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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0여 년의 역사와 성과를 자랑하는 

대한민국 유일의 대표 특성화 종합대학 

국가와 사회로부터

지속적인 신뢰를 받는 대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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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05. 05

1914. 04

1948. 03 

1953. 07

1962. 06 

1966. 03

1974. 03 

1993. 03 

1999. 03

1982. 02

1999. 03

철도이원양성소 개소

청주자혜의원 조산부 및 간호부 양성소 설치 인가충

북도립청주병원 부속 고등간호학교 인가

청주간호고등기술학교로 교명변경

충주공업초급대학 개교

충주공업고등전문학교 개교

충주공업전문학교 개교

충주산업대학교 개교

충주대학교로 교명 변경

국립청주전문대학 설립 인가

국립청주과학대학으로 교명 변경

1905 1914 1962 
역사의 출발 종합대학의 요람

HISTORY

1967. 03

1979. 01

1999. 03

철도고등학교로 개칭

철도전문대학(2년제)으로 개편

한국철도대학으로 교명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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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2006 2012
통합의 시작

국립대학 육성사업 선정

대학기본역량진단평가 자율개선대학 선정

교육국제화 역량(IEQAS) 인증대학 선정

사회맞춤형 산학협력 선도대학 육성사업 선정 

대학 평생교육체제 지원사업 선정

초기창업패키지 사업 주관기관 선정

고교교육 기여대학 지원사업 10년 연속 선정

미래융합대학 신설

제7대 박준훈 총장 취임충주대학교와 청주과학대학 통합

충주대학교와 한국철도대학 통합

한국교통대학교 출범

2018. 07

2018. 08

2019. 02

2019. 04

2019. 04

2019. 05

2019. 05

2019. 05

2018. 062006. 03

2012. 03

일반대학으로 개교

교육대학원 신설

융합교육학부 개설

현장실습지원센터 및 창업교육센터 신설

공군학생군사교육단(ROTC) 창설

충북창조경제혁신센터 아이디어팩토리 개소

반기문청년비전센터 개원

2010. 03

2012. 03

2012. 05

2012. 07

2013. 01

2016. 02

2017. 10

BEST KNUT, 새로운 도약



M E S S A G E  F R O M  T H E  P R E S I D E N T

총장 인사말
총장 인사말



국립한국교통대학교는 국내 유일의 교통 특성화 종합대학, 지역중심 최고의 국립대학

으로서 세 개의 캠퍼스별 교육 인프라 확충, 교수의 교육과 연구 역량 확보, 학생들이 

사회가 필요로 하는 기본기를 갖춘 인재로 성장할 수 있는 기본에 충실한 대학으로 발

전해 나아가고 있습니다.

교육의 가치를 높이는 열린 대학

한국교통대학교는‘진리탐구, 미래창조, 인류봉사’를 대학 이념으로 삼고, 400여 명의 교수진과 

수준 높은 교육 시스템, 다양한 전공을 통해 각 분야의 창조적 리더를 육성하기 위해 매진하고 있습

니다. 스마트자동차·항공·공학·인문사회 중심의 충주캠퍼스(대학본부), 보건, 의료, 생명 중심의 

증평캠퍼스, 철도 중심의 의왕캠퍼스로 구성된 한국교통대학교는 현장 중심의 실용교육을 통해 국제 

감각을 갖춘 미래 인재 양성에 주력하고 있습니다.

현재와 미래를 소통하는 대학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발맞춰 유연하고 탄력적인 자세로 변화를 이끌어 나아가고 있는 한국교통대학

교는‘Connect the World'를 대학의 비전으로 정하고 현재와 미래, 지식과 실천, 지역과 세계를 연

계하는 대학과 인재라는 장기적 목표를 가지고 있습니다. 대학 비전에 맞춰 선진화된 인재 양성이라

는 대학의 이념적 자세와 노력으로 사회맞춤형 산학협력 선도대학 육성사업(LINC+) 선정, 대학 혁

신지원사업 선정, 대학 평생교육체제 지원사업(LiFE) 선정, 초기창업패키지 사업 주관기관 선정, 국

립대학 육성사업 선정, 고교교육 기여대학 지원사업 10년 연속 선정 등 괄목할만한 성과를 이루어내

고 있습니다. 한국교통대학교는 수요자 중심의 교육과정으로 국가와 사회가 요구하는 창조적 지성을 

갖춘 미래형 인재를 육성하며, 학생중심의 교육서비스 만족도 향상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Connect the World, 세상에 통하는 대학

한국교통대학교는 국제적 감각을 겸비한 글로벌 인재 양성을 위한 내실 있는 프로그램으로 전 세계

로 뻗어 나아갈 글로벌 감성 리더를 양성하고 있습니다. 외국기업 맞춤 취업을 위한 K-MOVE 스

쿨 사업, 해외봉사, 어학연수, 국제협력 대학 교환학생 프로그램 등 학생 중심의 글로벌 역량강화 프

로그램을 집중적으로 계획ㆍ운영하고 있으며, 모든 학문의 기반인 인문학적 소양을 공고히 하고 1인 

한 개 이상의 외국어 능력을 신장하고, 반기문 비전센터를 통해 국제감각을 갖춘 인재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중국, 일본, 미국, 러시아 등의 세계 유수 명문 대학ㆍ연구기

관과 국제교류협약을 체결하여 해외 견학ㆍ연수 프로그램 등을 지원하고 있으며, 정기적인 국제 세

미나 개최와 지속적인 국제교류협력 네트워크를 구축해 세계적 역량을 갖춘 인재를 양성하고 있습

니다. 한국교통대학교는 창의(V)ㆍ혁신(I)ㆍ실천(P)형 인재 육성으로 전문성과 효율성을 높이고, 국가 

발전과 사회의 행복에 기여하는 글로벌 교통 리더의 요람으로 도약하게 될 것입니다.

    

                                                                     국립한국교통대학교 총장     박 준 훈        

전인적 교양인

창조적 전문가

글로컬 리더

한국교통대학교의 

인재상입니다.

학생들의 꿈을 위해 '잘 가르치는 대학'

국립한국교통대학교

KOREA  NATIONAL  UNIVERSITY  OF  TRANSPORTATION 06_07



3개의 캠퍼스



특성화 클러스터, 지역별 특성화된 

3개의 멀티캠퍼스 구축

특성화된 3개의 캠퍼스에서 
미래형 인재를 양성합니다.

한국교통대학교는 스마트자동차•항공,공학•인문

사회 중심의 충주캠퍼스, 보건•의료•생명 중심의 

증평캠퍼스, 미래철도 중심의 의왕캠퍼스, 모두 3

개의 캠퍼스로 구성된 국내 유일의 교통특성화 종

합대학입니다. 

미래산업 맞춤형 융합인재 양성을 위해 한국교통대

학교는 우수한 교수진, 학생중심의 수준 높은 교육 

시스템, 다양한 전공 프로그램을 갖추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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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트자동차•항공

차세대 에너지 부품소재, IT기술

사회기반 및 건설, 환경

인문사회, 스포츠, 예술

철도교통 및 물류산업보건•의료•생명 

증평캠퍼스 충주캠퍼스 의왕캠퍼스



BEST KNUT

교육경쟁력 1위를 향한 

한국교통대학교의 도약은 

정부재정지원사업과 외부기관 평가에서 

눈부신 성과로 인정받고 있습니다. 

 

또한, 학생 중심의 교육시스템으로

 미래비전이 있는 대학다운 대학의 길을 

열어가고 있습니다.   

2018 - 2022
국립대학육성사업선정  

5년간 140억 지원

2019 - 2021
대학혁신지원사업선정  

3년간 120억 지원

2019 - 2021
사회맞춤형 산학협력 

선도대학 육성사업 선정  

3년간 100억 지원

2019 - 2022
대학 평생교육체제

지원사업(LIFE)선정  

4년간 30억 지원

2010 - 2019
고교교육 기여대학 

지원사업 10년연속 선정  

10년간 80억 지원



앞선 발자취, 길이 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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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산업 맞춤형 융합인재 양성의 교육혁신 대학은

한국교통대의 발전목표입니다.



BEST KNUT



맞춤형 교육의 선도와 

그 중심(core)

국립한국교통대학교

사회맞춤형 산학협력 선도대학 
육성사업(LINC+) 선정

2019년 4월, 교육부로부터 "사회맞춤형 산

학협력 선도대학 육성사업(LINC+사업)"에 

선정되어 3년간(2019~2021) 약 100억 원

의 사업비를 지원받으며 다양한 지역맞춤

형 산학협력 사업을 운영합니다. 한국교통

대학교 LINC+ 사업은 기계소재부품산업, 

수소산업 등 지역특화 산업분야 별로 협업

센터를 구축하여 지역사회 및 기업에 맞춤

형 All-set지원 뿐만 아니라  관광문화, 건

강가정지원 등 지역과 상생하는 사업을 추

진합니다. 또한, 사회맞춤형 교육과정의 개

설, 운영에서부터 채용연계에 이르기까지 

산업체와 공동으로 혁신적 산학 협력 교육

의 체계를 구축하여 사회맞춤형 교육의 고

도화와 지역사회와의 지속가능한 상생협력

을 선도하는 역량을 발휘해 나갈 것입니다.

대학 혁신지원사업 선정

2019년 2월, 교육부 주관 대학 혁신지원사

업에 선정되어 2021년까지 약 120억 원의 

사업비를 배정받습니다. 대학 혁신지원사

업은 기존 ACE+(자율역량강화), CK(특성

화), PRIME(산학연계), CORE(인문), WE-

UP(여성공학) 등 5개 사업이 통합된 사업

입니다. 한국교통대학교는 ‘미래산업 맞

춤형 융합인재 양성의 혁신대학’이라는 

발전목표 아래 창의융합형 실무인재양성, 

산학일체형 산학협력 강화, 지역산업 기반 

맞춤형 인재 양성, 가치공유의 지역 생태계 

구축, 학생 중심의 미래형 캠퍼스 구축 등

의 전략 방향을 설정하고 혁신지원사업을 

통해 가능성을 현실화하며 ‘잘 가르치는 

대학’으로 도약하고 있습니다.

대학 평생교육체제 지원사업
(LiFE) 선정

2019년 4월, 교육부와 국가평생교육진흥원

에서 주관하는‘2019년 대학 평생교육체

제 지원사업(LiFE)’에 선정되어 4년 동안 

사업비를 지원받으며, 선정된 타 대학과의 

상호협의체를 구성하여 K-MOOC 공동 교

과목 개발, 우수 사례 발굴·확산, 공동 홍

보 등 대학 평생교육체제를 확산할 수 있

는 다양한 활동을 추진합니다. 기존 학령기 

학생 중심뿐 아니라 성인학습자 전담 학위

과정까지 운영하는 한국교통대학교는 국민

의 고등평생교육 참여 기회를 확대해 나갈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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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EST KNUT



고교교육 기여대학 지원사업 
10년 연속 선정

정부의 대입전형 단순화 및 투명성 강화 

정책에 적극 부응하고, 학교교육 중심 전

형 운영을 위해 꾸준히 노력한 결과, 2019

년 5월에는 고교교육 기여대학 지원사업에 

10년 연속 선정되는 쾌거를 이루었습니다. 

한국교통대학교는 대학교육의 고른 배분을 

위해 고른기회 전형의 확대, 소외계층을 대

상으로 한 대입정보 제공 강화 등 ‘고교

교육 기여대학 지원사업’의 선도적 모델

을 제시해 왔으며 앞으로도 대입전형 단순

화 및 공정성 제고를 위해 노력하고, 학교

교육 중심 전형을 운영하여 고교교육 활성

화 지원을 위해 앞장서겠습니다.

초기창업패키지 사업 주관기관 
선정

2019년 5월, 한국교통대학교는 중소벤처

기업부가 추진하는 ‘초기창업패키지 사

업’ 주관기관으로 선정되었습니다. 초기

창업패키지 사업은 중기부가 총 1,027억

원의 예산을 투입해 전국 53개 주관기관

을 선정하여 (예비)창업자를 지원하는 사업

으로 기존 창업선도대학 육성사업, 스마트

벤처캠퍼스, 세대융합창업캠퍼스를 하나로 

통합해 초기창업자를 집중 지원하고자 마

련된 사업입니다. 한국교통대학교는 2015

년부터 창업선도대학 육성사업을 통해 총 

92억 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98개의 창업

기업 성장을 지원해 왔습니다. 초기창업패

키지 사업에 선정된 한국교통대학교는 (예

비)창업자에게 시제품개발, 마케팅 등 최대 

1억 원의 사업화자금 지원과 창업교육 등

을 통해 새로운 미래 창출에 앞장서 나갈 

것입니다. 

국립대학 육성사업 선정

교육부 주관사업으로 2022년까지 약 140

억 원의 사업비를 지원받습니다. 2018

년 교육부의 국립대학 육성사업 평가에

서는 지역중심대학 중 가장 우수한 평가

를 받았습니다. LCC(Living & Learning 

Campus) 프로그램을 통해 다양한 비교

과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3개 캠퍼스

의 균형발전은 물론 캠퍼스 소재 지역의 

주민들에게도 양질의 교육프로그램을 제공

한 한국교통대학교의 사업프로그램은 대학

과 지역 사회의 상생 발전을 위한 혁신적

인 모델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교육에 대한 흔들림없는 

국가의 신뢰(trust)

국립한국교통대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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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목표에 부합하는 교양교육

대학이 추구하고 학과가 필요로 하는 인재

로 육성하기 위해 한국교통대학교는 대학

필수교양, 학과필수교양 등 교육목표에 부

합하는 교양교육이수체계를 운영하고 있습

니다. 특히, 대학필수교양과목인‘미래사

회와창의적인재’옴니버스교양강좌에서는 

매주 사회저명인사를 초청하여 리더의 꿈

과 비전을 학생에게 생생히 전달합니다. 이

밖에 창조적 전문가 양성에 기초가 되는

수요자 중심의 유연한 학사제도

한국교통대학교는 교육의 수요자인 학생

중심 학사제도의 정점에 있습니다. 2012년

에 학부교육과정에 융합전공을 개설하였고 

복수전공, 부전공, 연계전공, 학생설계전공 

등 다전공시스템과 전과제도, 조기졸업제

도 등 유연한 학사제도 운영을 통해 학생

의 자율성과 적성 및 진로가 최대한 반영

된 만족도 높은 교육을 실현하고 있습니다.  

4차 산업혁명 시대의 혁신교육

PBL(Project-based Learning), 플립러닝

(Flipped Learning) 등 혁신교육의 기본에 

충실하고 LMS(Learning Management 

System)를 통해 체계적으로 학생의 학습

이력을 관리합니다. 실무형 융복합 인재양

성 프로그램인 캡스톤디자인으로 산업체가 

필요로 하는 작품을 스스로 설계, 기획, 제

작하며 기업체, 공공기관 등에서 수행하는 

IPP형 실무능력강화 현장실습, 해외현장실

습 등으로 전문성을 극대화합니다. 한국교

통대학교는 준비된 교육으로 4차 산업혁명 

시대를 순항합니다.  

개인역량으로 관리되는 대학생활

한국교통대학교 학생은 교과과정 이외의 

대부분 활동을 학생역량통합관리시스템

(UTRO)으로 통합관리합니다. 개인 자체 

역량 진단 평가를 거쳐 도출되는 부족한 

부분의 역량 강화를 위해 학생은 교내의 

다양한 비교과프로그램(스터디그룹, 산업체

인사특강, 경진대회 등) 중 자신의 역량을 

강화할 활동에 집중할 수 있습니다. 역량강

화 참여활동은 장학금 마일리지로 적립되

며 기준충족시 적립된 마일리지로 한국교

통대학교 UTRO장학금을 신청할 수 있습

니다.    

학생중심의 잘 가르치는 대학

국립한국교통대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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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라시아교통연구소

한국, 중국, 러시아를 잇는 유라시아대륙철도

망 및 교통 네트워크 구축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2018. 10월 설립되었습니다. 미래 철도

와 도로 전문인력 양성에서 선도적인 역할을 

수행합니다.

교육국제화역량 인증대학

교육부와 한국연구재단이 주관하는

「교육국제화역량 인증대학」 선정

세상과 통하는 글로벌 교육

교환학생파견/ 학생교환교류/ 글로벌인재 연수지원/

해외교육·문화탐방 지원/ 

외국어점수 졸업자격인증제(글로컬 인증)/

Mentor Bridge(외국인학생 멘토멘티)/

외국어특강/ 한국어어학원/

해외 우수대학 공동 연구 체험(대학원)

글로벌 리더 양성·세계를 통찰하는 국제교류 리더십 대학

국제 감각을 갖춘 글로벌 리더 양성

유라시아교통대 총장협의회 

전 세계 31개 교통대학 및 유관기관이 등록된 총장협의회로 한

국교통대학교는 부회장교로서 회원교와의 강력한 협력과 지지

를 통해 철도 관련 연구, 학생 교류 등을 진행합니다.

BEST KNUT



다향한 글로벌 체험의 해외봉사·유라시아교통대장정

다양한 글로벌 체험 교육

총 7개 국가, 36회 743명 

하계 및 동계 방학기간 동안 해외봉사

활동을 통해 글로벌리더십 및 국제경험 

체득하는 프로그램으로 2007년~현재

까지 총 7개 국가, 36회 743명 파견

3,961km

미래의 유라시아횡단철도 대장정

(블라디보스토크-이르쿠츠크/3,961km)

18_19

유라시아교통대장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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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국원대동제의 컨셉은

 '별 달은 밤'입니다! 

학우분들께 '별다른 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젊음은 도전이다! 

풍요롭고 안정된 대학생활에서 벗어나

두 발로 국토를 완주함으로써

느껴볼 수 없었던 육체적인 한계는 

앞으로 찾아올 수많은 고난과 역경을 

미리 경험해 볼 수 있는 좋은 기회입니다.

KNUT는

사람과 사람이 통하는

세상과 통하는 

장이 됩니다.

BEST KNUT



생동하는 젊음의 KNUT

20_21

생동하는 젊음의 에너지가 가득한 KNUT의 충주캠퍼스

에서는 국원대동제, 증평캠퍼스에는 청아제, 의왕캠퍼스

에는 철마축제, 철마의 밤 등의 대규모 축제와 다양한 동

아리에서 펼쳐지는 문화행사들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또한, 학생들이 스마트폰으로 촬영하여 단편영화를 제작

하는 스마트폰영화제, 독서량 증대 및 도서토론 문화를 

확산하는 다독클럽, 독서퀴즈대회, 독후감대회, 독서스피

치대회 등 어울림과 소통의 문화는 KNUT인에게 창의적 

사고와 개성, 그리고 KNUT인으로서의 긍지를 공감할 수 

있게 합니다. 

‘국원대동제’는 각종 공연, 영화제, 전시회 등 문화 프

로그램부터 체육대회에 이르기까지 학생들이 주체적으로 

준비하고 참여하는 정기축제입니다. 그리고 둥글래, 디자

인상상, 소리담 등 70여 개의 다양한 동아리가 활동을 펼

치고 있습니다.

국토를 종주하면서 자아 성취감 취득과 공동체 의식 함

양시키는 국토대장정과, 미래의 유라시아 횡단철도를 경

험하는 유라시아 교통대장정은 KNUT의 긍지와 미래 가

치를 함께 공유 할 수 있게 합니다.

로잉머신을 사용한 총장배 실내 조정 대회와 단대별로 

개최되는 체육대회는 교류모임을 통해 재학생과 동문이 

하나 되어 단결된 KNUT의 정신을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야! 너도 올 수 있어, 달천마켓!

도시교통공학전공 학우들이

전공을 살려 학교 앞 젊음의 거리를 

활성화 시키기 위해 프리마켓을 시작!

학생들이 주체적으로 

준비한 정기축제는

공감의 장입니다.

KOREA  NATIONAL  UNIVERSITY  OF  TRANSPORTATION  



“한국교통대학교는 학생활동지원 장학금 발굴, 교외장학금 유

치 등 적극적인 장학예산확보 및 지원을 통해 전국 국•공립대

학교 중에서 학생 1인당 장학금 지급 1위(2017년 정보공시 기

준)를 달성하였으며 이후에도 꾸준히 장학금 지급 비율 제고를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한국교통대학교는 수석입학장학, 입

학성적우수장학, 국가유공자 및 새터민장학, 미래장학, 희망장

학, 공로장학, 교내근로장학, 성적우수장학, 체육특기자 장학, 

군위탁 장학 등 다양한 교내외장학금으로 우수 인재를 위한 안

정적 면학환경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국공립대학교 중 학생 1인당 장학금 지급 

힘이 되는 장학금 제도

“저는 한국교통대학교 홍보실에서 

근무하며 근로장학금을 받았어요.

우선 학비에 대한 부담이 줄어 든 것은 물론이고

사회 생활도 배우는 기회가 되어

큰 힘이 되었어요~”

숫자로 보는 KNUT

BEST KNUT

18학번 항공서비스학과 변예원



“저의 부모님께서 등록금고지서를 보시고 깜짝 놀라셨어요.

너무 저렴해서요.

저희 누나는 사립대를 다니는데

한 학기(1학기) 등록금이 400만 원 이거든요.

부모님께서 제가 효자라고 ....~”

“2018년 대학 정보공시 기준 한국교통대학교 인문사회계열 

학과 연간 등록금은 372만 원입니다. 2018년 기준 전체 재학생 

1인당 장학금 수혜 평균은 353만 원에 달합니다. 한국교통대학

교는 국립대학으로서 사회적 책무를 다하고 학생, 학부모의 부

담을 경감해 학업에 열중하는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 2009년

부터 등록금을 인하 또는 동결해 왔습니다. 교육수요자인 학생, 

학부모의 부담을 줄이며 사회를 위해 공헌하는 한국교통대학

교, 학생들은 등록금 걱정에서 벗어나 학업과 대학생활에 매진

하고 있습니다.”

국립대학의 강점 등록금

숫자로 보는 KNU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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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공이 곧 실무가 되는 교육

숫자로 보는 KNUT

“2018년 정보공시 기준 한국교통대학교의 캡스톤디자인 이수

학생 비율은 79.65%로 전국 187개 4년제 대학 중 3위, 국•공

립대학교 중에서 1위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한국교통대학교는 

캡스톤디자인 등 전공실무능력강화 교육과정 운영을 통해 학생

들의 전공역량 제고에 심혈을 기울여 아아디어를 현실화하고 

가능성을 실현하는 교육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전공실무역량강화 교과목(캡스톤디자인)

이수학생 비율 국ㆍ공립대 종합순위

“2학년까지 배운 전공이론을 바탕으로

3학년부터는 캡스톤디자인 과목을 통해

전공에 대한 실무능력과 자신감을 키우게 돼요.

벌써부터 기대됩니다.~”

18학번 항공서비스학과 조혜인

* 캡스톤디자인 : 1~2학년동안 배운 전공교과목 및 이론 등을 바탕으로, 산업체(또는 

사회)가 필요로 하는 과제를 대상으로 학생들이 스스로 기획과 종합적인 문제해결을 

통해 창의성과 실무능력, 팀웍, 리더십을 배양하도록 지원하는 정규교과목 

BEST KNUT



“입학부터 졸업까지 단계별 맞춤형 취업역량강화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한국교통대학교는 전국 국•공립대학교 중에서 취업

률 5위(2018년 정보공시 기준), 2018 한국경제 취업•창업 대

학평가에서는 국•공립대 종합순위 3위를 기록하였습니다. 

한국교통대학교는 취업전담교수제, 취업박람회, 취업캠프, 모

의면접, 현장실습프로그램, K-MOVE 스쿨(외국기업 맞춤  취

업프로그램) 등 취업지원프로그램을 더욱 활성화하고 있습니

다.”  

취업•창업 대학평가 국ㆍ공립대 종합순위

내 꿈이 펼쳐지는 취ㆍ창업

KOREA  NATIONAL  UNIVERSITY  OF  TRANSPORTATION   24_25

숫자로 보는 KNUT

17학번 영어영문학과 배진영

“올해 처음으로 취업 관련 비교과프로그램을 신청한 것은

취업의 신, 박장호 대표님의 특강입니다. 

남들보다 보잘것없는 스펙을 가진 제게 대표님께서 공기업, 

대기업에 취업할 수 있었던 노하우를

강의하신 프로그램으로 자존감이 낮은 저에게 

조금의 희망을 품게 해준 특강이었습니다.~”



전인적 품성과 창조적 지성을 갖추고

글로컬 리더로서

사회에 봉사할 수 있는 신지식인을 인재를 육성합니다.

Connect the

Connect the Worl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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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과대학
융합기술대학

공과대학

인문사회대학

보건생명대학

철도대학

미래융합대학

자유전공학부 

교양학부

융합교육창업학부

대학원
일반대학원

교통대학원

글로벌융합대학원

교육대학원



융합기술대학
College of Convergence Technology

Connect the World

기계자동차항공공학부(기계공학전공, 자동차

공학전공, 항공·기계설계전공)와 전자·전

기공학부(전자공학과, 전기공학전공), 컴퓨터

정보기술공학부(컴퓨터공학전공, 소프트웨어

학전공)등 3개 학부 7개 전공, 수요자 중심

의 현장 맞춤형 교육 시스템을 바탕으로 미래

의  지식기반 사회를 주도 위해 체계적인 시

스템을 구축하고 차세대 리더 자질 육성, 산

업기반사회에서 요구되는 조화로운 인성을 갖

춘 공학도 양성을  교육목표로 하는 실무교육

중심대학이다.

기계자동차항공 공학부

기계공학전공/ 자동차공학전공/ 항공ㆍ기계설계전공

전자전기공학부

전자공학과/ 전기공학전공

컴퓨터정보기술공학부

컴퓨터공학전공 / 소프트웨어학전공



기계자동차항공공학부 

기계공학전공  

기계시스템의 설계, 제작  등에 관한 이론 및 응용기술에 대한 탐구와 

제품개발을 위한 생산기반기술을 습득한다. 시스템 설계, 로봇 및 차

세대 스마트팩토리, 드론,  3D프린팅 등 첨단 기술 관련분야의 학문

적 발전에 기여하며 산업체와의 협업을 통한 신기술 개발을 통해 국

가산업을 선도하는 창의적인 연구개발  리더의 양성을 목표로 한다.

자동차공학전공  

공학분야의 꽃이라 할 수 있는 자동차공학분야를 특성화하여 설립

된 자동차공학 전공은 기계공학에 기초하여 발전된 융합 학문이다. 

본 전공은 전통적 자동차분야부터 미래형 첨단 자동차분야에 이르기

까지 우수한 교육과정을 바탕으로 자동차산업 분야의 전문 엔지니어

를 양성하고 있다.

항공·기계설계전공

21세기  국가 기간산업의 토대가 되는 항공 및 첨단기계분야에서 미

래를 지향하고 선도하고 있으며, 항공·기계의 기본연구와 지역 산업 

사회에 기여하기  위하여 노력하고 있다. 기 배출된 졸업생들은 항

공·자동차·선박·로봇 등 다양한 공학 분야에서 공학기술자로 근

무하고 있다.

전자·전기공학부

전자공학과  

반도체(재료,  소자, 장비, 설계), 통신, 디지털 및 컴퓨터, 제어 등 현

대 정보화 사회를 견인하는 IT분야의 핵심요소를 폭넓게 학습하여 다

양한 IT  및 전자시스템을 활용하는 산업 분야에서 중심 역할을 수행

하는 엔지니어를 양성하고 있다. 특히, 미래 성장 동력인 자동차 ICT

와  지능형자동차 인식, 자율주행로봇, 전자제어, 임베디드 시스템, 반

도체/에너지에 관한 기본 이론과 응용능력을 가진 특성화된 전문 인

력 양성을  담당하고 있다.

전기공학전공  

전력계통,  신재생에너지, 전기기기, 전기재료, 초전도전력기기와 같은 

전기공학 전반에 대한 전문 지식과 기술을 습득하기 위해 체계적인 이

론 및 실험  교육이 이뤄지고 있으며, 전기공학분야의 창의적이고 실

용적 문제해결능력과 현장실무능력을 겸비한 전문기술인력으로써 사

회적 책무를 다할 수 있는  인재양성을 추구하고 있다.

컴퓨터정보기술공학부

컴퓨터공학전공  

컴퓨터공학과는  컴퓨터공학의 기초를 이루는 소프트웨어 시스템, 하

드웨어 시스템, 마이크로프로세서, 네트워크, 데이터베이스와 더불어 

인공지능, 모바일  컴퓨팅, 임베디드시스템, 보안 분야 등을 위한 교육 

과정을 운영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4차 산업혁명 시대의 핵심 인재 

양성을 목표로 하고  있다.

소프트웨어학전공  

웹, 모바일, 인공지능,  빅데이터, IoT, 컴퓨터 보안 등 각종 소프트웨

어 분야를 교육하고, 산업체 맞춤형 실무교육을 실시하여 소프트웨

어 개발 전문 인력을  양성한다. 국내외 산업체와 체계적인 산학협력

을 유지함으로써 실무교육, 인턴십, 취업의 기회를 극대화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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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과대학은 다양한 공학교육과정을 제공해 국

제적 경쟁력을 갖추고 국가의 산업발전을 이

끌어 갈 이공계 인재를 양성한다.

공학적 전문성과 창의적 사고력을 갖추고, 산

업현장의 다양한 요구에 능동적으로 대처하

는 진취적인 전문 공학인을 양성하는데 교육

목표를 두고, 국제적 감각과 선도적 기술을 갖

추고 정보화시대를 선도하는 미래지향적 공학

인, 사회적 책임 의식과 올바른 인성을 겸비

한 인격적 공학인을 양성한다.

공과대학
College of Engineering

건설환경도시교통공학부

사회기반공학전공 

빅테이터, 인공지능 등  4차산업혁명 기술과 IT기술을 도입하여 자연환경

을 보존하고 국토의 효율적인 개발과 편리한 인간생활을 도모하기 위하여, 

스마트시티, 도로,  교량, 터널, 수자원 및 상하수도 등 사회기반시설의 계

획, 설계, 건설 및 유지관리를 위한 전문 지식을 갖춘 창조적인 인재 양성

을 목표로 한다.

환경공학전공  

환경공학기술(Environmental  Technology, ET)은 IT, BT와 함께 21세기 3

대 주요 성장산업으로 발전할 미래지향적 학문이며, 환경공학 전문인력 양

성을  위해 인간 생활에 필수적인 수자원, 수질, 대기, 토양환경, 폐기물, 소

음·진동, 신재생에너지, 환경 에너지 융복합 등 오염관리 및  제어기술을 교

육하고 있다.

건설환경도시교통공학부

사회기반공학전공

환경공학전공

도시·교통공학전공

화공신소재고분자공학부

화공생물공학전공

신소재공학전공

나노고분자공학전공 

산업경영·안전공학부

산업경영공학전공

안전공학전공

건축학부

건축공학전공

건축학전공(5년제)  

디자인학부

산업디자인전공

커뮤니케이션디자인전공 

Connect the World



도시•교통공학전공

도시·교통공학은 인간생활의 중심인 도시를 아름답고, 편리한 삶

의 터전으로 가꾸기 위하여 계획, 개발 및 관리방안을 다루는 종합학

문이다. 특히 미래 유비쿼터스 시대를 맞이하여 e-city를 만들기 위

해 도시공간의 조사, 분석을 통하여 창조적이며 합리적인 계획을 수립

할 수 있는 전문인재 양성을 목표로 한다.

화공신소재고분자공학부

화공생물공학전공 

화학공학을 기반으로 학문 간 융합을 실현할 수 있는 전문성과 창의

력을 보유한 인재양성을 목적으로 화학산업, 석유 및 정유산업 등 전

통 분야와 함게  청정기술, 에너지, 신소재, 의약품 등 유망 분야 진출

을 위한 역량을 교육하고 새로운 기술을 연구하는 선도적 학과이다.

신소재공학전공 

신소재공학전공은 현대 공학분야의 근간을 이루고 있는 금속재료, 전

자재료, 세라믹재료, 복합재료, 반도체재료 및 이들과 관련된 신소재

의 구조, 물성, 공정, 기능과 같은 특성에 관한 기본 이론과 재료의 성

능개선 및 신소재 개발 등의 응용 분야를 연구하는 학문이다.

나노고분자공학전공 

나노과학기술의 핵심학과로 고분자공학의 합성, 설계, 평가, 표면개질, 

형태, 가공 등에 대해 교육하며 고분자공학 산업의 국제화·사회적으

로 최신기술에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이론과 실무를 겸비하

는 공학자를 양성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산업경영•안전공학부

산업경영공학전공  

산업경영공학은  공학·경영학 지식을 토대로 합리적이고 과학적인 

방법으로 시스템을 운영, 개선하는 관리기술에 대한 학문이다. 생산현

장에서 High  Quality, Low Cost 그리고 Reduced Time to market

을 실현하기 위한 경영기법에 대해 교육한다.

안전공학전공  

다양화·대형화되어  가는 사고로부터 인명, 재산, 환경을 보호하고 사

고요인 및 위험에 대한 분석과 평가능력을 배양하여 재해예방 대책을 

제시할 수 있는 전문  안전 기술인을 양성하고 있다.

건축학부

건축공학전공  

창의적, 인격적, 국제적 건축 전문인력을 육성하기 위해 첨단 건축공학 

기술과 실무 설계 프로그램 교육 커리큘럼을 갖추고 있다. 건축구조,  

시공·재료, 설비·환경 분야에 대한 ICT 기반 건설 정보화 교육과 현

장견학, 체험과 실험을 통한 실용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건축학전공(5년제)   

국제 건축사 인력양성을 목표로 2003학년도부터 건축학 전문학위

과정인 5년제로 개편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한국건축학교육인증원

(KAAB)으로부터 인증을 취득하였다. 지역적 기반을 통한「지속가능

한 건축」을 교육목표로 한다.

디자인학부

산업디자인전공 

산업디자인전공은 인간, 제품, 환경, 공간, 문화의 문제를 다각도로 접

근하여 전문 디자이너 육성을 위한 교육 프로그램을 중심으로 디자이

너가 갖추어야 할 논리적 사고의 전개와 분석력, 창의적 조형 능력을 

함양하여 전문 디자인 능력을 갖춘 인재 양성을 목표로 한다.

커뮤니케이션디자인전공  

디자인 전반을 아우르는 융합 디자인 교육으로 이미지 커뮤니케이션

의 목적 달성을 위한 발상과 공간 표현 능력 배양에 교육목적을 둔

다. 전문 강의를 통해 디자인 분야를 이해하며, 독창적이고 전인적인 

인재양성과 독창적 아이디어와 디자인적 사고를 갖춘 디자이너 양성

을 목표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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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llege of Humanities and Social 
Sciences

글로벌어문학부

영어영문학전공

국제적 공용어인 영어 능력을 기반으로, 창조적이고 비판적인 사고 능

력을 함양하고, 영어영문학과 영어학 분야에 전문적 지식을 도모함으

로써 진정한 전문인, 지성적 교양인을 양성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영

어의 역사적, 이론적, 체계적 고찰과, 영어권 문학, 문화, 전통 전반에 

대한 폭넓은 학습 및, 통합적 영어 구사 능력의 함양을 위해, 학과 교과

목은 크게 영어학, 영문학, 실용 영어의 세 분야로 나누어서 개설된다. 

중국어전공   

중국에 대한 국제 경쟁력을  갖춘 필수 인재를 양성하기 위하여 언어, 

문화, 사회, 정치, 경제 등 다양한 전공 영역 학습을 바탕으로 인재양

성을 하고 있으며 그 일환으로 매년  중국 내 여러 협력대학과의 학

생 교류를 통한 학점인정 및 회화담당 원어민 교수를 초빙하고 있다

한국어문학전공

세계화를 지향하는 한국문학, 한국어를 학습하는 학문으로 다양한 분

야에서 우수한 인재를 배출하고 있다. 졸업생들은 신문, 방송, 출판, 언

론매체, 기획, 광고, 교육담당 등으로 진출할 수 있으며, 등단 문인으로 

활약하고 한국어교육 관련 직종에 종사할 수 있다.

행정학부

행정학전공 

행정학전공은 공익 달성을 목적으로 정부 정책과 제도들을 연구하는 

학문분과로서 사회현상을 이해하고 합리적인 문제해결 능력을 겸비하

여 국가와 사회에 공헌하는 유능한 인재 양성을 교육목표로 하고 있

다. 졸업 후에는 국가 및 지방공무원, 공기업, 각종 민간기업의 관리

직, 대학원 진학 등 다양한 진로 모색이 가능하다.

인문사회대학은 인간과 사회를 여러 방면에서 

이해하고 연구하는 대학으로, 전인적 인격을 

완성하는 동시에 민주적 시민으로서 높은 도

덕적 자질과 학문적 교양을 갖춘 우수한 인재

를 양성하고 있다.  지식기반 사회에 더불어 

사는 공동체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창의

적인 사고를 갖춰, 졸업 후 다양한 인문사회 

영역에서 전문가적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교육하는 데 주력하고 있다.

글로벌어문학부

영어영문학전공 

중국어전공 

한국어문학전공 

행정학부

행정학전공 

행정정보학전공 

경영·통상·복지학부

경영학전공 

융합경영전공 

국제통상전공 

사회복지학전공

음악학과 

스포츠학부

스포츠건강관리학전공 

스포츠산업학전공 

항공서비스학과 

항공운항학과 

유아교육학과(증평캠퍼스) 

Connect the World

인문사회대학



행정정보학전공 

행정학 개론, 재무행정, 정책과학, 도시 및 지방행정, 인사행정, 조직이

론, 관리과학 등 제분야에 대한 이론을 습득하여 행정관료로서 갖추어

야 할 기본지식을 체계화시킨다. 컴퓨터 기초 및 응용지식과 프로그래

밍, 정보시스템 설계, 운영관리기술과 실무능력을 습득하고 이를 활용

할 수 있는 컴퓨터에 기반을 둔 행정업무 추진능력을 습득하게 한다.

경영·통상·복지학부

경영학전공  

경영일반에 대한 폭넓은 기본교육과 과학적 관리 기술을 습득게 함

과 동시에, 경영학의 각 기능별 분야인 인사, 생산, 마케팅, 재무, 회

계, 경영정보, 국제경영, 의사결정 등의 관리영역에 대한 기초이론과 

그 응용기법의 학습을 통하여 궁극적으로는 경영분야의 Generalist 

및 Specialist를 동시적으로 육성하여 명실상부한 유능한 경영인 양

성을 목표로 한다.

융합경영전공

경영에도 전문가(specialist)가 필요한 시대이다. 융합경영전공에서는

‘기본경영학’을 배운 후, 각자 원하는 트랙별로 전문가교육을 받

는다. 트랙에는 (1)온라인마케팅, (2)엔터테인먼트경영, (3)스포츠경영, 

(4)IT경영 등이 있다. 두 개 이상의 트랙을 공부할 수도 있다. 각 분야

의 취업 및 창업에서 전문가로 성장할수 있도록 최신 트렌드가 반영

된 교육을 한다.

국제통상전공  

글로벌통상 환경변화에 따라 사회 전 분야에서 세계화,  개방화의 노

력이 가속화 되어, 이에 능동적으로 대체할 수 있는 통상전문가를 양

성하고자 국제통상전공에서는 통상분야의 이론(국제상학,  국제마케

팅 등), 사례연구 및 현장 실무 학습의 균형적 교육을 제공하고 있다.

사회복지학전공   

현대사회의 제반 사회문제를 해결하고 모두가 인간다운 생활을  누

리는 복지사회 구현에 목표를 두고 있으며, 이를 위해 사회복지 이론

과 실천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과 능력을 갖춘 사회복지 전문인력을  

양성하고자 한다.

음악학과
음악을 기반으로 연주와 이론적 지식습득을 달성하여 전문적인 음악

가로 성장시키는 것을 목표로 한다. 향후 진로로는 전문 연주가, 음

악관련 컨텐츠 관련직, 영화 및 방송국 관련직, 방과 후 실기교사, 

문화센터강사, 광역예술단원(오케스트라, 합창단, 예술행정)으로 활동

할 수 있다.

스포츠학부

스포츠건강관리학전공  

운동은 그 나름대로 예방과 치료의 측면에서 의학적인 효과를 입증받

고 있고, 시대적으로도 건강증진을 위한 과학적인 운동방법(운동처방)

에 대한 요구가 지속적으로 고조되고 있음으로 우리 학과는 운동과

학/건강관리/보건의료에 부합되는 새로운 학문분야로써 발전 가능성

과 취업전망이 매우 밝다.

스포츠산업학전공  

프로스포츠의 대중적 인기 확대, 아웃도어 스포츠의 활성화, 스포츠용

품의 다국적화, 스포츠마케팅 시장의 개방, 기업 스폰서십의 성장, 에

이전시 시장의 확대 등 스포츠산업에 대한 국가적 관심이 지속되고 있

기 때문에 취업에 있어서도 전망이 밝다. 스포츠현상에 대한 기초적

인 학문적 연구와 스포츠산업에 대한 이론과 실기, 실무 등을 습득하

고 창의적인 리더 및 전문 인력을 양성하는데 목표가 있다.

항공서비스학과
항공서비스 분야에서 최고 역량을 갖춘 인재를 양성하기 위하여 항

공분야 지식과 경험, 글로벌 감각과 의사소통 능력, 항공산업의 전문

적 소양에 중점을 둔 체계적이면서 다양한 교육과정을 이론과 실무

를 접목하여 개발, 운영하고 있습니다. 특히 졸업생들의 관련 분야 진

출을 위해 국내외 항공사 및 관련 기관, 기업, 단체 등과 함께 학생들

의 현장 체험을 늘리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항공운항학과
‛세계 최고의 조종사 양성’을  목표로 국가가 필요로 하는 우수 조

종사를 양성하는 기관이다. 국립대학 중 유일한 항공운항 전문 교육

기관이며, 공군 ROTC도 설치되어있어  공군 조종사가 되는 길도 확

실하게 보장되고 있다. 항공운항학과는 공군 조종장학생 필기시험에

서 3년 연속 100% 합격의 전통을 자랑하고  있는 우수한 학과이며, 

저렴한 학비와 운항실습 비용으로 조종사의 꿈을 이룰 수 있도록 한

다.‛세계 최고의 조종사’가 되기를 원하는 조종사  지망생이 지원

해야 하는 학과이다.

유아교육학과(증평캠퍼스)
유아를 사랑하고 존중하며  소통하는 교사, 급변하는 사회에 능동적으

로 대처하는 열정적이고 창의적인 교사, 새로운 이론과 실제를 탐구하

고 전문적 지식을 갖춘 실천적인  교사, 지역사회와 공동체에 협력하

는 조화로운 유아교사를 양성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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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생명대학은 간호학과, 물리치료학과, 응

급구조학과, 식품생명학부(식품공학전공, 식품

영양학전공, 생명공학전공), 유아특수교육학과

로 구성되어 있다. 간호·보건계열 학과는 실

제 상황 재현을 통해 의료실무 능력을 향상시

킬 수 있는 시뮬레이션센터를 갖추고 현장실

무 교육을 중심으로 한 보건인력 양성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식품생명학부는 첨단 식품 및 생

명공학 분야의 현장 실무 경험과 연구 개발 능

력을 함께 갖춘 인재양성을 목표로 하고 있

다. 또한, 유아특수교육학과는 전문성과 현장

성, 교사로서의 자질과 태도를 갖춘 유아특수

교사 양성을 목표로 하고 있다.

보건생명대학
College of Health and Life Science

간호학과 

식품생명학부

식품공학전공 

식품영양학전공 

생명공학전공 

물리치료학과 

응급구조학과 

유아특수교육학과 

Connect the World



간호학과 
간호학과는 창의성과 인성을 갖춘 글로벌 간호 인재 양성의 비전 아

래 간호학생이 과학성과 전문성에 근거한 간호학적 지식과 기술을 습

득하고, 간호대상자와 치료적 돌봄 관계를 형성함으로서 대상자의 안

녕 촉진을 극대화 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춘 전문직 간호사를 양성한다.

식품생명학부  

식품공학전공 

식품공학 전공은 식품의 구성성분, 물리·화학적 성질, 식품재료의 특

성 등에 관한 이론을 바탕으로 최적의 식품을 가공하는 기술과 제조

된 식품의 품질 및 안전관리 등에 관한 전문지식과 기술을 습득시

켜 첨단 식품산업 시대를 이끌어갈 자질과 능력을 갖춘 식품전문인

력 양성을 목표로 하고 있다.

식품영양학전공    

식품영양학전공은 식품과 영양소의 역할과 기능 및 생애주기별 식생

활 전반에 대해 학습, 연구하며, 식품, 영양 및 급식 산업 분야의 전문

적 기초 지식을 위한 이론 및 실험 실습 교과목을 포함한 체계적인 교

과과정을 갖추어 식품영양과 급식 분야의 미래를 선도할 창의적 식품

영양전문가를 양성한다.

생명공학전공 

생명공학은 생명과학을 바탕으로 의약학, 화장품학, 바이오신소재

학 등이 접목된 첨단 학문 분야이다. 생명공학전공은 차세대 신성장동

력인 바이오 산업에 경쟁력을 갖춘 인력 양성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물리치료학과 
근골격계, 신경계, 심혈관계질환, 노인질환, 소아질환, 산업재해, 교

통사고, 스포츠 손상 등으로 인한 신체의 기능장애에 대해 물리치료

적 진단 및 평가를 통한 신체기능 회복 및 증진에 대해 교육하고, 기

능부전 예방 및 건강증진을 위한 교육을 합니다. 또한 임상실습을 통

한 실무능력을 학습하고 국민건강 기여 및 사회에 봉사하는 물리치료

사를 양성하는 학과입니다.

응급구조학과 
각종 질병, 사고로 인한 사망 및 영구적 손상을 예방하고, 병원 전 현

장에서 전문적인 응급의료를 수행할 수 있는 1급 응급구조사를 양성

한다. 재학 중 BLS Provider, ACLS Provider 등의 자격증을 취득하

며 각 의료기관에 필요한 인력이 될 수 있는 교육과정을  가지고 있다. 

유아특수교육학과 
전문성과 현장성을 가진 유아특수교사 양성을 목표로 이론 강의, 교

육 봉사, 교육실습 등의 과정을 통해서 전문 지식, 체계적인 교수, 장

애 위기 영유아 및 장애 영유아지도, 학급운영 방법, 장애 아동 가족

지원을 아우르는 교사로서의 자질과 태도를 갖춘 유아특수교사를 양

성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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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도대학
College of Railroad Sciences

철도시스템을 이루는 각 분야를 연구하는 학

문간 융합교육을 통해, 국제 철도시대의 경쟁

력 및 산업현장에서 필요로 하는 실력과 인

성을 겸비한 우리나라 최고의 철도 전문 인

재를 양성한다. 철도는 도로중심의 교통 체계

로 인한 환경오염 및 혼잡비용을 획기적으로 감

소시킬 수 있으며,‘철도 르네상스’로 불리

는 21세기에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가 주

목하고 있는 친환경 교통수단으로 경영·물

류, 시설, 운전, 차량, 전기·신호, 정보기술 등

이 유기적으로 결합된 하나의 종합 시스템이다.

철도경영·물류·컴퓨터학부

철도경영ㆍ물류학전공 

컴퓨터정보공학전공 

철도공학부 

철도운전시스템전공 

철도차량시스템전공 

철도인프라시스템공학전공 

철도전기전자전공

Connect the World



철도경영·물류·컴퓨터학부 

철도경영ㆍ물류학전공

철도경영·물류분야에서 수송 부문의 종합서비스체계가 매우 중요하게 

대두되고 있다. 본 과는 이러한 시대적 상황을 반영하여 철도의 경영

합리화 및 21세기 대비 종합물류시스템 운영에 대한 핵심인재를 육성

함으로써 철도경영·물류 전반의 발전에 효과적으로 기여하고자 한다.

컴퓨터정보공학전공   

현대 정보화 사회의 급격한 기술적 변화에 지속적으로 대응할 수 있

는 능동적인 전문인을 양성, 산업계 수요에 부응하는 동시에 전공 분야

의 특성을  살릴 수 있는 수준 높은 교육과정 운영, IT기술과 융합된 교

통 및 철도분야의 연구개발과제를 통하여 특성화분야 R&D 인력양성

을 위해 노력합니다.

철도공학부 

철도운전시스템전공

철도 시스템의 고속화, 첨단화, 자동화 추세에 부응하여 기계·전기·

전자·안전공학 관련 기초지식을 바탕으로 철도차량·열차제어 시스

템 및 철도 운전·계획·통제·안전 관리와 관련된 전문지식을 함양

하고, 이를 시스템적으로 통합하여 실무 적응 능력과 책임의식이 투철

한 철도운전 분야 핵심인재 양성을 목표로 한다.

철도차량시스템전공

고속화, 스마트화된 차세대 철도차량 도입과 글로벌 시대에 대비한 자

기 주도적 인재 양성을 목적으로 한다. 창의적 사고를 근거로 차량 구

조 및 시스템을 이해하고, 신기술, 주행특성, 구조해석, 설계 등의 전문

지식과 기술로 철도차량분야에 유익한 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핵심 인

재를 양성하고자 한다.

철도인프라시스템공학전공

고속화, 첨단화, 국제화 등 고도의 기술이 요구되는 21세기 최신 철도시

스템의 계획, 설계, 건설, 유지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공학적 이론과 기술

을 익혀 철도관련 공공기관 및 기업이 요구하는 업무를 창의력 있고 효

율적으로 수행 할 수 있는 고급 철도공학 인력을 양성한다.

철도전기전자전공 

전기·전자·통신공학의 공학적 이론과 기술을 학습하여 최신철도시스

템에 적용할 수 있는 능력을 배양하며, 철도시스템의 전철전력, 철도신

호제어, 철도통신분야 기술을 선도하고, 관련산업의 미래비전을 제시하

며, 국가와 사회에 봉사할 수 있는 인재를 양성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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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융합대학은 교육 패러다임의 대변화

에 부응하기 위해 태동한 평생교육체제 단

과대학입니다. 미래융합대학은 한국교통

대학교의 인재상인‘전인적 교양인, 창조

적 전문가, 글로컬 리더’를 근간으로‘실

무지향 전인적 지역 창의인재’를 양성하

고자 합니다. 대학 평생학습체제 구축, 4

차 산업 중심의 평생교육 수요 창출, 유연

한 맞춤형 학사 운영, 지속 가능한 지역사

회 연계 확대를 도모하여‘중부권 평생교

육 혁신 선도대학’으로서 평생교육을 실천

하는 교육중심의 대학이다.

미래융합대학
 

스마트전기에너지공학과

건설환경융합공학과

스포츠복지학과

복지·경영학과(증평캠퍼스)

Connect the World

College of Future Convergence



스마트전기에너지공학과
미래사회의 변화 및 사회수요를 바탕으로 융합교육의 활성화라는 목

표 아래 4차 산업혁명시대에 대응하는 융합형 실무인재와 지역 주력

산업(수소전기자동차, 신재생에너지 등)의 맞춤형 인재, 7대 산업현장

(풍력, 연료전지, 태양광, 스마트그리드, 에너지저장시스템, 화력, 원자

력 등)에 적합한 우수한 인재의 양성을 목표로 한다.

건설환경융합공학과
빅데이터, 인공지능 등 4차산업혁명 기술을 도입하여 교량, 터널, 수

자원, 상하수도 등 사회기반시설 구축 및 소음, 대기, 물환경 등 지속

가능한 환경관리에 관한 이론과 실무 응용능력을 교육함으로써 자연

재해 대응 및 사회기반시스템을 창조하는 실무형 인재를 양성한다.

스포츠복지학과
4차 산업혁명 시대를 준비하는 21세기의 산업 핵심인 스포츠를 기반

으로 ICT, 관광, 경영, 문화예술 그리고 스포츠과학을 접목한 융합학

문으로서 사회와 복지현장에서 필수적인 창의적 인재 양성을 목표로  

한다. 창의적인 스포츠복지인 양성을 위해, 스포츠의 기초 학문(스포

츠산업, 경영, 관광, 역학 등)과 스포츠 실기 과목을 학습하고 현장에

서  응용될 수 있도록 다양한 IT 분야와 접목하여 복지사회 현장의 문

제 해결형 전문인을 양성하기 위해 교육한다.

복지ㆍ경영학과(증평캠퍼스)
복지·경영학과는 사회복지학과 경영학의 학문적 융합을 기반으로 최

고의 비영리조직 경영전문가를 육성하고 사회적경제 분야의 창업생

태계를 활성화시키는 것을 목표로 한다. 본 학과에서는 사회복지시

설 및 비영리조직의 설립에 필요한 절차뿐만 아니라 인사, 재무, 조

직 등 경영에 필요한 지식과 자원개발, 마케팅 등에 관한 차별화된 커

리큘럼으로 비영리분야 최고의 경영인재를 양성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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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전공학부 1학년 과정에서는 학생들

이 폭넓은 교양기초과목과 다학제적으로 연

계되고 융합된 수업을 이수하고 2학년 진

급시 일부 학과를 제외하고 자유롭게 학과

선택을 결정할 수 있다. 자유전공학부의 목

표는 학생들의 잠재성 실현과 사회성 실현

에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이 시대가 요구하

는 새로운 창조적 교육 모델과 다양한 사회

문제의 해법을 제시하는 데 있다.

교양학부에서는 현대사회의 급변화하는 위

기에 대응하고 글로벌적 마인드와 공감

의 공동체 가치를 체화하는 세계시민감각, 

사회와 세계를 소통하는 폭넓고 깊이 있

는 사유와 실천으로 초대하기 위해 인문학

과 사회과학 및 자연과학, 예술과 미학, 글

쓰기와 프리젠테이션의 기초소양교육, 테크

놀로지 시대에 각 분과학문의 벽을 뛰어넘

어 다양한 경로로 연계하고 융합하는 다학

제적이고 간학제적인 융합과 창조교육을 실

현한다.

자유전공학부

교양학부

School of Liberal Studies

School of Liberal Arts and Sciences

Connect the World



융합교육창업학부
Division of Interdisciplinary 
Study and Start-up

융합교육창업학부는 교통특성화 중심대학

의 일환으로 개설되어 2012년 9월 전공과

정 운영을 시작하였으며, 다양한 전공참여

교수님들의 지도하에 소속학과가 다른 학

생들이  융합적인 사고를 키울 수 있는 특

성화 교육과정을 운영한다. 2018학년도부

터 산업수요에 맞게 개편하여 (미래지능형

교통, 첨단융합부품소재, 친환경에너지, 첨

단교통시설인프라, 드론운용, 인공지능&빅

데이터) 6개 전공과정을 운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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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대학원 
국제적 수준의 경쟁력을 갖춘 전문 지식인을 양성하기 위해 전

공분야의 학문적 이론과 새로운 학문적 조류를 수용하고 첨단 

지식과 기술을 연마할 수 있는 교육과정, 국가와 인류사회 발전

에 기여할 수 있는 창조적인 지식 창출을 위해 독자적으로 문

제를 해결하고 창의적이고 비판적인 연구 역량을 연마할 수 있

는 교육과정, 실용적인 지식뿐만 아니라 균형을 갖춘 사고력과 

건전한 인격을 가진 전인적인 지도자로서의 역량 강화에 주력

할 수 있는 교육과정 운영을 목표로 한다.

석사과정 | 

인문사회 경영정보학과 / 행정학과 / 한국어문학과 / 유아교육

학과 / 철도경영물류학과

공학계열 기계공학과 / 화공생물공학과 / 자동차공학과 / 산업

경영공학과 / 안전공학과 / 환경공학과 / 항공·기계설계학과 / 

신소재공학과 / 나노화학소재공학과 / 토목공학과 

/ 건축공학과 / 도시·교통공학과 / 건축학과 / 전기공학과 / 전

자공학과 / 컴퓨터공학과 / 소프트웨어학과 / 교통·에너지융

합학과(학과간 협동과정) / 식품공학과 / 생명공학과 / 컴퓨터

정보 공학과 / 철도차량·운전시스템공학과(학과간 협동과정)

/ 철도시설공학과 / 철도전기전자공학과

자연과학 간호학과 / 물리치료학과 / 응급구조학과 

예 체 능 음악학과

박사과정 |

인문사회 경영학과 / 행정학과 / 경영정보학과

공학계열 안전공학과 / 신소재공학과 / 나노화학소재공학과 / 

컴퓨터공학과 / 기계공학과 /산업경영공학과 / 토목공학과 / 건

축공학과 / 전기공학과 / 녹색바이오공학과(학과간 협동과정) /  

전자공학과 / 교통 · 에너지융합학과(학과간협동과정)

자연과학 보건의료학과(학과간 협동과정)

공학인문사회 철도융합시스템학과(학과간 협동과정)

전문지식과 

실무능력을 갖춘 

리더를 양성합니다

대학원
Graduate school

Connect the World



전문대학원 교통대학원 

신성장동력 창출 및 4차 산업혁명을 위한 철도·도로 분야 창

의적 연구역량을 갖춘 교통전문가 양성, 최신이론에 대한 철

저한 이해와 실무지식에 근거한 과학적 의사결정 능력을 갖춘 

실무형 교통전문가 양성, 국내외 유수 교통·철도특성화 대학 

및 기관들과 적극적인 교류 및 협력을 통해 열린 사고를 갖춘 

Global 교통전문가 양성을 목표로 한다.

석사과정 | 교통정책학과 / 교통시스템공학과 

박사과정 | 교통정책학과 / 교통시스템공학과

특수대학원 글로벌융합대학원 

산업체의 산업지식인을 대상으로 지식정보화 시대가 요구하는 

신기술과 프로젝트를 융합형 교과과정 및 자원구성을 통하여 

제공함으로써 산업체가 필요로 하는 이론과 실무를 겸비한 기

술을 교수하며, 산업현장에서 요구하는 수요를 충족시키고 지

속적인 연구를 통해 지도적 인격과 합리적이며 독창적인 능력

을 구비한 전문기술인을 양성함을 목표로 한다.

석사과정 | 자동차공학과 / 경영공학과 / 안전공학과 / 환경산

업공학과 / 첨단기계설계학과 / 건설공학과 / 건축공학과 / 도

시·교통공학과 / 건축학과 / 전기공학과 / 전자공학과 / 컴퓨

터공학과 / 융합교육창업학과(학과간 협동과정) / 식품공학과 / 

경영학과 / 경영정보학과 / 행정학과 / 행정정보학과 / 항공경

영학과(학과간  협동과정) / 사회복지학과 / 영어과 / 중국어

과 /  스포츠학과

특수대학원 교육대학원

현직 교원과 일반인들이 학교교육과 사회교육 현장에서 요구되

는 다양한 실무능력을 겸비하기 위한 재교육 기회 확대를 통해 

지식정보화 사회에 능동적으로 문제해결 할 수 있는 창의적인 

교육전문가를 양성하는데 목적이 있다.

석사과정 | 상담심리전공 / 교육행정 및 평생교육전공 / 특수

교육전공 / 교육공학전공 / 영어교육전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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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서관

3개 캠퍼스별 도서관 운영

도서관은 1962년 충주 공업초급대학(2년

제) 도서관으로 개관하여 오늘날까지 많은 

학제 변화를 거쳐 2013년에 디지털 센터

가 중심이 된 3층 규모의 중앙도서관으로 

신축 이전하였다. 2006년 청주과학대학과

의 통합으로 증평도서관을 개관하여 2007

년 통합학술정보시스템을 기반으로 한 전

자도서관 시스템이 본격적으로 가동되어 

Web DB, E-journal, E-book 등 도서관 

이용에 관한 모든 사항을 홈페이지를 통하

여 제공하고 있으며, 2012년 철도대학과

의 통합으로 의왕도서관을 개관하여 캠퍼

스별 특성화된 도서관 서비스와 지식기반

의 사회에 맞는 유비쿼터스 도서관으로 거

듭나고 있다. 우리 도서관은 70여만 권의 

장서와 1100여 석의 열람석을 보유하고 있

으며 이용자들에게 신속 정확하게 서비스

하고자 국내외 대학도서관 및 관련기관과 

상호협력체제를 확대하여 광범위하고 다양

한 정보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또한, 위

성방송, UCC스튜디오, 글로벌학습실, 그

룹스터디실, 개인열람실 등 이용자 중심의 

도서관 운영과 쾌적한 환경 제공을 위해 항

상 노력하고 있다. 우리 도서관은 교육공

간, 복합문화 공간, 학술커뮤니케이션 공간

으로 빠르게 변화하는 환경 속에서 이용자

들의 요구에 신속 정확하게 대응할 수 있도

록 끊임없이 고민하고 움직이고 있으며 이

용자들의 교수학습 및 연구에 핵심역량이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다.

Connect the World



대학교육혁신원

세상의 변화에 부응하는 

교수·학습 체계의 혁신!

기초교육원에서 대학교육혁신원으로 확

대, 개편되어 교육패러다임 변화에 능동

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교수-학습방법을 

개발·적용하고 대학 교육목표에 부합하

는 인재를 양성하기 위해 <교양교육지원센

터>, <교수학습센터>, <교육성과관리센터>, 

<커뮤티케이션교육센터>, <MOOC센터>를 

두어 전문적으로 운영함으로써 급변하는 

사회변화에 대응할 수 있는 대학 교육의 

혁신과 효과적인 교수·학습 지원을 통한 

성실한 가르침, 진정한 배움 실현에 기여

하고 창의·혁신·실천형 인재 양성에 이

바지하고 있다.

공학교육혁신센터

최상의 공학교육 품질의

책임 있는 엔지니어 자질과

능력을 가진 인재를 양성

2006년도 공학교육연구센터로 최초 설

립되었다. 2007년도 공학교육혁신지원

사업에 선정되어 이후 공학교육혁신센터

로 명칭을 변경하였다. 공학교육혁신센터

의 주요 업무는 공학교육의 질 제고를 위

한 공학교육인증제에 대한 전반적인 지원

과 대표적 비교과 프로그램인 창의적종합

설계(CDP:Capstone Design Program)

와 학부생연구참여(URP:Undergraduate 

Research Program) 프로그램 그리고 기

업수요특화형 현장실습 및 미래기술 세미

나 프로그램 등을 통하여 우리 대학의 창

의융합형 공학인재 양성에 기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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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지원단

창업지원단은 창업특성화대학으로서 교통 

분야 창업생태계 조성 및 지역경제 활성화

를 위한 창업 부트 캠프 구축이라는 목표

로 창업지원 모델인 IDEA 플랫폼을 적용하

여 맞춤형 실전 창업교육부터 사업화 과정

까지 All-in-One 창업기반 인프라를 통해 

아이디어가 성공창업으로 실현되도록 전주

기적 지원을 하고 있다.

박물관

한국교통대학교 박물관은 중원문화의 중심

인 충주에서 가장 오랜 역사를 자랑하는 박

물관입니다. 1980년 4월 1일 공업박물관으

로 개관하여 40년 가까이 중원지역에 대

한 활발한 문화유적 조사와 학술연구를 통

해 중원문화를 새롭게 밝히고 있습니다. 이

와 함께 중원문화 학술포럼을 비롯한 다양

한 문화강좌 및 사회교육 프로그램을 운영

하여 지역문화의 보존과 진흥에도 앞장서

고 있습니다. 중원문화권 내 유일한 국립

대학 박물관으로써 앞으로도 중원학 연구

를 선도하고, 중원문화의 활성화를 이끌고

자 합니다.

비행훈련원 

국내 유일의 교통특성화 대학으로 안정적

이고 장기적인 조종인력 수급에 대한 정부

의 정책기조에 부응하기 위해 대외 경쟁력

을 갖춘 비행교육훈련기관을 운영함으로써 

국내 항공교육 시장의 선진화를 이루고 동

아시아 지역 항공교육의 선두적인 역할 수

행 및 공군학군단 후보생, 항공운항학과 학

생을 대상으로 자가용조종사과정, 사업용조

종사과정, 계기비행증명과정, 조종교육증명

과정 등을 개설 비행훈련을 실시하여 공군 

및 민간 항공회사에서 요구하는 우수 조종

인력 양성하는 기관이다.

부속기관

도서관 / 전산정보원 / 대학교육혁신원 / 

평생교육원 / 공동실험실습관 / 박물관 /충

주·증평·의왕생활관 / 신문·방송국 / 공

학교육혁신센터 / 과학문화진흥센터 / 국제

공인시험연구센터 / 현장실습지원센터 / 비

행훈련원 / 창업지원단 / 산학혁신지원단 / 

지역상생협력단 / 학생상담센터 / 장애학생

지원센터 / LINC+사업단 / 창업교육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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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설연구기관(43개)

나노기술연구소

글로벌IT연구소

방재기술연구소

건설환경기술연구소

화학산업연구소

태양광기술연구소

녹색성장산업연구소

융·복합기술연구소

물리첨단기술연구소

Green IT융합기술연구소

방재IT연구소

환경생명공학연구소

소재기술연구소

디자인연구소

융합생산기술연구소

친환경자동차기술연구소

국방산업기술연구소

바이오산업연구소

철도융합기술연구소

융합교통연구소

교통건축연구소

4D융합기술연구소

스포츠의과학연구소

로봇 및 인공지능 연구소

철도교통 부품 창의연구소

미래교육통합연구소

한국정책연구소

공공행정시뮬레이션연구소

항공교통연구소

지역발전연구소

동아시아연구소

문화산업연구소

스포츠산업연구소

세계무술아카데미

보건복지교육연구소

인문과학연구소

철도인문사회연구소

공공환경디자인연구소

유라시아교통연구소

건강과학연구소

물리의학기술연구소

재난관리융합연구소

환경산업정책연구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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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본부 별관

E9.

E10.

E11.

E12.

E13.

E14.

E15.

E16.

항공, 기계실습실

역학시험동

창업생산동

건축관

건설환경관

인문사회관

학군단

대원생활관

W1.

W2.

W3.

W4.

W5.

W6.

W7.

W9.

W10.

W11.

W13.

테니스장

체육관

국원노천극장

대학원

종합강의관

휴스케어

화학생명관

공동실험관

증원생활관

예성생활관

예성관리동

W15.

W16.

W17.

W18.

W19.

W20.

W22.

동아리관

IT관

인터넷창업센터

중앙정보관

대운동장

중앙도서관/교육관

환경관
U1.

U2.

U3.

U4.

U5.

U6.

본관

전산관

백주년기념관

백인생활관

학생회관

교통대학원

U8.

U9.

U10.

U11.

철도공학관

정문

대운동장

야외무대

1.

2.

3.

4.

5.

6.

7.

8.

청아관

보건관

생명관

학교기업

테니스장

체육관

골프장

국제관

9.

10.

11.

12.

13.

14.

15.

16.

청아생활관

BTL생활관

창업보육센터

김치공장

야외음악당

대운동장

풋살장

정문

의왕캠퍼스
E2W1

W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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