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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장메시지 창조적 인재교육의 숲

씨앗 대학소개 | 연혁

뿌리 CJNU Global DREAM 2020

싹 대학특성화 및 학문분야 특성화

잎과 줄기 대학 및 학과소개

꽃 취업 및 진로현황

열매 CJNU of PRIDE

숲 충주대, 날아 오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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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 o r  a  B r i g h t  F u t u r e

Challenge**

꿈 꾸는 사람은 아름답습니다.

미래를 당겨 안기 때문입니다.

도전하는 사람은 더 아름답습니다.

이미 미래와 함께 하기 때문입니다.

Challenge for a Bright Future!

세계를 꿈꾸는 지식 노마드

충주대학교는

도전하는 젊음으로 가득합니다.





인재양성은 흔히 나무를 기르는 일에 비유됩니다. 쓸모 있는 나무로 키우기 위해서는 기름진 토양

위에튼실한씨앗을심고오랜시간땀과정성을쏟아야하듯인재를키우는일도이와같은이치이

기때문입니다.

나무가씨앗으로부터시작해뿌리를내리고줄기를뻗어잎과꽃을피우고열매를맺는것처럼, 충

주대학교는 로벌 능력을 갖춘 전문가 양성이라는 토양 위에 튼튼하게 뿌리 내리며, 자랑스러운

결실을쏟아내는창조적인재교육의큰나무들의숲으로성장하고있습니다. 

충주캠퍼스는 공과대학, 건설조형대학, 첨단과학기술대학, 인문대학, 사회과학대학으로 증평캠퍼

스는 보건생명대학, 국제사회정보대학으로 개편 및 신설하여 총 7개의 단과대학과 일반대학원을

구성함으로써 IT, BT, 친환경부품 소재 및 인문사회 예술분야, 보건복지 생명분야 등 지역 착형

특성화를기반으로충주대학교는명실공히세계속으로뻗어가는대학으로발전해갈것입니다. 

또한 2006년성공적인대학통합과2010년 3월일반대학전환을계기로‘Challenge for a Bright

Future’라는미래를향한힘찬도전을슬로건으로중장기발전전략을새롭게정립, 교육인프라

를 확충하고 창조적 인재교육 역량을 제고하는 등 명문대학 도약을 향한 힘찬 날개를 펴고 있습

니다.

충주대학교는 미래 사회가 필요로 하는 학과와 대학을 신설하고 대학체계를 새롭게 재편하면서

2010년을제2의도약을향한원년으로삼고있습니다.

100년 역사를 토대로 새로운 100년을 향해 도약합니다. 충주대학교에서 밝은 미래에 도전할 뜨거

운가슴들을만나보십시오. 

창조적인재교육의숲
대한민국의중심에서
세상을열겠습니다

총장 장 병 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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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 r e s i d e n t ’ s  M e s s a g e



1914.  04 청주자혜의원조산부및간호부양성소설치

1953.  07 청주간호고등기술학교로명칭변경

1962.  01 청주간호학교개교

1962.  06  충주공업초급대학개교

1966.  03  충주공업고등전문학교개교

1974.  03 충주공업전문학교개교

1979.  03 충주공업전문대학으로개편

1982.  02   국립청주전문대학설립인가

1993.  03 충주산업대학교개교

1996.  03  산업대학원개원

1999.  03 국립청주과학대학으로교명변경

1999.  03  충주대학교로교명변경

2004.  03 경 행정외국어대학원개원

2006.  03 통합충주대학교개교

2006.  06 인문사회관준공

2006.  10 산학협동프라자착공

2007.  11 통합대학구조개혁지원사업우수대학선정(교육인적자원부)

2007.  11 통합대학연혁정립(개교년도: 1914년/ 개교기념일: 6월5일)

2007.  12 인도델리대학과교류협약체결

2007.  11 통합대학구조개혁지원사업우수대학선정(교육인적자원부)

2008.  02 대학헌장제정공포

2008.  03 공군본부와학군교류체결

2008.  05 캄보디아파나샤스트라대학과교류협력체결

2008.  06 식품의약안전청과교류협약체결

2008.  07 러시아태평양대학과교류협약체결

2008.  08 에너지인력양성사업선정(지식경제부)

2008.  08 우수인력양성대학교육역량강화사업선정(교육과학기술부)

2008.  12 대학구조개혁지원사업평가‘최우수대학’선정(교육과학기술부)

2009.  04 대학교육역량강화사업선정(교육과학기술부)

2009.  05 충주시와상호협력체결

2009.  06 중앙일보 ITEA와협력체결

2009.  06 2009 중소기업산학협력지원사업도내최다선정

2009.  07 충주MBC와교류협약체결

2009.  08 미국3개대학과MOU 체결(케터링대학, 로렌스텍, 세일럼주립대학) 

History of CJNU

충주대학교는 창조적 인재교육으로 실무능력을 겸비한 인재 양성을 위해 특성화 전략
을 수립하고, 타 대학과 차별화된 교과과정 운 을 통해 전국적 명문대학으로 입지를 확고
히 굳혀가고 있습니다.
특히 충주대가 원대하게 그려내고 있는 밑그림인「CJNU Global DREAM 2020」은 지나
온 100년의 역사를 바탕으로 향후 100년을 야심차게 설계해 나아갈 핵심 발전전략입니다.

「CJNU Global DREAM 2020」은 창조적 전문인력을 양성하는 인재교육의 선도 대학을
창출하고, 대학의 위상을 4년제 대학의 중위권에서 상위권으로 도약하며, 3개 이상의 대학
특성화 분야를 전체 지방대학 가운데 상위 10위권으로 진입시킨 뒤, 대학의 평가지표를 일
반대학 평균 이상의 수준을 확보하기위한 충주대학교의 큰 지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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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14년 첫 씨앗을 심었습니다. 

척박한 기술교육의 땅에 실기와 이론으로 무장한 충주대학교의 인재교육 파워는

다양한 특성화 프로그램으로 깊게 뿌리내리기 시작했습니다.

교육 이념
진리탐구

미래창조

인류봉사

교육 목표
전인적 품성과 창조적 지성을 갖춘 신지식인 육성

지역문화 창달과 국가발전을 선도할 창의적 인재 육성

국가와 인류사회 번 을 위해 봉사하는 로벌 리더 육성

100년전, 
대한민국의중심에씨앗을뿌렸습니다



오랜 역사와 전통을 바탕으로 21세기 지식정보화

사회의 주역이 될 인재양성에 주력하고 있는

충주대학교는 현장 실무 경험이 풍부한

전임 교수진 아래 첨단 실험실습 설비 등 완벽한

교육여건을 갖추고 창조적 인재교육의

뿌리를 더욱 깊게 내리고 있습니다.

CJNU Global DREAM 2020 5대 지향점
- 시너지창출을위한협력체제구축

- 교육환경변화에적응력강화

- 특성화에의한대학경쟁력확보

- 수요자지향의만족도제고

- 대학역량강화

CJNU Global DREAM 2020 8대 전략
- 맞춤형전문인력양성과학문분야특성화

- 우수신입생유치

- 학생지원확대와취업률제고

- 교수연구역량과산학협력의증진

- 행정력과재정력의신장

- 교육인프라의확충과캠퍼스균형발전

- 대학의 로벌화와대학이미지제고

- 창조적변혁의대학문화형성

뿌리깊은나무는
바람에흔들리지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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씨앗의 싹이라고 할 수 있는

우수한 인적자원과 특성화 전략은

대한민국 인재의 거목으로 커나갈

충주대학교의 미래입니다. 

충주캠퍼스의 IT, BT, 친환경

부품소재 및 인문·사회·예술분야, 

증평캠퍼스의 보건·복지·생명분야 등

특성화 전략은 지역과 함께 발전하는

산학연의 새로운 롤모델입니다.

충주대학교는‘싹’부터달랐습니다

충주대학교가 도전하는 미래, 처음과 끝이 다릅니다

C HALLENGER 미래를향해도전하는‘도전자’

J UMPER 중원을넘어세계로

N OMAD 세계를무대로뻗어가는지식노마드

H  U MANIST 인류사회에봉사하는 로벌리더

중원을 넘어 세계로

- 세계12개국21개대학과국제교류협정체결

- 교환학생파견

- 해외유학생교육

- 어학연수프로그램

- 해외문화체험프로그램

- 해외대학과학생교류

- 다양한어학교육

- 외국인유학생국내문화체험프로그램운



대학과 학부(과)는 언제나 창조적 광합성으로 치열합니다. 

아이디어가 자라고, 창조적인 실용인재가 자라고, 

대학의 경쟁력이 자라나고 있습니다. 이들 뿌리 깊은 나무들이

모여 거대한 지성의 숲을 이룰 것입니다. 21세기꿈들이모여보석처럼반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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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계공학과

에너지시스템공학과

산업경 공학과

안전공학과

신소재공학과

환경공학전공

환경시스템설계학전공

화공생물공학과

나노고분자공학과

항공·기계설계학과

공과대학 공과대학

토목공학과

도시공학과

건축공학과

건축학과(5년제)

산업디자인학과

건설조형대학
전기공학과

전자공학과

제어계측공학과

정보통신공학과

컴퓨터정보공학과

컴퓨터공학과

첨단과학기술대학

어 문학과

실용 어학과

중국어과

문예창작학과

음악학과

스포츠학과

행정학과

행정정보학과

경 학과

경 정보학과

인문대학

간호학과

물리치료학과

응급구조학과

의료정보공학과

식품공학과

바이오산업학과

보건생명대학

사회과학대학

일반대학원

산업대학원

경 ·행정대학원

인문대학원

중앙도서관 / 전산정보원
교수학습개발원 / 인력개발원
생활관(국원,예성,청아) / 방송국
박물관 / 대학신문사
공학교육혁신센터 / 공동실험실습관
정보교육원 / 평생교육원
과학문화진흥센터
국제공인시험연구센터

대학원 부속기관

컴퓨터멀티미디어학과

유아교육학과

사회복지학과

국제통상학과

국제사회정보대학



공과대학

C o l l e g e  o f
E n g i n e e r i n g

기계공학과
에너지시스템공학과
산업경 공학과
안전공학과
신소재공학과
환경공학전공
환경시스템설계학전공
화공생물공학과
나노고분자공학과
항공·기계 설계학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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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계공학과
기계공학과는 다양한 산업기계와 관련 기계시스템의 설계, 제작 등
에 관한 이론과 응용기술을 탐구한다. 시스템 설계 및 에너지 관련
기술의 학문적 발전에 노력하며, 산업체와의 협업을 통한
CAD/CAM 및 제조 기술의 개발을 통해 지역 업체를 선도하는 신
기술 개발 리더로서 자리매김하고 있다. 또한 기업기반의 현장 맞
춤형 교육과 양질의 창의적 인재 양성을 위해 다양한 교육프로그램
을 운 하고 있다. 주요 전공 트랙으로 재료 및 파괴, 생산 및 설계,
열/유체 시스템, 동역학 및 제어 분야가 있다. 
043-841-5121  http://mech.cjnu.ac.kr

에너지시스템공학과
에너지시스템공학과는 기계, 전자, 조선, 건축, 화공, 유전공학, 생
물공학 등의 분야와 연계하여 인류문명에 기여하는 열공학 분야,
에너지 관련 분야 및 산업설비, 설계, 시공분야의 학문적 지식을 창
의성 기반에서 보다 깊이 학습·연구함으로써 에너지에 관련된 기
계 및 산업설비 분야의 기기들을 보다 안전하고 효율적으로 운용할
수 있도록 연구, 설계, 제작, 관리까지 책임질 수 있는 전문 엔지니
어를 양성하고 있다. 기계공학 및 에너지공학을 기초로 하여 건물
에너지, 대체에너지, 동력시스템, 시스템 설계 및 제어 분야를 중점
적으로 다루고 있다. 
043-841-5281  http://energy.cjnu.ac.kr

산업경 공학과
공학·경 학 지식을 토대로 합리적이고 과학적인 방법으로 시스템
을 운 하는 관리기술에 대한 학문이다. 공학 전반에 관한 유기적
활동을 규명하고 과학적인 경 기법에 대해 교육한다. 
043-841-5301  http://ie.cjnu.ac.kr

안전공학과
다양화·대형화되어 가는 사고로부터 인명, 재산, 환경을 보호하고
사고요인 및 위험에 대한 분석과 평가능력을 배양하여 재해예방 대
책을 제시할 수 있는 전문안전 기술인을 양성하고 있다. 
043-841-5331  http://safety.cjnu.ac.kr

산업기반사회에서 요구되는 우수한 공학기술인 양성을 목표로 기계공학과, 에너지시스템공학과, 산업경 공학과, 안전공학과, 신
소재공학과, 환경공학전공, 환경시스템설계학전공, 화공생물공학과, 나노고분자공학과, 항공·기계설계학과 등 8개학과 1개학부
(10개 전공)로 2010년 3월 1일부터 새롭게 구성됩니다.
미래 국가의 경쟁력은 공학기술의 발전과 무관하지 않습니다. 이에 우리 공과대학에서는 공학교육의 혁신을 위하여 현재 공학교
육인증(ABEEK) 제도를 도입하여 운용 중에 있으며, 긴 한 산학협력 체제를 구축하여 교육역량 강화 및 기초과학과 창의성을 바
탕으로 한 실용적인 공학교육기반조성에 역점을 두고 있습니다. 특히 생산기술, 친환경기술, 항공 및 NT계열 관련 역에서 기초
과학과 첨단공학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교수 및 학습방법을 통해 폭 넓은 공학적 지식과 소양을 겸비한 미래의 인재를 키워가고
있습니다. 

미래 공학을 이끌 인재들 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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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소재공학과
이공학 분야의 근간을 이루고 있는 금속·전자·세라믹·
복합 재료 및 이들과 관련된 신소재의 구조, 특성 등에 관
한 기본 이론과 재료의 성능개선, 개발 등의 응용 분야에
대한 학문이다. 
043-841-5381  http://mse.cjnu.ac.kr

환경공학전공
저탄소 사회구조로의 전환을 위한 다양한 환경오염 문제의
해결방안과 시대를 앞서는 지성과 도전 정신을 지닌 환경
공학 전문가로서 창의적 사고력, 공학적 센스와 체계적인
첨단 이론ㆍ설계의 연계ㆍ통합 연구형 교육을 통하여 환경
오염의 진단 평가, 처방, 치료, 복원 및 예방, 자원 재생산
을 위한 전문화된 연구개발 실무능력을 배양한다. 
043-841-5351  http://enviro.cjnu.ac.kr

환경시스템설계학전공
인류가 해결해야 할 가장 커다란 과제인 환경오염을 해결
하기 위한 시스템설계 인력을 양성하는 학문이다. 환경오
염의 원인 및 제거방안, 환경기초 시설 시스템설계 및 해
석 등을 연구한다. 
043-841-5721  http://enviro.cjnu.ac.kr

화공생물공학과
화학공학을 바탕으로 에너지, 바이오, 신소재, 환경 산업에
서 중추 역할을 할 국제수준의 화공생물공학 전문엔지니어
를 양성하는 학과이다.  
043-841-5221  http://chbe.cjnu.ac.kr

나노고분자공학과
금속, 세라믹과 더불어 세계 3대 소재로 불리는 고분자는
플라스틱, 고무, 섬유, 접착제 및 도료 등을 포함한 다양한
생활용품 및 산업용 재료로서 이용되고 있다. 활용 분야
및 중요성이 날로 확대되는 고분자를 연구하는 학문이다. 
043-841-5421  http://www.bintpolymer.com

항공·기계설계학과
실천적이며 창의적인 설계 능력을 갖춘 항공·기계설계 기
술자를 교육하며, 21세기 국가의 10대 주력 기간사업인 항
공우주 및 첨단기계 분야를 선도하는 기술인력 양성을 목
표로 한다. 
043-841-5114  http://amde.cjnu.a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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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목공학과
토목공학은 인간이 접하고 있는 자연환경을 보존함과 동시에 국토의
효율적 개발과 편리한 생활환경을 도모하며, 이를 위해 사회기반시설
을 계획하고 건설하는 학문으로 건설공사의 시행을 위한 조사ㆍ계획
ㆍ설계ㆍ시공 및 유지관리를 포함하는 총체적 시스템공학이다. 
043-841-5181  http://civil.cjnu.ac.kr

도시공학과
현대생활의 중심지인 도시공간을 아름답고 편리한 삶의 터전으로 가
꾸기 위해 도시 전반적인 부분들을 계획, 개발하고 관리 방안을 다루
는 종합학문이다. 현대 도시가 요구하는 환경 여건을 종합적으로 조
사, 분석할 수 있는 전문가를 양성한다. 
043-841-5411  http://civil.cjnu.ac.kr

건축공학과
건축은 인간 생활을 담는 그릇으로 예술적·과학적·사회적으로 종합
예술인 학문이다. 합리적인 건축 장인을 육성하기 위해 산학협력체제
구축과 연구 프로젝트 참여 등을 통한 현장 중심 교과 과정을 진행하
고 있다. 
043-841-5201  http://arch.cjnu.ac.kr

건축학과(5년제)
국제 건축사 인력양성을 목표로 2003학년도부터 건축학 전문학위과
정인 5년제로 개편하여 운 하고 있다. 지역적 기반을 통한「지속가
능한 건축」을 교육목표로 설계, 커뮤니케이션, 문화적 맥락, 기술, 실
무 역으로 편성된 교과과정을 갖추고 있다. 
043-841-5841  http://architecture.cjnu.ac.kr

산업디자인학과
디자인과 조형 활동에 필요한 이론과 기술을 습득하고 사회 환경과
시대 흐름에 따른 생활 수단과 인간 생활의 질적 향상에 기여하는 디
자인 교육을 목표로 하고 있다. 
043-841-5731  http://id.cjnu.ac.kr

인간생활에 근간이 되는 사회기반시설을 구축하는 토목공학, 도시공학, 건축공학, 건축학(5년제) 및 산업디자인 분야를 아우르는 5
개의 학문 역을 다루고 있습니다. 미래의 신세계 창조를 위해 건설 분야와 조형분야의 융합으로 지속가능한 녹색성장시대를 선
도할 수 있는 실용인력의 양성을 교육의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환경친화적 건설신기술과 조형적 감성을 과학기술과 조합함으로서 현대사회가 요구하는 인재교육을 위해 철저한 눈높이 맞춤교육
을 지향하고 있습니다. 또한 공학인증 및 건축학 인증에 의한 교육시스템을 운 함으로서 국제적 기준에 부합하는 우수인력 양성
과 공학교육 혁신으로 교육의 새로운 지평을 열어가고 있습니다.

녹색성장시대를 선도할 실용인력을 양성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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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공학과
국가 성장동력 산업의 중추 역할을 담당하는 분야로 전기에너지
발생, 전송 및 제어에 바탕을 두고 전기기기 및 설비운용에 관한
전문 지식과 기술을 습득하기 위해 이론 및 실험 실습이 체계적으
로 이뤄지고 있다. 
043-841-5141  http://ee.cjnu.ac.kr

전자공학과
반도체(재료, 소자, 장비), 통신, 디지털 및 컴퓨터, 제어 등 현대
정보화사회를 견인하는 IT 분야의 핵심요소를 폭 넓게 학습하여 다
양한 IT 산업 분야에서 중심적 역할을 수행하는 엔지니어들을 양성
하고 있다. 
043-841-5161  http://junja.or.kr

제어계측공학과
미래사회에서 요구하는 학문적 지식과 기술을 습득하여 제어, 자동
화 및 정보기술의 발전에 크게 이바지할 고급 전문가의 양성을 목
표로 하고 있다. 최근 제어분야의 기술이 지능화, 원격화 함에 따
라 최신 이론을 습득하고, 컴퓨터를 이용한 정보의 처리 및 전송기
법을 다룸으로써 컴퓨터 하드웨어 및 소프트웨어 기술, 통신 시스
템 구현을 위한 전자 및 전기 기술을 습득할 수 있다. 
043-841-5321  http://ice.cjnu.ac.kr

정보통신공학과
복합 융합화 하는 통신과 방송 분야에서 활동할 자발적이고 창의
력 있는 우수 인력을 양성하기 위해 유무선 통신시스템, 신호처리,
네트웍, 전자소자 분야 교육을 이론과 실험실습을 통하여 내실 있
게 수행하고 있다. 
043-841-5361  http://ec1.cjnu.ac.kr

컴퓨터정보공학과
고도의 정보 사회로 발돋움 하고 있는 현 사회에서 요구하는 컴퓨
터에 대한 전문 지식을 갖춘 고급 기술인을 양성하는데 중점을 두
고 있으며, 특히 산업 현장에서 필요로 하는 핵심기술과 신기술을
익혀서 현장업무에 유효 적절히 적응할 수 있는 응용교육의 산실
이다. 
043-841-5261  http://cs.cjnu.ac.kr

컴퓨터공학과
컴퓨터공학과는 유비쿼터스(Ubiquitous) 사회를 이루기 위한 IT
분야 전문 기술 분야인 컴퓨터 시스템 및 하드웨어 설계, 임베디드
시스템 설계, 차세대 인터넷, 정보보안 기술 등의 전문분야에 대한
연구와 전문 IT 인력을 양성을 목표로 한다. 
043-841-5341  http://ce.cjnu.ac.kr

현대 과학과 응용 공학이 융합된 첨단 학문의 교육과 연구 중심 대학으로 각 학과들은 현재 국가 산업성장의 원동력 분야 중에서
도 선도적이고 중추적 역할을 하는 IT 관련 분야의 핵심 학과들로 로벌 경쟁시대에 적응할 수 있는 창조적 실용 교육의 실력과
차세대 리더의 자질을 겸비한 국가 동력을 육성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또한, 국가의 New-IT전략에 적극 참여함으로써 새로운 IT 산업기술의 선도 역할은 물론 미래 New-IT 융합기술을 바탕으로 세계적
신성장동력산업으로각광받고있는녹색신재생에너지산업기술의중심에서서미래를향해도전하고전진하는젊은대학입니다. 

실력과 차세대 리더의 자질을 겸비한 국가 동력을 육성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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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 문학과
21세기 세계화 시대, 국제어인 어를 듣고 말하는 능력은 물론 읽
고 쓰는 능력 개발에 중점을 두며 아울러 실무능력을 갖추고 어
학과 문학 전공분야에서도 깊이 있는 학습을 시켜 국제적 인재
를 양성한다. 
043-841-5391  http://english.cjnu.ac.kr

실용 어학과
어를 자유롭게 구사할 수 있는 언어능력을 배양하고 문작성

능력에 기초한 번역능력 및 이와 관련된 실무교육을 통해서 전문
직업인으로서의 업무 수행능력을 발휘할 수 있는 인재를 배양한다. 
043-841-5861  http://english.cjnu.ac.kr

중국어과
중국 전문가를 양성하는 데 목표를 두고 있으며, 이를 위해 매년
중국 유명대학 교수를 초빙하여 학문의 깊이를 더하며 자매결연대
학과 학점 교류를 통한 어학연수를 실시하고 있다. 
043-841-5441  http://cd.cjnu.ac.kr

문예창작학과
문학적 쓰기를 통해 전문 문인 등단을 목표로 하면서 동시에 교
양적, 문화적 쓰기를 지향하여 보편적 지성의 신장에 기여하고,
문화산업의 가치를 실현하고자 하는 학문 분야이다. 
043-841-5981  http://munye.cjnu.ac.kr

음악학과
피아노(오르간), 성악, 관·현악 전공으로 구분되며, 철저한 개인별
실기지도로 연주능력을 향상시키고 다양한 교과목을 개설하여 폭
넓은 이론과 교양을 겸비한 능력 있는 전문연주자 및 음악지도자
로 양성한다. 
043-841-5971  http://music.cjnu.ac.kr

스포츠학과
스포츠인문사회과학과 운동과학의 두 분야에 초점을 맞춰 국민건강
과복지증진에일익을담당하는스포츠전문가를육성하고자한다. 
043-841-5991  http://sport.cjnu.ac.kr

인문대학은 인재를 키우기 위해 인문대학 소속 각 전공분야에서는 다채롭고 맛깔스러운 학문의 세계를 제공합니다.
"The War for Talent" (인재확보전쟁)의 시대라 불리는 21세기를 맞아, 인문대학은 인문 예술분야의 인재들을 키워 나가는 인재의
숲으로 거듭나고 있습니다. 
멋진 역량 있고 끼 있는 인재의 산실인 인문대학에서 다양한 학문의 세계를 노크하고 그 지적 매력에 흠뻑 빠진 학생들은 졸업과
동시에 종합실무능력을 지닌 지식전문가로서, 또 사람다운 멋과 향취를 지닌 지성인으로서 대학의 문을 자랑스럽게 나서게 될 것입
니다.

인문 예술분야의 인재들을 키워 나가는 인재의 숲으로 거듭나다



사회과학대학

C o l l e g e  o f  
S o c i a l  S c i e n c e  

행정학과
행정정보학과
경 학과
경 정보학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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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학과
행정학과는 광범위하고 복잡해져가는 행정현상과 정부의 역할을
행정학도들이 체계적으로 이해하고 실천할 수 있는 능력을 함양함
으로써 국가와 사회에서 중추적 역할을 하며 인간생활 조건의 개
선과 향상을 위해 봉사할 수 있는 유능한 인재를 양성하는데 교육
목표를 둔다. 그리고 행정학과의 교육방침은 과학적인 지식에 의하
여 사회문제를 해결하고 국가, 사회를 효율적으로 발전시킬 수 있
는 합리적이고 창의적인 능력을 배양시키고, 법학, 정치학, 경제학,
사회학 등 인접학문에 대한 폭넓은 지식을 습득케 해 사회를 다각
도에서 분석할 수 있는 능력을 키워주는 것이다. 졸업 후에는 국가
공무원 및 지방공무원은 물론, 은행원, 경찰, 언론계 및 시민단체,
군무원, 법률사무소 및 공사 등 각종 기업체의 관리직으로 취업할
수 있고, 대학원에 진학할 수 있다.
043-841-5401  http://publica.cjnu.ac.kr

행정정보학과
과학적인 문제해결 역량과 창의적 정보기술 활용능력을 겸비한 공
공행정 및 IT 실무분야의 인재를 육성하는 학문이다. 
043-841-5401  http://pmis.cjnu.ac.kr

경 학과
학문 범위가 매우 광범위한 실용학문이며, 각종 기업 경 기법을
비롯한 제반 경제현상의 문제해결 및 효율적 경 교육을 비롯하여
정보기술력 증진의 정보화 교육, 산업체와 연계한 실제적 교육, 국
제경 교육까지 섭렵한다. 
043-841-5431  http://biz.cjnu.ac.kr

경 정보학과
정보가 경쟁력이다. 정보관리자가 기업을, 국가를, 세상을 지배하
고 있다. 본 전공은 경 학을 배움과 동시에 경 정보의 관리에 대
해 배운다. 이론은 물론 현장 실무를 최대한 경험하게 하여 우리
사회의 모든 조직에서 필요로 하는 전문 인재를 양성한다.
043-841-5881  http://biz.cjnu.ac.kr

사회과학대학은 사회현상에 대한 과학적 탐구와 전문경 인 양성 등 창조적 지도자를 길러내는 것을 목표로 행정학과, 행정정보학
과, 경 학과, 경 정보학과 등 4개 학과로 구성되어 있으며, 사회 제현상에 대한 과학적 탐구를 통하여 보다 나은 사회를 이끌어
갈 유능한 전문인력 양성과 국가와 지역사회에 기여할 유능한 전문경 인을 양성합니다.

사회를 이끌 유능한 전문인력을 양성하다



보건생명대학

C o l l e g e  o f  H e a l t h  a n d
B i o t e c h n o l o g y

간호학과
물리치료학과
응급구조학과
의료정보공학과
식품공학과
바이오산업학과



www.cjnu.ac.kr 2627

간호학과
간호 분야 전문 지식과 이론을 습득하고 임상실습을 통한 기술을 연마하여
인간이 최적의 건강상태를 유지, 증진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전문 간호사를
양성한다. 매년 도내 최고의 입시율로 우수한 학생들을 유치하고 있다. 
043-820-5170, 5171  http://nursing.cjnu.ac.kr

물리치료학과
물리치료학은 인류역사와 함께 발전해 왔으며, 사회의 발전과 더불어 최근
에 선진국형 복지지향 정책, 성인병, 당뇨병, 암, 고혈압 등의 만성질환의
증가, 평균수명의 연장, 노인인구의 증가, 산업재해 및 교통사고의 증가 등
으로 물리치료학의 발달은 필연적이며 앞으로 시대적 요구에 따라 더 많은
분야로 의료서비스와 국민복지 향상에 이바지하는 결정적인 역할을 담당하
는 의료 분야이다. 본 학과를 졸업하면 국가고시를 통하여 물리치료사 면허
를 취득하게 되며 면허 취득 후 진출분야는 대학부속병원, 종합병원, 병원,
한방병원, 의원, 재활원, 특수학교, 보건소, 보건진료소, 스포츠 팀, 스포츠
센터, 노인요양원, 장애인 복지관, 산업현장의 산업물리치료 등으로 환자나
장애인 뿐 아니라 일반인의 건강증진 및 예방을 위하여 물리치료사로서 일
을 하게 된다. 
043-820-5201  http://pt.cjnu.ac.kr

응급구조학과
초기 응급처치능력 배양으로 심근경색, 뇌졸증(중풍), 당뇨병 등으로 인한
사망과 구적 손상을 예방하고, 사고나 재해의 규모가 대형화됨에 따라서
병원 전 현장에서 전문적인 응급의료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한다. 응급구조학
과는 1급 응급구조사를 양성·배출하여 소방공무원 구급분야, 교정직공무
원, 응급실 내 응급구조사 등으로 진출하고 있다. 
043-820-5211  http://emer.cjnu.ac.kr

의료정보공학과
의료정보공학과는‘기초의학’+‘정보처리’+‘IT공학’의 학문을 융합하여 향
후 폭발적인 인력수요가 요구되는 의료IT 융합 산업시장에서 선도적 역할
을 담당할 핵심인력을 양성한다. 의료정보 처리를 위한 소프트웨어 및 하드
웨어에 관련된 내용을 중점적으로 교육한다. 
043-820-5114  http://medit.cjnu.ac.kr

식품공학과
식품의 여러 특성에 관한 이론을 바탕으로 최적의 식품을 가공하는 기술과
제조원 식품의 품질 및 미생물관리 등의 기술을 통해 식품공학시대를 이끌
인재를 양성한다. 
043-820-5241  http://foodbio.cjnu.ac.kr

바이오산업학과
생명공학 기술을 기반으로 생물체의 기능과 정보를 활용해 인류가 필요로
하는 유용한 물질과 서비스를 생산하는 바이오산업 및 관련 연구기관에 진
출할 실무중심형 전문인력을 양성한다. 
043-820-5331  http://foodbio.cjnu.ac.kr

보건생명대학의 비전은 로벌 미래사회를 선도해 갈 실무형 보건인력 및 생명공학인의 양성에 있습니다. 이를 위해 인간존중과 전
문성을 바탕으로 다양한 지식에 대한 탐구 능력, 비판적 사고와 창의성을 갖추도록 교육하고 있습니다.
보건생명대학은 간호ㆍ보건계열 3개 학과(간호학과, 물리치료학과, 응급구조학과)와 공학계열 3개학과(의료정보공학과, 식품공학과,
바이오산업학과)로 구성되어 있으며, 실제 상황의 재현을 통해 의료실무 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는 시뮬레이션센터와 현장성 있는 인
력양성 및 산학협력 활성화를 위한 바이오 식품 학교기업을 갖추고 있습니다.

미래사회를 선도해 갈 실무형 전문인력을 양성하다



국제사회정보대학

C o l l e g e  o f  I n t e r n a t i o n a l  
S o c i a l  a n d  I n f o r m a t i o n  S c i e n c e

컴퓨터멀티미디어학과
유아교육학과
사회복지학과
국제통상학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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컴퓨터멀티미디어학과
컴퓨터멀티미디어 분야는 국가 차세대성장동력사업 중 하나로 디
지털콘텐츠 제작, 3D그래픽, 가상현실 등의 중요성이 증대되고 있
으며, 관련 산업의 발전이 가속화되고 있다. 멀티미디어 기술과 IT
가 결합된 멀티미디어 시스템 및 정보처리, 멀티미디어 콘텐츠,
3D 웹 멀티미디어 분야를 중점적으로 교육한다. 
043-820-5114  http://multi.cjnu.ac.kr

유아교육학과
유아교육학과는 유능하고 실천적인 유아교사 양성을 목표로 이론
강의, 현장경험, 교육실습 등의 과정을 통해서 전문적 지식, 체계
적인 교수와 유아지도, 학급운 기술, 유아교사로서의 태도를 갖
춘 유아교사를 양성한다. 
졸업생은 유치원정교사 2급, 보육교사 2급 자격증을 취득하여 국
공립 유치원 및 사립 유치원, 국공립 어린이집 및 사립 어린이집,
유아교육관련 연구소 및 기업체 등에 취업한다.
043-820-5114  http://ece.cjnu.ac.kr

사회복지학과
현대사회의 제반 사회문제를 예방 및 해결하고 모두가 인간다운
생활을 누리는 복지사회구현에 목표를 두고 있으며, 이를 위해 사
회복지 이론과 실천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과 능력을 갖춘 사회복
지 전문인력을 양성하고자 한다. 
043-820-5341  http://welfare.cjnu.ac.kr

국제통상학과
국제통상학과는 국제통상 이론과 실무에 정통한 로벌 인재를 양
성하는데 교육목표를 두고있으며, 이를 위하여 전공실무교육을 특
화하고 국제마케팅, e-비즈니스, 무역실무, IT활용 전자무역에 능
통한 로벌 국제통상전문가(Generalizing Specialist)로서의 실
무능력을 배양하는데 주력한다. 
043-820-5114  http://ibc.cjnu.ac.kr

국제사회정보대학은 교육, 복지, 무역, 정보화 분야의 유기적인 교류협력을 바탕으로 21세기 인재 상에 맞는 세계화, 지역화, 융합
화의 실행을 목표로 창의력과 인성, 로벌 마인드를 겸비한 현장전문 인력양성을 목표로 합니다. 
이를 위해 세계화의 기본축인 어교육을 강화하고, 대학 내의 각 전문분야를 인접학문으로 활성화시킴과 동시에 각 분야가 연계
된 연구체제 및 산학연관체제를 활성화시킴으로써 학생들의 교육, 연구, 산학협력과 취업역량 강화를 통해 국가와 지역사회가
필요로 하는 로벌 인재양성을 담당합니다.

국가와 지역사회가 필요로 하는 로벌 인재를 양성하다



교양과정부

S c h o o l  o f  
L i b e r a l  A r t s  

대학의 기본인 전인적 교육을 위한 학부라 할 수 있다. 기본적인 인간의 도리와 지식을 바탕
으로 급변하는 사회에 대처하기 위한 사회과학의 새로운 이론을 습득하고, 자연과학의 기본
원리를 배우며, 원만한 의사소통을 위한 어학교육을 강화하여 국제적인 지식인을 배출합니다.
043-841-5481  http://ge.cjnu.ac.kr

자유전공학부는 기존의 학과 및 전공을 정하여 입학하던 방식과는
다르게 학생들이 대학 입학 후 보다 자유로운 환경에서 학문탐색
의 기간을 거쳐 전공 선택의 폭을 넓히고 학문에 대한 적응력을 갖
도록 하기 위해 도입된 것으로서, 1학년 과정 중에는 교양과목 위
주의 수업을 이수하고 2학년 진급 시 일부 학과를 제외하고는 자
유롭게 학과 및 전공을 선택하여 해당 과목을 전공하게 됩니다.

전 인 교 육 의 실 현 으 로 나 아 가 다

자유전공학부

S c h o o l  o f  
L i b e r a l  S t u d i e 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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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대학원

지식정보화 사회에 부합하고, 전문적이며 학술적인‘지역 혁신형’산학협력 인력양성의 모형을‘국가 혁신형’으로 확대 발전시킴
으로써 지역산업 뿐만 아니라 전국적 기반을 갖는 로벌 인력양성을 목적으로 하며, 국제적 수준의 경쟁력을 갖춘 전문 지식인을
양성하기 위해 전공분야의 학문적 이론과 새로운 학문적 조류를 수용하고 첨단 지식과 기술을 연마할 수 있는 교육과정, 국가와
인류사회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창조적인 지식 창출을 위해 독자적으로 문제를 해결하고 창의적이고 비판적인 연구 역량을 연마
할 수 있는 교육과정, 실용적인 지식뿐만 아니라 균형을 갖춘 사고력과 건전한 인격을 가진 전인적인 지도자로서의 역량 강화에
주력할 수 있는 교육과정 운 을 목표로 합니다. 

산업대학원
평생교육의 이념과 계속교육의 기회를 부여하기 위하여 산업 기술 분야에 관한 이론과 실제 응용을 과학적 방법으로 연구하고 교
수하여 전문 기술인으로서의 지도자적 인격과 창의적 개발 능력을 갖춘 고급 인재 양성을 목적으로 하며, 산업체 근무인력의 평생
이념에 부합하기 위한 실무적 인력양성을 목표로 합니다. 

경 ·행정 대학원
심오한 학술 이론과 현재에 적용 가능한 실천적 응용을 지향하는 연구와 교육을 통해 급변하는 세계화 시대를 선도할 창조적 자질
을 갖추고, 전문적인 이론 지식과 현장 실무 능력을 겸비한 창의적인 전문 인재양성을 목적으로 합니다. 

인문대학원
지성인이 갖추어야 할 다양한 학문 분야에 대한 교양적 가치 탐구와 광범위한 인문학적 지식을 기반으로 하여 인간의 본질적인 사
고와 행위에서 비롯되는 제반 현상을 파악하고, 분석적·비판적·사변적인 방법을 폭넓게 사용하여 인문학 전통의 가치관을 토대
로 인문학의 실용화 방안을 적극 모색함으로써 국가사회와 인류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실용적 지식인 양성을 목적으로 합니다. 

043-841-5037  http://dhw.cjnu.ac.kr

대학원

G r a d u a t e
S c h o o l



조직도

대학본부

교무처
교무과
학생서비스센터

학생지원처
학생지원과
장애인학생지원센터

기획협력처
기획과

사무국
총무과
시설과

입학관리본부

국제교류본부

산학협력단(법인)
총괄기획부
행정지원부

충주캠퍼스

총 장
홍보실

단과대학

공과대학
기계공학과
에너지시스템공학과
산업경 공학과
안전공학과
신소재공학과
환경공학부
-환경공학전공
-환경시스템설계학전공

화공생물공학과
나노고분자공학과
항공·기계설계학과

건설조형대학
토목공학과
도시공학과
건축공학과
건축학과(5년제)
산업디자인학과

첨단과학기술대학
전기공학과
전자공학과
제어계측공학과
정보통신공학과
컴퓨터정보공학과
컴퓨터공학과

인문대학
어 문학과

실용 어학과
중국어과
문예창작학과
음악학과
스포츠학과

사회과학대학
행정학과
행정정보학과
경 학과
경 정보학과

자유전공학부

교양과정부

대학원

일반대학원
석사(3계열 29학과)
박사(2계열 6학과)

산업대학원

경 ·행정대학원

인문대학원

부속기관

부속기관
중앙도서관
전산정보원
교수학습개발원
인력개발원
생활관 (국원,예성,청아)
방송국
박물관
대학신문사
공학교육혁신센터
공동실험실습관
정보교육원
평생교육원
과학문화진흥센터
국제공인시험연구센터

법인
산학협력단(법인)
<산하기관>
창업보육센터
중소기업산학협력센터
충주파스너RIS사업단
지역혁신센터(RIC)
충북TP충주지원센터
충북환경기술개발센터
바이오식품학교기업

<부설연구소>
나노기술연구소
로벌IT연구소

방재기술연구소
차세대BINT신기술연구소
건설환경기술연구소
지역발전연구소
동아시아연구소
공공환경디자인연구소
문화산업연구소
스포츠산업연구소
간호과학연구소
화학산업연구소
세계무술아카데미연구소
태양광기술연구소
보건복지교육연구소
녹색성장산업연구소

학술진흥장학재단

단과대학

보건생명대학
간호학과
물리치료학과
응급구조학과
의료정보공학과
식품공학과
바이오산업학과

국제사회정보대학
컴퓨터멀티미디어학과
유아교육학과
사회복지학과
국제통상학과

부속기관
중앙도서관증평분관
전산정보원증평분원
생활관(청아)
평생교육원증평분원
창업보육센터증평분소

증평캠퍼스

O r g a n i z a t i o 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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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앙도서관
지상 4층 규모의 중앙도서관은 현재 41만여권의 장서를 보유하고 있으며, 학
술연구와 학습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종합학술정보시스템(SOLARS DLiⅡ)
을 구축하여 업무자동화는 물론 자료검색, 대출·반납, 상호대차 및 문헌복사
서비스 등으로 신속하게 정보를 제공하고 있으며, 대학통합 이후 증평캠퍼스
에 증평분관을 두고 운 하고 있다.

● 전산정보원
대학의 신 정보기술(IT)을 도입하고 대학정보화 사업을 통해 학내의 모든 구
성원들에게 필요한 연구, 교육, 행정에 대한 정보 및 서비스를 신속하고 효
과적으로 제공한다.

● 교수학습개발원
21세기 대학교육 패러다임에 부응하기위해 교수학습법의 효과적인 개선과
다양한 교수학습법 도입 및 개발 및 연구와 교육의 연계, 첨단 IT기술을 교육
환경에 접목한 e-러닝 시스템운 및 인프라 구축, 각종 첨단 교육매체 제작
및 제작지원 등을 통해 대학교육의 효율성·수월성 등의 시너지 효과를 얻고
있다. 

● 인력개발원
채용정보를 비롯한 국내·외 인턴십, 아르바이트, 진학정보 등 취업·종합정보
를 통합 관리하고, 재학생의 취업경쟁력 확보와 역량강화를 위해 취업강좌,
채용·취업 설명회, 모의토익, 취업특강 등 지속적인 취업지원 프로그램을 실
시함으로써 학생들의 진로설정과 경력개발, 취업전략 등 총체적인 취업지원
을 제공하고 있다. 

● 생활관
원거리 학생들에게 학업에 전념할 수 있도록 다양한 편의를 제공하고 규율과
질서 있는 공동생활을 통하여 건전한 인격형성과 다양한 대학생활을 체험할
수 있는 곳이다.
충주캠퍼스에는 국원생활관(복도형/340명(남))과 예성생활관(아파트형/264명
(남:72명, 여:192명))이 있으며, 증평캠퍼스에는 청아생활관(복도형/330명
(남:106명,여:224명))이 있다. 모든 호실은 2인 1실로 운 되고 독서실, PC실,
헬스장 등 각종 편의시설을 갖추고 있다.

● 방송국
1999년 설립된 충주대학교 방송국 CBS는 2007년 KBS 디지털콘텐츠페스티
벌 대상과 아프리카 대학축제 생방송 배틀 칭찬별수 최우수상을 수상한 바
있으며, 각종 컨텐츠개발에 힘쓰고 있다.

● 박물관
충주대학교의 역사를 한눈에 살펴볼 수 있는 교사자료를 비롯하여 선사시대
부터 현대에 이르기까지 고고·역사·민속 등 다양한 유물이 소장·전시되
어 있으며 학술심포지움인‘중원문화학술회’를 개최하고 각종 역사문화자료
를 수집·보존하여 지역문화 연구의 중심지로서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 대학신문사
1975년 창간했으며 연 14회 호당 6,000부를 발행한다. 2006년 창간한 자
신문은 연2회 발행하여 자신문은 우리대학과 교류하고 있는 전세계 해외
대학으로 발송된다.

● 공학교육혁신센터
공학교육 전반에 걸친 혁신을 통해 실용적ㆍ창의적 공학교육체제를 구축하고,
한국공학교육인증원(ABEEK)의 공학교육인증 관련 제반업무를 수행하여 공
학교육의 질적 수준을 향상시킴으로써 사회에서 요구하는 우수한 공학 인재
를 양성하기 위해 설립되었다. 교육과학기술부 주최 공학교육혁신센터지원사
업 선정(2007~2012). 

● 공동실험실습관
대학의 교육과 연구를 수행함에 있어 공동 활용도가 높은 첨단 기자재 선정,
구매, 개방적 운용을 일원화하여 학생의 실험실습과 교수의 심도 높은 연구
를 지원한다.

● 평생교육원
우수한 교수 및 강사 인력과 첨단교육시설을 바탕으로 학점은행제 교육과정,
전문자격증 교육과정, 교양 및 생활교육과정, 외국어 교육과정, 건강스포츠
교육과정, 음악클래스 교육과정, 음악실기 교육과정(1:1개인실기지도) 등 다양
한 교육프로그램을 운 함으로써 21세기 현대사회에서 요구하는 각 분야의
전문가와 지도자를 양성하고 지역주민들의 자기계발과 삶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최상의 교육기회를 제공하고 있다.

● 과학문화진흥센터
한국과학문화재단, 충주시와 공동으로 충주시를 과학문화 중심도시로 선포하
고 생활과학교실 프로그램과 청소년을 위한 이동과학교실을 운 하는 등 지
역의 과학문화를 활성화하고 있다.

● 국제공인시험연구센터
지식경제부 기술표준원 산하 한국인정기구가 인정한 국제공인시험기관으로
국가가 국제공인시험기관의 시험업무를 표준화하고 체계적 관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사후관리를 실시하여 국제공인시험기관으로서의 운 을 수행하고
있다. 

부속기관



한 송이 국화꽃을 피우기 위해 봄부터 소쩍새가 울고, 

천둥은 먹구름 속에서 또 그렇게 우는가 보다고 시인은 말합니다. 

자신을 성찰하는 젊은이들의 열정과 대학의 든든한 지원이 함께 아름다운 꽃을 피워갑니다.

우수한 인재가 모여드는 대학, 훌륭한 장학제도, 다양한 취업 지원 프로그램 등

꿈을 현실화 시키기 위한 충주대학교의 전략을 만나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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꿈만가져오세요 - 미래가기다립니다!
우수한인재, 폭넓은장학제도, 높은취업률

- 전체학생의1/3 다양한장학금제도

- 타대학의2/3 수준의저렴한등록금

- 2009년신입생정시경쟁률21대1, 전국최고수준

- 산학협동교육, 실용중심대학-대학과기업, 대학과사회,

대학과세계속에서항상깨어있는대학

- 기업이요구하는맞춤형인재양성, 취업과진로에서우위

- 채용정보와취업정보실시간제공(Job.cjnu.ac.kr)

- 맞춤형취업프로그램과취업촉진프로그램개발및운

- 공학교육인증제도도입, 국제경쟁력지닌공학기술자양성

- 첨단지식산업인재육성및발굴

도전하는젊음이미래를꽃피웁니다



중부권 명문을 넘어선 자부심으로 중원을 넘어 세계로

그 정신의 토를 넓혀갑니다. 

일반대학 전환으로 충주대학교가

대한민국 인재교육의 명문으로 비상합니다. 

충주대학교 가족 모두의 자긍심입니다. 

충주대인(人)이 자랑스럽습니다!

대학취업지원기능확충사업선정(노동부)  

지역혁신센터RIC-N 전환사업선정(산업자원부)  

지역혁신인력양성사업선정(산업자원부)  

특정기초연구사업선정(한국과학재단) 

공학교육혁신센터지원사업선정(산업자원부)  

산학연공동기술개발컨소시엄15과제선정

통합대학구조개혁지원사업우수대학선정(교육인적자원부) 

차세대종합정보시스템및보안시스템구축

스포츠산업기반구축국책사업선정(학술진흥재단)

여대생특화진로교육과정지원대학선정(교육부)

대학취업지원기능확충사업선정(노동부)  

지역연고산업진흥사업(RIS) 선정(지식경제부)

산학협력실지원사업선정(중소기업청)

산학연공동기술지원사업16개과제선정(중소기업청)

목계문화·역사조성사업(충주시)

통합대학구조개혁지원사업최우수대학선정(교육과학기술부)

교육역량강화사업지원대학선정(교과부)

중소기업청년인턴사업선정(노동부)

기업부설연구소사업선정(중소기업청)

산학협력실지원사업3개과제선정(중소기업청)

산학공동기술개발사업15개과제선정(중소기업청)

미취업대졸생지원프로그램사업선정(교과부)

고집중태양광발전CPV실증단지조성

2007년

2008년

2009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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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3대인명사전동시등재- 환경공학부이준호교수, 화공생물공학과이기백교수

2008년도대한건축학회논문상수상- 건축공학과윤승조, 서수연, 손태진교수

2008년지역혁신인력양성사업선정- 전자공학전공박재환, 화공생물공학과이용규교수

2008년대한민국학술원기초학문육성우수학술도서선정- 교양과정부백종오교수

전국해외봉사활동보고대회우수상- 해외봉사단‘우리는하나’(캄보디아방문)

제5회사이버전력리그공모전최우수상- 전기공학과윤여일

제7회전국대학발명경진대회지식경제부장관상수상- 기계공학과‘헤파토스’

제7회로보콘코리아대회장려상- 기계공학과‘트로이’

세계3대인명사전동시등재- 기계공학과이승환교수, 안전공학과배덕권교수

제9회충청북도로봇경진대회대학부대상- 기계공학과‘TROY'

제8회전국대학발명경진대회금상- 기계공학과‘아카도라’

UXgate 디자인공모전3위- 산업디자인과조진 , 반재엽, 박정주

제25회전국하계대학테니스연맹전및제1회회장기테니스대회단체전우승- 스포츠학과테니스부

2009 국제대학생자작자동차대회종합우승, 최고속도상- 기계공학과‘첼린져’

2009 한국농어촌건축대전우수상- 건축학과유 난, 이상진, 임지혜

2009 구미시공공디자인공모전은상, 2009 성남벤치디자인공모전입선- 건축학과정순천

2009 보조기구공모전That's Good Idea! 디자인및아이디어부문우수상- 산업디자인학과강창규

2009 PIN UP 대학생컨셉디자인공모전Kaid분야동상- 산업디자인학과반재엽, 박정주

P R I D E  o f  C J N U

땀 의 결 실 입 니 다

2008년

2009년



충주캠퍼스
- 대중교통 이용

서울 → 충주(동서울터미널, 강남터미널 1시간 30분)
수원 → 충주(직통, 직행 1시간 30분) 청주 → 충주(직통, 직행 1시간)
원주·제천 → 충주(직행 50분) 문경·점촌 → 충주(직행 1시간)
충주시외버스터미널 → 충주대학교(주덕방향 시내버스 15분)

- 자가용 이용
동고속도로 이천나들목 → 충주(수안보)방향 → 주덕(40분) → 충주대학교(10분)

중부내륙고속도로 여주분기점 → 충주나들목(20분) → 충주대학교(3분)
중부고속도로 일죽나들목 → 충주(수안보)방향 → 주덕(40분) → 충주대학교(10분)
중부고속도로 음성나들목 → 충주(수안보)방향 → 주덕(20분) → 충주대학교(10분)
중부고속도로 증평나들목 → 충주(수안보)방향 → 주덕(40분) → 충주대학교(10분)

대학본부 I
대학본부 II
종합강의관
화학생명관
건축관
건설환경관
인문사회관

H1
H2
C3
C4
C5
C6
C7

예성관리동
예성생활관
체육관
환경관
중앙정보관
인터넷창업센터
IT관

S8
S9
H21
E22
H23
E24
C25

동아리관
공동실험실습관
정문
국원생활관
테크노관
시스템관/국원문화관
학생회관

S26
H28
E32
S33
C34
C35
S36

중앙도서관
학교기업
역학시험동
창업생산동
국원노천극장
테니스장
대운동장

H37
E38
H39
E40
E52
E53
E55

함께 멀리, 아름다운 캠퍼스
- 싱그러운그린캠퍼스
- 분과별다양한동아리활동
- 어울림과나눔이있는기숙사
- 아름다운젊음의축제
- 편리한교통네트워크

세상과 가까이, 유비쿼터스 캠퍼스
- 캠퍼스무선인터넷이용
- 충주와증평을잇는초고속전용회선구축
- 사이버교육, 실시간화상교육
- 교수학습연구개발로교수학습정보화
- 국내외도서관연계, 공동학습정보활용체제구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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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 조 적 인 재 교 육 의

증평캠퍼스
서울나들목 → 증평나들목 →증평캠퍼스(1시간 10분)
중부고속도로 증평나들목 → 증평캠퍼스(10분)
충주 → 증평 → 증평캠퍼스(40분)
천안 → 오창 → 증평 →증평캠퍼스(50분)
청주 → 증평 → 증평캠퍼스(45분)
대전 → 청주 → 증평 → 증평캠퍼스(1시간)
증평터미널 → 증평캠퍼스(5분)  증평역 → 증평캠퍼스(5분)

행정관
청아홀
제 1호관
제 2호관

H1
C1
C2
C3

청아생활관
창업보육센터
정문

S4
E6
E7

체육관
야외음악당
대운동장

H8
H9
E10

창조적 인재교육으로 양성된 인재들이 모여 지성의 숲을 이뤘습니다.

미래를 개척할 프론티어들이 모여 꿈의 숲을 이뤘습니다. 

숲은 시원한 그늘과 맑은 물줄기를 들여놓고

새롭고 신선한 공기를 만들어 냅니다. 

지역 산업발전의 거점이자 대한민국 성장동력의

발원지로서 세계로 뻗어나가라 가르칩니다. 

생각의 토를 넓히는 충주대학교

창조적 인재교육의 숲으로 오십시오.



충주캠퍼스 380-702 충청북도 충주시 대학로 72번지 TEL 043 841 5000
증평캠퍼스 368-701 충청북도 증평군 대학로 656번지 TEL 043 820 5114
서울사무소 137-070 서울시 서초구 서초동 1698-7 ITEA빌딩 6층 TEL 02 537 6280

2 0 0 9 - 2 0 1 0    

C H U N G J U    

N A T I O N A L    

U N I V E R S I T Y w
w

w
.c

jn
u.

ac
.k

r

20
09

-2
01

0
CH

U
N

G
JU

 N
AT

IO
N

A
L 

U
N

IV
ER

SI
TY

F
o

r
 

a
 

B
r

i
g

h
t

 
F

u
t

u
r

e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