목표로 

탄력적이고 지속 가능한 미래 기술 개발에 앞장서고자 한다. 

탄력적 인프라 

그린 스마트 도시

다이내믹 지반

건설 로봇

지속가능 환경

스마트 교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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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이오및
뇌공학과
Department of Bio and Brain 
Engineering

2002-2021

상상보다 더 큰 미래를 열고, 

혁신적인 바이오융합기술을 창조하다

| 개요 |

4차 산업혁명 시대의 

바이오융합 연구를 선도하는 국제 허브

1800년대 산업혁명, 1900년대 정보혁명을 거쳐, 우리는 바이오

와 공학이 융합되는 4차 산업혁명 시대를 살아가고 있다. 바이오

공학과 뇌공학 분야는 ‘MIT Technology Review’가 선정한 ‘2015

년 10대 혁신 기술’ 중 3건에 꼽힐 만큼 미래를 여는 새로운 융합

기술 분야로 주목받고 있다. 바이오 혁명은 인류의 삶에 큰 영향

을 줄 것이며, KAIST 바이오및뇌공학과는 인류가 상상해온 미래

보다 더 나은 미래를 열어줄 원석들을 다듬어 가고 있다.

바이오및뇌공학과는 세계적으로 바이오융합기술이 막 태동

했던 2001년, 정문술 미래산업 회장의 300억 원 기부를 토대

로 바이오 · 정보 · 나노 융합학문의 터전을 마련하기 위해 2002

년 설립되었다. 2002년 5명으로 시작했던 교수진은 2020년 총 

26명으로 늘어났고 학생 수도 대학원생 16명에서 출발해 2020

년 현재 학부생 및 대학원생 총 332명이 되어 KAIST에서 가장 

빠르게 성장하는 학과가 되었다. 

KAIST를 견인해온 원동력인 도전과 창의의 정신을 바탕으

로, 바이오융합 연구의 시대적 흐름에 맞춰 본 학과는 ‘바이오정

보학 및 시스템생물학’, ‘바이오이미징’, ‘바이오나노’, ‘뇌 · 신경공

학’의 연구 분야에서 혁신적인 원천기술 개발을 위한 연구와 교

육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이를 통해 KAIST 내 공학과 바이

오 융합연구의 구심점 역할을 하며 바이오메디컬 엔지니어링

(Biomedical Engineering) 분야에서 세계 10위권 학과로의 도약을 

위해 구성원 모두가 노력해가고 있다.

상기 중점분야를 집중적으로 육성하고, 공학 및 바이오 융합

연구를 의료분야에 응용하며, 다양한 해외 기관과의 국제 협력

을 통해 그동안 괄목할 만한 연구성과를 거두어 왔다. 특히 국제

협력 분야에서는 영국 런던대학, 케임브리지대학, 버밍엄대학, 

스위스 취리히대학, 독일 막스플랑크, 미국 캘리포니아공과대학, 

구글 딥마인드, IBM AI 연구소와 같은 핵심 연구팀들과 함께 국

제 공동연구를 이어가고 있고, 최상위 연구중심대학인 조지아

텍, 국립대만대, 싱가포르국립대, 심천과학기술대, 베이징대, 영

국 리즈대, 상하이교통대, 스위스 취리히연방공과대 등과 학과 

간 교육 연구 교류협정을 확대해 오고 있다. 특히 2015년부터는 

첨단 바이오 헬스케어 사업을 통하여 국제 워크숍 시리즈, 석학 

초청 프로그램 등을 운영하며 4차 산업혁명 시대의 바이오융합 

연구를 선도하면서 국제 허브 역할을 하고 있다.

교육 분야에서는 학과의 발전 및 성장에 따라 보다 폭넓고 전

문적인 교육을 실시하여 개념융합형 인재, 문제도출형 인재를 

발굴하고 심층융합형 인재로 키운다는 교육철학을 실현해가

고 있다. 또한 학생편집위원회 · 스포츠 · 음악 등의 동아리와 축

제 · 운동회 · 산행 등 학업과 더불어 즐겁게 캠퍼스의 낭만도 만

끽할 수 있도록 다양한 학생활동을 장려하고 있다. 

대학원 과정에서는 석사 및 박사과정 동안 바이오 · 정보 · 전

자 · 나노 분야의 고급지식을 균형 있게 습득하도록 교과이수 요

건을 마련했으며, 자신의 연구를 동료들과 공유하는 학생세미나

와 바이오융합 학문의 최신 연구 동향을 알아보는 학과 정기 세

미나를 반드시 이수하도록 하고 있다. 더욱이 2015년 시작된 ‘뇌

인지공학프로그램’에서는 다음 세대의 신성장동력원인 뇌인지

공학 분야에서 학계와 산업계를 이끌고 갈 세계적 리더 양성에 

기여하고 있다. 

졸업 후 진로는 매우 다양하다. 학사 졸업생의 경우 여타 학과

와 마찬가지로 상당수는 대학원에 진학하고 있고, 석사 졸업생

은 국내 박사과정 진학과 취업, 유학 등으로, 박사 졸업생은 산업

계 및 출연 연구소, 박사 후 연수, 대학 등의 진로를 선택하고 있

다. 또한 졸업생들은 벤처 창업을 통해 산업계에 진출하여 우수

한 성과를 보이고 있으며, 국내외 여러 유수 대학의 교수로 임용

되어 바이오융합기술 분야의 후학 양성에 힘쓰고 있다.

| 설립 배경 및 역사 |

바이오와 정보기술이 융합된 

새로운 학문 연구 및 인재 양성

바이오및뇌공학과는 정문술 전 미래산업 회장이 기부한 사재 

300억 원을 바탕으로 바이오와 정보기술이 융합된 새로운 학문

을 연구하고 인재를 길러내고자, 2002년 바이오시스템학과로 

출발했다. 그 이후 출범 5주년을 맞이한 2007년 봄, 기존에 집중

해 오던 분야를 더욱 선명하게 하기 위해 학과 명칭을 바이오및

뇌공학과로 변경하여 현재에 이르고 있다. 2002년 가을학기 첫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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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 · 박사 신입생을 선발하고, 2003년도 봄학기부터 정규 학부

교육을 시작했다. 2004년에 첫 석사학위 졸업생을 배출한 이래, 

2020년까지 1,021명의 학사, 석사 및 박사학위 졸업생을 배출하

며 큰 성장을 이루었다.

국제역량 강화 학생 지원 프로그램 중 정문술 파이오니어 프

로그램은 학부생들을 위한 해외 연구/탐방 프로그램으로서, 바

이오융합 분야에서 세계 최고 수준의 연구를 수행하고 있는 해

외 유수 산학연 기관을 탐방하거나 스스로 계획한 연구 주제에 

대해 연구 연수를 받도록 지원하는 프로그램이다. 2005년부터 

시행되어 2019년 15회에 이르기까지, 탐방 및 연구팀 21팀, 총 

48명의 학부생이 이 프로그램을 통해 해외 탐방과 연수를 성공

리에 마치고 국제적 역량을 기를 수 있도록 했다.

또한 ‘Russell Group(영국에서 연구를 선도하는 20개 명문대학을 의미)’

과 ‘N8 Group(영국 북부지역의 연구중심 8개 대학)’에 속한 명문대학인 

영국 리즈대학교(University of Leeds, UOL) 공과대학과의 MOU를 기

반으로, Leeds-KAIST Undergraduate Research Student Exchange 

Program’을 2017년부터 운영 중이다. 여름방학 기간 동안 상대 대

학 연구실에서 연구 연수를 할 수 있도록 지원해주는 학부생 연구

교환프로그램으로, 2019년까지 총 11명의 파견/유치 학생이 양 기

관에서 연구 · 연수를 수행하며 활발히 교류하고 있다.

| 주요 연혁 |

•2002. 04. 바이오시스템학과 설립

•2002. 09. 석 · 박사 대학원 과정 개설

•2003. 03. 학부과정 개설

•2003. 10. 정문술 빌딩 완공

•2004. 02. 첫 대학원 석사 졸업생 배출

•2005. 08. 첫 학부 졸업생 배출

•2006. 02. 첫 대학원 박사 졸업생 배출

•2007. 04. 바이오및뇌공학과로 학과명 변경

•2008. 11. 바이오및뇌공학과 동문회 창립

•2015. 03. 공과대학으로 소속 변경

•2015. 09. 뇌인지공학프로그램 시행

•2017. 02. 양분순 빌딩 완공

| 연구 분야 및 교수진 |

바이오정보 : 김동섭 · 이관수 · 이도헌 · 조광현 · 최정균

바이오나노 :  김필남 · 남윤기 · 박성준 · 박제균 · 박지호 · 정기훈 ·  

조영호 · 최명철

뇌인지융합 :  김철 · 박용균 · 백세범 · 이상아 · 이상완 · 이수현 · 정용 ·  

정재승 · 크리스토퍼 피오릴로(Christopher D. Fiorillo)

바이오영상 : 박성홍 · 예종철 · 장무석 · 최철희

명예교수 : 이광형

| 비전 및 목표 |

상상보다 더 큰 미래, 인류의 보다 나은 삶

“바이오및뇌공학과는 상상보다 더 큰 미래를 열고, 인류의 보다 

나은 삶을 위해 혁신적인 바이오융합기술을 창조한다”는 비전 아

래 우리는 바이오 의료기술에 바탕을 둔 전자 · 전산 · 나노기술의 

융합을 통해 새로운 지식과 기술을 창출할 수 있는 창의적인 리

더를 양성한다는 목표를 충실히 수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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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디자인학과
Department of Industrial Design

1986-2021

Shape the Future: 

Design for a Better Life

| 개요 |

과학기술을 깊이 이해하고 

활용할 수 있는 디자이너를 양성하는 

국내 최초 공과대학 내 디자인학과

KAIST 산업디자인학과는 1986년 대한민국 최초로 공과대학

에 만들어진 디자인학과다. 1991년 석사과정 교육 프로그램을, 

2002년에는 박사과정 교육 프로그램을 각각 도입했다. 학과 설

립 초기 제품 디자인에 뿌리를 두고 디자인 교육과 연구를 시작

했지만, 유저 인터페이스 디자인, 인터랙션 디자인, 사용자 경험 

디자인, 서비스 및 시스템 디자인, 디자인주도 사회 및 비즈니스 

혁신 등으로 점차 그 영역을 확대해왔다. 

2000년대 중반 박사과정 프로그램 정착을 토대로 독창성과 

파급력 있는 우수한 연구결과를 만들어내며, 국제적으로 인터랙

션 디자인과 사용자경험 디자인 분야에서 새로운 연구를 선도하

는 학과로 인정받게 되었다. 

전통적 디자인학계에서는 드물게 과학기술을 깊이 이해하고 

활용할 수 있는 디자이너를 양성함으로써 졸업생들은 국내외 유

수 기업의 디자인 리더, 혁신적 기업가, 국내외 학계의 연구자와 

교육자 등으로 눈부신 활약을 하고 있다.

| 설립 배경 및 역사 |

과학기술과 산업의 접점에서 부단한 학제적 노력으로 

새로운 디자인 영역 개척

정경원 교수가 1983년 5월부터 KIT(Korea Institute of Technology) 

교육과정 개발 자문위원으로 위촉되어 산업디자인학과의 교과

과정을 개발했고, 1984년 9월부터 학과의 교수로 부임하여 교육 

장비의 선정 및 우수 교수의 유치 등을 추진했다. 같은 해 10월

에 고(故) 김장호 교수가 부임했고, 1985년 3월에는 김명석 교수

가 부임하여 학과의 설립을 준비했다.

1986년 3월, 30명의 신입생을 받은 산업디자인학과에서는 

본격적으로 교육이 이루어지기 시작했다. 미술에 기반을 둔 실

기시험을 거치지 않고 입학한 학생들을 위하여 개발된 새로운 

방식의 산업디자인 교육에 대한 관심이 학교 내외에서 고조되

었다. 1986년 9월 임창영 교수의 부임을 계기로 컴퓨터 그래픽 

디자인과 컴퓨터응용산업디자인에 대한 교육이 본격화되었다. 

1988년 2월에 부임한 이건표 교수는 디자인방법론과 시스템 디

자인을 기반으로 체계적이며 합리적인 디자인 교육의 활성화

를 도모했다. 그와 같은 노력들이 결실을 맺어 1989년 12월 서울 

COEX에서 개최된 우리 학과의 첫 졸업전시회는 학내외에서 커

다란 반향을 불러일으켰다. 

1990년 KAIST와 KIT의 통합은 우리 학과에도 커다란 변화를 

가져왔다. 학사과정의 성공적인 안착을 기반으로 석사과정을 설

립하는 것이 당면 과제로 대두되었고 1991년 3월부터 석사과정 

교육이 시작되었다. 1992년 학과는 미국공학교육인증원(ABET)

으로부터 “탁월한 역량을 갖추어 세계적인 프로그램으로 성장할 

수 있을 것”이라는 평가를 받았다.

20세기 들어 본격적으로 박사과정 개설을 추진한 결과, 2002

년부터 학사-석사-박사로 이어지는 교육과정이 완성되었다. 

2001년 산업자원부의 지원을 받는 디자인혁신센터인 디지털미

디어디자인연구센터가 설립되어 산학협력을 위한 기반을 구축

했다. 2001년 9월에는 남택진 교수가 학부 전체 졸업생 중 처음

으로 모교 교수로 부임했다. 2003년 11월에는 처음으로 서울캠

퍼스에서 졸업전시회를 개최함과 동시에 국제 심포지엄을 주최

했다. 이 심포지엄을 계기로 우리 학과는 전 세계적으로 명성이 

높은 디자인 교육기관들과 상호협력을 위한 협정을 체결했다.

산업디자인학과는 2006년 10월 <비즈니스위크(BusinessWeek)>

지에 의해 세계 최고 디자인교육 프로그램 60개 중 하나로 선

정되었고, 2009년 10월 세계 최고 30개 디자인학과(World’s 

Best Design Schools) 중 하나로 선정되었다. 특히 2008년 11월 

WCU(World Class University) 사업을 유치하며, 인지공학과 인

간-컴퓨터 상호작용 분야 최고 전문가인 도널드 노먼(Donald A. 

Norman) 박사를 석학초빙교수로 초빙함으로써 학과의 국제적 

인지도를 크게 높일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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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디자인학과는 2006년 3월 제2단계 BK사업에 참여하게 

되었고, 2013년 8월에는 BK 플러스사업에 연속하여 선정되었다. 

2016년 6월 전체 544개 사업단 중에서 26개 우수사업단의 하나

로 선정되어, 국내에서 최우수 연구중심 디자인학과로 자리매김

하게 되었다. 2007년 4월 박사 콜로키엄을 시작하여 박사과정연

구의 체계화와 질적 향상을 추구했다. 2008년 3월 Catch-the-

Future 세미나 시리즈를 도입하여 국제적 디자인 이슈를 최대한 

신속히 교육과 연구에서 반영하도록 했다. 교육의 국제화를 위해 

2011년 11월 네덜란드 델프트공대와 대학원 교환학생 프로그램

을 시작했고, 2012년 9월에는 미국 신시내티 대학과 학부 교환학

생 프로그램을, 2017년 9월부터는 카네기멜론 대학과 학부 교환

학생 프로그램을 시작했다. 산업디자인학과는 2008년 12월 노

후화한 학과건물 전체 리모델링을 마쳤다. 2015년 4월에는 실습

동에 위치한 워크숍을 개보수했고, 2016년 11월 Audi-KAIST 크

리에이티브 라운지를 준공했다. 2018년 9월 UI/UX 프로토타이

핑전용 컴퓨터실 오픈했고, 2020년 1월에는 UX 리서치 스튜디

오를 개설했다. 학과 설립 20년이 경과하고 10년 이상 장기간의 

학과 공간 개선작업을 통해 학생들이 보다 안전하고 편리한 환

경에서 학업과 연구를 할 수 있도록 했다.

학과 설립 30주년을 맞이하며 산업디자인학과는 디자인 분

야에서 학문적 패러다임을 구축하기 위해 디자인 3.0이라는 비

전을 제시하고 2016년 3월부로 학부교육프로그램을 개편했다. 

기존 제품디자인 위주의 교육 프로그램에서 인터페이스 디자인, 

인터랙션 디자인, 사용자경험 디자인, 서비스 및 시스템 디자인 

등을 포괄하는 통합적 디자인 교육으로 커리큘럼을 전환했다. 

아울러 국제적으로 새로운 비전을 공유하기 위해 2016년 11월 

제1회 디자인 3.0 국제 포럼을 개최했다. 그 후 디자인 3.0 포럼

은 매년 열리고 있으며, 격년으로 개최되는 IASDR(국제디자인학회)

에서 특별 세션을 병행함으로써 학과의 국제적 인지도와 위상을 

높이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 주요 연혁 |

•1986. 03. 30명 학부 신입생 입학 및 산업디자인학과 교육 시작

•1989. 12. 서울 COEX에서 제1회 졸업전시회 개최 

•1991. 03. 석사과정 교육프로그램 개설

•1992.   미국공학교육인증원(ABET) 탁월한 디자인교육 

프로그램으로 평가 

•1997. 10. 제2회 아시아디자인학술대회 개최

•2001. 03. 디지털미디어디자인연구센터 설립 

•2001. 09.  남택진 교수 학부 전체 졸업생 중 처음으로  

모교 교수 부임

•2002. 02. 제1회 ID KAIST 워크숍(천안 상록리조트)

•2002. 03. 박사과정 교육프로그램 개설

•2003. 11.  서울 홍릉캠퍼스에서 졸업전시회 및 국제 디자인  

심포지엄 개최 

•2006. 03. 제2단계 BK21사업 선정 

•2006. 10.  <비즈니스위크(BusinessWeek)>지에 의해 세계 최

고 디자인프로그램(Global Top Design Programs) 60

개 중 하나로 선정

•2006. 10. 학과 설립 20주년 기념행사 개최

•2006. 12. 한국디자인학회 가을학술발표대회 개최

•2007. 04. 제1회 박사 콜로키엄 개최

•2007. 05. 제1회 ID KAIST 그린디자인연구회 개최

•2007. 06. 제1회 학과외부자문위원단회의 개최 

•2008. 03. Catch-the-Future 세미나 시작

•2008. 08. 박사과정 최초 졸업생(현 목원대 정상훈 교수) 배출

•2008. 11. WCU(World Class University) 사업 선정

•2008. 12. 학과 리모델링 완공 및 신비전 선포식

•2008. 12. 학과기부 프로그램 ‘후배와의 차 한잔’ 시작

•2009. 03. 도널드 노먼(Donald A. Norman) 석학초빙교수로 부임

•2009. 05. 운범홀 오픈

•2009. 10.  <비즈니스위크(BusinessWeek)>지에 의해 세계 최

고 30개 디자인학과(World’s Best Design Schools) 

중 하나로 선정

•2011. 11. 델프트공대와 교환학생 프로그램 시작

•2012. 09. 미국 신시내티 대학 학생교환협력프로그램 시작

•2013. 08. BK21 플러스사업 선정 

•2015. 04. 워크숍 리모델링 완료

•2016. 03. 디자인3.0에 기반한 학부교육 프로그램 개편

•2016. 06.  BK21 플러스 544개 사업단 중 26개 우수사업단에 선정

•2016. 11.  학과 설립 30주년 기념행사 개최 

(디자인3.0 국제포럼 동시 개최)

•2016. 11. Audi-KAIST 크리에이티브 라운지 준공 

•2017. 09. 미국 카네기멜론대학 학생교환협력프로그램 시작 

•2017. 10. 디자인3.0 포럼 개최(서울 구글캠퍼스)

•2017. 10. 산업계 학과외부자문단회의(I-EAC) 개최

•2018. 09. UI/UX 프로토타이핑전용 컴퓨터실 오픈

•2018. 10. 디자인3.0 포럼 개최(중국 칭화대)

•2019. 11. 디자인3.0 포럼 개최(KAIST)

•2020. 01. UX 리서치 스튜디오 오픈

공과대학

448 449 

KAIST 50년사  |  학과사



| 연구 분야 및 교수진 |

인간중심 디자인 : 이건표 · 임윤경 · 석현정 · 이상수

신기술 융합 디자인 :  남택진 · 이우훈 · 배석형 · 석 다니엘(Daniel 

Saakes) · 안드리아 비앙키(Andrea Bianchi)

사회/비즈니스 혁신 디자인 : 배상민 · 남기영

명예교수 : 김명석 · 정경원

| 비전 및 목표 |

산업과 사회가 당면한 문제에 대해 혁신적이며 

통합적이고 미적인 해결안을 창출할 수 있는 인재 양성

산업디자인학과는 국내를 넘어 세계 디자인학을 선도하는 교육 및 

연구를 수행하는 초일류 학과를 지향한다. 1986년 학과 설립 이후 

30여 년간 꾸준히 성장하여 세계적 수준의 디자인 교육기관으로 

발돋움했다. 그간 선진국으로부터 시작된 디자인 패러다임을 빠

르게 수용하고 개선하는 노력을 통해 산업디자인학과는 국제무

대에서 학과의 인지도를 향상해왔다. 이제 퍼스트무버(First mover)

로서 국제 디자인 패러다임을 선도하고자 한다. 

20세기 초반 산업혁명 시대를 맞아 독일 바우하우스가 디자인 

교육을 혁신하고 이후 세계 디자인학을 선도했던 것처럼, 4차 산

업혁명의 서막이 열리는 이 시기 세계를 선도할 수 있는 새로운 디

자인 교육기관으로 역할을 수행할 것이다. KAIST 산업디자인학과

는 인간 · 기술 · 비즈니스 · 사회에 대한 심도 있는 이해를 바탕으로 

산업과 사회가 당면한 문제에 대해 혁신적이며 통합적이고 미적

인 해결안을 창출할 수 있는 디자이너를 양성할 것이다. 아울러 인

간 중심의 디자인 연구를 통해 더 인류에 나은 미래와 삶이 가능하

도록 긍정적이며 지속가능한 임팩트를 만들어낼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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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및
시스템공학과
Department of 
Industrial & Systems Engineering

1971-2021

산업공학 분야의 글로벌 인재 양성

| 개요 |

산업현장의 문제 해결을 통한 

가치 창출과 글로벌 선도 연구 추구

산업공학(Industrial Engineering)은 인간 · 자원 · 장비 · 정보 · 에너지 

등의 요소로 구성된 시스템의 복합적 문제를 종합적으로 다루는 

유일한 공학 분야로, 연구 영역은 크게 통계/최적화, 기계학습/데

이터 과학, 그리고 산업 도메인(제조/서비스)의 세 가지 영역으로 

구성되어 있다. 

산업및시스템공학과는 1971년 한국과학원 설립 당시 설치된 

7개 학과의 하나로 출발했으며, 그동안 현대산업사회가 요구하

는 생산 및 제조 프로세스 관련 시스템 기술 등의 공학적 소양 위

에 과학적 의사결정 기법, 시스템적 접근법, 데이터 기반 분석 기

법, 경영관리 기법을 구사할 수 있는 리더십을 갖춘 시스템 엔지

니어 및 미래형 리더의 양성에 주력해 왔다. 전통적으로는 생산/

제조 시스템을 주요 대상으로 교육 및 연구를 수행해 왔으나, 최

근에는 산업 발전 추세에 맞추어 생산/제조 시스템 이외에도 서

비스 시스템, 공공시스템 등으로 확장해 나가고 있다. 특히 최근

에는 데이터 과학과 기계학습 기술 등을 근간으로 산업인공지능

을 핵심 역량으로 정의하고, 스마트 제조와 스마트 서비스를 두 

축으로 하여 산업현장의 문제 해결을 통한 가치 창출과 글로벌 

선도 연구를 추구하고 있다. 

| 설립 배경 및 역사 |

시대적 요구에 따른 변화 및 확장, 

지속적인 연구와 교육 강화

 

산업및시스템공학과는 1971년 한국과학원 출발과 함께 설립되

어, 1973년 9월 제1회 석사과정 입학생 19명과 함께 당시 ‘산업공

학과’라는 명칭으로 최초 개강을 맞았으며, 1975년부터는 박사

과정을 개설했다. 1990년 서울캠퍼스에서 대덕캠퍼스로 이전하

여 1991년 3월 학사과정을 개설함에 따라 학사 · 석사 · 박사 과정

의 체제를 갖추게 되었다. 

1980년에는 산업및시스템공학과 내 경영공학 전공이 경영과

학과로 따로 독립했으며, 1983년 7월 한국과학원의 각 학과와 한

국과학기술연구소의 각 연구부가 8개 학부로 통합됨에 따라 산

업공학과는 산업공학부에 소속하게 되었다. 이어 1986년에는 학

사부와 연구부가 재분리되어 다시 학과 중심 체제로 전환되었다

가, 1990년 본원의 대전 이전과 함께 다시 산업 · 경영학부로 재

편되었으며, 1991년 산업공학과 학사과정 개설 이후 1997년 학부 

개편 이후부터는 산업공학과 학과 조직으로 운영되고 있다.

이후 2008년 학과 명칭을 산업및시스템공학과로 전환하고, 

2016년 대학원 과정의 개별 학과로 운영되던 지식서비스공학과

를 통합하여 산업및시스템공학과 대학원 내 프로그램으로 운영

하는 등 시대적 요구에 따라 변화, 확장을 통해 지속적으로 연구와 

교육을 강화해 나가고 있다. 이러한 과정을 거쳐 현재는 산업및시

스템공학과 단일 학부 위에 산업및시스템공학과 대학원, 지식서

비스공학대학원 프로그램의 두 대학원 과정을 운영하고 있다. 

설립 이후 지난 50년 동안 학사 1,160명, 석사 1,335명, 박사 

443명을 배출하여 우리나라 고급 과학기술인력을 양성하는 데 

기여했으며, 졸업생들은 전자 · 반도체 등 첨단 제조, 통신과 소프

트웨어 등 IT 산업, 금융, 컨설팅 등 서비스 분야와 연구소 · 학계 

등에 활발히 진출하여 시대와 환경에 따라 우리나라의 여러 산

업 발전을 이끌어 왔다. 특히 최근 4차산업혁명의 시대를 맞이

하여, 스마트 팩토리, 빅데이터/AI를 필두로 산업계와의 협력이 

폭발적으로 성장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산업현장의 문제 해결을 

통한 가치 창출과 글로벌 연구 선도라는 성과를 활발히 만들어

내고 있다.

| 주요 연혁 |

•1971. 02.  한국과학원 설립과 동시에 본원 창립 7개 학과 중의 

하나로 대학원 과정 개설

•1975.  산업공학과 대학원 박사과정 개설

•1975. 08. 석사과정 산업공학과 졸업생 첫 배출(17명)

•1979. 02. 박사과정 산업공학과 졸업생 첫 배출(1명)

•1980.   산업공학과 내 경영공학 전공을 경영과학과로  

별도 분리

•1983.   한국과학원 학과와 한국과학기술연구소 연구부  

통합에 따라 산업공학부로 편재

•1986.  학사부 연구부 분리에 따라 산업공학과로 전환

•1988. 03. 학사과정 개설(6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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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0.  본원 대전 이전 및 산업경영학부 체제로 재편

•1991.   산업공학과 학사과정 개설, 학사 · 석사 · 박사 과정 체

제 구축 완료

•1993. 02. 학사과정 산업공학과 졸업생 첫 배출(9명)

•1997.  공학부 내 산업공학과로 재편

•2009. 03. 산업및시스템공학과로 학과명 변경

•2016. 03.  대학원 과정 지식서비스공학과를 산업및시스템공학

과 내 대학원 프로그램으로 통합

•2017. 11. 딥러닝 전용 컴퓨팅 인프라(NVIDIA DGX-1) 구축 

•2018. 09. 스마트 팩토리 교육 환경(레고 기반 AI 교육) 구축

•2020. 10.  4단계 BK21 혁신인재양성사업 스마트팩토리 분야 

연구단 선정 

| 연구 분야 및 교수진 |

오퍼레이션스 리서치 & 매니지먼트 : 김경국 · 김우창 · 김현정 ·  

  박성수 · 이태억 · 이태식 · 장영재 

시스템 애널리틱스 & 데이터 사이언스 : 김희영 · 문일철 · 박진규 ·  

 신하용 · 윤세영(겸임교수) · 이재길(겸임교수)

인간 시스템 공학 : 서효원 · 숑 셔핑(Shuping Xiong) · 이문용 ·  

 이의진(겸임교수) 

명예교수 :  배도선 · 박경수 · 성창섭 · 황학 · 염봉진 · 최병규 · 김세헌 ·  

채경철 · 이채영 · 윤완철

추모교수 : 김영대

| 비전 및 목표 |

Global elite department in the discipline of 

industrial engineering

산업및시스템공학과는 연구와 교육을 통한 글로벌 가치 창출이라

는 궁극적 사명을 가지고, 아래와 같은 비전과 미션을 수립했다.

비전

Global elite department in the discipline of industrial 

engineering

본 학과는 과학적 의사결정과 시스템 분석, 설계 분야에서 지식

과 기술의 지평을 넓혀감으로써 미래 세계의 산업화를 주도적으

로 이끌어나가는, 산업공학 분야의 진정한 글로벌 엘리트로 자

리매김하는 것을 비전으로 한다. 이러한 비전을 달성하기 위해 

세 가지 미션을 추구하고자 한다. 

미션

 -  To strive for the best, first, only in research and education 

in scientific decision-making and system analysis

   산업및시스템공학과는 엘리트 연구 교육 집단으로서 보여야 할 

수월성 · 혁신성 · 독창성을 갖추기 위해, 연구와 교육에 있어 최

고, 최초, 유일한 가치를 가지는 결과를 창출하기 위해 노력한다.

 

- To foster open and caring community

   산업및시스템공학과는 다양성의 가치를 추구하며, 이를 위해 열

린 문화, 서로를 존중하는 문화의 배양에 노력한다.

- To promote highest level of ethics as a global citizen

   지적 역량의 수월성을 넘어, 세계 시민으로서의 품위와 인류 사

회에 기여한다는 소명 의식을 갖추기 위해 노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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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명화학
공학과
Department of Chemical and 
Biomolecular Engineering

1971-2021

‘세계선도형 생명화학공학 인재의 양성’을 

위한 혁신적인 교육과 연구

| 개요 |

학제 간 학문 교류에 앞장서며, 연구와 교육 면에서 

세계적인 리더로 발돋움하다 

생명화학공학은 화학 · 생명과학과 같은 자연과학 분야에 다양한 

화학공학 원리를 접목시킨 공학 분야로, 일반 화학제품을 비롯해 

의약 관련 제품, 전기 관련 재료 및 부품 등을 경제적으로 생산하

는 방법을 다루는 실용적이고 다학제적인 학문이며, 최근에는 환

경이나 에너지와 관련된 저변 기술 개발도 담당하고 있다.

세계적으로 중대하게 다뤄지는 과학적 이슈와 함께 다양한 기

술적 도전 과제를 해결하기 위해 각기 다른 기술과 전문성을 지

닌 연구자들 간의 협력이 필수적으로, 생명화학공학과에서는 교

수진과 학생들이 국내외 협력연구를 활발히 진행할 수 있는 환경

을 조성하고자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동 분야에서 국내 최

고 학과로 평가받는 KAIST 생명화학공학과는 전공 내 다양한 연

구 분야와 타 전공을 아우르며 학제 간 학문 교류에 앞장서 왔으

며, 앞으로 연구와 교육 양면에서 세계적인 리더로 발돋움하기 위

해 적극 힘쓰고 있다. 

현재 KAIST 생명화학공학과의 주요 연구 분야는 다음과 같다.

생명공학

- 시스템 대사공학 및 합성생물학 기반 생물공학

- 바이오리파이너리

- 정밀화학제품, 생분해성고분자, 바이오연료

- 다양한 생의학 도구를 활용한 약물/유전자/백신 전달

- BINT 융합을 통한 나노 바이오 소자의 개발

촉매

- 반응 메커니즘에 대한 기초연구

- 나노입자 촉매의 개발/광촉매 물 분해

- 바이오매스 전환 기술

에너지/환경/시스템

- 탄소 포집 및 저장/이산화탄소 전환 및 활용

- 분자 시뮬레이션/모델 예측 제어 및 동적 계획법

나노 소재

- 마이크로센서 및 마이크로/나노유체 시스템

- 광소자용 광결정 및 금속 나노구조

- 유기/유기금속 양친매성 물질의 자기조립

- 표면 습윤성 제어를 위한 다공성 나노구조 개질

- 기상 증착 공정을 활용한 기능성 고분자 박막

연성 소재

- 유기 태양전지/이차전지

- 고분자 전기발광 디스플레이

- 분자 자기조립체/나노패터닝 기술

- 고분자 나노복합물 및 하이브리드 재료

| 설립 배경 및 역사 |

화학및화학공학과에서 

연구영역 확장을 통한 생명화학공학과로 

생명화학공학과는 1971년 서울 홍릉에 한국과학원(KAIS) 설립과 

함께 화학및화학공학과(응용화학전공, 화학공학전공)가 설립되었으

며, 1973년에 1회 석사 신입생이, 1977년에 1회 박사 신입생이 입

학했다. 대학원 과정으로만 구성된 홍릉 시대를 거쳐 1990년 한

국과학기술원(KAIST)과 한국과학기술대학(KIT)이 통합되면서 학

부과정과 대학원 과정을 모두 갖추고 새롭게 조성된 대전캠퍼스

에서 새 시대를 열었다. 이후 화학공학과 교수진의 연구영역이 

생화학공학 · 생체공학 · 나노화학공학으로 확장되면서 2002년 학

과 명칭을 생명화학공학과로 변경하여 오늘에 이르고 있다.

지난 50여 년 동안 총 졸업생 수는 학사 1,255명, 석사 1,627명, 

박사 1,032명에 이르며, 이들은 모두 주요 기업 · 연구소 · 대학의 

연구개발에서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2020년 2월 현재 

생명화학공학과 전임교원은 26명이며, 재적 학생은 학사과정 

326명, 석사과정 153명, 박사과정 299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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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요 연혁 |

•1971.   서울 홍릉 한국과학원(KAIS)설립, 화학및화학공학과

(응용화학전공, 화학공학전공) 개설

•1973. 03. 석사과정 제1회 입학생 입학

•1977. 03.  박사과정 제1회 입학생 입학 

화학공정공학과정(전문석사 과정) 개설

•1978.   화학및화학공학과 (응용화학전공, 화학공학전공) 분

리, 화학공학과로 학과 독립

•1980.   한국과학기술연구소(KIST)와 통합, 한국과학기술원

(KAIST)으로 새 출범

•1984.   한국과학기술대학(KIT) 설립 및 학사과정 화학공정 

전공 설치

•1986. 03. 학사과정 제1회 입학생 입학

•1989.   한국과학기술연구원(KIST)과 분리,  

한국과학기술대학(KIT)과 통합

•1991.  대학원 과정 연구 · 교육기능 대전으로 이전 완료

•2002. 01. 화학공학과에서 생명화학공학과로 학과명 개명

•2011. 04. 학과 교육·연구 공간 확장(5층 → 6층, 1개 층 증축)

| 연구 분야 및 교수진 |

생명공학 : 김유식 · 김유천 · 김현욱 · 박현규 · 이상엽 · 정기준

촉매 : 이현주 · 이진우 · 최민기

에너지/시스템 : 고동연 · 김지한 · 배태현 · 이재형 · 이재우

나노소재 :  김도현 · 이도창 · 임성갑 · 정희태 · 조은선 · 정유성 ·  

야부즈자패르타야르(C.T.Yavuz)

연성소재(고분자) :  김범준 · 김희탁 · 김신현 · 리섕(Sheng Li) · 최시영

명예교수 :  이원국 · 정인재 · 김상돈 · 김성철 · 장호남 · 임선기 ·  

홍원희 · 박선원 · 박정기 · 김종득 · 우성일 · 이흔 ·  

박오옥 · 장용근 · 박승빈

추모교수 : 양승만 · 양지원 

| 비전 및 목표 |

세계선도형 생명화학공학 인재의 양성

생명화학공학과는 혁신적인 교육과 연구를 통하여 ‘세계선도형 

생명화학공학 인재의 양성’을 목표로 정했다. 이러한 목표를 위해 

다음과 같은 비전을 공유하고 이루어 갈 것이다.

-  학생들은 다중스케일에서 일어나는 과학적인 현상과 이를 응

용할 공학적인 기법들을 배우고 통합하여 혁신적인 제품 및 공

정 디자인을 달성한다.

-  교수들은 서로의 학문영역을 공유하고 협동하여 에너지 · 환

경 · 의료 등의 사회의 주요한 문제를 해결한다.

-  도전 · 변화 · 배려를 교수 · 학생 · 교직원들의 중요한 전통으로 이

어간다.

- 국제적으로 교육과 연구를 선도하고 영향력을 넓혀간다.

- 모든 학과 내의 구성원들이 지속적으로 자기개발을 이루어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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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소재
공학과
Department of Materials Science 
and Engineering

1971-2021

‘world-first, world-best’의 

연구결과를 배출하며 

연구 방법론에서 세계를 선도하다

| 개요 |

전문화 · 국제화와 더불어 융합적인 연구과 

교육을 제공하기 위한 끊임없이 노력

인류 역사에서 삶의 질이 크게 향상된 시기들은 새로운 소재의 

개발이 있었던 시기들과 일치한다. 현대의 신소재 산업은 전통

적인 금속과 세라믹, 고분자 소재뿐만 아니라, 전자 · 정보통신 산

업을 위한 강유전소재, 광학/자성 소재, 복합소재, 에너지와 환경 

산업을 위한 배터리와 센서 소재, 바이오/의료 산업을 위한 생체 

소재 등 광범위한 산업영역을 포괄한다. 초기의 신소재과학 · 공

학은 금속 · 세라믹 등 응집물질을 많이 다루었으나, 그 후 다양한 

유연 소재, 생체 소재 및 액상 소재 등으로 영역이 빠르게 확장되

어 가고 있는데, 이는 우리나라의 주력 산업 변화와 그 흐름을 같

이 하며, 미래 산업의 주도권을 확보하기 위한 부단한 노력이 반

영된 결과이기도 하다. 

학과 영문 명칭(Department of Materials Science and Engineering)

에서 짐작할 수 있듯이 본 학과에서는 원자 · 분자 단위의 결합과 

움직임을 다루는 기초과학에 해당하는 연구에서부터 투명 디스

플레이, 유연 반도체소자, 고용량 이차전지, 전자 코 가스센서, 재

사용 가능 나노섬유 마스크 등 첨단 제품 개발을 선도하는 응용

연구에 이르기까지 폭넓은 연구가 진행되고 있다. 또한 주제별

로 묶어 보아도 복합소재, 정보 · 통신 · 디스플레이 소재, U-헬스

케어 소재, 지속가능 에너지 소재, 유연소자 소재, 달리 분류되지 

않는 원천기술 소재 등 광범위한 소재군에 대한 연구가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다.

신소재과학(Materials Science)의 핵심은 소재의 미세 구조와 그

로 인해 나타나는 물성 사이의 관계를 이해하고, 미세 수준에서

의 소재 거동을 설명하고 예측하는 것이다. 즉, 화합물, 상, 미세 

및 나노 구조 형성을 위한 원자 결합을 제어하는 물리, 화학 및 

수학적 법칙을 바탕으로 소재를 탐구하여 혁신적인 물성을 가

지는 소재 개발의 실마리를 찾는 것이다. 신소재공학(Materials 

Engineering)은 이러한 신소재과학을 바탕으로 원하는 물성을 가

지는 소재를 원하는 형태로 경제성 있는 방법으로 제조하여 실

제 제품으로 연결하는 과정을 다룬다. 즉 신소재과학에 대한 이

해를 바탕으로 새로운 공정을 개발하고 혁신 성능을 가진 소자

를 구현한다. 이렇듯, 신소재과학 · 공학에 대한 연구는 새로운 소

재 물성, 다양한 기능, 높은 성능을 가능케 함으로써 새로운 가치

를 창출하고 인류 삶의 질을 높이는 데 기여하고 있다. 

4차 산업혁명으로 인해 크게 변화할 미래에는 신소재 개발이 

더욱 중요해지리라 예상된다. 신소재과학 및 공학은 지속적인 

발전과 확장이 기대되는 만큼 각국의 경쟁도 치열한 학문 분야

이며, 흥미진진하고 도전적인 분야이다. 이에 맞추어 신소재공

학과는 전문화되고, 국제화되며, 융합적인 연구과 교육을 제공

하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하고 있다.

| 설립 배경 및 역사 |

재료 과학에 대한 인식 제고의 목표에서 신소재공학 분야 

괄목할만한 성과로 

1971년의 한국과학원 출범과 함께 서울에 설치된 재료공학과는 

우리나라의 재료 과학에 대한 인식을 높이는 역할을 담당할 목

표를 세우고 요업, 금속, 고체 과학, 고분자 등의 전공 분야를 고

려하여 설립 추진되었다. 학과 및 전공 분야 설정 안의 자문위

를 거쳐 보완 및 수정되어 금속공학 및 요업공학 분야가 최종 전

공 분야로 확정되었다. 한국과학원 임시 주미연락실 시절부터 

참여한 윤덕용 박사가 최초의 전임 교수로 부임한 데 이어 천성

순 · 이재영 박사가 전임 교수로 부임했다. 1973년 1월 초대 학과

장으로 천성순 교수가 임명되었고 제1회 석사과정 입학생 16명

(국비 12명, 산학제 4명)과 함께 최초의 개강을 맞이했으며 제2회 석

사과정 입학생은 23명(국비 20명, 산학제 3명)으로 늘어났다. 박사

과정은 1975년부터 개설되었고 첫해에 4명이 입학했으며 1979년에 

 

신소재공학과 MIT-Technion공대 심포지엄 2015.0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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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료공학과에서 최초의 박사가 배출되었다.

한국과학원과 한국과학기술연구소의 두 기관이 1981년 한국

과학기술원으로 통합 발족됨에 따라 교육 담당의 학사부에는 재

료공학과를, 연구 담당의 연구부에는 금속공학 연구부와 재료공

학 연구부를 설립했다. 지역적으로 그리고 기능적으로 떨어져 있

던 학사와 연구 기능을 효율적으로 재배치하기 위해 1983년 말

에 재료공학동이 신축 준공되고 학사부의 재료공학과와 연구부

의 재료공학 연구부가 한 건물에 위치하여 명실공히 통합의 상

징이 되었다. 조직 면에서도 학사부와 연구부를 통합하여 전공 

중심의 8개 학부제도 하에서 재료공학부가 생겨났고 강일구 박

사가 재료공학부장에 임명되었다. 1986년에 학사부와 연구부

는 다시 분리되었고 연구부에 해당되던 한국과학기술연구소는 

1989년 한국과학기술연구원으로 독립했다.

한국과학기술대학은 1984년 과학 영재 교육기관으로 대전

에 설립되었고 1986년에 첫 대학 신입생이 입학했다. 기계 · 재

료공학부 내에 전자재료 전공이 있었고 기술공학부 내에 금속재

료 전공이 있었으며 위당문 교수와 권혁상 교수가 각 전공의 초

대 전공 주임교수로 임명되었다. 4년 후인 1990년 초에 학사 졸

업생이 처음으로 배출되었으며 전자재료 전공은 17명, 금속재료 

전공은 12명(조기졸업 1명 포함)이 학사학위를 받았다. 

한국과학기술연구원과 분리된 한국과학기술원의 재료공학과

와 한국과학기술대학의 전자재료 전공 및 금속재료 전공이 1989

년 통합되어 단일 학과인 재료공학과로 탄생했고 그 당시 전임 

교수가 23명이었다. 그리고 대전으로의 본원 이전이 시작되었다.

1990년대에 들어 재료공학과는 상당히 역동적인 조직 변화

를 경험하게 되었다. 1991년에는 전공 분야의 세부화 방침에 따

라 무기재료공학과와 전자재료공학과가 재료공학과로부터 분

리 및 신설되었다. 그 후 다시 대과(大科) 중심의 운영 방침이 결

정되어 1995년에 재료공학과 · 무기재료공학과 · 전자재료공학과

는 다시 단일 재료공학과로 통합되었다. 이 와중에 서울 분원에 

신소재공학과가 설립되었다가 1996년에 본원의 재료공학과로 

흡수되었다.

2003년 학과명을 신소재공학과로 변경했고, 2010년대 들어

서 괄목할만한 성과를 나타내고 있다. 2014년 재료 분야에서 QS 

랭킹 16위에 올라 국내 최초로 20위권에 진입했고, 2017년에는 

국내 최상위 기록인 13위를 달성한 이래 2020년 현재까지 지속

적으로 20위권 이내를 유지하고 있다. 현재 전임 교수 30명(여성 

4명, 외국인 2명)과 명예교수 17명이 근무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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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요 연혁 |

•1972. 최초 전임 교수로 윤덕용 교수 취임

•1973. 마스터 프로그램 학생의 1급 등록

•1975. 박사과정 등록

•1990. 학부생 1급 개강

•1991.  재료공학과, 무기재료공학과, 전자재료공학과로 

분리

•1995.  세 개의 재료 부서(재료공학과, 무기재료공학과,  

전자재료공학과)가 MSE의 학부로 합병

•1995. 윤덕영 교수 원장으로 선출

•2003. 유진 교수 KAIST 부총장 선출

•2011. 백경욱 교수 KAIST 연구부총장 선출

•2014. QS 랭킹 16위로 국내 첫 20위권 진입

•2017. QS 랭킹 16위로 국내 최상위 랭킹 기록

•2017.~2018. QS 랭킹 13위로 국내 최상위 랭킹 기록

| 연구 분야 및 교수진 |

헬스케어(광학 검출기·치료기기, 바이오마커, 진단용 소재·소자, 

POC형 진단기) : 강지형 · 박찬범 · 남윤성 · 염지현 · 장재범 · 전석우

에너지·환경(차세대 이차전지, 인공광합성, 태양광 수소발전,  

친환경소재, 미세먼지 대응 소재) : 강정구 · 김도경 · 김상욱 ·  

      김일두 · 신병하 · 오지훈 · 정성윤 · 정우철 · 조은애

인공지능(인공지능 및 빅데이터 기반 소재 설계, 차세대 반도체 

및 디스플레이용 소재·공정·소자, 웨어러블·포터블 소재 및 소자):  

  김경민 · 박병국 · 배병수 · 백경욱 · 박상희 · 스티브 박(Steve Park) ·  

이건재 · 이혁모

국방(첨단기능성 금속 및 세라믹 소재, 조기 경보 센서, 메타물질 

기반 소재·소자, 다기능성 복합 재료) : 강기범 · 신종화 · 육종민 ·  

      정연식 · 최벽파 · 한승민 · 홍승범

명예교수 :  강석중 · 권혁상 · 김종희 · 남수우 · 노광수 · 박종욱 ·  

박중근 · 변수일 · 안병태 · 위당문 · 유진 · 윤덕용 ·  

이재영 · 이정용 · 이택동 · 전덕영 · 홍순형

퇴직교수 : 최시경 · 이원종

추모교수 : 김호기 · 강상원 · 주웅길 · 이진형 

| 비전 및 목표 |

세계 최초 · 세계 최고의 연구결과 배출과 

연구 방법론에서의 세계 선도

소재 관련 연구는 공정-구조-물성-성능의 네 가지 기둥들로 나

누어 생각할 수 있는데, 신소재공학과는 각 영역에서 세계 최

초 · 세계 최고(world-first, world-best)의 연구결과를 배출하는 것은 

물론, 네 기둥 사이의 관계를 연구하는 방법론 자체에서도 세계

를 선도하는 것을 목표로 하여 노력하고 있다. 전통적인 소재 연

구 대상이었던 미세 구조와 물성 사이의 상관관계 연구에서 더 

나아가, 최적 미세 구조를 확보하기 위한 새로운 공정 설계 연구, 

다양한 목표 응용 소자별로 혁신적 성능 달성을 위해 필요한 소

재 물성 도출 연구가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다.

4차 산업혁명 이후에는 개인 ‘맞춤형’ 제품군이 확대되면서 기

존 시장이 더욱 분화되고 새로운 시장이 빠른 속도로 등장하며 

‘예측’에 기반하여 각 제품 개발과 공급에 걸리는 시간이 훨씬 단

축될 것이다. 신소재공학과는 이러한 사회 변화를 선도하기 위해 

공정-구조-물성-성능에 대한 연구를 심화하고, 이러한 연구결과

들을 통합하여 ‘혁신적 소자’에 대한 창조적 상상이 바로 ‘요구 물

성’ 도출, ‘최적 미세구조’ 설계, ‘신공정’ 확립으로 이어질 수 있는 

신소재 연구개발 방법론을 세우고 발전시켜 나갈 것이다.

또한 이러한 선도적 연구는 체계적 교육과 국제화의 바탕 위

에서만 가능하다는 믿음으로 Education 4.0 등 새로운 교수학

습법을 적용하고 발전시키며, 변화하는 학계 상황과 사회 환경

에 대응하여 지속적으로 교육 커리큘럼을 개발하고, 세계 선도 

대학들과의 공동학위과정, 공동워크숍 등을 통해 긴밀한 협력과 

교류를 추진하고 있으며 앞으로 이러한 노력을 심화할 것이다. 

아울러 공학의 본질에 충실하기 위해 연구 기획 단계에서부터 

사회의 요구와 필요를 적극 반영하고, 기술사업화를 통한 가치 

창출과 사회 기여를 중요한 목표로 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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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자력및
양자공학과
Department of Nuclear & 
Quantum Engineering

1981-2021

지구를 위한 에너지, 

인류의 삶을 위한 방사선

| 개요 |

원자력 에너지의 평화적인 이용과 

양자기술 개발을 위한 교육 및 연구 수행

원자력 및 양자공학은 원자핵과 같은 미시세계에서 발생하는 양

자현상을 바탕으로 원자력기술과 양자기술을 연구 개발하는 학

문이며, 저탄소 에너지 생산, 의료 진단 및 치료, 방사선의 산업 및 

기초과학 응용을 위한 기술 및 시스템을 개발하는 융합 공학이

다. 원자력기술은 핵분열에서 생성되는 에너지를 발전 · 추진 · 담

수화 · 수소생산 등에 사용하는 기술과 인공태양인 핵융합로를 개

발하기 위한 고온 플라즈마 기술을 포함한다. 양자기술은 양성자, 

중성자, 전자, 엑스선, 감마선 등의 방사선을 의료 진단과 치료, 첨

단 측정, 신물질 개발 등에 이용하는 기술이다. 원자력및양자공

학과에서는 원자력 에너지의 평화적인 이용과 첨단 양자기술 개

발을 위한 기초·응용연구를 수행하고 있으며, 기초역량과 창의력 

그리고 소통능력을 강조하는 교육을 통해 원자력및양자공학 분

야의 국제 경쟁력 있는 공학자를 양성하고 있다. 

학사과정은 튼튼한 기초이론과 실험을 강조하는 교육을 실시

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학생들이 깊이 있는 이론적 배경과 응용

능력을 가진 원자력 및 양자공학자의 기본소양을 쌓도록 하고 있

다. 석 · 박사과정은 세계를 선도할 수 있는 첨단 연구를 통해 새로

운 문제를 정의하고 해결할 수 있는 고급연구자를 양성하고 있으

며, 대학원생들의 주요 연구분야는 원자로 설계, 원자력 안전, 원

자로 계측 및 제어, 원자로 재료 및 핵연료의 성능 향상, 사용후핵

연료의 처리 및 처분, 방사선 의료영상 및 치료, 방사선 나노측정 

및 신물질 개발, 방사선원 및 계측기술, 핵융합 기초기술, 플라즈

마의 산업적 활용 등을 포함한다.

학과의 연구 분야는 크게 원자력 발전, 핵융합 및 플라즈마, 방사

선의료, 방사선과학기술로 구분되며 분야별 연구실은 다음과 같다.

원자력 발전 분야

 - 원자로 물리 및 핵변환 연구실

 - 원자력 발전 및 동력 연구실

 - 원자력에너지변환 및 전력이용 연구실

 - 원자력환경 및 핵안보 연구실

 - 원자로 및 고온재료 연구실

 - 핵연료 재료 연구실

 - 핵연료주기 연구실 

 - 방사화학 및 레이저 분광 연구실

핵융합 및 플라즈마 분야

 - 핵융합 및 기체방전물리 연구실

 - 핵융합 및 고에너지 과학 연구실

 - 핵융합 및 플라즈마 동역학 연구실

방사선 의료분야

 - 방사선계측 및 의료영상센서 연구실

 - 의료영상 및 의학물리 연구실

방사선과학기술 분야

 - 중성자 산란 및 나노스케일 물질 연구실 

 - 양자빔공학 연구실

 - 방사선 재료 및 나노역학 연구실

| 설립 배경 및 역사 |

국가 원자력기술의 자립과 

세계적 수준으로의 발전에 선도적인 역할 수행 

 

본 학과는 우리나라 원자력의 기술자립 노력이 시작된 시기인 

1981년에 핵공학과로 설립되었으며 1992년에 원자력공학과로 

학과명을 변경하고, 2002년에는 다시 원자력및양자공학과로 

학과명을 변경하여 현재에 이르고 있다. 창립 이래 KAIST 원자

력및양자공학과는 에너지 자원이 전무한 우리나라의 원자력이 

기술자립 단계를 거쳐 세계 최고 수준으로 발전하는 데 선도적

인 역할을 해오고 있다. 특히 학과에서 수행한 신형 원자로 연구

는 피동 안전 개념을 처음으로 도입했으며 한국이 UAE로 수출

한 원자로 설계의 토대가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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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자력및양자공학과는 현재까지 박사 457명, 석사 926명, 학

사 272명을 배출했으며, 국내에서 수여된 원자력 공학 박사 학

위의 50 % 이상을 배출함으로써 원자력분야의 고급인력양성

에 선도적인 역할을 했다. 본 학과의 졸업생들은 우리나라의 주

요 원자력 기관 및 산업과 국제 원자력기구에서 중추적인 역할

을 하고 있다. 2020년 현재 박사과정 137명, 석사과정 69명, 학

부생 30명이 재학 중이며, 중소형 원전 등 혁신적인 원자력 시스

템 설계, 원자력 안전, 친환경 핵연료주기, 핵융합 플라즈마, 의료

방사선 시스템, 방사선과학기술 등의 분야에서 국제 경쟁력 있

는 교육 및 연구 활동을 수행하고 있다. 

| 주요 연혁 |

•1981. 03. 핵공학과 설립(서울)

•1982. 03. 대학원 석사과정 개설

•1984. 02. 제1기 석사과정 졸업생 배출

•1984. 03. 대학원 박사과정 개설

•1990. 04. 대덕캠퍼스로 이전(대전)

•1991. 03. 학부과정 개설, 신형원자로 연구센터(CARR) 설립

•1992. 01. ‘원자력공학과’로 학과 명칭 변경

•2002. 01. ‘원자력및양자공학과’로 학과 명칭 변경 

•2003. 03.  아태지역 원자력인력 양성을 위한 RCA-KAIST  

석사프로그램 운영

•2004. 01. 원자력및양자공학과 건물 1개 층 증축

•2006. 07. 방사선 및 핵 의공학연구센터 설립

•2009. 03. 국제원자력안전석사프로그램 운영

•2011. 07. 이병휘 원자력정책센터 설립

•2012. 05. 국제원자력 및 방사선안전석사 프로그램(명칭 변경)

•2012. 06. AMC-KAIST 방사선 의공학 융합프로그램 개설

•2014. 04. 핵비확산 교육센터(NEREC) 설립

•2016. 06. 자율운전 소형모듈형 원자로 연구센터 (ATOM) 설립

•2019. 07. 국제의학물리학회 (IOMP) 지정 교육기관 인준

| 연구 분야 및 교수진 |

세부연구 분야 : 혁신 원자력 시스템 설계, 원자력 안전, 친환경  

   핵연료주기, 핵융합 플라즈마, 의료방사선 시스템, 방사선과학기술

전임직 교수 : 김영철 · 김용희 · 류호진 · 성충기 · 윤종일 · 이정익 ·  

    임만성 · 장동찬 · 장창희 · 정용훈 · 조규성 · 조성오 · 조승룡 · 최성민 · 

    최성열 · 최원호

명예교수 :  김인섭 · 노희천 · 성풍현 · 이건재 · 장순흥 · 전문헌 · 조남진

추모교수 : 이병호 · 이병휘

| 비전 및 목표 |

미래를 개척하는 원자력 · 방사선 분야 선도기술 개발과 

글로벌 인재 양성

에너지는 21세기 인류에게 있어 가장 중요한 문제이며, 기후변

화 극복을 위한 저탄소 에너지로서의 원자력의 중요성은 더욱 

증대되고 있다. 또한 인류의 건강한 삶을 위한 방사선 의료 진단 

및 치료기술과 신물질 개발을 위한 첨단 방사선 측정기술의 중

요성도 지속적으로 커지고 있다. 이에 설립 이후 국제 경쟁력이 

있는 학과로 발전한 KAIST 원자력및양자공학과는 ‘미래를 개척

하는 원자력 및 방사선 분야 선도기술 개발과 글로벌 인재 양성’

이라는 비전 아래 원자력의 경계를 새롭게 넓히는 KAIST 브랜드 

원자력기술 개발과 인류에 공헌하는 국제적인 리더 양성을 추구

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현재 원전기술에서의 강점을 지속적으로 유지함과 

동시에 안전성과 활용성이 대폭 강화된 새로운 중소형 원자로 

개발, 사용후핵연료의 재활용 및 친환경적인 처분기술 개발, 핵

융합 발전 실현 및 플라즈마 활용 분야 확대, 진단과 치료에 혁신

을 가져올 새로운 방사선 의료기술 개발, 첨단 방사선 측정기술 

개발과 이를 활용한 혁신적인 소재개발 연구에 집중할 것이다. 

또한, 창의적이며 세계화된 교육을 통해 도전 정신, 기업가 정신, 

사회 소통능력과 봉사 정신을 갖춘 글로벌 인재 양성을 위해 노

력할 것이다.

 

초소형 X-선 튜브 및  근접 암치료장비 개발 2018.1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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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천식녹색
교통대학원
Cho Chun Shik graduate 
School of Green Transportation

2010-2021

미래 교통기술 분야 

선도 융합 대학원

| 개요 |

미래 녹색 교통산업 분야를 선도할 

세계 최고의 녹색교통기술 개발 및 운영 전문 인력 양성

교통은 인류 문명의 발달을 이끌어 온 분야 중의 하나로, 사람과 

사람을 이어주고, 생활에 필요한 물자들을 공급하여 인류 문명

을 지탱하는 기능을 한다. 특히 교통 분야는 인류가 사용하는 자

원과 에너지의 상당 부분을 차지하며 가장 많은 온실가스를 배출

하는 분야로서, 지구 기후변화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 

문명화 · 도시화와 함께 많은 국가에서 지속적으로 교통기반시설

을 확장하고 있어 인류 문명의 지속가능성을 위해서는 녹색 교

통 · 물류 시스템을 위한 새로운 기술 개발과 에너지, 온실가스 문

제를 해결해 줄 시스템의 혁신이 절실히 요구되고 있다. 

조천식녹색교통대학원은 세계 이머징 마켓으로 떠오르고 있

는 미래 녹색 교통산업 분야를 선도할 세계 최고의 녹색교통기술 

개발 및 운영 전문 인력 양성을 목표로 하고 있다. 또한 다양한 엔

지니어링 영역(건설환경공학 · 기계공학 · 산업시스템공학 · 원자력공학 · 전기

전자공학 · 전산학 · 항공공학 · 해양시스템공학)과 기술경영 등의 전공 융

합으로 교통·물류 시스템의 혁신을 이끌어 인류의 지속가능성을 

높이는 것을 추구한다. 주요 연구 분야는 아래와 같다. 

지능형 교통 기술 : 자율주행차, 차량 통신 시스템 등

친환경 교통 기술 : 전기차, 하이브리드 전기차, 무선전력전송 등

지속가능 교통 기술 :  효율적인 도시 교통 시스템, 물류 최적화,  

미래 도시 정책 등

| 설립 배경 및 역사 |

세계 최초로 기부자의 이름으로, 

대한민국의 과학기술 발전과 국가발전에 도움이 되다 

2010년 6월 18일, 고(故) 조천식 회장과 윤창기 여사는 대한민

국의 과학기술 발전과 국가발전에 도움이 되고자 KAIST에 시가 

100억 원 상당의 부동산을 발전기금으로 기부했다. 이에 KAIST

는 이를 녹색교통대학원 신설을 위한 기금으로 사용키로 하고, 

조 회장의 뜻을 기리기 위해 대한민국 최초로 기부자의 이름을 

딴 ‘조천식녹색교통대학원’을 2010년 10월에 설치했다. 그리고 

2012년 9월, 조 회장과 윤창기 여사는 조천식녹색교통대학원의 

지속적인 발전을 기원하며 연구기금과 장학금으로 55억 원 상당

의 주식을 2차 발전기금으로 기부했다.

조천식녹색교통대학원은 기부자의 숭고한 뜻을 기리고, 

융 · 복합 연구를 통해 차세대 교통시스템을 개발하고 미래 교통

산업 분야를 선도할 세계 최고의 연구 인력 양성을 목표로 2011년 

2월에 개원했다. 지난 2016년에는 ‘미래 교통기술 분야 선도 융

합 대학원’이라는 새로운 비전을 수립했다. 미래 교통기술 전문 

융합형 인재 양성 및 신산업 선도 연구를 목표로 기존 6대 응용

분야별 분류(미래교통체계, 미래물류체계, 미래자동차, 미래철도, 미래해

상수송, 미래항법 및 항행)를 새로운 3대 비전(지능형 교통 기술, 친환경 

교통 기술, 지속가능 교통 기술)으로 변경하고, 주요 7개의 전공필수 교

과목의 내용과 명칭을 새 분류에 맞게 변경하여 운영하고 있다.

2011년, 교수 3명과 학생 7명으로 시작한 조천식녹색교통대

학원은 지속적으로 성장하여 2018년에는 교수 6명과 학생 71명

으로 인원이 증가했다. 이로 인한 시설 및 공간의 절대적인 부족 

문제, 3개 건물(N7-5, 유레카관, 동문창업관)에 교수 및 학생이 분산

됨에 따른 교육 및 융합연구 효율이 저하되는 문제를 해결하고, 

전기차 및 자율주행 연구에 필요한 공용 실험실 및 인프라 구축

을 위해 2018년 8월 학과를 문지캠퍼스로 이전하여 융합연구의 

활성화와 미래교통 분야 선도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
 

조천식 회장 흉상 제막식 2013.0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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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요 연혁 |

•2010. 06. 조천식 회장 발전기금 1차 기부

•2010. 10. 조천식녹색교통대학원 설치

•2011. 02. 대학원 개원 및 석사과정 첫 입학

•2011. 05. 독일 베를린공대와 MOU 체결

•2011. 09. 박사과정 첫 입학

•2011. 11. International Forum on Electric Vehicle 첫 개최

•2012. 09. 조천식 회장 발전기금 2차 기부

•2013. 08.  철도특성화대학원 인력양성사업 선정 

(국토부, 2013 ~2017년)

•2014. 08. 러시아 상트페테르부르크 교통대학과 MOU 체결

•2015. 02. 박사과정 첫 졸업

•2015. 03.  비학위과정 개설(미래교통 및 도시개발 최고위  

리더십 과정)

•2015. 05. 체코 철도연구원(VUZ)와 MOU 체결

•2015. 12. BK21+ 인력양성사업 선정(교육부, 2016~2019년)

•2016. 03.  학과 Vision·Mission 재설정(친환경, 자율, 고효율  

교통기술)

•2017. 07.  대형 국책과제 유치(국토부, 143억 원, 디젤 트럭의 

하이브리드 개조기술 개발 및 실용화 연구)

•2017. 08.  KAIST 친환경스마트자동차연구센터 개소 

(대전, 문지캠퍼스)

•2018. 08. 대학원 문지캠퍼스 이전

•2018. 12.  KAIST 친환경스마트자동차연구센터 제주 실증센터 

설치

•2019. 05. 올해의 퓨처 모빌리티 대상 시상식 첫 개최

•2019. 11. International Symposium on Future Mobility 첫 개최

| 연구 분야 및 교수진 |

공승현 : 자율주행, 강화학습, 심층학습, 항법신호처리 

금동석 : 자율주행, 파워트레인 전동화 

박기범 : 전기차인프라, 신재생에너지, 전력전자

안승영 : 무선전력전송, 전자파적합성 

이진우 : 인프라스트럭쳐, 모빌리티 시스템 

장기태 : 지능형 교통정보 및 운영 

장인권 : 최적설계, 수치해석 

하동수 : 지능형 교통시스템, 센서 네트워킹

| 비전 및 목표 |

자율 교통시스템, 친환경 교통기술, 

고효율 도시 교통 시스템 기술을 선도하다

비전

교통시스템 기술 국제적 선도 융합 대학원

목표

 -  미래교통기술 전문 융합 인재 양성: 융합 교육시스템, 교수 및 

학생 유치, 글로벌 교육

 -  미래교통기술 신산업 선도 연구(융합 교욱시스템 연구): 자율 교통

시스템, 친환경 교통기술, 고효율 도시 교통 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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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대학원
Graduate School of AI

2019-2021

국내 최고 AI 교육 · 연구기관으로서 

국가 AI 산업 발전에 기여하다

| 개요 |

글로벌 최고 수준의 AI 역량을 갖춘 

핵심인재 시장 적시 제공

AI대학원은 2019년 3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지원을 받아 AI 분

야 연구자 확보 및 인재양성을 위해 석사 및 박사 프로그램(학위

과정)을 개설했다. 본 대학원은 전산과학·전자공학뿐 아니라 산업

공학 · 수학 · 통계학 · 경제학 · 경영학 · 금융공학 · 생물학 · 화학 · 뇌과

학 · 예술 · 사회과학 등 다양한 분야의 전공과 배경을 가진 학생을 

선발하고 있으며 구성원으로 함께 하고 있다.

AI대학원의 전임교수진은 기계학습, 인공지능, 데이터 마이

닝, 컴퓨터 비전 및 자연어 처리 분야에서 세계 최고 수준의 교

 

KAIST AI대학원 개원식 2019.08.26.

수들로 구성되어 있으며, 구글브레인(Google Brain), IBM T. J. 왓

슨 연구소(IBM T. J. Watson Research Center), 디즈니 연구소(Disney 

Research), 마이크로소프트 연구소(Microsoft Research), 로렌스 버

클리 국립 연구소(Lawrence Berkeley National Laboratory), 링크드인

(LinkedIn), AT&T 벨 연구소(AT&T Bell Labs), 삼성종합기술원 등 세

계 유수의 연구기관 및 기업의 연구원 출신이다.

AI대학원은 2023년까지 선발기준 석 · 박사 270명 AI 핵심인

재 양성을 위한 효율적인 교육 체계를 구현하고, 글로벌 최고 수

준의 AI 역량을 갖춘 핵심인재를 시장에 적시 제공할 AI 인재 혁

신프로그램 개발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는 세계적 연구 성과를 

보유한 Top Class 교수진의 머신러닝 · AI 핵심 전공 교육을 기반

으로 본 대학원에 진학한 개개인의 미래 성장 지향점에 따라 맞

춤형 교육 · 연구 커리큘럼을 유연하게 제공하는 노련함을 바탕

으로, 가장 효과적으로, 효율적으로 세계 최고 수준의 AI 핵심 인

재로 성장 가능한 Short-cut을 제시하고자 한다.

| 설립 배경 및 역사 |

대한민국이 세계 인공지능 시장을 

선도 · 선점하는 날까지 

인공지능은 인간의 학습 · 추론 · 지각 · 자연어 인지 등 지능적인 행

동을 컴퓨터가 모방할 수 있도록 구현하는 기술이다. 이러한 AI 기

술은 산업의 새로운 경쟁 원천으로 떠오르고 있으며 전 세계 AI 시

장규모는 연평균 50% 이상의 성장(2018~2020년 사이에는 60% 수

준)을 보일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해외 주요국가와 선도 기업들은 

이러한 변화에 맞추어 AI 기술의 파괴적 영향력에 주목하여 장기

간에 걸쳐 대규모 연구와 투자를 체계적으로 진행하고 있다. 각국

의 AI기술 주도권 경쟁이 심화된 상황에서 우리는 핵심기술수준 

미흡, 리더급 핵심인재 부족, 투자규모 저조, 기업 · 산업 AI도입 저조, 

정부정책 적시성 부족 등의 문제점에 직면해 있다.

 

AI대학원 인공지능 전력망 

운영관리 국제대회 우승 상장

2020.0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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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사회적 배경과 AI기술 부족이라는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KAIST AI대학원이 설립되었다. 현재 글로벌 Top 10 R&D 

역량을 기반으로, 우리는 4차 산업혁명을 선도하는 AI 핵심인재

를 양성, 국내 AI 인력의 인재수급 문제를 해소함과 동시에, 핵심

원천기술 확보를 통해 국가 AI 산업 성장을 이끌어낼 계획이다. 

본 대학원 출신의 인재들이 본격적으로 배출될 10년 후로 예측

되는 AI 기술적 빅뱅 시기에는 우리가 세계 인공지능 시장을 선

도 · 선점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되며 지속적으로 AI기술 발전에 

기여할 것이다.

| 주요 연혁 |

•2019. 01.30. 과기정통부 인공지능대학원지원사업 과제공모 지원

•2019. 03.04. KAIST AI대학원 과제 선정

•2019. 04.16. 인공지능대학원지원사업 협약 체결

•2019. 04.25. KAIST AI대학원 설립

•2019. 07.01  삼성 DS-KAIST AI Expert 비학위 프로그램 신설 및 

운영 

•2019. 08.26. KAIST AI대학원 개원식

•2019. 10.04. KAIST-성남시 MOU 체결

•2019. 12.24. KAIST AI-분당서울대학교 병원 MOU 체결

•2020. 01.01.  KAIST AI대학원 성남연구센터 설치(KAIST Graduate 

School of AI Seongnam Research Center)

•2020. 01.01.  KAIST 설명가능 인공지능연구센터 설치(KAIST 

Explainable Artificial Intelligence Center)

•2020. 01.17. KAIST-기상청 MOU 체결

•2020. 03.10. KAIST-네이버 MOU 체결

•2020. 08.20. KAIST-한화시스템 MOU 체결

| 연구 분야 및 교수진 |

정  송 : 강화학습, 분산학습

김기응 : 인공지능, 기계학습, 강화학습

김범준 : 로보틱스, 기계학습, 플래닝

신기정 : 데이터마이닝, 그래프 알고리즘

신진우 : 기계학습

양은호 : 기계학습, 인공지능

윤세영 : 기계학습, 통계적 추론

이주호 : 기계학습, 인공지능, 베이지안 모델

주재걸 : 컴퓨터비전, 자연어처리, 데이터 시각화 분석

최윤재 : 기계학습, 헬스케어, 자연어처리

최재식 : 추론 및 예측, 설명가능 인공지능

황성주 : 기계학습, 인공지능

| 비전 및 목표 |

AI 기반 기술혁명 · 가치창출을 위한 개방형 협력

AI대학원은 다음과 같은 비전 아래 AI 분야 국가과학기술 R&D 

역량 강화 및 특화된 핵심인재를 양성할 수 있는 최적의 인력, 연

구성과, 인프라를 갖춘 국내 최고 AI 교육 · 연구기관으로서 국가 

AI 산업 발전에 기여하고자 한다.

비전

AI 기반 기술혁명 · 가치창출을 위한 개방형 협력

 

성남시 MOU 체결식 2017.0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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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EWS대학원
Graduate School of EEWS
-  Energy, Environment, Water,  

and Sustainability

2009-2020

에너지 · 환경 · 물 · 천연자원과 

관련된 문제 해결의 의지

| 개요 |

지속가능한 미래 에너지 · 환경 · 물 연구 수행 

21세기 인류의 생존을 담보하기 위해서는 과학과 기술의 발전 및 

숙련된 인력 육성을 통해서 에너지 · 환경 · 물 · 천연자원과 관련된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는 것이 널리 인식되어 있다. 특히 지구 온

난화에 의한 기후 변화와 유가 상승은 지속가능한 에너지 관련 

법률 제정과 이의 상업화를 가속시키고 있으며, 이는 ‘교토의정

서’의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도 필요하다.

이 같은 인식 아래 KAIST는 EEWS대학원을 설립하여 다음과 

같은 지속가능한 미래 에너지 · 환경 · 물 연구를 수행했다. 

- 다학제간 연구 :  기초과학과 공학 분야의 선도적인 연구그룹 간

의 공동연구

- 산학연 연구 :  산업화 및 활용기술 연구를 통한 새로운 산업 창출

의 기반 마련

- 첨단 글로벌 과학 및 공학 기술 인재양성 체계 마련

- 학문 분야 :  지속가능한 과학 및 공학 기술 분야에서 국내 전문

가의 기술 선점

- 산업 분야 : 핵심산업 분야별 인재 양성 및 공급 체계 마련

| 설립 배경 및 역사 |

자유롭게 사고하고 소통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춘 

글로벌 융합 인재 양성

최근 들어 융합이 보다 많은 분야의 키워드가 되었지만, 이는 곧 

스킬의 융합이라기보다는 결국 사고의 융합일 것이다. 전통적

인 사고에서 수직 방향으로 전환을 함으로써만 새로운 개념 또

는 신기술을 만들어낼 확률이 높아진다고 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수직적 사고전환을 하기 위해서는 학문적 배경이 현저히 

다른 과학자 및 공학자들 간의 소통이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다. 공학, 시스템, 기초적인 과학 현상의 이해, 이 모든 것들이 

상호보완적인 역할을 할 때 전 지구적인 도전적 문제들에 대한 

창의적인 해결책에 한 발 더 다가갈 수 있다. 

물리 · 화학 · 재료공학 · 화학공학 · 전자공학 등 학문적 성과

가 다른 교수들이 화학적으로 섞여 활발한 공동연구를 수행한 

EEWS대학원은 그런 면에서 KAIST 내에서, 나아가 세계적으로

도 유일하다 할 수 있었다. 2009년 설립 이후 2020년 초까지 11

 

EEWS 사업(기술)기획 경진대회 시상식 2016.01.26. 

년간 390여 명의 입학생과 230여 명의 졸업생을 배출하여 여러 

분야의 경계를 넘나들며 자유롭게 사고하고 소통할 수 있는 능

력을 갖춘 글로벌 융합 인재를 양성했다.

| 주요 연혁 |

•2009. 03. EEWS대학원 설립

•2009. 09. 석사 및 박사과정 신입생 모집

•2011. 02. 석사학위 졸업생 첫 배출

•2014.  02. 박사학위 졸업생 첫 배출

•2020. 03. 대학원 폐쇄

| 연구 분야 및 교수진 |

화학 분야 : 김형준, 자페르 야부즈(Cafer T. Yavuz) · 정유성

재료공학 분야 : 강정구 · 오지훈 · 정성윤 · 한승민

물리 분야 : 김용훈 · 박정영

전자공학 분야 :이정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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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문사회과학부
School of Humanities & Social Sciences

문화기술대학원
Graduate School of Culture Technology

문술미래전략대학원
Moon Soul Graduate School of Future Strategy

과학기술정책대학원
Graduate School of Science and Technology Policy

인문사회융합과학대학

COLLEGE OF LIBERAL ARTS AND 
CONVERGENCE SCIENCE

인문사회
과학부
School of Humanities &  
Social Sciences

1986-2021

창의적 융합 인재를 양성하는 교육, 

미래를 선도하는 융합연구

| 개요 |

문화적 균형감각을 갖춘 과학기술인 양성과 

인간 중심의 다양한 인문기술융합연구

지식과 정보의 양이 급격히 팽창하는 현대사회에서 개인은 한 

분야의 좁은 테두리 안에서 기능적 역할만을 수행하는 기계적이

고 편협한 인간이 되기 쉬우며, 이것이 오늘날 많은 사회문제의 

원인이 되고 있다. 따라서 문명의 진보가 인류 보편적 가치와 문

화적 발달로 이어질 수 있도록 개인과 집단에 대한 전인적이고 

창의적인 교육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이에 인문사회과학부는 KAIST 학생이 인간과 사회에 대한 거

시적인 이해와 함께 문화적 균형감각을 갖춘 과학기술인으로 성

장할 수 있도록 다양하고 풍부한 교양 교육을 제공하고 있으며 

이를 위해 인문사회과학부 교수진은 시대적 요구에 대한 선제적 

고찰로 인간 중심의 다양한 인문기술융합연구를 수행하고 있다.

| 설립 배경 및 역사 |

교양과정 개설의 첫걸음에서부터 

인문사회과학과를 거쳐 인문사회과학부로 

인문사회과학부는 1986년 한국과학기술대학(KIT)에 설치된 교

양과정실로 출발했다. 1986년 개교 당시 교양과정실에는 12개

의 교양필수 과목(국어 · 논술 · 영어 · 체육 · 국민윤리 · 한국사 등)과 7개의 

교양선택 과목(철학 · 과학사 · 독일어 · 일어 · 법학개론 · 경제학원론 · 교육심

리학)이 개설되어 있었다. 또한 이와 같은 정규 교과목 외에도 외

부의 저명인사를 초빙하여 격주로 실시하는 교양 강좌를 주관하

여 학생들의 폭넓은 교양과 정서 함양을 도모했다.

이렇게 출발한 교양과정실은 1989년 한국과학기술대학이 한

국과학기술원(KAIST)과 통합하면서 자연과학부 소속 교양과정부로 

개칭되었으며 학사 운영에 있어서는 KAIST 17개 학과 중 독립적

인 하나의 학과가 되었다.

1992년 9월 본원의 학사조직이 6개 학부 체제로 바뀌면서, 교

양과정부는 자연과학부에서 독립하여 하나의 학부가 되었고, 교

양과정부 산하에 과학영재교육연구센터도 신설되었다. 동시에 

이공계 기초교육을 담당하는 기초과학과정이 교양과정부 내에 

추가됨으로써 교양과정부 내에 인문사회과학과정과 기초과학

인문사회융합과학대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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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정을 두게 되었다. 교양과정부 내의 각 과정은 여타 학부의 학

과에 준했다.

1993년 1월에는 과학영재교육연구센터를 과학영재교육연구

소로 개칭했다.

교양과정부 산하의 두 과정이 독립적인 학과 단위로 간주되

었던 체제는 1994년 이후 교양과정부 학부장이 소속 과정 모두

의 학과장을 겸임하게 됨으로써 실질적으로는 하나의 학과 및 

학부로 통합 운영되었다. 이러한 두 과정의 교양과정부는 1997

년 본원의 학사조직 개편으로 인문사회과학부로 개편되었다. 이

에 따라서 인문사회과학과정은 인문사회과학부로 승격되었고, 

기초과학과정은 자연과학부로 소속이 바뀌어 인문사회과학부

는 순수하게 인문사회교육을 담당하는 교원들로 구성될 수 있었

다. 이와 함께 인문사회과학부에는 인문계열 담임교수와 사회계

열 담임교수를 두게 되었다.

과학영재교육연구소는 인문사회과학부에서 교무처 산하의 

연구소로 소속이 바뀌었으며 인문사회과학부 산하에는 인문사

회과학연구소가 신설되었다.

2009년 학칙 개정에 따라 인문사회과학부는 문화과학대

학 소속의 인문사회과학과로 조직 개편이 이루어졌고 2013년 

KAIST 경영진단 결과에 따라 인문사회융합과학대학으로 소속 

변경이 이루어졌다. 이 무렵 영어 교과과정 개발 및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영어 교육을 위하여 인문사회과학과 밑에 EFL(English 

as a Foreign Language Program) 조직을 설치하고, 주임교수를 두게 

되었다.

2015년 학사조직 개편 시 학문의 특수성과 학교의 필요성을 

감안하여, 인문사회과학과를 인문사회과학부로 승격했다. 2016

년에는 학사과정 체육교육 편성과 운영 및 체육시설 운영 등을 

위해 인문사회과학부 밑에 체육주임교수를 신설했다. 

학부 내 특별 운영 사업인 ‘EFL’은 KAIST 국제화에 부합하는 

교육환경 구축을 위해 원어민 교수 강의를 확대하고 새로운 교

수법 및 커리큘럼을 개발하여 학생들이 자발적이고 즐겁게 영어

를 배울 수 있도록 2009년 9월에 설치했고, 2020년 2월 현재 

주임교수 1명, 내국인 초빙교수 3명, 외국인 초빙교수 11명이 교

육을 담당하고 있다.

학생의 수준 맞춤형 교육을 제공하기 위해 매년 논술 수업 전 

논술 레벨 테스트를 실시하고 있다. 이를 통해 학습자의 수요에 

알맞은 반 편성과 교육내용을 제공, 교양 필수과목인 논술 수업

의 효과를 극대화하고 있다. 인문사회과학부 논술 교과목은 논

리적 글쓰기, 창의적 글쓰기, 비평적 글쓰기, 실용적 글쓰기 등으

로 구성되어 있다.

외국인 학생이 KAIST 교육과 한국 생활에 빠르게 적응하는 

데 도움을 주기 위한 단기 · 집중 한국어 교육 캠프를 운영, 외국

인 학생은 입학 후 첫 방학 중 약 1개월간 합숙 교육을 받게 된다. 

TOPIK 1급 수준의 한국어 교육을 실시하며, 한국 전통문화 체험

도 병행한다. 2019학년도 겨울 방학에 처음 실시했고, 첫 캠프에

서 43명이 수료했다.

KAIST 학생들이 독서를 통해 21세기 글로벌 리더로서의 기본 

소양을 갖출 수 있도록 2007년도부터 매년 국내 저명 작가를 초

청하여 책 읽는 밤 행사를 하고 있으며, 저자의 강연을 들은 후 수

강생과 저자는 독서와 글쓰기에 대해 토론하는 시간을 갖는다.

인문 · 사회과학 · 예술 분야 저명인사들의 초청 강연을 통해 학

생들이 여러 분야의 깊고 폭넓은 교양과 지식을 익혀 창의적 글

로벌 융합인재로 자랄 수 있도록 다양한 주제의 기획 강연을 실

시하고 있다.

KAIST 학생들의 공동체 의식을 기르고, 글쓰기에 대한 관심을 

제고하기 위해 2012년부터 매년 ‘내사카 나사카(내가 사랑한 카이

스트 나를 사랑한 카이스트)’ 글쓰기 대회를 개최하고 있다. KAIST 학

사과정 재학생이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으며, 매년 새로운 글쓰

기 주제가 제시된다. 엄격한 심사과정을 통해 대상, 우수상, 장려

상을 수여하며 소정의 장학금과 기념품이 제공된다. 또한 우수

작은 학생 편집자들의 손을 거쳐 살림출판사에서 매년 책으로 

발간된다.

달리기를 통해 인내력과 도전정신을 함양하고 운동의 생활화

를 추구하며 KAIST 구성원의 배려심과 화합문화를 도모하기 위

해 교수 · 학생 · 직원들의 자발적 참여로 1998년 3월부터 현재까

지 KAIST 건강달리기 대회가 열리고 있다. 건강달리기 대회는 

매년 상반기(3~5월) 3회, 하반기(9~11월) 3회를 실시하고 있으며 

북측 운동장에서 출발하여, 교내 외곽도로를 따라 출발지점으로 

돌아오는 5km의 구간을 달리게 된다. 대회당 평균 70여 명이 참

여하고 있으며, 22년 진행되는 동안 약 1만여 명의 KAIST 구성원

이 건강달리기 대회에 참여했다.

예술 마일리지 프로그램과 챌린지 프로그램은 2019년에 첫 

실시한 인문사회과학부의 독창적 교육 프로그램으로 예술을 통

한 창의성 함양과 역동적인 신체 활동을 통한 도전의식 고취를 

목표로 한다.

연구단지 종사자 및 일반 시민에게 인문학적 소양과 높은 문

화적 체험 기회를 제공하여 KAIST와 지역 사회가 함께 건강하게 

발전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2012년부터 시민인문강좌를 시작

했다. 2019년까지 총 166회의 강좌가 진행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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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요 연혁 |

•1986. 03.01. 한국과학기술대학(KIT)에 교양과정실 설치

•1989. 09.01. 교양과정부로 개칭, 자연과학부로 소속 변경

•1992. 09.01.  자연과학부에서 교양과정부 독립 설치, 부설 과학 

영재교육연구센터 신설

•1993. 01.12. 과학영재교육센터를 과학영재교육연구소로 변경

•1995. 09.01. 부설 어학센터 설치

•1997. 04.07.  교양과정부를 인문사회과학부로 변경, 부설 인문 

사회과학연구소 신설, 기초과학과정을 자연과학부

로 분리 이관, 과학영재교육연구소 분리 이관

•1998. 03. KAIST 건강달리기 대회 시작

•2009. 09.01. 최고영어논문상(Best Paper Award) 시상 시작

•2009. 09.30. 인문사회과학부를 인문사회과학과로 변경

•2012. 03.01. 내사카나사카 글쓰기 대회 시작

•2012. 04.16. 시민인문강좌 시작

•2013. 09.01. EFL주임교수 조직 설치

•2014. 01.13. 신입생 영어캠프 시작

•2015. 03.01. 인문사회과학과에서 인문사회과학부로 승격

•2016. 09.01. 체육주임교수 조직 설치

•2018. 08.01. EFL 정규조직으로 전환

•2018. 09.01. 한국어교육센터 설립

•2019. 03.16.  예술마일리지 프로그램(Da Vinci Point)과  

챌린지 프로그램(Bene-Fit  Challenge) 도입

•2019. 09.02. 외국인 신입생 대상 한국어 캠프 시작

| 연구 분야 및 교수진 |

영미문학 : 조애리

영문학, 여성학 : 김영희

응용언어학, 언어습득, 영어교육 : 김유진

한국 근대문학 : 이상경 

정치학, 정치경제, 공공정책 : 박현석

한국사, 조선시대 사회경제사, 상업사, 도시사, 교통사 : 고동환

경제 및 환경인류학, 농업과 식량 생산, 기호학, 탈식민주의 역사학, 

사회사상사 : 김동주 

국어학 : 시정곤

건축사, 미술사 : 조현정

심리학, 인지과학 : 김정훈

스포츠과학, 운동생리, 건강교육 : 김석희

한국 근대문학 : 전봉관

개발지리학, 동아시아 지정학 : 이승욱

언어정책, 전공-영어 통합교육 : 김은경

음악 신경과학 : 이경면

서양사 및 세계사, 지성사, 환경사, 고등교육 및 대학사 : 

 마이클박(Michael S. Pak.)

동아시아영화, 한국 및 일본 애니메이션 : 

 다니엘 마틴(Daniel Martin)

커뮤니케이션 : 장정우

응용언어학 및 영어 교육 : 안소연

에너지환경정책, 물-에너지 넥서스 : 김하나

명예교수 :  박우석 · 이무신 · 이봉희 · 이수현 · 노영해 · 홍명순 · 윤정로 ·  

최숙희

추모교수 : 오현봉

| 비전 및 목표 |

창의적 융합 인재 양성과 미래를 선도하는 융합연구

인문사회과학부는 4차 산업혁명 시대를 열어갈 수 있는 창의적 

융합 인재를 양성하고자 한다. 인문사회적 소양과 예술적 감각

을 갖추고 고급 영어를 구사하면서 다음 세대를 이끌어 가는 글

로벌 과학기술 리더를 키우기 위해 다음과 같은 교육 목표를 설

정하여 수행하고 있다.

 1. 문학과 예술 공감 프로젝트를 통한 창의적 역량 교육

 2. 글로벌 소셜 이슈 프로젝트를 통한 사회적 가치 교육

 3. 휴머니티 이슈 프로젝트를 통한 글로벌 리더십 역량 교육

또한 인문사회과학부는 인문학 · 예술 · 과학기술의 융합을 바

탕으로 미래를 선도하는 융합연구를 수행하고자 한다. 이를 위

해 아래와 같은 4개의 융합연구그룹을 육성하는 것을 목표로 설

정했다. 

1.  예술 융합 및 디지털 인문학 연구 그룹: 음악, 미술, 미학과 인

지과학, 뇌과학, AI 등 학제 간 융합연구

2.  재난과 치유 연구 그룹: 환경과 공존, 타자와 공존, 소수자와 

공존 등 사회적 가지 관련 연구 

3.  Beyond–AI Society 연구 그룹: 기술과 공존, Post AI, Beyond–

AI Society 등 글로벌 소셜 연구 어젠다 선도적 구축

4.  넷-소통 디지털정보 연구 그룹: 언어와 언어정보학, 언어공학, 

언어습득, AI, 인지언어학 등 연구

 

인문사회과학부 강사 오리엔테이션 및 임명장 수여식 2019.0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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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기술
대학원
Graduate School of 
Culture Technology

2005-2021

첨단과학기술과 예술 · 인문학 · 

사회과학의 창의적 융합

| 개요 |

세계적 수준의 문화기술 인력 양성, 

미래사회의 원천기술과 사회적 해결책 제시

디지털 기술이 과학기술 · 인문학 · 예술 · 디자인 등 다양한 학문 분

야들 간의 교류를 촉진하면서 인간의 삶에 심대한 변화를 일으키

고 있다. 과학기술과 문화예술이 융합한 새로운 문화산업은 오늘

날 국가 공동체의 양적 성장과 질적 성숙에 필수불가결한 조건이 

되고 있다. 디지털 기술은 21세기 문명의 기초이다. 

문화기술대학원은 첨단과학기술과 예술 · 인문학 · 사회과학을 

창의적으로 융합하여 세계적 수준의 문화기술 인력을 양성하고, 

궁극적으로 미래사회에 필요한 원천기술과 사회적 해결책을 선도적

으로 연구 · 제시한다.

21세기 문화콘텐츠 산업을 이끌어갈 글로벌 리더 양성을 위

해 2005년 설립된 문화기술대학원은 10년간의 문체부 특별 지

원 프로그램을 성공적으로 마치고 2016년 이후 KAIST의 다른 

학과들과 같이 과기정통부 지원으로 운영되고 있다. ‘문화 활동

의 주체인 인간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문화를 과학기술의 관

점으로 접근하겠다’는 기치 아래 교육과 연구를 수행하고 있다. 

그 결과, 영화 · 게임 · 소셜미디어 · VR · AR · HCI · 전시 · 공연, 디지

털 헤리티지 등 문화콘텐츠 산업의 여러 영역에 접목되어 우리

의 삶을 풍성하게 변모 · 발전시켜 주고 있다.

| 설립 배경 및 역사 |

과학기술 + 인문사회 + 경영 + 예술 환경의 

창안자급 인력 양성 기관

21세기 문화산업은 디지털 기술에 기반한 문화콘텐츠 산업으로 

빠르게 재편되고 있다. 이러한 문화산업 변화 추세에 적합한 전

문인력 교육체계 및 첨단 연구를 위한 새로운 학제의 교육 · 연구

기관 필요성도 그만큼 커졌다. 

이에 KAIST는 과학기술+인문사회+경영+예술 환경의 창안

자급 인력 양성 기관을 설립하기 위해 2004년 2월 ‘문화콘텐츠

산업 인력양성 종합계획’을 수립하여 2005년 3월 ‘문화기술대

학원 설치 추진 기본계획’을 대통령에게 보고했으며, 다음 달인 

2005년 4월 문체부 · 과기부 · KAIST가 문화기술대학원 설립 관

련 MOU를 체결하기에 이르렀다. 

문화기술대학원은 현재 한국과학기술원 내 학부 단위의 위상

을 지니고 있다. 설립 초기에는 학제 학부에 속해있었으나 ‘문화’ 

분야를 강화하겠다는 KAIST의 비전에 따라 2006년 8월에 문

화과학대학이 설립되었고 문화기술대학원은 인문사회과학부와 

함께 신설된 인문사회융합대학으로 소속되었다. 

21C의 핵심 화두 중 하나는 창조적 인재 양성이다. 다양한 문

화를 이해하고, 심미적 경험 세계와 직접 소통하며, 창조적 상상

력과 변화를 이끌어낼 수 있는 인재 양성으로 교육 패러다임이 

변화하고 있다.

문화기술대학원은 이런 환경을 적극 고려하여 최첨단 교육 

연구기관으로 개교한 이래 지금까지 400명 이상의 졸업생을 배

출했으며, 이들은 현재 학계 · 산업체 · 정부 등 다양한 현장에서 

활동하고 있다. 여러 학문 분야 접목을 통해 창조적 사고를 가진 

새로운 인재를 양성하는 기관으로 성공적인 자리매김했음을 입

증하는 것이다. 

이제 우리 문화기술대학원에서는 인간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미래의 새로운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개념적이거나 도구적인 시스

템화 기술’의 총칭으로 문화기술(CT)의 외연을 확장하고자 한다.

| 주요 연혁 |

•2005. 09.  문화기술대학원 개원(초대 대학원장 원광연 교수  

취임, 가을학기 석사 21명, 박사 9명 입학)

•2007. 08. 문화기술대학원 제1회 졸업생 배출(석사 15명)

•2007. 11. 문화기술 산학협력센터 개소(서울 · 대전 · 신탄진)

•2011. 02.  문화기술대학원 제8회 졸업생 배출(석사 15명,  

박사 3명 첫 배출)

•2011. 04. 제2대 대학원장 이동만 교수 취임

•2012. 03. 창조경영CEO과정 개설(비학위과정) 

•2012. 12. 문화기술연구소 출범

•2015. 10. 문화기술대학원 10주년 데모데이

•2016. 05. 제3대 학과장 노준용 교수 취임 

•2020. 05. 문화기술대학원 AR프로그램 신입생 모집

•2020. 05. 문화기술대학원 게임트랙 신입생 모집 

•2020. 09. 제4대 학과장 우운택 교수 취임

인문사회융합과학대학

486 487 

KAIST 50년사  |  학과사



| 연구 분야 및 교수진 |

남주한 : 음향 및 음악 기술

노준용 :  컴퓨터그래픽스, 컴퓨터 비전, 캐릭터·얼굴 애니메이션

박주용 : 문화 복잡계의 통계물리학적 연구

우운택 : 증강현실

이병주 : 인간-컴퓨터 상호작용

이성희 : 디지털 휴먼 모델링 및 애니메이션

이원재 : 사회학/데이터 과학/소셜네트워크 분석

이정미 : 인지신경과학

이지현 : 전산 건축 

도영임(초빙교수) : 사이버심리학, 게임학

안재홍(초빙교수) :  디지털문화유산, 3차원 디지털기록, 박물관 기술

명예교수 : 원광연

| 비전 및 목표 |

미래 문화를 창조하는 기술 구현

문화기술대학원은 빠르게 다가오는 인공지능 시대를 맞아 이제 

창작 활동의 영역에서도 혁신을 준비하고 있다. 콘텐츠 창작 활

동을 전문가의 영역에서 일반인의 영역으로 끌어내려, 누구나 

인간의 궁극적인 욕구인 창의성 발현을 할 수 있는 세상을 만들

어갈 계획이다. 가장 직관적인 방식으로 시각 · 음악 · 인터랙션이 

가미된 다양한 콘텐츠를 만들 수 있는 기술과 빅데이터 분석을 

통해 창작물의 대중성과 창의성을 평가할 수 있는 기술들이 가

능할 것이다. 이러한 기술들을 통해 ‘로우 스트레스’ 사회를 만들

어 사회적 비용을 줄이고 개개인이 창작을 통한 자아실현을 할 

수 있는 세계를 만들기를 꿈꾸어 본다.

문화기술대학원은 교육혁신(총체형 창조산업 인력양성)과 연구혁

신(변화와 혁신을 주도하는 창의적 연구)을 통해 ‘미래 문화를 창조하

는 기술 구현’ 한다는 중장기 비전을 설정하고 있다. 

아울러 비전 구현을 위해 다음과 같은 목표를 설정하여 수행

하고 있다.

1.  미래사회 핵심 문제해결을 위한 창조적 첨단 문화기술 R&D 

인재 육성

2.  한국의 문화적 지위를 선양할 세계적 문화기술 교육 · 연구기

관 도약

3.  창의적 문화예술-기술 융합연구와 인간 삶의 질의 변모 발전 

선도

4.  미래 문화 가치 창조적 실현을 위한 개척정신 함양과 기업가 

집단 양성 

 

멀티프로젝션 상영관 기술(ScreenX) 세계 첫 개발  2013.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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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술미래
전략대학원
Moon Soul Graduate 
School of Future Strategy

2009-2021

더 나은 미래를 만들어 

국가 발전과 인류의 행복에 기여하다

| 개요 |

정부와 기업의 미래를 개척해 나가는 

미래전략 전문가 양성

문술미래전략대학원은 인류와 지구가 당면한 문제들을 해결하

여 인류의 발전과 행복에 기여하고, 정부와 기업의 미래를 개척

해 나가는 미래전략 전문가를 양성하기 위하여 출범했다. 세계 

최고 수준의 학문적 역량을 보유한 교수진과 미래전략, 과학저

널리즘, 지식재산 분야에서 실무 경험으로 무장한 전문가들이 

모여 미래전략 교육과 연구를 수행하고 있다. 엄격하고 치열한 

입학 경쟁을 뚫은 학생들의 다양성과 전문성 그리고 학문에 대

한 열정 역시 대학원의 소중한 자산이다. 

글로벌 지식경제화 시대의 실현에 있어 가장 중요한 요소는 

과학기술의 발전과 미래발전전략을 수립하는 것이다. 우리 대학

원은 국내 최초의 미래전략 연구 · 교육기관으로서, 3차원 미래예

측기법, 미래변화 7대 요소(STEPPER), 미래기술사상, MESIA 미래

전략 등 미래기술변화에 기반을 둔 창의적이고도 혁신적인 정책 

아이디어 발굴과 전략 · 정책 자문을 제공하는 데 주도적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대학원은 3개의 석사 프로그램(미래전략 · 과학저널리즘 · 지식재산)

과 이를 통합하는 박사과정 그리고 지식재산 학부 부전공 프로

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미 래전략(Future Strategy) : 변화하는 국제정세와 지구환경 속에

서 사회, 기술 등 미래변화요소를 고려하여 미래전략을 기획

할 고급인력 양성

과 학저널리즘(Science Journalism) : 뉴미디어 시대를 맞이하여 

과학기술과 언론문화의 융합을 이해하고 뉴미디어 시대를 

선도하는 고급인력 양성

지 식재산(Intellectual Property) : 지식재산과 특허에 대한 심도 있

는 이해를 증진시켜 공학과 법률, 그리고 경영마인드를 고루 

갖춘 고급인력 양성

또한, 국회 국가미래전략 과정, 국가미래 고위과정, 지식재산

전략 최고위과정을 통해 미래전략의 중요성과 지식재산의 가치

를 오피니어 리더층에게 교육하고 있다. 

미래의 불확실성을 헤쳐 나갈 창의적 과학기술 인재 양성을 

위하여 대학원 과정과 함께 미래전략연구센터를 운영하고 있으며, 

20년 이상을 내다보는 장기 전략과 대형 정책과제를 발굴하고 

있다. 아울러 2014년부터 매년 우리 사회에서 가장 쟁점이 되는 

이슈에 대한 논쟁과 예측을 담아 미래전략 단행본 시리즈를 출

간하고 있다. 

| 설립 배경 및 역사 |

미래전략 연구 · 교육의 산실 

세계의 불확실성이 가속화 되고 있다. 2008년 미국발 금융위기 

이후 유럽의 재정위기가 심화되면서 아시아의 주도적 역할 필요

성이 증대되고 있다. 급변하는 국제정세 속에서 한국이 처한 지

정학적 상황과 경제구조 등을 고려하여 외교안보 · 경제산업 · 사

회복지 · 과학기술 등에 관한 전략적이고도 통찰력 있는 접근이 

필요하게 되었다. 

거시적으로 인류와 지구는 고령화, 에너지 · 환경, 식량 · 자원 

등의 문제에 직면했다. 난치병 등 각종 질병을 극복하고 윤택한 

생활을 영위하며 건강하고 오래 살기를 염원하는 ‘100세 시대

(Homo hundred)’가 도래함에 따라, 선진국형 의료서비스와 실버

산업, 문화예술 등의 육성이 필요해졌다. 70억 인구를 지탱해 주

고 있는 지구는 여러 가지 면에서 한계점을 보이고 있는 바, 화석

에너지의 고갈, 환경오염과 기후변화로 인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범지구적 차원의 대책이 필요하다. 

한편, 현재의 농업 생산력과 분배 · 유통 체계를 개선해 인류가 

굶지 않고 살 수 있는 획기적인 방법이 나와야 하며, 독재와 빈

부차, 분쟁과 전쟁의 원인이 되고 있는 자원 · 물 문제 등의 해결

방안도 나와야 한다. 또한 생산인구와 부양인구의 비율문제에서 

출발한 복지문제, 사회의 지속가능성(Sustainability) 문제, 그리고 

생산된 부를 배분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갈등을 처리할 새로운 

소통 시스템의 창안도 필요하다. 

이러한 불확실성의 증가와 문제 해결의 필요성이 미래전략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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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원의 씨앗이 되었다. 2009년 지식재산대학원프로그램과 과

학저널리즘대학원프로그램 석사과정을 시작으로, 2012년 미래

전략대학원프로그램 석사과정이 추가되었고, 첫 박사과정생을 

2015년 봄학기에 맞이했다. 대학원 건립을 위해 거액을 기부한 

정문술 전 KAIST 이사장의 뜻을 기리기 위해 문술미래전략대학원

으로 명명했다. 2019년 11월 23일에는 지식재산대학원프로그램

과 과학저널리즘대학원프로그램 개설 10주년을 맞아 지난 10년 

성장기를 돌아보고 미래의 비전을 공유하는 기념행사를 가졌다. 

지난 수십 년간 지속되어온 선진국 기술 모방 · 추격에서 벗어

나 21세기 신기술 개발과 지식융합에 기초한 탈 추격 패러다임

으로의 전환이 요구된다. 우리 대학원은 국가와 인류가 풀어야 

할 문제를 정의하고 이해하고 해결하기 위해 창의적인 미래전략 

수립을 위한 교육과 연구를 지속적으로 수행해 가고 있다.

| 주요 연혁 |

•2009. 08. 지식재산 특허청 지원 확정

•2009. 08. 지식재산대학원프로그램 설치 · 운영 시행

•2009. 11. 과학저널리즘대학원프로그램 설치 · 운영 시행

•2009. 11. 과학저널리즘 한국과학창의재단 지원 확정

•2009. 11. 지식재산 석사과정 학생 모집 (1기)

•2009. 12. 과학저널리즘 석사과정 학생 모집 (1기)

•2010. 11. Northwestern Law School LLM 공동학위 협약

•2012. 02. 지식재산/과학저널리즘 석사과정 1기 졸업

•2012. 11. 미래전략 석사과정 학생 모집(1기)

•2012. 11. 미래전략대학원프로그램 설치 · 운영 시행

•2013. 04. ‘2013+10 창조경제를 위한 미래전략’ 심포지엄 개최 

•2013. 09. 미래전략대학원으로 승격 

 

제2회 과학저널리즘 대상 시상식 2012.10.10.

•2013. 09. ‘세계 특허(IP) 허브 미래전략’ 심포지엄 개최 

•2014. 04. ‘성장의 한계와 재도약’ 심포지엄 개최

•2014. 07. 미래전략대학원 박사과정 신설

•2014. 10. 대한민국 국가미래전략 공청회 개최 

•2015. 02. 미래전략 석사과정 1기 졸업

•2015. 03. 문술미래전략대학원으로 명칭 변경

•2015. 03. 박사과정 1기 입학

•2018. 12.  국제포럼 ‘아시아, 우리 공동의 미래 

(Asia, Our Common Future)’ 개최

•2019. 02. 박사과정 첫 졸업생 배출

•2019. 11. 지식재산, 과학저널리즘 10주년 기념행사

| 연구 분야 및 교수진 |

박성필 : 지식재산권, 국제법

서용석 : 미래학, 사회변동론, 거버넌스

양재석 : 전략, 조직, 복잡계 네트워크

이상윤 : 전략, 조직, 혁신, 학습

전주영 : 미래예측, 데이터 과학, 머신러닝

정재민 : 미디어·엔터테인먼트 산업 분석

| 비전 및 목표 |

인류와 지구가 당면한 문제를 해결하는 

GLOBAL THINK-TANK

비전

다양성, 혁신, 소통을 통한 글로벌 미래전략의 수립

목표

- 데이터와 과학기술에 근거한 미래전략

- 철학과 윤리를 잃지 않은 미래전략

- 목적지에 도달하는 방법을 제시하는 미래전략

이 같은 비전과 목표 아래 인류와 지구가 당면한 문제를 해결

하는 GLOBAL THINK-TANK를 향해 나아갈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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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기술
정책대학원
Graduate School of Science and 
Technology Policy

2008-2021

대중을 위한 과학기술 연구 교육의 

글로벌 허브

| 개요 |

21세기 인류가 공통으로 처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과학기술정책 개발

과학기술정책대학원은 과학기술의 발전을 정치 · 경제 · 역사 · 철

학의 분석 틀 안에서 이해하고, 21세기 인류가 공통으로 처한 문

제를 해결하기 위한 과학기술정책을 개발하며, 학문과 실용을 

겸비한 전문가 양성을 목표로 2008년도에 설립된 융합과정이

다. 본 대학원은 과학기술을 위한 정책 혹은 정책에 있어서의 과

학기술에 대한 이론적 · 실무적 탐구를 지향하는 과학, 공학 및 인

문 사회과학 등 다양한 분야의 능력 있는 전공자들을 환영한다. 

대학원의 가장 중요한 목표는 과학기술정책을 위한 연구 · 교

육 · 실무의 리더를 양성함과 동시에 과학 · 사회 · 정책을 아우르

는 지식을 창출하는 것이다. 대학원은 과학기술을 위한 심도 있

는 토론과 정책개발을 위한 토대를 제공함으로써 KAIST 및 국가 

과학기술 커뮤니티에 복무한다. 

과학기술정책대학원은 과학기술정책 이슈에 대한 시의적절

한 참여를 통해 신뢰받는 조언을 제공하고, 사회에서 과학기술

의 가치와 영향력을 평가하는 비판적 논평을 제시하며, 과학기

술에 대한 대중의 이해를 증진하여 과학기술 대중화에 기여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 설립 배경 및 역사 |

과학기술 관련 모든 분야와 접근법을 아우르는 융합학과

과학기술정책대학원은 2008년 과학기술과 사회 변화의 관계

를 연구하고 정책적 대안을 제시할 전문가를 양성하기 위해 학

제 대학원프로그램으로 시작했다. 2010년에 학과급 대학원으로 

승격되었다. 2020년 현재까지 7명의 박사와 44명의 석사 졸업

생을 배출했다.

과학기술정책 연구의 필요성은 KAIST 설립 초기 때부터 있었

다. 학사 부원장직을 맡고 있던 정근모 교수는 1972년 ‘과학기술

사회 연구실(STS Lab)’을 조직해, 윤덕용(재료공학과) · 박찬모(수학및

물리학과) · 조의환(화학및화학공학과) 교수 등과 함께 과학기술의 발

전으로 한국 사회가 나아갈 길을 제시하는 데 힘을 썼다. 이 연구

실은 터만 조사단의 일원으로 참여했던 프랭클린 롱(Franklin Long) 

교수가 코넬대학에 60년 말 세운 STS 대학원 프로그램을 모델로 

했는데, 초기 연구로 한국을 포함한 개발도상국 10개국의 과학기

술정책을 비교하는 프로젝트를 수행했다. 여기에는 경제기획원

의 김재익 박사와 과학기술처의 조경목 국장도 참여하여 연구 결

과를 국가정책에 활용할 수 있도록 했다.

한국과학기술연구소(KIST)도 공업경제연구 및 경제분석실에

서 과학기술정책 관련을 수행하고 있었다. 1980년 한국과학원

(KAIS)과 KIST와 통합해 한국과학기술원(KAIST)가 출범한 후, 산하

조직으로 과학기술정책의 연구 및 평가를 위해 1984년 기술발

전센터가 만들어졌다. 이 조직은 과학기술처의 연구과제를 수행

하고 평가 업무를 지원하는 일을 맡게 되었는데, 이 업무를 체계

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영국의 SPRU(Science Policy Research Unit)와 

MIT의 CPA(Center for Policy Alternatives)를 참고로 해서, KAIST 부설 

연구기관으로 과학기술정책연구 · 평가센터(Center for Science and 

Technology Policy)가 1987년에 설립되었다. 이 센터는 1989년 이후 

다시 독립 연구소가 된 KIST 소속이 되었다가, 1999년 경제사회

연구회 소관 과학기술정책연구원(STEPI)로 발전했다.

1989년 KAIST가 학부 중심의 KIT와 합치고 대덕으로 내려오

면서, 학부 레벨에서부터 과학기술과 사회의 관계, 정책이슈 등

을 교육하고 연구할 필요성이 새롭게 제기되었다. 이에 교양과정

학부장이던 이군현 교수는 1994년 ‘과학기술학 전공 설립 제안

서’를 제출하여, 과학사 · 과학철학 · 과학사회학 · 과학정책 분야의 

전임교원를 충원하고, 과학기술학을 하나의 전공으로 키울 계획

을 세웠다. 2000년대에 들어 이 노력은 결실을 보아, 과학기술

학 학제전공을 설치하고 석사과정생을 선발하여 운영했으나 여

러 현실적인 어려움에 부딪혀 몇 년 지나 문을 닫게 되었다.

따라서 2008년에 설립된 과학기술정책대학원프로그램은 갑

자기 생긴 것이 아니라 KAIST 초기 때부터 있었던 과학기술정책 

연구의 수요와 1990년대부터 커진 과학기술학 교육의 필요에 

부응해서 설립된 것으로 볼 수 있다. 다시 말해, 외부의 펀드나 

 

STP 과학기술정책대학원 10주년 기념식 2019.0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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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의 요구에 의해서가 아니라 대학발전을 위한 보직교수들과 

창설을 주도한 교수들의 판단과 의지로 추진된 사례이다.

이 학제전공 프로그램의 책임교수로 임명된 박범순 교수는 

과학사 전공자로 미국생명의료정책의 역사를 연구한 바 있고, 

20세기 들어 과학 발전에 국가의 역할에 큰 관심을 가지고 있었

다. 박 교수와 함께 프로그램 설립에 적극적으로 참여한 김소영 

교수는 국제정치학 전공자로 과학기술 · 기후환경 등에서 발생할 

수 있는 첨예한 갈등의 오피니언 분석을 했고, 구체적으로는 국

가 R&D의 계획수립, 집행과 평가에 이르는 과정에서 일어나는 

정치 · 경제적 이슈에 연구의 방향을 집중하기 시작했다. 이 두 교

수는 모두 인문사회과학부 소속으로, 학부 교양과목으로 과학기

술정책 관련 교과목을 개설해 가르치는 동시에 대학원에서 세미

나 위주의 과목을 가르치기 시작했다. 대학원 과목은 가능하면 

외부 강사를 쓰지 않고, 교내의 교수진, 특히 인문사회과학부의 

여러 교수들의 도움을 받아 운영했다.

2008년 여름에 실시한 대학원 입시에는, 국내에서 처음으로 

시작하는 과학기술정책대학원임에도 불과하고 많은 지원자가 

몰려 3대 1 정도의 경쟁률을 보였고, 그중에 5명을 선발했다. 이

후에도 평균적으로 이 정도의 경쟁률이 유지되었다. 학생들은 

대부분(70~80% 이상)이 이공계 출신 학생들이었고, 저마다 학부 

전공을 바꾸어 지원하는 만큼 지원동기가 다양하고 모두 진지했

다. 그리고 초창기에는 한국에서 처음 접하는 분야를 공부한다

는 자부심이 대단했다. 이와 함께 과학기술정책이란 과연 무엇

인가, 어떤 방식으로 접근해야 하는가, 기반이 되는 학문 분야는 

무엇인가 등 정체성과 관련 고민이 많았다.

초창기의 어려움을 학문 공동체의 열정으로 이겨내고, 2010

년에는 학제전공을 학과급으로 승격하여 과학기술정책대학원

으로 거듭나는 성장을 했다. 그 다음 해에는 박사과정생들이 입

 

과학기술정책대학원 워크숍 2017.11.03. 

학해 본격적으로 깊이 있는 연구를 수행할 수 있는 대학원의 모

습을 갖추었다. 박범순 교수와 김소영 교수는 이때 소속을 인문

사회과학부에서 옮겼다.

이 시기에 MIT의 STS프로그램에서 학위를 받고 막스플랑크연

구소에서 박사후 과정을 밟고 있던 전치형 박사를 전임교원으로 

선발하여 과학기술학 분야를 강화했다. 더불어 인류학의 관점에

서 과학기술자 · 실험실 · 도시를 연구하고 교육할 교원으로 이윤

정 교수를 영입했다. 그리고 고령화 사회를 이해하고 사회복지의 

관점에서 과학기술정책 문제를 다룰 분으로 최문정 교수를 학과 

교수로 모셨다. 또한 인문사회과학부에서 과학철학을 가르치고 

있던 그랜트 피셔(Grant Fisher) 교수가 소속을 바꿔 과학기술정책

대학원으로 들어와, 전임교수 6명인 조직으로 성장할 수 있었다.

2011년에서 2015년 사이에 국내외에 KAIST의 과학기술정책

대학원이 널리 알려져 공동연구를 수행하거나 큰 규모의 지원

을 받게 되었다. 과학기술총연합회(과총)에서는 국내에서 과학기

술정책을 교육할 수 있는 대학을 지원하는 프로그램을 시작했는

데, 2011년에 KAIST · 한양대 · UST가 처음으로 선발되어 각 학교

마다 5년간 매년 2억 원씩 지원을 받았다. 이 과총 프로그램으로 

국책연구소나 회사에서 중견급의 정책전문가들이 석 · 박사과정 

중에 장학금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길이 열렸다. 이들은 기본적으

로 일과 학업을 병행해야 하기 때문에 개인적으로는 몹시 바쁘

고 힘든 일정을 소화해야 했지만, 그야말로 밤을 새는 불굴의 투

지로 수업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연구를 수행했다. 그리고 미

국 존스홉킨스대, 월드뱅크, Korea-US Cooperation Center 등과 

공동연구를 위한 MOU를 맺고 학생 및 연구자 교류를 지원했다. 

이처럼 KAIST의 과학기술정책대학원은 국내외 교육 및 연구 역

량을 넓힐 수 있었다.

2015년 9월 학과 설립 후 7년, 대학원 승격 후 5년이 경과하

면서 초기 설립 당시 마련한 여러 학과 규정이 재정비되는 작업

이 이루어졌다. 먼저 학과 교수들의 내외부 연구과제 수주가 증

가하고 대내외 활동도 더욱 활발해지면서 기존의 강의 시수(1년 

12학점)을 유지하기 어려워짐에 따라 강의 시수를 1년 9학점(3과

목)으로 조정했다. 당시 2016년도 ‘전국대학연구활동실태조사’ 

2015년 통계에 따르면 4년제 대학 인문학 및 사회과학 분야 교

원 1인당 연구비는 각각 1,280만 원, 2,130만 원인 데 비해 학과 

교수들은 평균 6,320만 원이었고 2016년에는 1억 2,000만 원

으로 대폭 늘었다.

또한 박사 졸업생이 배출되는 시점을 맞아 박사과정 내규도 

점검하게 되었는데 박사청구논문 심사 방식을 비공개 예비심사

와 공개 본심사로 진행하고, 졸업 요건으로 박사학위 논문 연구 

일부 혹은 전부를 SCI급 국제학술지 게재하되 단독저자 혹은 2

인 저자까지 인정하기로 했다. 

2016년 7월에는 과총 과학기술정책 전문인력 양성 사업 예산

을 활용해 1주일간 워싱턴 DC 소재 한미과학협력센터(KUSCO)를 

방문해 선진 R&D정책 워크숍을 개최했다. STP 최초로 해외에서 

개최한 동 워크숍에서는 대학원생과 대덕연구단지 과기정책 전

문가들이 함께 참여해 미국의 주요 R&D정책 전문가들과 교류하

는 기회를 가졌다. 

한편 같은 해 9월에는 STP 대학원생들이 공동작업을 통해 <

과학뒤켠>이라는 정기 간행물 1호를 발행했다. 현재 8호까지 발

행된 <과학뒤켠>에는 새로운 발견과 개발을 주도하는 과학기술

계의 화려한 영웅 서사 뒤에 숨은 사람 · 기술 · 과정에 대한 담담

한 이야기들이 실려있다. 

2017년 1월에는 신설 학과의 경우 설립 5년 동안 면제되었던 

전체 학과평가를 처음으로 받게 되었다. 당시 평가자료에 따르면 

2016년 가을 학기 기준으로 학부 부전공 프로그램에 등록된 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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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이 KAIST 내 모든 학과에서 지원한 학생들이었다. 또한 학과 강

의 평가는 대학원과 학부 부전공 과목 모두 KAIST 내 가장 높은 

평균을 기록했고 이후에 계속 학내 최고치를 유지하고 있다.

2017년에는 사상 초유의 대통령 탄핵 사태로 대통령선거가 5

월에 치러짐에 따라 학과에서는 한국과학기자협회, 바른과학기

술사회실현을위한국민연합(과실연), 출연연발전협의회총연합회, 

과학기술특성화대학 총학생회 등 20여 개 과학기술계 단체와 

공동으로 ‘대선캠프와의 과학정책 대화’를 진행해 차기 정부의 

과학기술정책 방향에 대한 대중적 토론의 장을 마련했다. 2017

년은 이외에도 학과에서 수많은 국내외 행사를 주최 혹은 참여

했는데 6월과 10월에 각각 칭화대와 조지아공대의 과학기술정

책 관련 학과 및 연구자들과 공동 워크숍을 진행하고, 2016년 3

월 알파고 충격으로 큰 화두가 된 인공지능 등 4차 산업혁명 관

련 기술 거버넌스와 관련한 여러 세미나와 포럼을 주최하며 관

련 연구과제도 다수 수주했다. 또한 세월호 사건을 비롯한 재난

연구를 직간접적으로 수행했다.

2018년에는 최문정 교수가 2대 학부 부전공프로그램 책임교수

로 임명되면서 인포부스 방식의 부전공설명회 변경, 부전공프로그

램 대표 선출, 이공계 국제기구 진출 등 부전공 학생들의 진로 관련 

워크숍 등 부전공프로그램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방안을 시도했다. 

2018년 9월에는 KAIST에서 비이공계 학과로는 처음으로 한국

연구재단 융합연구 선도연구센터 사업에 선정되어 박범순 교수

를 센터장으로 인류세연구센터가 본격 출범했다. 인류가 지구에 

초래한 불가역적인 변화에 대한 다학제적 분석과 성찰을 도모하

는 동 센터에는 현재 인문사회과학부 · 문화기술대학원 · 산업디자

인학과 · 전기및전자공학부 등 여러 학과가 참여하고 있다. 

2020년 2월에는 김소영 교수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세계경

제포럼 공동연구사업으로 설립된 한국4차산업혁명정책센터 센

터장으로 임명되었다. 동 센터는 세계경제포럼을 비롯해 한국

개발연구원(KDI) · 과학기술정책연구원(STEPI) 등 국내 주요 정책

연구기관 협력을 통해 4차 산업혁명 주요 기술 거버넌스에 관한 

정책연구를 수행 중이다. 

2020년 3월 ‘코로나 19’ 사태로 사상 초유의 개학 연기 및 온

라인 강의가 전면화되면서 강의 · 콜로키움 · 연구실 운영 등에 전

례 없는 변화를 맞으며 이에 대응하고 있다.

| 주요 연혁 |

•2008. 01. 과학기술정책대학원프로그램 설립 추진

•2009. 02. Johns Hopkins University와 MOU 체결

•2009. 03. 1기 석사과정 학생 입학

•2010. 06. World Bank와 MOU 체결

•2010. 07.  과학기술정책대학원으로 승격, 과학기술정책학 학부 

부전공프로그램 설치

•2011. 03. 1기 박사과정 학생 입학

•2011. 11.  한국과학기술단체총연합회 과학기술정책전문인력

육성사업 확보, 1단계(~2014년) 수행

•2012. 03. 실무전문가양성과정(석 · 박사) 설립

•2012. 08. 미국 Georgia Institute of Technology와 MOU 체결

•2015. 03.  한국과학기술단체총연합회 과학기술정책전문인력

육성사업 2단계(~2017년) 수행

•2015. 04.  박범순 · 김소영 공동역서 <과학기술정책-이론과  

쟁점>(한울아카데미) 출판

•2016. 09. 대학원생 정기간행물 <과학뒤켠> 발간 시작

•2016. 12. 과학기술사회정책센터(CSPS) 설치

•2017. 04.  20여 개 과학기술계 단체와 ‘대선캠프와의 과학정책 

대화’ 주최

•2018. 06.  한국연구재단 융합연구 선도 연구센터사업 선정  

인류세연구센터 출범(센터장 박범순 교수)

•2019. 09. 학과 설립 10주년 기념식

•2020. 01.  김소영 교수 과학기술정보통신부-세계경제포럼 공

동연구사업 지원 한국4차산업혁명정책센터장 임명

| 연구 분야 및 교수진 |

김소영 : 정치학

김형석 : 거시경제학, 통화정책

박경열 : 국제개발정책

박범순 : 과학사

전치형 : 과학기술학(STS)

최문정 : 사회복지학, 노년학

그랜트 피셔(Grant Fisher) : 과학철학

| 비전 및 목표 |

과학기술정책 분야 리더 배출과 

과학기술과 사회를 위한 정책 제안

비전

대중을 위한 과학기술 연구 교육의 글로벌 허브

미션

 - 과학기술정책 분야 리더 배출

 - 과학기술과 사회를 위한 정책 제안

C3

 - Critical Analyst : 과학기술이 사회에 미치는 영향 분석

 - Credible Advisor : 시의적절한 정책 대안 제공

 - Creative Advocate : 과학기술에 대한 대중의 이해 향상

 

미국 백악관 과학기술정책실장 Holdrn 박사 방문 2016.0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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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과 경영의 결합을 통한

세계 일류 경영대학

| 개요 |

한국을 대표하는 경영 교육과 연구의 개척자, 

최고의 경영자 양성의 메카

1. 경영공학부

경영공학부는 학술적 탁월성을 추구하는 석박사과정과 실제 경

영현장의 실무적 지식과 역량을 강조하는 MBA/MS 과정을 제공

하는 4개 대학원(테크노경영대학원 · 금융전문대학원 · 정보미디어경영대

학원 · 녹색성장대학원), 그리고 비학위 경영교육을 위한 경영자과정

으로 구성되어 있다. 

경영공학부 석 · 박사과정은 KAIST의 핵심목표인 학문적 탁월

성을 추구하는 MS, Ph.D과정으로, 경제, 금융, 마케팅, 생산전략 

및 경영과학, 기술/조직/전략, 회계, IT 경영의 7개 전공 분야와 

복수이수 분야인 녹색경영으로 나뉘어 세계 수준의 경영연구를 

수행하고 있다. 졸업 후 계량 분석 능력을 기본으로 각 전공 분야

의 전문지식을 갖춘 전문가로서 졸업 후 국내외 유수 대학, 연구

소, 정부기관 및 민간 기업으로 진출하고 있다. 

경제(Economics) 분야는 경영에 대한 시사점 또는 연관성이 강

조된 경제학 분야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경제학의 일반적인 영

역을 공부하면서 경영의 주체가 되는 기업과 이들로 구성된 산

업 또는 시장에서 나타나는 다양한 전략과 경쟁 현상 등을 주로 

연구한다. 또 통신산업, 금융산업 등 특정 산업에 대한 연구와 함

께, 시장설계, 기업의 사회적 책임, 환경 및 에너지 경제 분야와 

기업 경영에 영향을 주는 각종 정부 정책에 대한 연구도 가능하

다. 지금까지의 졸업생들의 진로는 매우 다양하며, 학계는 물론 

민간 또는 정부 출연 경제연구소, 한국은행 등 다양한 금융기관

과 대기업 등에 진출하고 있다.

금융(Finance)은 자본시장과 생산시장에서 발생하는 재화 혹은 

돈과 관련된 의사결정을 효율적으로 함으로써 시장참여자들의 

효용을 증대시키는 데 기여하는 학문이다. 금융 분야에서는 경

제학 · 경영학 · 수학 등의 이론을 토대로 자본시장, 기업재무, 그

리고 자산가격결정 등과 관련된 이론적인 연구와 분석을 한다. 

또한 기존 연구를 기초로 금융자산 가격 및 기업 내의 자본조달, 

자산배분, 그리고 지배구조와 관련된 자료의 실증 분석을 통하

여 금융시장을 이해하고 발전시키는 것을 목표로 한다.

마케팅(Marketing)은 고객을 위한 가치창출과 고객 관계 구

축을 통해 고객으로부터 가치를 획득하는 과정으로, 연구 분야

는 구체적으로 시장환경과 전략, 마케팅 목표, STP(Segmentation, 

Targeting, Positioning), 4P Mix(Product, Price, Promotion, Place), 그

경영대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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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고 고객만족과 성과분석의 영역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 각 

영역의 연구는 대부분 경제학 · 심리학 · 사회학 · 인류학 · 지리

학 · 언어학 등의 인문사회과학적 기반 위에서 학제적으로 이루

어지며, 주로 실증적 분석방법을 많이 택하지만 critical method, 

ethnographic approach 등과 같은 상대주의적 분석방법도 활용

된다. 연구는 순수 이론적인 것과 함께 실제 기업이 당면한 문제

를 해결하기 위한 것도 지향된다. 마케팅연구에 대한 실용적 수

요는 급속히 확대되어 가고, 이에 따라 도전적이고 의미가 있는 

연구의 기회도 한층 커지고 있다.

경영과학(Management Science)은 실제 경영문제를 해결하기 위

해 과학적이고 분석적이며 전략적인 방법론을 활용하는 학제 간 

연구 분야이다. 기업이나 공공 부문에서 중요한 전략을 선택할 

때 미래의 불확실성에 의한 리스크로 어려움을 겪게 되는데, 이

를 극복하여 과학적이고 체계적인 의사결정을 할 수 있도록 이

론적 · 실증적 기반을 제공한다. 경영과학의 응용 분야인 생산전

략(Operations Strategy)은 기업 경쟁역량 제고를 위한 제조업과 서

비스업 가치 사슬의 전략적 관리와 글로벌 공급사슬관리, 전사

적 품질관리(TQM), 신제품 및 신규 서비스 혁신, 그리고 생산시

스템의 설계, 계획 및 통제와 관련된 분석기법들을 연구한다. 또

한 경기변동이론을 고려한 경기예측, 금융 시계열분석, 신상품 

수요예측, 공급사슬관리를 위한 자동화된 예측시스템 개발 등을 

통해 불확실성과 관련된 리스크를 관리함으로써 최적의 의사결

정이 이루어지도록 한다.

기술·조직·전략 분야는 전략경영, 조직관리 및 리더십, 인적자

원관리, 그리고 기술경영 및 기업가정신을 포함한다. 전략경영

은 기업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경쟁전략과 다각화 전략, M&A 

및 국제화 등의 주제를 연구한다. 조직관리 및 리더십은 조직구

성원의 개인 행태나 팀 관리, 리더십, 그리고 조직 설계 및 혁신 

등의 주제를 연구하며, 인적자원관리는 구성원의 선발·채용, 평

가·보상, 교육·개발, 경력관리 및 배치 등의 주제를 연구한다. 기

술경영 및 기업가정신은 기술혁신 및 사업화에 대한 전략적 관

리와 창업과 관련된 주제를 연구한다. 

회계(Accounting) 분야에서는 기업의 회계 정보와 회계 시스템

이 기업가치 및 자본시장 전반에 미치는 영향을 주요 연구 주제

로 한다. 세부적으로는 회계정보의 유용성, 기업 내부자원 관리

와 의사결정, 세무 회계, 감사제도, 기업 지배구조, 회계정보시스

템 등에 관련한 다양한 관점에서의 연구를 수행한다. 기존 연구

를 바탕으로 기업의 회계 및 재무 정보를 이용한 실증분석 연구

를 수행하며, 경영자와 정책 결정자의 다양한 의사결정에 관련

한 시사점을 제시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급변하는 IT 기술은 전통적인 경영방식에 새로운 기회와 변화

를 요구하고 있다. IT경영 분야에서는 IT와 미디어에 대한 경제

성, 디자인 및 개발, 활용 그리고 전략에 대해 연구한다. 특히 IT

의 시장, 경제 및 사회적 영향 측면의 경영학적 연구가 그 주 대

상이다. 기술적 · 경제적 그리고 행동과학적 연구 방법을 응용하

여 다양한 최신 분야 학문을 연마하게 될 것이다. 주요 과목으로

는 IT 경영론, e-Business, IT 전략, 비즈니스 시스템 분석 및 설계, 

비즈니스 미디어 통신, IT경영연구방법론, 전사데이터관리전략 

및 IT보안윤리 등이 있다.

기후변화와 에너지 고갈의 지구적 환경문제에 대비하기 위하

여 각 나라와 기업은 대응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탄소 배출권 규

제가 국내외적으로 심해지고 있는 가운데 기업은 정부규제와 시

장의 변화에 대비하여 성장과 마케팅 전략을 수립하여야 한다. 

녹색경영(Green Business)은 기존의 경영기법을 바탕으로 녹색기

업 전략, 녹색 마케팅, 탄소배출량의 측정, 녹색사업과 투자의 평

가, 녹색 IT의 개발 방안에 관해 연구한다. 녹색경영을 심도 있게 

연구하기 위해서는 녹색기술과 산업, 녹색경영론, 녹색정책을 

기본적으로 학습하고 경영학의 분야별로 녹색 경영적 요소를 학

습하여야 한다. 그래서 녹색경영은 기존의 경영학 분야와 복수

이수를 권장한다.

2. 테크노경영대학원

테크노경영대학원에서는 2년 전일제의 테크노경영MBA와 사회

적기업가MBA, 2년 시간제인 이그제큐티브MBA, 그리고 3년 시

간제인 프로페셔널MBA를 운영하고 있다. 

테크노경영MBA는 우리나라 최초의 전일제 MBA 과정으로 

새로운 기술혁신과 경영지식을 통합하여 전략적 사고능력을 갖

춘 글로벌 경영 리더 양성을 목적으로 한다. 모든 과정 학생들이 

비즈니스 애널리틱스에 대한 이해를 갖는 융합형 인재로 성장

할 수 있도록 비즈니스 애널리틱스를 필수과목으로 지정하여 운

영하고 있다. 이는 기본적인 개념 이해를 넘어 프로그래밍의 이

해 및 통계적 분석 등 보다 심도 있는 기술적 분석능력을 갖추기 

원하는 학생들을 위해 마련한 것이다. 이를 통해 다양한 응용 분

야에서의 주요 의사결정과 경영전략수립을 과학적 · 체계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인재 양성을 목표로 한다. 비즈니스 애널리틱스

의 기본개념과 실무 적용 능력을 갖추고, Technology & Industry 

Knowledge와 Functional Domain Knowledge를 갖춘 미래지향

적 경영자를 양성하고 있으며, 기술과 경영을 이해하는 융합 역

량을 갖추고 혁신을 선도하는 글로벌 경영 리더를 배출하고 있

다. 또한 새로운 비즈니스모델을 기반으로 한 창업이나 신사업

개발을 주도할 기업가정신을 강조하고 있다.

이그제큐티브MBA는 경쟁력 있는 미래의 최고경영자들을 지

속적으로 양성하고자 하는 우리나라 기업들의 수요에 부응하여 

2003년 기업의 핵심인재들을 대상으로 설립된 석사학위 과정

이다. 이를 위해 세계 최고의 Executive MBA를 벤치마킹하여 경

쟁력 있는 교과과정을 개발하고, 급변하는 기업체의 교육 Needs

를 반영하기 위해 참여 기업의 평가 및 요청을 정기적으로 반영

한 교과과정을 편성한다. 또한 교수와 수강생들 간의 원활한 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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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소통 및 협업을 위하여 교과목 포럼 등 온라인 학습 인프라를 

적극 활용하고, 관련 외국 대학 및 기업에서의 해외 필드트립을 

통한 해외현장연구를 이수한다. 이그제큐티브MBA를 졸업한 기

업의 중견관리자 및 임원들은 경영에 대한 전략적 역량과 시각

을 키우며 글로벌 환경에서 미래의 창의적인 CEO로서 시대적 

트렌드를 읽고 선제적으로 산업을 혁신함으로써, 경쟁 우위를 

선도할 것이다.

프로페셔널MBA는 직장과 학업을 병행하면서 경력을 업그레

이드할 수 있는 직장인을 위한 야간 과정이다. 심화학습을 위해 

야간 MBA 국제 표준인 3년 과정으로 운영되고, 개인의 노력에 

따라 2년 6개월 만에 과정을 마칠 수도 있다. 글로벌 환경에서 

경쟁할 수 있는 핵심 경영 전문가를 양성하기 위해 다양한 분야

의 교과목이 개설되고 있으며, 특히 전략 · 마케팅 · 재무 집중분야 

선택을 통해 특화된 지식과 역량을 배양할 수 있다.

2013년 사회적기업가 양성을 위한 세계 최초의 전일제 교육

과정으로 출범한 사회적기업가MBA는 2020년 2월까지 105명

의 졸업생과 98개의 소셜벤처를 탄생시켰다. 이 과정은 비즈니

스를 활용한 사회 혁신 모델을 통해 우리 사회의 어려운 문제를 

해결하고, 나아가 사회 발전을 이끌어갈 새로운 패턴을 창조하

여 더 많은 사람들이 더불어 살아갈 수 있는 따뜻한 세상을 만드

는 데 앞장서는 진취적 창업가를 육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를 위해, 경제적 가치와 더불어 사회적 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신규 사업모델 발굴 및 실행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교육과정을 

꾸준히 개발해왔다. 사회적기업가의 인재상과 교육철학을 정립

하고, 혁신적이고 도전적인 기업가의 마인드로 사업 기회를 포

착하여 스타트업을 창업할 수 있도록 창업교육과 경영교육이 

통합된 교육 콘텐츠를 제공하고 있다. 또한 기업가정신과 사회

적 가치 지향성을 겸비한 우수한 지원자 후보를 적극적으로 발

굴 · 선발하기 위해 여타 전공과 차별화되는 입학전형 방식을 꾸

준히 도입 · 적용해왔다. 

3. 금융전문대학원

금융전문대학원은 금융MBA와 금융공학석사과정, 그리고 디지

털금융MBA를 제공하고 있다. 

금융산업을 선도할 국제경쟁력을 갖춘 인재 양성을 목표로 

하는 금융MBA는 기업금융 · 자산운용 · 투자은행 분야를 중심으

로 회계, 금융기관 경영, 금융정책 등을 포함하여 금융 전문지식 

습득과 함께 거시적인 통찰력을 균형 있게 함양하도록 설계되었

다. 금융 프로그래밍, 금융 데이터베이스 등의 교과목을 통해 데

이터 분석능력을 강화하고 사례연구 및 실습을 수행하며 금융 

이론의 현업 적용을 도모한다. 금융 이론의 발전과 현장의 수요

를 즉각 반영할 수 있는 능동적인 교과목 관리체계와 교과목의 

특성에 따라 1.5학점과 3학점으로 구성된 교과목 체계는 학생 개

인별로 선택적이고 집중적인 학습을 가능하게 한다. 금융MBA 

대부분의 교과목은 영어강의로 이루어지며, 금융전문대학원과 

파트너십을 맺은 세계적인 경영대학들에서 국제화 교육(해외연수 

또는 복수학위)을 필수 이수하면서 글로벌 리더로서의 자질과 경

쟁력을 계발할 기회를 갖는다.

2013년에 신설된 금융공학프로그램은 연구능력과 국제경쟁

력을 갖춘 금융공학 전문인력을 양성하기 위해 계량적 자산운

용, 금융상품의 설계와 가격결정, 위험관리, 금융애널리틱스 분

야에 특화된 경영교육을 지향한다. 대부분의 교과목이 1.5학점

으로 구성되어 학생들이 필요 교과목을 보다 유연하게 선택할 

수 있도록 되어 있으며, 현장에 필요한 실무능력과 그를 뒷받침

하는 이론 능력을 균형 있게 교육한다. 또한 국제 금융 전문인

력 양성을 위한 교육의 일환으로 재학생 전원이 필수적으로 미

국 · 영국 등의 협력 대학에서 한 학기 동안 해외연수 교육을 받

을 수 있도록 하여 글로벌 비즈니스 역량을 배양할 수 있는 기회

를 제공한다.

서울시 · 금융위원회와 함께 2020년 9월 여의도 One IFC에 신

설한 디지털금융MBA는 정부출연교육기관 · 지자체 · 정부가 금

융중심지 내에 조성 · 운영하는 국내 최초의 금융교육 프로그램

이다. 디지털금융MBA는 금융 핵심 지식을 바탕으로 금융시장

을 이해하기 위한 기본 지식 위에 인공지능 및 머신 러닝 등의 데

이터 사이언스 지식을 더한 금융과 데이터 사이언스 융합 교과

과정으로서, 디지털금융 전문 인력을 양성을 목표로 하고 있다. 

탄탄한 계량적 기반 위에 디지털금융과 금융 전공에 대한 기초

를 함양한 후 인공지능, 핀테크 창업, 금융 투자에 심화된 세 가

지 집중분야 (인공지능과 데이터 사이언스 집중 분야, 핀테크 창업 집중 분

야, 금융투자 및 자산운용 집중 분야)를 제공함으로써 관심 분야의 전

문성을 더욱 고도화 시키고자 한다. 

 4. 정보미디어경영대학원

정보미디어경영대학원에서는 정보미디어MBA와 정보경영석사

과정을 운영하고 있다. 정보미디어MBA는 일반 경영교육의 비중

이 큰 테크노경영MBA와 달리 방송·통신·미디어·콘텐츠 융합산

업에 특화된 경영교육을 지향한다. 따라서 교육과정은 일반 경영

교육과 함께 IT미디어 산업 및 기술, 트렌드에 관련된 교과목의 

비중이 높은 것이 특징이다. 특히 최근 엔터테인먼트와 미디어 

콘텐츠의 급변하는 트렌드에 맞춰 플랫폼 및 네트워크의 변화, 

스마트 디바이스의 등장, 소셜미디어의 활성화, 스마트 비즈니스 

환경으로의 변화에 따른 기업들의 경영전략 및 마케팅 전략 등

을 주요 교과과정으로 하고 있다. 또 IT 미디어 연관산업 경력자 

중심의 MBA 학생으로 구성된 정보미디어MBA는 45학점의 Full-

Time 1년 과정으로 운영되며, 여름학기에는 해외현장연구를 통

해 미국의 UC Berkeley에서 IT 및 미디어 엔터테인먼트 분야의 

Customized 된 교육을 제공한다.

정보경영프로그램은 IT 분야의 현업 종사자들 중 자기계발의 

 

테크노경영대학원 개원식 1996.03.12. 

 

AACSB 인증 취득 기념식 2003.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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욕구가 있으나 전일제 프로그램 수학이 어려운 인력들을 교육하

여 차세대 IT 기술에 대한 지식과 IT 산업 특화된 경영전반의 시

각과 비전을 가진 전문인력으로 양성하고자 한다. IT 관리 · 기술 

분야, 그리고 IT를 통한 경영관리 분야와 네트워크 및 하이테크

산업 등, IT 관련의 다양한 주제들을 주요 교과과정으로 하고 있

다. 정보경영프로그램은 39학점 2년 시간제 과정으로 운영되며, 

여름학기에는 ‘International Field Trip’을 통해 미국 캘리포니아

주에서 Customized 된 교육을 제공한다.

5. 녹색성장대학원

녹색성장대학원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지원으로 2013년도

에 설립되어 2019년까지 녹색경영정책프로그램, 녹색경영 복수

이수프로그램 및 전공 트랙 과정을 제공해 왔고, 2020년 9월부

터는 환경부 지속가능발전 융합 인재 양성사업의 지원으로 녹색

경영정책프로그램과 지속발전트랙 장학생을, 2021년 3월부터는 

환경부 녹색 융합기술 인재양성사업(녹색금융)의 지원으로 녹색

금융트랙 장학생 프로그램을 제공하면서 KAIST와 경영대학 발

전에 기여하고 있다.

 

금융전문대학원 개설 MOU 체결식 2006.01.18.

녹색경영정책프로그램은 저탄소 녹색성장을 위해 경영, 정책 

및 기술현황을 통합적으로 분석하고 대안을 제시할 공공 및 민

간부문 인재를 양성하기 위해 개설된 과정이다. 정책 의사결정 

분석 및 에너지·환경·기후기술에 대한 통합적 이해를 바탕으로, 

기후 및 세계 환경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녹색경영 환경을 창출

하고 효율적인 녹색정책을 제안할 수 있는 국제적 전문가를 양

성한다. 지속발전 그리고 녹색금융 트랙장학생은, 경영대학 내 

기타 MBA·PhD·MS 학생들이 녹색성장대학원의 주요 교과목 및 

프로젝트를 이수함으로 경영학 각 분야에서 지속가능발전 및 녹

색금융을 주류화하고 핵심 전문가로 양성하는 것을 그 목표로 

하고 있다.

6. 경영자과정

1994년부터 비학위 프로그램으로 운영해온 경영자과정은 26

여 년 동안 오픈 프로그램 6,700여 명 및 기업맞춤형 프로그램 

6,300여 명으로 총 1만 3,000여 명의 경영자 동문들을 배출했

다. 시대의 변화에 맞추어 다양한 경영자과정 프로그램을 개설

하여 기업의 임직원 교육에 선도적 역할을 하여 온 결과이다.

| 설립 배경 및 역사 |

경영과학 전공에서 세계적인 경영대학으로 

 

KAIST는 국가 발전에 필요한 고급 과학기술인력을 양성하고 이

공계 연구중심대학의 모델을 제시하기 위해 서울 홍릉캠퍼스에

서 1971년에 설립되었다. 설립 당시 KAIST에는 산업공학과 내에 

경영과학을 전공하는 교수진이 포함되어 있으며 일부 경영교과

목이 개설되어 개원 초기부터 학부에서 경영학과 경제학을 전공

한 학생들이 다수 산업공학과 석사과정에 진학했다. 특히 당시 

KAIST의 석 · 박사과정 학생들은 모두 국비장학생으로 국가의 재

정 지원과 국내 대학으로는 유일하게 병역 혜택도 받고 있었기 

때문에, 우리나라에서 가장 우수한 학생들이 KAIST로 진학했고, 

이들은 지금도 산업계 · 학계 · 정부 등으로 진출하여 국가발전의 

핵심적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KAIST의 경영프로그램은 1980년에 산업공학과로부터 분리

된 경영과학전공에서 출발하여 이듬해 경영과학과(Department of 

Management Science)로 독립 출범하게 되었다. KAIST 경영과학과

는 일반 경영대학원과 차별화하여 계량경영 및 경영과학기법의 

응용에 초점을 두었으며, 기술·정보·통신·에너지·환경 등 현대 산

업사회 및 정보사회가 필요로 하는 분야에 대한 경영 및 정책교

육을 실시해 왔다. 1990년 KAIST가 대덕연구단지로 이전함에 따

라 경영과학과도 서울 홍릉캠퍼스에서 대전캠퍼스로 이전했으

나, 설립 초기부터 지향해온 경영 교육의 방향이나 내용에는 변화

가 없었고, 우수학생 모집 등 학사 운영에 큰 영향은 없었다. 그렇

지만 서울에 주요 기업과 산업시설이 집중되어있는 현실에서 경

영프로그램의 대전 이전은 기회인 동시에 위기로도 작용했다. 그 

후 경영과학과는 경영정책학과 분리 신설, 산업경영학과로의 통

합 등 조직 변화를 겪었으나, 이러한 과정을 거치면서 KAIST 경영

프로그램은 더욱 내실화되었고, 이러한 경험이 우리나라 경영 교

육의 선도역할 및 테크노경영대학원 발전의 모태가 되었다. 

1988년 가을 KAIST 경영과학과 교수들은 올림픽파크텔에서 

워크숍을 가졌다. 논의 주제는 경영과학과의 미래 비전이었고 

결론은 MIT의 Sloan School of Management처럼 KAIST에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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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대학이 필요하다는 것이었다. 하지만 1989년 KAIST와 대전 

과학기술대(KIT)의 통합으로 서울의 경영과학과 역시 대전으

로 이전하여 과학기술대의 경영과학과와 통합 운영됨에 따라 

당분간 이 논의는 수면 밑으로 들어가게 되었다. 통합이 안정된 

후 경영과학과의 미래에 대한 논의를 다시 시작되었고 두 가지 

의견이 상반되었다. OR을 중심으로 계량분석을 기반으로 한 경

영과학을 더욱 집중하자는 교수들과 달리 경영의 각 분야를 아

우르는 경영대학을 지향해야 한다는 교수들은 결국 1991년 경

영정책학과로 분리 독립하게 되었다. 이후 대덕연구단지 연구

원을 대상으로 기술경영 전공 프로그램을 추가하고 이어 가까

운 계룡대의 장교들을 대상으로 한 국방경영 전공 프로그램도 

개설하여 경영대학으로 발전하기 위한 일련의 시도를 했다. 또 

1993년 여러 학과의 중견 교수로 구성된 KAIST 본원의 장기발

전 전략 위원회에서는 향후 KAIST의 비전을 실현하기 위해 우

수한 이공계 교육 프로그램뿐 아니라 기술과 경영을 접목한 새

로운 경영 교육 프로그램의 필요성을 제안함으로써 KAIST 내에 

경영대학 설립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하게 되었다. 

그러나 본격적으로 경영대학으로 발전할 수 있게 된 계기는 

바로 1994년 삼성그룹과 KAIST가 공동으로 MOU를 체결하고 

삼성그룹의 중간관리자를 대상으로 테크노MBA를 시작하기로 

협약을 하게 된 것이었다. 당시 삼성그룹은 글로벌기업으로 도

약하기 위해 신경영을 통한 경영혁신을 추진 중이었고 그 핵심 

중 하나가 바로 기술과 경영을 접목한 선진 MBA 교육을 통해 

우수한 인재를 양성하는 것이었다. 그리고 국내에서는 KAIST 

산업경영학과가 삼성그룹의 핵심인재를 교육시키는 파트너로 

선정되었다. 산업경영학과는 KAIST의 유사 학과의 통폐합 정

책으로 인해 1994년 경영과학과와 경영정책학과가 재결합하여 

탄생했고 그해 말 기술경영전공(테크노MBA)을 개설하여 새로

운 MBA 교육을 처음으로 시작하게 되었다. 원래 협약에는 삼성

그룹에서 매년 과 · 부장급 중간관리자를 100명씩 6년 동안 선

발하여 KAIST에 파견하기로 되어 있었으나 삼성 내에서도 핵

심인재 100명을 선발하는 것이 어려웠고 또한 정부 고위층에서

도 KAIST가 특정 기업의 직원들에게만 교육 프로그램을 제공

하는 것에 대해 반대의 목소리가 높았다. 결국 1995년 3월 대전

에서 삼성그룹 직원 75명과 한국타이어 직원 2명, 그리고 한국

광전자주식회사 직원 1명으로 구성된 테크노MBA 1기가 시작

되었다. 당시 테크노MBA 교육 프로그램의 특징은 “기술을 아는 

경영자, 경영을 아는 기술자”로 요약될 수 있으며, 경영 공통 과

목을 이수한 후 학생들은 이공계 기술 분야 중 하나를 선택하여 

석사논문을 쓰든지 아니면 경영 분야 중 하나를 선택하여 논문

을 쓰도록 설계되었다. 그러나 실제 이공계 분야로 논문을 쓰고 

졸업한 학생은 매우 소수에 불과했다.

또한 교육프로그램의 수준을 유지하기 위해 자격시험도 시

행되었는데 그 중 통계 시험은 학생들이 가장 어려워하던 과목

이었다. 하지만 핵심인재로 선발되었다는 자긍심과 같은 연구

실에서 밤새워 공부를 하는 학습 분위기로 인해 다행히 모두 자

격시험을 통과하여 1명의 탈락자 없이 졸업을 하게 되었다. 이

들은 아직도 당시의 끈끈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으며 삼성 계열

사의 대표이사나 임원 등으로 승진하여 우리나라 산업계의 리

더로서 활발한 활약을 하고 있다. 

대전에서 시작한 테크노MBA는 이듬해 서울캠퍼스로 이전

하여 운영되게 되었다. 당시 서울캠퍼스를 사용하던 서울 분원 

프로그램에 문제가 생겨 대체 프로그램의 필요성이 생겼고, 정

부의 지원 없이 수익자 부담원칙에 운영될 수 있는 테크노MBA

가 그 대안으로 떠올랐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1995년 산업경영

학과의 일부 교수와 외부 위원으로 구성된 기술경영대학원 설

립추진팀이 발족했다. 이 팀은 국내외 새로운 경영대학원의 벤

치마킹과 함께 우리나라 산업에서 필요한 새로운 인재를 양성

하는 테크노경영대학원설립 타당성 조사 보고서를 KAIST에 제

출했고 본원 및 정부 관계자의 승인을 통해 정식으로 1996년 3

월 테크노경영대학원이 출범하게 되었다. 이로써 오랜 꿈이었

던 KAIST 내에서 Sloan School of Management와 같은 경영대

학이 생기게 된 계기가 되었다. 결국 2006년 테크노경영대학원 

산하에서 운영되던 금융MBA가 금융전문대학원으로, MIS MBA

가 정보미디어경영대학원으로 분리·독립되면서 이를 아우르

는 경영대학이 정식으로 출발하게 되었다. 이후 2016년 대전 기

술경영학부가 경영대학 산하로 이전함으로써 현재의 모습으로 

발전하게 되었다. 

KAIST 산업경영학과는 매년 정원 30명 규모의 경영과학과 

석사과정(2년제, MS 과정)과 당시 국내 최대규모의 경영분야 박사

과정(Ph.D. 과정)을 운영하면서 교수진을 확충하고 교육내용을 내

실화하면서 발전해왔으며, 1995년 테크노경영대학원으로 확대 

발전하게 되었다. 테크노경영대학원의 출범에는 신설된 기술경

영전공(테크노MBA) 프로그램이 핵심적 역할을 했다. 국내 경영교

육의 내실화와 글로벌화를 지향해온 산업경영학과의 경영 분야 

교수진은 오랫동안 국내에 제대로 된 MBA 프로그램, 즉 전일제

(Full-Time) 미국식 MBA 프로그램이 필요하다는 인식을 같이 해 

왔고, 1993년 <KAIST 장기발전계획>을 수립하면서 “기술을 아

는 경영자, 경영을 아는 기술자”의 양성을 목표로 테크노MBA 설

치 계획을 제안하여 장기발전전략에 포함시켰다. 

KAIST는 테크노MBA 설치를 위해 산업체의 파트너를 찾고 있

었고, 당시 신경영을 추진하던 삼성그룹은 과 · 부장급의 핵심 중

간관리자를 세계적인 안목과 역량을 갖춘 인재로 육성하기 위해 

KAIST를 전략적 파트너로 선정했다. 이로써 두 기관은 2년 전일

제의 테크노MBA를 운영하기로 합의했고, 정부의 승인과 지원

 

여의도 디지털금융전문대학원 개관식 2020.0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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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얻어 1995년에 본격적인 전일제(Full-Time) 미국식 MBA 프로

그램이 기술경영전공(KAIST Techno-MBA Program: KTMP, 2000년부

터 테크노MBA로 명칭 변경)이라는 명칭으로 국내 최초로 개설하게 

되었다. 그리고 1996년 마침내 산업경영학과, 기술경영전공과 

서울분원의 경영정보공학과(MIS)를 흡수하여 서울캠퍼스에 테

크노경영대학원이 설립되었다. 이로써 연구 중심의 석 · 박사과

정인 경영공학전공과 기술경영전공, 금융전공, 통신경영·정책전

공, 경영정보전공 등 다양한 Special MBA 프로그램이 생겨났다. 

KAIST는 당시 대전캠퍼스에 국내 최고수준의 이공계열 프로그

램을 운영해오고 있었으며, 서울캠퍼스에 경영과 기술의 결합을 

통해 산업경영 및 정책 분야 전문가를 양성하는 테크노경영대학

원을 설립함으로써, 두 캠퍼스 간의 기능 차별화 및 유기적 연계

를 통해 KAIST의 장기발전목표를 달성하는 데 필요한 체제를 더

욱 공고히 할 수 있었다. 

KAIST 테크노경영대학원의 비전은 ‘기술과 경영의 결합을 

통한 세계 수준의 경영대학원(Quest for a World-Class School of 

Management)’으로 정해졌으며, 기술, 환경, 정보·통신 등 21세기 

첨단기술 분야에 대한 ‘경영’과 ‘정책’을 다루는 경영대학원으로 

육성하여, 세계중심국가의 위상에 부합하는 세계 수준의 경영

대학원을 지향했다. 이를 위해 ‘기술’에 초점을 맞춘 ‘경영’을 추

구하며, 궁극적으로는 세계 Top 10, 아시아권 No. 1의 ‘세계 수준

(World Class)’의 경영대학원으로 발전하는 것을 목표로 했다. 특히 

교육에 있어서는 ‘과학적인 분석능력과 논리적인 사고능력을 갖

추고, 기술과 경영에 대한 통합적인 지식과 안목을 바탕으로 범

세계적인 시야에서 새로운 미래와 혁신을 창조하는 리더’를 양

성하는 데 주력했다. 아울러 유수 외국 경영대학원들과의 연대 

운영을 통해 국제적 인지도를 높이고, 전 세계에서 한국의 경제

와 기술 · 경영 · 정책을 배우러 올 수 있는 세계 수준의 경영대학

원으로 발전한다는 목표 하에 다양한 국제협력프로그램도 운영

했다. 테크노경영대학원은 새로운 비전과 미션을 바탕으로, 교

육 · 연구 및 조직 운영에 있어서 목표지향적이고 체계적인 중장

기발전전략을 바탕으로 출범했다. 특히 테크노경영대학원의 장

기발전전략을 기반으로 각 전공별 발전전략을 별도로 마련하여, 

책임교수를 바탕으로 ‘기업가적인 학교(Entrepreneurial School)’로 

역동적이고 자율적인 운영을 수행해 왔다. 아울러 재정자립 운

영원칙에 의해 출범한 테크노경영대학원은 발전재원 및 운영예

산의 안정적 확보를 위한 노력도 강화해 왔다. 

1996년에 출범한 테크노경영대학원은 2006년 경영대학으

로 승격되기 전까지의 국내 유일의 전일제 미국식 MBA 과정으

로서 많은 발전을 이룩했다. 경영대학 설립 이전의 테크노경영

대학원의 발전단계를 3단계로 나누어 보면, 제1단계(1996~1998

년)는 ‘기반 구축기’로 MBA 교육 및 경영학 연구 프로그램을 개

발하고 서울캠퍼스에 시설을 마련하는 단계였다. 특히 SK그룹

의 재정지원과 정부의 예산(Matching Fund) 지원으로 서울캠퍼

스 2호관을 SUPEX경영관으로 대폭 리노베이션 했다. 제2단계

(1999~2001년)는 ‘확대 발전기’로 기존 교육·연구 프로그램의 질

적 향상과 확장이 이루어졌고, MBA 프로그램이 General MBA 

프로그램(테크노MBA 전공)과 Special MBA 프로그램(금융공학MBA, 

경영정보MBA, 통신경영·정책MBA 전공)으로 차별화되면서 확대 발

전되었다. 아울러 MBA 학생들의 해외연수 등 해외 협력 강화

가 이루어졌다. 제3단계(2002~2005년)는 ‘지속 성장기’로 세계 

수준 경영대학원으로의 도약을 준비한 시기였다. 2003년에는 

AACSB(경영대학 국제인증기관)로부터 국내 MBA 프로그램 최초로 

인증을 받았으며, 2004년에는 국내 최초로 주말 시간제 MBA 

교육과정인 Executive MBA 전공이 개설되었다. 아울러 박사과

정 정예화를 위한 노력도 강화되었다. 

1996년 설립 이후 한국의 유일한 MBA School로 독점적 발전

을 해 온 테크노경영대학원은 내 · 외부의 변화를 맞이하게 되었

다. 2005년 금융프로그램의 발전을 테크노경영대학원 발전의 

큰 축으로 인식한 테크노경영대학원은 참여정부의 동북아금융

허브정책에 맞추어 2005년 5월에 ‘동북아금융전문대학원프로

그램’ 계획을 재정경제부에 제출했다. 테크노경영대학원과 재정

경제부는 긴밀한 협의를 통하여 금융전문대학원 설치를 위한 예

비 실사단이 테크노경영대학원을 방문하고, Pilot Program으로 

‘KAIST 금융전문가과정’을 개설하는 등 설치 작업을 계속 진행했

다. 그러나 타 대학의 반발과 견제로 금융전문대학원 개설 지원

사업은 사업의 공정성과 우수 사업자 선정을 위하여 공모 사업

으로 진행되었다.

2005년 9월 26일 재정경제부 공고 제2005-148호로 2006

년 3월 개원을 목표로 하는 ‘금융전문대학원 개설지원사업’ 시

행이 공고되었으며, 모두 8개 대학이 신청을 하여 2005년 10월 

28일에 진행된 3차 프리젠테이션까지 KAIST · 서울대 · 고려대가 

경합을 벌였으며, 최종적으로 4년간(2006~2009년) 131억 원을 

지원받는 우선협상기관으로 KAIST 테크노경영대학원이 선정되

었다. KAIST는 2006년 1월 15일에 금융전문대학원을 학부급으

로 설치했고, 동시에 서울캠퍼스 운영의 자율성을 부여하기 위

하여 서울부총장 조직도 함께 설치했다. 그리고 2006년 1월 18

일에 Robert B. Laughlin KAIST 총장과 한덕수 부총리 겸 재정경

제부 장관이 ‘금융전문대학원 설립을 위한 재정경제부와 한국과

학기술원 업무협약’에 서명을 함으로써 금융전문대학원 설치 사

업은 마무리되었다.

테크노경영대학원이 1996년 출범한 이후, 정보통신 분야에

도 새로운 변화가 일어났다. 2000년대 초반, 인터넷과 웹이 본

격 등장하며 지난 20여 년간 진행되어 온 PC 기반의 IT혁명은 

새로운 단계를 맞이하게 되었다. 특히 기존 산업의 e비즈니스화 

(e-transformation), 영화, 음악, 게임, e-러닝, e-비즈니스 등 다양

한 콘텐츠 산업 분야에서의 혁신이 일어나기 시작했다. 디지털 

융합시대의 시작이었다. IT 융합의 진전과 디지털 콘텐츠 산업이 

본격 확대되기 시작하자, 1996년 출범해 10여 년간 운영해 온 테

크노경영대학원 내의 IT 관련 경영공학 프로그램 및 MIS MBA와 

텔레콤 MBA도 새로운 시대 흐름에 맞추어 연구 및 교육혁신을 

추구했다.

 

정보미디어경영대학원 개원 기념식 2006.0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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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상황에 따라 2005년 10월 1일 새로운 조직의 설립을 

위한 추진단이 설치 운영되기 시작했다. 이 추진단은 기존의 프

로그램을 혁신하고, 새로운 형태의 연구 및 교육 프로그램 도입 

및 향후 발전 방향을 기획했다. 이러한 약 6개월간의 준비과정을 

거쳐, 정보통신 및 미디어 관련 분야의 연구 및 IT 경영자를 체계

적으로 양성할 정보미디어경영대학원이 2006년 3월 27일 설립

되었다. 정보미디어경영대학원의 설립에 맞추어 정보통신부 지

원으로 IT 경영전문 인력양성지원사업 협약체결이 2006년 5월 

9일 체결되었고, 이를 통해 2009년까지 4개년간 총 29억 400

만 원의 예산이 지원됨으로써 미디어 분야의 신규교수 충원과 

교육환경개선을 위한 투자가 가능하게 되었다. 이로써 테크노

경영대학원은 개원 후 10년 만에 상호 보완적인 테크노경영대

학원 · 금융전문대학원 · 정보미디어경영대학원의 3개 대학원 체

제로 개편되었다. 이에 따라 대학원의 하부조직에도 변화가 나

타났는데, 석 · 박사과정인 경영공학전공과 MBA인 테크노경영 

전공·이크제큐티브전공 및 AIM/AIC 등 경영자과정이 테크노경

영대학원 소속으로, 금융전공(MBA)과 금융전문가과정(경영자과

정)이 금융전문대학원 소속으로, MBA인 경영정보전공 및 통신

경영정책전공이 통합 · 개편된 정보미디어전공이 정보미디어경

영대학원 소속으로 분리되었다. 

이와 같이 2006년 2월 이후 서울부총장 밑에서 독립적으로 

운영하여 온 3개 대학원 체제는 2006년 9월 7일 KAIST의 단과

대학 체제 개편에 따라 3개 대학원을 포괄하는 상위 조직으로 경

영대학이 설치되었고, 각 대학원이 상생·발전하기 위해 3개 대학

원 간 합의를 거쳐 2009년 9월 경영공학전공을 경영공학과로 승

격시켜 경영대학 내 독립 학과로 운영하기로 했다. 서울캠퍼스를 

총괄하던 서울부총장이 2009년에 직제 폐지되었으며, 경영대학

은 본원의 교학부총장의 하부조직으로 운영되게 되었다. 

정부의 녹색성장정책에 의거 기후변화와 에너지 고갈의 시

대에 대비하여 지속적인 성장을 위한 녹색 창업, 녹색 경영, 녹

 

녹색성장대학원 중국 현장학습 2013.12.22.

색 정책의 고급 전문가를 양성할 필요성이 대두되었고, 이를 위

해 우리나라의 지속적인 녹색성장 구현을 위한 필수요건으로 인

재 양성을 선도하는 글로벌 녹색성장단지를 재창조하자는 ‘홍릉 

글로벌 녹색성장단지’ 조성 계획에 의거해 ‘녹색성장대학원’이 

2013년 설립되었다.

경쟁을 거름 삼아 발전하던 3개 대학원은 2013년 9월 KAIST 

전체 학사개편 단행에 따라 경영공학과가 학부급 조직인 경영공

학부로 승격하여 녹색성장대학원이 포함된 4개 대학원이 경영

공학부의 하부조직으로 MBA 및 MS 교육을 담당하도록 했다.

| 주요 연혁 |

•1980. 03.01. 산업공학과 내에 경영과학전공 신설

•1981. 01.01. KAIST에 경영과학과 설치

•1990. 08.21. 부설 연구소 개소(산업경영연구소)

•1991. 12.20. 제70회 정기 이사회  

  - 서울 분원 설치 및 운영(안) 결의 

  - 산업경영학부 신설, 경영정책학과 신설(석사과정) 

  - 국방경영 전공 신설(국방부 요청) 

  - 기술경영전공(KTMP, 1995년부터 신설)  

  - 서울 분원 설치(신소재공학 · 자동화및설계공학 ·  

                                  정보및통신공학과) 

  - 산업공학과 학사과정 개설

•1993. 03.01. KAIST 서울 분원 경영정보공학과 설치

•1994. 12.16.  KAIST 산업경영학과 설치 (경영과학과와 경영정책학과 

통합), 경영정책학과 기술경영전공(KTMP) 확대 개편

•1995. 01.01.  테크노경영대학원 설치(산업경영학과와 경영정보 

공학과 통합운영 이사회 승인 의결), 기술경영전공

(테크노경영MBA 1기) 78명 입학

 •1996. 03.04.  테크노경영대학원 개원(서울캠퍼스), 경영공학전공 

석 · 박사 과정 62명, MBA과정 113명(기술경영, 경영 

정보, 금융공학, 통신경영·정책)

•1997. 01.17.  SK Telecom과 산학협동 협정 체결, 테크노경영대학

원 발전기금 120억 원 기증

•1997. 04.07. 산업경영학과(학사과정) 테크노경영대학원으로 통합

•1997. 09.08.  환경경영·정책전공(Green-MBA) 98학년도부터 

신규 개설

•1998. 01.14. RPI대학과 국제교환 프로그램 협정 체결

•1998. 08.19. 최고지식경영자(CKO)과정 개설 

•1998. 10.09. 최고벤처경영자(AVM) 과정 신설

•1998. 11.28. SUPEX경영관 준공

•1999. 07.15. 매경-테크노경영대학원 제1회 CEO 정보화 포럼 개최

•2000. 05.09.  KAIST 테크노경영대학원-캘리포니아대 환경경영  

프로그램 협정식

•2000. 07.26.  대만 National Chengchi 대학 College of Commerce

와 협력 체결

•2001. 08.16. 최고사내컨설턴트(AIC) 과정 개설

•2001. 12.28.  삼성 SDS, KAIST 테크노경영대학원에 지식관리  

시스템 기증

•2002. 03.01. 경영공학전공 학 · 석사 연계과정 도입

•2002. 02.28. 산업경영학과 폐쇄 

•2002. 05.01. 유럽지역 경영대학원 연합체 EFMD 회원 가입

•2003. 08.19. 경영대학 국제인증 (AACSB) 획득

•2003. 09.16. 제1회 KAIST Case Competition 개최

•2004. 03.05. Executive MBA 개설 

•2004. 09.01. 제1회 KAIST CEO Forum 개최

•2004. 10.17.  KAIST 테크노경영대학원 AACSB World Conference 개최

경영대학

512 513 

KAIST 50년사  |  학과사



•2004.	11.14.	 	AAPBS	창설	및	테크노경영대학원장	Founding	

President	선임

•2005.	12.19.	 	금융전문대학원,	정보미디어대학원	설치	·	운영		

이사회	승인	의결

•2006.	01.18.	 재정경제부와	업무협약	체결

•2006.	02.28.	 	금융전문대학원(KGSF)	개원,	금융전문대학원		

맥쿼리그룹	석좌기금	출연	협정	체결

•2006.	03.27.	 	정보미디어	경영대학원(KSIM)	개원,	테크노경영대

학원	개원	10주년

•2006.	03.31.	 	금융전문대학원,	한국산업은행과	산학협력	협약	체결	

•2006.	05.09.	 	정보미디어경영대학원,	IT	경영전문인력	양성지원	

사업	협약체결(정보통신부)

•2006.	09.19.	 	경영대학	설치(학부체제를	단과대학	체제로	개편,		

서울부총장제	설치)

•2006.	10.		19.	 	로이터코리아와	산학협력	협약체결	및	로이터트레

이딩센터	오픈

•2006.	 2005	IS	Research	Global	Ranking	13위

•2007.	07.10.	 KAIST-SMU,	학·석	공동학위제도	국내	첫	도입

•2007.	10.29.	 로체스터대학과	MOU	체결(Dual	Degree	실시)

•2007.	 10.30.	 씨티그룹과	금융인력	개발	지원	협약	체결

•2008.		01.30.	 UN	Global	Compact	가입

•2008.	02.15.	 금융전문대학원	학생투자실전펀드(KSIF)	출범

•2008.	04.30.	 미시건주립대학과	MOU	체결(Dual	Degree	실시)

•2008.	05.07.	 런던시티대학(CASS)과	MOU	체결(Dural	Degree	실시)

•2008.	08.12.	 미	일리노이대학교와	복수학위	프로그램	진행

•2008.	10.02.	 	중앙일보	국내	경영대학	랭킹	교원당	SCI/SSCI		

연구	업적	1위

•2008.	12.01.	 AACSB	재인증

•2009.	05.18.					Financial	Times	Global	100	MBA	진입

•2009.		06.17.			경영자과정	FT랭킹	세계	29위,	아시아	2위

•2010.		04.				 EQUIS	인증	획득

•2012.	 07.	 	경영자과정	FT랭킹	세계	28위,	아시아	1위

•2012.	 06.15.	 KOICA와	업무협조약정	체결

•2012.		09.				 정보경영MS	개설

•2013.	 01.01.	 EQUIS	재인증	

•2013.		02.				 프로그램	개설(PMBA,	SEMBA,	MFE)

•2013.	 04.29.	 녹색성장대학원	신설

•2013.	 05.13.	 	경영자과정	FT랭킹	세계	28위,	아시아	1위(2년	연속)

•2013.		09.				 녹색경영정책MS	개설

•2013.	 11.13.	 세계	경영교육	연합(PIM)	회원	가입

•2014.	04.01.	 AACSB	재인증	

•2014.	 05.11.	 	경영자과정	FT랭킹	세계	24위,	아시아	1위(3년	연속)

•2014.	09.	 	KAIST	경영대학,	Beta	Gamma	Sigma	프리미어		

지부로	승급

•2014.	 10.29.	 	IIASA(International	Institute	for	Applied	Systems	

Analysis)와	MOU	체결

•2014.	11.	 KAIST	청년창업투자지주	설립

•2014.	 12.05.	 제1회	KAIST	경영대학	2014	Case	Competition	개최

•2015.	 05.20.	 	경영자과정	FT랭킹	아시아	1위(4년	연속)

•2015.	05.	 	녹색성장대학원	Better	World	MBA	아시아	1위,		

세계	4위	선정(Corporate	Knights	평가)

•2016.	03.01.	 경영대학–기술경영학부	통합

•2016.	 04.12.	 EQUIS	재인증	

•2016.	 11.03.	 	녹색성장대학원	GGKP(Green	Growth	Knowledge	

Platform)	국내	대학	최초	가입

•2017.	 05.24.	 	녹색성장대학원	GGGI(Global	Green	Growth	Institute)와	

MOU	체결

•2018.	 06.	 	녹색경영정책프로그램	Sustainable	

Development	&	Environmental	Management	

교육프로그램	아시아		

1위,	세계	7위	선정(Eduniversal	평가)

•2019.		 AACSB	재인증	

•2020.	06.	 	환경부	지속가능발전	융합인재	특성화대학원	지원

사업	협약	체결

•2020.	09.	 금융전문대학원	디지털금융MBA	신설(여의도	IFC)

•2020.	10.	 	환경부	녹색	융합기술	인재양성	특성화대학원	녹색

금융	분야	지원사업	협약	체결

| 연구 분야 및 교수진 |

경제	:	윤참나	·	이기은	·	이창양	·	인영환	·	황성하	·	신은철

금융	:		강장구	·	고우화	·	김동규	·	김수헌	·	마틴	디어커(Dierker	

Martin)	·	박광우	·	변석준	·	오동철	·	이인무	·	이창주	·	조훈	·		

최현수	·	현정순	

마케팅	:	김민기	·	윤여선	·	윤태중	·	이찬진

생산전략	및	경영과학	:	김보원	·	김상원	·	이윤신	·	전덕빈	·	정학진

기술·조직·전략	:		김영배	·	김태현	·	박상찬	·	배종태	·	백용욱	·	백윤석	·		

이은석	·	이지환	·	장세진	·	진병채

회계	:	곽병진	·	김용태	·	류충렬	·	오형일	·	한인구

IT경영	:		강금석	·	김영걸	·	박병호	·	박성혁	·	안재현	·	오원석	·	이병태	·		

이희석	·	조대곤	

명예교수	:		김동석	·	김병천	·	김성희	·	김재철	·	김지수	·	박성주	·	문송천	·		

안병훈	·	이재규	·	이회경	·	차동완	·	한민희	·	현용진

추모교수	:	이진주	·	이승규	

| 비전 및 목표 |

Beyond Knowledge!

KAIST	경영대학은	1996년	개원	이래	우리나라	경영교육과	학

문을	세계적	수준으로	이끌어	왔다.	기술과	경영의	결합을	통한	

세계	일류	경영대학의	비전을	표방하며	국내	최초	미국식	전일

제	MBA를	도입하여	경영학	교육	분야에서	선도적	역할을	하고	

있다.

이제	‘기술과	경영의	결합을	통한	세계	수준의	경영대학’이라

는	비전,	‘기술	·	경영	분야	글로벌	경영인력	양성과	연구’라는	미

션	아래	교육과	연구의	탁월성과	경영교육과	기술교육의	통합

을	추구하여	정부	·	사회	·	기업의	요구에	부응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경영공학부·기술경영학부는	세계	수준의	연구자	·	학자	배

출,	MBA는	탁월한	경영인,	기술을	아는	경영인	양성을,	경영자

과정은	산업체	최고경영자	재교육을	교육의	중점	방향으로	삼

고	있다.	

경영대학

514 515 

KAIST 50년사  |  학과사



기술경영학부
School of Business and Technology 

Management

2009-2021

더 나은 세상의 혁신 경제를 위해 

기술과 경영을 융합하다

| 개요 |

기술을 이해하고 혁신을 주도하는 

글로벌 비즈니스 리더 양성

21세기 세계 경제 패러다임은 과학기술 발전과 산업 간 융합으

로 급격하게 전환되고 있다. 신기술 개발과 사업화 성공이 국가

의 흥망성쇠를 좌우하면서, 기술을 잘 알고 사람과 사회를 이해

하는 통합적 혁신경영 전략가가 필요하게 되었다. 기술경영학부

는 기술을 이해하고 혁신을 주도하는 글로벌 비즈니스 리더 양

성을 목적으로 설립되었다. 

기술경영학부는 과학과 공학, 그리고 경영학을 연계하여 패러

다임 전환을 선도하는 글로벌 리더, 미래 기술 및 사회 예측을 기

반으로 전략적 기회를 포착해 사회경제 발전을 주도하는 전략적 

창업가, 그리고 향후 신산업 창출을 주도하는 시장 혁신가를 양

성한다. 이러한 창의 · 융합형 혁신 인재 양성을 통해 기술경영학

부는 우리 사회가 직면하고 있는 문제 해결에 기여하고자 한다. 

기술경영학부는 기술을 잘 아는 학생을 대상으로 경영의 이론과 

실무를 교육하고, 리더로서 갖추어야 할 소통능력과 협업능력 

배양에 역점을 두고 있다. 기술경영학부는 본과에 학사 · 석사 · 박

사과정을 두고, 산하에 기술경영전문대학원과 글로벌IT기술대

학원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기술경영전문대학원(Graduate School of Innovation and 

Technology Management)은 새로운 가치 창출의 핵심인 혁신을 바

탕으로 기술의 융합적 발전에 맞추어 올바른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 능력과 글로벌 감각을 갖춘 실무 인재를 양성한다. 기술경

영전문대학원은 신성장동력 분야의 주요 기술과 혁신에 대한 이

론 및 실무를 학습하고, KAIST의 이공계 학과와 협력하여 성공

적인 사업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

글로벌IT기술대학원프로그램 (Global Information and 

Telecommunications Technology Program)은 2006년 정보통신부 글로

벌인재양성 사업의 일환으로 설립되어 글로벌 IT 리더 양성을 목

표로 매년 20명 규모의 석 · 박사 대학원생을 선발하고 있으며, 현

재까지 69개국 225명의 석 ·박사 학생을 교육하고 있다. 성장잠재

력이 우수한 신흥공업국 및 개발도상국의 IT분야 공무원 및 공공

부문 전문가를 대상으로 석 · 박사과정 교육을 통해 250여 명의 IT 

분야 글로벌 고급 인적네트워크를 확보하고 있으며, 한국 IT 기업

의 해외 진출 확대 및 글로벌 기술사업화의 근간이 되고 있다. 글

로벌IT기술대학원프로그램은 KAIST의 국제화를 대표할 수 있는 

대학원, 그리고 국내 기업의 선진기술과 이를 필요로 하는 해외 

국가들의 양방향 소통 창구로서의 성장을 기대한다.

기술경영학부 산하 교육조직별 교육 특징과 수여학위는 다음

과 같다.

기술경영학부 

- 학문 및 연구중심(공학 학사 · 석사 · 박사)

기술경영전문대학원 

-  실무중심, 혁신 및 기업가정신(공학 석사 · 박사)

글로벌IT기술대학원프로그램 

-  학문 및 연구중심, 개발도상국 또는 신흥공업국의 정보통신 

기술 전문가 대상(공학 석사 · 박사, 경영학 석사 · 박사)

기술경영학부는 경영학 일반(회계, 재무, 마케팅, 조직 및 인사관리, 

전략, 생산관리, 경영정보)을 바탕으로 기술혁신 및 기술경영, 기업

가정신, 과학기술정책 등의 분야를 연구하고 있다. 또한, 정보통

신기술과 정보통신산업, 미디어와 문화산업, 에너지와 환경 등 

특정 산업에 특화된 연구도 활발히 진행되고 있으며, 거시경제 

분야의 소득불균형 완화, 지역발전 정책, 그리고 사회적 기업과 

지속가능성장 등도 연구하고 있다.

| 설립 배경 및 역사 |

인간과 우리 사회가 직면한 문제를 해결하는 

창의 · 융합형 인재를 위해

과학기술의 빠른 발전과 산업 간 융합, 그리고 신기술의 개발과 

성공적 사업화가 국가의 성쇠를 결정하는 현재, 인간과 우리 사

회가 직면한 요구를 해결하는 창의 · 융합형 글로벌 비즈니스 리

더를 양성할 목적으로 2009년 구 ICU IT경영학과와 KAIST 경영

과학과를 통합하여 기술경영학부로 승격, 현재에 이르고 있다.

ICU의 IT경영학부는 정보통신산업의 경영 및 정책 수립에 대

한 사회과학적 분석 능력을 배양하고 학문적 수월성을 추구하기 

위해 설립되었다. 특히, 사회과학적 사고와 이론의 습득뿐만 아

니라 기술 · 경영 · 정책의 학제적 교육 및 사례 교육을 통해 현장

에서의 실무 적용 능력을 높여 종합적인 문제 해결 능력을 지닌 

정보통신산업의 리더를 양성했다.

2009년 KAIST와 ICU의 합병으로 ICU의 IT경영학부와 KAIST

의 경영과학과가 통합되었다. 2013년 7월 경영과학과 학사과정

 

글로벌IT기술대학원 발전기금 전달식 2013.0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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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설치되었고, 9월에는 기술경영전문대학원을 흡수하면서 기

술경영학과로 확대 재편되었다. 2016년 기술경영학부로 승격되

면서 KAIST 경영대학에 소속되었다.

2020년 현재 기술경영학부에는 본과 학사 · 석사 · 박사과정뿐

만 아니라 기술경영전문대학원 프로그램, 글로벌IT기술대학원 

프로그램, 경제학부전공, PCM대학원부전공, 창업융합석사과정 

등이 설치되어 있다. 또한 글로벌기술사업화센터 · 미래경영연

구소 · 사회기술혁신연구소 · KAIST 바이오헬스케어 혁신정책센

터 · KAIST 지역혁신센터 · 산업미래전략연구센터 등 다양한 연구

센터가 설립되어 활발한 연구 활동을 하고 있다.

| 주요 연혁 |

ICU

•1997. 12. ICU 대학원대학교 설립

•2001. 11. ICU 학사과정 설립

•2006. 11. ICU Global IT Technology Program 개설

•2009. 03.  ICU-KAIST 통합(ICU 학과: 정보통신공학과 · IT경영

학과 · 글로벌IT기술대학원)

KAIST

•2003. 05. M Tech Certificate Program 개설

•2004. 05. 기업가정신연구센터 개소

•2005. 09. BE Program 부전공 개설

•2008. 02. BE Program 복수전공으로 확대

•2008. 12. 기술경영전문대학원 신설 

•2009. 06. 경영과학과 신설(BE Program 흡수)

•2009. 12. KAIST 경영과학과와 ICU IT경영학과 통합

•2010. 06. 동문창업관으로 이전

•2012. 09. 융합경영연구소 설립

•2012. 11. 경제학 부전공프로그램 설치

•2013. 04. 사회기술혁신연구소 설립

•2013. 04. 주파수와 미래연구센터 설립

•2013. 07. 경영과학과(기술경영학부) 학사과정 설치

•2013. 09.  학사조직 개편: 인문사회융합과학대학 소속으로  

변경, 기술경영학과로 학과 명칭 변경, 산하에 다음 

교육프로그램 개설 

- 본과 학사 · 석사 · 박사과정 

- 기술경영학과(IT경영학) 학사 · 석사 · 박사과정 

  (재학생 졸업 시까지 운영) 

- 기술경영전문대학원프로그램(I&TM) 석사 · 박사과정 

- 글로벌IT기술대학원프로그램(ITTP) 석사 · 박사과정 

- IT-MBA과정(재학생 모두 졸업, 2014년 폐지) 

- 경제학부전공프로그램

•2015. 02.  기업가정신 부전공프로그램 설치

•2015. 06.  KAIST 지역혁신센터 설립, KAIST 바이오헬스케어 

혁신정책센터 설립, 글로벌기술사업화센터 설립

•2015. 12. PCM대학원 부전공프로그램 설치

•2016. 03.  학부 승격(기술경영학부로 명칭 변경) 및 경영대학으

로 소속 변경

•2016. 09. 기업가정신 부전공프로그램 K-School로 이관

•2016. 09. 창업융합석사과정(K-School) 학생 모집

•2018. 12. 산업미래전략연구센터 설립

| 연구 분야 및 교수진 |

회계 : 정양헌

재무 : 김륜희 · 최호용 · 한승헌

전략 : 류원상 · 정현주

조직행동·인사 : 송찬후 · 이수진

마케팅 : 김혜진 · 이의훈 · 허영은

경영정보 : 이철호 · 조항정

경영과학·생산관리 : 노재정

경제학 : 권영선 · 김지희 · 민홍기 · 이덕희

기술경영·혁신정책 : 김원준 · 정재용

에너지·환경 : 엄지용

명예교수 : 남찬기 · 박명철 · 양태용 · 이각범 · 이홍규 · 최문기

| 비전 및 목표 |

혁신 및 기업가정신 분야의 세계적인 교육 · 연구 선도기관

기술경영학부는 혁신 및 기업가정신 분야의 세계적인 교육 · 연구 

선도기관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러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기술

경영학부는 다음과 같은 세 가지 주요 임무를 수행하고 있다. 

1.  교육 측면 : 더 나은 세상을 만드는 혁신가와 기술을 이해하고 

혁신을 주도하는 글로벌 비즈니스 리더를 양성한다. 

2.  연구 측면 : 혁신 및 기업가정신 분야의 지식 창출하고 세계적

인 연구자들과의 협업을 통해 혁신 연구를 선도한다. 

3.  창업 측면 : 혁신 경제를 위한 기술과 경영의 융합을 바탕으로 전

략적 기술 창업가를 양성하고, 성공적인 기술사업화를 추구한다. 

이러한 노력을 통해 기술경영학부는 KAIST의 혁신 및 기업가

정신 분야 교육 · 연구 플랫폼이 될 것이며, 궁극적으로 기술경영

의 세계적인 교육 · 연구 선도기관으로 자리매김할 것이다.

 

기술경영학부 학과설명회 2018.11.07. 

 

기술경영전문대학원 & 기업가정신연구센터

경영대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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융합인재학부
School of Transdisciplinary Studies

융합인재학부

SCHOOL OF 
TTANSDISCIPLINARY STUDIES

융합인재학부
School of Transdisciplinary Studies

2019-2021

최첨단 학부 교육을 선도하는 학과, 

세계적인 학부과정 융합교육의 중심

| 개요 |

전문적 역량과 함께 

초학문적 사고력을 갖도록 하는 교육 과정 

융합인재학부는 학생들이 전문적 역량을 가지면서도 캠퍼스 밖

의 사회 · 기업과 연계될 수 있게 하는 교육과정이다. 융합인재학

부에서 교육받은 학생들은 초학문적 사고력을 갖추고 이를 바탕

으로 사회와 대학원에서 다양하고 복잡한 문제를 창의적으로 해

결하는 역량을 가지게 된다. 

이러한 학부과정 교육을 위해 당초 ‘융합기초학부’라는 명칭

으로 2017년 9월부터 약 2년간의 설립 준비 기간을 거쳐 2020

년 봄학기부터 본격적인 학부 운영을 시작했으며, 2020년 10월 

15일 대내외적 환경 변화에 따라 명칭을 ‘융합인재학부’로 변경

했으며, 2020년 11월 1일 기준 총 12명의 전임 및 비전임 교원과 

행정직 3명이 근무 중이다. 

융합인재학부는 학생들의 융합교육을 위해 최적화된 우수한 

교육과정과 다양한 교과목을 운영하고 있으며, 대전 본원 행정

분관(N2) 건물 내에 위치하고 있다.

| 설립 배경 및 역사 |

초연결 · 초지능 · 융복합 4IR 시대에 대비하는 

창의융합형 글로벌 리더 양성

KAIST는 국내 산업화의 태동기에 국가 발전을 위해 절실히 필요

한 고급과학기술 인재 배출을 목적으로 설립되어 운영되었으며, 

그동안 이러한 국가적 사명을 성공적으로 수행했다. 융합인재학

부는 4차 산업혁명의 태동기를 선도하고 미래 교육을 대비하며 

향후 총체적 변화를 주도하기 위한 KAIST의 새로운 시대적 사명

에 부응하여 미래가 요구하는 지식창조형 글로벌 인재를 양성하

는 것을 그 설립 목적으로 한다.

이러한 목적 달성을 위해 학생들이 학부 수준의 교육과정에

서 전문적 역량을 가지면서 초연결 · 초지능 · 융복합 4IR 시대에 

대비하는 창의융합형 글로벌 리더로 양성되는 것을 교육적 추진 

배경으로 삼고 있다. 추진배경 각각의 내용은 아래와 같다. 

-  폭넓은 교육 : 학생들에게 관심 분야의 학문적 사회적 지형도

를 그릴 수 있는 깊고 넓은 다양한 안목형성 

융합인재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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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인맞춤형 교육 : 학생 개개인의 성향과 재능에 따라 개성적

이고 다양성을 추구하는 교육 

-  창의성 · 실행능력 : 실제로 인류에 기여할 수 있는 것을 창작

하고 만드는 능력 함양 

-  공동체 · 세계시민의식 : 자신의 재능과 능력 학문적 · 사회적 

성취를 더 나은 사회와 인류를 위해 기여함 

-  자발적 성취동기 : 학문적 호기심, 지적욕구, 사회적 공동체 

의식등 자발적 성취동기 기반교육

이러한 시대적 요청에 따라 KAIST는 학사과정 융합교육을 전

담하는 학과 설립의 필요성과 타당성을 논의하기 위한 융합기초

학부 설치 검토위원회를 2017년 4월부터 운영하며 관련된 각종 

사안을 논의했으며, 2017년 9월에는 융합기초학부 설립을 위한 

융합기초학부 설립추진단을 잠정조직으로 설치하여 2019년 9

월까지 운영했다. 융합기초학부 설립추진단장은 생명화학공학

과 김종득 교수가 담당했으며, 2019년 5월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에서 융합기초학부 설립을 최종 승인했고 2019년 9월에는 학부 

개소식 행사를 개최했다.

융합기초학부는 KAIST 제16대 신성철 총장이 제안한 4차 산

업혁명 시대 지식창조형 글로벌 인재 양성을 위한 학사과정 교

육혁신에 대한 강력한 의지로서 시작되었다. 이에 2017년 4월 6

일 융합기초학부 설립의 필요성과 타당성을 논의하기 위한 융합

기초학부 설치 검토위원회가 시작되어 2018년 4월 26일까지 총 

9차례에 걸쳐 개최되었으며, 융합기초학부 설치 검토위원회 활

동의 결과 융합기초학부 설립의 시대적 필요성과 타당성이 인정

되어 융합기초학부 설립 준비를 위한 융합기초학부 설립추진단

이 2017년 9월 19일 KAIST에 잠정조직으로 설치되었다. 융합기

초학부 설립추진단장으로는 교내외에 명망이 높고 학사과정 융

합교육 분야의 전문가인 생명화학공학과 김종득 교수가 2017년 

9월 19일부로 임명되어 2019년 9월 10일까지 재직했으며, 재직 

중 융합기초학부 교과과정 수립, 교과목 개발, 겸임교수 포함 총 

8인의 교원 임용, 학부 공간 시설공사, 홈페이지 및 홍보자료 제

작 등 학부 설립에 필요한 제반 사항 준비를 완료했다.

2018년 11월 16일 개최된 제260회 KAIST 임시 이사회에서는 

교내에 융합기초학부를 설립하는 것을 승인했으며, 과학기술정

보통신부의 2019년 5월 10일부 한국과학기술원 학칙 일부 개정

(안) 승인에 따라 융합기초학부의 설립이 최종 승인되었다. 이에 

따라, 2019년 5월 13일 KAIST에 융합기초학부 학사조직이 설치

되었으며 2019년 9월 11일 초대 학부장에 융합기초학부 설립추

진단장으로 재직한 김종득 교수가 임명되었다. 2019년 9월 18

일 교내외 귀빈 25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학부 개소식을 열고 

KAIST의 25번째 학과로서 정식 출범했다.

2020년 3월 1일에 바이오및뇌공학과 정재승 교수가 제2대 

학부장으로 취임했으며, 대내외적 환경 변화를 반영하여 2020년 

 

융합기초학부 설치 기념행사 2019.09.18. 

융합인재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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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월 15일에 학부 명칭을 융합인재학부로 변경하고 교육과정도 

혁신적으로 개편했다. 2020년 11월 1일 기준 학부장 포함 전임

직 교원 2명, 겸임교원 10명이 근무하고 있으며, 교원인사심의

회와 운영위원회 등 2개의 위원회가 설치되어 운영되고 있다. 

| 주요 연혁 |

•2017. 04. 융합기초학부 설치 검토위원회 구성 및 운영 시작

•2017. 09. 융합기초학부 설립추진단 잠정조직 설치

•2017. 10. 융합기초학부 설치(안) 교수 대상 공청회

•2017. 11. 융합기초학부 설치(안) 학생 대상 공청회

•2018. 01. 융합기초학부 설치(안) 전체교수회의 보고

•2018. 05. 융합기초학부 설치(안) 교수평의회 보고

•2018. 09. 제1회 융합교육세미나 개최

•2018. 10.  융합기초학부 설립운영(안), 학칙개정(안)등 학사 

연구심의위원회 상정

•2018. 11.  융합기초학부 설립운영(안), 학칙개정(안)등 이사회 

심의 및 시행

•2019. 01. 융합기초학부 행정분관(N2) 건물 내 시설공사 완료

•2019. 05.  융합기초학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승인 및  

학사조직 설치

•2019. 09.  김종득 생명화학공학과 교수 초대 융합기초학부장 

취임 및 학부 개소식

•2020. 03.  정재승 바이오및뇌공학과 교수  

제2대 융합기초학부장 취임

•2020. 10. 융합인재학부로 학부명칭 변경

•2020. 10. 정재승 바이오및뇌공학과 교수 융합인재학부장 취임

| 연구 분야 및 교수진 |

정재승 :  신경동역학, 의사결정 신경과학, 뇌-기계 인터페이스,  

뇌를 닮은 인공지능

가현욱 : 재활공학

겸임교수 :  김병필(기술경영학부) · 김상욱(신소재공학과) ·  

김영철(건설및환경공학과) · 김진환(기계공학과) ·  

류원상(기술경영학부) · 배종성(산학협력센터) ·  

이진우(생명화학공학과) · 최인성(화학과) ·  

최문정(과학기술정책대학원) · 한명준(물리학과)

| 비전 및 목표 |

4차 산업혁명을 선도하고자 하는 KAIST의 

새로운 시대적 사명에 부응하다

미래가 요구하는 초연결 · 초지능 · 융복합 4IR 시대에 적응할 수 

있는 창의융합형 인재 양성을 위해 설립된 융합인재학부는 여

러 융합교육 분야별로 세계적인 수준의 우수교원을 유치할 예정

이다. 이를 바탕으로 융합인재학부 학생들의 요구와 최신 융합

교육 동향이 반영된 교과목과 교육과정을 지속적으로 개발 · 운

영하여 학생들에게 보다 많은 기회와 폭넓은 시야를 제공하고, 

장기적으로는 4차 산업혁명을 선도하고자 하는 목표를 가진 

KAIST의 새로운 시대적 사명에 부응하고자 한다. 

우수교원 확충을 위해서는 국내는 물론이고 해외의 우수한 

인력을 교원으로 유치할 것이며, 이들이 융합인재학부에서 우수한 

학부생 교육과정을 개발하고 운영할 수 있도록 학부 내에 행정적 

제도적 지원과 함께 최첨단 시설과 장비, 소프트웨어 등을 구비

할 예정이며, 이의 운용을 위하여 우수한 지원인력도 채용할 것

이다.

이러한 비전에 따라 향후 융합인재학부는 KAIST 내부적으로 

최첨단 학부 교육을 선도하는 학과가 될 것이며, 대외적으로는 

세계적인 학부과정 융합교육의 중심이 될 것이다.

융합인재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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