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학헌장

충북대학교의 건학이념은 진리,정의,개척이다.

진리는 영원한 학문의 과제요,

정의는 올바른 삶의 지표이며,

개척은 새로운 시대를 준비하는 창조의 정신이다.

교시·교기



인재상·핵심역량

캐릭터



교 가



교 목

교목-느티나무(Zelkova serrata)

교화-미선나무꽃
(Abeliophyllum distichum)



캠퍼스맵



동번호 건물명

N2 법학전문대학원

N3 테니스장� 관리사

N3-1 CBNU� STAR(카페)

N3-2 편의점

N4 산학협력관

N5 국제교류본부� 2호관

N6 인재양성원

N7 형설관

N8 보육교사교육원

N9 국제교류본부� 3호관

N10 대학본부,� 국제교류본부

N11 공동실험실습관

N12 중앙도서관

N13 경영학관

N14 인문사회관

N15 사회과학대학� 본관

N16-1 인문대학� 본관

N16-2 미술관

N16-3 미술과

N17-1 개성재� 수위실

N17-2 개성재� 관리동

N17-3 개성재(진리관)

N17-4 개성재(정의관)

N17-5 개성재(개척관)

N17-6 계영원

N18 사범대학·생활과학대학제2관

N19 제2본관

N20-1 생활과학대학

N20-2 어린이집

N20-3 직장어린이집

N21 은하수식당

동번호 건물명

E1-1 사범대학� 실험동

E1-2 사범대학� 강의동

E2 개신문화관

E3 제1학생회관

E3-1 NH관

E4-1 CBNU스포츠센터

E4-2 운동장� 본부석

E4-3 보조체육관

E5 123학군단

E6 특고변전실

E7-1 의과대학� 1호관

E7-3 의과대학� 2호관

E8-1 공과대학� 1호관

E8-2 공대� 합동강의동

E8-3 공과대학� 2호관

E8-4 제1공장동

E8-5 제2공장동

E8-6 공과대학� 3호관

E8-7 전자정보� 1관

E8-8 공과대학� 4호관

E8-10 공과대학� 5호관

E8-11 양진재

E9 학연산공동기술연구원

E10 전자정보� 2관

E11-1 목장� 창고

E11-2 목장관리사

E11-3 퇴비사

E11-4 건조창고

E11-5 동물자원연구지원센터

E11-6 돈사창고

E12-1 수의과대학� 및� 동물병원

E12-2 수의과대학� 2호관

E12-3 실험동물연구지원센터



동번호 건물명

S1-1 자연과학대학� 1호관

S1-2 자연과학대학� 2호관

S1-3 자연과학대학� 3호관

S1-4 자연과학대학� 4호관

S1-5 자연과학대학� 5호관

S1-6 자연과학대학� 6호관

S1-7 Pro메이커센터

S2 정보화본부

S3 본부관리동� 창고

S4-1 전자정보� 3관

S4-2 나이팅게일관

S4-3 약학대학� 동물실험실

S5-1 농장관리실

S5-2 농장관리실� 창고

S6-1 자연대� 온실1

S6-2 자연대� 온실2

S7-1 실험장비보관창고

S7-2 교육대학원,� 동아리방

S8 야외공연장

S9 박물관

S10 차고

S12 쓰레기� 처리장

S13 목공실

S14 제2학생회관(동아리방)

S17-1 양성재(지선관)

S17-2 양성재(명덕관)

S17-3 양성재(신민관)

S17-4 양현재(수위실)

S17-5 양현재(청운관)

S17-6 양현재(등용관)

S17-7 양현재(관리동)

동번호 건물명

S18 승리관(운동부합숙소)

S19 종양연구소

S20 첨단바이오� 연구센터(농생대)

S21-1 농업전문창업보육센터

S21-2 임산가공공장

S21-3 농업과학기술센터

S21-4 농업생명환경대학� 강의동

S21-5 농업생명환경대학� 실험동

S21-6 건조실

S21-6A 건조실� 작업장

S21-7 온실(특용식물학과)

S21-8 온실(식물자원학과)

S21-9 온실(식물의학과)

S21-10 온실(산림학과)

S21-11 온실(원예과학과)

S21-12 온실(원예과학과)

S21-13 온실창고

S21-14 온실1

S21-15 온실2

S21-16 온실3

S21-17 온실4

S21-18 온실5

S21-19 넷트하우스

S21-20 온실관리동

S21-21 농대동위원소실

S21-22 농기계� 공작실

S21-23 농기계� 실습실

S21-24 농대부속건물

S21-25 작물재배환경사

120 대학원� 화장실



발전계획(2017∼2021)

 충북대학교는 1951년 개교 이래 진리탐구의 전당으로서 국가와 지
역사회의 발전에 실질적으로 이바지해왔으며, 명문 거점 국립대학으로
서 “심오한 학술이론과 그 응용방법을 교수·연구·개발하며, 전문적인 
지도자의 자질과 인격을 함양하여 국가와 사회 발전에 공헌하는 우수
한 인재를 양성”하고자 하는 대학의 교육목표를 가짐

 위의 교육목표를 바탕으로 그 동안 눈부신 성장과 발전을 거듭하여 
한국생산성본부 국가고객만족도(NCSI) 국립대 부문 5년 연속 학생만
족도 1위 등 중부권 대표대학으로서 많은 빛나는 성과를 달성해 왔음

 우리 대학은 대학을 둘러싼 급격한 환경 변화와 지역성장의 견인차
로서의 대학의 사명과 역할에 대한 대학 구성원들의 진지한 성찰을 
토대로 2017년에 제8차 종합발전계획(2017~2021)을 수립하여 미
래사회에 요구되는 도전적 과제들을 성실히 추진해 왔음

 최근 거점 국립대학으로서 지역 고등교육 발전 생태계 조성의 책무
성 및 국가 균형발전을 위한 선도적 역할이 대내외적으로 더욱 강조
되는 등 변화된 환경에 부응하고 정부의 대학재정지원사업과 연계한 
대학의 발전방향을 새롭게 정립하기 위하여 제8차 종합발전계획의 수
정계획을 수립함

 이와 함께, 충북대 미래 100년을 준비하기 위한‘충북대학교 미래 비
전 2050’을 모색함은 물론, 개신·오송·오창·세종에 이르는 캠퍼스 광
역화에 대응하여 캠퍼스별 특화된 발전계획과 대내·외 환경변화 및 
사회 수요변화를 고려한 대학의 특성화 계획 등도 새롭게 정립함

 ‘조화, 품격, 미래’라는 대학운영 철학을 올바로 구현하고, 대학의 비전
인 “국토의 중심에서 글로벌 국가 중추대학으로의 도약”을 달성하여 
‘함께 여는 역동적 미래’를 창조하기 위한 12대 중점 추진전략의 8대 
분야로서  교육, 학생지원, 교수와 연구, 산학협력, 지역연계와 국제
화, 특성화, 대학경영, 성과관리를 설정하고, 분야별 추진목표를 설정함



8대 분야별 중점 추진과제

교육
기초가�튼튼한�교육 �

� � � � � � � � � � ▶� 미래� 핵심역량기반� 교양교육� 내실화

� � � � � � � � � � ▶� 사회수요를� 반영한� 창의‧융합� 전공교육� 활성화
� � � � � � � � � � ▶� 미래� 창의인재� 양성을� 위한� 비교과교육� 고도화

� � � � � � � � � � ▶� 에듀-테크� 기반� 교수‧학습지원시스템� 혁신

학생지원
수요자�중심�학생�지원

� � � � � � � � � � ▶� 글로벌� 우수� 학생� 유치�

� � � � � � � � � � ▶� 선진형� 학사관리시스템� 운영

� � � � � � � � � � ▶� 학생� 맞춤형� 취·창업지원시스템� 고도화

교수와�연구
연구�자율성과�다양성�보장

� � � � � � � � � � ▶�글로벌 수준 우수교수 유치 및 연구지원 확대� � � � � � �

� � � � � � � � � � ▶� 연구자� 중심� 연구관리지원시스템� 고도화

� � � � � � � � � � ▶�대학원 운영 선진화

산학협력
국가경제발전�지향�산학협력

� � � � � � � � � � ▶� 산학협력� 친화형� 대학체제� 활성화

� � � � � � � � � � ▶� 산업체� 맞춤형� 인재양성체제� 강화

� � � � � � � � � � ▶� 기술사업화� 및� 창업지원� 고도화

� � � � � � � � � � ▶� 캠퍼스� 광역화와� 연계한� 산학협력� 특성화



지역연계와�국제화
지역�및�세계와�조화적�협력

� � � � � � � � � � ▶� 대외협력� 추진체계� 개편

� � � � � � � � � � ▶� 대학� 간� 네트워크� 고도화

� � � � � � � � � � ▶� 대학-지역과의� 상생협력� 추진� 강화

� � � � � � � � � � ▶� 세계와� 소통하는� 글로벌� 캠퍼스� 활성화

대학특성화
목적지향의�핵심인재�양성

� � � � � � � � � � ▶� 특성화� 집중� 육성� 지원체계� 구축

� � � � � � � � � � ▶� 지역전략산업과� 연계한� 선도적� 특성화

� � � � � � � � � � ▶� 기초·보호학문� 분야� 육성을� 위한� 조화적� 특성화

� � � � � � � � � � ▶� 미래� 대응� 연계·융합� 특성화� 시범추진

대학경영
안정적이고�신뢰받는�경영

� � � � � � � � � � ▶� 대학경영� 혁신� 지속� 추진

� � � � � � � � � � ▶� 안정적� 재원확보� 및� 교육환경� 선진화

� � � � � � � � � � ▶� 고객만족� 후생복지� 실현

� � � � � � � � � � ▶� 대학� 인지도� 및� 브랜드� 가치의� 지속� 제고

성과�관리
수준�높은�성과�관리

� � � � � � � � � � ▶� 성과관리조직� 및� 운영체제� 정비

� � � � � � � � � � ▶� 분야별� 지속적� 성과관리� 및� 피드백� 제공

� � � � � � � � � � ▶� 성과관리� 표준화� 및� 공유� 확산



비 전



비전� 및� 목표

▶� (비전)� 제8차� 중장기�발전계획(수정계획)에�제시된�우리대학의� 비전은� “함께�여는�

역동적�미래:� 국토의�중심에서�글로벌�국가�중추�대학으로�도약”

▶� (건학이념)� 우리대학은�진리,� 정의,� 개척을�건학이념(교시)으로�함

▶� (교육목표)� 교육목표는� 진리,� 정의,� 개척의� 건학이념을� 바탕으로� “학문발전을� 선

도”� 하고,� “공동선을� 추구하는� 민주시민을� 양성하여,� 국가와� 사회의� 미래� 개척에�

헌신”� 하며,� “지역사회� 문화� 창달에� 노력하고� 인류사회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모

색”� 하는�것임

발전목표� 및� 기본방향

▶� (발전목표)� 조화(Harmony)의� 가치를� 바탕으로� 한� “조화롭고� 균형잡힌� 대학”,� 품

격(Dignity)의� 가치를� 바탕으로� 한� “대학다운� 대학”,� 미래(Future)의� 가치를� 바

탕으로�한� “새�시대를�향해�도전하는�대학”

▶� (기본방향)� 이러한� 발전목표를� 토대로� 총� 6대� 기본방향을� 수립하고,� 12대� 중점�

추진전략을�설정함

대학의� 인재상과� 핵심역량 �

▶� (인재상)� 우리대학의� 인재상은� 대학헌장에서� 제시한� 교육목표와� 기본정신

을� 충실히� 이해하고� 실천할� 수� 있는� 높은� 역량을� 갖춘� 인재(人材)인“직

지(直指)의� 창의� 정신을� 품은� 개신인”으로서,� 건학이념에� 따라� 진리인,� 정의

인,� 개척인을� 지향함

▶� (핵심역량)� 직지의� 창의� 정신을� 품은� 개신인재가� 갖추어야�할� 6대�역량으로서� 창

의성·휴머니즘·적극성·공동체역량·글로벌역량·전문성(New-CHANGE)을�설정함

� -� CHANGE:� 창의성(Creativity),� 휴머니즘(Humanism),� 적극성(Activeness),� 공동

체역량(Neighbor� Minded),� 글로벌역량(Globalism),� 전문성(Expertise)

� -� 핵심역량은� 고정된� 것이� 아닌� 시대� 및� 사회의� 변화에� 능동적이고� 유연하게� 대응

할�수�있도록�항상�새롭게�정립해�나가는� New-CHANGE�역량을�추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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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약사

․ 청주농과초급대학
1949. 4. 민족문화를 계승 창조하고, 새로운 문화의 학문을 받아들이며 학문의 제원리를 

연구 확립하기 위한 대학의 필요성을 절감한 도민의 열망에 힘입어 청주농과대
학 창립 기성회가 결성됨 

1950. 5. 청주농과초급대학 설립 인가
8. 청주농과초급대학 설립 인가(2년제) 농학과(정원 160명), 축산학과(정원 80명)

9. 초대 조현하 학장 취임
1951. 9. 현 청주농업고등학교 교사와 시설을 공동 사용하는 방법으로 개교

․ 청주농과대학
1953. 4. 청주초급농업대학이 해체됨과 동시에 청주농과대학(4년제)으로 승격됨. 농학과

(정원 240명), 축산학과(정원 160명)

4. 임학과(정원160명)신설

․ 도립 충북대학
1956. 4. 청주 농과대학으로 5년간 꾸준한 성장과 내실을 기해오던 본 대학은 지역사회

에 농학뿐만 아니라 광범위한 전문분야에서 학문의 기회를 후진들에게 부여하
기 위해 약학과(정원 160명)가 증설되면서 충북대학으로 교명을 바꾸었다. 

9. 개신리 임업시험장과 농도원, 복대동 종축장을 통합하여 현재의 교지를 마련하
고 청주농업고등학교에서 신축교사로 이전 완료

1957. 4. 제2대 송재철 학장 취임
6. 체육학과(정원 160명)신설

1960. 10. 제3대 지영린 학장 취임
1962. 1. 제4대 장영철 학장 취임

1962. 5. 제5대 최재갑 학장 취임

․ 국립 충청대학교
1962. 3. 국립학교 설치령 개정으로 충남대학교와 통합되면서 약학과와 체육학과가 폐지

되고, 충남대학교 농과대학의 각학과와 농산제조학과(정원 100명), 농업토목학
과(정원 100명)을 흡수 병합하여 충청대학교로 직제가 개편됨 

․ 국립 충북대학
1963. 3. 국립충청대학교는 지역여건 등 여러 가지 불합리한 통합이었으므로 대학의 원

상복귀를 강경하게 추진하게 되어 지역사회의 균형발전이라는 측면과 도민들의 

활발한 승격운동에 힘입어 통합된지 1년만에 국립학교 설치령을 개정, 약학과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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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육학과를 부활하여 7개 학과를 가진 충북대학으로 분리 발족
12. 가정학과(정원 120명)신설

1964. 3. 농업토목학과를 농공학과로, 농산제조학과를 농화학과로 과명 변경
6. 제6대 연규횡 학장 취임

1966. 9. 엽연초연구소 설치 인가
1967. 11. 연초학과(정원 120명), 화학공학과 신설

1968. 1. 대학원이 신설되어 심오한 학문연구가 가능하게 됨(농학과 8명, 임학과 8명)
1. 교양학부 신설

2. 제7대 이상조 학장 취임
12. 잠사학과(정원 120명)가 신설되고 농학과, 축산학과, 농화학과 각각 10명씩 증원 

1969. 5. 제8대 조건상 학장 취임
9. 어학실습실 개설

10. 학생생활연구소 법제화
12. 잠사학과가 폐과됨과 동시에 영어교육과, 수학교육과, 과학교육과, 토목공학과

가 신설되고 체육과, 가정학과를 체육교육과, 가정교육과로 과명 변경
1970. 2. 대학원축산학과(8명), 농화학과(8명) 신설 및 농학과, 임학과(2명) 증원

3. 1970년대부터는 단과대학 체제로는 운영이 어려울 정도로 포화상태에 이르게 
되어 종합대학으로서의 면모를 갖추기 위한 준비단계로서 학부제를 도입하여, 1

학년의 교양학부와 전공과정을 농학부, 교육학부, 이공학부로 나누고 학부장을 
중심으로 하는 운영체제 확립

5. 충북대학부설 임시중등학교 교원양성소 및 중등학교 교원연수원 설치 인가
9. 농업박물관 및 종합박물관 개관

12. 체육교육과, 가정교육과, 영어교육과, 수학교육과, 과학교육과 각각 10명씩 증원
1971. 1. 대학원, 농공학과(정원 4명), (농업토목학전공, 농업기계학전공)신설

4. 대통령령 제5586호(국립학교 설치령 중 개정령)에 의거 교육학부 학생에게 수
업료 및 입학금 면제 조치

12. 국어교육과신설(정원 40명)
1972. 1. 대학원약학과(정원 8명) 신설

12. 농업경영학과(30명) 신설
1973. 5. 제9대 연규횡 학장 취임

12. 미술교육과(30명), 공업교육과(30명) 신설 및 토목공학과 10명 증원
대학원 박사과정 신설, 농학과(2명), 임학과(2명), 축산학과(2명), 농화학과(2명)

대학원 석사과정의 농공학과(4명) 증원
1974. 3. 약학부 및 공학부 학부제 실시

4. 농공학과에 부전공(농업기계)과목 신설
7. 새마을연구원 설치

12. 원예학과, 전기공학과, 금속공학과(각 30명) 신설
농공학과, 화학공학과, 약학과 각 10명 증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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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75. 3. 교육대학원 설립인가 교육행정, 국어교육, 수학교육, 과학교육, 영어교육, 체육
교육 전공(정원 70명)

12. 사회교육과(40명) 신설
전기공학과, 금속공학과, 화학공학과, 임학과, 축산학과, 농공학과, 원예학과, 농

화학과 각 10명씩 증원
1976. 1. 대학원 석사과정 토목공학과, 화학공학과(각 40명) 신설

대학원 박사과정(농학과, 임학과, 축산학과, 농화학과 각 1명씩 증원)
5. 제10대 연규횡 학장 유임

12. 대학원 석사과정 연초학과, 농업경영학과 신설

․ 국립 충북대학교
1977. 12. 대통령령 제8815호에 의거 종합대학교로 승격되어 공과대학, 농과대학, 사회과

학대학, 사범대학의 4개 단과대학 27개 학과를 설치 인가
1978. 3. 초대 정범모 총장 취임

10. 약학대학 및 자연과학대학 신설
수학과(40명), 물리학과(40명), 화학과(40명), 생물학과(40명), 무역학과(80명), 

경제학과(40명), 회계학과(80명), 교육학과(40명), 농생물학과(40명) 신설
약학과 20명, 건축공학과 150명, 토목공학과 200명 증원, 농업토목학과를 농공

학과로 명칭 변경
11. 실험대학 운영 인가

1979. 1. 대학원 문학계열 6명, 이학계 6명, 공학계 44명 증원, 대학원 박사과정 농공학
과(3명) 신설. 교육대학원 증원(30명)

석사과정 신설 : 영어영문학과, 국어국문학과, 수학과
3. 신축학생회관 개관

4. 충북대학교 장학법인 설립
5. 공과대학 부설 건설기술연구소 설치 및 농과대학 부설 농업과학연구소를 설치

하고 미생물연구소를 환경과학연구소로 개편
6. 사범대학부설 교육개발연구소 설치

7. 호서문화연구소 설치
9. 인문대학 신설, 영문 40명, 독문 40명, 불문 40명, 중문 40명

․ 학과신설 : 법학 40명, 지리교육 40명
․ 정원증원 : 역사교육 10명

․ 학과개편 : 통계학과 → 계산통계학과
12. <대학원 학생정원 조정>

․ 대학원 석사과정 증원 48명(136명 → 184명)
- 학과신설 : 원예학과, 전기공학과

- 증원 : 농학계 12명, 약학계 6명, 공학계 120명, 이학계 4명, 문학계 6명
․ 대학원 박사과정 증원 30명(15명 → 45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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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과신설 : 화학공학과, 약학과
- 증원 : 농학계 15명, 공학계 9명, 약학계 6명

1980. 3. 공학관 준공
4. 국립학교 설치령이 개정되어 학생처 상담지도관의 직제를 개편

6. 체육관 준공
7. 농학관과 인문사회관 신축 기공식

10. 사범대학 및 사회과학대학 이전
1981학년도 정원조정에 의거, 사범대학 국민윤리교육과(40명), 인문대학 어문학

계 국어국문학과(40명), 철학과(40명), 사회과학대학 사회학과(40명), 심리학과
(40명), 공과대학 전자계산학과(50명), 기계공학과(50명) 신설. 사범대학 과학교

육과(10명), 인문대학 어문학계(40명), 사회과학대학 경상계(20명), 공과대학 일
반공학계(30명) 증원

11. <대학원정원조정>
․ 전공신설 : 국민윤리 교육전공, 사회교육전공

․ 증원 : 50명(150명 → 200명)
․ 명칭변경 : 교육행정 전공 → 교육학전공(교육행정분야, 상담심리분야)

․ 대학원석사과정 증원 56명(184명 → 240명)
․ 학과신설 : 금속공학과

․ 증원 : 농학계 16명, 약학계 6명, 공학계 26명, 문학계 8명
․ 대학원박사과정 증원 18명(45명 → 63명)

․ 학과신설 : 연초학과, 농업경영학과, 토목공학과
․ 증원 : 농학계 12명, 공학계 6명

1981. 3. 건설본부폐지 사무국에 시설과 설치, 사범대학 부속과학교육연구소 설치
10. ․ 학과신설 : 식품공학과(40), 정치외교학과(40)

․ 학과개편 : 전자계산학과 → 전자계산기공학과, 농업경영학과 → 농업경제학과
11. <대학원정원조정>

․ 대학원석사과정 증원 10명(240명 → 250명)
․ 학과신설 : 건축공학과

․ 증원 : 공학계 10명
․ 전공분리 : 사회교육전공 - 일반사회교육전공, 역사교육전공

            과학교육전공 - 물리교육전공, 화학교육전공, 생물교육전공
․ 증원 : 80명(200명 → 280명)

1982. 3. 연규횡 총장 취임
10. 인문대학 사학과 신설(30)

11. 사회과학대학 통계학과 폐과, 대학원 석사과정 7개학과, 교육대학원 전공 증설
(미술교육전공)

․ 학과 신설(석사) : 농생물학과, 교육학과, 경제학과, 물리학과, 화학과, 생물학과, 
체육학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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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명칭 변경(석사) : 농업경영학과 → 농업경제학과, 문학계 → 어문계
․ 학과명칭 변경(박사) : 농업경영학과 → 농업경제학과

1983. 4. 사범대학부속중학교 설립 인가 (남·여 공학 24학급)
9. 학과 신설 : 공과대, 산업안전공학과(40), 환경공학과(50)

학과명칭 변경 : 계산통계학과 → 전산통계학과
10. 대학원 학과 신설 : 행정학과

교육대학원전공 분리 : 교육학전공 → 교육행정전공, 학교상담전공
명칭 변경: 일반사회교육전공 → 사회교육전공

1984. 1. 공과대학 산업안전공학과, 환경공학과 신설
4. 농과대학부설 농촌열에너지연구소 설치

10. 의예과(50), 미생물학과(40) 신설
1985학년도 대학학생 정원 조정(7개 단과대학 56개 학과)

11. 사범대학에 평생체육연구소 설치
<대학원 학과 신설>

․ 학과 신설(석사) : 어문학계 - 독어독문학과, 불어불문학과
                  이학계 - 전산통계학과, 전자계산기공학과

                  농학계 - 농업기계공학과
                  약학계 - 임상약학과

․ 학과 신설(박사) : 농학계 - 원예학과
                  이학계 - 물리학과, 화학과, 생물학과

<교육대학원 전공 신설>
농업교육전공, 공업교육전공

1985. 2. 공과대학 부속 건설기술연구소를 충북대학교 건설기술연구소로, 환경과학연구
소를 기초과학연구소로 명칭 변경

11. 86학년도 대학학생 정원 조정(7개 단과대학 58개학과)
․ 공과대학 정보통신공학과(50), 전자공학과(50) 신설

․ 공과대학부설 산업과학기술연구소, 신 도서관 준공
12. 사범대학부속고등학교 설립 인가(남·여 공학 12학급)

1986. 3. 제3대 조성진 총장 취임
5. 학군단건물 준공

11. 87학년도 대학학생 정원 조정(9개 단과대학 61개학과)
․ 의과대학 신설

․ 사회과학대학을 사회과학대학과 경영대학으로 분리 개편
․ 학과 신설(공과대학 공업화학과(40), 자연과학대학 생화학과(40))

12. 유전공학연구소 신설
1987. 10. 학과명칭 변경 : 농업기계학과 → 농업기계공학과

11. 경영대학 부설 산업경영연구소 신설
88학년도 대학학생 정원 조정(9개 단과대학 66개 학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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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과 신설(인문대학 고고미술사학과(30), 자연과학대학 천문우주학과(40), 경
영대학경영정보학과(60), 공과대학 도시공학과(40), 농과대학 임산가공학과

(30))
․ 자연과학대학 전산통계학과를 통계학과(40)와 전자계산학과(40)로 분리 개편

․ 행정대학원 설치 인가, 행정학과(80명)
․ 보조체육관 준공

<대학원 정원조정>
․ 증원(석사) : 80명

․ 학과 신설: 심리학과, 법학과, 정치외교학과, 지리학과, 회계학과, 기계공학과, 
산업안전공학과, 환경공학과

․ 증원(박사): 32명(63명 → 95명)
․ 학과 신설(박사): 국어국문학과, 경제학과, 행정학과, 건축공학과, 전기공학과, 

금속공학과, 농생물학과, 식품가공학과
<교육대학원 전공신설>

지리교육전공, 지구과학전공
12. 의과대학건물 준공

1988. 3. 농과대학부설 농업과학연구소가 법정조직으로 설치
5. 통일문제연구소를 국제관계연구소로 명칭 변경

10. 법과대학신설
11. 89학년도 대학학생 정원 조정(10개 단과대학 69개 학과)

대학개편 및 학과 신설
․ 사회과학대학을 사회과학대학과 법과대학으로 개편하고 법과대학에 공법학과

(40)와 사법학과(40) 신설
․ 농과대학 수의학과(30) 신설

․ 정원 감축(90) : 인문대학 국어국문학과(20), 영어영문학과(20), 농과대학 축산
학과(10), 사범대학 교육학과(5), 역사교육과(5), 지리교육과

(5), 사회교육과(5), 국  민윤리교육과(5), 과학교육과(5), 가정
교육과(5), 체육교육과(5) 감원

․ 학과명칭 변경 : 식품가공학과 → 식품공학과
대학원 학과 신설, 폐지 및 학생정원 조정

․ 석사과정 학과 신설(사학과, 무역학과, 가정학과, 전자계산학과, 통계학과) 및 폐지
 (전산통계학과)

 정원 조정 84명 증원(330명 → 414명)
․ 박사과정 학과 신설(농업기계공학과)

 정원조정 37명 증원(95명 → 132명)
 교육대학원에 초등교육전공 신설

 정원조정 15명 증원(280명 → 295명)
1989. 3. 국립학교 설치령 개정에 따라 연구소 폐지·명칭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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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새마을연구소 폐지
․ 농과대학부속 가축병원을 농과대학부속 동물병원으로, 중앙기기관을 공동실험

실습관으로 명칭 변경
6. 법과대학 부설 법학연구소 신설

11. 대학원 학과신설 및 정원 조정
․ 석사과정 학과 신설 2개 학과(미생물학과, 전자공학과) 정원조정 24명 증원

            (414명 → 438명)
․ 박사과정 학과 신설(전자계산학과) 정원조정 9명 증원(132명 → 141명)

산업대학원 신설 인가
학생정원 60명, 4개 학과(공정공학과, 건설공학과, 생산공학과, 전기전산공학과) 

제2학생회관 준공
1990. 3. 제4대 이택원 총장 취임

유전공학연구소 법정조직으로 설치
6. 기획실 및 환경안전연구소 신설

8. 도서관 의과대학분관 신설
11. 대학원 학과신설 및 학생정원 조정

․ 석사과정 학과신설 4개 학과(의학과, 정보통신공학과, 생화학과, 공업화학과) 
정원조정 48명 증원(438명 → 486명)

․ 박사과정 학과 신설 3개 학과(전자계산기공학과, 환경공학과, 기계공학과) 정
원조정 20명 증원(141명 → 161명)

․ 행정대학원 정원조정 10명 증원(80명 → 90명)
․ 산업대학원 정원조정 30명 증원(60명 → 90명)

대학학과 신설 및 학생 정원조정
․ 자연과학대학 반도체과학과(30) 신설

․ 학과개편 : 약학대학 약학과(50)를 약학과(25)와 제약학과(25)로 개편
․ 학과간 정원 조정

농과대학연초학과 △10, 수의학과 10
․ 학과명칭 변경 : 공과대학 금속공학과를 재료공학과로, 전자계산기공학과를 

컴퓨터공학과로 변경
․ 91학년도 대학 학생정원조정에 의거 10개 단과대학 71개 학과 정원조정

1991. 2. 수자원·수질연구센터 신설
3. 국립학교 설치령이 개정됨에 따라 기획실과 공과대학 부속산업과학기술 연구소

가 법정조직으로 설치
남학생기숙사(A동) 개관

10. <대학 학생정원 조정>
․ 일반공학부 전기전자계열 20명(정보통신공학과)

․ 일반공학부 기계계열 40명(정밀기계공학과 신설)
․ 단과대학 신설 : 생활과학대학 가정관리학과(30명), 식품영양학과(20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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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과 폐지 : 사범대학 가정교육과
․ 학과개편 : 토목공학과(150) - 토목공학과 100명, 건설시스템공학과 50명

․ 92학년도 대학학생 정원조정결과 11단과대학, 73개학과 모집인원 3,020명
11. <대학원 학생정원 조정>

대학원석사과정 : 증원 37명(486 → 523)
․ 이공계철판분야 26명, 기타분야 11명

․ 학과명칭변경: 금속공학과가 재료공학과로, 전자계산기공학과가 컴퓨터공학과로 
변경

․ 학과신설: 경영학과 대학원박사과정 : 증원 33명(161 → 194)
․ 이공계철판과학분야 24명, 기타분야 9명

․ 학과신설: 산업안전공학과, 영어영문학과
․ 학과명칭변경 : 금속공학과를 재료공학과로, 전자계산기공학과를 컴퓨터공학과로 

변경
․ 경영대학원 신설 : 경영학과 45명

1992. 3. 국립학교 설치령이 개정됨에 따라 기획연구실 신설, 약대 부속 약품자원 개발
연구소 법정화

7. <대학 학생정원 조정>
학과신설 : 자연과학대학 지질과학과 40명, 공과대학 전파공학과 40명

학과명칭 변경 : 전자계산학과를 컴퓨터과학과로
93학년도 대학 학생정원 조정에 의거 11개 단과대학 75개학과 모집정원 3,100명

대학원 석사과정 증원 48명(523 → 571)
․ 학과신설 : 도시공학과, 임산공학과, 천문우주학과, 수의학과

․ 박사과정 증원 18명(194 → 212)학과신설 2개학과(30개 학과에서 32개 학과) : 
정보통신공학과, 미생물학과

교육대학원전공신설 및 증원 : 전자계산교육전공, 상업교육전공 30명 산업대학원 
정원 40명 증원(90 → 130)

1993. 9. <대학 학생정원 조정>
․ 학과신설 : 인문대학 노어노문학과 30명, 공과대학 제어계측공학과 30명, 사

범대학 컴퓨터교육과 30명, 생활과학대학 아동복지학과 30명
․ 정원증원 : 사범대학 교육학과(5), 역사교육과(5), 지리교육과(5), 사회교육과

(5), 국민윤리교육과(5), 과학교육과(20) 인문대학 중어중문학과(△
5), 불어불문학과(△5), 철학과(△5 )

․ 수의과대학 신설(수의학과)
․ 학과명칭 변경 : 임산가공학과를 임산공학과로, 건설시스템공학과를 구조시스

템공학과로 변경
<94학년도 대학 학생정원 조정 결과 12개 단과대학, 79개학과, 모집정원 3,245명>

10. <대학원 학생정원 조정>
․ 대학원 석사과정 증원 29명(571명 → 600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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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학원 박사과정 증원 30명(212명 → 242명)
  - 학과신설 : 전자공학과, 의학과(32학과 3 학과)

․ 경영대학원 석사과정 증원 15명(45명 → 60명)
1994. 3. 제5대 이낭호 총장 취임

8. 반도체·정보산업분야 국책지원대학으로 지정
9. <대학 학생정원 조정>

․ 정원증원 : 자연대 컴퓨터과학과 10명, 화학과 15명, 반도체과학과 10명, 공대 
산업안전공학과 10명, 공업화학과 10명, 정밀기계공학과 10명

․ 학과명칭 변경 : 공대 산업안전공학과 안전공학과
<'95학년도 대학학생 정원조정 결과 12단과대학 79학과 모집정원 3,310명>

10. 대학원 석사과정 정원증원 60명(600 → 660)
․ 학과신설 : 중어중문학과, 철학과(55학과 → 57학과), 대학원박사과정 정원증

원 10명(242 → 252), 경영대학원 석사과정 정원 증원 30명(60 → 
90)

1995. 10. <대학 학생정원 조정>
․ 정원증원 : 자연과학대학 생명과학부 20명, 공과대학 전기전자공학부 20명

․ 학과 통폐합 : 생물학과, 미생물학과, 생화학과 생명과학부, 화학공학과, 공업
화학과 화학공학부, 전기공학과, 전자공학과, 정보통신공학과, 

전파공학과, 제어계측공학과, 반도체과 학과, 전기전자공학부 
기계공학과, 정밀기계공학과 기계공학부 임학과, 임산공학과 

산림과학부, 공법학과, 사법학과 법학부
․ 학과명칭 변경 : 자연과학대학 지질과학과 지구환경과학과

․ 학과소속 변경 : 자연과학대학 반도체과학과 공과대학 전기전자공학부
('96학년도 대학 학생정원 조정결과 12단과대학 6개학부 63학과모집정원 3,350명)

<대학원 학생정원 조정>
대학원 석사과정 증원 135명 (660 → 795)

  - 학과 신설 : 반도체과학과, 사회학과, 가정관리학과 (57학과 → 60학과)
  - 학과명칭변경 : 산업안전공학과 안전공학과

․ 대학원박사과정 증원 90명 (252 → 342)
  - 학과신설 : 수의학과, 경영학과(34학과 → 36학과)

  - 학연산 협동과정 신설 : 한국화학연구소
  - 학과명칭변경 : 산업안전공학과 안전공학과

․ 교육대학원 석사과정 정원 증원 30명(325 → 355)
  - 전공신설 : 환경교육전공(21전공 → 22전공)

․ 산업대학원 석사과정 정원 증원 20명 (130 → 150)
1996. 3. 대학종합평가 인정

10. <대학학생 정원조정>
․ 정원증원 : 자연과학대학 화학과(5), 물리학과(10), 공과대학 도시공학과(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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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전자공학부(15)
('97학년도 대학학생 정원 조정결과 12단과대학 6학부 63학과 모집정원 3,390명)

11. <대학원학생 석사과정>
․ 대학원석사과정

  - 증원 171명
  - 학과신설: 식품영양학과, 지구환경과학과, 전파공학과 (60학과 → 63학과)

  - 학연산 협동과정 증설 : 한국에너지기술연구소, 생명공학연구소, 한국표준
과학연구원(1연구소 → 4연구소)

   - 학과간 협동과정 신설(의용생체공학과)
․ 대학원박사과정

  - 증원 82명
 - 학과신설: 법학과, 사학과, 천문우주학과 (36학과 → 39학과)

 - 학연산 협동과정 증설 : 한국에너지기술연구소, 생명공학연구소, 한국표준과
학연구원(1연구소 → 4연구소)

- 학과간 협동과정 신설(의용생체공학과)
․ 행정대학원 : '97학년도부터 입학정원제도 변경 : 입학정원 36명

․ 산업대학원 : '97학년도부터 입학정원제도 변경 : 입학정원 60명
․ 경영대학원 : '97학년도부터 입학정원제도 변경 : 입학정원 36명

․ 경영대학원 석사과정 정원 증원 50명
․ 법무대학원 신설인가

  - 학생 입학정원 30명, 법학과 1개학과
1997. 3. <연구소 정비 실시>

건설기술연구소(법정)와 수자원·수질연구센터(비법정) 및 환경안전 연구소 (비
법정)를 통합하여 건설기술연구소로, 호서문화연구소(법정)와 선사문화연구소(비

법정)를 통합하여 중원문화연구소로, 교육개발연구소(비법정)와 생활과학연구소
(비법정)를 통합하여 교육·생활연구소로, 지역개발연구소(법정)와 국제관계연구

소(비법정) 및 사회과학연구소(비법정)를 통합하여 사회과학연구소로, 정보통신
산업연구소(비법정)와 컴퓨터과학연구소(비법정)를 통합하여 컴퓨터·정보통신

연구소로, 농업과학연구소(법정)와 농촌열에너지연구소(비법정)를 통합하여 농업
과학기술연구소로 통합하였으며, 인문과학연구소(비법정)를 인문학연구소로 명

칭을 변경하였다. 또한 그동안 단과대학 소속이었던 모든 연구소를 본부(사범대
학부속 과학교육연구소는 제외)로 소속을 변경하였으며 이로써 종전 29개 연구

소가 20개(법정 11개, 비법정 9개)로 운영하게 되었다. 
10. '98학년도 대학원 학생 정원 조정

<석사 : 575명 → 618명>
․ 정원증원 : 자연과학계열 : 19명, 공학계열 : 20명

․ 학과신설 : 구조시스템공학과, 제어계측공학과
<박사 : 200명 → 220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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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원증원 : 자연과학계열 6명, 공학계열 8명, 의학계열 3명
․ 학과신설 : 도시공학과, 반도체공학과, 통계학과

․ 협동과정 신설 (석·박사)
  - 한국전자통신연구원(2/2), 한국생산기술연구원(2/1)(계 : 4/3)

․ 소속 및 학과명칭 변경
  - 석사 : 자연과학계열(반도체과학과) 공학계열(반도체공학과)

․ 학과 분리
  - 박사 : 자연과학계열 전자계산학과 전자계산학과, 통계학과

<'98학년도 대학원학생 정원조정 결과>
․ 석사 : 5계열 64개 학과6 학연산 협동과정, 1 학과간 협동과정

․ 박사 : 4계열 42개 학과6 학연산 협동과정, 1 학과간 협동과정
․ 산업대학원 증원 20명 (60명 80명)

11. '98학년도 대학학생정원 조정
․ 정원증원 : 인문대학 미술과(5), 자연과학대학 체육학과(10), 법과대학 법학부

(5), 생활과학대학 식품영양학과(10), 아동복지학과(5)
․ 학과신설 : 수의과대학 수의학과 자연과학대학 수의예과

․ 학과명칭변경 : 사범대학 미술교육과, 인문대학 미술과, 사범대학 체육교육과, 
자연과학대학 체육과, 사범대학 과학교육과, 사범대학 과학교

육학부, 경영대학 무역학과, 경영대학 국제경영학과
'98학년도 대학학생 정원 조정 결과 : 12개 단과대학 7개 학부 63개 학과 모집 

정원 3,430명
1998. 4. 제6대 주자문 총장 취임.

10. <'99학년도 대학학생 정원 조정>
․ 정원증원 : 자연과학대학 수학·통계·컴퓨터과학과군(30명)

            공과대학 전기전자공학부 (35명), 건설공학과군 (50명)
            농과대학 축산·농화학·식품공학과군 (20명)

․ 모집단위 광역화 실시
  - 인문대학 : 국어국문학과, 중어중문학과, 영어영문학과, 독어독문학과, 불어

불문학과, 노어노문학과, 철학과, 사학과, 고고미술사학과 인문
학과군

  - 사회과학대학 : 사회학과, 심리학과 사회·심리학과군, 행정학과, 정치외교
학과, 경제학과군, 행정·정치외교·경제학과군

  - 자연과학대학 : 생명과학부, 화학과 생명과학부·화학과군, 물리학과, 천문
우주학과, 지구환경과학과 물리·천문우주·지구환경과학

과군, 수학과, 통계학과, 컴퓨터과학과군, 수학·통계·컴
퓨터과학과군

  - 경영대학 : 경영학과, 회계학과 경영학부, 국제경영학과, 경영정보학과 국
제경영·정보시스템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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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과대학 : 화학공학부, 재료공학과, 환경공학과, 안전공학과 공정공학과군, 
기계공학부, 컴퓨터공학과, 기계·컴퓨터공학과군, 토목공학과, 

건축공학과, 도시공학과, 구조시스템공학과, 건설공학과군
  - 농과대학 : 원예학과, 농생물학과 환경생물원예학부, 농학과, 연초학과 농

학·연초학과군, 축산학과, 농화학과, 식품공학과 축산·농화
학·식품공학과군, 농공학과, 농업기계공학과 농공·농업기계

공학과군
  - 사범대학 : 역사교육과, 지리교육과, 사회교육학과, 역사교육·지리교육·

사회교육학과군 - 생활과학대학 : 가정관리학과, 식품영양학
과, 아동복지학과 생활과학과군

  - 약학대학 : 약학과, 제약학과 약학·제약학과군
'99학년도 대학학생 정원조정결과 : 12개 단과대학, 15개학과군, 7개학부, 13개

학과, 모집정원 : 3,565명 
11. '99학년도 대학원학생정원조정 결과

<석사> : 618명 → 648명
․ 정원 증원 : 공학계열 10명

․ 학과 신설
  - 공학계열 : 정밀기계공학과

  - 인문계열 : 고고미술사학과, 노어노문학과
  - 예체능계열 : 미술과

․ 학과간 협동과정 신설 : 정보산업공학 20명
<박사> : 220명 → 220명

․ 학과신설
  - 인문사회계열 : 철학과, 심리학과, 정치외교학과, 교육학과

  - 자연과학계열 : 생화학과, 임산공학과
  - 공학계열 : 전파공학과

․ 소속 및 관리대학 변경
 사범대학 체육학과 → 자연과학대학 체육학과

<'99학년도대학원학생 정원조정 결과>
석사 : 5계열 69개 학과, 6학연산 협동과정, 2학과간 협동과정

박사 : 4계열 49개 학과, 6학연산 협동과정, 1학과간 협동과정
1999. 6. 1999학년도 2학기 대학원학생 정원 배정

<석사> : 648명 → 657명
․ 정원증원 9명

  - 인문사회계열 3명, 자연계열 6명
<박사> : 220명 → 223명

․ 정원증원 3명
  - 인문사회계열 3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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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교육부 두뇌한국 21사업 수행 대학 선정
10. 2000학년도 대학학생 정원조정 결과

․ 모집단위 변경
  - 전기전자공학부, 컴퓨터공학과, 컴퓨터과학과 → 전기전자 및 컴퓨터공학부

<2000학년도 대학학생 정원조정 결과>
․ 12개 단과대학, 1개 본부직속학부, 33개 모집단위, 9개 학부, 55개 학과, 모집

정원 3,565명
11. 2000학년도 대학원 학생정원 조정 결과

<석사> : 657명 → 663명
․ 정원증원 1명

  - 학연산협동과정 1명(한국생산기술연구원 1명)
․ 학과 신설 5명

  - 경영정보학과
<박사> : 223명 → 250명

․ 정원 증원 1명
  - 학연산협동과정 1명(한국생산기술연구원 1명)

․ 학과 신설 26명
  - 국제경영학과 5명

  - 경영정보학과 5명
  - 지구환경과학과 6명

  - 공업화학과
  - 정밀기계공학과

  - 구조시스템공학과 5명
  - 제어계측공학과 5명

<2000학년도 대학원학생 정원조정 결과>
석사 : 5계열, 70개학과, 6학연산협동과정, 2학과간 협동과정

박사 : 4계열, 56개학과, 6학연산협동과정, 1학과간 협동과정
11. 2000학년도 교육대학원 정원조정 결과

․ 전공신설 : 90명
  - 공통과학교육, 교육학교육, 기계공학교육, 화학공학교육, 전기·전자교육, 

토목공학교육
<2000학년도 교육대학원 정원조정 결과>

․ 157명 → 247명
2000. 1. 전기전자 및 컴퓨터공학부(본부직속학부) 신설

8. 2001학년도 대학 학생정원 조정 결과
․ 정원조정 30명

  - 증원(미술과 10명, 체육과 10명, 생활과학과군 10명)
  - 감원(경영학부 15명, 국제경영정보학부 15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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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1학년도 대학 학생정원 조정 결과>
․ 12개 단과대학, 1개 본부직속학부, 33개 모집단위, 9개 학부, 55개 학과, 모집

정원 3,565명
8. 2001학년도 대학원학생 정원조정 결과

<석사> : 663명 → 684명
․ 정원증원 10명

  - 인문사회계열 2명, 의학계열 2명, 예체능계열 2명
  - 학연산협동과정 4명(한국화학연구소 2명, 한국에너지기술연구소 2명)

․ 학과신설 11명
  - 학연산협동과정 11명(임업연구원 2명, 충청북도농업기술원 2명, 식품의약품

안정청 2명, 한국기계연구원 2명, LG산전전략연구소 1명, 한국원자력연구소 
2명)

<박사> : 250명 → 263명
․ 정원증원 4명

  - 의학계 3명
  - 학연산협동과정 1명(한국에너지기술연구소 1명)

․ 학과신설 9명
  - 체육학과 3명

          <2001학년도 대학원학생 정원조정 결과>
  석사 : 5계열, 70개학과, 12학연산협동과정, 2학과간 협동과정

  박사 : 5계열, 57개학과, 12학연산협동과정, 1학과간 협동과정
8. 종합서비스센터(TSC) 개소

  - 학연산협동과정 6명(임업연구원 1명, 충청북도농업기술원 1명, 식품의약품
안정청 1명, 한국기계연구원 1명, LG산전전략연구소 1명, 한국원자력연구소 

1명)
10. 2001학년도 교육대학원 정원조정 결과

․ 전공신설 : 10명
  - 공통사회교육 10명

․ 전공폐지 : 4개 전공
  - 기계공학교육, 화학공학교육, 토목공학교육, 전기·전자공학교육

<2000학년도 교육대학원 정원조정 결과>
․ 247명 → 257명

2001. 7. 2002학년도 대학 학생정원 조정 결과
․ 정원조정 10명

  - 증원(체육학과 5명, 수의예과 5명)
  - 감원(건설공학과군 10명)

․ 전공신설
  - 건축학전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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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패션디자인정보학전공
  - 시각디자인전공

<2002학년도 대학 학생정원 조정 결과>
․ 12개 단과대학, 1개 본부직속학부, 33개 모집단위, 9개 학부, 55개 학과, 모집

정원 3,565명
7. 2002학년도 대학원 학생정원 조정 결과

<석사> : 684명 → 698명
․ 정원증원 3명

  - 학연산협동과정 3명(한국원자력연구소 3명)
․ 정원감원 2명

  - 학연산협동과정 2명(충청북도농업기술원 2명)
․ 학과신설 13명

  - 학연산협동과정 3명(한국천문연구원 3명)
  - 학과간협동과정 10명(보건의료생명공학 10명)

<박사> : 263명 → 276명
․ 정원증원 10명

  - 의학계열(의학과) 5명
  - 예체능계열(체육학과) 1명

  - 학연산협동과정 4명(한국전자통신연구원 2명, 충청북도농업기술연구원 2명)
․ 학과신설 3명

  - 가정학과 
  - 학연산협동과정 1명(한국천문연구원 1명)

  - 학과간협동과정 2명(보건의료생명공학 2명)
<2002학년도 대학원학생 정원조정 결과>

석사 : 5계열, 70개학과, 13학연산협동과정, 3학과간 협동과정
박사 : 5계열, 58개학과, 13학연산협동과정, 2학과간 협동과정

7. 2002학년도 e비즈니스 경영대학원 정원조정 결과
․ 정원증원 10명(86명 → 96명)

․ 명칭변경 : 경영대학원 → e비즈니스경영대학원
9. 국립학교설치령 개정에 따른 대학조직 개편

․ 보좌기관의 폐지
  - 부처․실장, 부학장, 대학원 선임주임 교수 폐지

․ 22개 연구소 - 7개 연구원 체제로 통합 조정
  - 인문학 연구원 : 인문학 연구소, 중원문화연구소

  - 사회과학연구원 : 사회과학연구소, 법학연구소, 교육개발연구소, 생활과학
연구소

  - 자연과학연구원 : 유전공학연구소, 과학교육연구소
  - 보건의료과학연구원 : 의학연구소, 약품자원개발연구소, 동물의학연구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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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학정보센터, 평생체육연구소, 생물건강산업개발연
구센터

  - 정보기술·경영연구원 : 컴퓨터정보통신연구소, 산업경영연구소
  - 건설·산업과학기술연구원 : 건설기술연구소, 산업과학기술연구소

  - 농업생명과학연구원 : 농업과학연구소, 첨단원예기술개발센터, 엽연초연구소
․ 부속시설 명칭 변경

  - 전자계산소 → 전산정보원
  - 학생생활연구소 → 학생생활상담센터 

․ 대학행정조직개편
  - 2처·1실·11과·3담당관실·12행정실 → 3처·1국·11과·8행정실

  - 조직통합 및 명칭변경 내역
기획연구실 → 기획연구처

학적과, 수업과 → 학사관리과
학생과, 후생과 → 학생지원과

장학담당관 → 취업정보과
기획담당관 → 기획과

연구지원담당관 → 연구지원과
도서관 수서과, 정리과 → 자료지원과

도서관 열람과 → 자료운영과
  - 단과대학 행정실 통합

제1행정실 → 인문대학
제2행정실 → 사회과학대학, 법과대학, 행정대학원, 법무대학원

제3행정실 → 자연과학대학
제4행정실 → 경영대학, 경영대학원

제5행정실 → 공과대학, 산업대학원, 전기전자 및 컴퓨터 공학부
제6행정실 → 농과대학

제7행정실 → 사범대학, 생활과학대학, 교육대학원
제8행정실 → 약학대학, 수의과대학, 의과대학

12. 경영대학원 → e비즈니스경영대학원으로 명칭변경
2002. 3. 의학전문대학원 신설

4. 제7대 신방웅 총장 취임
8. 나노과학기술연구소, 종양연구소 신설

9. 금융수학연구소 신설
10. 2003학년도 일반대학원 학생정원조정결과

<석사> : 698명 → 701명
․ 학과신설 3명

  - 학연산협동과정 3명(농촌진흥청, 한국건설기술연구원, 충청북도농업기술원)
․ 정원조정 4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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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감원 4명(공학계열 3명, 예체능계열 1명)
  - 증원 4명(인문사회계열 4명)

․ 학과명칭변경
  - 가정관리학과 → 주거환경·소비자학과

<박사> : 276명 → 280명 
․ 학과신설

  - 일반과정 : 역사교육과, 국민윤리교육과, 컴퓨터교육과, 과학교육과
  - 학과간협동과정 2명 : 정보산업공학과

  - 헉연산협동과정 2명 : 농촌진흥청, 한국건설기술연구원
<2003학년도 일반대학원 학생정원조정결과>

석사 : 5계열, 70학과, 15학연산협동과정, 3학과간협동과정
박사 : 5계열, 62학과, 15학연산협동과정, 3학과간협동과정

11. 2003학년도 교육대학원 학생정원조정결과
․ 학과(전공)명칭변경

  - 사회교육전공 → 일반사회교육전공
  - 전자계산교육전공 → 정보·컴퓨터교육전공 

11. 2003학년도 대학 학생정원조정결과
․ 정원조정(△12명)

  - 감원(의예과 25명)
    - 증원(수학·통계학과군 10명, 물리·천문우주·지구환경학과군 3명) 

․ 모집단위(학부)내 전공 분리
  - 전기전자전공 → 전기공학전공, 전자공학잔공, 정보통신공학전공 

․ 모집단위 변경 
  - 인문학과군 315명 → 인문학Ⅰ군 115명, 인문학Ⅱ군 105명, 인문학Ⅲ군 95명

  - 공정공학과군 250명 → 재료·안전공학과군 100명, 화학공학부·환경공학
과군 150명

<2003학년도 대학 학생정원조정결과>
․ 12개 단과대학, 1개 본부직속학부, 36개 모집단위, 8개학부, 57개학과, 모집정원 

3,553명 
2003. 3. 기업정보화지원센터 신설

3. 전기전자 및 컴퓨터공학부 → 전기전자컴퓨터공학부로 명칭 변경 
4.1 대학본부 행정조직 개편 및 명칭변경

․ 교무처 → 교육연구처
․ 학생처 → 학생입학처

․ 기획연구처 → 기획협력처
․ 교무과 → 교수·연구과

․ 학사관리과 → 학사지원과
․ 학생지원과 → 학생복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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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학·취업과 → 신설
․ 대외협력과 → 신설

․ 연구지원과 → 폐지(교수·연구과로 통합)
․ 취업정보과 → 폐지(입학·취업과로 통합)

  지원 및 기타 조직의 신설
․ 발전기획단 → 신설

․ 산학협력단 → 신설
5. 동물생명과학연구소 신설

6. 러시아연구소 신설
2003. 9. 2004학년도 대학 학생정원조정결과

․ 정원조정
  - 감원(의학전문대학원 1명)

  - 증원(수의예과 1명)
․ 모집단위 변경

  - 건설공학과군 340명 → 건설공학과군 300명, 건축학과(5년제) 40명
․ 모집단위 명칭 변경

  - 환경생물원예학부 → 식물의학·원예학과군
․ 학과(전공) 명칭 변경

  - 원예학전공 → 원예학과
  - 농생물학전공 → 식물의학과

  - 임학전공 → 산림학전공
  - 임산공학전공 → 목재·종이과학전공

  - 농공학과 → 지역건설공학과 
<2004학년도 대학 학생정원조정결과>

․ 12개 단과대학, 1개 직속학부, 18개 학과군, 7개 학부, 12개 학과,
 모집정원 3,554명

2003. 10. 2004학년도 일반대학원 학생정원조정결과
<석사> 701명 

․ 학과 신설 
  - 아동복지학과, 컴퓨터교육과

․ 학과 명칭 변경
  - 가정학과 → 패션디자인정보학과

․ 계열 변경
  - 전자계산학과(자연과학계열 → 공학계열)

<박사> 280명
․ 학과 신설

  - 고고미술사학과, 회계학과, 국어교육과, 수학교육과, 식품영양학과, 
    아동복지학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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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열 변경
  - 전자계산학과(자연과학계열 → 공학계열)

<2004학년도 일반대학원 학생정원조정결과>
석사 : 5계열, 72학과, 15학연산협동과정, 3학과간협동과정

박사 : 5계열, 68학과, 15학연산협동과정, 3학과간협동과정
2004. 1. 2주기 대학종합평가 인정

2. 산학협력단 설치
4. e-Learning 센터 신설

4. 농과대학부설농업과학기술센터 신설
6. 실험동물연구지원센터 신설

9. 한의약연구소 신설
2004. 9. 2004학년도 대학 학생정원조정결과

․ 정원조정(△20명)
  - 화학·생명과학군 200명 → 190명(△10명)

  - 화학공학부·환경공학과군 150명 → 140명(△10명)
․ 모집단위 조정

  - 인문학Ⅰ군 → 국어국문학과 40명, 중어중문학과 35명, 영어영문학과 40명
  - 인문학Ⅱ군 → 독어독문학과 40명, 불어불문학과 35명, 노어노문학과 30명

  - 물리·천문우주·지구환경학과군 133명 → 물리학과·지구환경과학과군 93명,
    천문우주학과 40명

  - 생활과학과군 70명 → 생활과학과군(주거환경·소비자학과, 식품영양학과,
    패션디자인정보학과) 70명, 아동복지학과 30명  

․ 대학 및 모집단위(학과) 명칭 조정
  - 농과대학 → 농업생명환경대학

  - 연초학과 → 특용식물학과
  - 원예학과 → 원예과학과

  - 농업기계공학과 → 바이오시스템공학과
  - 수학·정보통계학과군 → 수학과·정보통계학과군

  - 화학·생명과학군 → 화학과·생명과학부군
  - 식물자원·연초학과군 → 식물자원·특용식물학과군

  - 식물의학·원예학과군 → 식물의학·원예과학과군
  - 농공·농기계공학과군 → 지역건설·바이오시스템공학과군

<2005학년도 대학 학생정원조정결과>
․ 12개 단과대학, 1개 직속학부, 16개 학과군, 7개 학부, 20개 학과,

 모집정원 3,534명
2004. 9. 2005학년도 교육대학원 학생정원조정결과

․ 전공 신설 : 영양교육전공 5명
2004. 10. 2005학년도 일반대학원 학생정원조정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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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사> 701명 
․ 학과 명칭 조정

  - 농공학과 → 지역건설공학과
  - 농업기계공학과 → 바이오시스템공학과

  - 임학과 → 산림학과
․ 학과간 협동과정 학과 신설

  - 농업생명공학, 바이오산업, 나노과학기술
․ 학연산 협동과정 명칭 조정

  - 임업연구원 → 국립산림과학원
<박사> 280명

․ 학과 신설(2개 학과)
  - 영어교육과, 주거환경·소비자학과 

․ 학과 명칭 조정
  - 농공학과 → 지역건설공학과

  - 농업기계공학과 → 바이오시스템공학과
  - 임학과 → 산림학과

  - 가정학과 → 패션디자인정보학과
․  학과간 협동과정 학과 신설

  - 농업생명공학, 바이오산업 
․ 학연산 협동과정 명칭 조정

  - 임업연구원 → 국립산림과학원
<2005학년도 일반대학원 학생정원조정결과>

석사 : 5계열, 72학과, 15학연산협동과정, 6학과간협동과정
박사 : 5계열, 70학과, 15학연산협동과정, 5학과간협동과정

2005. 1. 농과대학 → 농업생명환경대학으로 명칭변경
2. 자료관 설치

2. 자연과학대학부설과학기술진흥센터 신설
3. 입학·취업과 → 입학·장학과로 명칭변경

3. 종합인력개발원 설치
5. 장애지원센터 신설

2005. 9. 2006학년도 대학 학생정원조정결과
․ 정원조정(△346명)

  - 국어국문학과외 24개 모집단위 감원(△292명)
  - 모집단위 설·폐에 따른 감원(△54명) 

․ 모집단위 설·폐
  - 산림과학부 폐지

  - 식물의학·원예과학과군 폐지
  - 식물자원·특용식물학과군 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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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축산·농화학·식품공학과군 폐지
  - 지역건설·바이오시스템공학과군 폐지

  - 생물자원생산학부 신설(식물자원학전공, 특용식물학전공, 바이오시스템공학
전공) 

  - 산림과학·지역건설공학부 신설(산림학전공, 목재·종이과학전공, 지역건설
공학전공)

  - 응용생명환경학부 신설(농화학전공, 식물의학전공, 원예과학전공, 축산학전
공, 식품공학전공) 

․ 모집단위 조정
  - 재료·안전공학과군(재료공학과, 안전공학과)

  - 신소재·안전공학과군(신소재공학과, 안전공학과)
<2006학년도 대학 학생정원조정결과>

․ 12개 단과대학, 1개 직속학부, 12개 학과군, 9개 학부, 20개 학과,
 모집정원 3,188명

2005. 10 2006학년도 일반대학원 학생정원조정결과
<석사> 701명 → 666명(△35명)

․ 전공 신설
  - 시각디자인전공(미술과)

․ 학과간 협동과정 학과 신설
  - 바이오정보기술, 메카트로닉스 

<박사> 280명 
<2006학년도 일반대학원 학생정원조정결과>

석사 : 5계열, 72학과, 15학연산협동과정, 8학과간협동과정
박사 : 5계열, 70학과, 15학연산협동과정, 5학과간협동과정

2005. 10 2006학년도 특수대학원 학생정원조정결과
․ 정원조정(△14명)

  - 행정대학원 36명 → 34명(△2명)
  - 산업대학원 80명 → 76명(△4명)

  - 경영대학원 96명 → 91명(△5명)
  - 법무대학원 30명 → 27명(△3명)

2006. 3. e비즈니스경영대학원 → 경영대학원으로 명칭 변경
2006. 9. 2007학년도 대학 학생정원조정결과

․ 모집단위 조정
  - 건설공학과군(토목공학과, 구조시스템공학과, 건축공학과, 도시공학과)

    → 건설공학과군(토목공학부(토목공학전공, 토목시스템공학전공), 건축공학
과, 도시공학과)

<2007학년도 대학 학생정원조정결과>
․ 12개 단과대학, 1개 직속학부, 12개 학과군, 9개 학부, 20개 학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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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집정원 3,188명
2006. 11. 2007학년도 일반대학원 학생정원조정결과

<석사> 666명 
․ 학과 신설

  - 건축학과
․ 전공 신설

  - 건축학전공, 바이오효능평가학전공
․ 모집단위 및 전공명칭 조정

  - 환경공학과(수질오염관리전공, 대기오염제어및폐기물처리전공), 
    도시공학과(도시계획및설계학전공, 환경및교통공학전공)

    → 환경·도시공학과(수질오염관리전공, 대기오염제어및폐기물전공, 
       도시계획및설계학전공, 도시시스템및교통공학전공) 

  - 전기공학과, 전자공학과, 정보통신공학과, 전파공학과, 제어계측공학과, 
    반도체공학과, 전자계산학과

    → 전기·전자·정보통신·전산공학과군(전기공학과, 전자공학과, 정보통신
공학과, 전파공학과, 제어계측공학과,반도체공학과, 전자계산학과) 

  - 축산학과, 농화학과, 원예학과, 농생물학과, 식품공학과
    → 응용생명환경학과군(축산학과, 농화학과, 원예학과, 농생물학과, 식품공학과) 

<박사> 280명 
․ 전공 신설 : 바이오효능평가학전공

․ 모집단위 및 전공명칭 조정
  - 환경공학과(수질오염관리전공, 대기오염제어및폐기물처리전공), 

    도시공학과(도시계획및설계학전공, 환경및교통공학전공)
    → 환경·도시공학과(수질오염관리전공, 대기오염제어및폐기물전공, 

    도시계획및설계학전공, 도시시스템및교통공학전공) 
  - 전기공학과, 전자공학과, 정보통신공학과, 전파공학과, 제어계측공학과,

    반도체공학과, 전자계산학과
    → 전기·전자·정보통신·전산공학과군(전기공학과, 전자공학과, 정보통신

공학과, 전파공학과, 제어계측공학과, 반도체공학과, 전자계산학과)
  - 축산학과, 농화학과, 원예학과, 농생물학과, 식품공학과

    → 응용생명환경학과군(축산학과, 농화학과, 원예학과, 농생물학과, 식품공학과) 
<2007학년도 일반대학원 학생정원조정결과>

석사 : 5계열, 74학과, 15학연산협동과정, 8학과간협동과정
박사 : 5계열, 71학과, 15학연산협동과정, 5학과간협동과정

2006. 11. 2007학년도 산업대학원 학생정원조정결과
․ 전공 신설(4개 학과 17개 전공 → 4개 학과 18개 전공)

  - 건설공학과 건축학전공
2007. 10. 2008학년도 대학 학생정원조정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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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원조정(△20명)
  - 감원(전기전자컴퓨터공학부 20명)

․ 모집단위간 정원조정
  - 감원(건설공학과군 9명)

  - 증원(생활과학과군 9명)
․ 모집단위 분리

  - 국제경영·정보시스템학부 131명 → 국제경영학과 82명, 경영정보학과 49명
<2008학년도 대학 학생정원조정결과>

․ 12개 단과대학, 1개 직속학부, 12개 학과군, 8개 학부, 22개 학과,
 모집정원 3,168명

2007. 10. 2008학년도 일반대학원 학생정원조정결과
<석사> 666명

․ 학과간협동과정 학과 신설
  - 합성생물학, 문화재과학

<박사> 280명
․ 학과 신설

  - 건축학과
․ 학과간협동과정 학과 신설

  - 바이오정보기술
<2008학년도 일반대학원 학생정원조정결과>

석사 : 5계열, 72학과, 15학연산협동과정, 10학과간협동과정
박사 : 5계열, 70학과, 15학연산협동과정, 6학과간협동과정

2007. 10. 2008학년도 교육대학원 학생정원조정결과
․ 정원조정 : 257명 → 252명(△5명)

․ 전공 신설
  - 외국어로서의 한국어교육전공

2008. 8. 2009학년도 대학 학생정원조정결과
․ 정원조정(△52명)

  - 법학부 폐지(△52명)
․ 단과대학 신설 

  - 전기전자컴퓨터공학부(본부 직속학부) → 전자정보대학 전기전자컴퓨터공학부
․ 학부 폐지 및 모집 중지

  - 법학부 폐지(80명) → 타 모집단위로 28명 조정
  - 약학·제약학과군 2년간 모집 중지 (한시적 활용인원 50명) 타 모집단위로 조정 

․ 모집단위 증원 및 조정
  - 미술과 40명 → 미술과 60명<20명 증원>

  - 체육학과 45명 → 체육학과 60명<15명 증원>
  - 아동복지학과 27명 → 아동복지학과 30명<3명 증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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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건축학과 38명 → 건축학과 36명<2명 감원>
  - 인문학Ⅲ군 86명 → 철학과 32명, 사학과 27명, 고고미술사학과 27명

  - 사회·심리학과군 71명 → 사회학과 36명, 심리학과 36명<1명 증원>
  - 행정·정치외교·경제학과군 127명 → 행정학과 36명, 정치외교학과 36명

       경제학과 54명<1명 감원>
  - 수학과·정보통계학과군 80명 → 수학과 40명, 정보통계학과 40명 

  - 화학과·생명과학부군 169명 → 화학과 53명, 생물학과 44명, 
 미생물학과 36명, 생화학과 36명

  - 신소재·안전공학과군 87명 → 신소재공학과 44명, 안전공학과 44명
            <1명 증원> 

  - 화학공학부·환경공학과군 126명 → 화학공학과 44명, 공업화학과 44명
     환경공학과 39명<1명 증원>

  - 건설공학과군 250명 → 토목공학부 150, 건축공학과 50명, 
     도시공학과 50명  

  - 생물자원생산학부 97명 → 식물자원학과 35명, 특용식물학과 27명, 
       바이오시스템공학과 35명

  - 산림과학·지역건설공학부 97명 → 산림학과 40명<5명 증원>, 목재·
    종이과학과 27명, 지역건설공학과 35명

  - 생활과학과군 75명 → 주거환경학과 25명, 소비자학과 25명<25명 증원>, 
    식품영양학과 30명<4명 증원>, 

    패션디자인정보학과 30명<6명 증원>
  - 역사·지리·사회교육학과군 45명 → 역사교육과 15명, 지리교육과 15명, 

      사회교육과 15명
  - 과학교육학부 55명 → 물리교육과 14명, 화학교육과 14명, 

   생물교육과 13명, 지구과학교육과 14명 
<2009학년도 대학 학생정원조정결과>

․ 13개 단과대학, 2개 학과군, 6개 학부, 60개 학과, 모집정원 3,116명
※ 법과대학 법학부 2012년까지 존속되므로 대학 및 학부에 포함됨.

※ 학과군에 약학·제약학과군 포함됨.
2008. 8. 2009학년도 교육대학원 학생정원조정결과

․ 전공명칭 조정
  - 국민윤리교육전공 → 윤리교육전공

2008. 9. 법학전문대학원 설치 인가(입학정원 70명) 
2008. 10. 2009학년도 일반대학원 학생정원조정결과

<석사> 666명
․ 전공 조정

  - 국제경영학과 전공 통합(국제경영학전공, 국제통상학전공 → 국제경영학전공)
․ 학과(학과(군)) 및 전공 명칭 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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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교육학과 
    (전공명칭) 교육과정 및 교육방법전공 → 교육과정·교육평가·교육공학전공

  - 전기·전산·정보통신·전산공학과군
    (학과군 명칭) 전기·전산·정보통신·전산공학과군 → 전기·전자·정보·

컴퓨터학과군
    (학과 명칭) 전파공학과 → 전파통신공학과 

    제어계측공학과 → 제어로봇공학과
    전자계산학과 → 컴퓨터과학과

    (전공 명칭) 제어계측공학전공 → 제어로봇공학전공
     전자계산학전공 → 컴퓨터과학전공

․ 학과간협동과정 학과 폐지
  - 보건의료생명공학, 나노과학기술, 메카트로닉스)

<박사> 280명
․ 전공 조정

  - 국제경영학과 전공 통합(국제경영학전공, 국제통상학전공 → 국제경영학전공)
․ 학과(학과(군)) 및 전공 명칭 조정

  - 교육학과 
    (전공명칭) 교육과정 및 교육방법전공 → 교육과정·교육평가·교육공학전공

  - 국민윤리교육과
   (학과 명칭) 국민윤리교육과 → 윤리교육과 

   (전공 명칭) 국민윤리교육전공 → 윤리교육전공
  - 전기·전산·정보통신·전산공학과군 

   (학과군 명칭) 전기·전산·정보통신·전산공학과군 → 전기·전자·정보·
      컴퓨터학과군

   (학과 명칭) 전파공학과 → 전파통신공학과 
   제어계측공학과 → 제어로봇공학과

   전자계산학과 → 컴퓨터과학과
   (전공 명칭) 제어계측공학전공 → 제어로봇공학전공

   전자계산학전공 → 컴퓨터과학전공
․ 학과간협동과정 학과 신설

  - 합성생물학
․ 학과간협동과정 학과 폐지

  - 보건의료생명공학
2008. 12. 그린에너지연구소 설치 

2009.   1. 학내 조직 개편 및 명칭 변경
․ 입학장학과 → 입학관리과     

․ 기획과 → 기획평가과
․ 대외협력과 →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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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  2. 국어생활연구소 폐지 → 국어문화원 설치
2009.  3. 사범대학중등교육원수원 → 사범대학교육연수원으로 명칭 변경

       전자정보대학 신설                          
        법학전문대학원 설치

2009. 8. 2010학년도 대학 학생정원조정결과
․ 모집단위 설·폐(모집단위 내 전공 폐지)

  - 기계공학부 88명(기계공학전공, 정밀기계공학전공)→기계공학부 88명
   ․ 모집단위 조정 

  - 물리학과·지구환경과학과군 81명(물리학과, 지구환경과학과)
               → 물리학과 46명, 지구환경과학과 35명

  - 전기전자컴퓨터공학부 402명(전기공학전공, 전자공학전공, 정보통신공학전공, 
컴퓨터 공학전공)

               → 전기공학부 64명, 전자공학부 120명, 정보통신공학부 110명, 컴퓨터공
학부 108명

  - 응용생명환경학부 182명(농화학전공, 식물의학전공, 원예과학전공, 축산학
전공, 식품공학전공)

               → 농화학과 35명, 식물의학과 35명, 원예과학과 35명, 축산학과 42명, 식품
공학과 35명

           ․ 모집단위 소속 변경
  - 자연과학대학 수의예과 → 수의과대학 수의예과

  - 자연과학대학 의예과 → 의과대학 의예과 
<2010학년도 대학 학생정원조정결과>

․ 13개 단과대학, 1개 학과군, 7개 학부, 67개 학과, 모집정원 3,116명
2009. 8. 입학관리본부 신설(입학관리과, 입학전형실)

       대학신문사 → 신문방송사로 명칭 변경  
       천체물리연구소 설치       

2009. 9. 2010학년도 교육대학원 학생 정원 조정 결과 
․ 정원 조정(△12명)

  - 교육대학원 입학정원 252명 → 240명
․ 전공 폐지

  - 교육학교육, 공통사회교육, 공통과학교육 전공 폐지
2009. 11. 2010학년도 일반대학원 학생정원조정결과

<석사> 666명
․ 학과 신설(분리)

  - 주거환경·소비자학과 학과 → 주거환경학과, 소비자학과
․ 전공 신설

  - 석·박사 과정 의학과 전공 신설 → 응급의학 전공 신설
․ 전공 명칭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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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석·박사 과정 토목공학과 전공 명칭 변경
              토질공학 전공 → 토질공학 및 건설관리 전공

  - 학과간협동과정 전공 명칭 변경
               GIS 전공 → 공간정보공학 전공 

․ 학연산 협동과정 신설
  - 석·박사 과정 신설

    → 한국기초과학지원연구원 추가 신설
<박사> 280명 → 273명(△7명)

․ 전문대학원 학과 신설
  - 법학과 박사과정 신설 → 학술박사 과정 5명 신설 

2010. 2. 충북대학교환경자원분석센터(학교기업) 설치 
2010. 6. IDEC 충북대지역센터 설치

2010. 7. 보건진료소 → 보건진료원으로 명칭 변경
       학연산공동기술연구원 폐지(산학협력단 부속시설 편입) 

2010. 8. 2011학년도 대학 학생정원조정결과
․ 모집단위 조정

            약학대학 미 모집 단위 한시적 활용학과 정원 감축(△50명)
  - 미술과 40명 → 미술과 48명<△12명>

  - 체육학과 60명 → 체육학과 48명<△12명>
  - 산림학과 40명 → 산림학과 35명<△5명>

  - 식품영양학과 30명 → 식품영양학과 26명<△4명>
  - 아동복지학과 30명 → 아동복지학과 27명<△3명>

  - 패션디자인정보학과 30명 → 패션디자인정보학과 24명<△6명>
  - 주거환경학과 25명 → 주거환경학과 21명<△4명>

            - 소비자학과 25명 → 소비자학과 21명<△4명>
․ 모집단위 분리

  - 컴퓨터 공학부 108명 → 컴퓨터공학과 43명, 소프트웨어학과 65명
  - 약학·제약학과 군 → 약학과 25명, 제약학과 25명

․ 학과명칭 변경
  - 농화학과 35명 → 환경생명화학과 35명

            <2011학년도 대학 학생정원조정결과>
․ 13개 단과대학, 7개 학부, 67개 학과, 모집정원 3,116명

2010. 9. 국제교육원 → 국제교류원으로 명칭 변경
기초교육원 설립

2010. 10. 2011학년도 일반대학원 학생정원조정결과
<석사> 666명

․ 학과간 협동과정 신설
  - 산림치유학과 산림치유학 전공 석사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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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사> 273명
․ 과정분리

  - 주거환경·소비자학과 → 주거환경학과와 소비자학과로 분리
․ 학과간 협동과정 신설

  - 문화재과학과 문화재과학전공 박사과정
․ 석·박사과정 신설

  - 세포생물학 및 유전학 전공, 신경의학과 전공
․ 석·박사과정 변경

  - 연초학과를 특용식물학과로 변경
2010. 11. 인간심리연구소 설치

2011. 3. 창업지원단 설치
2011. 6. 창업지원단 폐지

․ 의과대학부속의학교육실 설립
․ 법학전문대학원부속리걸클리닉센터 설립

․ 한국지방교육연구소 설립
2011. 8. 2012학년도 대학 학생정원조정결과

․ 모집단위 신설(232명)
  - 융합학관군(조형예술학과, 디자인학과, 디지털정보융합학과) 90명

  - 자율전공학부 57명
  - 간호학과 60명

  - 체육교육과 25명
․ 모집단위 폐지(△126명)

  - 미술과 48명(△)
  - 체육학과 48명(△) 

  - 컴퓨터교육과 30명(△)
․ 모집단위 조정(△141명, 증 5명)

  - 물리교육과 14명 → 15명(증1) 
  - 화학교육과 14명 → 15명(증1) 

  - 생물교육과 13명 → 15명(증2)
  - 지구과학교육과 14명 → 15명(증1)

  - 천문우주학과 34명 → 33명(△1명)
  - 지구환경과학과 35명 → 33명(△2명)

  - 미생물학과 36명 → 35명(△1명)
  - 생화학과 36명 → 35명(△1명)

  - 수학과 40명 → 38명(△2명)
  - 정보통계학과 40명 → 38명(△2명)

  - 생물학과 44명 → 42명(△2명)
  - 물리학과 46명 → 44명(△2명)



1.� 약사� � 53

  - 화학과 53명 → 51명(△2명)
  - 건축학과 36명 → 34명(△2명) 

  - 환경공학과 39명 → 34명(△2명) 
  - 화학공학과 44명 → 41명(△3명) 

  - 신소재공학과 44명 → 41명(△3명) 
  - 안전공학과 44명 → 41명(△3명) 

  - 공업화학과 44명 → 41명(△3명) 
  - 건축공학과 50명 → 47명(△3명) 

  - 도시공학과 50명 → 47명(△3명) 
  - 기계공학부 88명 → 82명(△6명)

  - 토목공학부 150명 → 140명(△10명)
  - 컴퓨터공학과 43명→ 40명(△3명)

  - 전기공학부 64명 → 60명(△4명) 
  - 소프트웨어학과 65명 → 61명(△4명) 

  - 정보통신공학부 110명 → 103명(△7명) 
  - 전자공학부 120명 → 112명(△8명) 

  - 식물자원학과 35명 → 33명(△2명) 
  - 산림학과 35명 → 33명(△2명) 

  - 지역건설공학과 35명 → 33명(△2명) 
  - 환경생명화학과 35명 → 33명(△2명) 

  - 원예과학과 35명 → 33명(△2명) 
  - 바이오시스템공학과 35명 → 33명(△2명) 

  - 식물의학과 35명 → 33명(△2명) 
  - 식품공학과 35명 → 33명(△2명) 

  - 축산학과 42명 → 40명(△2명) 
  - 중어중문학과 32명 → 30명(△2명) 

  - 불어불문학과 32명 → 30명(△2명) 
  - 철학과 32명 → 30명(△2명) 

  - 국어국문학과 36명 → 34명(△2명)  
  - 영어영문학과 36명 → 34명(△2명)  

  - 독어독문학과 36명 → 34명(△2명)  
  - 사회학과 36명 → 34명(△2명)  

  - 심리학과 36명 → 34명(△2명) 
  - 행정학과 36명 → 34명(△2명) 

  - 정치외교학과 36명 → 34명(△2명) 
  - 경제학과 54명 → 51명(△3명) 

  - 경영정보학과 49명 → 46명(△3명) 
  - 국제경영학과 82명 → 77명(△5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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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영학부 165명 → 154명(△11명) 
  - 농업경제학과 35명 → 33명(△2명) 

            <2012학년도 대학 학생정원조정결과>
            ․ 13개 단과대학, 7개 학부, 70개 학과, 1학과군, 모집정원 3,086명

2011. 9. 2012학년도 일반대학원 학생정원조정결과
<석사> 702명

․ 학과 신설
  - 사회교육과, 역사지리교육과, 디지털정보융합학과, 조형예술학과, 디자인학과

          ․ 학과 명칭 변경
  - 석·박사 과정 학과 명칭 변경

               구조시스템공학과 → 토목시스템공학과
․ 학과 폐지

  - 지리학과, 미술과
  - 석·박사과정 학과 폐지 → 컴퓨터교육과

․ 전공 신설
  - 동양화 전공, 서양화 전공, 조소 전공, 디자인 전공, 윤리교육 전공, 영어교

육 전공, 수학교육 전공, 물리교육 전공, 화학교육 전공, 생물교육 전공, 지
구과학교육 전공, 임상영양학 전공, 영어커뮤니케이션 전공

  - 석·박사과정 전공 신설 → 사회교육 전공, 역사교육전공,
               지리교육 전공, 디지털정보융합 전공 신설

․ 전공 명칭 변경
  - 석·박사 과정 전공 명칭 변경

               소아과학전공 → 소아청소년과학전공
               진단방사선과학전공 → 영상의학전공

 <박사> 302명
․ 학과 신설

  - 사회교육과, 역사지리교육과, 디지털정보융합학과
․ 학과 폐지

  - 역사교육과
․ 전공 신설

  - 외국어로서의 한국어교육 전공
․ 학과간 협동과정 신설

  - 석·박사 과정 신설
    → 보건의생명융합학전공 신설

․ 학연산 협동과정 신설
  - 석·박사 과정 신설

   → 질병관리본부 추가 신설
2011. 11. 자율전공학부, 융합학과군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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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 2. 교육인증원 설립
2012. 6. 사회봉사센터 설립

2012. 6.27. 노화연구소 설치
2012. 8. 2013학년도 대학 학생정원조정결과

․ 모집단위 내 전공 통합
  - 토목공학부 140명(토목시스템공학전공 폐지)

  - 토목공학전공으로 모집단위내 전공 통합)
․ 모집단위 조정

  - 자율전공학부 57명 → 54명(△3명)
  - 전자공학부 112명 → 113명(△1명)

  - 기계공학부 154명 → 155명(△1명
  - 경영학부 154명 → 155명(△1명)

․ 의대 학제 전환관련 
  - 의예과 25명 → 34명(증9명)

<2012학년도 대학 학생정원조정결과>
․ 13개 단과대학, 7개 학부, 70개 학과, 1학과군, 모집정원 3,095명

2012.10.16. 의생명과학융합경영대학원 설립
2012.10.25. 과학영재교육원 설치

2012.11.30. 산학협력선도대학육성사업단 설치
2013. 6.17. 창업지원단 설치

2013. 7. 2014학년도 대학 학생정원조정결과
· 모집단위 설·폐

  - 융합학과군 디지털정보융합학과 폐지
· 모집단위 조정

  - 토목공학부 140명 → 120명(△20명)
  - 소프트웨어학과 61명 → 80명(증19명)

  - 자율전공학부 54명 → 85명(증31명)
· 모집단위 명칭 변경

  - 식품공학과 → 식품생명공학과 
2013. 8. 2014학년도 일반대학원 학생정원조정결과

<석사>
․ 신설

  - 그린에너지공학 학과간 협동과정 그린에너지공학전공
<석·박사>

․ 신설
  - 약학부 신약개발전공

․ 폐지
  - 약학부 약물소재전공, 약물기능전공, 제제임상전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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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학년도 법무대학원 학생정원조정결과
<석사>

․ 신설
  - 법학과 공법전공, 사법전공

․ 폐지
  - 법학과 공공법무전공, 형사법무전공, 민사법무전공, 경영법무전공

2014학년도 의생명과학경영융합대학원 학생정원조정결과
<석사>

․ 신설
  - 의생명과학경영융합학과 의생명과학경영융합학전공

․ 폐지
  - 의생명과학경영융합학과 의생명정보및생체공학전공, 규제과학질병관리전공, 

바이오의약생명공학전공
2013.11.29. 한·독 줄기세포 재생의학 국제공동연구소 설치

2014. 3. 1. 학과 명칭 변경
· 식품공학과 → 식품생명공학과

2014. 4.10.생태환경독성연구소 설치
2014. 6. 2015학년도 일반대학원 학생정원조정결과

<석·박사>
․ 신설

  - 간호학과 간호학전공
․ 전공조정

  - 심리학과 일반심리학전공, 임상심리·상담심리학전공
               → 심리학과 심리학전공

  - 컴퓨터공학과 컴퓨터공학전공, 유비쿼터스전공
               →전기·전자·정보·컴퓨터학부 컴퓨터공학전공

  - 바이오정보기술정보 학과간 협동과정 바이오전자전공, 바이오인포매틱스전공
               → 빅데이터 학과간 협동과정 빅데이터전공

2014. 7. 2015학년도 대학 학생정원조정결과
· 모집단위 조정

  - 의예과 34명→49명(증15명)
  - 조형예술학과 42명→36명(△6명)

  - 디자인학과 18명→12명(△6명)
  - 자율전공학부 85명→54명(△31명)

2014.11.1. 학내 조직개편 : 학사과 → 학사지원과(명칭 변경), 기획평가과 → 기획과, 
평가지원과(분리), 대외협력과 → 홍보부, 발전기금재단(분리), 경리과 → 

재무과(명칭 변경), 입학관리본부 → 입학본부(명칭 변경), 종합인력개발원 → 
취업지원본부(명칭 변경), 국제교류원 → 국제교류본부(명칭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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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 12. 2015학년도 일반대학원 학과간 협동과정 신설
  - 국제경영정보과학 학과간 협동과정

2015. 2.17. 체육진흥관리위원회 → 체육진흥원 신설(명칭변경)
인재등용원 → 인재양성원(명칭변경)

국가미래기술경영 연구소 신설 
2015. 6.23. 건강센터 신설(보건진료원 → 건강센터 보건진료원, 취업지원본부 상담부 → 

건강센터 학생생활상담소)
인권센터 신설

기초교육원 → 창의융합교육본부 신설
2015학년도 일반대학원 학생정원조정결과

<석사>
․ 신설

  - 미래사회융합 학과간 협동과정 미래사회융합전공
  - 정부재정회계 학과간 협동과정 정부재정회계전공

<박사>
․ 신설

- 정부재정회계 학과간 협동과정 정부재정회계전공
2015. 5. 2016학년도 대학 학생정원조정 결과

· 모집단위 설·폐
  - 생명과학부 신설(생물과학전공, 미생물학전공, 생화학전공) 

  - 생물학과 폐지, 미생물학과 폐지, 생화학과 폐지
  - 식물자원환경화학부 신설(식물자원학전공, 환경생명화학전공)

  - 식물자원학과 폐지, 환경생명화학과 폐지
  - 식품생명·축산과학부 신설(식품생명공학전공, 축산학전공)

  - 식품생명공학과 폐지, 축산학과 폐지
  - 응용생명공학부 신설(식물의학전공, 원예과학전공, 특용식물학전공)

  - 식물의학과 폐지, 원예과학과 폐지, 특용식물학과 폐지
· 모집단위 조정

  - 자율전공학부 54명 → 55명(증1명)
  - 수학과 38명 → 33명(△5명)

  - 정보통계학과 38명 → 34명(△4명)
  - 물리학과 44명 → 40명(△4명)

  - 지구환경과학과 33명 → 28명(△5명)
  - 화학과 51명 → 45명(△6명)

  - 천문우주학과 33명 → 28명(△5명)
  - 생물학과 42명, 미생물학과 35명, 생화학과 35명→생명과학부 106명(△6명)

  - 기계공학부 83명 → 75명(△8명)
  - 화학공학과 41명 → 37명(△4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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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신소재공학과 41명 → 37명(△4명)
  - 건축공학과 47명 → 41명(△6명)

  - 안전공학과 41명 → 34명(△7명)
  - 환경공학과 37명 → 34명(△3명)

  - 공업화학과 41명 → 36명(△5명)
  - 도시공학과 47명 → 42명(△5명)

  - 건축학과 34명 → 31명(△3명)
  - 정보통신공학부 103명 → 95명(△8명)

  - 컴퓨터공학과 40명 → 36명(△4명)
  - 산림학과 33명 → 29명(△4명)

  - 지역건설공학과 33명 → 30명(△3명)
  - 바이오시스템공학과 33명 → 29명(△4명)

  - 목재·종이과학과 27명 → 24명(△3명)
  - 식물자원학과 33명, 환경생명화학과 33명 → 식물자원환경화학부 61명(△5명)

  - 식품생명공학과 33명, 축산학과 40명 → 식품생명·축산과학부 68명(△5명)
  - 식물의학과 33명, 원예과학과 33명, 특용식물학과 27명→응용 생명공학부 

86명(△7명)
  - 식품영양학과 26명 → 23명(△3명)

  - 패션디자인정보학과 24명 → 22명(△2명)
  - 주거환경학과 21명→ 20명(△1명)

  - 국어국문학과 34명 → 30명(△4명)
  - 중어중문학과 30명 → 27명(△3명)

  - 영어영문학과 34명 → 29명(△5명)
  - 독어독문학과 34명 → 30명(△4명)

  - 불어불문학과 30명 → 27명(△3명)
  - 노어노문학과 27명 → 23명(△4명)

  - 철학과 30명 → 25명(△5명)
  - 사학과 27명 → 23명(△4명)

  - 고고미술사학과 27명 → 24명(△3명)
  - 사회학과 34명 → 29명(△5명)

  - 심리학과 34명 → 31명(△3명)
  - 행정학과 34명 → 32명(△2명)

  - 정치외교학과 34명 → 30명(△4명)
  - 경제학과 51명 → 45명(△6명)

  - 경영학부 155명 → 140명(△15명)
  - 국제경영학과 77명 → 72명(△5명)

  - 농업경제학과 33명 → 30명(△3명)
  - 아동복지학과 27명 → 24명(△3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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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소비자학과 21명 → 20명(△1명)
  - 조형예술학과 36명 → 31명(△5명)

  - 디자인학과 12명 → 10명(△2명) 
2015. 10. 2016학년도 일반대학원 학과간 협동과정 내 전공 신설

  - 보건의생명융합 학과간 협동과정 의생명연구경영전공  
2015.11.30. 행정대학원 폐지

세종국가정책대학원 설립 인가
2016학년도 일반대학원 학생정원조정결과

<석·박사>
․ 신설

  - 체육교육과 체육학전공
․ 폐지

  - 디지털정보융합학과 디지털정보융합전공
  - 체육학과 체육학전공

2015.12.30.현장실습센터 신설
2016. 4. 2017학년도 대학 학생정원조정 결과

· 모집단위 설·폐
  - 수학·정보통계학부 신설(수학전공, 정보통계학전공)

  - 수학과 폐지
  - 정보통계학과 폐지

· 모집단위 조정
  - 수학과 33명, 정보통계학과 34명 → 수학·정보통계학부 66명(△1명) 

  - 물리학과 40명 → 39명(△1명)
  - 지구환경과학과 28명 → 27명(△1명)

  - 화학과 45명 → 43명(△2명)
  - 천문우주학과 28명 → 27명(△1명)

  - 생명과학부 106명 → 104명(△2명)
  - 기계공학부 75명 → 73명(△2명)

  - 토목공학부 120명 → 110명(△10명)
  - 화학공학과 37명 → 36명(△1명)

  - 신소재공학과 37명 → 36명(△1명)
  - 건축공학과 41명 → 40명(△1명)

  - 안전공학과 34명 → 33명(△1명)
  - 공업화학과 36명 → 35명(△1명)

  - 건축학과 31명 → 30명(△1명)
  - 전자공학부 113명 → 112명(△1명)

  - 컴퓨터공학과 36명 → 35명(△1명)
  - 산림학과 29명 → 28명(△1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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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역건설공학과 30명 → 29명(△1명)
  - 바이오시스템공학과 29명 → 28명(△1명)

  - 목재·종이과학과 24명 → 23명(△1명)
  - 식물자원환경화학부 61명 → 60명(△1명)

  - 응용생명공학부 86명 → 85명(△1명)
  - 식품영양학과 23명 → 22명(△1명)

  - 패션디자인정보학과 22명 → 21명(△1명)
  - 주거환경학과 20명 → 19명(△1명)

  - 국어국문학과 30명 → 29명(△1명)
  - 영어영문학과 29명 → 27명(△2명)

  - 독어독문학과 30명 → 독일언어문화학과 29명(△1명)
  - 불어불문학과 27명 → 프랑스언어문화학과 26명(△1명)

  - 노어노문학과 23명 → 러시아언어문화학과 22명(△1명)
  - 철학과 25명 → 24명(△1명)

  - 사학과 23명 → 22명(△1명)
  - 사회학과 29명 → 28명(△1명)

  - 심리학과 31명 → 30명(△1명)
  - 행정학과 32명 → 31명(△1명)

  - 정치외교학과 30명 → 29명(△1명)
  - 경제학과 45명 → 43명(△2명)

  - 경영학부 140명 → 137명(△3명)
  - 국제경영학과 72명 → 70명(△2명)

  - 경영정보학과 46명 → 45명(△1명)
  - 농업경제학과 30명 → 29명(△1명)

  - 소비자학과 20명 → 19명(△1명)
  - 조형예술학과 31명 → 29명(△2명)

  - 디자인학과 10명 → 9명(△1명)   
2016. 4.6 .교학부총장, 대외협력연구 부총장 신설산학연구본부 신설

CBNU I&D GROUP신설  
2016. 4.29.기업정보화지원센터 → 빅데이터연구소(명칭 변경)

2016. 7. 7.대학운영지원실 신설, 대학창조일자리센터 신설
2016.10.10.유럽문화연구소 신설, 중국학연구소 신설

2016. 12. 2017학년도 일반대학원 학생정원조정결과
<석사> 702명 → 662명(△30명)

․ 신설
  - 스마트카 학과간 협동과정 스마트카자동차공학전공

  - 중어중문학과 중국어통번역학전공
  - 보건의생명융합학 학과간 협동과정 의생명연구경영전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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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폐지
  - 보건의생명융합학 학과간 협동과정 의료산업전공, 의생명공학전공

<박사> 302명 → 312명(증10명)
․ 신설

  - 스마트카 학과간 협동과정 스마트카자동차공학전공
․ 폐지

  - 보건의생명융합학 학과간 협동과정 의료산업전공, 의생명공학전공
2017학년도 산업대학원 학생정원조정결과

<석사> 73명 → 83명(증10명)
2017. 1.4. 교육인증원 → 교육혁신연구원(명칭 변경)

2017. 3. 2018학년도 대학 학생정원조정 결과
· 모집단위 명칭변경

  - 생명과학부 생물과학전공→생명과학부 생물학전공 
2017. 6. 2017학년도 일반대학원 석·박사과정 신설

  - 방재공학 학과간 협동과정 지진방재공학전공 
2017. 6.28.안전관리본부 신설

2017. 7. 특수대학원 의생명과학경영융합대학원 폐지
2018학년도 일반대학원 학생정원조정 결과

<석사> 662명 → 682명(증20명)
․ 신설

  - 의생명융합학과 보건의료정책및질병관리전공, 보건의생명R&D경영전공, 
임상연구경영전공

  - 연구장비개발학 학과간 협동과정 연구장비개발학전공
  - 오송첨단의료산업진흥재단 학연산 협동과정    

․ 통합
  - 토목공학과 및 토목시스템공학과 → 토목공학과

․ 폐지
  - 보건의생명융합학 학과간 협동과정

<박사> 312명
․ 신설

- 의생명융합학과 보건의료정책및질병관리전공, 보건의생명R&D경영전공, 
임상연구경영전공

․ 통합
  - 토목공학과 및 토목시스템공학과 → 토목공학과

․ 폐지
  - 보건의생명융합학 학과간 협동과정

2017. 9. 지역재생연구소 설치
2018. 3. 통합사회교육, 통합과학교육 신설



62� � Ⅰ.� 연� 혁

2018. 8.16.중앙도서관 신관 준공 및 개관
2018. 9. 도시안전연구소 설립

2019. 2. 2020학년도 대학 학생정원조정 결과
․ 모집단위 조정

  - 수학·정보통계학부(수학전공, 정보통계학전공) 66명
  → 수학과 33명, 정보통계학과 33명  

․ 모집단위 명칭변경
  - 패션디자인정보학과→의류학과  

2019. 5.1. 교육대학원 학생정원 조정 
· 모집단위 명칭변경

  - 일반사회교육전공 → 사회교육전공
2019. 7. 2019학년도 일반대학원 석·박사과정 신설

  - 스마트생태산업융합학 학과간 협동과정 스마트생태산업융합학전공
2019. 10. 2020학년도 일반대학원 학생정원조정 결과

<석사> 
ㆍ 신설

  - 물리학과 연구장비개발전공
  - 교육학과 IR전공

· 폐지
  - 연구장비개발학 학과간협동과정 

· 학과(전공) 명칭변경
  - 패션디자인정보학과 패션디자인정보학 → 의류학과 의류학

<박사>
ㆍ 신설

  - 물리학과 연구장비개발전공
  - 의류학과 글로벌패션비즈니스 전공

· 학과(전공) 명칭변경
  -패션디자인정보학과 패션디자인정보학 → 의류학과 의류학

2020학년도 경영대학원 학생정원조정 결과 
<석사> 83명 → 88명 (증5명)

2020학년도 산업대학원 학생정원조정 결과 
<석사> 88명명 → 83명 (△5명)

2020. 3. 2020학년도 교육대학원 학생정원조정 결과
<석사> 

· 신설 
  - AI융합교육 전공

2020. 4. 2020학년도 일반대학원 학생정원조정 결과
<석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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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설
  - 생명시스템학과 동물과학및보전생물학전공, 식물과학및환경생물학전공, 

미생물학및생명공학전공
  - 도시·에너지·환경융합학부 환경공학전공, 도시공학전공, 화학공학전공, 

재료공학전공
  - 약학과 신약개발소재전공, 신약개발기능전공 

  - 응용약학과 제약산업전공, 임상약학전공, 바이오인공지능전공
  - 국제농업개발협력 학과간협동과정 농업환경전공, 축산전공, 농업기반전공, 

농업경제전공
· 폐지

  - 생물학과 동물과학및보전생물학전공, 식물과학및환경생물학전공
  - 미생물학과 미생물학및생명공학전공

  - 환경·도시·화학공학부 환경공학전공, 도시공학전공, 화학공학전공
  - 재료공학과 재료공학전공

  - 약학부 제약산업전공,신약개발전공
  - 임상약학과 임상약학전공    

<박사>
· 신설

  - 생명시스템학과 동물과학및보전생물학전공, 식물과학및환경생물학전공, 
미생물학및생명공학전공

  - 도시·에너지·환경융합학부 환경공학전공, 도시공학전공, 화학공학전공, 
재료공학전공

  - 약학과 신약개발소재전공, 신약개발기능전공 
  - 응용약학과 제약산업전공, 임상약학전공, 바이오인공지능전공

  - 국제농업개발협력 학과간협동과정 농업환경전공, 축산전공, 농업기반전공, 
농업경제전공

· 폐지
  - 생물학과 동물과학및보전생물학전공, 식물과학및환경생물학전공

  - 미생물학과 미생물학및생명공학전공
  - 환경·도시·화학공학부 환경공학전공, 도시공학전공, 화학공학전공

  - 재료공학과 재료공학전공
  - 약학부 제약산업전공,신약개발전공

2020. 4. 2021학년도 대학 학생정원조정 결과
․ 모집단위 신설

  - 지능로봇공학과 42명
ㆍ 모집단위 조정    

  - 생명과학부(생물학전공, 미생물학전공, 생화학전공) 104명
    → 생물학과 37명, 미생물학과 35명, 생화학과 32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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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자공학부 112명 → 전자공학부(전자공학전공, 반도체공학전공) 88명 
(△24명)

  - 식물자원환경화학부(식물자원학전공, 환경생명화학전공) 60명
    → 식물자원학과 30명, 환경생명화학과 30명  

  - 식품생명·축산과학부(축산학전공, 식품생명공학전공) 68명
    → 축산학과 37명, 식품생명공학과 31명 

  - 응용생명공학부(특용식물학전공, 원예과학전공, 식물의학전공) 85명
    → 특용식물학과 24명, 원예과학과 31명, 식물의학과 30명

2020. 9. 2021학년도 일반대학원 학생정원조정 결과
<석사> 682명 → 672명(감10명)

· 신설
  - 도시재생학학과간협동과정 도시재생전공

  - 바이오미래융합기술경영학과간협동과정 기술경영전공
  - 간호학과 감염관리 전문간호전공

· 폐지
  - 미래사회융합학과간협동과정 미래사회융합전공

· 학과(전공) 명칭변경
  - 토목공학과 토질공학전공 → 토목공학과 지반공학전공

  - 토목공학과 건설관리 및 시스템전공 → 토목공학과 건설관리 및 시스템공학전공
  - 의학과 세포생물학 및 유전학전공 → 의학과 의과학융합전공

<박사>
· 신설

  - 오송첨단의료산업진흥재단 학연산 협동과정
· 학과(전공) 명칭변경

  - 토목공학과 토질공학전공 → 토목공학과 지반공학전공
  - 토목공학과 건설관리 및 시스템전공 → 토목공학과 건설관리 및 시스템공학전공

  - 의학과 세포생물학 및 유전학전공 → 의학과 의과학융합전공
2020. 9. 2021학년도 특수대학원 학생정원조정 결과

· 신설
  - 수의방역대학원 수의방역학과 수의방역학전공

  - 북방농업대학원 북방농업학과 식품 및 동물자원·생산, 농업환경, 식품가공, 
농업경제, 경제, 행정, 농업기반, 토목기반전공

2021학년도 세종국가정책대학원 학생정원조정 결과 
<석사> 34명 → 33명 (감1명)

2021학년도 산업대학원 학생정원조정 결과 
<석사> 83명 → 81명 (감2명)

2021학년도 경영대학원 학생정원조정 결과 
<석사> 88명 → 87명 (감1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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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학년도 법무대학원 학생정원조정 결과 
<석사> 20명 → 19명 (감1명)

2021학년도 수의방역대학원 학생정원조정 결과 
<석사> 신설 → 10명 (증10명)

2021학년도 북방농업대학원 학생정원조정 결과 
<석사> 신설 → 5명 (증5명)

2021. 3. 2022학년도 대학 학생정원조정 결과
ㆍ 모집단위 조정    

  - 소프트웨어학과 80명
    → 소프트웨어학부(인공지능전공, 소프트웨어전공) 80명

ㆍ 모집단위 명칭변경    
  - 생물학과 → 생명과학과

ㆍ 약학대학 2+4학제 → 통합 6년제 학제 개편
  - 약학과(25명) → 약학과 25명(25명)

  - 제약학과(25명) → 제약학과 25명(25명)
2021. 7. 2022학년도 일반대학원 학생정원조정 결과

<석사>
· 신설

  - 빅데이터협동과정 안전 CPS
  - 의학과 정밀의과학전공, 가정의학전공, 임상약리학 전공

· 학과(전공) 명칭변경
  - 생명시스템학과 동물과학및보전생물학전공 

→ 생명시스템학과 생명시스템과학전공
  - 생명시스템학과 식물과학및환경생물학전공 

→ 생명시스템학과 생명시스템공학전공
  - 생명시스템학과 미생물학및생명공학전공 

→ 생명시스템학과 생태진화환경시스템과학전공
<박사>

· 신설
  - 빅데이터협동과정 안전 CPS

  - 응용약학과 화장품산업전공
· 학과(전공) 명칭변경

  - 생명시스템학과 동물과학및보전생물학전공 
→ 생명시스템학과 생명시스템과학전공

  - 생명시스템학과 식물과학및환경생물학전공 
→ 생명시스템학과 생명시스템공학전공

  - 생명시스템학과 미생물학및생명공학전공 
→ 생명시스템학과 생태진화환경시스템과학전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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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7. 2022학년도 특수대학원 학생정원조정 결과
<석사>

· 폐지
  - 경영대학원 경영학과 재무관리, 생산관리, 마케팅, 인사·조직, 국제지역, 

국제경영, 재무회계정보, 원가·관리회계, 경영정보시스템전공
  - 북방농업대학원 북방농헙학과 식품 및 동물자원·생산, 농업환경, 식품가공, 

농업경제, 경제, 행정, 농업기반, 토목기반전공
2022. 4. 2023학년도 대학 학생정원조정 결과

ㆍ 모집단위 명칭변경    
  - 생명과학과 → 생물학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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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역대 학장 및 총장

      ․ 학장
제1대 조현하   1951.  8. 31 ∼  1957.  4. 17

제2대 송재철   1957.  4. 18 ∼  1960.  7. 16

제3대 지영린   1960. 10.  6 ∼  1961.  9. 30

제4대 장영철   1962.  1. 25 ∼  1962.  4. 16

제5대 최재갑   1962.  5. 14 ∼  1964.  6. 15

제6대 연규횡   1964.  6. 27 ∼  1968.  2. 14

제7대 이상조   1968.  2. 23 ∼  1969.  4. 30

제8대 조건상   1969.  5. 21 ∼  1973.  5. 20

제9대 연규횡   1973.  5. 21 ∼  1977.  5. 20

제10대 연규횡   1977.  5. 21 ∼  1978.  2. 28

      ․ 총장
제1대 정범모   1978.  3.  1 ∼  1982. 2. 26

제2대 연규횡   1982.  3.  1 ∼  1986. 2. 28

제3대 조성진   1986.  3.  1 ∼  1990. 2. 28

제4대 이택원   1990.  3.  1 ∼  1994. 2. 28

제5대 이낭호   1994.  3.  1 ∼  1998. 2. 28

제6대 주자문   1998.  4.  8 ∼  2002. 4.  7

제7대 신방웅   2002.  4.  8 ∼  2006. 4.  7

제8대 임동철   2006.  5.  1 ∼  2010. 4. 30

제9대 김승택   2010.  5.  1 ∼  2014. 3. 18 

제10대 윤여표   2014.  8. 20 ~  2018. 8. 19

제11대 김수갑   2018.  8. 23 ~  현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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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기구표

                            (2022. 4. 1. 기준)

총장

교무회의 대학평의원회

교학부총장 대외협력
연구부총장

대학본부 단과대학 대학원 사업단

교무처

·교무과

·학사지원과

학생처

·학생과

기획처

·기획과

·평가지원과

사무국

·총무과

·재무과

·시설과

대학원정책실

·인문대학

·사회과학대학

·자연과학대학

·경영대학

·공과대학

·전자정보대학

·농업생명환경대학

·사범대학

·생활과학대학

·수의과대학

·약학대학

·의과대학

·융합학과군

·자율전공학부

일반대학원

·대학원

전문대학원

·법학전문대학원

특수대학원

·교육대학원

·세종국가정책대학원

·산업대학원

·경영대학원

·법무대학원

·수의방역대학원

·북방농업대학원

·LINC+사업단

·창업지원단

·SW중심대학사업단

·충북바이오헬스

  산업혁신센터

·디지털 혁신공유대학

  사업단

법인

·산학협력단

·발전기금재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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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속시설 등

교육기본시설 지원시설 및 부속시설 단과대학(원) 부속시설 연구시설

도서관

정보화본부

입학본부
대외협력본부
건강센터
인권센터
기록관
공동실험실습관
평생교육원
신문방송사
실험동물연구지원센터
장애지원센터
박물관
천문대
국어문화원
공학교육혁신센터
교육혁신본부
과학영재교육원
교양교육본부
교직부
출판부
학생생활관
인재양성원
사회봉사센터
취업지원본부
국제교류본부
예비군연대
체육진흥원
현장실습지원센터
대학일자리센터
안전관리본부
직장어린이집
충북SW융합교육원
지식재산전문인력양성센터
융합기술경영혁신센터

자연과학대학부설과학기술진흥센터
공과대학부속공장
농업생명환경대학부속농장
농업생명환경대학부속동물자원개발센터
농업생명환경대학부속학술림
농업생명환경대학부설식물종합병원
농업생명환경대학부설농업과학기술교육센터
법학전문대학원부속리걸클리닉센터
사범대학교육연수원
사범대학부속임용지원센터
사범대학부속미래교육센터
생활과학대학부설어린이집
약학대학부속약초원
약학대학부속실습약국
수의과대학부속동물병원
수의과대학부속수의학교육실
의과대학부속의학교육실
의과대학부속임상연구교육지원센터
의과대학부속응용해부교육센터

인문학연구원

인문학연구소
중원문화연구소
러시아·알타이지역연구소
우암연구소
유럽문화연구소
중국학연구소

사회과학연구원

사회과학연구소
법학연구소
교육개발연구소
생활과학연구소
국가위기관리연구소
인간심리연구소
한국지방교육연구소
국제개발연구소

자연과학연구원

과학교육연구소
기초과학연구소
바이오연구소
방사광가속기융합연구소
나노과학기술연구소
산업응용수학연구소
천체물리연구소
줄기세포ž재생의학연구소
생태환경독성연구소

보건의료과학연구원

약품자원개발연구소
평생체육연구소
의학연구소
동물의학연구소
의학정보센터
생물건강산업개발연구센터
종양연구소
노화연구소
기생생물연구소
보건과학융합연구소

정보기술·경영연구원 

산업경영연구소
컴퓨터정보통신연구소
빅데이터연구소
IDEC충북대지역센터
국가미래기술경영연구소
보안경제연구소
인공지능연구소
SW시험검증연구소
스마트카연구센터
산업인공지능연구센터

건설·산업과학기술연구원

기관명 대학본부 대학원
단과대학 

및
학부(과)군

부 속 시 설

연구시설 법인
교    육
기본시설

지원시설 및 
부속시설

단과대학(원)
부속시설

기관수 4처 1국
1실 9과 9 14 2 33 19

7개 연구원
(52개 
연구소)

2

산업과학기술연구소
건설기술연구소
그린에너지연구소
지역재생연구소
도시안전연구소

농업생명과학연구원
농업과학기술연구소
천연물소재연구소
첨단원예기술개발연구센터
동물생명과학연구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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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기구

가. 본부

․ 교무처 : 교무과, 학사지원과
․ 학생처 : 학생과

․ 기획처 : 기획과, 평가지원과
․ 연구처 : 연구지원과

․ 사무국 : 총무과, 재무과, 시설과
․ 대학원정책실

나. 대학

(12개 단과대학, 80개 모집단위)

2022학년도 학과(부)별 내역

인문대학 국어국문학과, 중어중문학과, 영어영문학과, 독일언어문화학과, 
프랑스언어문화학과, 러시아언어문화학과, 철학과, 사학과, 
고고미술사학과

사회과학대학 사회학과, 심리학과, 행정학과, 정치외교학과, 경제학과
자연과학대학 수학과, 정보통계학과, 물리학과, 화학과, 생명과학과, 미생물학과, 

생화학과, 천문우주학과, 지구환경과학과
경영대학 경영학부, 국제경영학과, 경영정보학과
공과대학 토목공학부, 기계공학부, 화학공학과, 신소재공학과, 건축공학과, 

안전공학과, 환경공학과, 공업화학과, 도시공학과, 건축학과
전자정보대학 전기공학부, 전자공학부, 정보통신공학부, 컴퓨터공학과, 

소프트웨어학부, 지능로봇공학과

농업생명환경대학 식물자원학과, 환경생명화학과, 식품생명공학과, 축산학과, 식물의
학과, 특용식물학과, 원예과학과, 산림학과, 지역건설공학과, 바이
오시스템공학과, 목재·종이과학과, 농업경제학과

사범대학 교육학과, 국어교육과, 영어교육과, 역사교육과, 지리교육과, 사회
교육과, 윤리교육과, 물리교육과, 화학교육과, 생물교육과, 지구과
학교육과, 수학교육과, 체육교육과

생활과학대학 식품영양학과, 아동복지학과, 의류학과, 주거환경학과, 소비자학과
수의과대학 수의예과, <수의학과>
약학대학 약학과, 제약학과
의과대학 의예과, <의학과>, 간호학과
자율전공학부 자율전공학부
융합학과군 조형예술학과, 디자인학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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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대학원

․석사학위과정(65학과 3학부)

인문·사회계열(28학과) : 국어국문학과, 영어영문학과, 독어독문학과, 불어불문학과, 중어
중문학과, 사학과, 철학과, 노어노문학과, 고고미술사학과, 경제
학과, 행정학과, 정치외교학과, 심리학과, 사회학과, 회계학과, 
국제경영학과, 경영학과, 경영정보학과, 농업경제학과, 법학과, 
교육학과, 국어교육과, 영어교육과, 윤리교육과, 사회교육과, 역
사지리교육과, 아동복지학과, 소비자학과

자연과학계열(25학과1학부) : 수학과, 물리학과, 화학과, 통계학과, 생명시스템학과, 생화학
과, 지구환경과학과, 천문우주학과, 농학과, 산림학과, 지역건설
공학과, 특용식물학과, 바이오시스템공학과, 임산공학과, 주거환
경학과, 식품영양학과, 의류학과, 약학과, 응용약학과, 축산·원예·
식품공학부, 농화학과, 농생물학과, 과학교육과, 수학교육과, 간
호학과, 의생명융합학과

공 학 계 열(7학과2학부) : 토목공학과, 건축공학과, 기계공학과, 안전공학과, 공업화학과, 
정밀기계공학과, 전기·전자·정보·컴퓨터학부, 도시·에너지·환경
융합학부, 건축학과

예·체능계열(3학과) : 체육학과, 조형예술학과, 디자인학과
의 학 계 열 (2학과) : 의학과, 수의학과
학연산협동과정(18개기관) : 한국화학연구원,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 한국생명공학연구원, 

한국표준과학연구원, 한국전자통신연구원, 한국생산기술연구
원, 국립산림과학원, 충청북도농업기술원, 식품의약품안전처, 
한국기계연구원, 한국원자력연구원, LS산전전력연구소, 한국
천문연구원, 농촌진흥청, 한국건설기술연구원, 한국기초과학지
원연구원, 질병관리본부, 오송첨단의료산업진흥재단

학과간협동과정(18과정) : 의용생체공학, 정보산업공학, 바이오산업, 빅데이터, 합성생물학, 

문화재과학, 산림치유학, 그린에너지공학, 국제경영정보과학, 미
래사회융합, 정부재정회계, 스마트카, 방재공학, 스마트팩토리학, 
위기관리학, 융합보안, 스마트생태산업융합학, 국제농업개발협력

․박사학위과정(57학과 3학부)

인문·사회계열(23학과) : 국어국문학과, 영어영문학과, 사학과, 철학과, 고고미술사학과, 사
회학과, 경제학과, 행정학과, 심리학과, 정치외교학과, 경영학과, 
회계학과, 국제경영학과, 경영정보학과, 농업경제학과, 교육학과, 
국어교육과, 영어교육과, 역사지리교육과, 사회교육과, 윤리교육
과, 아동복지학과, 소비자학과

자연과학계열(25학과1학부) : 수학과, 물리학과, 화학과, 통계학과, 생명시스템학과, 천문우주
학과, 생화학과, 지구환경과학과, 농학과, 산림학과, 지역건설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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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과, 특용식물학과, 바이오시스템공학과, 임산공학과, 수학교육
과, 과학교육과, 의류학과, 주거환경학과, 식품영양학과, 약학과, 
응용약학과, 축산·원예·식품공학부, 농화학과, 농생물학과, 간호
학과, 의생명융합학과

공 학 계 열(6학과2학부) : 토목공학과, 건축공학과, 기계공학과, 안전공학과, 공업화학과, 
정밀기계공학과, 전기·전자·정보·컴퓨터학부, 도시·에너지·환경
융합학부

의 학 계 열  (2학과) : 의학과, 수의학과
예·체능계열(1학과) : 체육교육과
학연산협동과정(17개기관) : 한국화학연구원,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 한국생명공학연구원, 

한국표준과학연구원, 한국전자통신연구원, 한국생산기술연구
원, 국립산림과학원, 충청북도농업기술원, 식품의약품안전처, 
한국기계연구원, 한국원자력연구원, LS산전전력연구소, 한국
천문연구원, 농촌진흥청, 한국건설기술연구원, 한국기초과학지
원연구원, 질병관리본부

학과간협동과정(13과정) : 의용생체공학, 정보산업공학, 바이오산업, 빅데이터, 합성생물학, 
문화재과학, 산림치유학, 정부재정회계, 스마트카, 방재공학, 스
마트팩토리학, 위기관리학, 융합보안, 스마트생태산업융합학,국
제농업개발협력

․교육대학원

인문·사회계열(10개 전공): 교육행정, 학교상담, 유아교육, 국어교육, 영어교육, 역 사교육, 
지리교육, 사회교육, 윤리교육, 외국어로서의 한국어교육

자연과학계열(8개 전공): 수학교육, 물리교육, 화학교육, 생물교육, 지구과학교육, 영양교
육, 기술·가정교육, AI융합교육전공

예·체능계열(2개 전공): 미술교육, 체육교육

․세종국가정책대학원

정책학과(1개 학과)

․산업대학원

건설공학과(토목공학, 건축공학, 도시공학, 글로벌건설엔지니어링, 건축학전공), 공정공학과
(화학공학, 공업화학, 환경공학), 생산공학과(재료공학, 기계공학, 안전공학, 정밀기계공학), 
전기전산공학과(전기공학, 컴퓨터공학, 전자공학, 정보통신공학, 반도체공학, 전파통신공학) 
(4개 학과 18개 전공) 

․경영대학원

경영학과(재무관리, 생산관리, 마케팅, 인사ㆍ조직, 국제지역, 국제경영, 재무회계정보,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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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회계, 경영정보,1개학과 9개 분야) 

․법무대학원

법학과(공법, 사법) (1개학과 2개 전공)

․법학전문대학원

법학과(1개 학과 )

라. 부속시설
도서관, 정보화본부, 입학본부, 대외협력본부, 건강센터, 인권센터, 기록관, 공동실험실습
관, 평생교육원, 신문방송사, 실험동물연구지원센터, 장애지원센터, 박물관, 천문대, 국어
문화원, 공학교육혁신센터, 교육혁신본부, 과학영재교육원, 교양교육본부, 교직부, 출판
부, 학생생활관, 인재양성원, 사회봉사센터, 취업지원본부, 국제교류본부, 예비군연대, 체
육진흥원, 현장실습지원센터, 대학일자리센터, 안전관리본부, 직장어린이집, 충북SW융합
교육원, 지식재산전문인력양성센터, 융합기술경영혁신센터, 자연과학대학부설과학기술진
흥센터, 공과대학부속공장, 농업생명환경대학부속농장, 농업생명환경대학부속동물자원개
발센터, 농업생명환경대학부속학술림, 농업생명환경대학부설식물종합병원, 농업생명환경
대학부설농업과학기술교육센터, 법학전문대학원부속리걸클리닉센터, 사범대학교육연수
원, 사범대학부속임용지원센터, 사범대학부속미래교육센터, 생활과학대학부설어린이집, 
약학대학부속약초원, 약학대학부속실습약국, 수의과대학부속동물병원, 수의과대학부속수
의학교육실, 의과대학부속의학교육실, 의과대학부속임상연구교육지원센터, 의과대학부속
응용해부교육센터

마. 연구소

소  속 연 구 소 명 설립년월

인문학연구원

인문학연구소 1983.  3
중원문화연구소 1997.  3
러시아·알타이지역연구소 2003.  6
우암연구소 2007.  2
중국학연구소 2016.  6
유럽문화연구소 2016. 10

사회과학연구원

사회과학연구소 1997.  3

법학연구소 1989.  6

교육개발연구소 1979.  9

생활과학연구소 2001. 10

국가위기관리연구소 2006. 11

인간심리연구소 2010.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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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  속 연 구 소 명 설립년월

한국지방교육연구소 2011.  6

국제개발연구소 2019. 5

자연과학연구원

과학교육연구소 1981.  3
기초과학연구소 1985.  3
바이오연구소 1986. 12
나노과학기술연구소 2002.  8
천체물리연구소 2009.  8
금융수학연구소(→산업응용수학연구소) 2002.  9
한·독줄기세포재생의학국제공동연구소(→줄기
세포·재생의학연구소)

2013. 11

생태환경독성연구소 2014.  4
방사광가속기융합연구소 2021. 5

보건의료과학연구원

약품자원개발연구소 1969. 12
평생체육연구소 1984. 11
의학연구소 1994. 11
동물의학연구소 1993. 11
의학정보센터 1997. 11
생물건강산업개발연구센터 2001.  6
종양연구소 2002.  8
노화연구소 2012.  6
기생생물연구소 2017. 10.
보건과학융합연구소 2021. 1

정보기술·경영연구원

산업경영연구소 1987. 11
컴퓨터정보통신연구소 1997.  3
빅데이터연구소 2003.  3
IDEC충북대지역센터 2010.  6
국가미래기술경영연구소 2015.  2

보안경제연구소 2017. 1

인공지능연구소 2017. 3
SW시험검증연구소 2017. 12
스마트카연구센터 2019.  5
산업인공지능연구센터 2020. 11

건설·산업과학기술
연구원

산업과학기술연구소 1985. 11

건설기술연구소 1979.  5

그린에너지연구소 2008. 12

지역재생연구소 2017.  9

도시안전연구소 2018.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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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 심의 및 자문기관

교무회의, 대학평의원회, 교수회, 대학원위원회, 기획위원회, 연구조성위원회, 대학인사위원

회, 입학전형관리위원회, 입학공정관리대책위원회, 교육과정위원회, 교원양성위원회, 장애학
생특별지원위원회, 연구윤리위원회, 학생복지시설운영위원회, 학생생할지도위원회, 학사개

혁위원회, 교육환경조성위원회, 교과과정위원회, 법제심의위원회, 정책자문위원회, 동물실험
윤리위원회, 정보화추진위원회, 체육진흥관리위원회, 연구비감사위원회, 일반직등성과급심

사위원회, 정년보장교원심사위원회, 근무성적평정위원회, 기자재구매심의위원회, 산학협동
추진위원회, 등록금심의위원회, 학위검증위원회

소  속 연 구 소 명 설립년월

농업생명과학연구원

농업과학기술연구소 1979.  5

연초연구소(→천연물소재연구소) 1966.  9

첨단원예기술개발연구센터 1996.  3

동물생명과학연구소 2003.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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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보직자

가. 본부

소 속 직 위 직 급 성 명 소 속 직 위 직 급 성 명
총장 교수 김수갑

연구처

연구처장 교수 정상문
비서실장 5급 홍성길

연구부처장 교수 조정호

교무처

교무처장 교수 정의배
연구지원과장 5급 김선백교무부처장 부교수 김윤섭

교무과장 5급 김진수

사무국

사무국장 나급 임창빈

학사지원과장 5급 남순란
총무과장 5급 이대석

학생처

학생처장 교수 박종진
재무과장 4급 방성수

학생부처장 교수 장충덕
시설과장 4급 이성식학생과장 4급 박재성

기획처

기획처장 교수 이문순
대학원
정책실

대학원정책실장 교수 정상문

기획부처장 교수 황방연 대학원 
행정지원부장 5급 남순란

재정사업기획부처장 교수 김민정

기획과장 4급 김선화

평가지원과장 5급 박순복

나. 대학원

소 속 직 위 직 급 성 명 소 속 직 위 직 급 성 명

대학원 원장 교수 전달영 산업 원장 교수 홍기남
경영 원장 교수 김찬중

교육 원장 교수 조일수
법학전문(법무) 원장 교수 장석천

세종국가정책  원장 교수 정우현 북방농업 원장 교수 우수동

수의방역 원장 교수 이완규 의생명과학 원장 교수 김원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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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대학

인문대학 경영대학
학          장 교수 황효식 학  장 교수 김찬중

교학 담당 부학장 부교수 박철호교 학 담 당 부 학 장 부교수 한상원
행  정  실  장 5급 육심홍행  정   실   장 5급 유근혁
경 영 학 부 장 교수 김성홍국 어 국 문 학 과 장 부교수 어강석
국제 경영 학과장 부교수 김상기중 어 중 문 학 과 장 부교수 봉인영
경영 정보 학과장 조교수 이정환

영 어 영 문 학 과 장 조교수 김순배
공과대학

독일언어문화학과장 부교수 정수정
학  장 교수 홍기남

프랑스언어문화학과장 조교수 김대영 교학 담당 부학장 부교수 이동주
러시아언어문화학과장 교수 김원한 행  정  실  장 5급 김경완
철  학   과   장 부교수 김상록 화 학 공 학 과 장 교수 이종대
사  학   과   장 교수 윤  진 공 업 화 학 과 장 부교수 조중상
고고미술사학과장 교수 이종민 기 계 공 학 부 장 교수 김용연

사회과학대학 토 목 공 학 부 장 교수 이호진
학          장 교수 정우현 신소 재공 학과장 부교수 조병진
교 학 담 당 부 학 장 조교수 홍덕화 건 축 공 학 과 장 부교수 정운성
행  정   실   장 5급 이창수 건 축 학 과 장 조교수 변나향
사  회  학  과  장 조교수 홍덕화 안 전 공 학 과 장 부교수 최영보
심  리  학  과  장 부교수 최현정 환 경 공 학 과 장 교수 조영철
행  정  학  과  장 부교수 김학실 도 시 공 학 과 장 부교수 홍성조
정 치 외 교 학 과 장 조교수 구본상 부 속 공 장 장 부교수 이동주
경  제  학  과  장 부교수 김연준 전자정보대학

자연과학대학 학              장 교수 박태형
학    장 교수 서용석 교 학 담 당 부 학 장 부교수 아지즈
교 학 담 당 부 학 장 교수 조성진 행   정   실   장 5급 김경완
행 정 실 장 5급 정진혁 전 기 공 학 부 장 부교수 김명진
수학·정보통계학부 교수 나종화 전 자 공 학 부 장 부교수 강문희
수 학 과 장 교수 김세정 정보통신공학부장 교수 강현수
정 보 통 계 학 과 장 교수 나종화 컴퓨 터공 학과장 교수 서영훈
물 리 학 과 장 교수 강병원 소프트웨어학부장 교수 최경주
화 학 과 장 부교수 강성민 지능로봇공학과장 교수 김곤우
생 명 과 학 부 장 조교수 김혜권 농업생명환경대학
생 물 학 과 장 부교수 박종석 학 장 교수 우수동
미 생 물 학 과 장 조교수 김혜권 교 학 담 당 부 학 장 부교수 조진호
생 화 학 과 장 교수 이영희 행 정 실 장 직무대리 임형석
천 문 우 주 학 과 장 교수 서경원 식물 자원 학과장 부교수 소윤섭
지구환경과학과장 교수 이철우 환경생명화학과장 교수 사동민
과학기술진흥센터장 교수 정진수 식품생명공학과장 교수 장금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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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 산 학 과 장 교수 최향순 아 동 복 지 학 과 장 교수 신나리
의 류 학 과 장 조교수 채영주식 물 의 학 과 장 교수 조수원
주 거 환 경 학 과 장 교수 이현정특 용 식 물 학 과 장 조교수 조현우
소 비 자 학 과 장 조교수 송유진

원 예 과 학 과 장 교수 박봉주
부 설 어 린 이 집 원장 조용신

산  림  학  과  장 조교수 연평식 수의과대학
지역건설공 학과장 교수 맹승진 학             장 교수 현상환
바이오시스템공학과장 교수 신창섭 교 학 담 당 부 학 장 교수 강병택

행   정   실   장 5급 임한숙목 재·종 이 과 학과장 교수 서정욱
수 의 예 과 장 조교수 이승헌농 업 경 제 학 과 장 교수 서상택
수 의 학 과 장 교수 강병택부 속 농 장 장 부교수 소윤섭
동  물  병  원  장 교수 김근형

부 속 학 술 림 장 조교수 연평식
세 종 동 물 병 원 장 교수 장동우

동물자원개발센터장 교수 최향순 수 의 학 교 육 실 장 교수 강병택
약학대학식 물 종 합 병 원 장 교수 박소영

학             장 교수 송석길농업과학기술교육센터장 교수 서상택
사범대학 교 학 담 당 부 학 장 교수 정재경

학          장 교수 조일수 행   정   실   장 5급 임한숙
약   학   과   장 부교수 이경은교학담당부학장 교수 옥광
제  약  학  과  장 교수 정재경행정실장 5급 김풍순
약   초   원   장 부교수 이경은교 육 학 과 장 조교수 장유진
실  습  약  국  장 교수 정재경

국어교육과장 부교수 하윤섭 의과대학
영어교육과장 부교수 한광택 학             장 교수 김원섭
역사교육과장 조교수 이정빈 교 학 담 당 부 학 장 교수 김찬형
지리교육과장 부교수 이재열 행   정   실   장 5급 임한숙
사회교육과장 교수 오연주 의   학   과   장 교수 김찬형

의  예  과  장 부교수 강희택윤리교육과장 교수 김연숙
간 호 학 과 장 교수 김철규물 리 교 육 과 장 교수 이희정
의 학 교 육 실 장 교수 이상진화 학 교 육 과 장 교수 한재영
임상연구교육지원센터장 교수 신경섭

생 물 교 육 과 장 교수 이재권
응용해부교육센터장 교수 서제훈

지구과학교육과장 교수 형식 융합학과군
수학교육과장 교수 금상호 군  장 교수 이미순
체육교육과장 조교수 김현주 조 형 예 술 학 과 장 교수 이기수
교육연수원장 교수 이재권 디 자 인 학 과 장 조교수 노상용

자율전공학부임용지원센터장 교수 옥광
자율전공학부장 교수 김윤섭미래교육센터장 교수 김종연

법학전문대학원 (법무대학원)생활과학대학
원             장 교수 장석천학 장 교수 김지영
교 무 부 원 장 부교수 김태현교 학 담 당 부 학 장 교수 김미경
대 외 협 력 부 원 장 부교수 박재평행    정    실   장 5급 김풍순
리걸클리닉센터장 부교수 박재평식 품 영 양 학 과 장 조교수 이상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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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교육기본시설, 부속시설 및 연구시설

교육기본시설, 지원시설 및 부속시설
국제
교류 
본부

국제교류본부장 교수 정진섭

도서관

관 장 교수 나경희 한 국 어 연 수 부 
부 본 부 장

조교수 김경열
의학도서관장 교수 김경아

행 정 실 장 4급 박종필법학도서관장 교수 오지용
예 비 군 연 대 장 대령 이동근과학기술도서관장 교수 안대환
체 육 진 흥 원 장 조교수 김현주자료지원과장 5급 안태근
안 전 관 리 본 부 장 교수 김영조자료운영부장 5급 박종우
현장실습지원센터장 교수 최성호

정 보 화
본 부

정보화본부장 교수 이종연
정보화기획
운 영 부 장

5급 신진호 대 학 일 자 리 센 터 장 교수 최성호

직 장 어 린 이 집 장 원장 유애형

입학본부
입학본부장 교수 안병우 충북SW융합교육원장 교수 이건명
입 학 과 장 4급 김운영 지식재산전문인력양성센터장 교수 임달호

대외협력
본 부

대외협력본부장 교수 이문순
융 합 기 술 경 영 혁 신 센 터 장 교수 배기수

대외협력부장 5급 홍성길
디지털혁신공유대학사업단장 교수 김곤우

건강센터
보건진료원장 교수 전현정

창 업 지 원 단 장 교수 서보석
학생생활상담소장 교수 배문경

SW중심대학사업단장 교수 이건명
인권센터

인권상담소장 교수 이은미
L I NC+육성사업단장 교수 유재수양성평등상담소장 교수 이은미
충북바이오헬스산업혁신센터장 교수 홍진태공 동 실 험 실 습 관 장 교수 김영조
학연산공동기술연구원장 교수 서보석평 생 교 육 원 장 교수 박홍영

신 문 방 송 사 주 간 교수 이민규
실험동물연구지원센터장 교수 최경철
장 애 지 원 센 터 장 교수 윤상용
박 물 관 장 교수 김영관
천 문 대 장 교수 김용기
국 어 문 화 원 장 교수 장충덕
공학교육혁신센터장 교수 서재원
교 육 혁 신 본 부 장 부교수 이길재
과 학 영 재 교 육 원 장 교수 오원근
교 양 교 육 본 부 장 교수 이미순
교 직 부 장 교수 변호승
출 판 부 장 부교수 어강석
학 생 생 활 관 장 교수 장충덕
인 재 양 성 원 장 조교수 신정규
사 회 봉 사 센 터 장 교수 박종진

취업지원
본 부

취업지원본부장 교수 최성호

취업지원부장 5급 최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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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시설 생물건강산업개발연구센터소장 교수 이종길
인 문 학 연 구 원 장 교수 오세정 종 양 연 구 소 장 교수 배석철
인 문 학 연 구 소 장 교수 오세정 보건과학융합연구소장 교수 박종혁
중 원 문 화 연 구 소 장 부교수 양시은 정보기술ㆍ경영연구원장 교수 최성곤
러시아ㆍ알타이지역연구소장 교수 백용식 산업경영연구소장 교수 배기수
우 암 연 구 소 장 교수 어강석 컴퓨터정보통신연구소장 교수 최성곤
중 국 학 연 구 소 장 교수 이선옥

빅데이터연구소장 교수 류관희
유 럽 문 화 연 구 소 장 교수 고봉만

IDEC 충북대지역센터장 교수 양병도
사 회 과 학 연 구 원 장 교수 김상환

국가미래기술경영연구소장 교수 배기수
사 회 과 학 연 구 소 장 교수 김상환

보안경제연구소장 교수 김태성
법 학 연 구 소 장 교수 오지용

인공지능연구소장 교수 김성수
교 육 개 발 연 구 소 장 부교수 이길재

SW시험검증연구소장 교수 류관희
생 활 과 학 연 구 소 장 교수 주지형

스마트카연구센터장 교수 기석철
국가위기관리연구소장 교수 이재은 산업인공지능연구센터장 교수 박태형
인 간 심 리 연 구 소 장 교수 유성은 건설ㆍ산업과학기술연구원장 교수 이승수
한국지방교육연구소장 교수 나민주 건설기술연구소장 교수 이승수
국 제 개 발 연 구 소 장 교수 최영출 산업과학기술연구소장 교수 조정호
자 연 과 학 연 구 원 장 교수 이대영 그린에너지연구소장 부교수 김명진
과 학 교 육 연 구 소 교수 강상순 지역재생연구소장 교수 황재훈
기 초 과 학 연 구 소 장 교수 이대영

도시안전연구소장 교수 반영운
바 이 오 연 구 소 장 교수 조성진

농업생명과학연구원장 교수 신창섭
나노과학기술연구소장 부교수 이만희

농업과학기술연구소장 교수 신창섭산업응용수학연구소장 교수 김세정
쳔연물소재연구소장 교수 현태경천 체 물 리 연 구 소 장 교수 한정호
첨단원예기술개발연구센터소장 교수 김대일줄기세포 ·재생의학

연 구 소 장 교수 박영석 동물생명과학연구소장 교수 최향순
생태환경독성연구장 교수 김양훈
방사광가속기융합연구소장 교수 박우윤
보건의료과학연구원장 교수 한혜숙
약품자원개발연구소장 교수 유환수
노 화 연 구 소 장 교수 김응국
기 생 생 물 연 구 소 장 교수 김석용
평 생 체 육 연 구 소 장 교수 박종진
의 학 연 구 소 장 교수 한혜숙
동 물 의 학 연 구 소 장 교수 김수종
의 학 정 보 센 터 장 교수 강길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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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 사범대학 부설 중․고등학교

사범대학 부설 중·고등학교
고 등 학 교 교장 한만혁
중 학 교 교장 전병일
고등학교  행정실장 6급 임만섭
중 학 교  행 정 실 장 6급 김대중

바. 법인시설

법인시설

산 학
협력단

단장 교수 이영성
학술연구부단장 교수 배기수
산학협력부단장 교수 원정훈
산학행정부장 5급 신병숙
학술연구부장 5급 김선백

발전기금
재 단

이 사 장 교수 김수갑
상 임 이 사 교수 이문순
사 무 처 장 5급 홍성길



 1. 교원

2. 명예교수

Ⅲ. 교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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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교원
가. 인문대학

국어국문학과
성명 직급 전공 학위

강 창 석 교수 국어학·음운론 문학박사
조 항 범 교수 국어학·의미론 문학박사
정 효 구 교수 현대문학·현대시 문학박사
이 익 성 교수 현대문학·현대소설 문학박사
박 연 호 교수 고전문학·고전시가 문학박사
이 호 승 교수 국어학·통사론 문학박사
권 정 우 교수 현대문학·문학비평 문학박사
박 진 숙 교수 현대문학·현대소설 문학박사
오 세 정 교수 고전문학·구비문학 문학박사
이 지 영 교수 고전문학·고소설 문학박사
어 강 석 부교수 고전문학·한문학 문학박사
김 경 미 조교

중어중문학과
성명 직급 전공 학위

배 병 균 교수 중국고전소설/ 희곡 문학박사
최 병 덕 교수 중국 현대어법(어학) 문학박사
배 득 렬 교수 중국고전문학이론 문학박사
이 선 옥 교수 중국현대문학 문학박사
주 기 하 교수 중국 현대어법 문학박사
봉 인 영 부교수 중국현대문학 문학박사
조 민 건 조교

영어영문학과
성명 직급 전공 학위

황 효 식 교수 영문학·셰익스피어 문학박사
김 진 아 교수 영문학·근대영미소설 문학박사
제 금 희 교수 영문학·현대영미소설 문학박사
박 인 규 교수 영어학·음운습득 문학박사
류 기 택 교수 영문학·영미시 문학박사
박 희 본 부교수 영문학·현대영미희곡 문학박사
김 규 민 부교수 통사론 문학박사
김 순 배 조교수 영문학·비평이론 문학박사
이 성 지 조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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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언어문화학과
성명 직급 전공 학위

이 정 희 교수 독문학(독시, 문예학) 문학박사
최 도 규 교수 독어학(통사론) 문학박사
문 광 훈 교수 독문학(소설, 문학이론) 문학박사
정 수 정 부교수 독어학(어휘론) 문학박사
박 현 정 조교수 독문학(생태문학, 지역학) 문학박사
이 소 현 조교

프랑스언어문화학과
성명 직급 전공 학위

김 경 석 교수 불어학 언어학박사
고 봉 만 교수 불문학 문학박사
이 은 미 교수 언어학·언어교육학 언어학박사
조 만 수 교수 불문학 문학박사
김 대 영 조교수 번역학 번역학박사
이 다 희 조교

러시아언어문화학과
성명 직급 전공 학위

최 성 호 교수 노어학 문학박사
김 용 화 교수 노어학 문학박사
백 용 식 교수 노문학 철학박사
김 원 한 교수 노문학 문학박사
김 태 옥 조교수 노문학 문학박사
최 진 호 조교

철학과
성명 직급 전공 학위

정 세 근 교수 중국도가철학 철학박사
박 기 순 교수 서양근대철학 철학박사
김 상 록 부교수 현대유럽철학 철학박사
원 용 준 부교수 유가철학 철학박사
한 상 원 부교수 사회철학 철학박사
박 보 람 조교수 불교학 철학박사
김 준 열 조교수 철학 철학박사
정 다 인 조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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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학과
성명 직급 전공 학위

임 병 덕 교수 동양고대사 문학박사
윤    진 교수 서양고대사 문학박사
박 걸 순 교수 한국근현대사·한국사학사 문학박사
김 영 관 교수 한국고대사 문학박사
이 평 수 부교수 동양근대사 문학박사
임 형 수 조교수 한국중세사 문학박사
이 찬 행 조교수 서양현대사 문학박사
전 상 미 조교

고고미술사학과
성명 직급 전공 학위

박 은 화 교수 중국회화사 철학박사
성 정 용 교수 역사고고학 문학박사
이 종 민 교수 한국도자사 문학박사
김 범 철 교수 선사고고학 철학박사
양 시 은 부교수 역사고고학 문학박사
서 지 민 조교수 불교미술사 문학박사
이 은 채 조교

나. 사회과학대학

사회학과
성명 직급 전공 학위

이 항 우 교수 정보사회학 문학박사
이 해 진 교수 지역사회학 문학박사
박 정 미 부교수 젠더와 성의 사회학 문학박사
홍 덕 화 부교수 환경사회학 문학박사
서 선 영 조교수 이주학·인권사회학 문학박사
김 현 우 조교수 사회학 사회학박사
오 지 우 조교

심리학과
성명 직급 전공 학위

정 우 현 교수 지각심리학·실험심리학 철학박사
유 성 은 교수 임상심리학 철학박사
박 상 희 교수 사회심리학 철학석사
최 해 연 부교수 심리학 철학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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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리학과
성명 직급 전공 학위

최 현 정 부교수 임상심리학 심리학박사
이 우 열 조교수 연구방법론 철학박사
안 정 광 조교수 임상심리학 철학박사
정 수 근 조교수 인지심리학 철학박사
이 새 별 조교수 발달심리학 심리학박사
홍 인 표 조교

행정학과
성명 직급 전공 학위

최 영 출 교수
정책분석 및 평가, 국제개발정책, 

교육정책
정책학박사

이 재 은 교수 위기관리, 재난관리, 조직이론 행정학박사
이 민 규 교수 지방자치, 과학기술정책, 정부간관계 법학박사

김 학 실 부교수
복지행정, 사회적경제(사회적기업), 

사회정책(여성, 문화, 가족)
행정학박사

최 예 나 부교수
조직관리, 인사행정, 전자정부, 

인적자원정책
행정학박사

윤 태 섭 조교수 재무행정·재정학·지방재정 행정학박사
김 정 숙 조교수 지방정부, 비영리조직, 거버넌스 행정학박사
김 희 정 조교

정치외교학과
성명 직급 전공 학위

김 일 수 교수 국제관계·미국정치 정치학박사
박 홍 영 교수 비교정치·일본정치 정치학박사
정 태 일 교수 정치사상·한국정치 정치학박사
이 장 원 교수 국제관계·중국정치 법학박사
윤 성 욱 교수 국제정치경제·유럽정치 정치학박사
구 본 상 조교수 비교정치·방법론(통계학) 정치학박사
오 지 혜 조교

경제학과
성명 직급 전공 학위

이 동 수 교수 산업조직론 경제학박사
이 연 호 교수 거시경제·국제금융 경제학박사
김 상 환 교수 계량경제학 경제학박사
임 병 인 교수 재정학·보험경제학 경제학박사
구 영 완 교수 국제경제학 경제학박사
김 관 호 교수 재정금융 경제학박사
박 기 홍 교수 노동경제학 경제학박사
김 연 준 교수 경제학 경제학박사
이 형 호 조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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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자연과학대학

수학과
성명 직급 전공 학위

이 석 종 교수 위상수학 이학박사
지 운 식 교수 해석학 이학박사
고 두 원 교수 해석학 이학박사
김 세 정 교수 기하학 이학박사
권 오 상 부교수 해석학 이학박사
정 대 웅 부교수 대수학 이학박사
김 선 광 부교수 함수해석학 이학박사
류 미 수 조교수 대수학 이학박사
신 재 민 조교수 응용수학 이학박사
양 창 훈 조교수 조화해석학 이학박사
이 은 정 조교수 수리과학 이학박사
김 예 리 조교

물리학과
성명 직급 전공 학위

이 원 식 교수 입자물리학 이학박사
김 기 웅 교수 고체물리 이학박사
정 진 수 교수 응집물리학 이학박사
한 정 호 교수 천체물리학 이학박사
강 병 원 교수 초전도물리학 이학박사
김 동 현 교수 자성물리학 이학박사
김 경 완 교수 응집물질물리학 이학박사
이 만 희 부교수 유체물리학 이학박사
이 현 석 부교수 반도체물리학 공학박사
민 병 준 부교수 통계물리학 이학박사
김 가 현 부교수 통계물리학 이학박사
김 경 호 조교수 반도체물리학 이학박사
방 준 혁 조교수 반도체나노광학 이학박사
강 현 구 조교수 반도체물리학 이학박사
김 정 한 조교수 입자물리학 이학박사
신 현 준 조교수 물리학 이학박사
이 연 의 조교수 광학 이학박사
유 영 상 조교수 재료공학 공학박사
안 병 구 조교
양 지 윤 조교
강 민 식 조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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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학과
성명 직급 전공 학위

양 민 오 교수 물리화학 이학박사
김 남 준 교수 물리화학 이학박사
김 영 조 교수 무기화학 이학박사
김 종 원 교수 분석화학 이학박사
유 태 수 교수 무기화학 이학박사
김    민 교수 유기화학 이학박사
박 준 희 교수 분석화학 이학박사
강 성 민 부교수 유기화학 이학박사
박 재 우 조교수 물리화학 이학박사
김 철 재 조교수 유기화학 이학박사
손 운 용 조교수 물리화학 이학박사
김 기 태 조교수 화학 이학박사
김 준 우 조교수 화학 이학박사
김 성 희 조교
진 선 화 조교

생명과학과
성명 직급 전공 학위

조 성 진 교수 동물발생학 이학박사
류 호 진 부교수 식물생리학 이학박사
김 경 환 부교수 후성유전학 이학박사
박 종 석 부교수 동물계통학 이학박사
강 규 호 조교수 분자면역학 이학박사
주 용 성 조교수 생태학 이학박사
김 상 준 조교수 신경생물학 이학박사
윤 은 영 조교
김 수 지 조교

미생물학과
성명 직급 전공 학위

이 찬 희 교수 바이러스학 이학박사
이 동 훈 교수 미생물생태학 이학박사
노 동 현 교수 분자미생물공학 농학박사
이 성 근 교수 환경미생물학 이학박사
김 양 훈 교수 시스템생물학 공학박사
안 지 영 교수 기능성미생물생리학 공학박사
박 윤 신 부교수 생체재료, 재생의학 이학박사
김 혜 권 조교수 바이러스학 수의학박사
김 윤 정 조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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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화학과
성명 직급 전공 학위

정 용 제 교수 단백질결정학 이학박사
김 학 용 교수 산호전이생화학 이학박사
이 영 희 교수 줄기세포학 이학박사
성 현 아 교수 신호생화학 이학박사
심 성 보 부교수 뇌신경유전학 이학박사
장 상 민 조교수 분자세포학 이학박사
조 효 제 조교수 구조생물학 이학박사
박 가 영 조교

정보통계학과
성명 직급 전공 학위

이 성 덕 교수 통계학 이학박사
정 대 현 교수 신뢰수명검정론 이학박사
나 종 화 교수 전산통계학 이학박사
허 태 영 교수 응용통계학 이학박사
정 재 환 조교수 함수추정 이학박사
박 선 철 조교수 통계학 이학박사
박 진 수 조교수 수리과학 이학박사
박 은 일 조교

천문우주학과
성명 직급 전공 학위

서 경 원 교수 적외선관측 및 항성맥동론 이학박사
김 용 기 교수 자기밀집성과 X선천체이론 이학박사
이 대 영 교수 우주과학 이학박사
Kimitake 
Hayasaki

부교수 천문학 및 천체물리 이학박사

안 홍 준 부교수 고에너지 천체물리학 이학박사
김 경 찬 부교수 천문우주학 이학박사
이 민 희 조교

지구환경과학과
성명 직급 전공 학위

이 철 우 교수 층서퇴적학 이학박사
최 상 훈 교수 광상학 이학박사
서 용 석 교수 응용지질학 공학박사
김 윤 섭 부교수 암석학 및 지구화학 이학박사
박 문 재 조교수 지체구조학 이학박사
이 재 은 조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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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경영대학

경영학부
성명 직급 전공 학위

전 달 영 교수 마케팅 경영학박사
박 상 언 교수 인사조직 경영학박사
박 유 식 교수 마케팅 경영학박사
박 한 순 교수 세무회계 경영학박사
김 병 기 교수 재무관리 경영학박사
김 지 대 교수 생산관리 경영학박사
박 종 일 교수 재무회계 경영학박사
주 영 진 교수 마케팅 공학박사
이 태 민 교수 마케팅 경영학박사
배 기 수 교수 재무회계 경영학박사
김 성 홍 교수 생산관리 경영학박사
김 찬 중 교수 인사조직 경영학박사
이 형 석 교수 생산관리 경영학박사
박 철 호 교수 재무관리 경영학박사
김 학 수 부교수 인사조직 경영학박사
이 형 철 부교수 재무관리 경영학박사
변 국 도 부교수 인사조직 경영학박사
황 윤 민 부교수 생산관리 경영학박사
우 소 희 부교수 회계학 경영학박사
김 류 미 조교수 재무관리 경영학박사
서 한 결 조교수 원가회계 경영학박사
최 병 철 조교수 회계학 경영학박사
이 제 영 조교수 경영학 경영학박사
김 수 지 조교
최 병 희 조교

국제경영학과
성명 직급 전공 학위

조 강 필 교수 국제경제 경제학박사
이 사 영 교수 국제재무 경영학박사
박 상 수 교수 국제지역연구 경제학박사
임 달 호 교수 국제경영전략 경영학박사
송 영 욱 교수 국제마케팅 경영학박사
이 형 택 교수 국제경영학 경영학박사
정 진 섭 교수 국제경영 경영학박사
박 현 정 교수 국제마케팅 경영학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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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경영학과
성명 직급 전공 학위

김 학 건 부교수 국제재무 경영학박사
김 상 기 부교수 국제재무 경영학박사
나 경 아 부교수 회계학 경영학박사
김 용 환 조교

경영정보학과
성명 직급 전공 학위

김 영 렬 교수 경영정보학 경영학박사
조 완 섭 교수 전산학 공학박사
김 태 성 교수 경영과학 공학박사
권 순 동 교수 경영정보학 경영학박사
최 상 현 교수 경영정보공학 공학박사
서 동 백 교수 경영정보학 경영학박사
송 대 진 교수 응용컴퓨터 이학박사
이 정 환 부교수 기술경영 공학박사
이 준 영 조교수 정보시스템 공학박사
소 정 은 조교

마. 공과대학

토목공학부
성명 직급 전공 학위

우 경 식 교수 항공우주공학 공학박사
김 성 보 교수 구조공학 공학박사
이 승 수 교수 내풍방재공학 공학박사
정 근 채 교수 산업시스템공학 공학박사
최 석 근 교수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공학 공학박사
홍 기 남 교수 철근콘크리트공학 공학박사
박 형 근 교수 건설관리 및 경영정보 공학박사
안 광 국 교수 지반공학 공학박사
이 효 상 교수 수문학 공학박사
최 재 완 교수 지형공간정보공학 공학박사
이 호 진 교수 수공학 공학박사
정 종 원 부교수 토질 및 기초공학 공학박사
윤 형 철 부교수 스마트구조공학 공학박사
이 의 훈 조교수 수자원공학 공학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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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목공학부
성명 직급 전공 학위

양 범 주 조교수 건설재료 공학박사
박 기 순 조교
정 은 지 조교

기계공학부
성명 직급 전공 학위

조 해 용 교수 CAD/CAM 및 응력해석 공학박사
주 진 원 교수 최적설계 및 고체역학 공학박사
신 응 수 교수 진동 및 생체역학 공학박사
정 규 원 교수 공장자동화 및 CIM 공학박사
이 계 복 교수 유체역학(난류) 공학박사
김 용 연 교수 극미세전자기계 및 탄성파동 공학박사
이 석 호 교수 이상유동학 공학박사
이 인 환 교수 나노공학 및 MEMS 공학박사
김 기 범 교수 신재생에너지, 미래형자동차 공학박사
조 정 호 교수 용접물리, 용접부 열유동해석 공학박사
안 규 복 부교수 연소공학, 추진공학 공학박사
신 종 호 조교수 로보틱스, 동역학 및 제어 공학박사
김 건 휘 조교수 정밀 가공, 첨단 생산 공학박사
이 은 혜 조교
권 수 진 조교

화학공학과
성명 직급 전공 학위

이 종 대 교수 화학공학 공학박사
김 대 수 교수 유기 및 고분자공학 공학박사
신 채 호 교수 촉매화학공학 공학박사
김 범 수 교수 생물화학공학 공학박사
나 병 기 교수 나노화공소재 공학박사
정 상 문 교수 그린에너지 공학박사
문 종 호 조교수 공정공학 공학박사
권 순 자 조교

신소재공학과
성명 직급 전공 학위

조 병 진 부교수 전자재료 공학박사
이 동 주 부교수 복합재료 공학박사
윤 정 원 조교수 전자재료 공학박사
박 기 대 조교수 에너지재료 공학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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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소재공학과
성명 직급 전공 학위

박 유 세 조교수 에너지재료 공학박사
조 주 희 조교

건축공학과
성명 직급 전공 학위

한 찬 훈 교수 건축환경 및 건축음향 건축학박사
김 옥 규 교수 건축시공 및 건설경영 공학박사
서 동 현 부교수 건축환경 및 설비 공학박사
이 창 준 부교수 건축재료 공학박사
정 운 성 부교수 건축융합IT 및 디자인컴퓨팅 공학박사
이 득 행 부교수 건축구조 공학박사
김 민 구 부교수 건축 IT 공학박사
박 은 정 조교

안전공학과
성명 직급 전공 학위

임 현 교 교수 산업공학 공학박사
김 두 현 교수 전기안전, 전력계통 공학박사
원 정 훈 교수 건설안전 및 시공, 교량공학 공학박사
최 영 보 부교수 화공안전 및 방화, 반응공학 공학박사
김 규 림 조교

환경공학과
성명 직급 전공 학위

김 재 용 교수 환경에너지공학 공학박사
전 항 배 교수 상하수도 공학박사
정 세 웅 교수 수질오염관리 공학박사
조 영 철 교수 환경생명공학 이학박사
이 상 섭 교수 대기오염제어 공학박사
임 동 희 부교수 환경공학 공학박사
윤 여 명 조교수 폐기물처리공학 공학박사
홍 혜 진 조교수 생명화학공학 공학박사
이 선 화 조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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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업화학과
성명 직급 전공 학위

류 상 욱 교수 고분자소재 공학박사
조 중 상 부교수 에너지복합소재 공학박사
박 준 성 부교수 바이오화학소재 한의학박사
박 대 환 부교수 융합에너지화학소재 공학박사
강 동 우 조교수 무기화학소재 공학박사
강 은 지 조교

도시공학과
성명 직급 전공 학위

하 성 룡 교수 도시시스템공학 공학박사
이 만 형 교수 도시 및 주택계획 도시지역계획학박사
황 재 훈 교수 도시설계 및 재생 도시지역계획학박사
반 영 운 교수 지속가능한 도시계획 도시지역계획학박사
홍 성 조 부교수 도시계획 및 설계 공학박사
송 태 진 조교수 교통공학 및 모빌리티 공학박사
권 규 상 조교수 도시공간분석 지리학박사
김 성 현 조교

건축학과
성명 직급 전공 학위

이 상 훈 교수 건축설계·건축계획 공학석사
심 규 영 교수 건축설계 건축학석사
최 유 종 교수 건축설계 건축학석사
안 대 환 부교수 한국건축사 건축학박사
변 나 향 조교수 건축계획 공학박사
손 동 화 조교수 건축계획/디지털·스마트건축 공학박사
이 학 성 조교수 건축환경 계획/디자인 공학박사
안 종 애 조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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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 전자정보대학

전기공학부
성명 직급 전공 학위

고 창 섭 교수 전기기기 공학박사
김 재 언 교수 전력에너지시스템 공학박사
윤 남 식 교수 플라즈마 이학박사
김 성 수 교수 통신제어시스템 공학박사
권 오 민 교수 제어공학 공학박사
홍 종 필 교수 반도체 집적회로 설계 공학박사
김 명 진 부교수 고전압시스템 및 신개념전기시스템 공학박사
윤 재 중 부교수 전력전자 공학박사
박 수 현 조교

전자공학부
성명 직급 전공 학위

유 흥 균 교수 무선통신·이동통신시스템 공학박사
김 영 석 교수 아날로그IC설계 공학박사
서 보 석 교수 디지털 통신 및 신호처리 공학박사
서 재 원 교수 동영상 압축 표준 및 딥러닝 알고리즘 공학박사
양 병 도 교수 집적회로설계 공학박사
김 형 원 교수 인공지능 및 SoC설계 공학박사
김 승 구 부교수 모바일 시스템 및 네트워크 공학박사
강 문 희 부교수 반도체공정, TCAD 공학박사
백 돈 규 조교수 디지털시스템설계 및 시뮬레이션 공학박사
심 상 훈 조교수 초고주파 집적회로 및 시스템 공학박사
박 준 영 조교수 반도체소자 및 신뢰성 공학박사
반 유 석 조교수 기계학습, 인공지능 공학박사
김 현 정 조교
이 현 령 조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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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통신공학부
성명 직급 전공 학위

김    남 교수 광정보처리 공학박사
안 병 철 교수 전기전자공학 공학박사
안 재 형 교수 영상통신 공학박사
유 재 수 교수 데이터베이스 공학박사
이 인 성 교수 신호처리 공학박사
강 현 수 교수 영상처리 공학박사
김 영 주 교수 통신시스템 공학박사
최 성 곤 교수 통신네트워크 공학박사
김 경 석 교수 이동통신시스템 공학박사
최    민 교수 전산학 공학박사
김 태 준 교수 전자공학 공학박사
이 의 신 부교수 컴퓨터통신 및 보안전공 공학박사
정 재 욱 부교수 전기컴퓨터공학 공학박사
김 태 홍 부교수 전산학 공학박사
김 남 석 부교수 전기전자공학 공학박사
심 동 규 조교수 전기전자공학 공학박사
임 진 선 조교
강 혜 진 조교

컴퓨터공학과
성명 직급 전공 학위

서 영 훈 교수 자연언어처리 공학박사
김 미 혜 교수 유비쿼터스게임 이학박사
김 성 진 교수 컴퓨터구조 공학박사
박 수 창 부교수 컴퓨터통신/멀티미디어시스템 공학박사
김 봉 재 부교수 시스템소프트웨어/임베디드모바일시스템 공학박사
조 겨 리 조교수 머신러닝 기반 생물정보학 공학박사
정 영 섭 조교수 텍스트마이닝/인공지능 공학박사
서 연 정 조교

소프트웨어학부
성명 직급 전공 학위

전 중 남 교수 임베디드시스템 공학박사
이 건 명 교수 인공지능 공학박사
홍 장 의 교수 소프트웨어공학 공학박사
류 관 희 교수 컴퓨터그래픽스 및 콘텐츠 공학박사
이 재 성 교수 자연언어처리 공학박사
이 종 연 교수 데이터베이스 이학박사
최 경 주 교수 컴퓨터비젼 및 패턴인식 공학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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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프트웨어학부
성명 직급 전공 학위

Nasridinov Aziz 교수 데이터분석 공학박사
조 희 승 교수 시스템 소프트웨어 공학박사
조 오 현 부교수 컴퓨터네트워크 공학박사
노 서 영 조교수 데이터컴퓨팅 공학박사
이 의 종 조교수 자가-적응 소프트웨어 공학박사
정 지 훈 조교수 기계 지능 공학박사
이아름샘 조교
서 명 원 조교
오 정 은 조교

지능로봇공학과
성명 직급 전공 학위

김 진 훈 교수 자동제어 공학박사
전 명 근 교수 지능시스템 공학박사
권 오 욱 교수 음성인식 공학박사
박 찬 식 교수 자율항법 공학박사
박 태 형 교수 로봇공학 공학박사
김 곤 우 교수 이동로봇 공학박사
황 영 배 조교수 컴퓨터비전 공학박사
이 정 선 조교



102� � Ⅲ.� 교원

사. 농업생명환경대학

식물자원학과
성명 직급 전공 학위

조 용 구 교수 분자유전학 농학박사
우 선 희 교수 식물생산과학 농학박사
소 윤 섭 부교수 식물육종 농학박사
성 좌 경 조교수 작물생리학 농학박사
황 태 영 조교수 농생물자원학 농학박사
서 현 주 조교

환경생명화학과
성명 직급 전공 학위

김 영 기 교수 생화학 이학박사
사 동 민 교수 식물생리/토양미생물 농학박사
정 근 욱 교수 농업환경화 농학박사
경 기 성 교수 농약학 농학박사
한 광 현 교수 토양환경화학 농학박사
박 진 희 부교수 토양학 농학박사
김 혜 진 조교

식품생명공학과
성명 직급 전공 학위

김 광 엽 교수 식품미생물학 농학박사
한 남 수 교수 효소발효공학 농학박사
이 준 수 교수 식품화학 농학박사
김 태 집 교수 식품분자생물학 농학박사
정 헌 상 교수 식품공학 농학박사
장 금 일 교수 식품가공학 농학박사
유 진 아 조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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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산학과
성명 직급 전공 학위

김 관 석 교수 동물유전체학 농학박사
최 향 순 교수 발생공학 농학박사
조 진 호 교수 양돈학 및 영양학 농학박사
최 성 호 부교수 반추동물 영양학 농학박사
최 정 석 조교수 축산학 및 육가공학 농학박사
한 아 름 조교

특용식물학과
성명 직급 전공 학위

임 흥 빈 교수 식물생화학 및 성분분석 이학박사
이    이 교수 식물생리학 이학박사
이 문 순 교수 약용식물학 약학박사
현 태 경 부교수 특용식물효능론 이학박사
정 종 욱 부교수 작물학(유전자원) 농학박사
조 현 우 조교수 식물형태발생학 이학박사
안 소 연 조교

원예과학과
성명 직급 전공 학위

김 대 일 교수 과수원예학 농학박사
박 봉 주 교수 조경학 농학박사
오 명 민 교수 시설/채소원예학 농학박사
박 소 영 교수 화훼/생물공학 농학박사
조 주 성 조교수 종자생리학 농학박사
김 나 경 조교

식물의학과
성명 직급 전공 학위

차 병 진 교수 식물병리학 식물병리학박사
김 길 하 교수 응용곤충학 농학박사
조 수 원 교수 계통분류학 이학박사
김 흥 태 교수 식물병리학 식물병리학박사
우 수 동 교수 곤충병리학 농학박사
김 미 경 조교수 식물병리학 농학박사
공 현 기 조교수 식품미생물학 및 발효화학 농학박사
박 지 혜 조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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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학과
성명 직급 전공 학위

신 원 섭 교수 임업경영학·치유학 농학박사
김 동 준 교수 산림경제학 임학박사
신 창 섭 교수 조림학 농학박사
김 정 성 부교수 식물계통학 이학박사
연 평 식 조교수 산림복지학 농학박사
이 화 용 조교수 산림생태학 농학박사
봉 태 호 조교수 지역시스템공학 공학박사
김 은 별 조교

지역건설공학과
성명 직급 전공 학위

김 진 수 교수 관개배수학 농학박사
송 창 섭 교수 농업지반공학 및 토질역학 농학박사
박 종 화 교수 농업수리구조학 농학박사
윤 성 수 교수 농업토목·구조설계 공학박사
맹 승 진 교수 농업환경수문학 및 방재공학 농학박사
이 상 현 조교수 지역시스템공학 공학박사
김 은 영 조교

바이오시스템공학과
성명 직급 전공 학위

노 현 권 교수 농공학 공학박사
이 동 훈 부교수 바이오메카트로닉스 공학박사
이 훈 수 조교수 바이오시스템기계공학 공학박사
신 창 섭 조교수 바이오시스템공학 공학박사
이 정 현 조교수 공생기반학 농학박사
조 도 현 조교

목재·종이과학과
성명 직급 전공 학위

김 병 로 교수 목재이학 농학박사
한 규 성 교수 목재화공학 농학박사
박 종 문 교수 종이물성론 및 지류가공학 농학박사
최 태 호 교수 한지 및 비목재섬유이용 농학박사
신 수 정 교수 바이오매스화학 농학박사
서 정 욱 교수 목재해부학 및 연륜연대학 이학박사
윤 성 진 조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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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경제학과
성명 직급 전공 학위

송 양 훈 교수 농업경영정보, 해외농업개발 농업경제학박사
윤 병 삼 교수 농산물 유통 및 가격분석 농업경제학박사
서 상 택 교수 농업금융(농업경영) 농업경제학박사
전 익 수 교수 애그리비지니스, 전략적경영 농업경제학박사
김 선 웅 조교수 농식품소비 및 소비자행동 농업경제학박사
조 원 주 조교수 농업경제학 경제학박사
최 동 규 조교

아. 사범대학

교육학과
성명 직급 전공 학위

이 종 연 교수 교육상담 교육학박사
나 민 주 교수 교육행정 교육학박사
김 영 철 교수 교육사회 교육학박사
김 광 민 교수 교육과정 교육학박사
변 호 승 교수 교육공학 교육학박사
서 범 종 부교수 교육사 교육학박사
이 길 재 부교수 교육행정 교육학박사
길 혜 지 조교수 교육측정 및 평가 교육학박사
장 유 진 조교수 교육심리 교육학박사
최 승 현 조교수 교육철학 교육학박사
김 찬 호 조교

국어교육과
성명 직급 전공 학위

이 미 순 교수 현대문학(현대비평론) 문학박사
정 충 권 교수 고전문학 문학박사
하 윤 섭 부교수 고전문학 문학박사
황 지 영 부교수 현대소설 문학박사
김 경 열 조교수 국어학 문학박사
권 태 현 조교수 국어교육 교육학박사
신 윤 섭 조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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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어교육과
성명 직급 전공 학위

강 승 만 교수 영어교육 언어학박사
나 경 희 교수 영어교수법 철학박사
윤 흥 섭 교수 영어학 문학박사
한 광 택 부교수 영미문학 문학박사
신 누 리 조교

역사교육과
성명 직급 전공 학위

이 성 재 교수 서양근대사 문학박사
김 보 림 교수 역사교육학 교육학박사
김 승 욱 부교수 중국근현대사 문학박사
허 태 용 부교수 한국근세사 문학박사
이 정 빈 부교수 한국고대사 문학박사
양 진 성 조교수 중국고중세사 문학박사
조 서 윤 조교

지리교육과
성명 직급 전공 학위

강 창 숙 교수 지리교육학 교육학박사
류 연 택 교수 도시지리학 철학박사
김 종 연 교수 지형학 철학박사
이 재 열 부교수 경제지리학 철학박사
윤 현 위 조교수 지역지리학 이학박사
홍 동 표 조교

사회교육과
성명 직급 전공 학위

이 재 권 교수 동양철학 철학박사
오 연 주 교수 일반사회교육 교육학박사
조 택 희 교수 경제학 경제학박사
손 경 찬 조교수 법학 법학박사
고 명 관 조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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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리교육과
성명 직급 전공 학위

김 연 숙 교수 국민윤리교육 교육학박사
조 일 수 교수 국민윤리교육 교육학박사
김 남 준 교수 윤리학 철학박사
손 경 원 조교수 윤리교육 교육학박사
강 보 승 조교수 동양철학 철학박사
김 지 영 조교

물리교육과
성명 직급 전공 학위

양 동 석 교수 고체물리분광학 이학박사
오 원 근 교수 물리교육 교육학박사
이 희 정 교수 강입자 물리학 및 핵 물리학 이학박사
이 인 선 조교수 물리교육 교육학박사
차 지 현 조교

화학교육과
성명 직급 전공 학위

한 재 영 교수 화학교육 교육학박사
박 명 환 부교수 무기화학 이학박사
배 균 택 부교수 이론물리화학 이학박사
강 호 웅 조교수 유기화학 이학박사
이 은 아 조교

생물교육과
성명 직급 전공 학위

김 대 재 교수 분자유전학 이학박사
강 상 순 교수 동물생리학 이학박사
이 준 상 교수 식물생리학 이학박사
이 재 권 교수 세포학 약학박사
신 세 인 조교수 생물교육 교육학박사
김 광 태 조교

지구과학교육과
성명 직급 전공 학위

형    식 교수 천문학 이학박사
이 동 찬 교수 지질학 이학박사
윤 대 옥 교수 대기과학 이학박사
김 형 범 부교수 지구과학교육 교육학박사
홍 재 호 조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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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학교육과
성명 직급 전공 학위

조 완 영 교수 수학교육학 교육학박사
금 상 호 교수 위상수학 이학박사
정 환 엽 교수 대수학 이학박사
김 정 심 교수 응용수학 및 확률론 이학박사
박 병 도 조교수 기하학 이학박사
황 숙 정 조교수 수학 이학박사
엄 희 애 조교

체육교육과
성명 직급 전공 학위

최 종 환 교수 운동처방 철학박사
박 종 진 교수 스포츠사회학 이학박사
옥    광 교수 체육사 철학박사
김 세 형 부교수 체육측정평가 이학박사
임 용 석 부교수 체육학 체육학박사
김 현 주 조교수 발육발달(노화),트레이닝 체육학박사
송 주 호 조교수 생체역학(운동역학) 이학박사
박 종 윤 조교
윤 상 훈 조교

자. 생활과학대학

식품영양학과
성명 직급 전공 학위

현 태 선 교수 응용영양학 이학박사
이 영 은 교수 급식경영학 이학박사
주 지 형 교수 기능성식품학 이학박사
배 문 경 부교수 영양면역학 이학박사
이 상 미 조교수 식품미생물학 이학박사
공 보 정 조교



1.� 교원� � 109

아동복지학과
성명 직급 전공 학위

김 영 희 교수 아동·가족상담 철학박사
윤 혜 미 교수 아동·가족복지 철학박사
최 은 영 교수 사회복지정책 사회정책학박사
신 나 리 교수 유아교육 및 보육 철학박사
윤 상 용 교수 장애인복지 사회복지학박사
박 보 경 조교수 인간발달(아동학) 문학박사
정 주 희 조교

의류학과
성명 직급 전공 학위

최 종 명 교수 패션소재 이학박사
김 은 영 교수 패션마케팅 이학박사
김 지 영 교수 패션디자인 문학박사
한 현 숙 부교수 테크니컬웨어설계 이학박사
채 영 주 조교수 스마트의류소재 이학박사
윤 혜 련 조교

주거환경학과
성명 직급 전공 학위

박 경 옥 교수 주거 및 커뮤니티 계획 학술박사
최 윤 정 교수 실내환경 및 친환경주거 이학박사
이 현 정 교수 주거복지 및 정책 철학박사
김 미 경 교수 리모델링 및 공간디자인 이학박사
황 지 현 조교수 공간마케팅디자인건축 이학박사
황 진 아 조교

소비자학과
성명 직급 전공 학위

유 현 정 교수 소비자행동 가정학박사
김 민 정 교수 소비자재무·금융소비자 생활과학박사
전 상 민 부교수 소비자교육·정책·CS 생활과학박사
송 유 진 조교수 소비자학 생활과학박사
장 연 주 조교수 소비자학 소비자학박사
이 지 혜 조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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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 수의과대학

수의학과
성명 직급 전공 학위

허 강 준 교수 수생동물질병학 농학박사
이 완 규 교수 수의세균학 및 전염병학 농학박사
성 연 희 교수 수의약리학 약학박사
양 만 표 교수 수의내과학 농학박사
최 석 화 교수 수의외과학 수의학박사
정 의 배 교수 수의생화학 및 분자생물학 의학박사
나 기 정 교수 수의진단검사의학및야생동물의학 수의학박사
남 상 윤 교수 수의해부학 수의학박사
김 일 화 교수 수의산과학 수의학박사
김 대 중 교수 수의조직학 수의학박사
김 윤 배 교수 수의독성학 수의학박사
강 현 구 교수 수의산과학 수의학박사
이 범 준 교수 수의공중보건학 이학박사
안 병 우 교수 수의병리학 수의학박사
장 동 우 교수 수의방사선학 수의학박사
현 상 환 교수 수의발생학 및 생물공학 수의학박사
최 경 철 교수 수의생화학 및 면역학 의학박사
김 근 형 교수 수의외과학 수의학박사
강 병 택 교수 수의피부과학 수의학박사
이 상 명 교수 수의바이러스학 수의학박사
김 수 종 교수 수의병리학 수의학박사
박 경 미 부교수 수의임상학 수의학박사
이 승 헌 조교수 수의기생충학 수의학박사
이 현 직 조교수 수의생리학 수의학박사
김 학 현 조교수 수의임상학 수의학박사
정 동 혁 조교수 수의학 수의학박사
민 경 덕 조교수 보건학 보건학박사
이 성 인 조교수 임상수의학(수의외과학) 수의학박사
이 태 옥 조교

수의예과
성명 직급 전공 학위

이 대 현 조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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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 약학대학

약학과
성명 직급 전공 학위

김 영 수 교수 생화학 이학박사
유 환 수 교수 위생약학·공중보건학 약학박사
홍 진 태 교수 독성학 약학박사
황 방 연 교수 생약학 약학박사
한 상 배 교수 생물과학 이학박사
이 미 경 교수 생약학 약학박사
이 경 은 부교수 임상약학 약학박사
노 윤 석 부교수 예방약학 수의학박사
윤 재 석 부교수 약물학 의학박사
손 동 주 조교수 해부생리학 의학박사
한 지 민 조교수 약학 약학박사
송    난 조교수 약학 의학박사
심 은 경 조교

제약학과
성명 직급 전공 학위

정 연 복 교수 약물동태학 약학박사
이 용 문 교수 분석화학·약학 약학박사
이 종 길 교수 면역학 이학박사
이 희 순 교수 유기약품제조화학 이학박사
박 일 영 교수 물리화학 약학박사
송 석 길 교수 약품미생물학 이학박사
정 재 경 교수 약화학 약학박사
이 수 재 교수 구조생물학 이학박사
박 천 웅 교수 제조약학 약학박사
김 지 훈 부교수 약품분석학 약학박사
신 대 환 부교수 약제학 약학박사
현 순 실 조교수 화학생물학 이학박사
남 인 이 조교
성 승 아 조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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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 의과대학

의학과
성명 직급 전공 학위

강 길 원 교수 의료관리학 의학박사

강    훈 교수 마취과학 의학석사

구 용 숙 교수 생리학 의학박사

권 순 길 교수 신장내과학 의학석사

김 경 아 교수 의용생체공학 공학박사

김 동 수 교수 정형외과학 의학석사

김 동 운 교수 내과학 의학박사

김 미 경 교수 내과학(알레르기) 의학박사

김 상 태 교수 마취과학 의학박사

김 석 용 교수 미생물학 의학박사

김 승 렬 교수 생화학 의학박사

김 시 경 교수 정신과학 의학박사

김 시 욱 교수 흉부외과학 의학석사

김 양 미 교수 생리학(전기생리학) 수의학박사

김 영 규 교수 신경외과학 의학박사

김 영 철 교수 생리학(위장관생리학) 의학박사

김 용 대 교수 예방의학 의학박사

김 용 준 교수 비뇨기과학 의학박사

김 원 동 교수 치료방사선과학 의학박사

김 원 섭 교수 소아과학 의학박사

김 원 태 교수 비뇨기과학 의학학사

김 응 국 교수 생화학 의학박사
김 찬 형 교수 약리학(분자약리학) 의학박사

김    헌 교수 예방의학 의학박사
김 헌 식 교수 약리학 의학박사

김 형 규 교수 미생물학 이학박사
김 혜 영 교수 내과학 의학박사
김    훈 교수 예방의학 의학석사

류 동 희 교수 외과학 의학박사
민 경 수 교수 신경외과학 의학박사

박 길 선 교수 진단방사선과학 의학박사
박 선 미 교수 내과학 의학박사

박 영 석 교수 신경외과 의학박사
박 우 윤 교수 치료방사선과학 의학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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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학과
성명 직급 전공 학위

박 종 혁 교수 예방의학 의학박사
박 진 우 교수 외과학 의학박사
방 희 제 교수 재활의학 의학석사
배 석 철 교수 생화학 약학박사
배 장 환 교수 내과학 의학박사
배 진 호 교수 마취과학 의학석사
서 제 훈 교수 해부학 의학박사
손 보 라 교수 임상병리학 의학박사
손 정 우 교수 신경정신과학 의학박사
손 현 준 교수 해부학 의학박사
손 현 철 교수 정형외과학(소아정형외과학) 의학박사
신 경 섭 교수 미생물학 의학박사
신 동 익 교수 신경과학 의학박사
신 은 영 교수 생화학 의학박사
신 철 진 교수 신경정신과 의학박사
심 우 섭 교수 이비인후과학 의학석사
오 태 근 교수 내과학 의학박사
윤 석 중 교수 비뇨기과학 의학박사
윤 순 만 교수 내과학(소화기) 의학박사
윤 효 영 교수 외과학 의학박사
이 경 무 교수 재활의학 의학박사
이 기 만 교수 호흡기내과학 의학박사
이 기 형 교수 내과학 의학석사
이 동 욱 교수 이비인후과학 의학박사
이 무 섭 교수 신경외과학 의학박사
이 상 수 교수 신경과학 의학박사
이 상 익 교수 정신과학 의학박사
이 상 진 교수 생리학 의학박사
이 상 철 교수 비교기과학 의학박사
이 석 우 교수 응급의학 의학박사
이 성 현 교수 신경과학 의학박사
이 영 성 교수 의료관리학 의학박사
이 옥 준 교수 병리학 의학박사
이 용 희 교수 생물화학 약학박사
이 은 영 교수 치과학 의학박사
이 지 연 교수 피부과학 의학박사
이 태 수 교수 의공학 공학박사
장 이 찬 교수 외과학 의학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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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학과
성명 직급 전공 학위

전 현 정 교수 내과학 의학박사
정 은 환 교수 산부인과학 의학박사
정 혜 원 교수 내과학 의학박사
조 명 찬 교수 내과학(심장학) 의학박사
지 일 운 교수 산부인과학 의학박사
차 상 훈 교수 진단방사선과학 의학박사
차 은 종 교수 의공학 의공학박사
채 희 복 교수 내과학 의학박사
최 강 현 교수 내과학 의학박사
최 미 영 교수 안과학 의학박사
최 영 기 교수 바이러스학 의학박사
최 영 석 교수 이비인후과학 의학박사
최    웅 교수 약리학 의학박사
최 재 운 교수 외과학 의학박사
최 중 국 교수 생화학(분자생물학) 이학박사
하 태 선 교수 소아과학 의학박사
한 윤 수 교수 소아과학 의학박사
한 헌 석 교수 소아과학 의학박사
한 혜 숙 교수 내과학 의학박사
형 성 민 교수 안과학 의학박사
홍 승 화 교수 산부인과학 의학박사
홍 종 면 교수 흉부외과학 의학박사
강 호 원 부교수 비뇨기과학 의학박사
강 희 택 부교수 가정의학 의학박사
권 지 현 부교수 중개의학 의학박사
김 도 훈 부교수 흉부외과 의학박사
김 상 철 부교수 응급의학 의학박사
박 민 규 부교수 약리학 의학박사
설 영 훈 부교수 외과학 의학박사
송 민 석 부교수 미생물학 의학박사
신 영 덕 부교수 마취통증의학 의학박사
이 의 태 부교수 의학 의학석사
이 지 혁 부교수 소아청소년과 의학석사
이 호 창 부교수 병리학 의학박사
조 범 상 부교수 진단방사선과학 의학박사
조 병 기 부교수 정형외과학 의학박사
최 영 진 부교수 외과학 의학박사
최 인 아 부교수 내과학 의학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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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학과
성명 직급 전공 학위

최 치 훈 부교수 의공학 의학박사
한 정 호 부교수 내과학 의학박사
황 경 국 부교수 순환기내과학 의학박사
길 영 천 조교수 생체구조 및 발생생물학 이학박사
김 경 태 조교수 안과학 의학박사
김 희 성 조교수 내과학 의학박사
도 윤 식 조교수 중개의학 의학석사
박 지 강 조교수 정형외과학 의학박사
손 승 명 조교수 병리학 의학박사
신 윤 미 조교수 내과학 의학박사
엄 상 용 조교수 예방의학 의학박사
염 규 선 조교수 신경과학 의학석사
우 창 곡 조교수 병리학 의학박사
윤 신 애 조교수 소아청소년과학 의학박사
이 동 화 조교수 내과학 의학박사
이 지 선 조교수 영상의학 의학박사
이 택 구 조교수 외과학 의학석사
조 준 연 조교수 내과학 의학석사
최 성 준 조교수 기생충학 의학박사

의예과
성명 직급 전공 학위

김 은 영 조교

간호학과
성명 직급 전공 학위

김 은 경 교수 간호관리학 보건학박사
김 선 호 교수 모성간호학 간호학박사
박 승 미 교수 간호학 간호학박사
최 미 영 부교수 아동간호학 간호학박사
이 종 은 부교수 정신간호학 간호학박사
김 철 규 부교수 성인간호학 간호학박사
김 경 미 부교수 성인간호학 간호학박사
조 미 경 부교수 성인간호학 간호학박사
박 형 란 부교수 간호학 간호학박사
이 수 지 조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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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 융합학과군

조형예술학과
성명 직급 전공 학위

진 익 송 교수 서양화 미술학석사
유 경 원 교수 조소 미술학석사
이 기 수 교수 미술교육 교육학석사
오 송 규 교수 동양화 미술학석사
김 정 희 교수 서양화 미술학석사
한 의 정 조교수 미술이론 미술학박사
김 태 균 조교
이 미 려 조교

디자인학과
성명 직급 전공 학위

김 재 홍 교수 시각디자인 미술학석사
심 복 섭 교수 시각디자인 미술학석사
노 상 용 조교수 시각디자인 미술학박사

하. 법학전문대학원

법학과
성명 직급 전공 학위

김 수 갑 교수 헌법 법학박사
이 경 재 교수 형사법 법학박사
이 은 희 교수 민사법 법학박사
이 재 목 교수 민사법 법학박사
이 동 원 교수 사회법 법학박사
정 현 수 교수 민사법 법학박사
김 원 태 교수 민사소송법 법학박사
김 건 호 교수 민사소송실무 법학석사
오 지 용 교수 민사법 실무 법학박사
신 병 동 교수 상사법 실무 법학사
김 재 중 교수 형사법 실무 법학박사
류 화 신 교수 생명과학기술법 법학박사
윤 종 민 교수 과학기술법 법학박사
장 석 천 교수 민사법 법학박사
신 혜 은 교수 특허법 실무 법학박사
최 선 웅 교수 행정법 법학박사
김 광 록 교수 상사법 법학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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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학과
성명 직급 전공 학위

이 비 안 교수 행정법 법학박사
김 웅 규 교수 헌법 법학박사
김 판 기 교수 민법 법학박사
장 진 보 부교수 중국법 법학박사
김 태 현 부교수 노동법 법학박사
신 정 규 조교수 헌법 법학박사
박 재 평 부교수 형사법 실무 법학박사
이 국 현 부교수 공법 실무 법학박사
임 수 민 조교수 상사법 법학박사
유 달 아 조교
표 송 현 조교

※ 교양교육본부

교양교육본부
성명 직급 전공 학위

장 충 덕 교수 국어학·어휘사,방언론 문학박사

윤 현 기 교수 화학공학 공학박사
이 강 영 교수 영어교육·영어문화교육·영어교육학 문학박사
김 의 환 교수 조선시대 사회경제사·지역문화사·고문서학 문학박사
서 대 원 교수 조선철학·조선유학 문학박사
박 권 수 부교수 한국과학기술사·조선시대과학사 이학박사
이 정 미 부교수 교육학·교육행정전공 교육학박사

※ 산학협력단

산학협력단
성명 직급 전공 학위

기 석 철 부교수 전기공학 공학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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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명예교수

※ 명예교수규정 개정으로 1999년 10월 6일자부터 현재 본교 명예교수인 자는 평생명예
교수로 추대됨.

소 속 성   명 임용일자
농학과 조동삼 1994. 03. 01.

농생물학과 심재섭 1994. 11. 25.
과학교육과(생물) 황긍연 1997. 03. 01.
전기전자공학부 이한식 1997. 09. 01.
화학공학과 이낭호 1998. 03. 01.
농학과 김주읍 1998. 03. 01.

기계공학부 황수철 1998. 09. 01.
연초학과 변주섭 1999. 03. 01.
교육학과 이충원 1999. 09. 01.
사학과 김진봉 2000. 03. 01.

산림과학부 민두식 2000. 03. 01.
영어교육과 이진환 2000. 03. 01.
행정학과 이지훈 2000. 09. 01.

독어독문학과 이명우 2001. 03. 01.
구조시스템공학과 황충열 2001. 03. 01.

건축공학과 김흥곤 2001. 09. 01.
화학공학부 홍성선 2001. 09. 01.
농업경제학과 강신우 2001. 09. 01.

과학교육학부(화학) 이남기 2001. 09. 01.
약학과 김학성 2001. 09. 01.

정치외교학과 박채용 2002. 03. 01.
전기전자컴퓨터공학부 김홍기 2002. 03. 01.

농공학과 오무영 2002. 03. 01.
영어영문학과 김종휘 2002. 09. 01.
기계공학부 문병수 2002. 09. 01.
연초학과 배길관 2002. 09. 01.

과학교육학부(물리) 김대식 2002. 09. 01.
수학교육과 김태성 2002. 09. 01.
화학과 이병춘 2003. 03. 01.
교육학과 박종삼 2003. 03. 01.
체육학과 조경욱 2003. 03. 01.

미술과(조소) 김수현 2003. 09. 01.
화학공학부 남기대 2003. 09. 01.
농생물학과 김정화 2003. 09. 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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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 속 성   명 임용일자
식물자원학과 박상일 2004. 03. 01.
경영학부 이동수 2004. 09. 01.

전기전자컴퓨터공학부 구연설 2004. 09. 01.
농업기계공학과 송현갑 2004. 09. 01.

법학부 김윤구 2004. 09. 01.
국민윤리교육과 김재덕 2004. 09. 01.
영어교육과 박주현 2004. 09. 01.
생명과학부 김치경 2005. 03. 01.
농화학과 이재구 2005. 03. 01.

지역건설공학과 이순혁 2005. 03. 01.
경제학과 조수종 2005. 09. 01.
경영학부 양종택 2005. 09. 01.
기계공학부 김성청 2005. 09. 01.
재료공학과 위명용 2005. 09. 01.
체육학과 이규문 2005. 09. 01.
물리학과 문영모 2006. 03. 01.
화학과 정용순 2006. 03. 01.

화학공학부 김공수 2006. 03. 01.
전기전자컴퓨터공학부 유정웅 2006. 03. 01.
과학교육학부(생물) 강상준 2006. 03. 01.

영어교육과 김기홍 2006. 03. 01.
경제학과 박정수 2006. 09. 01.

정치외교학과 유지훈 2006. 09. 01.
경영학부 안길상 2006. 09. 01.

과학교육학부(생물) 박인근 2006. 09. 01.
영어교육과 전홍실 2006. 09. 01.
지리교육과 성준용 2006. 09. 01.
아동복지학과 정영숙 2006. 09. 01.

약학과 민경락 2006. 09. 01.
고고미술사학과 이융조 2007. 03. 01.
불어불문학과 천윤호 2007. 03. 01.
토목공학부 안상진 2007. 03. 01.
농업경제학과 성진근 2007. 03. 01.

산림과학.지역건설공학부 김홍은 2007. 03. 01.
생물자원생산학부 신주식 2007. 03. 01.
응용생명환경학부 김재정 2007. 03. 01.

사회교육과 강환국 2007. 03. 01.
약학과 노재섭 2007. 03. 01.
미술과 홍병학 2007. 09. 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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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 속 성   명 임용일자
영어영문학과 이계병 2007. 09. 01.
행정학과 박대운 2007. 09. 01.
수학과 임성모 2007. 09. 01.
건축학과 김낙춘 2007. 09. 01.
토목공학부 신방웅 2007. 09. 01.
지리교육과 강영복 2007. 09. 01.
불어불문학과 장성중 2008. 03. 01.
정치외교학과 민병학 2008. 03. 01.

수학과 임동일 2008. 09. 01.
응용생명환경학부 이희봉 2008. 09. 01.

경제학과 이영훈 2009. 03. 01.
건축학과 이훈 2009. 03. 01.

응용생명환경학부 신영철 2009. 03. 01.
국어국문학과 성현자 2009. 09. 01.
독어독문학과 오청자 2009. 09. 01.

철학과 박완규 2009. 09. 01.
철학과 정동호 2009. 09. 01.

지구환경과학과 나기창 2009. 09. 01.
전기전자컴퓨터공학부 정순기 2009. 09. 01.

목재.종이과학과 조남석 2009. 09. 01.
식물자원학과 정승근 2009. 09. 01.

응용생명환경학부 황주광 2009. 09. 01.
역사교육과 정선영 2009. 09. 01.
수학과 한재영 2010. 03. 01.

원예과학과 김진한 2010. 03. 01.
역사교육과 홍성표 2010. 03. 01.

지구과학교육과 최병렬 2010. 03. 01.
체육학과 김현준 2010. 09. 01.
토목공학부 이재기 2010. 09. 01.
건축학과 한규영 2010. 09. 01.
전자공학부 이재봉 2010. 09. 01.
영어교육과 황철암 2010. 09. 01.
윤리교육과 조태훈 2010. 09. 01.
화학과 박외숙 2011. 03. 01.

미생물학과 이영남 2011. 03. 01.
기계공학부 이세균 2011. 03. 01.
역사교육과 전순동 2011. 03. 01.
정치외교학과 장공자 2011. 09. 01.
토목공학부 전민우 2011. 09. 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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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 속 성   명 임용일자
바이오시스템공학과 연광석 2011. 09. 01.

농업경제학과 이준배 2011. 09. 01.
사회교육과 주자문 2011. 09. 01.
윤리교육과 권혁길 2011. 09. 01.
식품영양학과 김운주 2011. 09. 01.
국어국문학과 임동철 2012. 03. 01.
사회학과 민경희 2012. 03. 01.
국어교육과 김혜숙 2012. 03. 01.
화학교육과 김창석 2012. 03. 01.

지구과학교육과 국동식 2012. 03. 01.
영어영문학과 김영남 2012. 03. 01.
도시공학과 이광호 2012. 09. 01.
안전공학과 이병곤 2012. 09. 01.
안전공학과 정국삼 2012. 09. 01.
교육학과 정영수 2012. 09. 01.

지구과학교육과 이창진 2012. 09. 01.
지리교육과 한주성 2012. 09. 01.
국어국문학과 김성기 2012. 09. 01.
종합인력개발원 김수현 2012. 09. 01.
건축공학과 서상교 2013. 03. 01.
농업경제학과 유진채 2013. 03. 01.
축산학과 김내수 2013. 03. 01.
교육학과 허경조 2013. 03. 01.

고고미술사학과 박선주 2013. 03. 01.
국어국문학과 한석수 2013. 03. 01.
독어독문학과 류종경 2013. 03. 01.
생물학과 양덕조 2013. 03. 01.
수학과 최대호 2013. 03. 01.

화학교육과 성은모 2013. 03. 01.
건축공학과 박찬수 2013. 09. 01.
건축공학과 곽순섭 2013. 09. 01.
축산학과 정정수 2013. 09. 01.
역사교육과 양기석 2013. 09. 01.
영어영문학과 구연철 2013. 09. 01.
천문우주학과 정장해 2013. 09. 01.
정보통신공학부 유영갑 2013. 09. 01.
환경공학과 김학성 2014. 03. 01.
역사교육과 최병수 2014. 03. 01.
사학과 이석린 2014. 03. 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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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 속 성   명 임용일자
중어중문학과 김인경 2014. 03. 01.
생물학과 고흥선 2014. 03. 01.
경영학부 서도원 2014. 09. 01.

특용식물학과 석영선 2014. 09. 01.
정치외교학과 홍성후 2014. 09. 01.
식품영양학과 김기남 2014. 09. 01.
제약학과 문동철 2014. 09. 01.

불어불문학과 윤광흠 2014. 09. 01.
미생물학과 임재윤 2014. 09. 01.
축산학과 송만강 2015. 03. 01.
화학과 이효원 2015. 03. 01.

특용식물학과 이학수 2015. 03. 01.
전자공학부 조태원 2015. 03. 01.
사학과 김정화 2015. 09. 01.
사학과 신영우 2015. 09. 01.

정보통계학과 김태호 2015. 09. 01.
국제경영학과 이현종 2015. 09. 01.
신소재공학과 김명한 2015. 09. 01.
역사교육과 신호철 2015. 09. 01.
심리학과 이순철 2016. 03. 01.

천문우주학과 이용삼 2016. 03. 01.
컴퓨터공학과 조용환 2016. 03. 01.
정보통신공학부 최익권 2016. 03. 01.

산림학과 박재인 2016. 03. 01.
바이오시스템공학과 조성찬 2016. 03. 01.
환경생명화학과 홍순달 2016. 03. 01.

교육학과 서영현 2016. 03. 01.
영어교육과 유인호 2016. 03. 01.
역사교육과 차용걸 2016. 03. 01.
조형예술학과 윤우학 2016. 03. 01.
물리학과 오석근 2016. 09. 01.
경영학부 구본열 2016. 09. 01.
경영학부 곽병관 2016. 09. 01.

신소재공학과 최재하 2016. 09. 01.
화학과 권수한 2017. 03. 01.
물리학과 연규황 2017. 03. 01.

수학ㆍ정보통계학부 오원태 2017. 03. 01.
식물자원환경화학부 이철원 2017. 03. 01.
소프트웨어학과 이충세 2017. 03. 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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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 속 성   명 임용일자
영어영문학과 임용묵 2017. 03. 01.
국어교육과 전철웅 2017. 03. 01.

바이오시스템공학과 조한근 2017. 03. 01.
수의학과 지차호 2017. 03. 01.
도시공학과 황희연 2017. 03. 01.
사회학과 강희경 2017. 09. 01.
물리학과 강희재 2017. 09. 01.

패션디자인정보학과 권수애 2017. 09. 01.
물리학과 김명원 2017. 09. 01.

소프트웨어학과 김석일 2017. 09. 01.
생명과학부 김영환 2017. 09. 01.
경영학부 김주엽 2017. 09. 01.
국어교육과 박노균 2017. 09. 01.
철학과 안상헌 2017. 09. 01.

전기공학부 임기조 2017. 09. 01.
철학과 정호영 2017. 09. 01.
제약학과 한건 2017. 09. 01.
토목공학부 황진하 2017. 09. 01.
법학과 이영진 2017. 09. 01.
경영학부 강성룡 2018. 03. 01.
의학과 김동호 2018. 03. 01.
사회학과 서관모 2018. 03. 01.
의학과 송영진 2018. 03. 01.
화학과 이남수 2018. 03. 01.
심리학과 이봉건 2018. 03. 01.
체육교육과 장봉우 2018. 03. 01.
토목공학부 정경섭 2018. 03. 01.
토목공학부 한상훈 2018. 03. 01.
법학과 노병호 2018. 03. 01.
화학과 강영기 2018. 09. 01.
화학과 강한영 2018. 09. 01.

토목공학부 김경호 2018. 09. 01.
환경공학과 김광열 2018. 09. 01.
윤리교육과 김대용 2018. 09. 01.
정치외교학과 김도태 2018. 09. 01.

의학과 김승택 2018. 09. 01.
생명과학부 김영창 2018. 09. 01.
기계공학부 김옥현 2018. 09. 01.
의학과 김용민 2018. 09. 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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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 속 성   명 임용일자
수학ㆍ정보통계학부 김주성 2018. 09. 01.
고고미술사학과 김춘실 2018. 09. 01.
식품영양학과 김향숙 2018. 09. 01.

의학과 성노현 2018. 09. 01.
약학과 오기완 2018. 09. 01.

화학공학과 이봉희 2018. 09. 01.
소프트웨어학과 이상호 2018. 09. 01.

교육학과 이재신 2018. 09. 01.
건축학과 이준표 2018. 09. 01.
물리학과 이해원 2018. 09. 01.
전자공학부 김남수 2019. 03. 01.
경영정보학과 김상욱 2019. 03. 01.

수학ㆍ정보통계학부 김영희 2019. 03. 01.
물리교육과 김익균 2019. 03. 01.
사회학과 남재봉 2019. 03. 01.

소프트웨어학과 류근호 2019. 03. 01.
도시공학과 박병호 2019. 03. 01.
경제학과 배영목 2019. 03. 01.

식물자원환경화학부 송범헌 2019. 03. 01.
안전공학과 신창섭 2019. 03. 01.
정치외교학과 안성호 2019. 03. 01.
물리학과 유성초 2019. 03. 01.
수학교육과 은광식 2019. 03. 01.
의학과 이은영 2019. 03. 01.

전자공학부 이형규 2019. 03. 01.
컴퓨터공학과 전병민 2019. 03. 01.

독일언어문화학과 정재현 2019. 03. 01.
식품생명ㆍ축산과학부 조성구 2019. 03. 01.

물리학과 최중범 2019. 03. 01.
수의학과 강신영 2019. 09. 01.
산림학과 구창덕 2019. 09. 01.
경제학과 김성기 2019. 09. 01.
물리학과 김용은 2019. 09. 01.
의학과 김원재 2019. 09. 01.
산림학과 김재수 2019. 09. 01.
심리학과 박광배 2019. 09. 01.
전자공학부 박근형 2019. 09. 01.

지구환경과학과 안중호 2019. 09. 01.
수의학과 윤영원 2019. 09. 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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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 속 성   명 임용일자
공업화학과 이동규 2019. 09. 01.
약학과 이명구 2019. 09. 01.
물리학과 임기수 2019. 09. 01.
철학과 최세만 2019. 09. 01.

바이오시스템공학과 한충수 2019. 09. 01.
행정학과 강형기 2020. 03. 01.
국어교육과 김승환 2020. 03. 01.
전자공학부 김영철 2020. 03. 01.
천문우주학과 김천휘 2020. 03. 01.
경제학과 류기철 2020. 03. 01.
전자공학부 박병우 2020. 03. 01.
공업화학과 박수길 2020. 03. 01.
전기공학부 배현덕 2020. 03. 01.

응용생명공학부 백기엽 2020. 03. 01.
사학과 오광호 2020. 03. 01.

생명과학부 오병운 2020. 03. 01.
독일언어문화학과 오제명 2020. 03. 01.

화학과 유희수 2020. 03. 01.
건축학과 이강훈 2020. 03. 01.
행정학과 이기주 2020. 03. 01.
기계공학부 이응석 2020. 03. 01.
생명과학부 조남정 2020. 03. 01.

식품생명ㆍ축산과학부 최양일 2020. 03. 01.
신소재공학과 홍주화 2020. 03. 01.
화학교육과 권효식 2020. 09. 01.
신소재공학과 김성수 2020. 09. 01.
정치외교학과 김태창 2020. 09. 01.

바이오시스템공학과 노수영 2020. 09. 01.
지역건설공학과 리신호 2020. 09. 01.

수의학과 모인필 2020. 09. 01.
법학과 송종준 2020. 09. 01.
의학과 송형근 2020. 09. 01.
의학과 엄기선 2020. 09. 01.
의학과 윤세진 2020. 09. 01.

환경공학과 이상일 2020. 09. 01.
심리학과 이승복 2020. 09. 01.
체육교육과 이영희 2020. 09. 01.
소비자학과 이희숙 2020. 09. 01.
심리학과 임성문 2020. 09. 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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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 속 성   명 임용일자
의학과 임승운 2020. 09. 01.

체육교육과 정승용 2020. 09. 01.
국제경영학과 정중재 2020. 09. 01.
심리학과 정진경 2020. 09. 01.

정보통신공학부 조경록 2020. 09. 01.
정보통계학과 조중재 2020. 09. 01.
생명과학부 조태주 2020. 09. 01.
영어영문학과 한기선 2020. 09. 01.
물리학과 한승기 2020. 09. 01.
사회학과 허석열 2020. 09. 01.
수의학과 강종구 2021. 03. 01.
의학과 궁성수 2021. 03. 01.

소프트웨어학과 김명준 2021. 03. 01.
영어영문학과 김성욱 2021. 03. 01.
조형예술학과 김준근 2021. 03. 01.

의학과 김학순 2021. 03. 01.
식물자원학과 김홍식 2021. 03. 01.
농업경제학과 박종섭 2021. 03. 01.

화학과 신재섭 2021. 03. 01.
컴퓨터공학과 오창석 2021. 03. 01.
영어교육과 윤기호 2021. 03. 01.
약학과 윤여표 2021. 03. 01.
수학과 윤재헌 2021. 03. 01.
의학과 이상전 2021. 03. 01.
수학과 이승온 2021. 03. 01.
경영학부 이장희 2021. 03. 01.
경영학부 정재권 2021. 03. 01.
식물의학과 차재순 2021. 03. 01.
전기공학부 최재호 2021. 03. 01.
경영정보학과 고석하 2021. 09. 01.

철학과 김귀룡 2021. 09. 01.
축산학과 김남형 2021. 09. 01.
수학교육과 김원규 2021. 09. 01.
국어교육과 김진식 2021. 09. 01.
컴퓨터공학과 박성훈 2021. 09. 01.
안전공학과 박재학 2021. 09. 01.

프랑스언어문화학과 안영현 2021. 09. 01.
영어교육과 유범 2021. 09. 01.
법학과 이재룡 2021. 09. 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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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소재공학과 장건익 2021. 09. 01.

화학과 정용석 2021. 09. 01.
생물학과 최수영 2021. 09. 01.

러시아언어문화학과 김문황 2022. 03. 01.
경영정보학과 김영기 2022. 03. 01.
지구환경과학과 김지수 2022. 03. 01.

심리학과 김혜리 2022. 03. 01.
중어중문학과 노경희 2022. 03. 01.
체육교육과 변재경 2022. 03. 01.
의학과 신시옥 2022. 03. 01.
의학과 안희열 2022. 03. 01.

공업화학과 염경호 2022. 03. 01.
수학교육과 윤주한 2022. 03. 01.
의학과 윤태영 2022. 03. 01.

전기공학부 이기영 2022. 03. 01.
원예과학과 이철희 2022. 03. 01.
공업화학과 정노희 2022. 03. 01.
전자공학부 최호용 2022. 03. 01.
생화학과 하현정 2022. 03. 01.





1. 교무처

2. 학생처

3. 기획처

4. 연구처

5. 사무국

6. 대학원정책실

Ⅳ. 대학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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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교무처

교무처는 교무과(교무팀, 교육과정팀, 인사1팀, 인사2팀), 

학사지원과(학적팀, 수업팀)로 구성되어 있다.

▪ 교무과 대학본부(N10) 201호

❚ 대표전화 : 043)261-3814  ❚ 팩스 : 043)261-3181

❚ 주요업무
  교무과는 교무팀, 교육과정팀, 인사1팀, 인사2팀으로 운영하고 있다. 교무팀은 대학 학

생정원, 학칙 및 교무관련 규정 제·개정을 담당하고, 교육과정팀은 교육과정 운영·개편, 

교직과정 설폐, 비교과과정 관리 등 교육 관련 기본 사항을 주관한다. 인사1팀과 인사2팀

은 전임교원의 채용에서 승진, 복무, 평가, 징계 및 상훈 등의 업무를 추진하여 우수한 인

재 확보 및 관리에 심혈을 기울이고 있다. 또한, 강사와 비전임교원의 임면으로 교육의 질

적 수준 제고에 기여하고 있다.

▪ 학사지원과 대학본부(N10) 105호

❚ 대표전화 : 043)261-2014  ❚ 팩스 : 043)261-3174

❚ 주요업무
  학사지원과는 학적팀, 수업팀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학적팀 내 종합서비스센터를 운영하

고 있다. 학적팀은 학적관리 및 졸업업무를 수업팀은 교육과정에 따른 수업시간표 편성 등

을 주 업무로 하고 있다. 학사지원과 직원들은 미래 사회 대응을 위한 우수 인재 양성 및 

수요자 중심의 학사행정 구현을 통해 교육 내실화를 목표로 최선을 다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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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업무별 담당자

부서 직위 성명 주요업무
전화번호
(261)

교무처
처장 정의배 처 업무 총괄 2003

부처장 김윤섭 처 업무 부총괄 2731

교무과 과장 김진수 과 업무 총괄 2006

교무팀

팀장 민명기
교무팀 업무 총괄,

교무기획 및 학사제도 개선업무,
대학 평의원회 운영 지원

3815

주무관 박정희

학칙 및 교무 관련 규정 제·개정 업무,
대학·학부·학과의 설치 및 폐지,

대학 학생정원 관리,
대학 평의원회 운영 지원, 대학 

융합(연계)전공 업무

3236

주무관 오미경
교무처 소관 대학회계 예산 편성·집행,

일반 서무
3814

사무원 김미나
교무처장 부속실 업무 및 일정관리,

전임교원 대외 위원 추천,
교원 신규채용 및 교육훈련업무 지원

3775

교육과정팀

팀장 조민기
교육과정팀 업무 총괄,

대학(학부) 교육과정 개편·운영 업무,
학생설계전공 업무

2087

주무관 김진섭
비교과과정 기본계획 수립,

비교과 프로그램 관리 및 지원,
비교과과정 운영위원회 운영

3984

주무관 박유빈
비교과 통합 시스템 운영 관리,

비교과 통합 시스템 실적 및 통계 관리,
대학(학부) 교육과정 전산 지원

3916

인사1팀

팀장 신용관
인사1팀 업무 총괄,

교육공무원 인사규정·지침 제·개정,
일반징계위원회 운영(간사)

3817

주무관 최미주
교육공무원 정·현원 관리,

전임교원 신규채용 및 인사관리, 승급,
교육공무원 교육훈련

2063

주무관 한소연
교육·연구·학생지도비, 교육공무원 겸직,

부설 중·고교 중등교원 인사, 
복무 및 승급 교육공무원 재산 등록

3736

주무관 이민희
전임교원 재임용·승진·정년보장,
비전임교원(겸임·외래교원) 임면,
명예교수 추대, 교원 양성평등 업무 

38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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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 직위 성명 주요업무
전화번호
(261)

인사2팀

팀장 정태욱
인사2팀 업무 총괄,

교육공무원 복무·징계,
교원단체 관련 업무

2007

주무관 유재원

교원업적 평가 및 성과연봉,
교원 보직 운영,

교육공무원(교원, 조교) 국외출장 및 파견,
교육공무원(조교) 인사 및 복무, 승급,

연구교수 선발,
강의·연구 중점교수제 운영

3816

주무관 배진한

강사 재임용 평가·관리,
강사 재임용 관련 소청·소송 사건 수행,

비전임교원(초빙교원) 임면 및 겸직,
교원단체 관련 업무

3806

주무관 이미선
강사 신규임용, 교육공무원 상훈,
각종 내부 위원회 위원 임면

2010

학사지원과 과장 남순란 과 업무 총괄 2011

학적팀

팀장 이민근
학적 및 종합서비스센터 업무 총괄 추진, 

학적관련 제규정 및 지침 관리
2012

주무관 성현수
학사 졸업사정 및 졸업시험(논문) 관리, 
진급·유급·수료·졸업 및 학위 수여

2014

주무관 홍성범
재학생 학적 (등록, 성적, 휴·복학 등) 관리,
학사경고, 제적, 재입학·편입학 학점 인정

2013

주무관 정영훈
종합서비스센터 관리 및 학사상담
학사설명회 및 학사민원 고충처리

3822

주무관 석미정
학력조회 및 제증명 발급,
어디서나 민원처리 업무 

3307

수업팀

팀장 유수경
수업업무 총괄 추진,

교원강의 책임시수 조정 및 강의평가
3819

주무관 노시연
수업시간표 편성 및 수업관리,

수강신청 및 성적처리
2015

주무관 정문식
학사 및 민원 전산업무 개발·운용,

개인정보보호 업무
3820

주무관 이상미
계절수업 운영 및 다전공·부전공 관리,
강사료 지급 및 타대학 학점교류 관리

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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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학생처

학생처는 학생과(학생팀, 봉사팀, 장학팀)로 구성되어 있다.

▪ 학생과 대학본부(N10) 109호

❚ 대표전화 : 043)261-2021  ❚ 팩스 : 043)261-3182

❚ 주요업무
  학생과는 학생, 봉사, 장학, 3팀으로 운영하고 있으며 우리 대학의 교육이념을 실현하기 

위하여 학내 면학 분위기 조성과 건전한 학교생활을 통하여 학생들에게 양심과 정의감, 이

타심을 바탕으로 한 창의적이며 진취적인 기질을 고양시키고자 폭넓은 문화생활은 물론 

학생 자치능력의 향상 활동과 봉사활동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있다. 

그리고 다양한 교내·외 장학재원의 발굴과 유치를 통하여 마음 놓고 학업에 전념할 수 

있는 교육환경을 만들고자 최선을 다하고 있다.

❚ 업무별 담당자

부서 직위 성명 주요업무
전화번호
(261)

학생처

처장 박종진 처 업무 총괄 2004

부처장 장충덕 처 업무 부총괄 3809

학생과 과장 박재성
학생과 업무 총괄 및 조정,

소관 회계 분임지출관, 물품운용관
2018

학생
복지팀

팀장 박지혜

학생 기획 관련 업무

예산관련 업무 
학생지원 총괄 업무

학생 상벌에 관한 업무
각종 행사 현장지도 및 개별 

학생지도

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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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 직위 성명 주요업무
전화번호
(261)

주무관 홍구표

CBNU 클린캠퍼스(금연, 금주, 안전지도)

교육·연구 및 학생지도비용 업무
평생사제제, 진로 및 심리상담 운영위원회

학생회비 지출, 관리 업무
각종행사(신입생오리엔테이션,공로모범학

생해외연수, 거점국립대제전, 
나라사랑 지킴이 등)지원

학생처 소관 시설물 관리

2020

주무관 김연희
예산 편성 및 집행

각종 행사 현장지도 및 개별 학생지도
3825

학생
봉사팀

팀장 임원정

사회봉사센터 업무지원

봉사활동 기획 및 관리업무
총대의원회, 학생복지위원회, 

교지편집위원회지도 및 지원업무
동아리 지도 지원 및 동아리실 관리

제주대교류 업무
CBNU 해외봉사

각종 행사 현장지도 및 개별 학생지도

2019

주무관 신영란

학생증 발급

학교경영자 배상책임보험 업무
물품관리 및 대여 업무

학내게시물 지도에 관한 사항
홈페이지 관리(공지사항 관리 등) 업무

사회봉사센터 업무지원
봉사활동 지원 및 사회봉사교과목 

학점인정 업무
일반서무

2021

주무관 정미은

사회봉사 관리 업무

한국장학재단 봉사·멘토링 업무
국립대학육성사업 봉사 업무

학생 재능기부 봉사(전공연계,학생주도)
CBNU-RC 나눔공동체 봉사활동 업무

삼성드림클래스 멘토링 업무

2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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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 직위 성명 주요업무
전화번호
(261)

장학팀

팀장 최지민
장학금 확보 및 관리 지원계획 수립,
장학금지급지침 및 장학제도 개선,

장학생 선발 관리 업무
3826

주무관 방지용

학부 교내장학생 선발 업무,
봉사장학생 선발 업무,

법정장학생
(국가유공교육보호대상자) 선발 업무,

천사장학금 관리 업무,
국가장학금Ⅱ유형 중 교내장학금 관리 및 기획

2027

주무관 이수지

교외장학생 선발 및 추천업무,
성적우수 국가장학생 선발 및 관리,
푸른등대 삼성기부 장학생 선발,

농어촌희망장학생 선발 및 추천업무,
정부학자금 대출 및 농어촌학자금 대출업무,

국가근로장학생 선발 및 관리,
법인장학생 선발 업무

3888

주무관 김희경
국가장학생(Ⅰ·Ⅱ유형) 선발 및 관리 업무,

각종 장학통계 작성 및 관리 등,
장학관련 SMS서비스 관리 업무

2028

주무관 정미은 국가근로 취업연계 중점대학 업무 2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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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기획처

기획처는 기획과(기획1팀, 기획2팀), 평가지원과로 구성되어 있다.

▪ 기획과 대학본부(N10) 204호

❚ 대표전화 : 043)261-3835  ❚ 팩스 : 043)261-3175

❚ 주요업무
  기획과는 기획1팀, 기획2팀으로 운영하고 있다. 기획1팀은 대학 종합발전계획수립, 주요

기획 업무추진, 기구조직 (교육조직 제외) 및 재도개선, 행정효율화 등을 담당하고, 기획2

팀은 학내공간관리, 대학혁신사업, 국립대학육성사업 관리 등을 담당하고 있다.

▪ 평가지원과 대학본부(N10) 212호 

❚ 대표전화 : 043)261-3838  ❚ 팩스 : 043)261-3175

❚ 주요업무
  평가지원과는 주요 평가업무의 기본계획 수립, 외부(언론기관 등) 및 세계대학평가, 내부

기관(단과대학, 행정부서, 부속시설 등)평가, 평가와 관련한 위원회 운영, 각종 통계업무 및 

대학정보공시 등의 업무를 추진하고 있다. 대내외 진단 평가 및 인증평가를 위한 업무를 

수행하면서 대학의 공통목표 달성을 위한 효과적인 성과관리 체계를 구축하여 대학 발전에 

기여하고 있다.

❚ 업무별 담당자

부서 직위 성명 주요업무
전화번호
(261)

기획처
처장 이문순 처 업무 총괄 3286
부처장 황방연 처 업무 부총괄 3797

재정사업기
획부처장

김민정 재정사업기획 업무 부총괄 2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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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 직위 성명 주요업무
전화번호
(261)

기획과 과장 김선화
과내 업무 총괄,

처 소관 대학회계 분임출납관
2619

기획1팀

팀장 이윤성
기획 사업(정책) 계획 수립,

대학종합발전계획 수립,팀 소관 사업 관리
3836

주무관 장정욱

재정지원사업 계획 수립 지원,
대학종합발전계획 수립,

기구·조직(교육조직 제외) 및 연구소 설폐,
총장공약 이행 관리,

계약직원 관리(채용 및 계약, 근무평가 등)

2618

주무관 김현종

재정지원사업 계획 추진 지원
일반 기획사업 추진,

학외 공간 관리 (캠퍼스 광역화 포함),
주요업무 계획 수립 및 추진

기획위원회 운영,
제도개선 및 행정효율화, 정부혁신 업무

2949

주무관 곽세희

기획처 예산·회계, 일반서무
국·공립 기획처장협의회 관리
각종 회의자료(주간/월간 등) 보고

기획처장 일정 관리 및 지원

3835

기획2팀

주무관 이선호
기획 사업 계획 수립,

학내 공간 관리, 팀 소관 사업 관리 등
3965

주무관 나혜인

학내 공간 관련 업무
(공간비용채산제 포함),

산학협력관(N4) 및 다목적홀 관리,
교육환경조성위원회 운영,
재정지원사업 추진 지원

3179

주무관 이현경

국립대학육성사업 기획 및 운영
(기본계획 및 예산운용 등)
대학혁신지원사업 기획 및 운영
(기본계획 및 예산운용 등)

3891

주무관 최보경 국립대학 육성사업 예산 및 사업 관리 3774

주무관 송선영 대학혁신지원사업 예산 및 사업관리  3653

주무관 오민지 대학혁신지원사업 사업관리 3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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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 직위 성명 주요업무
전화번호
(261)

평가
지원과

과장 박순복 과 업무 총괄 3958

팀장 최솔지
주요평가업무 기본계획 수립,

자체종합평가 업무, 교육조직평가 업무, 
평가 관련 위원회 운영

3180

주무관 한누리

대학기관평가인증 업무,
외부 언론기관 등 평가 업무,

세계대학평가 업무,
대학 기본역량 진단 업무, 

부속시설평가 업무, 과 회계(예산) 업무

3285

주무관 정성연
단과대학·행정부서 평가 업무,

학과 평가 업무, 주요성과지표 관리,
성과관리시스템 운영

3287

주무관 권경희

대학정보공시 업무, 고등교육통계 업무, 
통계연보 발간 등 각종 통계 업무,

성과관리시스템 데이터 관리,
일반서무(보안 및 물품 포함) 업무,

국가근로·복지장학생 관리

38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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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연구처

연구처는 연구지원과(연구기획팀, 연구진흥팀)로 구성되어 있다.

▪ 연구지원과 대학본부(N10) 808호

❚ 대표전화 : 043)261-3903  ❚ 팩스 : 043)260-3963

❚ 주요업무

  연구지원과는 연구기획팀, 연구진흥팀으로 운영하고 있다. 연구기획팀은 연구 지원 프로

그램 총괄, 전임교원 연구업적 등록 및 데이터 관리, 연구 성과 분석 및 보상 등을 담당하

고, 연구진흥팀은 연구조성위원회 및 연구윤리 관련 위원회 운영, 대응자금 지원, 전임연구 

인력 인사 등을 담당하고 있다. 대학회계, 정부재정지원사업 등 교내 연구 지원 사업을 운

영하여 연구역량강화에 기여하고 있다. 

❚ 업무별 담당자

부서 직  위 성 명  주요업무
전화번호
(261)

연구처
처장 정상문 처 업무 총괄 3037
부처장 조정호 처 업무 부총괄 3798

연구지원과 과장 김선백 과 업무 총괄 3301

연구기획팀

팀장 정현희
연구기획팀 업무 총괄

연구역량강화 정책

(249)

2587

주무관 이은규
전임교원 연구업적 등록 및 관리,

대학정보공시(대학연구활동 실태조사)
3863

주무관 차준우
연구성과 분석 및 데이터 관리(Scival관리)

연구 기획 ‧ 분석 ‧ 운영 지원
(249)

1590

주무관 이해인
BK21사업 연구분야

사업 계획, 평가, 성과 관리
(249)

1428

주무관 오진영
BK21사업 연구분야

세부 프로그램 계획 및 집행
(249)
15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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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 직  위 성 명  주요업무
전화번호
(261)

연구진흥팀

팀장 박진영
연구진흥팀 업무 총괄
연구윤리위원회 운영

3315

수의

연구사
임용환

생명윤리심의위원회(IRB) 운영(행정간사)
동물실험윤리위원회(IACUC)운영(행정간사)

3703

주무관 최윤정
연구조성위원회 운영

교육ㆍ연구ㆍ학생지도비 연구영역
3961

주무관 김현진
대응자금 심의위원회 운영

전임․박사후연구원 등 연구인력 인사 관리
3903

주무관 강혜진
국립대학 육성사업 연구분야
사업 계획, 평가, 성과 관리

3960

주무관 권민지
국립대학 육성사업 연구분야
세부 프로그램 계획 및 집행

(249)

15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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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사무국

사무국은 총무과(총무팀, 청렴감사팀, 인사팀), 

재무과(재무1팀, 재무2팀), 

시설과(시설기획팀, 건축1팀, 건축2팀, 전기통신팀, 기계팀)로 구성되어 있다.

▪ 총무과 대학본부(N10) 309호

❚ 대표전화 : 043)261-3845  ❚ 팩스 : 043)262-9854

❚ 주요업무
  총무과는 총무팀(비서실, 기록관, 개신문화관, 문서실, 교통관리, 차량지원실 및 관리실 

포함), 청렴감사팀, 인사팀으로 구분하여 운영하고 있다.

  총무팀은 과 예산, 소방, 학내 경비, 주요 행사와 회의 운영, 소송 및 민원, 등 서무를 

담당하고 있으며, 청렴감사팀은 공직기강 및 부패방지, 교무회의 및 법제심의 업무, 국정

감사 지원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인사팀은 직급별 인사(단체교섭 및 조합활동 관리 포함), 연금, 교육훈련, 복지제도 운

영을 담당하고 있으며, 적절한 인력 수급 계획을 바탕으로 근무 효율성과 혁신성 제고에 

기여하고 있다. 

▪ 재무과 대학본부(N10) 304호

❚ 대표전화 : 043)261-2046  ❚ 팩스 : 043)274-8067

❚ 주요업무

  재무과는 재무1팀, 재무2팀으로 운영하고 있다. 재무1팀은 대학회계의 예산 편성 및 관

리, 예산 집행, 등록금 수납을 담당하고, 재무2팀은 지출 및 결산, 급여 및 연말정산, 국

유재산 및 물품 관리를 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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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설과 대학본부(N10) 308호

❚ 대표전화 : 043)261-3855  ❚ 팩스 : 043)274-7166

❚ 주요업무
  시설과는 시설기획팀, 건축1팀, 건축2팀, 전기통신팀, 기계팀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교육

시설 확충 및 환경개선을 통해 교육·연구 환경의 질적 수준 제고에 기여하고 있다. 

  시설기획팀은 시설기획 및 시설사업예산 업무, 도시계획·교통·문화재 등 관련 인·허가 업

무, 토목공사, 조경 공사, 지하수 관리, 관리실 관리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건축1팀과 건축2팀은 건축물 신축 및 유지관리, 장애인 편의시설, 석면제거, 내진보강 

관련, 대학시설 정보공시 및 공간관리 시스템, 목공실관리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전기통신팀은 전기·통신·소방전기 신축 및 유지관리, 시설보수 One-Stop 서비스 운영, 

전기실 및 통신실 관리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기계팀은 기계설비, 소방기계 신축 및 유지관리, 에너지절약 관련, 지역난방 유지관리 및 

기계운영실 관리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 업무별 담당자

부서 직위 성명 주요업무
전화번호
(261)

사무국 국장 임창빈 사무국 업무 총괄 2005

총무과 과장 이대석 과 업무 총괄, 충북대학교 기록관장 2030

비서실

실장 홍성길 총장 비서실 업무 총괄 3001

주무관 김윤재 총장 비서실 업무 및 총장 수행 2002

주무관 이은영 총장 비서실 업무 2001

총무팀

팀 장 우재성
총무 업무 주무, 문서 통제(전자문서 포함),

행사관리 및 법제업무, 
코로나19 감염병 주무, 산업재해예방 주무

3843

주무관 이혜진

당직 및 초과근무 관리,
과 예산집행(총장실 경비 포함) 및 물품관리,
보안업무, 비상업무 및 개인정보 보호,
경비관리, 학내 환경정화 및 청소 관리,

직장어린이집 및 관사관리,
소방관련 업무, 일반서무 업무, 
코러스 직원서무 권한관리

3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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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 직위 성명 주요업무
전화번호
(261)

주무관 안하영

행사계획 수립 및 사무국 주요업무 계획
각종 협의회

소송 및 민원업무
코러스 업무

3534

주무관 김옥길

과 복무관리(사무국장 일정관리 포함),
출장여비 관리, 회의실 관리,

각종 행사(입학식, 학위수여식 등) 지원
주간 및 월간업무 계획, 
전자문서 통제 문서 분류, 

총장과의 대화(열린신문고, 불편신고)
기타 서무 업무 지원(연말정산, 수당 등)

3845

주무관 권나연
경비관리, 학내 환경정화 및 청소 담당

서무권한 관리
회의실 관리

3908

주무관 고영수
산업재해예방 업무

코로나19 감염병 업무
2034

기록관
주무관 황나리

기록관 운영 및 관리, 비밀기록물 이관 및 관리,
기록물평가심의회 운영, 정보공개 접수 및 처리
기록관 사전평가 및 비공개기록물 재분류,

기록관 서고관리 및 정수점검, 
정보공개심의회 운영, 전자문서 권한부여 업무

3601

주무관 박상경 기록관 서고관리 및 정수점검 3850

개신
문화관

주무관 박상경
개신문화관 관리, 음향장비 송수신기 취급,
개신문화관 집행업무(대여ㆍ수입ㆍ회계)

2049

주무관 노원준
개신문화관 관리, 음향장비 송수신기 취급,
개신문화관 집행업무(대여ㆍ수입ㆍ회계)

2990

문서실
주무관 김홍포 문서수발 업무, 우편물 관리업무 및 차량운행 3850

주무관 김준자 문서실 업무 2036

교통관리

주무관 김연수
주차관리 기획 업무, 주차관리 현장 관리, 

주차관리 수입대체경비 회계집행,
주차관리시스템 유지보수

3400

주무관 유경화
주차관리 현장 관리, 교직원 상조회 업무

주차관리 수입대체경비 예산관리
38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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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 직위 성명 주요업무
전화번호
(261)

인사팀

팀 장 김영일
인사 업무 주무, 직원 인사관리,

직원 복무 및 노무관리, 기타 인사관련 업무
3846

주무관 권영호

공무원 및 대학회계직(정규직) 인사관리,
직원 복무관리 및 근무성적평정,

성과상여금 업무
징계 및 인사관련 소송 업무

2033

주무관 조예림

공무원연금, 교직원 가계 및 학자금대출 업무,
4대 사회보험 

(건강, 국민, 고용, 산재보험),
공무원연금주택 관리,

직원 후생복지 및 맞춤형복지제도 운영

2037

주무관 이강섭

계약직 인사관리 및 비정규직 관리,
대학회계직(정규직) 관련 업무

(단체교섭, 조합활동),
퇴직급여 관리 

[대학회계직(정규직), 계약직원]

3957

주무관 조백규

교육훈련, 공무국외여행,
공직자 재산등록 및 병역사항,
청운관 관리 및 직원 단체 관리

상훈업무

2031

주무관 서유리

전자인사관리시스템 업무, 
인사관리, 교육훈련 업무 지원, 연가보상비,

인사기록카드 및 인사발령대장 관리, 
호봉획정 업무, 인사통계 및 신분증 발급 업무

3847

청렴
감사팀

팀 장 우재성
청렴·감사 업무 주무, 
공직기강 및 부패방지

3843

주무관 채다솜

교무회의 및 법제심의 업무
확대 간부회의, 과장회의 운영

청렴 및 부패방지 업무
감사(일상감사 포함) 업무 및 공직기강

2032

주무관 안하영 국정감사 수감 업무 35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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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 직위 성명 주요업무
전화번호
(261)

중대재해
총괄관리팀

팀장
(환경주사)

박현주 중대 재해 예방 업무 주무 3361

공업
서기보

박민형 중대 재해 예방 업무 3848

주무관 김진우 대학노동조합 운영 3266

차량
지원실

주무관 윤대근
차량반 관리 및 차량운행(반장),

차량운행 및 관리(배차, 관리, 집행 등)
2038

주무관 조기중 차량정비·교체·정수 관리, 차량운행 3732

주무관 강현식

차량운행 및 관리

3731

주무관 홍성호 3730

주무관 김영재 3126

주무관 신지훈 3433

주무관 정재욱 3409

관리실

주무관 김재은

실외 청소, 
부서장 지시 행사동원, 특별작업 등

주무관 경장현

주무관 김창우

주무관 이재설

주무관 박윤규

주무관 이종국

주무관 신관호

주무관 장봉훈

주무관 김연수

주무관 이종록

주무관 연병선

주무관 박병화

주무관 차정희

주무관 최승모

주무관 함종달

주무관 이광철 생활폐기물 수거 및 분리, 폐기물 처리 및 관리

주무관 오세인 생활폐기물 수거 및 분리, 폐기물 처리 및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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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 직위 성명 주요업무
전화번호
(261)

대학본부
주무관 권민 대학본부(N10) 실내청소 [1, 2, 3, 6층]

주무관 한복순 대학본부(N10) 실내청소 [4, 5, 7, 8, 9층]

개신
문화관 주무관 안신석 개신문화관(E2) 실내청소

재무과 과장 방성수 과 업무 총괄, 대학회계 출납관 2040

재무1팀

팀장 연해원
팀 소관 주무, 재정기획·운용
대학회계(일반회계) 예산 업무

2044

주무관 우효식
대학회계(일반회계) 계약 및 원인행위, 

대학회계 실적증명 발급
2046

주무관 신윤정
대학회계(일반회계) 예산 편성 및 관리, 

등록금 책정 업무
2071

주무관 이하언
등록금 관리 및 수납업무 등,

회계직 공무원 임·면
2047

주무관 최진아

대학회계 공무직 및 계약직 인건비
교직원공제회, 과 서무 업무

각종 세금 관련 업무
(원천세, 일용근로소득 등)

3964

재무2팀

팀장 임병훈
팀 소관 주무, 지출 및 자금 관리,
대학회계(일반회계) 재무 결산 업무,

대학회계 재정평가 및 활용
3852

주무관 윤웅진
대학회계(일반회계) 지출 및 결산, 

대학회계(일반회계) 예산집행실적 보고
2042

주무관 박혜숙
대학회계 수입(세입)금 관리, 결산
대학회계 금고 관리, 물품관리

2041

주무관 구지혜
일반직 제 보수(급여, 수당 등) 업무,

연말정산 관련 업무
2045

주무관 장윤정
국유재산 관리 및 운용, 공공요금 관련 업무
실험실습확충사업비 배정 및 원인행위

3853

시설과 과장 이성식 과 업무 총괄 2050

시설
사무관

사무관 김종문

시설사업 기획 및 예산 업무 총괄,
기획, 건축, 토목, 조경 업무 총괄,

신축 및 시설물유지관리 업무 총괄(건축, 
토목, 조경),

준공검사 및 하자만료검사 업무(건축, 토목, 조경),
분임물품 출납(시설공사 관급자재 검사업무)

20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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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 직위 성명 주요업무
전화번호
(261)

공업
사무관

사무관 최주한

기계, 전기, 통신, 소방 업무 총괄,
신축 및 시설물유지관리 업무 총괄(기계, 

전기, 통신, 소방),
준공검사 및 하자만료검사 업무(기계, 전기, 통신, 소방)

2059

시설
기획팀

팀장 우재근

기획 및 일반 행정 업무 총괄,
시설사업 예산 업무 총괄,

신축·보수, 시설물유지관리 설계 및 감독,
도시계획, 교통, 문화재 등 인·허가 업무,

시설유지보수(관리실) 업무 관리

2057

주무관 노민욱

기획, 대학회계 시설사업 및 예산 관리 업무, 
캠퍼스 내 조경 유지관리 업무,

신축·보수, 시설물유지관리 설계 및 
감독(토목, 조경),

일반 서무 및 주간업무, 지하수 관리 업무,
시설현황(대학정보공시 토지) 유지관리 업무,

3759

주무관 장정진

기획, 대학회계 예산 관리 업무
건설 폐기물 시스템 관리 업무,

일반 서무 및 주간업무,
지진가속도계측기 유지보수 관리,

공사대장 유지 업무 관리

3980

주무관 오윤미

문서관리 및 보안 업무,
봉급 및 제수당 관련 업무, 

소모품, 물품 관리, 기타 서무 업무,
소방안전관리 업무

3855

(관리실)

주무관 한승우
조경업무,

조경 One-Stop 서비스 업무
2039주무관 황준모

주무관 김중기

건축1팀

팀장 박대길

신축·보수, 시설물유지관리 설계 및 감독,
정책사업(내진보강, 석면교체, 치장벽돌보강, 
드라이비트 제거, 장애인편의시설 설치) 

추진계획 수립·관리
시설유지보수(목공실) 업무 관리

2056

주무관 이원석
신축·보수, 시설물유지관리 설계 및 감독,
학내 석면제거, 내진보강, 드라이비트 제거

20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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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 직위 성명 주요업무
전화번호
(261)

주무관 손경희

신축·보수, 시설물유지관리 설계 및 감독,
학내 석면제거, 내진보강, 외벽 보수·보강 업무,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 석면제거 사업 

추진현황 관리

3896

(목공실)
주무관 이기봉

시설물관리 등 목공 관련 업무,
목공시설 One-stop 서비스 지원

3602

주무관 김영우 2112

건축2팀

팀장 백용주
신축·보수, 시설물유지관리 설계 및 감독,
타부서(산단, 부설학교, 안전관리본부 등) 

감독 지원 관리
2053

주무관 신병재

학내 시설보수 사업계획(예산관리 등) 수립·관리,
신축·보수(방수), 시설물유지관리 설계 및 감독,
부설중·고등학교 시설 공사 감독 지원,

건축 협의 관련 업무

2052

주무관 권민정

신축·보수, 시설물유지관리 설계 및 감독,
대학시설 공간관리, 시스템 관리 업무, 

건축물 관리대장 관리,
시설현황(대학정보공시) 유지관리 업무

3982

전기
통신팀

팀장 지영구

전기·통신·소방전기 신축·보수 설계 및 
감독,

전기요금 총량예산제 관리,
시설보수 One-stop 서비스 운영,

전기실 및 통신실 관리,
교육안전(안전성평가, 인증평가, 

안전집행계획 수립) 총괄

3205

주무관 최종호

전기·통신·소방전기 신축·보수 설계 및 
감독,

전기분야 에너지 절약 업무 및 
신재생에너지 설치

전기요금 총량예산제 관리,
교육안전(안전성평가, 인증평가, 

안전집행계획 수립) 업무

2060

주무관 강형구

전기·통신·소방전기 신축·보수 설계 및 감독,
시설보수 One-stop 서비스 운영,

하자검사 실시 및 관리,
교육안전(안전성평가, 인증평가, 

안전집행계획 수립) 업무

39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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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 직위 성명 주요업무
전화번호
(261)

(통신실)

주무관 신  철
오송캠퍼스 전기안전관리자 선임,
오송캠퍼스 시설물 유지관리 업무

3320

주무관 최광식

방송 및 통신 공사 설계·감독,
학내 비상방송설비 관리 업무,

인터넷 교환기 및 서버 관리운용 업무,
각종 행사 방송설비, 음향지원 업무

3110

주무관 권세영

학내 비상방송설비 관리 및 이동통신 관리 
업무,

통신분야 One-Stop 서비스 업무,
전화요금 및 관리 업무,

각종 행사 방송설비, 음향지원 업무

2110

주무관 신재숙 전화 교환업무 2114

(전기실)

주무관 김두묵

전기실 유지 관리 업무,
학내 전기안전관리자 선임,

전기시설 점검·보수 등 유지관리에 관한 업무,
전력감시 및 학내 보안등 시스템 유지관리 

업무

2111

주무관 강홍식

학내 전기안전관리자 선임,
전기시설 점검·보수 등 유지관리 업무,

비상용 발전기 점검 및 운영 업무,
전기시설 One-stop 서비스 업무, 지원 및 

등록 관리

3992

주무관 박찬웅

학내 전기안전관리자 선임,
전기시설 점검·보수 등 유지관리 업무,

전기실 자재 및 소모품 관리,
태양광 발전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업무,

3041

주무관 권용호

학내 전기안전관리자 선임,
전기시설 점검·보수 등 유지관리 업무,
전기시설물 코러스시스템 등록 관리,
학내 임대용계량기(전기요금) 검침 및 

전기요금 관리

30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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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 직위 성명 주요업무
전화번호
(261)

기계팀

팀장 박용규

기계설비, 기계소방 신축·보수 설계·감독,
기계설비 유지관리 및 기계운영실 관리,
지역난방, 도시가스, 급수시설 관리,

설비 용역 관리, 냉난방시설 관리운영 및 
에너지 관련 업무,

시설물 안전관리 업무

2061

주무관 연준배

기계설비, 기계소방 신축·보수 설계·감독,
기계, 기계소방 유지관리,

지역난방, 도시가스, 급수시설 관리
온실가스·에너지 관련 업무

2069

주무관 황소정

기계설비, 소방기계 신축·보수 
설계·감독,

시설물 안전관리 업무,
기계, 기계소방 유지관리,

소방, 승강기 등 용역관리 및 일반 서무

3926

(기계실)

주무관 전관석

기계설비 유지관리,
기계분야 One-stop 서비스 지원,

지역난방, 보일러 등 냉난방시설 관리운영,
기계운영실 운영 및 검사대상기기 유지관리

2113

주무관 오정근

기계설비 유지관리,
기계분야 One-stop 서비스 지원,

지역난방, 보일러 등 냉난방시설 관리운영,
검사대상기기 및 승강기 유지관리

3046

주무관 변현섭
기계설비 유지관리,

기계분야 One-stop 서비스 지원,
지역난방, 보일러 등 냉난방시설 관리운영,

3699

주무관 박찬태
기계설비 유지관리,

기계분야 One-stop 서비스 지원,
기계운영실 운영 및 검사대상기기 유지관리

3051

주무관 한만진
기계설비 유지관리,

기계분야 One-stop 서비스 지원,
기계설비 긴급 보수

3939

주무관 신용호
기계설비 유지관리,

기계분야 One-stop 서비스 지원,
30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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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 직위 성명 주요업무
전화번호
(261)

주무관 이광수
기계설비 유지관리,

기계분야 One-stop 서비스 지원,
지역난방, 도시가스, 상하수도 공공요금 관리

30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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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대학원정책실

대학원정책실은 (대학원학사지원팀, 대학원혁신사업팀)으로 구성되어 있다. 

▪ 대학원정책실 대학본부(N10) 106-1호

❚ 대표전화 : 043)261-3821  ❚ 팩스 : 043)249-1031

❚ 주요업무
  대학원정책실은 대학원학사지원팀, 대학원혁신사업팀 2팀으로 운영하고 있다. 대학원학

사지원팀은 대학원 교육과정의 편성·개편, 대학원관련 규정 제ㆍ개정 및 대학원 학적관리 

등을 담당하고, 대학원혁신사업팀은 BK21 대학원혁신사업의 기획·운영·성과 관리 등을 주

관하여 우리 대학원의 미래 지향적 인재 양성 및 연구 중심대학으로의 실현에 기여하고 

있다. 

❚ 업무별 담당자

부서 직위 성명 주요업무
전화번호
(261)

대학원
정책실

실장 정상문 실 업무 총괄 3970

행정지원부장 남순란 실내 행정 업무 총괄 2011

대학원
학사

지원팀

팀장 신선영
대학원 학사 업무 총괄,

대학원 정원 및 교육과정 편성·개편 업무
3821

주무관 신소라 대학원 장학 및 재입학 업무 249-1437

주무관 민순옥 대학원생 학적 및 논문제출자격시험 업무 2017

주무관 이소현 대학원 수료 및 학위 수여 업무 3243

주무관 송지영 대학원위원회 관련 업무 2065

대학원 

혁신 
사업팀

팀장 김상미 BK21 대학원혁신사업 업무 총괄 3823

사무원 신지수 BK21사업 대학원혁신지원비 예산 관리 249-1589

사무원 조학연 BK21사업 프로그램 운영 및 회계 집행 249-1259

사무원 이준 BK21사업 프로그램 운영 및 회계 집행 39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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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인문대학(College of Humanities)

  인문대학은 인문학 전문가 양성 및 훌륭한 민주시민 육성을 목적으로 1979년 설립되었
다. 학생들의 지성과 인성 개발을 위해 교과 및 비교과 영역에서 다양한 프로그램을 제공

함으로써 21세기 정보화 시대 인간 삶의 의미 및 가치에 대한 연구를 장려하는 한편, 우리 
문화유산과 외국어 및 문화에 대한 깊은 성찰과 체화에 주력하도록 독려하고 있다. 

  인문학 각 영역별로 전공과 부전공 과정을 두어 최고의 커리큘럼을 제공하고 석사·박사
학위를 취득할 수 있도록 대학원 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현재 60명의 교수진으로 운영되

고 있는 인문대학은 국어국문학, 중어중문학, 영어영문학, 독일언어문화학, 프랑스언어문화
학, 러시아언어문화학, 철학, 사학, 고고미술사학에 걸쳐 학문적 이론화와 창의적 탐구 실

천을 핵심으로 교육과정을 편성·운영하고 있다.

인문대학

국어국문학과
중어중문학과
영어영문학과

독일언어문화학과
프랑스언어문화학과
러시아언어문화학과

철학과
사학과

고고미술사학과

□ 국어국문학과(Department of Korean Language and Literature)

  국어국문학과는 1981년에 개설되어 우리말과 글에 대한 교육과 연구로 지역문화 및 국가 
발전을 넘어 세계를 지향하는 인재를 양성하고 있다. 미래를 만들어가는 전문인은 소통과 

공감능력에 기초하여 보편적인 공동선을 추구하며 융합능력과 창의력을 갖추어야 한다는 
문제의식 아래 이에 필요한 교육과정을 갖추고 있다. 교육과정은 세 분야로 구성되어 있

다. 국어학은 음운론·의미론·통사론·국어사에 대한 교육과 연구를, 고전문학은 구비문
학·한문학·고전시가·고전소설·고전문학사에 대한 교육과 연구를, 현대문학은 시·소

설·비평·현대문학사·창작 교육과 연구를 통해 한국어와 한국문화, 한국인의 정체성에 
대한 이해와 인식을 돕고 있다. 이 교육과정에는 최근에 중요한 응용분야로 부상한 스토리

텔링과 문화콘텐츠의 이론과 실제가 포함되어 있다. 
  국어국문학과 졸업생의 진로는 다음과 같다. 

  첫째, 대학원에 진학한 후 국어학, 고전문학, 현대문학 중 한 분야를 선택하여 연구하고 
학위를 취득하여 연구원, 대학교수 등 학자로서의 길을 갈 수 있다.  

  둘째, 국어국문학과 교육과정과 교직과정을 이수하여 국어교육 분야의 다양한 직종으로 
진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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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셋째, 국어국문학과 교육과정 및 스토리텔링과 문화콘텐츠의 이론과 실제 강좌를 선택적
으로 수강하여 관공서나 기업체의 홍보관련부서, 신문·방송·출판 분야, 다양한 문화산업 
관련분야로 진출할 수 있다. 
  넷째, 국어국문학과 교육과정 및 창작의 기초와 실제 과정을 거쳐 시인, 소설가, 드라마 
작가, 문학평론가 등 창작 분야로 진출할 수 있다.

□ 중어중문학과(Department of Chinese Language and Literature)
  
중어중문학과는 1980년에 설립되어, 중국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각종 분야에서 한중간
의 교류에 종사하는 중국전문가를 양성하여 왔다. 우리학과는 중국전문가 양성을 위하여 
특별히 언어와 문학 교육에 중점을 두어 실시하고 있으며, 중국어의 구조 및 듣기 말하
기·쓰기·읽기 능력을 배양할 수 있는 실용적인 과목을 대폭 실시함과 동시에 중국의 고
전문학과 현대문학을 두루 학습하여 중국에 대한 심도 있는 이해를 할 수 있는 기회를 제
공하고 있다. 또한, 중국어 능력뿐만 아니라 중국사회와 문화에 대한 식견 그리고 미래를 
성찰할 수 있는 인문학적 소양을 지닌 전문가로서 우리사회에 필요한 인재들을 양성하는
데 역점을 둔다. 
  글로벌 소통능력을 제고하기 위하여 중국어와 중국문학의 체계적 교육방법을 계발하고, 
국제화 감각을 함양하고 국제경험을 쌓을 수 있도록 어학연수, 학점교환 등 각종 교류협력 
프로그램을 다양화하고 있다. 텍스트 중심의 전통적인 문학교육 방식을 충실화하는 한편, 
시대의 흐름에 맞추어 다양한 매체를 이용한 교육방식을 계발함으로써 학생들에게 중국문
화와 접촉할 기회를 폭넓게 제공하고 있다.
  졸업생들은 대학원 진학, 교직, 정부기관, 방송국, 신문사, 잡지사, 출판사, 은행, 무역회
사, 일반기업체 등의 분야에서 활동하고 있다.

□ 영어영문학과(Department of English Language and Literature)
  
  영어영문학과는 영어학과 영문학 뿐 아니라 미국문학과 영미문화에 대한 과목을 포함하
여 교과과정을 구성하고 있다. 이로써 영미의 전통, 역사, 사회, 문화, 예술, 문학 전반을 
폭넓게 이해할 수 있도록 교육하며, 이를 바탕으로 영국과 미국 뿐 아니라 외국 문화를 깊
게 이해하고 올바르게 수용 할 수 있는 능력의 함양을 도모한다. 또한 우리 문화를 풍성하
게 하여 민족문화의 융성을 지향하고, 영·미에 대한 전문지식과 인문학적 교양을 갖춘  
인재의 양성에 궁극적인 목적을 두고 있다. 영어영문학과는 1980년에 신설되었으며 졸업 
후에는 대학원 진학은 물론 영어교사 및 외국기업체, 무역회사, 호텔 등 외국어 관련업체 
뿐만 아니라, 각종 언론사 및 공직에 폭넓게 진출하고 있다. 또한 배움의 실천으로 원어 
연극, 학회지 발간 등 학·예술제를 개최하고 있으며, 각종 소모임을 통해 명석한 두뇌와 
따뜻한 마음을 갈고 닦아 '우리'라는 공동체를 만들어 가고 있다. 영어영문학과 졸업생들의 
진로는 실로 다양하다. 공공기관, 금융계, 무역업, 교사, 공무원, 외국계기업, 관광/항공업
계로 진출하거나, 방송국 PD·기자·해외특파원, 외교관, 번역가, 통역안내원, 출판편집인
으로 활동하기도 하며, 다수가 국내 및 해외 대학원에 진학하여 학문에 정진하기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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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독일언어문화학과(Department of German Language and Culture)
  
  독일언어문화학과는 독어학과 독문학뿐만 아니라 지역학과 문화학을 포함시켜 교육과정
을 구성함으로써 독일의 전통·역사·정치·경제·사회·문화·예술·문학 전반을 폭넓게 
이해할 수 있도록 교육하며, 이를 바탕으로 우리의 정신문화를 풍성하게 만들고, 독일에 

대한 전문지식과 인문학적 교양을 갖춘 인재를 양성하는데 궁극적인 목적을 두고 있다. 
1980년대 2월에 설립되어, 지금까지 배출된 졸업생들은 사회 각 계층에서 활발하게 활동
하고 있다. 또한 배움의 실천무대로서 구술지 발간, 원어연극, 학술논문발표회 등의 독특한 
학·예술제를 개최하고 있다.

□ 프랑스언어문화학과(Department of French Language and Culture)
  

  프랑스언어문화학과는 프랑스어와 프랑스 문화를 익히고, 프랑스 문학의 전통을 연구하
며 프랑스 언어학의 기본적인 이론과 개념을 이해함으로써 문학과 언어, 인간과 세계를 인
식하고 해석할 수 있는 넓고 깊은 안목을 가진 전문인을 양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본 학과를 졸업한 학생들은 아주 다양한 분야에서 활동하고 있다. 언론방송기관의 프로
듀서, 기자, 아나운서, 항공사 스튜어디스 등으로 활동하고 있으며, 이외에도 해외특파원, 
외교관, 번역가, 통역사, 출판사, 광고회사, 국내주재 프랑스기업 등 전문직 분야에 진출이 

용이하다.

□ 러시아언어문화학과(Department of Russian Language and Culture)
  
  러시아언어문화학과는 현대 러시아어의 습득을 기본 바탕으로 하여, 깊이 있는 러시아어
학과 문학의 지식을 확장하는 교과 과정을 제공한다. 현대 러시아어의 습득 및 이해라는 
중요한 목표 달성을 위해, 본 학과에서는 여러 다양한 어학 관련 과목을 제공하며, 또한 

러시아인 교수를 두어 학생들의 청취 및 회화 능력 함양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 그리
고 다양한 문학관련 과목의 강의를 통하여 러시아 문학작품과 이론뿐만 아니라 러시아 지
역의 사회와 문화에 관한 전반적인 지식을 습득케 하며, 이를 기반으로 러시아문학과 한국
문학을 비교 분석할 수 있는 능력을 함양한다. 이러한 어문학적 전문지식과 전인적 교양을 
바탕으로 졸업 후 사회에 능동적으로 적응하여 사회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유능한 인력을 
양성한다.

  러시아는 그 시장이 거대한 만큼 노어노문학을 전공함으로써 진출할 수 있는 사회 분야
가 매우 넓고 다양하다. 1994년도에 개설된 러시아언어문화학과(노어노문학과)의 졸업생
들은 여타 학과들보다 역사가 길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사회전반 분야에 분포하여 활동하
고 있다. 졸업 후 기업체, 통역관, 출판사, 관광 무역업, 정부기관, 방송 대중매체, 금융기
관, 항공사 등 무궁무진한 분야로 진출 가능하다. 특히 다문화, 다국적 사회로 진입한 우리 
사회에서 외국어를 필요로 하는 관공서가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어서, 최근에는 일반직 공

무원뿐만 아니라, 다양한 특정직 공무원으로도 진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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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철학과(Department of Philosophy)
  
  철학과는 동양과 서양, 그리고 한국의 고대철학에서 현대철학의 제조류에 이르기까지 철
학의 전반을 연구·교육하며 단순한 철학적인 지식을 전달하는데 그치지 않고 폭넓은 독
서와 끊임없는 사색을 통해 비판적인 태도를 함양함과 아울러, 다양한 철학자들의 사상을 

비판적으로 분석함으로써 올바른 가치관의 형성을 교육의 목적으로 한다. 
  그러므로 철학과는 다양한 철학을 이해하기 위한 기초적인 외국어 해독 능력을 요구하
고 있으며, 졸업 후에는 대학원 진학, 언론계, 정치계, 교직, 일반기업체로의 진출이 가능
하다.

□ 사학과(Department of History)
  

  역사학은 과거에 있었던 사건, 사실을 발굴, 비판하여 현재의 상황을 올바르게 이해하고, 
인간의 미래 설계를 위한 종합적, 합리적 기초를 제공하고자 하는 데에 그 기본 목적이 있다.
  사학과는 1983년에 설립되었으며 각 전공은 한국사, 동양사, 서양사의 지역사와 고대, 
중세, 근현대의 시대사로 분류된 교과과정을 편성하여 강의하고 있다. 지역사에 대한 이해
를 위해서는 해당 지역의 언어, 문화에 대한 이해를 요구하게 되는데, 특히 해당 지역의 
언어능력이 선결될 필요가 있다. 또한 시대사 연구를 위해서는 종합 학문으로서의 역사학

의 특성상 관련 분야에 대한 충분한 이해가 필요하기도 한다. 이에 교과과정에서 한문 및 
외국어에 대한 강독이 필수 과목으로 개설 되었고 관련 학과의 설강과목 중 일부를 사학
과의 전공으로 인정하도록 하고 있다. 또 1년에 두 차례 진행되는 답사를 통하여 전국의 
문물과 문화유적지를 직접 찾아다니며 역사에 대한 구체적인 학습을 하고 있다.
  사학과를 졸업하는 학생들은 수학과정을 통하여 얻어진 과거와 현재에 대한 분석력과 
이해력을 바탕으로 사회 각 분야에 진출하여 자신의 능력을 발휘할 수 있다. 전공을 살려

서 연구소나 박물관의 학예연구사로 진출하고, 공무원이나 언론·방송 및 출판 분야에서 
많은 활동을 하고 있다.

□ 고고미술사학과(Department of Archaeology and Art History)
  
  고고미술사학과는 1988년 고고학과 미술사학이라는 두 개의 전문 연구 분야를 합쳐 하
나의 학과로 출범한 이래 교수의 충원과 전공영역의 심화로 전국에서도 경쟁력을 갖춘 학

과로 성장하였다.
  고고학과 미술사학은 선사시대로부터 현대에 걸친 유적과 문화재를 연구하여 우리민족
과 인류가 남긴 문화의 성격을 일상 생활상에서 예술분야에 이르기까지 폭넓게 규명하는 
학문이다. 고고미술사학과에서는 이러한 연구능력을 함양하고 문화유산에 대한 올바른 인
식과 안목을 갖추도록 세계 각 지역과 우리나라의 시대별 문화내용과 변천양상 뿐만 아니
라 충청북도의 지역적 문화특성, 야외조사방법, 유적과 유물의 분석방법, 도자기·조각품·

회화 등 미술품의 분석방법을 교육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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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화유산인 문화유적과 문화재는 한 나라 문화의 척도를 직접적으로 알려주는 자료이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경우 이를 학문적으로 연구하기 시작한지는 그리 오래되지 않았다. 충

북대학교가 자리하고 있는 중원지역은 오래 전부터 여러 문화가 활발하게 교류해왔던 지
역으로, 근래 중원문화권에 해당하는 문화유적과 문화재를 체계적으로 연구하고 관련 인재

를 양성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이에 우리 고고미술사학과에서는 고고학과 미술사학을 중심으로 인류의 문화유산을 연

구 및 교육함으로써, 각종 박물관과 미술관, 연구소 및 문화재 관련기관 등에 폭넓게 종사
할 수 있는 인재를 양성하여 인류의 역사를 올바로 복원하고, 나아가 우리나라 전통문화의 

정체성을 확립하는 데에 기여하고자 한다.

❚ 업무별 담당자

부서 직위 성명 주요업무
전화번호
(261)

인문대학

학장 황효식 인문대학 업무 총괄 2080

교학담당부학장 한상원 교학 업무 총괄 2081

행정실장 유근혁 행정실 업무 총괄 2083

팀장 김춘환 기획 및 평가업무 2086

주무관 김미회 교무 및 학생업무 2082

주무관 안현선 학사 및 장학업무 2085

주무관 조윤미 회계 및 서무업무 31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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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사회과학대학(College of Social Sciences)

1978년에 설립된 사회과학대학은 사회학과, 심리학과, 행정학과, 정치외교학과, 경제학
과 등 5개 학과로 구성되어 있으며, 인간과 사회에 대한 과학적 이론의 탐구와 그 현실적

인 적응을 주된 교육과정으로 하여 현대 한국사회가 필요로 하는 유능한 전문 인력을 양
성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사회 및 조직 속에서의 개인의 행동에 대한 이해뿐만 아니라 급격한 사회변동을 겪고 
있는 한국사회의 정치, 경제, 행정 등의 제 국면에 대한 과학적 해명과 제기된 사회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정책적 처방의 모색을 위해 이 대학에서는 전문화와 분업화에 입각하여 
34명의 교수진이 사회학, 심리학, 행정학, 정치외교학, 경제학 등의 분야를 중점적으로 연

구하고 있다. 또한, 이러한 전문지식과 소양을 학생들에게 전수함으로써 사회현상의 이해
와 사회문제의 해결을 위한 탄력적이며 과학적인 사고를 함양시키고자 노력하고 있다. 특

히, 이 대학에서는 국가와 지역사회가 요구하는바 여러 가지 현실 문제를 해결하는 데 필
요한 지식과 실제 활용 능력과 전문성을 높이기 위해 이론뿐 아니라 현장교육과 실습교육

을 강조하고 있다. 또한, 세계화와 정보화에 대비하여 학생들에게 어학능력과 컴퓨터 및 
인터넷 활용 능력을 함양시키는 데도 역점을 두고 있으며, 이를 위해 멀티미디어실, 첨단

강의실, 실험실습실, 자료실 등을 운영하고 있다. 
45여 년의 역사 속에서 배출된 9,297여 명 가량의 졸업생들은 사회과학도 특유의 지적 

훈련을 바탕으로 정보화와 지방화, 세계화라는 새로운 시대가 요구하는 지식과 소양을 갖
추어 학계, 언론계, 관계, 금융계 등 사회 전 분야에서 눈부신 활약을 하고 있다.

사회과학대학

사회학과
심리학과
행정학과

정치외교학과
경제학과

□ 사회학과(Department of Sociology)
  

사회학은 집단과 사회 속에서의 인간의 삶을 체계적으로 연구하는 학문이다. 사회학적 

관점은 인간 행위의 목표, 동기, 그리고 표출양식을 사회적인 맥락과 연계하여 이해하고자 
한다. 그러므로 사회학의 탐구 대상은 일상적 삶에서부터 사회 전체에 이르기까지 다양하

다. 구체적으로 보면, 일상적인 가족생활, 문화생활, 종교생활, 그리고 범죄와 일탈 등이 
있고 사회적 측면이 강조되는 계급/계층, 산업, 노동, 공동체, 조직, 도시 환경, 사회복지 

등이 포함된다. 산업화, 정보화, 고령화 등 사회변동도 연구의 대상이다. 사회학적 탐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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궁극적인 목적은 사회현상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는 사회학적 이론을 정립하는 것이다.  
그리고 사회학 교육의 목표는 직·간접적인 개인의 경험을 사회구조와의 관계 속에서 조

명하며 사회현실을 과학적으로 탐구하는 능력을 계발하는 것이다. 사회학도들은 현대사회
의 여러 측면을 체계적으로 연구하기 때문에 졸업 후에 다양한 진로를 모색할 수 있다. 예

를 들어, 사회학과 졸업생들은 언론계, 광고 및 조사기관, 공무원, 교육계, 금융기관, 각종 
사회단체 및 복지기관, 그리고 기업체 등으로 진출하고 있다. 최근에는 사회조사분석사와 

같은 국가 공인자격 시험이 신설되어 사회학도들의 사회진출의 폭이 넓어졌다.

□ 심리학과(Department of Psychology)
  
심리학은 인간의 마음과 행동을 과학적으로 연구하는 학문이다. 예술이나 종교, 인문학 

등은 인간에 대해 직관적인 통찰, 사회과학의 여러 분야들은 문화 혹은 사회 구조를 통하
여 인간을 이해하고자 한다. 그러나 심리학은 과학적 연구방법론을 사용하여 인간의 마음
을 직접 연구하고자 한다는 점에서 다른 학문들과 구분된다. 자연과학, 인문학, 사회과학의 
교차점에 위치하여 다양한 분야의 지식들을 인간의 마음과 행동이라는 연구대상으로 종합
하여 적용하는 동시에 심리학의 연구들에서 축적 된 지식들을 다시 다양한 분야들로 적용
하도록 함으로써 여러 현상들의 이해를 도와준다. 심리학은 자연과학대학이나 인문대학에
도 속할 수 있을 만큼 학문의 다양성이 크다. 인간의 마음과 행동을 연구대상으로 하기 때
문에 다루는 주제가 매우 다양하다. 

심리학의 세부 전공분야로는 인지심리학, 지각심리학, 학습심리학, 성격심리학, 생물심
리학, 사회심리학, 언어심리학, 발달심리학, 임상/상담 심리학, 산업/조직 심리학, 건강심리
학, 소비자/광고 심리학, 범죄심리학 등이 있다. 

□ 행정학과(Department of Public Administration)
  
행정학은 국민 생활에 관한  다양한 정부의 활동을 공익차원에서 체계적으로 규명하고

자 하는 종합적인 성격의 학문이다. 이러한 학문적 토대 위에서 행정학과의 목적은 정부 
앞에 놓인 수많은 과제들을 민주적이고 능률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필요한 지식과 기술
을 전문적으로 연구하는데 있다. 특히, 행정의 전문화, 국제화, 능률화가 절실히 요청되고 
있는 변화의 시대에 우리 행정학과는 국민의 요구에 진실로 부응할 수 있는 행정을 만들
어 가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행정학과의 졸업 후 진로는 매우 다양하며, 현재 행정학과의 졸업생들은 사회 다방면에 
배출되어 있다. 먼저, 각종 고시합격을 통해 공무원이나 관료로 진출하는 것으로 지금까지 
많은 선배들이 고시를 통해 관료로 진출하여 국가·사회발전에 공헌하고 있다. 다음으로, 
일반기업체에 취업하는 길로서 행정학의 관리적 성격으로 인해 은행이나 기업체 또는 각
종 공기업으로의 취업이 많이 이루어지고 있으며, 주로 총무·인사 등의 핵심 분야에서 전
문관리자로서 활약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대학원에 진학하여 석·박사과정을 수료하고 학
위를 취득하여 연구기관의 연구원 또는 대학교수가 되는 길로서 학문에 대한 정열을 가진 
학생들의 지원이 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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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치외교학과(Department of Political Science and International Relations)
  

정치외교학은 정치와 외교에 관한 문제를 체계적으로 분석하는 학문이다. 정치학은 정
치과정에서 발생하는 정치현상을 체계적으로 규명하는 학문이며, 외교학은 국제관계에서 

국가 간의 여러 현상들을 종합적으로 분석하는 학문이다.
정치외교학과 학생들은 세계화, 민주화, 지방화 시대를 맞아 정치이론, 정치사상, 비교

정치, 국제정치에 관한 다양한 주제를 학습하고 토론하여, 성숙한 정치외교학도로서의 자
질을 연마하게 된다. 이에 정치외교학과 학생들은 다양한 이론과 폭넓은 시야를 바탕으로 

급변하는 국제환경 속에서 한국의 미래를 주도하는 인재로 거듭날 수 있다.
정치외교학과를 졸업한 학생들은 다양한 분야에서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학과 

전공을 살려 정치현장에서 활동하는 한편 대학교수와 전문 연구원, 공무원, 언론인, 금융기
관, 일반기업 등에 이르기까지 선택할 수 있는 진로가 다양하다.

□ 경제학과(Department of Economics) 
  
경제학은 200년 이상의 역사를 가지고 있는 사회과학의 중심학문이다. 개인과 기업이 

어떻게 의사결정을 하며 어떻게 서로 영향을 주고 받는지를 과학적인 방법으로 설명하며, 
나라 전체의 생산, 분배, 고용, 물가, 성장, 국제거래도 다룬다. 경제학의 기본 영역인 경제

행위나 경제정책을 다루는 이론 경제학 뿐만 아니라, 인접학문이 다루는 기업경영, 법, 정
치, 사회, 행정 등 다양한 분야에 응용할 수 있는 많은 응용 경제학 과목을 개설하고 있으

며, 경제학을 깊이 있게 분석하는 데 필수적인 방법론 과목도 동시에 개설하고 있다. 졸업 
후 곧바로 기업, 금융기관, 공기업 등에 진출하는 경우가 가장 많으며, 각종 시험을 통해 

공무원이 되는 경우, 전문 자격증 취득 후 공공기관, 회계법으로 진출하는 경우, 대학원 진
학 후 연구원, 대학교원으로 진출 하는 경우, 개인 사업에 직접 종사하는 경우 등 선택할 

수 있는 진로가 매우 넓다.

❚ 업무별 담당자

부서 직위 성명 주요업무
전화번호
(261)

사회과학

대학

학장 정우현 대학 및 세종 국가정책대학원 총괄 2170

교학담당부학장 홍덕화
대학 및 세종 국가정책대학원 

교학업무 총괄
2171

행정실장 이창수
대학·세종 국가정책대학원 회계 및 

행정실 업무 총괄 
21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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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 직위 성명 주요업무
전화번호
(261)

팀장 이미원
행정실 소관 업무 주무, 

회계 원인행위, 기획 업무
2079

주무관 서명석
교무, 학생처 업무, 

회계 지출, 물품 업무
2175

주무관 김은숙
교원인사, 수업, 

일반대학원, 시설관리 업무
2174

주무관 채금옥
세종 국가정책대학원 업무, 

일반서무 업무
20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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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자연과학대학(College of Natural Sciences)

1978년에 설립된 자연과학대학은 6개 학과, 1개 학부로 신입생을 모집하며, 학부에서 
수학, 물리학, 화학, 생물학, 정보통계학, 미생물학, 생화학, 천문우주학, 지구환경과학 등을 
전공한 이학사를 배출한다. 학부와 연계된 대학원의 8개 학과에서는 석·박사 전문연구 인
력을 양성하고 있다. 현재 77명의 교수가 1,900여명의 학부 학생을 교육하며 190여명의 대
학원생과 함께 전문연구를 수행하고 있으며, 대내외적으로 우수성을 인정받고 있는 교육과 
연구 역량으로 미래첨단과학을 선도하고 있다. 

자연과학대학

수학과
물리학과
화학과

생명과학과
미생물학과
생화학과

정보통계학과
천문우주학과
지구환경과학과

□ 수학과(Mathematics)

[학부] 1978년 수학과, [석사] 1979년 수학과, [박사] 1986년 수학과 설립 
끊임없이 발전하고 있는 수학분야를 철저히 연구하여 현대 사회가 당면하고 있는 다양

한 과제들을 현명하게 수행할 수 있는 수학자를 양성하기 위하여 대수학, 해석학, 기하학, 
위상수학 등 이론분야와 전산학, 통계학, 응용수학 등 응용분야를 교육한다. 

학부 및 대학원 석박사 과정에서 개설되는 전공을 이수하고 학위를 받아 4차 산업혁명 
시대의 핵심 지식과 창의적인 문제해결력을 갖춘 졸업생 인재들은 사회 전반에서 활약하
고 있다. 교직과정을 이수하여 국공사립 중고등학교 교사로 취업하거나, 석박사 학위를 취
득하여 대학, 연구소에 취업하고 있다. 또한 빅데이터, 금융, 암호 등 응용수학 관련 교과
목을 이수하여 관련 분야 전문직으로 활동하고 있다.

□ 물리학과(Department of Physics) 

[학부] 1978년 물리학과, [석사] 1982년 물리학과, [박사] 1984년 물리학과 설립
자연과학의 근간으로서의 자부심과 함께, 여러 가지 자연현상에 관한 기본원리를 학습

하게 함으로써 물질세계의 다양한 현상들을 이해할 수 있는 능력을 개발시켜 주기 위하여 
기초적인 이론과 실험을  중요하게 다루며 학생들로 하여금 과학적인 사고와 논리전개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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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 수 있도록 교육한다.
대학원에서 고에너지·핵물리학, 통계·전산물리학, 응집물리학, 광 및 반도체물리학 등

의 전공을 이수하고 석사학위나 박사학위를 취득한 졸업생들은 고등교육기관, 국가출연 연
구기관, 산업체연구소나 산업현장에서 활약하고 있으며, 교직과정을 이수하고 중등학교 교
사로도 근무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인접한 여러 과학 기술 분야에서 복수 전공을 하고 관
련 분야에 종사하기도 한다. 

자성 연구 장비, 광·반도체장비, 표면역학 장비, 방사선 분석 장비 등을 갖추고 연구를 
활발히 하고 있다. 1993년 한국대학교육협의회에서 실시한 전국 물리학과 평가에서 우수학
과로 인정받았으며 Brain Korea 중점 연구를 추진하고 있다.

□ 화학과(Department of Chemistry)

[학부] 1978년 화학과, [석사] 1982년 화학과, [박사] 1984년 화학과 설립
21세기의 첨단 분야인 반도체, 섬유, 고분자, 세라믹 등의 신소재와 질병의 예방과 치료

에 사용되는 여러 가지 신약의 개발 등에서 역할이 더욱 더 중요시되고 있는 화학은 물질
의 구조와 성질 및 반응에 관한 기초이론과 이들에 관한 실험을 체계적으로 학습하도록 
교육하고 있다.

대학원에서 물리화학, 유기 및 생화학, 무기 및 분석화학 석·박사과정의 전공을 위하
여 유기화학연구실, 분자설계연구실, 기체반응속도연구실, 고분자연구실, 유기합성연구실, 
물리화학연구실(진동분광학), 분석화학연구실, 유기기능성신물질연구실, 합성유기화학연구
실, 이론화학연구실, 레이져및이온화학연구실, 유기금속화학연구실, 표면전기분석화학연구
실 무기고체재료연구실 등 총 14개의 연구실에서 활발한 연구 활동을 하고 학생들은 졸업 
후 화학계열 연구소와 각종 기업체연구소나 제약회사, 화장품회사, 농약회사, 석유화학 관
련회사 등에 취업하고 있다.

NMR, FT-IR, UV, HPLC, GC, AAS 등의 고가 기자재를 포함하여 다양한 연구실험기자
재를 보유하고 있다. '94년 한국대학교육협의회에서 실시한 전국 화학과 평가에서 우수학
과로 인정받았으며, 졸업생들은 학계, 연구소 그리고 산업현장에서 핵심인력으로 활동하고 
있다.

□ 생명과학과(Department of Biology)

교육목적

1. 생명과학 전반에 대한 폭넓은 지식을 갖추고, 이를 일상생활에 활용할 수 있는 능력
을 갖춘 <전문적 생명과학인> 양성

2. 생명현상에 대하여 이미 알려진 사실과 새로운 사실에 대한 독창적인 연구 결과를 
통합하여, 그 안에 내재되어 있는 진실을 직관적으로 인지할 수 있는 <창조적 생명

과학인> 양성
3. 생명과학의 발전을 견인하고, 21세기 창조・지식・산업사회를 이끌어 나갈 <실천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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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명과학인> 양성
4. 생명과학과 유관된 인접 자연과학 분야와 소통하고 이를 응용할 수 있는, 융・복합 

능력을 갖춘 <합리적 생명과학인> 양성
5. 첨단 생명과학을 통하여 국가 및 지역사회의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헌신적 생명

과학인> 양성
교육목표

생명현상의 다양성에 대한 기본지식과 원리를 이해하고 응용할 수 있음은 물론, 생명과
학을 통하여 국가와 사회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미래형 생명과학인> 양성

학습성과지표
1. 과학적인 생물학 연구를 위한 기본 방법과 목적은 물론, 생물학 유관 학문과의 관계

를 폭넓게 이해한다.
2. 생물 진화의 과정 및 유형을 비롯하여, 생물학의 핵심 통합 개념인 진화의 요인과 

역할을 이해한다.
3. 생물학적 다양성의 범주, 주요 생물군의 계층적 구조 및 이들의 혈통적 유연관계에 

대하여 학습한다.
4. 모든 생명체의 기본 단위임은 물론 다세포 생물의 구성요소인 세포의 구조 및 기능

을 학습한다.
5. 분자, 세포 및 생물체 수준에서 관찰되는 형태와 기능의 상관관계에 대하여 이해한다.

6. 다양한 진핵세포 생물체의 기본적인 발달과정, 세포 분화과정 및 발생과정을 이해한다.
7. 분자 기작에서부터 개체 집단에 이르기까지 적용되는 유전의 원리를 이해하며, 유전

학이 인간생물학에 어떻게 활용되는지를 학습한다.
8. 생물과 그들의 생육지 환경 사이에서 나타나는 상호관계를 이해하며, 자연 개체군, 

군집 및 생태계 내에서의 이들 상호작용의 결과들을 고찰한다.
9. 생물학적 사상과 탐구에 대한 역사적, 사회적 과정을 비롯하여, 인간 활동과 관련된 

윤리적, 사회적 및 환경적 문제에 대한 생물학의 기여를 이해한다. 

□ 미생물학과(Department of Microbiology) 

[학부] 1984년 미생물학과, [석사] 1989년 미생물학과, [박사]1992년 미생물학과 설립
미생물학과는 1984년 10월 교육부로부터 전국 국립대학 중 네 번째로 설립 인가를 받

았으며, 1985년 3월 1회 신입생 40명을 선발한 이래 현재까지 수 백 명의 졸업생을 배출
하여 한국의 미생물학 발전에 크게 기여하여 왔다. 미생물은 현미경적인 크기를 가진 마이

크로 세계를 구성하는 주체로서 생태환경에서 필수요소이며, 인간에 유익한 면과 유해한 
면을 가지고 있으므로 이들의 기초연구는 중요하다. 

미생물학은 생물공학의 발전과 응용의 기반이 되는 학문인 동시에 21세기를 주도할 
Omics 시대의 핵심 기초·응용분야로써 생명공학용 숙주 및 유전자 치료 벡터 개발, 생물

정보학 및 합성생물학, 신약·신소재 개발, 오염환경 정화 등의 연구의 중심에 위치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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졸업 후 국·내외 대학원을 진학하여 심도 있는 학문을 공부할 수 있으며, 학계·국공
립연구소·산업체연구소등에서 왕성한 연구 활동을 수행할 수 있다. 주요 취업기관으로는 

전국 대학교, 국공립연구소 (한국생명공학연구원, 국립보건원, 등), 전공 관련 산업체 연구
소 (제약회사, 식품회사, 환경관련회사, 등), 바이오벤처기업, 의료기관, 관련 공무원 등 졸

업 후 다양한 진로를 가진다.

□ 생화학과(Department of Biochemistry)

[학부] 1986년 생화학과,  [석사] 1990년 생화학과, [박사] 1999년 생화학과 설립
생화학은 생명체내에서 일어나는 화학반응을 분자적 수준에서 연구하여 생명현상을 밝

히려는 학문으로서, 새로운 의약품 개발, 질병진단과 치료방법의 개발, 식량난 해소, 지구
환경 정화를 포함하는 의ㆍ약학, 농업, 환경, 나노바이오 등의 분야에서 다양하게 활용되고 

있다. 이에 따라 21세기 생명과학의 시대에 적합한 인재를 양성, 배출하기 위하여 전문교
육을 실시한다.

대학원 생화학과에 재학하는 대학원생은 분자생물학, 신경생물학, 분자신생혈관/단백질
학, 단백질구조학, 면역학, 신호전이학 및 세포생화학을 포함하는 생화학연구에 전념하면서 

거의 모두가 연구조교로 장학금을 수혜 받고 있다. 현재 20여명의 석・박사과정 학생이 
수학 중이며, 졸업생은 대학, 연구소와 기업체 등에서 연구에 전념하고 있다.

생화학을 전공한 졸업생들은 보건, 의료, 제약, 농·축산, 식·음료, 화장품 산업, 관련 
공무원 등 광범위한 분야에 진출하고 있다. 또한 학부 졸업 후에 대학원에 진학하여 보다 

구체적이고 전문적인 지식을 습득하고 실험 실습 능력을 충분히 연마한 후 관련 분야에 
진출하고 있다. 대학원 졸업은 향후 진로에 더 유리하며, 학계나 연구소 등에 취업하여 전

문연구를 수행하는 등 진로를 보다 다양하게 할 수 있다. 최근에는 약학 및 의학전문대학
원으로 진학하거나 진학을 준비하는 학생들도 증가하고 있다.

□ 정보통계학과(Department of Information Statistics)

[학부] 1979년 계산 통계학과 - 1983년 전산통계학과 - 1987년 통계학과 - 2003 정보

통계학과, [석사] 1984년 전산통계학과 - 1988년 통계학과, [박사] 1989년 전자계산학과 
신설 - 1997년 통계학과 설립

1978년 사회과학대학 통계학과로 시작한 정보통계학과는  과학적인 논리의 기초 위에 
자료조사 방법을 개발하고 수집된 자료를 분석하는 기법을 연구하는 의사결정과학이다. 불

확실성의 시대를 살아가는 현대인들은 이에 대한 계량적 인식과 처리가 필수적이다. 최근 
급속한 사회의 발달로 인해 자료의 형태가 매우 다양해지고 있으며, 대용량화 되어 가는 

추세이다. 데이터정보과학으로도 불리는 통계학은 끊임없이 변하고 있으며 사회가 선진화
되고, 각종 분야에서 정보(데이터)의 양이 많아짐에 따라 그 요구와 역할이 더욱 커지고 있

다. 이에 본 학과에서는 금융분야, 바이오분야, 데이터분석 전문가로 교육과정을 구성하여 
사회의 각 분야에 기여하는 유능한 통계인재 양성에 정진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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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통계학과에서는 본인의 적성에 따라 경영, 경제, 소프트웨어, 빅데이터, 생명과학 
등과 복수전공을 이수할 수 있다. 학부과정에서 사회조사분석사, 정보처리기사, 품질관리기

사, 보험계리사 등에 도전할 수 있으며, 졸업생들의 진로는 매우 다양하다. 정보통계학과의 
졸업생들은 주로 은행, 증권사 등의 금융기관 및 재무관련 분야, 대기업, 중소기업의 품질

관리 및 전산관련 부서, 보건복지부, 질병관리본부, 식약청 등의 의학통계분야, 갤럽 등의 
여론조사기관 및 컨설팅 관련 분야, 입학사정관 등의 교육관련 분야, 통계청, 각종 연구소 

등에 취업하고 있다. 대학원 석·박사과정에 개설된 전산 통계학, 응용(바이오, 금융) 통계
학을 전공하고 학위를 받은 졸업생들은 통계전문가로서 대학, 기업체, 연구소 등에서 전문

가로서 활약하고 있다.

□ 천문우주학과(Department of Astronomy and Space Science) 

[학부] 1988년 천문우주학과, [석사] 1994년 천문우주학과, [박사] 1996년 천문우주학과 
설립 

지상 망원경을 이용한 천문학, 대기권 밖 인공위성 관측을 통한 우주천문학(X-선 및 적
외선 천문학), 인공위성이나 우주인에 영향을 미치는 우주공간 변화를 연구하는 우주환경

학, 태양의 활동을 전파수신으로 연구하는 전파천문학, 고대 천문 기기 및 천문학사, 그리
고 GPS 및 인공위성 궤도 추적 등의 분야를 교육 연구한다. 

40cm 자동 광학 망원경, 태양 전파 수신기, GPS 수신기 및 수십 여 대의 각종 컴퓨터 
등을 보유하고 있으며, 대학이 운영하는 장비로는 국내 최대인 1m RC형 망원경을 충북 진

천군에 설치하여 천문대를 운영 중에 있다.   
졸업생 중 상당수가 해외 유학 및 대학원 진학을 하고 있는데 대학원은 천문우주학과정

과 대중천문과학과정이 개설되어 있으며, 졸업생들은 국내 천문학의 메카인 한국천문연구
원, 우리별 및 과학위성 개발로 유명한 인공위성연구센터, 국내 우주항공 산업의 중심지인 

항공우주연구원 등에서 프로젝트에 직접 참하여고 있으며 국립과천과학관, 국립고흥청소년
우주체험센터 및 전국의 국·공립시민천문대 등에서 근무하고 있다.

□ 지구환경과학과(Department of Earth and Environmental Sciences)

[학부] 1992년 지구환경과학과, [석사] 1997년 지구환경과학과 설립, [박사] 2000년 지

구환경과학과 설립
인간의 생활터전인 지구의 구성물질에 관하여 탐구하는 물질과학 분야와 지구의 생성부

터 지금까지 일어난 각종 변화과정을 연구하여 미래를 예측하는 지구역사과학 및 환경과
학 분야의 전문 인력을 양성한다.

대학원에서 암석학, 광물학, 지구물리학, 층서퇴적학, 자원지질학, 자원 환경학, 환경과
학, 지질공학 등을 전공하여 석·박사 학위를 취득한 졸업생들은 고등교육기관이나 지질자

원연구원, 원자력연구원, 해양연구원, 국립환경연구원 등의 국가 출연 연구기관 및 산업체 
연구소 등에서 근무하게 되며, 학부 졸업생의 경우 응용지질기사, 보석감정사, 광해방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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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시추기사, 지하수기사, 토양환경기사 등의 자격증을 취득하여 정부 및 산업체 출연연구
소, 한국지질자원연구원, 극지연구소, 한국해양연구원, 무역상사 해외자원부, 농어촌공사, 

광물자원공사, 수자원공사, 석유개발공사, 한국가스공사, 민간 석유가스회사, 지질환경 엔
지니어링 관련회사 등의 관련분야에 종사하게 된다. 교직과정을 이수하여 중·고등학교 교

사로도 진출할 수 있다. 
국내의 야외조사는 물론 일본, 중국 등의 동남아시아를 비롯하여 남극, 태평양 등에서 

조사활동을 위한 국제협력 연구와 아울러 지진파 자료처리시스템, 전자현미경, 전자현미분
석기, 광물합성장치, 동위원소분석기 등의 연구 장비를 활용하여 첨단 연구를 수행할 수 

있다.

❚ 업무별 담당자

부서 직위 성명 주요업무
전화번호
(261)

자연과학
대학

학장 서용석 자연과학대학 업무 총괄 2230

교학담당부학장 조성진 교학업무 총괄 2231

과장 정진혁 자연과학대학 행정실 업무 총괄 2233

팀장 권오인
교학 및 서무업무 주무, 입시, 

기획업무
2964

주무관 김유진
예산배정 및 자금관리, 회계 관련 

업무
2236

주무관 김영희
학사, 장학금, 학생 및 취업 관련 

업무
3511

주무관 윤영주 교무 및 교원, 대학원 관련 업무 2235

주무관 이민준
일반서무 및 보안, 물품, 

시설관리업무
3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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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경영대학(College of Business)

1987년도 설치된 경영대학은 당시 모집정원 360명으로 경영학과, 국제경영학과, 회계학
과, 경영정보학과 4개과로 구성되었으며, 1999학년부터 학부제가 도입된 이래 2002학년도

부터는 경영학부와 국제경영·정보시스템학부로 모집단위를 변경하였으며, 현재는 경영학
부와 국제경영학과, 경영정보학과로 균형적 발전과 함께 종합적 면모를 갖추게 되었다. 

전공분야별로 우수한 교수진이 깊이있는 학문 연구와 강의로 학과발전에 노력하고 있으
며, 산학협동에도 크게 기여하고 있다. 

본 대학은 학·석·박사학위과정 및 경영대학원을 설치하여 지역의 선도적 대학으로서
의 기능 뿐만 아니라 장학기금의 조성과 효율적 학생활동지원을 통하여 연구·교육·사회

봉사라는 대학본연의 임무를 성실히 수행하여 국가 및 지역사회발전에 공헌하고 있다. 
경영대학 졸업생의 대부분은 일류기업체를 중심으로 금융, 보험, 정부투자기관, 언론, 

공무원 등 다방면으로 취업하고 있고 각종 자격증 취득으로 전문 자유직에도 진출하여 사
회 각층에서 폭넓게 활동하고 있다. 

경영대학

경영학부 국제경영학과 경영정보학과

□ 경영학부(School of Business)

세계화 및 정보화 시대의 급변하는 국내·외 환경 변화에 대응하여 창의력 있고 유능한 

인재를 양성하고자 경영학부는 경영대학내의 경영학과와 회계학과를 통합하여 1999년 새
롭게 탄생하였다. 경영학부는 다양한 형태의 조직을 효과적으로 관리·운영할 수 있는 전

문경영인과 전문회계인을 육성함을 교육목표로 한다. 
이를 위해 경영학부 교수진은 조직의 내·외부에서 일어나는 다양한 경영 활동 및 사

회·경제적인 문제에 관한 전문지식을 이론적 및 실천적인 면에서 폭넓게 연구·교수하여 
학생들로 하여금 경영상의 문제를 창의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을 배양케 하고 있다. 

특히 사례연구를 통하여 교육과정에서 습득한 지식을 실제의 기업 상황에서 응용할 수 있
도록 현장교육을 강조하고 있다. 

본 학부의 교과과정은 기업을 효율적으로 관리 및 운영하는 경영관리자의 양성을 위해 
재무, 생산, 인사·조직, 마케팅, 회계 등 경영학의 전반적인 과목과 21세기 정보화·세계

화에 대비하여 다양한 컴퓨터 교육과 외국어를 학습할 수 있도록 구성되어 있다. 
본 학부 졸업생은 졸업 후 일반기업체 및 공공기관, 광고회사, 금융기관, 보험회사, 정

부기관, 교육기관 등 다양한 진로를 선택할 수 있으며, 공인회계사, 세무사, 공인노무사, 
경영지도사, 손해사정인, 보험계리인, 물류관리사, 증권분석사, 감정평가사, 회계정보사 등

의 전문 자격증을 취득하여 전문 자유직에도 진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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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제경영학과(Department of International Business)

국제경영학과는 국가간에 일어나는 제반경제현상에 대한 이론적 규명을 통해 국제문제
를 올바른 시각에서 볼 수 있는 안목을 키워주고, 기업의 국제화와 시장의 개방화 과정에

서 필연적으로 겪게 되는 언어문제나 관습 및 실무절차상의 문제를 교육과정을 통해 해결
하며 국제 경영인이 갖춰야 할 소양과 자질을 배양함으로써 국제화시대에 부응하는 절대

인력을 양성하는 데 주목적을 두고 있다. 
본 학과는 경제현상으로서의 이해를 돕기 위한 경제학 기초과목과 국제무역교류의 실체

를 구성하는 재화와 용역, 금융 자본 등의 이동원리와 현상분석 능력을 배양하기 위하여 
국제경영, 국제금융론, e-무역경영, 국제 비즈니스 커뮤니케이션 등을 설강하고 있다. 또한 

이밖에도 본 학과에는 지역연구, 국제물류 및 운송론, 국제마케팅, 비즈니스영어회화, 국제
경영세미나 등 다양한 전공과목과 함께 수학, 통계학, 전산학 및 경영학, 회계학, 법학, 정

치학, 심리학 등 인접 학문과도 긴밀한 연계성을 확보하여 국제화시대에 국제비즈니스맨으
로서 자생력을 배양하도록 한 것도 본 학과의 특색이다. 

또한 국제경영학과 졸업생은 종합상사, 각 제조업체, 금융업체 및 국영기업체 등을 포
함한 대기업, 중소기업 및 정부 주요 부처 등에서 국제경영 전문가로 활약하고 있다. 세계

화·국제화로 표방되는 본격적인 개방경제시대를 맞아 본 학과 졸업생에 대한 사회적 수
요는 더욱 폭넓게 확대될 전망이다.

□ 경영정보학과(Department of Management Information Systems)

경영정보학과는 정보기술을 경영에 효과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전문인력을 양성하기 위

해 인터넷을 비롯한 첨단 정보기술을 이용하여 경영정보를 생산, 저장, 갱신, 보급하고 전
략적 의사결정 모형 또는 전사적 정보시스템을 이용하여 경영자의 의사결정 활동을 지원

하는 경영정보시스템을 효과적으로 분석, 설계, 구축, 관리 및 운영할 수 있는 전문 역량을 
학습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본 학과에서는 경영학과 정보기술 관련 기초이론에 대해서 학습하며, 경영정보시스템에 
관련된 전공학문 분야에 대해서 학습, 연구한다. 특히, 최신 정보기술 관련 지식을 기반으

로 경영학 전 분야를 접근함으로써 정보화 사회에 적합한 경영기술을 습득한다. 
본 학과에서 습득한 지식은 기업경영 뿐만 아니라, 정보기술을 이용하는 전 분야에서 

활용될 수 있다. 따라서 졸업 후에는 기업이나 대학원뿐만 아니라 정보화 사회의 핵심 요
원으로 모든 분야에 진출할 수 있으며, 특히 정보시스템, 유통, 금융 분야의 기업 및 벤처

기업 등의 자유업에도 종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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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업무별 담당자

부서 직위 성명 주요업무
전화번호
(261)

경영대학

학장 김찬중 경영대학(원) 업무 총괄 2320

교학담당
부학장

박철호

교학업무 총괄, 학사제도 운영관리 및 개선,

입학전형 및 졸업사정, 교과과정 운영 및 개편,
교원업적평가 및 학술연구 관리,

수업 및 학적 관리, 장학, 취업 및 학생지도

2321

행정실장 육심홍

행정실 업무 총괄, 직원 복무 관리,

대학회계 분임출납관 및 물품운용관,
분임보안담당관 및 방화관리자,

경영대학원,최고경영자과정(공개강좌) 업무 총괄

2323

팀장 이윤재

경영대학(원), 최고경영자과정 업무 및 주무업무,

회계업무(예산편성, 원인행위, 지출),
실험실습 확충사업, 기획, 평가 및 홍보 업무,

경영학교육 인증 업무, 관인관수 및 물품출납,
일반시설 보수 및 관리 업무, 각종 행사 업무

2346

주무관 박미진

경영대학원(학적,수업,장학,입시) 총괄 업무,
일반대학원(학적 수업) 업무,

입시(대학 및 대학원) 업무, 홈페이지 관리 업무,
대학정보공시, 고등교육통계, 통계연보 업무,

일반서무(보안, 소방 및 재난(민방위) 포함),

2327

주무관 정선화

경영대학원(학적,수업,장학,입시) 총괄 업무,

일반대학원(학적 수업) 업무,
입시(대학 및 대학원) 업무, 홈페이지 관리업무,

대학정보공시, 고등교육통계, 통계연보 업무,
일반서무(보안, 소방 및 재난(민방위) 포함),

2325

주무관 손성섭

경영대학 수업 및 학적 업무,

장학(대학 및 일반대학원) 업무,
학생(취업)지원 업무, 국제교류본부 업무,

교직관련 업무, 강의실 사용허가 및 관리 업무, 

2324

주무관 김대연

최고경영자과정 업무,

경영대학(원), 최고경영자과정 홈페이지 관리,
경영대학(원) 업무 보조, 부속실 업무

23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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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공과대학(College of Engineering)

  공과대학은 21세기 정보화 지식기반 시대에 사회가 요구하는 실력있는 공학도를 양성하
고, 나아가 국가와 인류사회에 공헌할 수 있는 인재를 배출하기 위해 정보화, 전문화 및 

국제화라는 기치아래 미래지향적인 교육 이념을 추구하고 있다.
  공과대학은 1967년 화학공학과가 설립 인가된 이후 현재 2개 학부(토목공학부, 기계공학

부)와 9개 학과(화학공학과, 신소재공학과, 건축공학과, 안전공학과, 환경공학과, 공업화학
과, 도시공학과, 건축학과, 테크노산업공학과)에서 약 4,,000명의 학생들이 미래를 설계하

는 대학으로 성장하였으며, 80여명의 교수들이 사회가 요구하는 공학도 양성에 혼신의 힘
을 다하는 한편 새로운 학문 연구의 지평을 열어가는 데에도 최선을 다하고 있다.

  정부의 공과대학 특성화 사업에 따라 토목공학과와 건축공학과는 1979년 특성화 학과로 
지정되었으며, 1994년에는 반도체ㆍ정보통신분야 국책공과대학, 2000년에 BK21사업, 2004

년 지방대학혁신역량강화사업(NURI), 2006년에 2단계 BK21사업, 2008년 주문형인력양성
사업에 차례로 지정 받았고, 2008년 공학교육인증(ABEEK) 예비인증을 획득하였다.

  또한, 2009년에는 산학협력중심대학 육성사업과 해외건설특성화대학, 2012년에는 교육
부로부터 산학협력선도대학(LINC) 육성사업에 차례로 지정 받아, 우리 충북대학교 공과대

학은 명실공히 중부권 거점 공과대학으로써 창의적 인재양성과 산학협력의 선도적 역할, 
첨단기술 개발의 사회적 책임을 다하고 있으며, 2013년 교육부에서 주관하는 BK21플러스

사업의 미래기반양성형에 선정된 본 사업단은 환경공학, 도시공학, 화학공학 전공 프로그
램으로 구성된 연구중심의 대학원 교육 특성화, 국제화, 실무화를 통해 국제적 경쟁력을 

갖춘 실무형 전문인력양성을 목표로 하고 있다.

공과대학

토목공학부
기계공학부
화학공학과

신소재공학과
건축공학과

안전공학과
환경공학과
공업화학과
도시공학과
건축학과

테크노산업공학과

□ 토목공학부(School of Civil Engineering)

토목공학부는 숙련된 토목기술인 양성을 목표로 1969년 신설되어, 국토 보존과 확장 그

리고 자연을 인간생활에 보다 편리하도록 재창조하고 국제적 건설요구에 부응할 수 있는 
토목기술인을 양성하고자 대학, 대학원 교육과정을 연계하여 발전시켜 나가고 있다.

교육과정 중 전공은 세분화되어 구조공학, 수공학, 토질공학,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공
학, 건설관리 및 시스템 등으로 운영하고 있으며, 완벽한 실험ㆍ실습을 위한 노력을 기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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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고 있다. 또한 본 토목공학 졸업생의 전공 분야 진학 및 취업실적은 우수한 것으로 평가
되고 있으며, 본교 동문들은 엔지니어링사, 건설회사, 공사, 공무원 등 다양한 분야에서 활

동하고 있다.

□ 기계공학부(School of Mechanical Engineering)

기계공학부는 친환경 시대를 맞이하여 각종 기계의 에너지 효율에 중점을 둔 설계에 필
요한 전문 지식의 함양에 교육 목적을 두고 있다. 이를 위한 교과 과정은 공학수학, 재료

역학, 열역학, 유체역학, 동역학, 기계공작법 등의 전공 기초분야와 기계설계, 기계진동, 자
동제어, 메카트로닉스, 열전달, 유체기계, 기계공학실험 등의 전공 심화분야, 그리고 자동

차공학, 로봇설계, 쾌속생산시스템, 정밀가공, 전산열유체공학 등의 응용 분야로 구성되어 
있다. 또한 기계공학부에서는 학생들에게 종합적 설계능력을 고취시키기 위해 창의공학설

계, 인턴십 등의 기업 맞춤형 교과목들을 운영하고 있다. 아울러 지역내 기업체와의 협력
을 통하여 교육의 내실화와 우수한 기계공학도 양성에 매진하고 있으며 보쉬전장 및 한국

가스공사와의 기업 트랙프로그램을 운영함으로써 학생들의 취업 기회 증진을 도모하고 있다.

□ 화학공학과(Department of Chemical Engineering)

화학공학과는 천연자원으로부터 인간의 생활에 필요한 제반 물질을 만드는 화학, 물리 
및 생물 공정의 개발, 설계, 운전 및 관리운영을 연구하는 학문이다. 특히 최근에는 에너

지, 환경, 생물화학공학, 공정시스템, 고분자, 반도체 및 전자재료의 프로세싱 등을 포함한 
종합공학의 성격을 가진 학문으로 발전하였다. 화학공학은 종합학문으로서 산업발달에 따

라 요구되는 생물화공, 신 공정, 유기 및 무기 신소재, 플라스틱, 정밀화학, 공정의 자동화, 
대체·청정에너지, 나노기술 등의 첨단분야를 포함하는 새로운 연구분야가 끊임없이 창출

되고 있다. 향후 인류의 나아갈 길을 비추어보면 과학과 인류문명의 발달에 따라 새로운 
화학공학기술의 개발과 발전이 요구되는 바, 화학공학의 미래는 앞으로도 매우 밝다. 

□ 신소재공학과(Department of Advanced Materials Engineering)

21세기는 산업의 획기적인 발전에 따라 새로운 소재에 대한 기대와 수요는 빠른 속도로 
증가하고 있다. 이러한 신소재의 개발을 위하여 금속, 세라믹, 전자 소재에 대한 이론적인 

교과과정을 기반으로 현실적인 문제점을 해결하고 개발하는 분야가 신소재공학이다. 신소
재공학은 산업의 발전을 이끌 수 있는 중요한 학문 분야로서, 현대산업분야에 중추적인 역

할을 담당하고 있다.
본 과의 교과내용은 재료의 기본적 성질을 이해하고 응용시킬 수 있는 능력을 배양하는

데 역점을 두고 있으며, 여러 실험기자재를 이용한 실험 및 실습을 통해 재료공학원리 및 
물성의 이해를 돕도록 편성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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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축공학과(Department of Architectural Engineering)

건축은 인간과 환경의 상호관계에서 인간의 생활 및 각종 활동 공간을 보다 편리하고 
쾌적하게 만들어 주기 위한 물리적 환경을 다루면서, 조형에 바탕을 둔 예술적 요소와 과
학에 바탕을 둔 공학적 요소를 포함한 종합적 학문이다. 따라서 건축교육은 유능한 건축인
이 갖추어야 할 다양한 지식과 능력을 함양할 수 있는 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하여 창의적
이며 선구적인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춘 전문적인 건축인을 양성하는데 그 목
표를 두고 있다. 이러한 교육 목표 달성을 위해 대학의 특성 및 지역의 특성을 반영하여 ʻʻ
건전한 직업인으로서 튼튼한 소양을 함양시켜 주도적인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한다.̓ ʼ와 ʻ̒
가치 있는 건축물을 생산 할 수 있는 산업계에 필요한 엔지니어를 양성한다.ʼ̓의 교육 목표
를 설정하여 건축물의 창조과정과 관련된 공학적인 지식을 탐구하는 것이다. 따라서 대부
분 교육은 현실과 밀접한 관련을 가지고 있으며 공학적, 기술적 지식을 기반으로 하여 건
축계획 및 설계, 건축환경 및 설비, 건축시공 및 재료, 건축구조, 건축융합IT 및 디자인컴
퓨팅 등 건축의 생산과정을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능력의 배양에 중점을 둔 교육을 
운영하고 있다.

□ 안전공학과(Department of Safety Engineering)

안전공학은 산업활동에 수반되어 유발되는 각종 재해의 원인과 이의 방지에 필요한 과
학, 기술에 대한 전문지식을 체계적으로 다루는 학문으로서, 종적인 공학분야와는 달리 산
업활동에 대한 인명과 시설의 보호라는 관점에서 다루어지는 횡적인 공학분야 이다. 급속
한 산업의 발달로 인하여 다양하고 대형화되어 가는 산업재해로부터 인명과 재산 및 환경
을 보호하며, 재해요인 및 위험에 대한 분석과 평가능력을 배양하고 공학적인 문제의 해결
책을 제시할 수 있는 안전전문 인력 양성을 목적으로 1984년 정규대학과정으로는 국내 최
초로 설립된 학과이다. 또한, 1988년에는 대학원 과정도 설립되어 안전공학에 대한 전문적
인 연구 수행 및 고급 안전전문 인력을 배출하여 첨단 안전 기술 개발을 주도하고 있다. 
사회가 발전할수록 복지와 삶의 질 향상에 관심이 많아지므로 안전에 대한 중요성이 날로 
강조되고 있는 바 안전공학은 미래에도 매우 유망한 학문분야이다.

□ 환경공학과(Department of Environmental Engineering)

환경공학의 궁극적인 목표는 공학기술을 이용하여 사람의 건강과 생태계의 건강을 지키
는 것이다. 이를 위해 환경공학자는 수질오염관리, 상수처리, 하수처리, 대기오염제어, 폐
기물처리 등과 관련된 시설의 계획, 설계, 건설, 운영을 창의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공학적
인 전문지식을 배우게 된다.

환경공학에서 교수하고 연구하는 주요 학문 분야는 폐기물처리 및 자원화, 대기오염 물
질의 처리 및 제어, 하·폐수 처리 및 재이용, 먹는 물 정수처리, 상수원 수질관리, 환경시
스템해석 및 모델링, 환경영향평가, 소음·진동제어, 토양 및 지하수 오염 복원 분야, 친환
경에너지개발 분야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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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업화학과(Department of Engineering Chemistry)

공업화학과은 응용화학분야로 산업전반에 걸쳐 필요한 각종 화학물질에 관련한 이해와 

새로운 기술 개발에 필요한 지식을 함양케 함을 교육목표로 삼고 있다. 
각종 화학 관련 신소재와 원료, 의식주에 관계된 화학제품 생산을 위한 소재합성 및 제

조 등 화학공정개발에 필요한 기초화학이론과 공학이론 실습을 병행하여 교육함으로써 현
장적응능력을 배양시키고 있다. 

공업화학의 교육과정은 기초교과목, 전공교과목 및 설계과목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그 
외에도 다양한 교과목 이수를 통해 화학공업분야에 관련된 기초전문지식을 습득 하도록 

한다.
졸업 후, 화학공업 및 응용화학산업데 관련된 모든 기업체, 국공립 연구소, 학계, 기술

직공무원 등에 취업 할 수 있으며 일반대학원 및 특수대학원에 진학 할 수 있다.

□ 도시공학과(Department of Urban Engineering)

도시공학이란 현대 생활의 중심지인 도시의 계획적인 개발과 관리를 통하여 보다 살기 

좋은 환경을 만들고자 하는 학문이다. 현대사회의 주된 정주공간인 도시에는 인구, 토지, 
환경, 사회병리 등과 관련된 다양한 문제들이 복잡하게 발생하고 있다. 따라서 도시가 직

면한 다양한 문제점을 종합적으로 규명하고 해결방안 모색을 통해 21세기의 도시 건설을 
지향하기 위해 도시공학과는 도시계획, 교통계획 및 설계, 도시환경시스템, 도시네트워크, 

도시설계, 공간환경계획, 공간계량 및 분석 등 7개의 분야로 구성되어 있다.
학문의 성격상 비교적 다양한 영역을 요구하는 학제적 성격을 지니고 있어 사회·경제

로부터 토목, 건축 및 통계학에 이르기 까지 광범위한 기초적 지식을 필요로 한다. 본 학
과는 도시의 공간과 시설을 계획하고 관리하는 계획가와 기술인의 배양을 기본 목표로 하

고 있다. 따라서 공공행정 기관의 정책입안자나 고급기술 담당자로서 진출이 기대되며, 관
련연구소, 컨설팅회사 및 건설회사의 새로운 전문분야로서 촉망받고 있다. 

□ 건축학과(Department of Architecture)

건축학은 미, 구조, 기능의 요소가 합쳐져서 인간의 생활을 담는 건축물을 창조하는 학

문으로서, 창의적인 건축설계의 디자인 실무능력을 배양하여 국제사회가 인정하는 건축가
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하는데 중점을 두고 있다.

건축학전공의 중심과정인 건축설계교육은 사회적, 환경적, 기술적, 미적 고려를 종합하
여 일관되고 통일된 건축물로 창조할 수 있는 능력개발을 목표로 한다.

전체 교육연한은 국제적으로 상호 인증되는 건축가 양성이 가능한 5년제로서, 전공 교
과과정은 건축설계 분야와 문화적 맥락, 건축기술, 실무분야로 대별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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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테크노산업공학과(Department of Techno-Industrial Engineering)

산업공학은 ʻ̒정보기술과 지식관리공학ʼ̓의 접목을 추구하는 통합시스템공학으로 첨단 공
학기술과 지식경영을 접목하여 기업시스템을 효율적으로 운용할 수 있는 창의와 혁신의 

정보지식 기반형 고부가가치 공학이다.
산업공학과에서는 생산계측, 생산관리, 기초통계, 인간공학 등 관리자로서의 기본 소양

을 육성하는 한편 기술경영, 품질관리 생산자동화, 생산정보시스템 운영 등 하이테크 첨단
산업의 효과적 관리와 관련된 전공 전문지식과 기술을 학습함으로써, 급속히 발달되어 가

는 반도체 생산기술에 발맞추어 관리기술의 효율화와 생산성 향상을 도모할 수 있는 전문 
관리자의 육성을 목적으로 한다.

❚ 업무별 담당자

부서 직위 성명 주요업무
전화번호
(261)

공과대학

학장 홍기남 공과대학 업무 총괄 3878

교학담당부학장 이동주 교학업무 총괄 2445

행정실장 김경완 행정실 업무 총괄 2363

팀장 신지혜
서무·교학업무 주무, 기획·평가 업무

산업대학원 업무, 각종 회의 업무 
2366

주무관 박상우
서무, 시설, 

연구실험실 안전관리, 공간관리 업무
3339

주무관 신다정 대학회계 예산편성 및 집행 업무 2367

주무관 지희근 교무, 산학협력단 업무 2364

주무관 이지안 학사, 학생, 장학 업무, 강의실 관리 2365

주무관 박서진
일반대학원. 입학과, 대외협력,

취업 및 국제교류 업무
3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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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전자정보대학(College of Electrical and Computer Engineering)

21세기의 미래는 정보통신, 생명과학, 나노산업 등이 주도하게 됩니다.
본교에서는 1990년대 초부터 전기, 전자, 제어, 반도체, 정보통신, 전파공학 분야의 집

중 육성계획을 수립하였으며, 학교의 이러한 계획과 교육적 비젼을 높이 평가받아 1994
년~1998년에는 반도체, 정보산업분야 국책대학으로 지정되었습니다. 이 사업으로 250여억
원의 국고지원을 받아 최고수준의 교육환경을 갖추게 되었으며 이때 위 6개학과는 공과대
학 전기전자공학부로 개편되었습니다. 

1999년 10월에는 정보기술분야 BK21 지역우수대학으로 지정되었으며 교육프로그램개선
을 위해 향후 7년 간 매년 약 30억원의 예산을 지원 받고 있습니다. 이 계획에 따라 전기
전자공학부를 확대하여 컴퓨터공학과, 컴퓨터과학과를 포함한 전기전자컴퓨터공학부(전전
컴)라는 독립 학부를 구성하였습니다.

전점컴은 2000년이래 전기전자전공과 컴퓨터전공으로 편성하여 운영해왔으나 2003년
부터는 대규모 전공의 여러 가지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4개의 전공분야 즉, (1) 전기공
학, (2)전자공학, (3)정보통신공학, (4)컴퓨터공학으로 변경되었습니다.

2009년에 국립대학교중 최초로 IT분야의 학과들이 집적화되어있는 단과대학인 전자정
보대학이 설립되었습니다. 설립 당시 전자정보대학은 전기공학부, 전자공학부, 정보통신공
학부 및 컴퓨터공학부의 4개 학부로 출발한 후, 2010년부터 전기공학부, 전자공학부, 정보
통신공학부, 컴퓨터공학과, 소프트웨어학부 및 지능로봇공학과의 4개 학부 2개 학과로 재
편되어 이 분야의 기반기술 및 응용기술을 교육하고 있습니다. 

전자정보대학은 NEW-IT 분야를 선도하는 대학이라는 교육 비젼을 갖고 있습니다. 이 
비젼에 다가가기 위하여 교양에 충실하며 창의성, 전문성, 리더쉽을 갖춘 인재 양성을 교
육 목표로 하고, 체계적인 교육 인프라를 구축하고 각 교육 목표마다 세부 실천방안을 마
련하여 수행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과정을 통하여 교육 및 연구 역량 강화, 수혜자 만족도 
극대화, 그리고 기업 기반 산학협력 중심의 교육 문화 창출을 시도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전자정보대학은 시스템설계기술, 실습, 현장적응력을 강화시키기 위한 교육
과정을 개발하는데 심혈을 기울이고 있으며 다양한 장학제도, 외국어 교육, 동하계 취업 
특강 교육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특히, 미국, 캐나다, 호주 등의 여러 대학과 학생교류프로
그램을 운영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많은 학생들이 장단기 해외연수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전자정보대학은 산업체와 연구소에서 풍부한 실무경험을 갖춘 전문가를 겸임교수로 
초빙하여 현장감 있는 교육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전자정보대학   College of Electrical and Computer Engineering
·전기공학부 School of Electrical Engineering
·전자공학부 School of Electronics Engineering
- 전자공학전공      Electronics Engineering
- 반도체공학전공    Semiconductor Engineering
·정보통신공학부    School of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s Engineering
·컴퓨터공학과      Department of Computer Engineer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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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프트웨어학부    School of Computer Science
·지능로봇공학과 Department of Intelligent Systems and Robotics

□ 전기공학부(School of Electrical Engineering)

전기공학부는 1974년에 설립된 국가 기간산업의 대표적 전기공학분야의 인재를 양성하
고 있다. 이를 위해 최근의 첨단 신기술 분야들을 포함하는 교육과정을 갖추고 있으며 분

야별로는 전기재료 및 고전압 방전, 전력전자, 디지털 신호처리, 반도체 소자 및 집적회로, 
전기기기, 전력계통/에너지시스템, 플라즈마 응용, 신호 및 영상처리, 디지털 공학 및 제어

공학 분야들을 포함하고 있다.  
전기공학부는 국책 공과대학 중점지원사업(1995년부터 5년), BK21사업(2000년부터 5

년), 한전 기초인력양성사업(2003년부터 2년), 차세대 전력산업기반기술 인력양성(NURI) 사
업(2004년부터 5년), 전력IT 인력양성사업(2007년부터 4년), 스마트그리드 기초인력양성

사업(2010년부터 4년) 산학협력선도LINC대학(2012년부터 5년), BK사업(2013년부터 7
년), 지방대학특성화사업(CK)(2014년부터 5년), 대학혁신지원사업(2019년부터 3년), 4단

계 BK사업(2020년부터 6년), 디지털혁신공유대학사업(2021년부터 7년)으로 이어지는 지
속적인 국책 인력양성사업 수행을 통하여 효율적인 전공교육운영체제가 잘 갖추어져 있으

며 다양한 학생지원 프로그램이 정착되어 있다.
전기공학부 졸업생들은 유수의 공기업, 대기업, 중견기업, 국책연구소의 전기, 전자 기

술 분야로 진출하며, 또한 보다 깊이 있는 전문지식 탐구를 통한 연구를 위해 대학원을 진
학하는 등 국가 기간산업의 리더로서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 교육목적

전기공학부는 빠르게 변화하는 전기 및 IT분야의 창의력, 현장 적응능력, 국제적 경쟁력
을 갖춘 공학도 양성에 그 목적이 있으며 이를 위한 구체적 내용은 다음과 같다. 

- 전기공학 분야 교육과 연구를 위한 우수프로그램 수립과 실행
- 전기공학분야의 전문성과 리더쉽을 갖춘 우수인력 양성

- 학생과 교직원의 발전과 성공을 위한 교육 연구 환경 마련

◆ 교육목표 
① 전기공학분야의 전문성 배양: 

   수학, 기초과학, 공학의 지식과 정보기술을 응용하여 전기공학적인 문제를 해석하고 
해결하며, 제한된 요구조건을 가진 새로운 전기공학적인 문제를 인식하고 이를 공식

화하며 해결하고, 요구된 필요조건에 맞는 요소, 시스템, 공정을 설계할 수 있으며, 
자료를 이해하고 분석할 수 있으며 실험을 계획하고 수행할 수 있는 전기공학의 전

문적인 능력을 배양한다
② 변화하는 환경에서 기술을 선도할 수 있는 능력 배양: 

   복합 학제적인 팀의 구성원으로서의 역할을 해낼 수 있고, 시사적 관점에서 공학적 



182� � Ⅴ.� 단과대학� 및� 학과

해결 방안이 미치는 영향을 이해하며, 평생교육의 중요성을 이해하고 참여하는 능력
을 배양한다.

③ 소통능력 배양
   공동체 구성원으로서의 책임감과 국제화시대에 필요한 사고능력과 의사소통 능력을 

배양하고 직업적, 도덕적 책임감을 갖추도록 하며, 시사적 논점에 대한 기본 지식을 
겸비하고, 효과적인 의사전달 능력과 세계문화에 대한 이해 및 국제적으로 활동할 

수 있는 능력을 배양한다.

□ 전자공학부(School of Electronics Engineering)

전자공학부는 정보화 사회의 근간을 이루는 통신, 제어, 반도체 분야의 전문인력 양성
을 최우선 교육목표로 하고 있다. 

□ 전자공학전공(Electronics Engineering)

◆ 교육목적
전자공학전공에서는 정보와 사회의 근간을 이루는 유무선 통신, 통신망 및 멀티미디어 

정보처리와 이를 구현하는 소프트웨어 및 하드웨어 시스템, 반도체 설계에 관한 전문인
력 양성을 목적으로 한다. 

◆ 교육목표

① 전자공학 분야의 이론과 실기를 겸비한 전문 인력 양성
   기본이론부터 응용기술에 이르는 체계적인 전공 교과과정과 창의적 문제 해결 능력

을 배양할 수 있는 설계 교과목들을 통하여, 전자공학의 기본지식과 응용기술을 겸
비한 전문 인력을 양성한다. 

② 전자 및 정보기술 산업 수요에 부합하는 실무형 인력 양성
   실습 및 설계에 충실한 교과목 운영, 공학 도구를 활용한 교육, 인턴십, 현장실습, 

산학특강 등을 통하여, 산업체에서 요구하는 전문화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실무
형 인력을 양성한다.

③ 국가와 지역사회에 봉사하는 헌신적 인력 양성 
   지속적인 자기 개발, 다양한 비교과 활동 참여, 공학적 윤리에 대한 이해, 직업적 책

임감 증진을 위한 교육을 통하여, 수준 높은 도덕적 판단과 행동을 실천할 수 있는 
헌신적 인력을 양성한다. 

□ 반도체공학전공(Semiconductor Engineering)

반도체공학전공은 4차 산업혁명 시대의 핵심 산업인 반도체 분야의 전문 인재 양성을 

목표로, 반도체 회로 및 시스템, 소자, 공정을 비롯한 반도체 산업분야에 특화된 교육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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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과 소프트웨어, 통신, 전자시스템 등 전자공학의 핵심 교과과정을 제공하고 있으며, 
산업체 요구를 반영한 교과과정 및 현장맞춤형 비교과과정의 교육 프로그램을 통해 실

무를 겸비한 인재를 양성하고 있다. 
  이를 위해 우수한 교육 인프라를 구축하고 산업체 경험이 풍부한 교수진을 보유하여 

산업체와 밀착된 교육과정을 제공하고 있다. 또한, 산업체 맞춤형 트랙 장학생 프로그
램을 운영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취업과 장학금 혜택의 기회를 동시에 제공하고 있다. 

  체계적인 교육과정과 다양한 학생지원 프로그램으로, 반도체공학전공 졸업생들은 글
로벌 대기업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등), 학계, 공기업, 중견기업, 국책연구소로 진출하

여 국가경제 핵심 산업의 리더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해내고 있다. 

◆ 교육목적
  미래와 세계를 선도하는 반도체산업의 리더 양성

◆ 교육목표

① 반도체공학 분야의 전문 인력 양성
 - MSC(수학, 과학, 컴퓨터) 및 전자공학기초 교육

 - 반도체 설계/소자/공정 등 반도체분야에 특화된 교육
 - 반도체 설계 툴과 공정장비를 활용한 실습위주 교육 

② 산업체 맞춤형 실무형 인력양성
 - 산업체 수요가 반영된 교육과정 및 취업 프로그램 운영

 - 산학연계 실습 및 현장 프로젝트를 통한 실무능력 배양
 - 산학초청 세미나 및 특강을 통한 산업 및 최신기술동향 교육

③ 4차산업혁명을 선도하는 창의적 인재 양성
 - 미래 산업을 선도하는 융ㆍ복합 교육과정 운영

 - 아이디에이션, 팀워크, 리더십 배양을 위한 프로젝트기반 교과목 운영
 - 창의적 아이디어 발굴 및 멘토링을 통한 창의 인재 양성

□ 정보통신공학부(School of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s Engineering)

정보통신공학 분야는 첨단 통신 기술 및 이를 이용한 정보화 기술을 담당할 엔지니어를 
양성한다.

기본적인 통신이론을 바탕으로 IMT-2000등의 첨단 이동통신 및 위성통신 기술, 광통신 
기술, 교환 기술, 고급 안테나 및 고주파시스템 설계기술, 신호처리 기술 등의 통신분야와 
인터넷 / 컴퓨터 / 멀티미디어 정보를 구축하고 활용할 수 있는 컴퓨터 기술과 음성 및 영
상 정보처리 기술, 정보보호 기술 등의 정보 분야로 구분된다. 

졸업 후 통신장비 제조, RF부품 제조, 안테나 제조, 드론제작 등의 통신분야와 컴퓨터 
프로그래밍, 음성 및 영상 등의 멀티미디어 정보처리, 인터넷 서비스 등의 정보분야 기업
체 및 연구소, 대학원으로 진출할 수 있다. 특히 정부의 벤처기업 활성화 정책으로 인해 I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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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야 산업의 신규채용이 확대되고 있으며, 프리랜서나 자택근무, 개인 창업 등 다양한 직
업을 선택할 수 있다.

□ 컴퓨터공학과 (Department of Computer Engineering)

우리 컴퓨터공학과는 ʻ무한경쟁ʼ ʻ디지털ʼ ʻ콘텐츠ʼ 그리고 변화로 대변되는 21세기 지식기
반 사회를 선도할 인재양성이라는 교육비젼을 가지고 컴퓨터공학 이론과 실습을 통한 창
의적인 전문인력 양성, 다양한 컴퓨터 응용분야에 적합한 실무능력 배양, 그리고 윤리적이
고 국제적 감각이 있는 전문인력 양성을 목표로 교육과정을 운영하고 있다. 또한 이러한 
교육 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학생중심과 수요자 중심의 교육과정을 설계하고 운영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

컴퓨터공학과와 관련된 교육과정은 그 규모와 양이 방대하여 크게 컴퓨터시스템분야, 
컴퓨터소프트웨어분야, 임베디드시스템분야, 그리고 멀티미디어분야로 교육과정을 세분화

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또한 각 분야 교육의 체계성을 위하여 전공기초단계, 전공기반단계 
그리고 전공심화단계로 구분된 교육 이수모형을 정립하여 운영하고 있다. 

컴퓨터공학과를 졸업한 학생들은 졸업 후, 국공립 및 기업부설연구소, 정부기관, 일반기
업체, 금융기관, 대학원 진학 및 유학 등 컴퓨터와 관련된 모든 분야로의 진출이 이루어지

고 있으며, 향후 유비쿼터스 환경의 진화과정과 엔터테인먼트 산업에서의 컴퓨터 기반 기
술 및 응용 기술에 대한 사회적 수요가 더욱 커질 것으로 전망한다.

□ 소프트웨어학부(School of Computer Science)

그간 하드웨어 중심의 IT 산업이 비약적으로 발전하였으나 그 한계에 봉착하고 있는 

반면, 구글, 애플 등과 같은 소프트웨어를 중심으로 하는 기업들은 지속적 발전을 거듭하
면서 IT 산업을 주도하고 있다. 소프트웨어 산업 인력 수요는 연평균 9.4% 증가 추세에 

있으며, 매년 5만명 이상의 소프트웨어 인력이 부족할 것으로 예측된다. 특히 우리나라 사
회 및 산업의 지능화, 다양화 및 고급화 추세는 IT/SW 분야의 전문 역량을 가진 인력을 

지속적으로 요구하고 있다. 인공 지능, 정보 보안, 빅데이터, 이동 통신, 스마트 팩토리 등
과 같은 분야의 소프트웨어 역량을 갖춘 인재 양성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소프트웨어학부는 미래 지능사회를 구현할 IT/SW 분야의 전문 인재를 양성을 목표로 
인공지능 전공과 소프트웨어 전공을 운영하는 소프트웨어 인재 양성의 전당으로, 첨단 디

지털 정보 산업을 선도할 창의적이고 실무적인 소프트웨어 인력 및 고도 산업기술사회에
서 문제해결 능력을 가진 전인적 인재 배출을 목표로 한다. 이를 위하여 전주기적 교육과

정 관리를 통한 사회 및 산업 수요에 기민하게 대응하고 있으며, 이론 및 실습 교육, 현장 
교육, 프로젝트 기반 교육, 해외 연계 교육 등의 구체적인 프로그램을 통해 선도적 소프트

웨어 역량을 향상하고 있다. 4차산업혁명과 디지털 전환 시대의 흐름에 따라 소프트웨어학
부는 3학년부터 인공지능 전공과 소프트웨어 전공으로 심화 학습을 진행한다. 인공지능 전

공에서는 인공지능의 기본 개념을 바탕으로 기계학습에 대한 이론과 실무를 학습하고, 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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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트웨어전공에서는 빅데이터, 클라우드 컴퓨팅, 통신 및 보안, 임베디드 소프트웨어 등의 
분야에 대한 전문 능력을 향상시킨다.

정부기관이나 공공기관, 일반 기업체 등 업종과 규모를 불문한 모든 조직에는 소프트웨
어 관련 직종이 존재하며, 이러한 소프트웨어 전문 인력에 대한 수요는 지식기반사회의 발

전에 따라 더욱 심화될 것이다. 소프트웨어학부 전공을 비롯한 인문학, 경영학 및 소프트
스킬 등의 전문교양 과정을 체계적으로 이수한 졸업생들은 여타 IT 전공 분야와 비교할 

때 가장 광범위한 분야로 진출할 수 있다. 삼성전자, 삼성 SDS, LG 전자, LG CNS, SKT, 
IBM 등과 같은 대기업, NHN, Daum, 엔씨소프트, 만도 등과 같은 중견기업, 은행 및 금융

권의 전산부서, 소프트웨어 컨설팅, 전산교육분야, 정부 출연 기관 등 다양한 영역으로의 
진출이 가능하며, 창업을 통해 새로운 비즈니스를 창출하기도 한다. 정보처리기사, 정보처

리산업기사, 전자계산기기사, 전자계산기산업기사, 전자상거래관리사 등의 국가 자격증 및 
정보검색사, 웹마스터, 네트워크관리사 등 사설자격증을 취득하여 프리랜서로 활동할 수도 

있다.

□ 지능로봇공학과(Deptartment. of Intelligent Systems and Robotics)

지능로봇공학과(Dept. of Intelligent Systems and Robotics)는 국립대 최초의 인공지능
(AI) &로봇 특성화 학과로서, 지능형 로봇, 미래 자동차, 사물 인터넷, 스마트 팩토리 등 

4차 산업혁명시대 핵심산업에 진출할 전문 기술 인재 양성을 목표로 한다.
지능로봇공학은 전자-SW-컴퓨터-기계 융합학문으로, IT 기술을 기반으로 인공지능, 

로봇, 자율주행 등을 공부하는 첨단학문이며, AI &로봇 기술 인력에 대한 수요가 전 산업 
분야에서 매우 증가하고 있으며, 산업현장에서 필요로 하는 첨단분야의 전문인재양성을 위

하여 체계적인 교육과정을 갖춘 첨단학과이다.
■ 교육목표

- 이론과 실기를 겸비한 전문 인력 양성
- 산업체 수요에 부합하는 실무형 인력 양성

- 국가와 지역사회에 봉사하는 헌신적 인력 양성 
- 국제화를 대비하는 진취적 인력양성

■ 졸업 후 진로

- 인공지능 SW 기업: 네이버 랩스/클로버, 카카오 브레인, SK T-Brain, NC 소프트, 티
맥스 소프트, 삼성리서치, 솔트룩스

- IT 기업: 삼성전자, 엘지전자, KT, SK텔레콤, 하이닉스, 삼성SDS, SK C&C
- 자동차기업: 현대기아자동차, 현대모비스, 만도, 컨티넨탈, 유라코퍼레이션, 서연 전

자, SL
- 로봇기업: 한화테크윈, 현대로보틱스, 두산 로보틱스, 유진로봇, 로보티즈

- 국가연구소: 한국생산기술연구원, 한국전자통신연구원, 전자부품연구원, 한국자동차연
구원, 국방과학연구소, 한국해양과학기술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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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업무별 담당자

부서 직위 성명 주요업무
전화번호
(261)

전자정보대학

학장 박태형 전자정보대학 업무 총괄 3281

교학담당
부학장

아지즈 교무, 학생, 연구업무 총괄 3597

행정실장 김경완

행정실 업무 총괄,
직원 복무관리 및 업무분장,

분임보안담당관 및 방화관리자, 
분임지출관

2363

팀장 김성호
교무·서무 주무(관인관수),

기획 및 평가 업무, 

교무과(교무·인사) 업무, 행사 및 회의 주관 

3527

주무관 남대한
대학(원) 학적·수업 업무,

교무과(교육과정) 및 교양교육본부 업무,

입시관련 업무 및 국제교류본부 업무

3210

주무관 권의경

교육공무원 국외여행 업무,

산학협력단 및 연구지원과 업무,
시설 업무(안전관리 업무 포함),

대학(원) 학생 및 장학 업무

3528

주무관 김선우

일반 서무 및 물품 관리 업무,
공간 조정 및 조정에 따른 제반 관리 업무,

대외협력 및 학내 부속기관 업무,
교직원 제 급여 및 수당 관리 업무

3203

주무관 윤세희
대학회계 예산 관련 업무,

대학회계 원인행위 및 지출 업무,

기획과 정부 재정지원사업 회계업무

3226

주무관 고은일

실험실습재료 준비 및 수업 보조,

실험실 운영 및 관리,
취업진로지원센터 업무 지원

(취업 정보 공지 및 기획과 정부 
재정지원사업 업무 지원 등)

3287



7.� 농업생명환경대학� � 187

7. 농업생명환경대학
(College of Agriculture, Life and Environments Sciences)

충북대학교는 농학과와 축산학과를 주축으로 하여 1951년 청주농과대학으로 개교한 이
래 70여년 동안 발전을 거듭하여 중부권을 대표하는 대학으로 성장하였으며, 농업생명환경

대학은 충북대학교의 모체로서 현재 타 단과대학을 선도하는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12개 학과에 유능한 교수진과 우수한 학생들이 우리나라 농업의 미래를 위하여 열심히 

학문에 전념하고 있으며 세계적 모토인“농업의 첨단화 및 과학화”를 위해 동식물 생명
기능의 규명, 지속적인 생물생산, 생물에 의한 환경보전 등 식량확보와 환경보전을 위한 

높은 수준의 교육과 연구 및 대외지원을 지속해 오고 있다. 농업은 인간의 생명활동에 필
요불가결한 식량을 생산할 뿐만 아니라 타 산업의 원자재를 공급하는 산업으로서 국가의 

안보적 차원에서도 비교가치의 우위를 차치할 만큼 매우 중요하다. 
우리나라 농업의 미래는 곧 우리 농업생명환경대학의 미래에 달려 있으며, 농업의 발전

과 도약을 위하여 우수하고 유능한 젊은 인재들의 끊임없는 도전의식을 필요로 하고 있다.
우리 농업생명환경대학은 인류의 존립과 민족의 자존에 필요한 생명, 환경, 자원 및 창

조적인 기술 창출과 친환경 및 기능성 고부가가치 농산물의 생산기반 조성과 산업화에 필
요한 과학기술을 체계적으로 습득하여, 국가와 사회발전에 기여 하고자 한다.

농업생명환경대학

식물자원학과
환경생명화학과

축산학과
 식품생명공학과
특용식물학과
원예과학과
식물의학과
산림학과

지역건설공학과
바이오시스템공학과
목재·종이과학과

농업경제학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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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식물자원학과(Department of Crop Science)

식물자원학과의 교육과 연구 목표는 인류의 생존과 번영을 위한 식물자원의 생산 공급, 
풍요로운 농촌사회의 발전 및 지속적 농업을 통한 환경의 보호에 있다. 이를 해결하기 위

하여 식물자원의 개발 및 생산기술 연구, 행정 및 관련 산업에 진출할 전문 인재 양성, 식
물자원 개발과 생산에 대한 학술 연구가 수행되고 있다.

식물자원학과에서는 작물학과 육종학을 근간으로 하여 이에 대한 기초 학문으로 작물생
리학, 식물유전학, 작물유전공학, 작물보호학, 실험통계학, 등의 교과목을 통해 식량의 생산

성과 품질 향상은 물론 환경보존에 대한 관련 학문을 강의하고 있다.
식물자원학과의 졸업생들은 농업연구기관의 전문 연구원, 농업행정기관의 행정가와 지

도자, 농업인력을 양성하는 교육가, 대단위 농업경영과, 농업관련회사의 전문가, 우리 농업
기술의 해외 진출 및 해외 농업경영 전문가로서 국내외의 선도적 역할을 주도하고 있다. 

□ 환경생명화학과(<Department of Enviorrnmental & Biological Chemistry)
 
환경생명화학과에서는 분자수준의 생명과학과 환경의 기본이론을 바탕으로, 생명현상의 

근본과 생물의 생육환경을 화학적 측면에서 연구, 교육하고 있으며, 종합 생명산업인 농업
생명과학을 발전시킬 미래지향적이고 우수한 인재를 양성하고 있다.

이러한 교육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학부과정 교육은 크게 전공기초 과정과 전공심화 과
정으로 나누어져 있다. 

전공기초 과정에서는 농업생명과학과 환경화학에 관련된 화학 및 생물학 과목들을 강의
하며, 전공심화 과정에서는 필수 기초가 되는 토양학, 생화학, 식물영양비료학, 농업환경화

학, 농약학, 분자생물학, 환경생태물리학 등의 학문영역을 다양하게 교수하고 있다. 아울러, 
토양환경분석실습, 수질환경분석실습, 잔류농약분석실습 등의 환경분야 실무과정을 제공함

으로써 종합생명산업인 농업생명과학을 발전시킬 우수한 인재를 양성하고 있다.

□ 축산학과(Department of Animal Science)

시대가 변하고 산업구조가 바뀌어 국민소득이 증가하면서 우리 식탁에는 보다 많은 고
기와 축산물 (우유와 계란 등), 축산가공품 (햄과 치즈 등)들이 주요한 식품으로 위치하게 
되었다. 이처럼 인간의 삶에 필요한 식품을 제공하기 위한 수단으로 가축의 이용은 문명의 
발전과 더불어 ʻ̒산업화된 동물들에 대한 생물학적 연구와 경영관리에 관한 학문ʼʼ으로 자리 
잡았다. 축산이란 인간과 더불어 살아 숨쉬는 가축과의 생활이기에 근면과 성실, 끈기와 
노력이 요구되며 이는 곧 축산인을 전인적 인간으로서의 성장으로 유도한다. 특히 본 대학
의 축산학과는 1950년에 개교되어 충북대학교와 연륜을 같이 하고, 1천 800여명 졸업생
들은 국가의 큰 도량으로 성장하여 사회 각계에서 활약하고 있다.

본 학과는 우리 농업생산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높은 축산업 분야를 지속적으로 책임져 
나갈 패기 있고 유능한 젊은이들을 교육할 뿐만아니라 유전자정보 분석과 유전공학등 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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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공학분야에 기여할 창의적인 전문인재를 양성하여  연구소, 교직, 관련회사, 관련협회, 
공무원 등 다양한 직업군에 진출한다. 

□ 식품생명공학과(Department of Food Science and Biotechnology)

식품생명공학과는 1982년 식품가공학과로 설립되어, 식품 및 생명공학을 선도하기 위
하여 현재 식품미생물학 실험실, 효소·발효공학 실험실, 식품신소재화학 실험실, 식품생물
공학 실험실, 식품공학 실험실, 식품가공학 실험실이 운영되고 있으며, 생물과 물리, 화학 
등 순수과학을 기초로 하여 농·축·수산 원료를 이용한 식품가공, 공업적 처리를 위한 식품
공학, 식품미생물학, 발효공학, 식품화학, 생명공학 등에 대한 이론과 실습을 다양하게 교
육하고 있다.   

식품은 인간의 생명유지를 위한 에너지와 영양의 공급원이라는 전통적인 개념 외에도 
인간의 건강증진과 질병 예방 및 치료에까지 식품소재를 활용하는 단계에 이르러 끊임없
이 지속 발전하고 있고, 인간의 평균수명이 연장되면서 건강한 삶(well-being)에 대한 사
회적 수요와 관심이 폭발적으로 증가하는 세계적인 추세를 감안하면, 식품은 무한한 잠재
력을 가진 분야이다.

□ 특용식물학과(Department of Industrial Plant Science and Technology)

특용식물학과의 교육과 연구목표는 담배와 인삼 등 약용 및 기능성 물질의 보고인 특용
식물자원의 생산보급, 부가가치 향상과 기능성 신소재 개발을 통한 특용식물의 산업화에 

있다. 특용식물학과는 1968년 연초학과로 설립되어, 기능성 식품이나 기능성 물질의 새로
운 수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하여 2005년 특용식물학과로 학과명을 개편하였고, 

2014학년도부터는 전통적인 약용식물자원에 대한 체계적인 학습, 연구개발과 이들을 활성
화시킬 수 있는 약용식물 전문인 육성을 위하여 약용식물에 대한 기초이론을 바탕으로 보

다 우수한 전통 약용식물의 재배, 가공, 분류, 보존, 분석실험, 개발, 인체생리 등 전통 약
용식물 전반에 대해 체계적인 이론과 실험·실습을 겸하여 교육과 연구를 하고 있다. 또한 

학과와 밀접한 관계에 있는 기관, 연구소 및 산업체와 협동교육 및 연구프로그램을 활성화
하여 학생들에게 살아있는 교육을 실시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 원예과학과(Department of  Horticultural Science)

원예학은 생리활성 물질이 풍부하여 건강한 식생활을 위해 필요한 채소 및 과수작물, 

아름답고 친환경적이며 쾌적한 주거 환경과 인간의 정서 발달을 위한 화훼류 및 관상식믈
을 주 연구대상으로 하고있다. 토양, 대기환경, 식물 유전, 생리 생태 등에 관한 기초 학문

을 습득한 뒤 채소학, 과수학, 화훼학, 자원식물학, 육종학, 조직배양학, 수확 후 생리학, 
시설원예학, 조경학 등의 전공 교과목을 수강함으로써 원예학의 기초 및 응용 분야에 대해 

구체적으로 배우게 된다. 원예학전공은 새로운 재배기술 및 원예작물의 개발을 통하여 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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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질의 원예산물을 연중 공급하는 방법을 연구함으로써 국민보건 향상과 세계 식량문제 
해결을 위해 노력하는 학과입니다.

□ 식물의학과(Major in Plant Medicine)

식물의학과는 식물의 치료 연구를 하는 곳으로, 기본적으로 농생물학과와 유사하나, 보
다 미래지향적으로 전문화시킨 특성을 지니고 있다.

식물의학과에는 응용곤충분야와 식물병리분야가 있으며, 그 중심내용은 미생물 및 해충 
등 다양한  원인에 의해 발생하는 식물의 병충해를 원인규명하고 치료하며 이를 친환경생

태적으로 방제하기 위한 의학적 연구와 실습을 하는 것이다. 특히 우리 식물의학과는 보다 
적극적으로 진일보된 특성화를 이루기 위해 식물 병원균과 해충의 신속 정확한 분류 동정, 
병충해의 정확한 진단 및 치료방법 연구, 병해충의 병리적 기작연구를 통한 새로운 방제방
안 연구, 그리고 국내 최초의 충북대학교 식물종합병원을 중심으로 한 다양한 실습 등을 
바탕으로 적극적인 특성화를 이루고 있다. 

□ 산림학과(Department of Forest Science)

산림의 경제적·공익적 가치의 증대, 산림생산물의 효과적인 이용, 국토 보존을 위한 산
림의 조성 및 보호관리, 경영, 산림이용개발, 녹지의 경관조성과 조경의 설계 및 시공 등에 
관한 이론과 실질적 기술을 교수함으로써 임업 기술자, 연구자 및 지도자 양성을 목표로 
하고 있다. 날로 심각해져가는 기후변화 등 산림재해의 문제 해결과 산림복지(산림휴양, 
산림치유 등) 수요증가를 고려할 때 산림과학전공의 중요성은 점차 높아지고 있다.

사회진출 방향은 다음과 같다.
1. 공무원 및 연구직 : 산림청, 지방 산림관리청, 국립산림과학원, 각 도의 산림환경연구소, 
도·시·군청의 산림직 및 연구직 공무원
2. 공공기관 : 한국산림복지진흥원, 한국임업진흥원, 한국수목원정원관리원, 국립공원공단 등
3. 국제기구(업체) : 국제기구 및 해외 임업개발회사

4. 산림법인, 기술사사무소, 조경회사 등의 자영사업

21세기 우리가 가장 인간답게 살기 위한 기초학문이며 자연과 함께 생활할 수 있는 최상
의 분야라 할 수 있다.

심도 깊고 전문적인 학문 분야로의 진출을 위해 대학원에 석·박사과정이 마련되어 있다.

□ 지역건설공학과(Department of Agricultural and Rural Engineering)

농업의 임무는 환경을 소중히 하고, 지구상의 다른 생물과의 공존을 도모하면서, 지속
적인 식량 생산을 실현하는 것이다. 공학의 임무는 주어진 자연 조건, 생물자원, 인적 자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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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서 최고의 기술을 창조하는 것이다. 지역건설공학은 농업분야에 공학을 접목하여 조화시
켜 인류의 생존과 발전에 기여하는 교육을 실시하는 데 목적을 두고 있다. 따라서 지역건
설공학은 물과 자연과 대지 과학을 기초로 지구·자연 환경을 생각하면서 식량 생산 기반과 
지역 환경을 정비하는 것이다. 또한 생물과 물 및 토양과 환경의 상호 시스템 과학을 기초

로 생물자원을 고도로 지속적으로 이용하는 과제를 공학 기술을 적용하여 탐구하는 학과
이다. 주요 연구 대상은 농산물의 안정적인 생산을 위한 수자원 계획, 저수지 설계 및 건
설, 관개배수 체계의 구성, 농지의 보전관리, 기후변화, 생태와 수질 보전, 시설 개발 등 농
업생산기반 조성 분야와 농촌 지역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마을의 계획과 설계, 농어
촌 자원 발굴과 개발 및 탄소중립화 기술 개발, 농촌의 지속가능성 증진 등 최적의 농어촌 
생활환경을 구성하는 것이다.

지역건설공학과는 졸업 후 농림축산식품부, 국토교통부, 환경부, 지방자치단체 등 공무
원, 한국농어촌공사 등 국가 공공기관, 농촌진흥청 등 국가연구원, 건설 및 설계회사, 중고

등학교 교사 등의 직종에 근무하며, 높은 취업률을 보이고 있다.

□ 바이오시스템공학과(Department of Biosystems Engineering)

국내 경제 및 사회의 선진화는 노동력의 급격한 감소를 초래하였고, 국내 농산물 시장

의 개방화 압력은 농업의 구조 개선이 절실한 상황이 되었다. 따라서, 농업 생산성을 극대
화하고, 농산물의 품질을 제고하기 위하여 농업 및 생물산업 관련 작업의 첨단기계화가 필

요하다. 본 학과는 농업 및 생물산업 관련 작업의 첨단화에 관련된 학술적 이론과 응용방
법을 교수, 연구 개발하여 우리 농촌의 농업생산 환경에 알맞은 농업생산, 가공, 에너지 활

용과 관련된 기계화와 자동화 기술의 연구개발에 주력함은 물론, 국가 사회에 공헌할 수 
있는 유능한 지도적 인재를 양성함을 목표로 한다. 또한 과학기술의 세계적인 발전 추세에 

부응하기 위하여 공학을 위한 기초 과학과 바이오시스템공학의 첨단과학 기술과 관련된 
교과목을 설강하고 있다.

□ 목재·종이과학과(Department of Wood and Paper Science)

목재와 종이는 Eco-Bio material로 21세기 신 성장 동력사업의 주체인 녹색성장에 필요

한 지속가능 생물재료이다. 목재·종이과학과의 주된 학문 영역은 수목의 조직 및 수종식
별, 목재의 물리·역학적 특성 규명, 목재의 물리·화학적 개질 처리, 종이 원료 및 제품 

생산, 종이의 물리적·구조적 특성 분석을 통한 품질 향상, 기능성 한지 제조 및 천연물을 
이용한 천연염색 등 목질 바이오매스 전 영역을 포함한다. 특성화분야로 목질바이오매스를 

이용한 대체에너지 및 친환경 신에너지 자원개발, 목재 탄화물로부터의 기능성 물질 개발, 
미생물을 이용한 임산 바이오테크놀로지, 전통한지의 고품질화 및 천연염색을 통한 기능

화, 고기능성 종이 물성 개발 및 공정효율 향상, 목재 및 지류 문화재의 보존·복원처리, 
연륜연대 등이 있다. 교육목표는 가장 환경 친화적이며 재생 가능한 목재 및 종이 자원의 

중요성을 인식시켜 사회적 요구에 부응하는 관리자 및 전문가로서의 능력 배양과, 기능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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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단 소재인 목질 바이오재료 이용 및 가공분야의 전문 인재를 육성하는 것이다.

□ 농업경제학과(Department of Agricultural Economics)

농업경제학은 경제학이론을 기초로 한 응용경제학 분야이다. 농업경제학과에서는 농업
경제전반에 관한 전문지식 및 그 적용능력과 분석기법을 학습케 하여 국민경제의 발전과 

농촌 복지 증진에 기여할 유능한 인재양성을 목표로 한다.
입학 후 1년간은 교양과정으로 교양에 필요한 필수과목 및 선택과목을 수강하게 되고, 

전공과정에는 미시경제학, 거시경제학 등 경제학 기초과목을 비롯하여 농업경제학, 농업경
영학, 생산경제학, 계량경제학, 농업정책학, 환경경제학, 농업금융론, 농식품경영정보관리

론, 농업회계학, 협동조합론, 해외농업개발·원조론, 농산물선물시장론, 농식품유통론, 농식
품산업경영전략론, 자원경제학 등을 수강하게 된다. 전공교육과정은 전공필수 14과목, 전공

선택 20과목으로 총 34개 과목이 설강되어 있다. 
농업경제학과는 졸업 후 경제학사를 취득하게 되며, 유통관리사, 농산물품질관리사, 파

생상품투자상담사, 증권투자상담사 등의 전공 관련 자격증을 취득할 수 있다. 취업분야는 
농협, 축협, 시중 은행 등의 금융기관과 행정직 공무원, 농업관련 공무원을 포함하여 식품

-농업관련 산업체, 농어촌공사, 농촌진흥청, 농촌경제연구원 등의 행정기관과 정부투자기
관 및 중소기업 등 다양한 분야에 진출할 수 있다. 

❚ 업무별 담당자

부서 직위 성명 주요업무
전화번호
(261)

농업생명

환경대학

학장 우수동 농업생명환경대학 업무 총괄 3025

교학담당부학장 조진호 교학업무 총괄 2501

행정실장

(직무대리)
임형석 행정업무 총괄 2503

팀장 임형석
행사, 기획 및 평가 업무

북방농업대학원, 학술림 업무
3517

주무관 김재원
시설 및 물품관리, 

실험실 안전관리, 학생
3518

주무관 김동수 대학회계 원인 및 지출 2504

주무관 권가연 학사, 장학, 산학협력, 연구비 업무 2506

주무관 김아리 교원업적평가, 교무, 교원인사 업무 2500

한시임기제7호 박민영 일반서무, 국제교류, 입학, 취업 2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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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사범대학(College of Education)

사범대학은 중등교원을 양성하는 교육기관으로서 전문지식과 인격을 겸비한 우수한 교
사를 배출하여 중등교육에 이바지하는 데 그 설립 목적이 있다. 국가의 미래는 교육이 좌
우하며, 교육의 중추적 역할을 하는 교사는 지적인 면에서 학생들에게 기본적이고 새로운 
지식을 전달할 수 있는 전공분야의 포괄적이고 깊이 있는 학문적 지식을 가져야 하며, 인
격적인 면에서 사표가 될 수 있는 행동과 덕망을 가져야 한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올바른 
가치관과 교직자로서의 사명감을 가져야 한다. 본 대학은 이와 같이 지덕을 겸비하고, 진
실한 교사적 양심과 사명을 가진 자질 높은 교사를 양성해야 하는 지대한 국가적 사명을 
띠고 있다. 

이를 위하여 사범대학의 교육과정은 폭넓은 교양과정, 순수한 학문 전공과정, 교사전문
직을 위한 기초교직과정과 교과교육 과정으로 구성되어 있다. 사범대학은 13개 학과로 구성
되어 있으며, 종합대학교에 소속되어 있어 폭넓은 학문분야를 이해할 수 있는 강점이 있다. 

또한 사범대학은 우리 나라의 중심지역에 위치하고 있어 충청북도를 비롯한 전국 각 지
역의 중등교원 수급에 부응할 수 있는 지리적 이점을 가지고 있으며, 실제로 사범대학 졸
업생들은 충북, 서울, 경기도, 강원도를 비롯한 전국 각지에서 중등교원으로서의 소임을 다
하고 있다.

사범대학

교육학과
국어교육과
영어교육과
역사교육과
지리교육과
사회교육과
윤리교육과

물리교육과
화학교육과
생물교육과

지구과학교육과
수학교육과
체육교육과

□ 교육학과(Department of Education)

교육학과는 1979년에 개설된 이래로 현재까지 충북 교육의 발전에 커다란 공헌을 하고 
있다. 이러한 교육학과는 학문적 대상인 교육현상 또는 교육행위를 다학문적(철학, 사회학, 
심리학 등) 접근방식을 통하여 교육현상에 대한 객관적이고 정확한 이해를 하도록 안목을 
키워주며, 교육실제와 관련된 제반문제를 효율적이고 합리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능력과 
자질을 함양시켜 준다.

교육학과 졸업생은 대학원(교육사 및 교육철학, 교육심리 및 상담, 교육과정·교육방법·
교육공학, 교육사회 및 사회교육 전공, 교육행정 전공, IR 전공) 및 교육대학원(교육행정 
전공, 학교상담 전공)에서 교육학 연구에 전념할 수 있고, 중등교육계에서 주전공으로 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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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학 교사, 복수전공으로 해당 전공 교사로서 봉직할 수있다. 이러한 교육학과의 독특한 
특성으로 인하여 학문적인 풍토조성과 탐구정신이 중시되며, 교수 동료간, 선-후배간의 유
대감과 참여정신이 강조된다.

□ 국어교육과(Department of Korean Education)

국어교육과는 우리 선인들이 얼과 삶이 닮긴 국어국문학의 제 분야를 연구·발전시켜, 
다음 세대에 전수하는 훌륭한 교사를 양성하기 위해 설립된 학과이다. 이런 목표 아래 

1972년 개설된 본 학과는, 1976년 첫 졸업생에게 문학사 학위를 수여한 이래 현재까지 
1,200여 명의 졸업생을 배출하여 전국 각지의 중등학교에서 후진양성의 막중한 임무를 담

당케 하고 있다.
국어교육과는 중등학교 국어과 교과과정에 맞추어 국어학·고전문학·현대문학·국어교

육학 등 여러 영역을 조화롭게 설강하고 있다. 국어학 영역에서는 언어학의 일반이론을 익
히고, 중세·근대·현대 국어의 구조를 분석하며, 고전문학 영역에서는 경서를 강독하고, 

한문 및 고전작품을 해석하며, 민속학을 연구한다. 현대문학 영역에서는 문학 이론을 배우
고, 문학작품을 해석·평가하며, 국어교육학 영역에서는 다양하고 효과적인 교수-학습법을 

익힌다. 본 학과는 이런 기본적인 학습활동 이외에 의미있는 대학생활을 위하여 학술활동
을 활발히 전개하고 있다. 또한, 학과 소모임을 통해 마당극을 공연하고, 사물놀이를 연마

하며, 독서토론회를 개최한다.

□ 영어교육과(Department of English Education)

영어교육과는 1970년 설립이래 현재까지 1,400명이 넘는 졸업생을 배출하였다. 졸업생
들은 대부분 충북, 서울, 인천, 경기 등 전국 각지의 중·고등학교에서 교육자로서 숭고한 

사명을 가지고, 맡은 바 교직에 전념하고 있다.
현재 총 120여 명의 재학생들은 학과교수들의 가르침 아래 교사로서의 품성을 기르고 

실력 있는 영어교사가 되기 위해 매진하고 있다. 대학에서 배운 것을 중·고등학교에서 활
용 할 수 있도록 이론과 실천적인 면을 적절하게 조화시킨 현행 교과과정은 의사소통을 

목적으로 하는 언어의 기능을 중시하여, 듣고 말하고 읽고 쓰는 4가지 기능을 골고루 익히
는 것을 강조한다. 아울러, 영미문화를 올바르게 이해할 수 있도록 영문학·영어학 등의 

교과목을 골고루 학습하여 균형된 문화인으로서의 예비교사로서 인품과 자질을 함양하는 
데도 역점을 두고 있으며, 영어학습을 통해 세계화에도 이바지하고 있다.

학생활동으로는 해마다 개최되는 학과축제의 학술발표회, 영어연극공연, 초청강연회가 
있어 대학문화 창달에 큰 몫을 담당하고 있다. 학생들은 정규 학업과 다양한 자치활동을 

통하여 대학생으로서 열정을 불태우고 있으며, 나아가 졸업 후에는 충북교육계는 물론 이 
나라 교육의 주역이 될 것으로 확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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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역사교육과(Department of History Education)

1977년도에 창설되어 현재까지 38회에 걸쳐 674명의 졸업생을 배출한 본 학과는 중등
교육기관에서 필요한 사명감과 전문성을 갖춘 훌륭한 역사교사의 양성을 제일의 목적으로 
하고 있다.

이 목적에 부응하기 위하여 본 학과에서는 역사학의 제 분야(역사교육론, 한국사, 동양
사, 서양사)에 대한 깊은 지식과 연구방법론을 습득시키는 한편, 역사교재 및 교수법에 대
한 이론적, 실제적 지식과 능력을 배양시키고 있다. 뿐만 아니라 전공학문의 균형 있는 취
득은 물론 교과교육에 대한 올바른 이해와 관심을 고양시키기 위해 인접분야의 제 학문(지
리, 정치, 경제)도 배우고 있다. 특히 주입식 강의보다 학생들의 자율적인 토론, 문헌조사, 
장독, 고적답사 등을 통한 역사적 탐구 능력의 신장과 역사현장체험학습에 중점을 두고 있

음은 교육과정의 한 특징이라 하겠다.

□ 지리교육과(Department of Geography Education)

지리교육과는 1980년에 중등학교 지리교사의 양성을 목적으로 설치되어 70여명의 재학
생이 5명의 교수님 지도 아래 학업에 열중하고 있다. 지형학, 기후학, 토양지리학 등의 자
연지리 분야와 도시지리학, 정치지리학, 경제지리학 등의 인문지리 분야, 지리교육론, 지리

과 논리 및 논술, 지리과 교재연구 및 지도법 등의 교과교육 분야로 교육과정이 구성되어 
있어, 다양한 분야의 교과내용지식을 폭넓게 이해할 수 있는 기반이 구축되어 있다.  

중등 사회과 교사뿐만 아니라 대학의 교수/강사, 정부기관 및 정부출연연구원, 지역전문
가 등 지리학 관련 전반의 전문가로서 전공을 살릴 수 있도록 학생들의 다양한 진로탐색
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고 있다. 이를 위해 교수-학습 과정에서 토론과 세미나를 통해 지식
을 실천적으로 구성하고, 지리실습실과 지형분석실, 지리제도실, GIS실 등 학과의 연구시

설에 구비된 연구기자재를 이용해 연구방법론 탐구, 사회조사분석 등 실내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이러한 실내조사를 바탕으로 야외답사 및 현지조사 등을 진행함으로써 지역에 대한 
실제적 이해를 증진시키고 세계를 바라보는 안목과 지리적 상상력을 배양하고 있다.

□ 사회교육과(Department of Social Studies Education)

우리 사회교육과는 중 고등학교에서 사회교과를 담당할 교사 양성을 목적으로 1976년 

설립되었다. 사회과교육의 목표는 사회생활을 영위하는 데 필요한 사회 여러 분야의 지식
과 탐구 방법을 체계적으로 이해시키고 사회 문제의 합리적 해결을 위하여 지식을 활용하
는 기능을 익혀, 자신의 앞날을 개척하고 사회와 국가 및 인류의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바람직한 민주시민으로서의 자질과 능력을 함양하는데 있다.

우리 학과는 이와 같은 사회과의 교육 목표달성을 위하여 정치학, 경제학, 사회학, 법
학, 문화인류학, 윤리철학 등 종합적인 사회과학 분야와 이를 효율적으로 교육하기 위한 

사회과교육학을 다루고 있다. 또한 인격함양을 위하여‘곰’의 지혜를 상징으로 선·후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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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모여 사회교육제, 야외학술세미나 사회조사 등을 매년 개최하고 있다.
본 학과의 졸업생은 중 고등학교에서 사회교과를 담당할 교사로서는 물론 다양한 사회

과학 분야를 다룸으로써 성숙된 사회인으로 사회 발전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 공통사회교육 전공과정
공통사회 교육전공은 역사·지리·일반사회 교과와 관련된 과목들을 종합적으로 배우는 

전공으로 역사·지리·사회교육과 학생들이 연계전공으로 이수할 수 있는 새로운 전공
이다. 본 전공을 이수한 학생들은 중학교와 고등학교 1학년에 포함된 모든 사회관련 과

목들을 가르칠 수 있는 공통사회교사 자격증을 부여받을 수 있다. 따라서 본 전공의 교
육과정은 역사·지리·일반사회 영역에서 기본적인 교과목들과 공통사회교육론 등과 같

은 통합적인 성격의 교과목으로 구성되어 있다.
본 전공을 이수하면서 학생들은 각 영역의 핵심적인 개념과 원리 및 탐구방법을 익히는 

것은 물론 모든 사회현상을 종합적인 시각에서 바라볼 수 있는 거시적인 안목을 형성하
는데 중점을 두게 된다. 그리고 전공의 특수성을 감안하여 본 전공의 운영은 역사·지

리·사회교육과의 3과가 공동으로 담당하도록 되어 있다.

□ 윤리교육과(Department of Ethics Education)

1981년에 설치된 윤리교육과는 중·고등학교의 도덕 및 윤리 교사의 양성에 일차적 목

적을 두고 있다. 이와 같은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본 학과는 우선 학생들로 하여금 개인 
생활과 사회 생활에 필요한 윤리를 다각적인 관점에서 바라보는 안목을 기르도록 하고 있

다. 그리하여 본 학과는 한국 및 동·서양의 윤리사상, 철학, 사회과학, 종교학 등의 폭 넓
고도 심도 깊은 강좌들을 개설하고 있다. 학생들은 이러한 강좌들을 통해 중등학교 도덕·

윤리 교사로서의 자질은 물론 사회와 국가 구성원의 일원으로서 최선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올바른 인간관과 사회관을 갖출 수 있다.

한편, 유능한 교사는 학교 현장에서 학생들을 지도하는 데 실제적으로 필요한 교과교육
학적 능력을 구비해야 한다. 그리하여 본 학과에서는 도덕·윤리 교육론, 도덕·윤리 교재

연구 및 지도법 등과 같은 강좌들을 통해 학생들로 하여금 교과교육학적 지식과 능력을 
구비하도록 하고 있다.

윤리교육과는 위와 같은 학과 설립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5명의 성실하고 우수한 교
수가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고 있다. 그 결과 본 학과는 전국의 윤리 교육 관련 학과 중에

서 최고 수준의 교원임용고시 합격률을 자랑하고 있으며, 졸업생들은 본 학과에서 습득한 
능력과 열정을 바탕으로 개인, 학교, 사회 그리고 국가의 발전을 위해 봉사하고 실천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다.

◇ 통합사회교육 전공과정
통합사회 교육전공은 역사·지리·일반사회·윤리 교과와 관련된 과목들을 종합적으로 

배우는 전공으로 역사·지리·일반사회·윤리교육과 학생들이 연계전공으로 이수할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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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는 새로운 전공이다. 본 전공을 이수한 학생들은 중학교와 고등학교 1학년에 포함된 
모든 사회관련 과목들을 가르칠 수 있는 통합사회교사 자격증을 부여받을 수 있다. 따

라서 본 전공의 교육과정은 역사·지리·일반사회·윤리 영역에서 기본적인 교과목들과 
통합사회교육론 등과 같은 통합적인 성격의 교과목으로 구성되어 있다.

본 전공을 이수하면서 학생들은 각 영역의 핵심적인 개념과 원리 및 탐구방법을 익히는 
것은 물론 모든 사회현상을 종합적인 시각에서 바라볼 수 있는 거시적인 안목을 형성하

는데 중점을 두게 된다. 그리고 전공의 특수성을 감안하여 본 전공의 운영은 역사·지
리·일반사회·윤리교육과의 4과가 공동으로 담당하도록 되어 있다.

□ 수학교육과(Department of Mathematics Education)

수학교육과는 중등학교 수학교사를 양성을 목적으로 설립되어 현재까지 약 1,430여명

(47회)의 졸업생을 배출하여 충북을 비롯하여 서울, 경기, 인천, 대전 등 전국 각 시·도 지
역에서 훌륭한 교사로서 재직하고 있다.

본과는 졸업 후 전국 각 시·도의 중등 교사로 진출하거나 대학원에 진학하여 더욱 깊
은 학문 연구를 할 수 있으며, 또한 수학을 바탕으로 한 많은 분야에 진출이 가능한 학과 

이다. 교육과정은 순수수학의 내용과 병행하여 수학과지도법, 수학교육론, 수학교재연구, 
교육실습 등을 교육함으로써 효과적인 수학지도법과 실제적 실습교육이 이루어지도록 편

성되어 있다. 

□ 물리교육과(Department of Physics Education)

1970년 중등학교 과학교사를 양성할 목적으로 과학교육학과가 설립되었다. 곧 세계화 
정보화 시대를 주도하는 신교육체제 수립을 위하여 과학교육과를 과학교육학부로 개편하

였다. 과학교육학부는 다시 물리교육, 화학교육, 생물교육, 지구과학교육 전공으로 세분된
다. 2009년 과학교육학부는 물리교육과, 화학교육과, 생물교육과, 지구과학교육과로 분리

되었다.
물리교육과에서는 예비교사들이 중등학교의 유능한 물리교사로 양성되는데 필요한 소양

을 기르기 위해서 물리학이론, 물리학 실험, 물리교육이론, 물리교재 연구 및 지도법 등을 
골고루 이수하게 된다. 물리학 이론은 1학년부터 4학년까지 체계적으로 내용을 조직하여 

기초부터 시작해서, 역학, 전자기학, 현대물리학 등의 고급 개념까지 확장되어 간다. 물리
학 실험은 기초물리학 실험부터 시작해서 중등학교 교과서에 있는 실험을 재구성하고 개

선하기 위한 과정, 물리 교수학습을 위한 자료제작 실습, 역학, 전자기학, 광학, 전자학 등
의 전공 실험까지 다양하게 이루어진다. 또한 예비교사로서 훈련을 위하여 실제 중등교육

에서 활용할 수 있는 주제와 소재를 중심으로 매주 수행되는 세미나에 참여하여 자발적인 
발표연습을 수행하는 과정도 있다. 본 물리교육과는 이러한 교육을 수행하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실시간 원격 강의가 가능한 최첨단 멀티미디어 전공강의실, 컴퓨터 기반이 완벽하
게 구축된 MBL 실험실, 각종 최신 실험기자재, 전공교육을 위한 서버와 무선 네트워크, 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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티미디어 교육자료 제작용 시청각 장비 등을 두루 갖추고 있다. 또한 4명의 전공 교수들이 
이러한 교육이 잘 이루어지도록 늘 최선을 다하여 노력하고 있다. 

□ 화학교육과(Department of Chemistry Education)

1970년 중등학교 과학교사를 양성할 목적으로 과학교육학과가 설립되었다. 곧 세계화 

정보화 시대를 주도하는 신교육체제 수립을 위하여 1998년에 과학교육과를 과학교육학부
로 개편하였으며 과학교육학부는 다시 물리교육, 화학교육, 생물교육, 지구과학교육 전공으

로 세분된다. 또한 1999년 국내 최초로 공통과학교사 자격증 소지자를 배출하였다. 2009
년 과학교육학부에서 화학교육과로 분리하였다. 현대 사회가 보다 다양한 분야에서 일할 

수 있는 인력을 요구함에 따라 교육현장에서도 여러 과목을 가르칠 수 있는 유능한 교사
를 원한다. 이에 학생들을 주전공 외에 연계전공과 복수전공을 이수함으로써 교육현장에서 

원하는 유능한 교사가 되기 위한 폭넓은 지식을 습득하게 된다.
본 전공은 물리화학, 유기화학, 무기화학, 분석화학 등 화학전반에 관한 지식을 습득하

고, 화학교육, 화학과 교재연구 및 지도법 등의 과목을 이수하는 과정을 통해 학생들은 과
학이론을 체계화하며 탐구력과 창조력을 신장시킴은 물론, 교사로서의 자질을 향상시켜 훌

륭한 중등학교 과학교사가 될 수 있는 바탕을 마련하게 된다. 졸업 후에는 중등학교 과학
(화학)교사로 근무하거나, 학문으로서의 화학을 연구하기 위하여 대학원에 진학할 수 있으

며, 각종 연구소에도 취업할 수 있다.

□ 생물교육과(Department of Biology Education)

1970년 중등학교 과학교사를 양성할 목적으로 과학교육학과가 설립되었다. 곧 세계화 
정보화 시대를 주도하는 신교육체제 수립을 위하여 과학교육과를 과학교육학부로 개편하
였다. 과학교육학부는 다시 물리교육, 화학교육, 생물교육, 지구과학교육 전공으로 세분된
다. 또한 2002년 이후에는 고등학교 1학년까지 국민 공통기본교육이 실시되는데, 이와 같
은 교육여건 변화에 부응하기 위하여 새로이 공통과학교육전공과정을 설치하게 되었다. 그 
후 2009년 과학교육학부에서 생물교육과로 분리되어 좀 더 전문성 있는 생물교사 양성에 
주력하게 되었다.

생물교육과에서는 동물, 식물 및 미생물 등의 각 분야에 대한 분류, 형태, 생태, 발생, 
생리, 유전 및 진화 그리고 생화학, 분자생물학, 유전공학 등 생명과학 전분에 대한 최신 
학문적 지식 습득 및 생명과학과 교재연구 및 지도법 등을 이수함으로써 학생들이 탐구력
과 창조력을 신장할 수 있도록 학생들을 지도할 수 있는 유능한 생물교사 배출에 목적을 
두고 있다. 따라서 위와 같은 강좌를 이수함으로써 이론적 바탕을 튼튼히 함은 물론, 중등
생물실험교육론 및 여러 실험과목을 통한 실험수업을 병행함으로써 실험 실기분야에서도 
학생들을 우수한 인재로 키울 수 있는 능력을 기르고 있다. 학문을 계속하려는 학생은 대
학원에 진학할 수 있으며, 전국 각지의 대학과 연구소에서도 교수와 연구원으로 졸업생들
이 활동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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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구과학교육과(Department of Earth Science Education)

본 학과는 1970년 충북대학교 교육학부 과학교육과(물리, 화학, 생물 3전공)로 창설되었
는데 이때 모집인원은 30명이었다. 1971년 모집인원이 40명으로 증원되었고, 1977년 60명
으로 증원되었다. 

1978년 충북대학교 사범대학 과학교육과로 개편되었으며, 1981년 지구과학전공을 신설
하였고, 이때 모집인원이 70명으로 증원되었다. 1989년에는 모집인원이 35명으로 감축되
었다가 1994년 55명으로 증원되었다. 1997년 국내 최초로 공통과학교육전공과정을 신설하
였고, 1998년 과학교육과에서 과학교육학부로 개편하였으며, 1999년 국내 최초로 공통과학
교사 자격증 소지자를 배출하였다. 

현재 충북대학교 사범대학 과학교육학부로 55명을 모집 정원으로 하였다. 2009년 부터, 
충북대 과학교육학부는 다시 각과로 분리되어 지구과학과로, (지구과학 15명, 물리 15명, 
화학 15명, 생물 15명) 운영된다. 

지구과학분야는 전국에 국립대학 분야를 중심으로 11개의 대학이 지구과학과를 개설하
고 있어, 타 분야인, 물리, 화학, 생물분야에 비해 훨씬 내실이 있는 교사 양성기관의 역활
을 하고 있다. 즉, 물리, 화학, 생물의 경우에는 많은 학교, 약 20-30여개의 대학에서 교육
과정을 개설하고 있고, 자연대 정원의 10%가 교사를 지향하고 있어, 지구과학학생이 될 경
우, 교사로 부임의 문호가 더 넓다. 우주의 시대를 맞이하여, 천문 우주 뿐만 아니라 환경
에 까지 폭 넓은 분야에 대한 관심이 집중되는 시기를 맞이하여, 충북대 지구과학교육학과
는 그 소임을 다하고 있다. 
◇ 공통과학교육 전공과정

공통과학교육 전공은 중등과학교육에서의 통합 과학 교육 분야의 전공영역의 이론과 실

험 등을 폭넓게 배우고 전문적 능력을 함양함으로써 관련분야에서 활동하고자 하는 학
생들을 위해 설립되었다. 따라서 이 전공에서는 과학 교육론과 교수/학습 이론과 현장 

교육, 학생들의 수준과 흥미에 맞는 교수/학습 프로그램 개발과 과학 개념의 통합적인 
이해와 연구 방법을 익히게 하고, 또한 학생들의 실생활 문제와 과학 기술의 관련 문제, 

또한 물리, 화학, 생물, 지구과학을 통합하는 측면에서의 과학교육을 할 수 있는 능력을 
기르도록 한다.

◇ 통합과학교육 전공과정

통합과학교육 전공은 중등과학교육에서의 통합 과학 교육 분야의 전공영역의 이론과 실
험 등을 폭넓게 배우고 전문적 능력을 함양함으로써 관련분야에서 활동하고자 하는 학

생들을 위해 설립되었다. 따라서 이 전공에서는 과학 교육론과 교수/학습 이론과 현장 
교육, 학생들의 수준과 흥미에 맞는 교수/학습 프로그램 개발과 과학 개념의 통합적인 

이해와 연구 방법을 익히게 하고, 또한 학생들의 실생활 문제와 과학 기술의 관련 문제, 
또한 물리, 화학, 생물, 지구과학을 통합하는 측면에서의 과학교육을 할 수 있는 능력을 

기르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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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체육교육과(Department of Physical Education)

[학부] 1957년 체육학과, 1969년 사범대학 체육교육과, 1998년 자연과학대학 체육학과, 
2012 사범대학 체육교육과 [석사] 1982년 체육학과, [박사] 1999년 체육학과 설립

전인교육 실현을 목적으로 유능한 체육교사 및 교육전문가의 양성을 목표로 체육에 대
한 전문적인 이론적 지식과 함께 체육교육 현장에서 필요한 다양한 실기 교과목들을 제공

함으로써 21세기 시대와 사회가 요구하는 체육교사의 전문성을 함양시키는데 중점을 두고 
있다. 뿐만 아니라 체육교사 이외의 체육관련 분야에서 한국 및 세계를 대표할 경쟁력 있

는 인재를 육성하기위해 노력하고 있다. 이를 위해 체육교육 과정에서는 운동생리학, 스포
츠심리학 및 운동학습, 스포츠 사회학, 체육 원리, 운동처방, 체육사, 체육지도법, 체육교육

과정, 체육학연구법, 트레이닝 방법론 등 체육의 이해를 돕는 이론 교과목과 체육교육의 
현장에서 필요한 육상, 체조, 축구, 배구, 농구, 테니스, 스키, 야구 등 다양한 실기 교과목

을 제공하고 있다.
졸업 후 진로는 중등학교 체육교사로 진출할 수 있으며 이외에 체육관련학과의 교수, 

체육관련 연구원, 운동건강전문가, 생활체육지도자, 스포츠과학자등 다양한 체육관련 분야
의 전문가로 진출할 수 있다.

❚ 업무별 담당자

부서 직위 성명 주요업무 전화번호
(261)

사범대학

학장 조일수 사범대학 업무 총괄 2707

교학담당
부학장

옥광 사범대학 교학 업무 총괄 2766

과장 김풍순

제7행정실(사범대학) 업무 총괄
분임 지출관, 분임 출납관, 물품운용관,

방화관리자, 분임보안담당관,
직원복무관리, 교직업무 지원

2643

팀장 채현숙

실 소관 업무 주무 및 기획,

직인관리 및 각종행사 주관,
관서운영경비 출납공무원, 물품출납공무원,

교원양성기관 평가 업무,
연구실험실 안전관리, 대학홍보 업무

(사범대학 소식지, 홍보대사 및  홈페이지 관리),

3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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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 직위 성명 주요업무 전화번호
(261)

주무관 한희경

사범대학 예산 및 회계, 

교육대학원 예산 및 회계, 
교직부 예산 및 회계, 임용시험 및 취업 업무,

물품관리 업무(교육 기자재 포함),
임용지원센터 지원

2646

주무관 장지수

사범계교직 및 교원자격 검정 업무, 

비사범계 교직 및 교원자격 검정 업무, 
기획처 업무, 시설 및 청사 관리, 

임용지원센터 지원

2074

주무관 김미영

교무처 업무(강의실 대여 및 관리 포함),
산학협력단 업무, 국제교류 업무,

졸업논문(종합시험) 및 졸업사정 업무,
사범대학 교직 업무, 임용지원센터 지원

2644

주무관 김효림

사범대학 교육연수원 업무, 입학관리본부 

업무, 학생과 업무, 장학금 관련업무, 교직 
지원 업무,

임용지원센터 지원

2645

주무관 김용석
교육대학원 업무, 일반서무(급여포함)

보안업무, 소방업무

교육대학원 교직 업무, 임용지원센터 지원

2073

기타자체
계약직

박은화

사범대학 교육연수원 업무,
사범대학 임용지원센터 업무,

강의실 관리
  - 스마트강의실(E1-2동212호)

  - 멀티미디어제작강의실(E1-2동348호)
  - PBL실관리(E1-2동313)

(249)
1260

주무관 김미경

환경미화 업무

주무관 고달순

주무관 박미숙

주무관 차영순

주무관 권영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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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생활과학대학(College of Human Ecology)

생활과학대학은 1964년 신설된 가정학과를 모태로 하여 1991년 설립인가 되었고, 현재 
식품영양학과, 아동복지학과, 의류학과, 주거환경학과, 소비자학과 5개 학과로 구성되어 있

어 전국에서 유일하게 생활과학 전 분야의 종합적인 면모를 갖추고 있다. 생활과학대학은 
인간생태학적(Human Ecology) 관점에서 인간과 환경의 역동적 상호작용에 관한 과학적 

탐구와 실천적인 응용이 가능한 교육과정을 운영함으로써 미래사회를 선도할 생활융복합
형 창의인재 양성을 목표로 하고 있다. 

생활과학대학은 모든 학과에 일반대학원(석사, 박사, 석·박사통합) 과정이 개설되어 있
고, 교육대학원에 기술·가정교육전공, 유아교육전공, 영양교육전공이 개설되어 있다. 또한 

사회변화에 따른 삶의 질 향상과 문제해결 뿐 아니라 산업현장에서 필요한 응용성, 글로컬
화, 리더십, 전문성의 실무적 역량에 초점을 두고 생활과학의 전문적 지식과 동시에 사회 

맞춤형 현장교육을 제공하고 있다. 특히 교육부 LINC+사업에 참여하여 산업체와 연계하
여 다양한 산학협력프로그램을 적극적으로 추진하는 등 산학협력체제를 구축함으로써 학

생들의 취업역량을 강화하는데 주력하고 있다. 청주시와 연계 수탁사업으로 건강가정·다문
화가족지원센터, 청주시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및 생활과학대학 부설 어린이집을 운영하

고 있으며, 취약계층 교육, 생활문화혁신 및 공공서비스 지원을 확대함으로써 지속가능한 
지역사회와의 상생발전과 사회적 기여를 위한 노력도 함께 하고 있다. 

생활과학대학

식품영양학과
아동복지학과

의류학과
주거환경학과

소비자학과

□ 식품영양학과(Department of Food and Nutrition)

식품영양학과는 식품학과 영양학의 기초이론을 바탕으로 과학적이고 합리적인 식생활을 

운영함으로써 지역사회주민은 물론 국민의 질병예방, 건강증진에 기여할 식품영양 전문인
력 양성을 목적으로 한다.

식품영양학과의 교육목표는 다음과 같다.

1. 국제 수준의 전문지식을 가진 식품영양 인력 양성
2. 식생활 환경에 대한 분석 및 이해를 토대로 건강증진 및 질병 예방을 위한 식품영양

학적 전략 수립 능력을 가진 인력 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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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조직에 대한 이해심, 사회적 책임감, 협력적 문제해결을 위한 의사소통 능력, 지역의 
식생활 증진에 기여하고자 하는 봉사정신을 갖춘 인력 양성

이러한 목표 달성을 위하여 학생들이 갖추어야 할 능력과 자질인 핵심역량은 전문성
(Expertise), 응용성(Appicability), 리더쉽(Leadership)으로 정하고 본 학과에서는 핵심역

량 달성도를 매학기 평가하고 있다.
이러한 교육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교육 및 연구분야로 영양학, 임상영양학, 응용영양학, 

식품학, 식품위생학, 급식경영학, 기능성식품학 등이 있다. 
졸업 후 진출분야는 영양사 (병원·산업체·보건소·사회복지시설 등), 임상영양사(병원, 사

회복지시설 등), 영양교사 (초·중·고등학교), 연구원 (국가기관·기업체 등), 공무원 (보건복
지부·교육부 등), 영양상담원 (병원·건강증진센터 등), 식품업체 및 급식관련업체의 경영자, 

제품개발자, 관리자, 마케팅 등의 분야 종사자, Food Coordinator (식품광고·테이블 코디네
이션 등), 식품영양 관련 분야 전문기자, 음식평론가 등이 있으며 또한 대학원에 진학하여 

석사 및 박사 학위를 취득하고 연구 및 교육에 종사할 수 있고 위의 전문영역에서 보다 
높은 수준의 직무를 담당할 수 있다. 

□ 아동복지학과(Department of Child Welfare)

본 학과는 아동학과 사회복지학이 학제적으로 결합된 전공이다. 아동복지학은 아동의 

신체적, 인지적, 정서적, 사회적 발달에 관한 제반 지식과 아동의 건전한 성장발달을 도울 
수 있는 능력과 기술, 그리고 가정과 사회에서 발생하는 아동과 가족에 관련된 문제들에 

대하여 정책적·임상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체계적으로 연구하는 학문이다. 구체적
으로 아동의 신체적·지적·정서적·사회적 발달에 대한 제반 지식과 아동의 건전한 성장발달

을 도울 수 있는 능력과 기술을 배우고 사회적 해결이 필요한 아동과 가족의 다양한 문제
들(아동발달, 보육, 아동빈곤, 문제아동 상담, 아동·청소년의 사회적 보호, 학교사회복지 

등)에 대해 이해하고 문제 해결의 지식과 사회자원을 동원 할 수 있는 역량 습득을 목적
으로 한다.

졸업 후에는 보육교사, 유치원교사(교직이수자에 한함), 사회복지사, 사회복지전담 공무
원, 건강가정사, 아동·사회복지 관련기관의 연구원, 방과후 아동지도사, 아동놀이치료사, 전

문상담원, 아동상담전문가(아동상담사), 아동발달전문가 및 아동관련 산업체에서 일할 수 
있으며 대학원에 진학, 연구 및 교육에 종사할 수 있다.

□ 의류학과(Department of Clothing & Textiles)

의류학과는 다양한 교육활동을 통해서 미래사회 패션산업을 이끌어갈 패션 전문인재 양

성을 목적으로 한다. 본 학과의 교육과정은 패션소재, 패션마케팅, 패션디자인, 테크니컬웨
어 설계, 의류설계생산 등 의류학 분야의 전문적 지식과 기술을 습득하고 응용할 수 있는 

이론뿐 아니라 실험실습 교육과정을 제공하고 있다. 
본 학과는 매년 작품전시회 및 캡스톤디자인 경진대회를 개최하고 있으며, 전국 공모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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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러스트공모전, 패션상품기획콘테스트, 텍스타일넥타이 공모전 등)에서 많은 수상실적으
로 실무역량을 갖춘 우수인재를 양성하고 있다. 또한, 기업체 전문가 특강, 패션업체 견학 

및 현장실습(인턴쉽) 등 산업체연계 다양한 취업역량프로그램을 운영하며, 사회맞춤형 산
학협력선도대학(LINC+) 육성사업, 대학육성사업, 대학혁신지원사업 등에 참여하여 지역사

회 패션업체와의 네트워크 활성화를 통한 취업역량 강화 및 경쟁력을 확보하고 있다. 
교과과정은 패션디자인, 패션소비자심리, 의류소재의 이해, 패션일러스트레이션, 인체와 

의복, 패션문화, 패션마케팅, 디지털 패션경영, 패션과 염색, 패션제품생산공정, 의복구성학, 
패션웹사이트기획, 의복환경학, 패션 CAD, 패션상품기획 및 실습(캡스톤디자인), 테일러

링, 패션소재기획실습, 테크니컬웨어, 의류소재평가, 창작의상 및 캡스톤디자인Ⅱ, 패션매장
관리 및 실습, 테크니컬제품관리, 글로벌패션산업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사회진출분야는 패션디자이너, 패션기획MD, 텍스타일디자이너, 브랜드 매니저, VMD, 
패션바이어, 벤더, 광고 및 프로모션 에이전트, 패션에디터, 스타일리스트, 패션컨설턴트 및 

퍼스널쇼퍼, 샵마스터, 쇼호스트, 쇼핑몰 창업 및 경영, 교사(중등정교사2급), 교수, 연구원 
등이다.

□ 주거환경학과(Department of Housing and Interior Design)

사용자의 생활적 관점에서 편리하고 쾌적한 주거환경 창출을 궁극적 목표로 하며, 인간

을 둘러싼 주거와 환경문제를 비롯한 각종 공간의 기획, 설계, 디자인, 복지, 관리에 대한 
제반지식과 기술을 습득하여 국내외 주택 및 실내디자인 관련 산업의 수요에 부합하고, 주

거환경의 질적 향상에 기여하는 전문인의 양성을 목적으로 한다.
본 학과는 충청지역과 대전광역시 전역의 타 대학교에 개설되어 있지 않은 중부권에 유

일한 학과로 주택관련 인력수요에 대해 지역적으로 독점적인 경쟁력을 갖춘 취업률 상위학
과이며, 주거환경학 세부전공별 전문 교수진으로 우수한 학과교육시스템을 운영하고 있다.

교과과정은 주택 및 공간을 기획, 디자인, 관리할 수 있는 지식과 기술을 습득하기 위
한 주거 및 커뮤니티 계획, 실내환경 및 친환경주거, 리모델링 및 공간디자인, 주거 복지 

및 정책 등의 교과목과 논리적 사고와 산업체 요구에 대응하기 위한 연구방법, 세미나, 인
턴십, 중등 가정과교사를 위한 과목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러한 교과과정을 이수한 주거환경학 전공자의 진출분야는 주택건설산업, 실내디자인
산업, 주택마케팅 및 분양산업, 주생활재(부엌설비, 가구 등) 관련산업 등의 기획 및 디자

이너, 주택관리산업의 직원 또는 아파트 관리소장, 리모델링산업, 주택안전 및 환경진단산
업, 주택관련연구소 등의 연구원, 건축물 친환경인증 컨설팅 산업체, 주택관련 공기업과 정

부 및 지자체의 주거환경 관련부서 공무원, 중고등학교의 가정과교사 등으로 구분된다. 

□ 소비자학과(Department of Consumer Science)

소비자학과는 소비자의 복지 향상과 권익보호 및 건전한 소비문화 형성을 위해 필요한 
제반이론과 실제를 연구하여 소비자중심시대에서 필요로 하는 전문 인력을 양성하는 것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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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으로 한다. 급속한 경제발전과 과학기술의 발달, 인구구조의 변화를 비롯한 정치적・
사회적 변화 등으로 인간생활에서 소비자에 대한 관심이 집중되고 있으며, 다양한 분야에

서 소비자관련 전문 인력의 필요성을 인정받고 있는 만큼 시대에 앞선 학문이라고 할 수 
있다. 또한 충북대학교는 국공립대학으로는 최초로 2008년 독립된 학과로 소비자학과를 

신설하였으며 이후 많은 대학들의 소비자학과 분리 및 신설에 영향을 미치며 소비자학 연
구의 선도적 역할을 해오고 있다. 

소비자학과에서는 금융소비자와 소비자재무, 소비자트렌드와 소비자행동, 소비자정보, 
소비자교육 및 상담, 소비자정책 등의 전공영역을 구성하여 각 분야에서의  전문가 양성을 

위한 교과내용을 제공하고 있다. 개인소비자와 가계의 경제 및 금융생활에 관련된 내용을 
다룸으로써 재무설계분야의 전문가나 금융기관 연구소 등에서 필요로 하는 전문 인력을 

양성하며, 소비자행동 및 시장변화와 관련된 교과목을 통해 소비트렌드 전문 인력과 소비
자행동 분석이 가능한 전문 인력을 양성하고 있다. 또한 소비자 피해구제와 소비자상담 및 

교육과 관련된 내용을 통해 소비자상담 및 소비자교육 전문인을 양성하고 있다. 소비자정
보와 관련된 교과목은 인터넷 기반의 다양한 거래가 활발해지고 기업의 고객관계관리를 

위한 소비자정보 활용이 증가하면서 소비자정보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분석할 수 있는 
역량을 갖춘 전문 인력 양성에 최적화되어 있다.  

소비자학과를 졸업한 후에는 금융기관, 한국소비자원 등 공공기관, 유통업체, 각 기업의 
CS부서, 신용회복위원회, 소비자교육기관 및 단체, 소비문화전문기자, 소비생활전문프로듀

서, 언론계, 가정과 교사에서도 활발히 활동할 수 있다.

❚ 업무별 담당자

부서 직위 성명 주요업무
전화번호
(261)

생활과학대학

학장 김지영 생활과학대학 업무 총괄 2692

교학담당부학장 김미경 교학업무 총괄 3616

행정실장 김풍순 7행정실 업무 총괄 2643

팀장 이혜재
대학업무 총괄 추진, 

기획처, 대학회계, 시설관리 업무
2759

주무관 연은옥
학적, 수업, 학생과, 

산학협력단 및 교직 관련 업무
3428

주무관 김선영
교무, 교원, 입시, 

일반서무 및 물품관련 업무 
26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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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수의과대학(College of Veterinary Medicine)

수의과대학은 1989년에 농과대학 수의학과로 발족한 후, 1994년에는 단과대학으로 승격
되었으며, 1998년에는 학제가 6년제로 확대 개편되어 오늘에 이르고 있다. 또한 1993년에
는 대학원 석사과정이, 1996년부터는 대학원 박사과정이 개설되었다.

부속기관으로는 동물병원과 수의학교육실이 있으며, 협력기관으로는 동물의학연구소, 
실험동물연구지원센터, 충북야생동물센터가 설립되어 있다.

수의과대학의 교육목표는 글로컬 혁신을 선도하고 인류보건 향상, 동물복지 증진, 및 
건강한 동물-인간-자연의 One Health를 리드하는 창의적이고 올바른 인성을 갖춘 수의사 
양성에 있으며, ʻ동물진료를 잘하는 수의사, One Health 전문수의사 및 사회적 책임을 다
하는 수의사ʼ를 길러내고 있다. 또한 축산식품의 안전성 확보를 담당하는 공중보건전문가, 
의약품, 화장품 및 생활용품 등에 대한 안전성·유효성 평가전문가, 유전공학, 체외수정 및 
수정란 이식기술 등을 이용한 발생공학전문가 등, 동물은 물론 사람의 건강과 복지에 기여
하는 보건의료전문가를 양성하는 데 있다. 

수의과대학의 학생은 수의예과 2년을 수료하고, 수의본과 4년 과정에 진입하여야 하며, 
기초수의학, 예방수의학, 임상수의학의 관련 교과목을 단계적으로 이수하고, 160학점 이상
을 취득하여야 졸업이 가능하다. 6년간의 전과정을 이수하고 수의사 국가고시를 통해 농림
수산식품부로터 수의사면허를 취득하게 되고, 수의사로서의 전문적인 활동을 하게 된다. 또
한, 6년의 수의학 과정을 마친 후 수의장교와 공중방역수의사로서 병역을 대체하게 된다. 

수의사의 주된 사회진출방향으로는 임상수의사(동물병원), 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의약
품안전평가원, 농림축산검역본부, 국립보건원, 국립환경과학원, 각 시·도 보건환경연구원, 
각 시·도 축산위생연구소 등의 국·공립 연구원, 사료회사, 육가공회사, 유가공회사 등의 
축산식품 관련업체, 제약회사, 화장품회사, 생명공학 관련 업체 및 연구소 등에서 검사원, 
연구원 등의 전문가로 활동하게 된다. 

학  과 Department
수의예과 Department of Pre-veterinary Medicine
수의학과 Department of Veterinary Medicine

□ 수의예과(Department of Pre-veterinary Medicine)

수의예과의 1학년은 수의사라는 전문가가 되기 위해서 필요한 기본적인 교양 및 전공
과목을, 2학년은 본과인 수의학과 전공과목을 수강할 때 필요한 기초학문을 이해함으로써 
공익성과 도덕성을 요구하는 수의사의 기본 자질과 인성을 갖추도록 하여 동물을 잘 이해
하고 더불어 수의사로서 사회적 역할과 책임을 다할 수 있는 토대가 될 수 있도록 교육하
는 것을 목표로 한다.

본 수의예과 과정을 모두 이수한 학생은 수의학과로 진급하여 본격적으로 수의학을 공
부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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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의학과(Department of Veterinary Medicine)

수의학은 반려동물(개, 고양이, 파충류, 조류 등), 농장동물(소, 돼지, 말, 양, 염소, 토끼, 
닭, 오리, 칠면조 등), 실험동물(마우스, 랫드, 기니픽, 햄스터, 토끼, 개, 영장류), 수생생물

(해산어패류 및 민물어패류), 야생동물(포유동물, 양서류, 파충류, 조류 등) 및 양봉 등의 
곤충에 이르기까지 모든 동물의 질병을 예방하고 치료함은 물론, 반려자로서 인간과 동물

의 건전한 관계를 맺을 수 있도록 하는『동물을 대상으로 하는 전문 의과학』이다. 
따라서 수의학과에서는 수의해부학, 수의조직학, 실험동물의학, 수의생리학, 수의생화학, 

수의면역학, 수의독성학, 수의약리학, 수의발생학 등의 기초수의학 과목, 수의공중보건학
(식품위생학, 환경위생학), 수의바이러스학, 수의세균학, 수의역학, 수의전염병학(세균성 및 

바이러스성 감염병), 수의기생충학, 수의병리학, 조류질병학 등의 예방수의학 과목, 수의내
과학, 수의외과학, 수의산과학, 수의진단검사의학, 야생동물의학, 수의방사선학, 수의진단영

상학, 수의피부과학, 수생생물질병학, 수의생물공학, 수의안과학 등의 임상수의학 과목은 
물론 수의사법규, 수의학심화프로그램, 각 전공별 실습(기초, 예방 및 임상 분야) 및 그 외 

전공선택 과목을 단계적으로 이수하게 되며, 전문적인 지식과 폭 넓은 인격을 겸비한 유능
한 수의사를 양성하여 사회에 보급함으로써 인간생활을 보다 윤택하게 하는 데 도움을 주

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 업무별 담당자

부서 직위 성명 주요업무
전화번호
(261)

수의과대학

학장 현상환 수의과대학 업무 총괄 3150

교학담당부학장 강병택 교학업무 총괄 3744

행정실장 임한숙 행정업무 총괄 2833

팀장 최인숙
행정실 주무

기획·평가 및 대학회계 집행
2393

주무관 김정환 학생 및 물품·시설·일반서무 2396

주무관 윤지영 교무·학사·대학원 및 입시 2394

주무관 조계연 본관 환경미화 -

주무관 김정예 신관 및 동물병원 환경미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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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약학대학(College of Pharmacy)

약학은 물리학, 생물학, 화학 등의 기초과학의 기반위에 이루어지는 생명현상을 다루는 
학문이며, 이러한 생명현상에 영향을 주는 생리활성물질에 관하여 연구하는 응용과학이며 

종합생명과학이다. 
그러므로 약학교육의 목적은 각종 질병의 예방과 치료에 직·간접으로 사용되는 의약품

의 창제, 생산, 관리, 평가, 공급, 의약품의 환자에의 적용, 임상적 응용, 의약정보, 질병예
방을 위한 보건위생 등에 관한 학술적 이론과 그 광범위한 기술을 연마하고 지도자적 인

격과 사회윤리의식 및 사명감을 갖추어, 생명과학의 중추적 역할을 담당할 인재를 양성하
는 데 있다. 

따라서 충북대학교 약학대학의 교육목표는 환자에 대한 투약설계 및 조제능력 등의 보
건의료 및 임상약학 분야, 의약품의 개발, 생산, 제조, 관리 등의 의약품 제조 분야 등에 

대한 연구능력을 갖춘, 전인적인 약사 및 약학자를 양성함에 있으며, 다음과 같은 사항에 
중점을 둔다. 

(1) 생명을 책임지는 보건 의료인으로서 인격의 도야와 약사로서 사회적 사명과 윤리관

의 확립
(2) 약학자로서 갖추어야 할 기초과학 및 기초 약학교육을 이수하고 이를 응용하는 연

구능력의 개발
(3) 약사로서 필요한 응용 약학교육과 임상교육을 이수하여 환자를 위한 투약, 조제 및 

건강 상담을 담당할 수 있는 능력 배양
(4) 졸업 후에도 최신 지견을 습득하고 변화하는 약학환경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자기

평가와 자기개발을 할 수 있는 능력과 태도의 함양

학    과    Department
약 학 과    Department of Pharmacy

제약학과    Department of Manufacturing Pharmacy

□ 약학과(Department of Pharmacy)

약학과는 질병의 예방 및 치료를 위한 학술적 이론과 기술을 연구하는 과학자 또는 의
약품에 대한 이론과 기술을 응용할 수 있는 전문인이 되기 위한 과정을 제공한다. 

약학과에는 생리활성물질 즉 의약품의 물성 및 생체내작용, 생리활성 물질의 분리 및 
확인, 약효평가, 의약품의 배합 및 조제, 병태생리, 의약품정보, 공중보건, 한약학 등에 관

하여 교육과 연구를 진행한다. 이를 위하여 생약학교실, 생화학교실, 약물학교실, 위생약학
교실, 임상약학 교실 등의 연구실을 갖추고 있으며, 이들 연구실을 지원하기 위하여 부속

약국실습실, 약초원, 중앙기기실, 동물실험실 등이 있다. 졸업 후에 활동할 수 있는 사회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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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능분야에는 약국경영, 병원 및 제약회사, 교육 및 연구분야, 식품 및 환경분야, 보건직의
행정 및 기술분야 등에서 활동할 수 있다. 

□ 제약학과(Department of Manufacturing Pharmacy)

제약학과는 의약품의 원료 및 자원개발에 관한 연구 또는 의약품의 제조에 관한 이론과 

기술을 개발할 수 있는 응용과학자 또는 전문인이 되기 위한 과정을 제공한다. 
제약학과의 교육 및 연구방향은 원료의약품의 합성, 의약품제제개발 및 의약품 품질관

리에 중점을 두고 있으며 제약학과에는 물리약학교실, 미생물학교실, 분석화학교실, 약제학
교실, 유기약학교실 등의 연구실을 갖추고 있으며, 이들 연구실을 지원하기 위하여 부속약

국실습실, 약초원, 중앙기기실, 동물실험실 등이 있다. 
졸업 후에 활동할 수 있는 사회적 직능분야는 제약회사의 연구 및 생산분야, 약국경영, 

교육 및 연구분야, 제약공업분야 및 정밀화학분야 등에서 활동할 수 있다. 

❚ 업무별 담당자

부서 직위 성명 주요업무
전화번호
(261)

약학대학

학장 송석길 약학대학 업무 총괄 2817

교학담당부학장 정재경 교학업무 총괄 2635

행정실장 임한숙 약학대학 행정 업무 총괄 2833

팀장 박종현 행정업무 주무 2805

주무관 이혜령 전임교원인사 및 대학회계 업무 1388

주무관 김민서 학사 및 연구실안전환경관리자 2804

주무관 김연지 대학원 및 일반서무 업무 2806

위생실

주무관 김옥자

환경미화 업무주무관 임정은

주무관 이순옥

관리실
주무관 변상윤

경비 업무
2829

주무관 양병철 2829

시설관리실 주무관 황의민 시설 관리 및 가스안전관리자 13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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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의과대학(College of Medicine)

충북대학교 의과대학의 사명은 “건강한 삶의 실현”이며, 교육목적은 진리, 정의, 개척의 
건학이념을 바탕으로 건강한 삶에 헌신하는 의료전문가를 양성하는 데 있다. 의과대학의 
구성은 다음과 같다.

의 예 과    Department of Pre-Medicine
의 학 과    Department of Medicine
간호학과    Department of Nursing Science 

□ 의예과(Department of Pre-Medicine) 

1985년 설립이후, 의예과는 자연과학대학 소속이었으나, 2009년부터 소속을 의과대학으로 
변경하여 의학교육 및 의료 환경의 변화에 보다 효율적이고 능동적으로 대처하도록 하였다. 
2005년부터는 의과대학이 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 혼용 학제로 변경되어서 의예과 정원이 
감소하였다. 2015년부터는 의과대학 단일 학제로 환원되어 이로 인하여 의예과 모집 정원
수가 2013년도부터 증가되기 시작하였고 2016년도까지 단계적으로 회복하였다. 의예과의 
교육목적은 올바르고 능력 있는 의사로서의 역할을 수행하기 위한 기본적인 역량, 자세 및 
윤리의식을 계발하고 의학과 인간에 대한 탐구를 위한 기본지식을 갖추는 것이다. 의예과 
교과과정은 교양과 전공으로 구성된다. 교양과정은 국어, 영어, 화학의 개신기초교양과 일반
교양, 확대교양으로 이루어져 있다. 전공과정은 핵심생물학, 의료인문학세미나, 의학통계, 
의학기초세미나, 의학물리, 의학생화학, 인체생물학, 인체생리학, 국제개발협력과 보건의료, 
의료기기 및 시스템의 이해 등의 전공필수과목과 인간과윤리, 독서세미나, 유기화학, 의학
연구실습 등의 전공 선택으로 이루어져 있다. 이 과정을 통하여 인문사회과학과 자연과학의 
기초를 세우고 비판적, 논리적 사고 및 표현능력, 평생교육능력과 글로벌 역량을 갖추도록 
하며, 공감 소통하며 협력하는 능력, 의사로서의 윤리에 대한 기본자세를 갖추도록 한다. 2년
간의 의예과과정을 수료하면 의학과로 진입하여 본격적으로 의학을 공부하게 된다. 

□ 의학과(Department of Medicine)

의학과는 건학이념을 바탕으로 건강한 삶에 헌신하는 의료전문가를 양성하는 데 목적을 
두고 있으며 구체적으로 다음과 같은 교육목표와 졸업성과를 가지고 있다.

교 육 목 표
[개척] 미래를 창조하는 의사(Creative Leader)
[진리] 능력을 키워가는 의사(Brilliant Researcher)
[정의] 생명을 존중하는 의사(Noble Doctor)
[조화] 협력을 도모하는 의사(Unselfish Collaborat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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졸 업 성 과
1. 의료에서 기본의학지식을 활용할 수 있다.(기본의학지식)

2. 자료분석과 의학적 추론을 통해 상황에 맞는 판단 및 의사결정을 할 수 있다.(문제해결능력)
3. 진료현장에서 일차진료의사로서 역량을 발휘할 수 있다.(일차진료역량)

4. 지역사회에 대한 보건의료 실행능력을 기른다.(지역사회건강)
5. 사회에서 존경 받을 수 있는 의사로서의 전문직업성을 갖춘다.(전문직업성)

6. 환자와 가족, 그리고 타 직종 의료종사자들과 원활한 의사소통을 할 수 있다.(의사소통능력)

교과과정도 이 목표에 준하여 우선 기초의학과목을 이수한 후 내과, 외과, 소아과, 산부인과 
및 특과임상과목에 대한 폭넓은 지식과 경험을 쌓아 장차 지역사회에 봉사할 수 있는 의료인의 

자질을 기를 수 있도록 구성되어 있다.

□ 간호학과(Department of Nursing Science)

간호학과는 인도주의를 바탕으로 인류의 건강증진에 기여할 전문직 간호사를 양성하기 
위한 목적으로 2012년에 신설되어 첫 신입생 63명이 입학하였다. 현재는 240여명의 4개 학년 

학부생과 대학원 석사·박사 과정을 두고 있는 명실상부 충북대학교 대표학과로 성장하였다.
간호학과의 모든 학생들은 내실 있는 교육을 통해 우수한 간호실무 능력과 자질을 갖추어, 

졸업 후 다양한 간호 현장 및 보건의료 분야에서 주도적 역할을 할 간호사, 간호지도자 및 
보건의료전문가로 성장할 것이다. 간호학과의 교육과정은 학생들에게 간호사로서 지녀야 

할 가치관과 직업윤리를 함양하고 우수한 실무능력을 갖추도록 다양한 교양교과목과 전공
교과목으로 구성되어 있다. 특히 충북대학교 병원이 있어 임상실습을 충실하게 할 수 있는 

여건을 갖추고 있다.    
졸업 후 간호사 면허증을 취득한 후 대학병원 및 국내 주요 병원의 임상간호사, 간호직 

및 보건직 공무원, 기업체 의무실에서 근무하는 산업간호사, 연구간호사, 보험심사간호사, 
손해사정사, 공공기관 간호사(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국민연금공단, 근로

복지공단 등), 간호장교 등 다양한 보건의료 분야에 취업할 수 있다. 대학 졸업 후 해당 
분야에서 3년 이상의 임상실무 경력을 쌓은 후 전문간호사 교육지정 대학원에서 교육과정을 

이수하고 전문간호사 시험에 합격하면 가정, 노인, 응급, 아동, 마취, 임상, 산업전, 정신, 
중환자, 종양, 호스피스, 감염, 보건의 총 13개 분야 전문간호사로 활동할 수 있다. 또한 

대학원을 졸업 한 후 보건의료기관의 연구 간호사로 취업하거나 간호학자로 성장할 수 있고, 
미국간호사면허시험(NCLEX-RN)에 합격하면 미국의 병원에 취업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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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업무별 담당자

부서 직위 성명 주요업무
전화번호
(261)

의과대학

학장 김원섭
의과대학, 

의생명과학경영융합대학원 업무 총괄
3885

교학담당

부학장
김찬형 교학업무 총괄 2868

행정실장 임한숙 행정업무 총괄(교학업무제외) 2833

팀장 강순자 행정실 주무, 기획, 대외협력, 공간관리업무 2836

주무관 이우진 교무, 연구(실험·실습)실 안전관리 업무 2874

주무관 김성구 대학회계 예산 및 지출 업무 2834

주무관 박영순 학생, 입학 및 연구, 산학협력 업무 2835

주무관 한희근 일반서무 및 시설관리 업무 3216

주무관 반영실 대학원 및 의생명과학경영융합대학원 업무 2840

주무관 유혜경
장학, 물품관리, 인증평가, 각종 회의 및 

행사지원 업무
2830

실험실

주무관 홍성용 해부학실습 및 조직학 실험 실습 관련 업무 2876

주무관 김영주 동물실 관련 업무 및 임상수기교육센터 지원 업무 2872

주무관 정수정 간호학과 교내외 실습업무 총괄
(249)

1711

관리실

주무관 홍의순 의과대학 1호관 및 교육인재관 1~2층 청사관리

주무관 라유정 의과대학 2호관 및 교육인재관 1~2층 청사관리

주무관 김미자 나이팅게일관 및 교육인재관 1~2층 청사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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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자율전공학부(Liberal studies major)

자율전공학부는 지식기반사회에서 미래가 필요로 하는 통섭형 인재를 양성하기 위해 
2012년에 신설된 학부이다.

학생들이 1년 동안 인문사회, 자연과학 등 다양한 학문 영역을 직접 경험하고 이를 통
해 논리적·창조적 리더로서의 자질을 함양하여, 본인 스스로 적성과 미래 비전을 고려하

여 전공을 선택하도록 하는 유연한 학부이다. 
자율전공학부에 입학한 학생들은 본인의 희망과 노력, 역량에 따라 다양한 진로를 모색

하고 자율적으로 미래를 설계할 수 있다
전공배정은 2학기 종료 후 2학년 진급 시에 인문·자연계열 구분 없이 학과(전공)를 선

택하게 된다. 더불어 학과(전공) 선택은 사범대, 약대, 수의대, 의대 및 예·체능학과를 제
외한 모든 학과(전공)를 선택할 수 있다. 학과(전공)를 선택하여 배정되면 해당 학과로 소

속이 변경되어 본인의 희망에 따라 학문을 탐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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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융합학과군(Inter-College Program)

융합학과군은 회화, 조소, 디자인 분야의 전문교육을 통해 창의력과 통찰력을 갖춘 전문 
예술인재 양성을 목표로 합니다. 1974년 미술교육과로 출발하여 많은 작가와 교육자, 예술

전문인을 배출한 융합학과군은 현재 조형예술학과(동양화, 서양화, 조소 전공)와 디자인학과 
로 구분되어 순수미술과 응용미술 전반의 실기 및 이론 교육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융합학과군의 교과과정은 기존의 전통적 지식과 기법훈련에 근거한 기초강화교육부터 
동시대 예술 디자인 정신과 문화를 적극 수용하는 열린 강좌에 이르기까지 단계적 역량 

강화 프로그램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또한 예술의 제한된 영역을 넘어 인문학, 사회과학, 
이공계 등 다른 분야와 만나는 융복합 교육프로그램을 개발하여 궁극적으로 글로벌 공동

체에 기여할 수 있는 통합적 사고능력을 갖춘 예술 전문인력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
합니다. 

융합학과군

조형예술학과
디자인학과

□ 조형예술학과 (Department of Fine Art)

  조형예술학과의 교육목표는 인간의 삶을 아름답고 풍요로운 시각으로 제시하는 전문 미

술인을 양성하는데 있다. 이는 궁극적으로 21세기 문화·예술 시대의 패러다임에 걸 맞는 
창의력과 통찰력을 겸비한 미래의 문화기술(Culture Technology) 지도자를 배출하는 것이

다. 동양화·서양화·조소의 세 개 전공은 인문학의 지식체계와 문화·예술의 감성체계를 
교차 교육하는 균형 잡힌 교과과정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학생 스스로 진로를 설계할 수 

있도록 열려 있다.
 특히 미술교육의 특성에 적합하게 설계된 신축 미술관과 스튜디오에서는 전공별 특성에 

맞는 다양한 표현 및 매체의 체험교육이 진행된다. 학생들은 저마다의 개인별 창작공간에
서 자신의 작품세계를 구축해 가고 1층 갤러리에서는 수시로 그 과정과 성과를 가늠하는 

작품전이 열린다. 정규 교과과정 외에도 세미나, 워크숍, 특강 등의 프로그램을 통해 명망 
있는 국내외의 작가나 문화평론가 등을 초청하여 세계 문화·예술의 흐름을 읽을 수 있도

록 적극 지원하고 있다. 또한 엄격한 학사과정을 마친 졸업자는 아트디렉터, 미술작가, 미
술교육자, 큐레이터, 문화기획자 등으로 국내외를 망라한 곳곳에서 왕성하게 활동하고 있

다. 충북대학교 조형예술학과는 이러한 진취적 목표의식과 열정을 통해 미술세계의 중심, 
세계미술의 관문으로서 그 영역을 지속적으로 확장해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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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디자인학과(Department of Design)

  디자인학과의 교육목표는 디자인 기본원리에 충실한 시각커뮤니케이션 능력을 배양하여 
미래 디자인문화를 선도할 수 있는 전문디자이너를 양성하는데 있다. 교육과정은 교양과 

공동체 의식을 갖춘 통찰력 있는 지성인을 목표로 하여 창의적 사고와 디자인 전문지식을 
겸비할 수 있도록 체계적으로 구성되어 있다. 

  디자인학과는 2002학년도에 인문대학 미술과 시각디자인전공을 시작으로, 2012학년도에 
신설학과로 독립하여 새롭게 출발하였다. 각 학년은 10명 미만의 소규모 그룹으로 구성되

며, 수업시간에는 모든 학생이 Critique에 참여한다. 교수와 1:1 Tutorial이 수시로 이루어지
며, 디자인 CEO에 의한 Master Class, Portfolio Critique은 우리학생 하나하나를 위한 맞

춤교육방식이다. 특화된 교육과정은 물론 학생들의 자치활동인 학생회, 교외체험학습프로
그램인 디자인캠프, 기업탐방 취업진로프로그램인 디자인탐험대, 한 학기를 결산하는 정기

과제전시회, 4년을 마무리하는 졸업전시회, 디자인재능기부 등 다양한 프로그램이 단계별
로 잘 짜여 있다.

  디자인학과를 통하면 ʻ우리의 인간다움ʼ을 찾아 인류의 행복을 다양하게 제시하는 ʻ따뜻
한 디자이너ʼ로 성장해 나갈 수 있다.

❚ 업무별 담당자

부서 직위 성명 주요업무
전화번호
(261)

융합학과군

군장 이미순 융합학과군 업무 총괄 3913

행정실장 유근혁 행정실 업무 총괄 2083

팀장 김춘환 기획 및 평가업무 2086

주무관 김미회 교무 및 학생업무 2082

주무관 안현선 학사 및 장학업무 2085

주무관 조윤미 회계 및 서무업무 31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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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법학전문대학원(Law School)

법학전문대학원은 사회과학대학의 법학과로 출발하여 1989년 법과대학으로 승격되었고, 
공법학과(40), 사법학과(40) 2개 학과로 운영되어 오다가 1996년부터 법학부로 통합 운영

되고 있으며, 2009년부터는 법학전문대학원 개원하였다.
법학전문대학원은 법학전반에 걸친 이론과 실제를 교육함으로써 사회에 공헌할 수 있는 

유능한 인재의 양성을 교육목적으로 하고 있다. 
법학전문대학원의 교육내용은 다양하다. 우선 기초 법학으로서 법존재론, 법가치론, 법

학방법론 등을 연구하는 법철학, 실정법의 역사적 배경과 성립과정을 탐구하는 법제사 및 
비교법적인 측면에서 외국법의 강좌를 개설하여 실정법의 기초강좌를 수강케 하고 헌법, 

민법, 형법 등 기본법 이외에도 상법, 행정법, 민사소송법, 형사소송법, 사회법, 국제법 등
의 전공과목과 기타의 선택과목을 개설하고 있으며 특히 변화하는 산업사회의 법적 수요

에 부응하는 각종의 강좌를 개설하고 있다. 
법학전문대학원의 졸업생은 졸업 후 법조계, 학계, 교육계, 언론계, 정·관계 등으로 진출

하여 다양하게 활동하고 있다.

❚ 업무별 담당자

부서 직위 성명 주요업무
전화번호
(261)

법학전문
대학원

행정실장 이창수 행정실 업무 총괄 2173

팀장 이지숙 대학회계 예산, 주요 기획 2613

주무관 정숙자 보안, 시설, 소방 관련 업무 3377

주무관 조미정
법무대학원 및 일반대학원 업무,

논문심사, 학생 및 취업 업무
2614

주무관 전미경
교무, 산학협력단 관련 업무, 

기획 및 평가
2616

주무관 송영호 학사, 졸업, 급여 및 제수당 3452

사무원 박미소 입시 및 장학, 서무 2615

법학전문대학원
학생지도센터

사무원 신나혜 실무실습, 학생지도 및 취업 업무 3521

법학과사무실
조교 표송현 졸업, 장학, 교무 2620

조교 유달아 수업, 대학원 업무 2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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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도서관

가. 개요
대학도서관은 급변하는 지식정보사회에서 학생, 교수, 직원, 일반연구자들의 정보요구를 

충족시켜주기 위하여 설치·운영하는 대학의 교육기본시설이다. 또한 대학교육의 목표달성
을 지원하기 위해 교육과정의 효과적인 지원, 도서관 이용의 체계적 지도, 정보망을 통한 

정보자료 유통 등의 중추적 역할을 수행한다. 오늘날 다양한 이용자요구 및 매체의 발달로  
학습·연구의 기능이 확대되고 있으며, 더 나아가 자료의 보존기능과 지역사회 개방에 따

른 문화적·사회적 봉사기능까지 수행하고 있다.

나. 연혁
본 도서관은 1951년 9월 27일 본교의 전신인 청주초급농과대학 부속도서관으로 개설, 

그간 1953년 청주농과대학 도서관, 1956년 충북대학 도서관, 1978년 충북대학교 도서관으
로 개칭하였으며, 1990년 8월 26일 의과대학 분관, 2002년 3월 2일 열람실 전용 건물인 

형설관, 2003년 8월 26일 법과대학 분관, 2003년 9월 5일 전자정보실, 2012년 2월 18일 
종합교육지원센터 1층(현 법전원) 제 1보존서고, 2012년 3월 20일 과학기술도서관을 신설

하였다. 또한 1995년 도서관 업무를 전산화하고 학술정보시스템(CLASS) 가동을 시작하여 
2013년 2월에는 학술정보시스템을 Solars7(아이네크사)으로 업그레이드 하여 운영하고 있

다. 2015년 중앙도서관 구관 1층 로비와 2-3층 서비스 공간을 리모델링하였고, 2016년 
지하주차장 공간을 신설하고, 2016년에서 2018년에 걸쳐 연면적 10,000㎡의 면적으로 중

앙도서관 신관 신증축 사업과 ICT환경을 접목한 관리운영시스템 구축사업을 성공적으로 
추진하여 2018년 9월부터 스마트 도서관서비스를 가동하고 있다. 2019년부터 2021년까지 

중앙도서관 구관 환경개선 공사를 완료하였고, 2020년 2월에는 청주시의 예산을 지원받아, 
중앙도서관 신관에 시민복합문화공간을 조성하여 운영하고 있다. 

현 중앙도서관은 구관 4층 건물과 신관 5층 건물이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연면적 
25,908㎡, 2,342석의 좌석을 갖추고 있으며, 효과적인 교수학습 및 연구지원을 위해 노력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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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가구

라. 현황
 1) 장서

                                                          <2022. 국립대학도서관보>

단 행 본
국내서 897,327책

1,121,337책
국외서 224,010책

학 위 논 문 32,271책 32,271책

정기간행물
국내학술잡지 666종

864종
국외학술잡지 198종

비도서자료
(e-book포함) 236,329점 236,329점

전 자 자 료 
국내학술데이터베이스 15 패키지 96패키지
국외학술데이터베이스 81 패키지

 2) 시설

                                                       <2022. 4. 1. 기준>

구 분
중앙도서관 의  학

도서관
법  학
도서관 계

구관 신관 소계

열람석 1,056 1,286 2,342 12 32 2,386

면적(㎡) 16,515 9,393 25,908 132 842 26,8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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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층별 현황                   
                                <2022. 4. 1. 기준>

 ‣ 중앙도서관

 ‣ 분관도서관

구분
중앙도서관

구관 신관

지하1층 - 보존서고

1층

User Service Center, 러닝커먼
스라운지, 인터넷 학습실, 제1열
람실, 제2열람실, 소셜존, 사물함
실, 복사실,  
관장실, 사무실(지원과장실, 행정
지원팀, 기획홍보팀, 수서정리팀, 
학술연구지원팀)

Nova Aperio Space(Ⅰ), 
그룹스터디룸

2층 정기간행물실, 그룹스터디룸, 
캐럴, 장애인나눔터

Nova Aperio Space(Ⅱ), 
그룹스터디룸

3층

대출실, 북스토리,
3-1~4자료실(단행본 종교류, 
사회과학류, 어학류, 문학류, 역
사류),
사무공간(정보서비스팀, 정보관리팀)

멀티미디어실(PC 이용코너, 미디
어열람코너, 노트북열람코너),
사무공간(운영과장실, 전산팀)

4층
4-1~4자료실(단행본 총류, 철학
류, 순수과학류, 기술과학류, 예
술류, 서양서)

FIVE Space, 휴게마루, 스터디큐
브, 시민열람공간

5층 -
개신시네마, 학술정보교육실, 시
민사랑방, 교직원·대학원열람실, 
세미나실, 야외테라스

분관명 위치 비고

의학도서관 의과대학 임상연구동(E7-2) 1층 의학 주제분야 단행본, 참고도서, 
학술잡지

법학도서관 법학전문대학원(N2) 5층 의학 주제분야 단행본, 참고도서, 
학술잡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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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 도서관 이용시간
 1) 중앙도서관 및 분관 자료실

구  분 평   일 토요일

중
앙
도
서
관

구
관

대출실
주제자료실

학기중 09:00~20:00 09:00~13:00
방학중 09:00~18:00 -

정기간행물실 연  중 09:00~18:00 -

인터넷학습실
학기중 09:00~19:50 -
방학중 09:00~17:50

신
관

미디어열람코너
(3층)

연  중 09:00~18:00

의학도서관 연  중 09:00~18:00 -

법학도서관
학기중 

09:00~18:00
※ 수요일 : 09:00~20:00 -

방학중 09:00~18:00

  ※ 일요일, 법정공휴일은 휴실

 2) 열람실  

 ※ 휴관일: 설날, 추석 당일

 ※ 도서관 사정 및 이용 상황에 따라 변동 가능 

구  분 이 용 시 간 비   고

중

앙

도

서

관

구

관

1, 2열람실 05:00 ~ 24:00 제1, 2열람실 : 24시간 
개방(교대로 운영)

Learning Commons 
lounge 05:00 ~ 24:00

신

관

Nova Aperio Space
(1, 2층)

09:00 ~ 24:00

멀티미디어실(3층) 09:00 ~ 22:00

FAIV Space(4층) 09:00 ~ 22:00

교직원·대학원열람실
(5층)

09:00 ~ 22:00
교직원·대학원 전용 

학습공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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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 도서관 서비스
 1) 도서대출 서비스

구    분 책   수 기   간 비  고

학 부 생 7책 14일

대출기간

1회 연장가능

대학원생 15책 30일

교    수 35책 90일

직 원 · 조 교 15책 60일

시간강사 15책 30일

도서관회원 5책 14일

  ‣ 이 용 문 의 : 정보서비스팀 ☎ 261-2888

 2) 도서관 모바일 앱 안내
  ‣ 활용: 중앙도서관 입출입(출입게이트 인증), 스터디룸 예약, 도서검색, 모바일 이용증 

등
  ‣ 다운로드 방법: Play(App) 스토어에서 “충북대학교 모바일도서관” 검색 후 다운로드
     ※ 자세한 모바일 활용방법은 앱-설정-이용안내 참고

 3) 열람실 자리 배석
  ‣ 이용대상 : 학부생, 대학원생, 휴학생, 졸업생(2년 이내)
  ‣ 이용시간 : 중앙도서관(신관) 09:00 ~ 24:00 / 중앙도서관(구관) 05:00~24:00
  ‣ 이용방법 
    - 신관: 모바일 앱에서 예약 후 출입게이트 통과(인증)하여 이용 또는 신관 좌석발급

기(Kiosk)에서 예약 후 인증하여 이용
    - 구관: ① 모바일 앱에서 예약 후 구관 좌석발급기(Kiosk)에서 인증하여 이용
            ② 모바일 앱 이용증 또는 학생증으로 구관 좌석발급기(Kiosk)에서 좌석표 

발급 후 이용(연장 및 조회는 모바일 앱에서 확인 가능)
     ※ 이용시간 종료 전에 퇴실할 경우 반드시 ‘퇴실’ 처리 바랍니다.

  ‣ 이용문의 : 정보서비스팀 ☎ 261-2898

4) 사물함 이용
  ‣ 중앙도서관 사물함을 분양받아 이용
  ‣ 분양시기 : 연 2회 (학기 초 도서관 홈페이지 공지), 홈페이지를 통한 분양 접수
  ‣ 이용대상 : 학부생, 대학원생, 졸업생(2년 이내)
  ‣ 신청문의 : 학생복지위원회 ☎ 261-3081

5) 그룹스터디룸 이용
  ‣ 이용대상 : 학부생, 대학원생, 휴학생, 졸업생(2년 이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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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용시간 : 1인 1일 1회 3시간 이내 
  ‣ 이용방법
   <신관 1~2층>
    - “충북대학교 모바일 도서관”앱에서 그룹스터디룸을 실행하여 스터디룸 선택 후 

도서관 신관 내에 설치된 좌석발급기(Kiosk)를 이용하여 인증
    -  시작시간 10분 전부터 30분 후까지 최소 예약인원 인증 후 비밀번호(push) 전송
    -  그룹스터디룸 예약 취소는 시작시간 전까지 가능
    -  대표예약자(예약한 이용자)가 취소시 예약 전체가 취소
   <구관 2층>
    - “충북대학교 모바일 도서관” 앱에서 그룹스터디룸을 실행하여 스터디룸 선택 후 도

서관 구관에 설치된 좌석발급기(Kiosk)에서 인증하고 이용
      (HDMI케이블, 리모컨 이용을 원할 시 3층 대출실에 학생증 맡기고 이용)
  ‣ 이용문의 : 정보서비스팀 ☎ 261-2898

6) 무선인터넷 서비스
  ‣ 관내에서 개인 노트북 이용 시 무선랜 서비스 제공
  ‣ 이용가능 지역 : 도서관 전체
  ‣ 이용문의 : 전산정보원 ☎ 261-2773 / 참고 사이트 http://wifi.cbnu.ac.kr/

7) 온라인 이용 교육(신입생 필수 이수)
  ‣ 도서관 이용 기본 교육을 공간 및 시간 제약없이 편리하게 들을 수 있도록 온라인 교

육 제공
  ‣ 도서관 주요 시설, 자료 이용 방법 및 주요 서비스 등에 관한 내용 소개
  ‣ 이용방법 : 도서관 홈페이지→온라인 이용교육 배너 클릭→교육 이수→인증절차(학번

입력)
  ‣ 이용문의: 학술연구지원팀 ☎ 261-2892, 249-1896
    ※ 신입생은 온라인 이용교육을 이수한 후 인증절차를 거쳐야 도서관 자료 대출가능

8) 도서관 이용교육
  ‣ 도서관 자료 이용과 학술정보 검색을 돕기 위하여 이용자 교육을 실시
  ‣ 교육대상 : 학부생, 대학원생, 교직원, 지역주민 (개인 및 단체 가능) 
  ‣ 교육내용 : 도서관 기본 정보, 리포트 작성법, 논문 작성 및 학술정보 검색 방법, 교외

접속법 (Proxy) 등
  ‣ 교육장소 : 중앙도서관 신관 5층 학술정보교육실, 온라인 교육 플랫폼
  ‣ 신청방법 : 도서관 홈페이지→로그인→도서관서비스→도서관 이용교육→신청 및 조회
  ‣ 이용문의 : 학술연구지원팀 ☎ 261-2892, 249-18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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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희망도서 신청
  ‣ 우리 도서관에 소장되어 있지 않은 자료를 구입신청하고 그 처리 상황을 홈페이지에

서 확인 할 수 있음. 
  ‣ 이용방법 : 도서관 홈페이지→ 로그인 → My library 『희망도서신청』 선택 → 온라

인 도서 검색 신청 클릭(※ 국외서는 ‘직접신청’ 클릭 후 서지정보 입력) 
→ 자료 검색 후 해당 자료 선택하여 신청 

    ※ 만화, 아동유아도서, 개인수험서, 가제도서 등은 신청이 제외됨.

    ※ 연체도서가 있거나 대출중지기간에는 희망도서 신청이 불가

  ‣ 이용문의 : 수서정리팀 ☎ 261-2885(국내서), 261-2909(국외서)

10) 우선정리 요청
  ‣ 검색 결과 도서상태가 ‘정리중’ 혹은 ‘정리완료’ 상태인 경우, 해당 자료를 이용자가 우

선정리 요청을 하면 1일 이내에 중앙도서관 대출실에서 대출할 수 있음.
  ‣ 이용방법 : 도서관 홈페이지 → 로그인 → 검색결과가 ‘정리중’, ‘정리완료’ 확인 → 

[우] 아이콘 클릭 → 소장자료검색 → 신청완료
  ‣ 이용문의 : 수서정리팀 ☎ 261-2899
  ‣ 유의사항 : 우선정리를 신청한 후 기한 내에 대출하지 않은 횟수가 3회 이상일 경우   

      3개월간 우선정리도서 신청 서비스 이용 불가

11) 도서예약 서비스
  ‣ 검색 결과 대출을 희망하는 도서의 도서상태가 모두 ‘대출중’ 인 경우, 해당도서를 예

약하여 도서가 반납되는 즉시 우선적으로 대출
  ‣ 이용방법 : 도서관 홈페이지 → 소장자료검색 → 검색결과 동일도서 자료상태가 모두 

‘대출중’ 확인  → [예] 아이콘 클릭 → 로그인 → 신청완료
  ‣ 이용문의 : 정보서비스팀 ☎ 261-2898
  ‣ 유의사항 : 도서예약 후 대출 순서가 되었을 경우(문자 통보) 2일 동안 대출하지 않으

면 자동 취소가 되며, 1회 취소 시 30일간 예약제도를 이용할 수 없음

12) SMS 문자 서비스
  ‣ 도서 반납 및 연체사항 ‧ 도서예약 ‧ 우선정리 신청 상황에 대한 정보를 핸드폰 문자로 

알림
  ‣ 이용방법 : 도서관 홈페이지 → 로그인 → 핸드폰 정보 정확히 기입 → SMS 수신체크

13) SDI 서비스   
  ‣ 이용자가 관심 있는 주제분야의 키워드를 등록하면 관련 자료의 최신입수정보를 

E-mail을 통해 통지함
  ‣ 이용방법 : 도서관 홈페이지 → My library 로그인 → SDI 서비스 선택
    ※ 최신입수정보를 수신할 정확한 E-mail을 개인정보에 등록해야 함



226� � Ⅵ.� 교육기본시설

14) 상호대차 및 원문복사 서비스
  ‣ 우리 도서관에 소장되어 있지 않은 단행본, 학위논문 및 학술지 논문을 협력기관에 대

출 및 원문 복사를 요청하여 이용자에게 제공
  ‣ 이용방법 : ① 상호대차 및 원문복사서비스를 운영하는 사이트에 개별적으로 회원가입 

⟶ 도서관 2층 정기간행물실로 방문하여 1회 인증을 거친 후 이용 ⟶ 
요청자료가 도서관에 도착시 신청자에게 문자 통보 ⟶ 자료 수령

               ② 원문복사의 경우, 개별 신청이 곤란하거나 국내소장처가 없는 경우 도
서관 홈페이지 ⟶ My Library ⟶ 원문복사신청에서 신청

  ‣ 원문복사 및 상호대차(도서대출) 비용지원 및 학내우편배달
    - 서비스 대상 : 본교 교수, 직원, 강사 및 대학원생
    - 비용지원 : 1인당 교수 5만원, 직원, 강사 및 대학원생 3만원(그 외는 유료)
    - 이용자가 희망할 경우, 문헌복사를 신청한 자료는 학내우편으로 소속학과 사무실로 

배달(도서대출은 제외)
  ‣ 상호대차 및 원문복사 서비스 운영 사이트
    - RISS 학술연구정보서비스(상호대차, 원문복사) : http://www.riss.kr
  ‣ 자료대상 : 상호대차(단행본), 원문복사(학술지 논문, 학위논문, 단행본 일부분)
  ‣ 이용문의 : 정기간행물팀 ☎ 261-2891 / 의학도서관 ☎ 261-2890 / 법학도서관 ☎ 

261-2634

15) 국회도서관, 국립중앙도서관 원문 및 교과서 원문 제공 서비스
  ‣ 관내 지정된 PC에서 학술정보교류협정에 의하여 국회도서관, 국립중앙도서관 자료의 

원문 및 한국교과서연구재단의 교과서 원문 열람 및 출력이 가능
    ※ 출력시 인쇄비 및 도서관보상금(저작권료)이 과금됨.

  ‣ 지정 PC 위치 : 중앙도서관 1층 로비(복사실 옆), 정기간행물실, 법학도서관, 의학도
서관

16) 학과별 주제정보 가이드 서비스
  ‣ 전자자원 증가에 따라 학습활동을 효율적으로 제공하고 이용률을 제고하기 위하여 학

과별 맞춤형 주제정보 가이드 제작
  ‣ 모든 학과별(83개 학과) 맞춤형 DB, Journal, 참고정보원 등 제공
  ‣ 접속 URL : https://guides.chungbuk.ac.kr
  ‣ 이용문의 : 학술연구지원팀 ☎ 261-2892, 249-1896

17) 교외접속
  ‣ 도서관 구독 전자자료를 교외에서도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
  ‣ 이용방법 : 도서관 홈페이지에서 로그인한 후 이용
  ‣ 이용문의 : 전산팀 ☎ 261-2062, 수서정리팀 ☎ 261-28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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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 보존서고 폐가제 운영
  ‣ 소장자료 검색 후 대출을 원하는 자료의 소장위치가 보존서고일 경우, “보” 아이콘을 

클릭하여 보존서고 자료대출을 신청
  ‣ 이용문의 : 정보서비스팀 ☎ 261-2898

19) 장애학생 서비스
  ‣ 이용시설 : 장애인 전용주차시설, 휠체어보관소, 장애인용 승강기, 장애인 화장실, 유도

블록
    - 신관 1층 : 높낮이 조절 전동 테이블
    - 구관 2층 장애인 나눔터  : 높낮이 조절 전동 테이블, 조이스틱 특수 마우스, 컴퓨

터 화면확대 및 음성지원 프로그램 PC
    - 구관 3층 사회과학 자료실 : 저시력자용 탁상형 독서확대기
  ‣ 이용서비스
    - ʻ책나래 서비스ʼ : 신청도서 무료 자택 배달
    - 장애학생 도서배달 : 신청도서 학내(학과 사무실, 단과대 행정실, 장애지원센터) 배달
  ‣ 이용문의 : 정보서비스팀 ☎ 261-2898

20) 도서관 회원제 운영
  ‣ 자료대출(일반회원: 5책 14일/우대회원: 10책 60일), E-Book이용, 희망도서신청, 우

선정리신청서비스, 도서예약 서비스, 시민열람코너(신관 4층) 이용
  ‣ 회원가입 조건
    - 졸업생회원 : 졸업 후 3년 이내의 졸업생으로 발전기금 3만원 이상 기부자
    - 일반회원 : 발전기금 5만원 이상 기부자
    - 우대회원 : 도서 500권, 고서 100책 이상 기증자 또는 발전기금 중 도서기금으로 1

백만원 이상, 발전기금으로 1천만원 이상 출연자
  ‣ 이용문의 : 정보서비스팀 ☎ 261-2898
    ※ 중앙도서관의 자료 열람은 ‘도서관 회원제’ 가입 없이 이용이 가능함.

21) 타 도서관 이용증 발급
  ‣ 우리 도서관이 소장하지 않은 자료를 타 도서관에서 이용하고자 할 경우 온라인으로 

타 도서관 열람의뢰서를 발급받아 타 도서관 방문 가능
  ‣ 이용방법 : 도서관 홈페이지 → My Library → 타 도서관 이용증 → 신청
  ‣ 이용문의 : 정보서비스팀 ☎ 261-2898

22) 청주권 대학도서관 공동이용 서비스
  ‣ 청주권 내 8개 대학도서관 시설 이용 가능
  ‣ 협약기관 : 꽃동네대학교, 서원대학교, 청주교육대학교, 청주대학교, 충북대학교, 
               충북보건과학대학교, 충청대학교, 한국교원대학교(8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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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    상 : 협약기관 소속 학생 및 (교)직원
  ‣ 이용사항 : 자료대출(2책 10일), 열람실
    ※ 열람실은 방학기간만 이용가능

  ‣ 이용방법 : 도서관 홈페이지 → My Library → 타 도서관 이용증 신청 → 해당기관방
문 및 회원등록

  ‣ 이용문의 : 정보서비스팀 ☎ 261-2898

23) 책소독기 이용
  ‣ 도서의 세균, 미세먼지 등을 제거하여 쾌적한 도서관 이용환경 제공 
  ‣ 위치 : 중앙도서관 3층 대출실
  ‣ 사용방법 : 책을 책소독기에 넣고 ‘시작버튼’ 누름, 소독시간 20초
  ‣ 이용문의 : 정보서비스팀 ☎ 261-2898

24) 학술연구지원 서비스
  ‣ 연구경쟁력 강화를 위해 맞춤형 학술연구정보(학과 및 연구실 방문 / 선행연구조사 서

비스) 제공
  ‣ 이용대상 : 교수
  ‣ 이용방법 : 도서관 홈페이지 → 로그인 → 도서관게시판 → 선행연구지원서비스 신청 

또는 교수방문․면담서비스 신청
  ‣ 이용문의 : 학술연구지원팀 ☎ 261-2892, 249-1896

25) 청주시민을 위한 공간 제공 서비스
  ‣ 지역사회와의 상생협력을 위한 시민복합문화공간 제공
  ‣ 이용대상 : 지역주민
  ‣ 이용장소 : 신관 4층 시민열람공간, 신관 5층 시민사랑방
  ‣ 이용문의 : 기획홍보팀 ☎ 261-28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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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학술데이터베이스[전자정보] 목록

분야, 국내/국외 TITLE

주제전반

국내

- KISS (한국학술정보회지)
- RISS(학술연구정보서비스)
- DBpia 
- 교보문고 스콜라
- E-Article
- CNC학술정보(북한학술정보)

국외

- EBSCohost Academic Utimate Package(ASU/BSU)
- Annual Reviews
- CAJ : 중국학 전반
- CUP (Cambridge University Press)
- OUP (Oxford University Press)
- JCR : 전세계 학술지 평가정보
- SAGE
- ScienceDirect
- Scopus
- Springer
- S2 Journal
- Web of Science
- Wiley Online Library 
- pressreader
- NSP

기    타
원문정보

- 한국인명대사전
- (색의마술) 디자인 컨셉을 위한 칼라DB
- FirstVIEW: 패션디자인
- TrendVIEW: 패션디자인
- PQDT/DDOD : 학위논문 원문
- China Doctor/Master's Dissertation : 중국 학위논문 원문

인문학 국내

- KoreaAtoZ
- 한국학종합DB
- 한국역사문화조사자료데이터베이스
- 조선왕조실록
- 고종순종실록
- 삼국사기
- 사서삼경
- 한국역학대계
- 고려사
-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
- 한국현대문학대사전
- KRPIA (누리미디어)
- 국어학 DB



230� � Ⅵ.� 교육기본시설

분야, 국내/국외 TITLE

- 한국역대가사문학집성
- 한국지방사자료총서
- 한국문화사대계

국외

- De Gruyter e-Journal HSS collection: 인문학 전반
- JSTOR: 인문사회학
- PAO: 인문학
- PHP: 인문학

사회과학

국내

- 로앤비 : 법학
- KSDC DB: 통계 및 여론조사 자료
- WIPS: 특허검색 
- 삼일아이닷컴: 조세/회계/재무 법률 

국외

- Brill Journal Collection : 사회과학, 국제법
- CLKD : 중국 법학
- Education Source : 교육학
- Emerald : 경영, 경제
- ERIC : 교육학
- PsycARTICLES : 심리학
- SocINDEX with FullText : 사회학 및 사회복지 
- Westlaw : 영미법학
- Westlaw Japan : 일본법학

자연과학 국외

- AACR : 의학
- AccessMedicine : 의학
- ACM Digital Library : 컴퓨터 공학
- ACS : 화학
- AIP : 물리학
- APS : 물리학
- ASCO : 의학
- ASM : 미생물학
- ASPB : 식물학
- Bentham Science Publishers Full Collection : 의약학
- CELL : 생명공학
- CINAHL complete, vSim : 간호학
- Clinical Key : 의학
- De Gruyter e-Journal STM collection : 자연과학 전반
- ECC(개별저널) : 과학 전반
- EECT : 공학, 기술 전반
- IEL(IEEE/IEL) : 전기․전자공학, 컴퓨터공학
- JBJS : 의학
- JoVE Video Journal & Database : 자연과학 전반
- JSTOR Life Sciences Collection : 자연과학 전반
- LWW Total : 의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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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야, 국내/국외 TITLE

- MathSciNet : 수학
- MEDLINE : 의학, 간호학
- Nature : 자연과학 전반
- NEJM : 의학
- OSA : 광학
- PML : 의학
- Rockefeller University Press : 의·생명과학
- RSC : 화학
- Science : 자연과학 전반

전자책
및 

오디오북

국내

- 교보 전자책: 학문전반
- 우리 전자책: 학문전반
- 누리미디어 전자책: 학문전반
- 학술전자출판협동조합 전자책: 학문전반
- 북큐브 전자책: 학문전반
- YES24 전자책: 학문전반 
- 오디오북(한솔 Audian): 학문전반

국외

- Academic Complete : 전주제
- AccessMedicine : 의학
- ACS Symposium : 화학
- Clinical Key E-Book : 의·약학
- EBSCOhost E-book : 전주제
- Elsevier E-Book : 전주제
- GVRL : 전주제
- Karger E-Book : 의학
- LWW Doody’s e-Book Collection : 의학
- O’Reilly Higher Education : 전주제
- Proquest eBook Reference Collection  : 전주제
- Wiley Online Book : 전주제

이러닝강좌 국내

- 해커스 어학
- 해커스 임용
- 해커스 공무원
- 해커스 공기업
- 아이티고: IT 실무 및 자격증 강좌
- 국가기술자격증 강좌
- KOCW(Korea Open CourseWare): 무료강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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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업무별 담당자

부서 직위 성명 주요업무
전화번호
(261)

도서관 관장 나경희 도서관 총괄 2880

자료지원과 과장 안태근 자료지원과 총괄 2881

행정지원팀

팀장 어지수 행정지원 주무 2918

주무관 정유진 대학회계/시설 2884

주무관 박선하 서무/물품 2808

기획홍보팀
팀장 김춘식 기획홍보 주무 3574

주무관 최수연 기획/홍보 2894

수서정리팀

팀장 이정혜 수서정리 주무 2887

주무관 양정모 국외서 및 Web DB 구입 2909

주무관 임솔지 국내서 구입 및 기증업무 2885

주무관 장미경 국내·외 도서정리 2886

주무관 유효균 국내·외 도서정리 2899

전산팀
팀장 김도우 전산 주무 3686

주무관 변대승 전산/원문 구축 2062

자료운영부 부장 박종우 자료운영부 총괄 2883

정보서비스팀
팀장 우상운 정보서비스 주무 2961

주무관 김혜리 대출 반납 업무 2898

정보관리팀

팀장 우상운(겸임) 정보관리 주무 (249)1864

주무관 허민지 주제자료실 업무 2893

주무관 서영은 주제자료실 업무 (249)1443

학술연구

지원팀

팀장 김이기 학술연구지원 주무 2889

주무관 김창하 교수연구지원 업무 (249)1896

주무관 우수진 교수연구지원 업무 2892

팀장 임나리 정기간행물 주무 3419정기

간행물팀 주무관 백수정 상호대차/기사색인 2891

의학도서관 팀장 이지영 의학도서관 주무 2890

법학도서관
팀장 정숙자 법학도서관 주무 2634

주무관 이동현 법학자료실 업무 26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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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정보화본부

가. 설립 목적

정보화본부는 정보화 관련 교육·실습·연구 지원, 학사·행정·입시 정보시스템 구축 및  

운영을 목적으로 1978년 3월 15일에 설립되었으며, 오늘날 급변하는 정보화 시대에 그  
중요성이 날로 높아지고 있다. 이에 정보화본부는 사용자 위주의 정보시스템 구축 및 중단 

없는 정보서비스 제공을 목표로 전 구성원이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는 정보시스템 구축 
및 성능 개선, 정보시스템의 효율적 운영을 위한 기반시설 확충, 정보유출 대응을 위한  

사이버 보안관제센터 운영, 구성원의 정보화 능력 향상을 위한 정보화 교육 실시 등의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나. 연혁
1978. 3. 15. 충북대학교 전산계산소 설립(훈령 제7조)
1978. 6. 24. HP3000/2 MODEL 6도입
1978. 9. 27. 개소식
1990. 4. 12. PC실습실 설치
1994. 10. 19. 학내전산망 구축 완료
2001. 2. Gigabit 전산망 구축 완료
2001. 9. 11. 전산정보원으로 명칭변경
2001. 9. 27. 충북대학교 종합정보시스템 구축 완료
2002. 8. 20. 웹메일시스템 도입
2004. 1. 19. KT 모바일 캠퍼스 협정서 체결
2006. 2. 27. HP9000 Superdome Enterprise 도입
2007. 12. 27. 슈퍼컴퓨팅 교육·연구센터 개소
2008. 2. 27. 사이버보안관제센터 구축
2008. 12. 5. 백본 및 L4 스위치 이중화 구축
2008. 12. 20. 캠퍼스 무선랜 1단계 구축
2009. 12. 29. 캠퍼스 무선랜 2단계 구축
2010. 11. 23. 3단계 모바일캠퍼스 구축
2011. 1. 13. 스마트캠퍼스 구축 산학협력 체결
2011. 9. 20. 에너지절감 시스템(PC 그린파워)서버 도입
2011. 11. 11. PC보안 개인정보 보호 솔루션 도입
2011. 11. 13. SAN/NAS 스토리지 도입(실험실습 확충사업비) SAN/NAS
2011. 12. 16. 애플리케이션 레이어 방화벽(통합보안장비) 도입
2011. 12. 16. 개인정보 웹필터 장비 도입
2011. 12. 16. 하드디스크 천공장비 도입
2011. 12. 16. 저장매체 완전삭제 장비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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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 2. 24. 10G급(L3 스위치) 전산망 장비 교체
2013. 2. 26. 웹서버 교체(HP BL460c Gen8 X 3대)
2013. 12. 5. 항온항습기 도입
2013. 12. 5. 통합커뮤니케이션 도입
2014. 1. 21. 수강신청 순번대기 S/W도입 (대량접속제어솔루션)
2014. 4. 20. 빅데이터 서버(DB서버) 도입(IBM P770)
2014. 10. 10. 전산망 환경개선 L2스위치 교체
2015. 5. 2. 주전산기실 환경개선
2015. 7. 12. 전산망 환경개선 L4스위치 도입
2016. 1. 12. 백업장비 교체
2016. 2. 20. DNS장비 교체
2016. 3. 22. DB 암호화시스템 도입
2017. 1. 9. DDoS 장비 도입
2017. 1. 12. 원격지 백업시스템 도입
2017. 5. 10. 설문조사시스템 도입
2017. 7. 30. IDC 망 분리
2017. 12. 19. 무선랜(WiFi) 확장 구축
2018. 1. 11. 유·무선 매트로스위치 교체
2018. 2. 13. 전산정보원 리모델링 준공식
2018. 3. 10. 웹방화벽 교체
2018. 8. 27. 개신누리(차세대 종합정보시스템) 구축
2019. 10. 28. 대표 홈페이지 서버 이중화 구성
2020. 2. 21. 통합보안관제 고도화 및 매체제어시스템 도입
2020. 12. 09. 백본 스위치 2ea 교체
2021. 9. 1. ‘정보화본부’로 승격

다. 조직

정보화본부장

정보화추진
위  원  회

소프트웨어사업
과업심의위원회

정보화기획운영부장

정보화
전략팀

학사
정보화팀

행정
정보화팀

정보화
기반팀

정보
보안팀

교육연구
지원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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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주요 기능

  1) 정보화전략팀
    ‣ 기획․서무․행정 전반 및 기본 운영에 관한 사항

    ‣ 예산․회계․계약 및 물품․시설․청사 관리에 관한 사항
  2) 학사정보화팀

    ‣ 학사 업무에 대한 전산화 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 학사 업무 분석 및 프로그램 개발에 관한 사항

    ‣ 입학전형 전산 업무에 관한 사항
  3) 행정정보화팀

    ‣ 행정업무에 대한 전산화 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 행정업무 분석 및 프로그램 개발에 관한 사항

    ‣ 코러스(인사, 급여 등) 운영 지원에 관한 사항
  4) 정보화기반팀

    ‣ 대학 전산망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사항
    ‣ 기반 시설의 유지, 보수에 관한 사항

    ‣ 각종 서버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사항
  5) 정보보안팀

    ‣ 정보보안 계획 및 운영
    ‣ 사이버 보안관제 및 침해사고 대응

  6) 교육·연구지원팀
    ‣ 컴퓨터 특강 계획 수립 및 추진

    ‣ 교육․연구․행정용 소프트웨어 관리
 

기종 CPU Mem Disk 서비스
IBM P770 4.22Ghz 32G 300G*2 학사행정(DB)
HP C7000 2.6Ghz 64G 300G*2 개신누리
IBM S922 3.8Ghz 64G 600G*2 학교홈페이지
IBM S922 3.8Ghz 64G 600G*2 학교홈페이지 DB
EMC Unity 300H 10T 홈페이지스토리지
IBM S922 3.8Ghz 32G 600G*4 학교홈페이지 이중화
EMC VNX 5300 28TB 개신누리 스토리지
EMC VNX 5400 27TB DB 스토리지
IBM X3650 M5 3GHz*2 8GB 146G*5 스팸
IBM X3650 M5 2.2GHz 32G 300G*2 TMS
IBM X3650 M5 2.4GHz 32G 600G*2 자동백업
EMC Datadomain 32TB 자동백업
IBM P750 3.2Ghz*2 64G 600G*4 전자문서,기록관
IBM x3550M3 2.4Ghz*2 8G 300G*2 기록관 변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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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 전산망 현황

충북대학교 전산망(CBNET)은 1994년 FDDI Backbone Network으로 설치되어 교육·연구
에 활용되어 온 것을 시작으로, 보다 효율적인 인프라 구축을 위해 초고속 전산망(ATM)을 
설치하였고 현재는 학내 모든 지역에 10Gb 백본망을 통한 효율적이고 안정적인 네트워크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서 교육 및 학사·행정 업무처리, 연구지원 등의 서비스를 지원하고 있다.

 1) 운영 현황

 

구분 품명 수량/속도 비고

전산망장비
L2/L3/L4스위치 850ea 백본 2대, L4 4대, L3 45대 포함

무선AP 1,987ea 실외AP 277대

인터넷망

KT 1.5Gbps
LGU+ 1.5Gbps
캠퍼스 1Gbps
무선전용 1.5Gbps

연구망(폐쇄망)
KOREN 1Gbps

KREONET 1Gbps

  

 2) 제공 서비스
  - 인터넷 서비스(홈페이지, 이메일 등)
  - 인트라넷 서비스(개신누리, 전자문서시스템 등)
  - 스마트캠퍼스 구축(어플리케이션)
  - 모바일캠퍼스 구축 및 무선 서비스
   ∙ 무선랜 서비스는 802.11a/b/g/n/ac(WAVE2 지원)을 지원하며 자가망으로 구성
   ∙ 무선랜 안내 홈페이지 http://wifi.cbnu.ac.kr
   ∙ 이용 대상: 학교 구성원(교직원, 재학생, 휴학생) 및 졸업 3년 이내의 졸업생
                (졸업 후 3년 이상은 일반 사용자로 분류)

사. 보안장비 현황

장비명 수량 장비명 수량

방화벽 7 개인정보웹필터 2

웹방화벽 2 저장매체 영구삭제 1

DDoS 방어장비 1 하드디스크천공기 1

서버보안 8 PC개인정보관리 1

DB 접근제어 1 바이러스 백신 1

SIEM(통합보안 관제) 1 접근제어 시스템 1

보안관리정보연동 1 위협관리시스템 1

패치관리시스템 1 매체제어시스템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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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 Help Desk(2119) 서비스 운영

  1) 학내 PC 장애에 대한 서비스 및 정보 자원 이용 도우미
  2) 개신누리, 코러스 프로그램 및 학내 사용 S/W 설치 지원

  3) 이메일 관련 서비스 이용 지원
  4) 무선 인터넷 등 네트워크 사용 지원(PC IP 설정 및 회선 점검 등)

  5) 서비스 지원 방법
    - 전화를 통한 지원 (내선 2119)         

    - 원격지원 모듈을 통한 지원 
    - 서비스 직원 직접 방문을 통한 지원     

    - 구성원의 정보화본부 방문을 통한 지원 

자. S/W 라이선스 보유 현황

프로그램 명 사용 부서 비고
한글 CLA 전 부서 - 한컴오피스 한글 최신/하위버전 전체 사용
알약 전 부서
SPSS 전 부서 - 동시접속 100User

MS CA 전 부서
- Windows 10 Education 포함/이하 버전
- Office Professional Plus 2019/이하 버전
- Core CAL Suite

Adobe 일부 부서 - Creative Cloud 기반 제품군
- Win OS, Mac OS/한글,영문 사용 가능

알툴즈 통합팩 전 부서 - 1,000User
Office365 Corebuilder 
system service 전 부서 

Symantec(Ghost) 전 부서

❚ 업무별 담당자

부서 직위 성명 주요 업무
전화번호
(261)

정보화본부 본부장 이종연 정보화본부 통할, 대학회계 분임계약관 2910

정보화
기획운영부

부장 신진호
정보화본부 업무 총괄,

대학회계 분임출납관, 정보분임보안담당관
2916

정보화
전략팀

팀장 김창회
정보화전략팀 업무 총괄, 기획·서무

예산·회계·지출·계약, 각종 행사·회의 주관,
복무·보안·청사 관리

3118

주무관 박영희
대학회계 예산 지출, 물품요구 및 관리,

교직원 인증서 발급, 일반서무 및 관인관수
2911

주무관 연제송 청사 청소 29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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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 직위 성명 주요 업무
전화번호
(261)

학사
정보화팀

팀장 조용현
학사정보화팀 업무 총괄,
팀 업무계획 수립 및 추진,

수업·수강신청, 교육 과정, 성적
3548

주무관 문영민
학부 입시, 재외국민·외국인 입시, 

대학원 입시, 특수대학원 입시,
입시 합격자 발표

3918

주무관 김정민
졸업, 교직, 개신인재양성, 인증제,
장애지원센터, 데이터베이스 관리

2973

주무관 송원호
등록·장학, 편입학 입시, 

약학대학 입시, 법학전문대학원 입시
2913

주무관 박용주
학적, 고등교육·정보공시통계,

학생생활관, 국제교류본부, 사범대학교육연수원,
총학생회 온라인투표, 시스템 공통, 앱 관리

3115

행정
정보화팀

팀장 안현숙
행정정보화팀 업무 총괄, 

팀 업무계획 수립 및 추진, 교원 업적관리, 
교원 업적평가, 연구실적(대학원)

3549

주무관 전해옥
보건진료원, 평생교육원,

예비군연대, 시설관리 One-Stop,
시설 대여, 공용장비 관리

3634

주무관 이수현

교원·직원·계약직 인사, 급여·연말정산,
교수 공채, 교육·연구·학생지도비, 

발전기금,
개신문화관, 코러스 시스템 공통(권한 등)

2912

정보화
기반팀

팀장 이승호
정보화기반·정보보안팀 업무 총괄,

팀 관련 업무기획, 대외 관련,
교육전산망 및 외부전산망 관련 업무

2118

주무관 신상우

서버 및 전산망 관련 업무,
시스템(웹메일, 자동백업 등) 업무,

주전산기실 관련 업무, 유지보수 관련 업무,
IT 인프라 관련 업무, 헬프데스크 운영·관리

2117

정보
보안팀

팀장
(겸직)

이승호
정보보안팀 업무 총괄,

팀 관련 업무 기획, 대외 관련
2118

주무관 이정진

정보보안 관련 업무, 개인정보보호 업무지원,
사이버보안 관제 및 침해사고 대응,
정보보안 관련 업무협력·지원,
정보보안 근로장학생 관리 운영

2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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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 직위 성명 주요 업무
전화번호
(261)

교육연구
지원팀

팀장
(겸직)

김창회
교육연구지원팀 업무 총괄,

전산자원 관리,
SW 라이선스 계약

2116

주무관 연세미
정보화교육 계획 수립․운영, 업무관리시스템,
설문조사 지원, SW 라이선스 계약 및 관리,
정보화본부 홈페이지, 근로장학생 관리

2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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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장애지원센터

13. 박물관

14. 천문대

15. 국어문화원

16. 공학교육혁신센터

17. 교육혁신본부

18. 과학영재교육원

19. 교양교육본부

20. 교직부

21. 출판부

22. 학생생활관

23. 인재양성원

24. 사회봉사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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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 국제교류본부

27. 예비군연대

28. 체육진흥원

29. 현장실습지원센터

30. 대학일자리센터

31. 안전관리본부

Ⅶ. 지원시설 및 

부속시설



32. 직장어린이집

33. 충북SW융합교육원

34. 사회맞춤형산학협력선도대학육성사업단

35. 창업지원단

36. SW중심대학사업단

37. 자연과학대학부설과학기술진흥센터

38. 공과대학부속공장

39. 농업생명환경대학부속농장

40. 농업생명환경대학부속동물자원센터

41. 농업생명환경대학부속학술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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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 농생대부설농업과학기술교육센터

44. 법학전문대학원부속리걸클리닉센터

45. 사범대학교육연수원

46. 사범대학부속임용지원센터

47. 사범대학부설중학교

48. 사범대학부설고등학교

49. 생활과학대학부설어린이집

50. 약학대학부속약초원

51. 약학대학부속실습약국

52. 수의과대학부속동물병원

53. 의과대학부속의학교육실 

54. 의과대학부속응용해부교육센터

55. 디지털혁신공유대학사업단

56. 수의과대학부속수의학교육실

57. 융합기술경영혁신센터

58. 지식재산전문인력양성센터

59. 충북바이오헬스산업혁신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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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입학본부

입학본부 입학과는 입학 1팀(정시 및 학생부 교과), 

입학 2팀(학생부 종합), 입학 3팀(대학원 및 편입학), 

입학 4팀(입학기획·홍보)으로 구성되어 있다.

▪ 입학과 대학본부(N10) 402호, 408호

❚ 대표전화 : 043)261-2008  ❚팩스 : 043)261-3177, 3184

❚ 주요업무
  입학과는 입학 1팀, 입학 2팀, 입학 3팀, 입학 4팀으로 구성되어 있다. 입학 1팀은 정시 

및 학생부 교과, 입학 2팀은 학생부 종합·대입 공정성 관리, 입학 3팀은 대학원 및 편입

학전형, 입학 4팀은 입학기획·홍보 업무를 주관한다. 입학과는 공정하고 투명한 대학(원) 

입학전형을 운영하여 우수학생 유치에 심혈을 기울이고 있다. 또한, 고교교육기여대학 지

원사업을 추진하며 고교-대학 연계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등 거점국립대학으로서의 공교육 

정상화 실현에 중추적인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 업무별 담당자

부서 직위 성명 주요업무
전화번호
(261)

입학본부
본부장 안병우 본부 업무 총괄 2029

부본부장 3910

입학과 과장 김운영 과업무 총괄, 직원 복무 및 인사 관리 2026

입학1팀

팀장 조성준
입학 1팀 업무 총괄

입학사정관 인사 관리
3830

주무관 이정미
대학 정시 입학전형
대학 체육특기자전형

2008

주무관 정윤희
대학 재외국민특별전형

약학대학 편입학 입학전형
2009

입학
사정관

전경호
대학 학생부교과전형

대학 특성화고졸재직자전형
3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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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 직위 성명 주요업무
전화번호
(261)

입학2팀

팀장 김민기
입학 2팀 업무 총괄
대학 입학전형 설계

3832

입학
사정관

김민성
대학 학생부종합전형

대학 입학전형 통계관리
3362

입학
사정관

김강현
대학 학생부종합전형 공정성 관리

대학 학생부종합전형 전산시스템 운영
3900

입학
사정관

김규리
입학사정관 교육

대학 학생부종합전형 지원
3176

입학3팀

팀장
조성준
(겸무)

입학 3팀 업무 총괄
대학회계 수입대체경비 출납공무원

3830

주무관 곽호은

법학전문대학원 입학전형
대학 계약학과 편입학 및 대학원 계약학과 

입학전형
대학 편입학고사 등 입학전형 지원 및 

일반서무(전산․시설)

3303

입학
주무관

이준호
대학원 입학전형

대학원 계약학과 입학전형 지원
3828

입학
주무관

손용기
대학 편입학 전형

법학전문대학원 면접구술고사 등 입학전형 
지원

3304

주무관 연제분
대학회계 예산 집행

일반서무, 보안, 물품관리
3829

입학4팀

팀장 유은선
입학사정관 업무 총괄

입학전형 기획
입학 4팀 업무 총괄

3507

입학
사정관

황애리
대내외 입학관련 협의체 사업 운영

고교 방문설명회 사업 운영
3363

입학
사정관

강성훈
고교교육 기여대학 지원사업 예산관리 및 

집행
대학입학정보박람회 운영 

3405

입학
사정관

박선우
입학정보 홈페이지 관리 및 운영

입학관련 광고 및 자료제작
3831

입학
사정관

박정준
입학웰컴센터 프로그램 관리 및 운영

고교 교육지원 사업 운영 
37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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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대외협력본부

대외협력본부는 홍보팀, 발전기금재단팀, 대외협력팀으로 구성되어 있다.

▪ 대외협력본부 대학본부(N10) 302호(홍보팀)

                                 353호(발전기금재단팀, 대외협력팀)

❚ 대표전화 : 043)261-3895(홍보팀)

                      3273(발전기금재단팀, 대외협력팀)

❚ 주요업무
  홍보팀은 대학홍보 기본계획수립 및 운영, 대학홈페이지운영, 언론사 대응, 홍보물제작, 

오송 역사 홍보관 관리를 주관하여 거점국립대학 충북대학교의 위상을 높이는 데 최선을 

다하고 있다. 

  대외협력팀은 대외협력기획, 국내 기관 교류 협정 및 관리 업무를 주관한다. 

  발전기금재단팀은 발전후원금 약정ㆍ수납ㆍ관리, 기부자 예우 및 지원, 발전기금 운영 

및 재단건물 부동산관리 등의 업무를 주관하며 대학 장학금 지원 및 시설확충사업 등에 

기여하고 있다. 

❚ 업무별 담당자

부서 직위 성명 주요업무
전화번호
(261)

대외협력본부
본부장 이문순 대외협력본부 업무 총괄 3909

부장 홍성길 대외협력부 업무 총괄 3609

홍보팀

팀장 정찬숙 홍보 업무 주무 3145

주무관 김명신
대학 통합이미지(UI) 관리,
대학 홍보용 광고 제작,

온라인 뉴스레터 웹진 발행
3840

주무관 이화영
대표 홈페이지 운영 및 유지보수,
학생 홍보대사 선발 및 관리

31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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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 직위 성명 주요업무
전화번호
(261)

주무관 황수민
예산회계 및 일반서무,
오송역 홍보관 관리

3895

주무관 우인혜
취재 및 보도자료 작성,
뉴스 스크랩 및 배포

3842

행정
인턴

신은성
취재 및 보도자료 작성, 홍보용 
디스플레이 운영 유지 관리

2903

발전기금재단팀

팀장 이상영 발전기금재단 업무 주무 3922

주무관 이수영
발전후원회 업무, 기부자 예우 및 

지원, 후원의 집 모집, 발전기금재단 
일반 서무

3273

전담
실무관

박동운
발전기금재단 예산 및 회계 집행, 
재단 관련 코러스 시스템 관리,

재단 소유 부동산 관리
3923

대외협력팀

대외
협력관

이광희 대외협력업무 주무 3109

행정
인턴

김초이
국내 기관 교류 협정 및 대외협력 

관리, 재단 홈페이지 관리, 
주간·월간 업무

3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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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건강센터 보건진료원

가. 설립목적

건강센터보건진료원은 학생과 교직원의 보건관리와 진료를 통하여 건강한 대학생활을 

유지·도모하고자 1978년 12월 20일 설립되었고, 2015년 7월 건강센터 보건진료원으로 기
관 명칭을 변경하였다.

나. 조직

다. 주요업무
  1) 진료 및 건강 상담
    - 의과대학 전임교원의 건강상담 : 대면 또는 비대면 상담

    - 일반의약품 조제 및 투약, 응급 처치 및 상처 소독

학기구분 상담과목 상담일정 기타

1학기, 2학기
내과, 소아청소년과, 정형외과, 

정신건강의학과, 이비인후과,

3. 1.∼6. 30.

9. 1.∼12. 30.
학내구성원

동기, 하기
휴가기간

내과, 대사성증후군 클리닉 운영
1. 1∼2. 28.
7. 1∼8. 30.

학내구성원

충북대병원 
외래 의료지원

정신건강의학과, 산부인과 연중 진행
재학생에 
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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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유헬스케어 운영   

   - 체성분 검사(인바디 측정), 운동 및 영양소견 처방,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맟춤형 
건강관리 제공

   - 고위험군 관리: 혈당측정 및 지질검사 실시, 6개월 후 재검사
   - 홈페이지 및 웹을 통한 정보 제공

   - 학내구성원에 한하여 연1~2회 체성분 검사 무료 측정

  3) 재학생 음주문화 개선 프로그램 운영

   - 알콜 의존증 검사 및 심리 상담을 통해 학내구성원의 건전한 음주문화를          

위한 발전방향을 모색하고 건강한 대학 생활을 제공하고자 함
   - 알코올 의존 설문지 검사 후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상담 요청 및 치료 전문 병

원 연계 

  4) 감염병 관리 및 방역 

    - 소독대상: 학교시설물 대학본부외 99개동, 면적 약 476,527㎡
    - 정기 소독(살충⋅방충): 5회/년 실시

    - 감염병 발생시 유증상자 응급팀(핫라인) 운영
    - 특별 소독 실시: 감염병 발생 시에 유기적으로 실시

  5) 국가건강검진 홍보
   - 만20세 이상의 재학생이 질병 조기 발견 및 건강한 대학생활을 위해 검진을 받을 

수 있도록 홍보
   - 의과대학 전임교원의 검진결과지 설명, 체성분검사 1회 무료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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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이용안내

- 위치: 제1학생회관 2층 건강센터 보건진료원
- 시간: 09:00~17:00(점심시간 12:00~13:00)

- 홈페이지: 충북대학교 U-헬스케어(http://cuh.chungbuk.ac.kr)

❚ 업무별 담당자

부서 직위 성명 주요업무
전화번호
(261)

건강센터
보건진료원

원장 전현정 보건진료원 업무 총괄 2920

주무관 김현
보건행정, 감염병관리

충북대학교 U-헬스케어 운영 업무
2923

주무관 박상임
건강상담 및 투약, 

진료수입금 관리 업무
2922

주무관 김희연 일반서무, 소독 및 처치, 방역 2924

4. 건강센터 학생생활상담소

가. 설립목적

학생생활상담소는 상담 및 심리검사를 통해 자기이해 및 진로선택, 심리적 문제 해결 

등 학생 개개인이 호소하는 다양한 심리적 욕구를 충족할 수 있도록 도와 보다 건강하고 
활기찬 대학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하여 설립되었고, 2015년 7월 취업지원본

부 상담부에서 건강센터 학생생활상담소로 기관 명칭을 변경하였다.

나. 조직

학생생활상담소에는 개인상담실, 집단상담실, 검사실이 구성되어 있다. 

    

건강센터

운영위원회

학생생활상담소 보건진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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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주요업무

 1) 개인상담 
• 목적 : 대학생활에 부적응적이며 대인관계 및 학업 수행에 어려움을 경험하는 학생들

의 경우 전문적인 개입을 통해 어려움을 해결하고 대처능력을 향상시키도록 
돕는다.

• 상담내용 : 성격, 우울, 불안, 대인관계 문제, 진로탐색, 가족갈등 등 호소하는 내용 모두
 2) 심리검사 

• 목적 : 객관적인 진단을 통해 심리적 문제를 조기에 발견하여 개입할 뿐만 아니라, 자
기이해의 폭을 넓혀 자신의 성격과 흥미에 맞는 진로를 선택할 수 있도록 돕는다. 

 3) 집단상담 

• 목적 : 비슷한 주제에 관심을 가지고 있는 학생들이 모여 서로 간의 심리적 고민을 
나누며 공감대를 형성하고, 서로가 힘을 합쳐 각자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

록 돕는다.  
• 집단종류 : 진로탐색, 대인관계 향상, 의사소통훈련, 자기성장, 스트레스 관리, 발표불

안감소, 유학생 적응 관련 등 

라. 이용절차

 1) 개인상담 

씨앗 신청서 작성 ▶
상담받고 싶은 내용 

및 위기수준 파악
▶ 필수 검사 실시 ▶

개인 상담 

진행 

  2) 심리검사

씨앗 신청서 작성 ▶
원하는 검사를 

선택하여 실시 
▶

검사결과 

 해석상담 제공  
▶

필요시 

개인상담 연계 

구분 검사종류
정신건강
검사

MMPI-2(다면적인성검사), SCT(문장완성검사), BDI․BAI(우울/불안검사), 
PAI(성격평가검사), 통합스트레스검사, K-BSS(자살사고척도)

성격검사
MBTI, TCI기질 및 성격, 성격강점,  에니어그램, MCCI(대학생성격검사), 
대인관계검사, NEO성격검사, 대학적응력검사  

진로검사
스트롱 직업흥미, 직무능력, NCS직업능력기초, 적성탐색, 홀랜드직업적성,
자기조절학습, U&I학습유형, 학습전략검사



5.� 인권센터� � 251

마. 위치 및 안내

• 위    치 : 제1학생회관 3층
• 이용시간 : 평일 09:00 - 18:00

• 홈페이지 : http://counseling.chungbuk.ac.kr
• 카카오톡 채널: http://pf.kakao.com/_VWjSK

• 인스타그램: http://instagram.com/cbnu_sangdam
• 안내전화 : 043-261-3558~3560

❚ 업무별 담당자

부서 직위 성명 주요업무
전화번호
(261)

건강센터

학생생활상
담소

소장 배문경 상담소 업무 총괄 1319

팀장 김연아
상담프로그램 기획 및 관리, 

개인상담 운영, 실적관리 업무  
3559

주무관 김수환
심리검사 운영, 

예산집행 및 만족도 조사 업무 
3558

5. 인권센터

가. 설립목적

인권센터는 학내 인권·권익 문제를 처리하고 인권관련 교육을 진행하여 충북대학교 
구성원의 인권 보호와 권익 향상을 목적으로 설립되었다.

나. 연혁

2015. 6. 22. 충북대학교 인권센터 규정 제정
2015. 7. 7. 제1대 정세근 교수 센터장 취임
2016. 9. 1. 제2대 이희숙 교수 센터장(학생처장 겸직) 취임
2018. 6. 8. 제3대 권순동 교수 센터장(학생처장 겸직) 취임
2018. 9. 1. 제4대 이기수 교수 센터장(학생부처장 겸직) 취임
2019. 9. 1. 제5대 이은미 교수 센터장 취임
2019. 11. 26. 충북대학교 인권센터 조직개편

- 총장 직속기구로 조직개편
- 인권상담소 설치
- 양성평등상담소 인권센터로 편입

2021. 9. 1. 제6대 이은미 교수 센터장 취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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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조직

인권센터장

운영위원회

인권상담소장

(센터장겸직)
양성평등상담소장

인권위원회 고충심의위원회

팀장

인권전문요원 양성평등전문요원

라. 인권센터 인권상담소
 가) 목적

  구성원의 인권을 보호하고 권익 향상을 위한 고충상담 및 사건처리와 인권교육 및 프로
그램 운영을 위하여 설치되었다. 

 나) 연혁

    2019. 11. 26. 충북대학교 인권센터 조직개편 및 인권상담소 설치
2019. 11. 26. 제1대 이은미 교수 소장(인권센터 센터장 겸직) 취임
2021. 9. 1. 제2대 이은미 교수 소장(인권센터 센터장 겸직) 취임

 다) 주요업무
  1) 인권침해 예방교육 및 홍보

  2) 인권침해 피해에 관한 상담, 보호 업무
  3) 인권침해 피해의 신고, 접수, 인권위원회 회부

  4) 인권침해 가해자 교육 및 관리
  5) 인권포럼 및 인권 프로그램 운영

 라) 이용안내

  1) 위치 : 충북대학교 제1학생회관 3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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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연락처 : 043)249-1612
  3) 이용시간 : 월~금 09:00-18:00

  4) 홈페이지 : https://human-gender.chungbuk.ac.kr/

마. 인권센터 양성평등상담소

 가) 설립목적
양성평등상담소는 우리 대학 구성원에 대한 양성평등교육 및 성희롱·성폭력·성매매·가정

폭력 예방 교육을 통하여 양성이 평등한 직장 또는 학교 문화를 정착시키고, 성희롱·성폭
력 피해자의 아픔을 함께 나누고 건강한 삶을 되찾게 함으로써 대학 구성원의 인권을 보

호하고자 설립되었다. 

 나) 연혁 
2006. 10. 12. 충북대학교 성문제대책위원회규정 전부개정규정(안) 의견제출

(노경환 교수 외 10인)
2006. 11. 30. 양성평등상담소독립기구설립제안을위한1차준비모임(교수5인)
2006. 12. 15. "성상담 전담기구 설치 요구안" 제출(교수 355명 서명)
2007. 4. 10. 양성평등상담소 설치 계획(안) 교무회의 의결
2007. 5. 31. 충북대학교양성평등구현과성희롱·성폭력의예방및처리에관한규정제정
2007. 7. 1. 제1대 김향숙 교수 소장 취임
2009. 3. 1. 제2대 이은희 교수 소장 취임
2011. 3. 1. 제3대 김연숙 교수 소장 취임
2013. 3. 1. 제4대 이선옥 교수 소장 취임
2014. 9. 1. 제5대 권수애 교수 소장 취임
2016. 9. 1. 제6대 이희숙 교수(학생처장 겸직) 소장 취임
2018. 6. 8. 제7대 권순동 교수(학생처장 겸직) 소장 취임
2018. 9. 1. 제8대 류화신 교수 소장 취임
2019. 7. 2. 제9대 이기수 교수 소장(학생부처장 겸직) 취임
2019. 11. 26. 충북대학교 인권센터로 편입(조직개편)
2019. 12. 1. 제10대 박소영 교수 소장 취임
2020. 7. 22. 제11대 이은미 교수 소장(인권센터 센터장 겸직) 취임
2021. 9. 1. 제12대 이은미 교수 소장(인권센터 센터장 겸직) 취임

 다) 주요업무

  1) 성희롱·성폭력 피해 신고접수 및 사건처리 지원
    - 홈페이지 상담 신청 및 예약 방문(제1학생회관 3층), 전화(261-3424), 

메일(help119@chungbuk.ac.kr)을 통한 신고 접수 
    - 사건처리(비공개, 절차적 권리의 보장)지원 

  2) 성희롱·성폭력 피해자 및 가해자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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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피해자 상담 및 치료를 위한 적절한 조치 지원
    - 가해자 상담 및 치료를 위한 적절한 조치 지원

  3) 양성평등교육 및 성희롱·성폭력·성매매·가정폭력 예방교육 
    - 신입생 교육, 신규직원 교육

    - 재학생 교육(학기 중), 교직원 교육(연 2회 이상)
    - 명사 초빙 강연회 등

    ※ 개교 70주년 기념 세미나(2021.10.1.)

 라) 이용안내
  1) 위치 : 충북대학교 제1학생회관 3층 

  2) 연락처 : 043)261-3424~3425
  3) E-mail : help119@chungbuk.ac.kr

  4) 이용시간 : 월~금 09:00-18:00
  5) 홈페이지 : https://human-gender.chungbuk.ac.kr/

❚ 업무별 담당자

부서 직위 성명 주요업무
전화번호
(261)

인권센터
센터장 이은미 센터 업무 총괄 (249) 1611

팀장 이종희 센터 업무 관리 3930

인권상담소 전문요원 박다희
인권고충 상담 및 처리, 

인권교육
(249) 1612

양성평등상담소 전문요원 이은지
성고충 상담 및 처리, 

폭력예방교육
3424



6.� 기록관� � 255

6. 기록관

가. 설립목적

기록물의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관리를 통하여 행정업무의 능률을 향상시키고 기록정보 

자원인 기록물의 안전한 보존·관리 및 활용을 위하여 기록관을 설립 운영

나. 연혁

2005. 2. 충북대학교 기록관 설치
2005. 2. 충북대학교 자료관 운영규정 제정
2006. 4. 전산장비 및 S/W 구입
2007. 4. 준영구 이상 기록물 D/B구축 실시
2007. 11. 충북대학교 기록관 운영 규정(1차개정,제명변경)
2008. 2. 자료관 → 기록관(명칭변경)
2013. 7. 국가기록원 지정 대학 기록물 관리 시범기관 지정
2015. 12. 국가기록원 주관 기록관리 평가 분야 최우수 기관 선정
2016. 3. 행정자치부 장관상(기관분야) 수상
2017. 2. 행정자치부 장관상(기록연구사) 수상
2021. 10.. 국가기록원 기록관리평가 7년연속 최우수기관 선정

    

다. 조직

 1) 기록관은 현재 총무과 소속으로 기록관의 장은 총무과장이 되며

 2) 기록물의 평가 및 폐기에 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민간전문가 2인을 포함한 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 된 기록물평가심의회를 두고 있다.

라. 현황

 1) 위  치 : N2  1층
 2) 규  모 : 248.57㎡ 

 3) 장비구축현황
  - 도면스캐너 1대, 고속스캐너 1대, 바코드리더기 1대

  - 레이저복합기 1대, 프린터 1대, 컴퓨터 5대, 전자복사기 1대
  - 이동식 서가 : 34개, 고정식 서가 7개

  - 항온항습기 1대, 제습기 1대, 공기정화기 2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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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보유 기록물 현황
               (2021. 5. 29.현재)

구  분 계 영구 준영구 30년 10년 5년

총계(권) 26,934 4,221 2,475 554 2,054 17,628

문서·대장(권) 25,762 3,924 1,607 554 2,054 17,628

카 드(권) 1,035 160 868 -

도 면(권) 137 137 - - - -
  

마. 주요업무

 - 기록물의 보존·관리 및 활용 등 기록물 관리
 - 비밀기록물 이관 및 관리

 - 기록관리기준표 및 단위과제 보존기간 책정 관리 
 - 기록관리시스템 및 행정표준코드 운영 관리

 - 기록물 평가심의위원회 운영
 - 정보공개 접수창구 운영 및 정보공개심의회 운영

 - 정보공개 사전공표 제도 운영 및 기록관 홈페이지 관리

❚ 업무별 담당자

부서 직위 성명 주요업무
전화번호
(261)

기록관
과장 이대석 기록관 업무 총괄 2030

주무관 황나리 기록물 관리 및 정보공개 업무 담당 3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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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공동실험실습관

가. 설립목적

공동실험실습관은 대학의 중요정밀기기를 공동으로 일괄 관리함으로써 실험실습 기자재

의 효율적인 운영과 연구 및 교육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나. 연혁

1987. 3. 11. 중앙기기관 설립 준비위원 임명
1987. 9. 11. 중앙기기관 운영규정 제정
1987. 9. 17. 중앙기기관장 농과대학 축산학과 김종욱교수 취임
1988. 2. 24. 중앙기기관 운영세칙 제정
1988. 6. 13. 교육부에 법제화 신청
1989. 3. 11. 공동실험실습관법제화(대통령령 제12638호)
1989. 4. 18. 제 1대 공동실험실습관장 농과대학 축산학과 김종욱 교수 취임
1991. 9. 12. 제 2대 공동실험실습관장 농과대학 농화학과 육창수 교수 취임
1992. 11. 30. 공동실험실습관신축건물 착공
1993. 9. 11. 제 3대 공동실험실습관장 자연과학대학 생물학과 이준영 교수 취임
1994. 9. 11. 제 4대 공동실험실습관장 자연과학대학 생물학과 양덕조 교수 취임
1996. 3. 28. 공동실험실습관 개관식
1996. 9. 11. 제 5대 공동실험실습관장 공대 화학공학과 홍성선 교수 취임
1998. 9. 11. 제 6대 공동실험실습관장자연과학대학천문우주학과이용삼교수취임
2000. 9. 11. 제 7대 공동실험실습관장 공과대학 안전공학과 신창섭 교수 취임
2002. 9. 1. 제 8대 공동실험실습관장 약학대학 제약학과 문동철 교수 취임
2004. 9. 1. 제 9대 공동실험실습관장 자연과학대학 화학과 박외숙 교수 취임
2006. 9. 1. 제10대 공동실험실습관장 자연과학대학 물리학과 김명원 교수 취임
2008. 9. 1. 제11대 공동실험실습관장 자연과학대학 물리학과 연규황 교수 취임
2010. 9. 1. 제12대 공동실험실습관장 자연과학대학 물리학과 연규황 교수 취임
2012. 9. 1. 제13대 공동실험실습관장 사범대학 생물교육과 강상순 교수 취임
2014. 9. 1. 제14대 공동실험실습관장 농업생명환경대학 특용식물학과 이문순 교수

취임
2016. 9. 1. 제15대 공동실험실습관장 공과대학 화학공학과 나병기 교수 취임
2018. 9. 1. 제16대 공동실험실습관장 공과대학 화학공학과 이종대 교수 취임
2020. 9. 1. 제17대 공동실험실습관장 자연과학대학 화학과 김영조 교수 취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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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조직

관 장

운영위원회

행정팀운영1팀 운영2팀

라. 주요사업
  - 관련 대학간의 고가정밀 분석 기기의 중복구매 방지와 도입된 고가정밀 분석기기를 

집중화하여 효율적으로 관리 운용함으로써 예산의 절감과 활용도를 증진시키고 교육
과 연구에 기여한다.

  - 우리대학에서 구입하는 기자재중 공동기기의 성질을 갖는 기기의 구매조정
  - 기기 이용을 위한 교육 및 세미나를 개최한다. 

  - 지역사회에 시설을 개방하여 산학 협동에 기여한다. 

마. 보유기기

품     명 수량 설치장소
X-선회절분석기 2 117
기체크로마토그래피 텐덤질량분석기 1 310
고분해능 X-선회절분석기 1 117
고출력고분해능 X-선회절분석기 1 117
공초점레이져주사현미경 2 202,212
광전자분광기 1 112
X-선 광전자분광기시스템 1 112
기체크로마토그래피/질량분석기 1 310

나노인덴터 및 스크래치시험기 1 316
냉동초미세박절기 1 102
마이크로웨이브시료용해장치 2 315
범지구위치결정시스템 1 307
비표면적기공측정장치 3 123,306,307
삼축압축시험기 1 406
생물질분리정제기 1 201
세포분석기 1 203
자동수은분석기 1 317
액체크로마토그래피 텐덤 질량분석기 1 311
액체크로마토그래피 하이브리드 질량분석기 1 311
이온크로마토그래피 1 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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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업무별 담당자

품     명 수량 설치장소
에너지분산X선분석기 2 108,109
에너지여과형투과전자현미경 1 101
열차별분석기 3 309
오제이전자분광기 1 125

유기원소분석기 1 317
유도결합플라즈마분광광광도계 1 314
유도결합플라즈마질량분석기 1 314
유세포분석기 1 201
자동열탈착장치를 부착한 기체크로마토그래피질량분석기 1 310
자외선-가시광선-근적외선 분광광도계 1 112
전계방사형주사전자현미경 1 108
전계방출형주사전자현미경 1 109
전자스핀공명분석기 1 118
주사탐침현미경 2 316
지질탐지기 1 307
집속이온빔장치 1 221

접촉각측정기 1 118
접촉식표면단차측정기 1 316
초고속유세포자동분류기 1 203
초고진공주사탐침현미경 1 111
초고해상도공초점레이져주사현미경 1 211
편광현미경 1 202
플로터 1 405
퓨리에변환적외선분광기 1 110
라만분광기 1 110
핵자기공명분석기 2 110
형광광도계 1 212
휴대용X선형광분석기 1 122

콘포칼영상분석기Ⅲ 1 202
초고해상도 콘포칼영상분석기 1 211
전계방사형 전자탐침 미세분석기(EPMA) 1 216
비행시간형 이차이온 질량분석기(TOF-SIMS) 1 118

부서 직위 성명 주요업무
전화번호
(261)

공동실험
실습관

관장 김영조 공동실험실습관 업무 총괄 3395

과장 최주한 부서 업무 총괄 3198

운영1팀 팀장 이정희
1팀 업무관리. 예산편성, 기획, 평가업무, 
행정실무위원, 전국공동실험실습관협의회,

29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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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 직위 성명 주요업무
전화번호
(261)

대내·외부사업 및 협약체결 등 대외업무,
담당 기자재 실험·실습·교육·분석 및 
신규기자재 구매업무, 사용료 징구 업무

주무관 채홍철

담당 기자재 실험·실습·교육·
분석 및 신규기자재 구매업무,

홈페이지 관리, 월간회의준비 업무,
국립대학 육성사업 업무, 사용료 징구 업무

3153

주무관 김희연
담당 기자재 실험·실습·교육·분석 및 
신규기자재 구매업무, 사용료 징구 업무

2938

운영2팀

팀장 허민선

2팀 업무관리,
담당 기자재 실험·실습·교육·분석 및 
신규기자재 구매업무, 운영위원회의 업무, 
신규기자재구매 및 업그레이드관련 지원업무,
물품관리 및 재물조사, 사용료 징구 업무

3125

주무관 하헌준
담당 기자재 실험·실습·교육·
분석 및 신규기자재 구매업무,
시설관리업무, 사용료 징구 업무

3120

주무관 홍주연
담당 기자재 실험·실습·교육·
분석 및 신규기자재 구매업무,
교육지원업무, 사용료 징구 업무

2941

운영3팀 팀장 김동현
담당 기자재 실험·실습·교육·
분석 및 신규기자재 구매업무,
교육지원업무, 사용료 징구 업무

3795

행정팀 팀장 황선종

관인관수 및 물품출납공무원, 
대학회계 예산업무, 일반서무,
기기사용료 수납 및 입금관리,
보안 및 대외비문서 업무, 
소방 및 방화관리 업무

3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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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평생교육원

가. 설립목적

충북대학교 평생교육원은 ʻ̒현대사회는 평생교육이 절실히 요구되고 있어, 누구나 평생 

교육을 받아야 한다.ʼʼ는 당위성 아래 평생교육을 선도할 수 있는 지적능력과 정서적 소양
을 갖춘 인간화, 전문화, 정보화, 국제화를 목표로 하여 지역사회와의 긴밀한 연계교육에 

중점을 두고 있다. 이러한 맥락에서 ʻ̒문화적 교양의 함양ʼ̓과 ʻ̒새로운 기술·기능의 연마ʼ̓ , 
그리고 ʻʻ건강증진ʼʼ 이라는 세 축을 중심으로 평생학습의 장을 열어가고 있으며, 이러한 목

표를 위하여 우리 대학교가 가지고 있는 교육용 시설, 전문가, 다양한 설비와 정보·자료
를 공유토록 하면서, 다양하고 구체적인 교육 프로그램으로 성인교육을 수행함으로써 지역

사회 주민들의 자질과 능력을 향상시켜 삶의 질을 높이고 가정과 사회와 국가발전에 기여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나. 연혁
1996. 9. 20 충북대학교 사회교육원 개원
2001. 3. 1 충북대학교 부설 평생교육원으로 개칭
2006. 8. 27 충북대학교 평생교육원 이전(N5동)
2008. 10. 17 제5회 평생학습대상 특별상 수상(대학부설평생교육원 부문)
2009. 6. 9 대학부설평생교육원활성화사업 선정(교육부)
2011. 7. 27 충북대학교 평생교육원 입학사정관교육연수센터 설립
2012. 1. 27 충북대학교 평생교육원 글로벌교육센터 설립
2013. 7. 19 2013년 대학중심의 평생학습활성화 지원사업 비학위전문가 과정 선정

(교육부)
2014. 4. 1 산림청 산림치유지도사(2급) 양성기관 선정
2014. 6. 2 2014년도 현장맞춤형교육훈련사업 선정(한국산업단지공단)
2014. 12. 19 충북대학교 평생교육원 신축 이전[수곡동 구)검찰청부지]
2015. 1. 1 충북대학교 공자학원, 평생교육원 부설기관으로 업무 이관
2015. 6. 11 산림청 산림치유지도사(1급) 양성기관 선정
2015. 7. 30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아름다운 세상만들기『한여름밤의 화이트 크리

스마스』개최
2015. 9. 1 충북농협 여성리더 아카데미과정 운영
2015. 10. 28 중국 연변대학교 평생교육원과의 교류협력추진 협약 체결
2015. 12. 12 지역사회와함께하는아름다운세상만들기『사랑의연탄나눔』실시
2016. 1. 6 2015년현장맞춤형교육훈련사업「3D 프린팅기술전문가양성과정」운영
2016. 1. 7 2015년국립대학혁신지원사업지역사회와함께하는프로그램운영
2016. 5. 10 녹색실천 선도기관 선정(생명문화도시 청주, 2016년 녹색시민실천 협

약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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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5. 10 2016년 충청북도 평생교육 프로그램 공모사업 프로그램 운영
2017. 7. 8 2017년 간호조무사 전문보수교육 운영
2017. 11. 22 청주시민과함께하는「한국환상동화도서전및삽화전시회」개최
2018. 3. 16 2018년 보육교직원 보수교육 위탁계약(충청북도)
2018. 7. 17 연변대학교평생교육원공동주관「외식산업최고경영자과정」운영
2018. 10. 5 2018년국립대학육성사업경력단절여성을위한프로그램운영
2019. 3. 29 2019년 보육교직원 보수교육 위탁계약(충청북도)
2020. 2. 12 2020~22년 보육교직원 보수교육 위탁계약(충청북도, 3년 연속 계약)
2021. 6. 21 2021년 국립대학 육성사업 지역맞춤형 평생교육 프로그램 운영
2021. 7. 2 치유농업사(2급) 양성기관 지정(농촌진흥청)

다. 조직

평생교육원장

운영위원회

교육운영 행정지원

‣ 사업 추진
‣ 교육프로그램 운영
‣ 교강사관리 및 지원

‣ 기획 및 서무
‣ 회계집행
‣ 사업지원 및 대외협력

라. 활동사항

  충북대학교 평생교육원은 전문교육기관인 대학의 지식과 정보를 활용해 지역사회 및 주
민들에게 봉사하는 열린 캠퍼스를 지향하면서 행복한 시민, 건강한 시민, 안전한 시민이 
되는데 기여하고 있다. 매년 500여개의 프로그램, 150여명의 교강사, 6,000여명의 성인학
습자를 교육하는 중부지역 최대의 평생교육기관으로 자리매김하고 있으며, 주요 사업으로
는 다음과 같다.
 1) 지역사회 주민을 위한 일반교양 및 전문 교육과정의 운영
 2) 지역사회 평생학습 역량강화 프로그램 운영
 3) 지역사회연계 여성능력 향상 전문교육 프로그램 위탁 운영
 4) 양극화해소를 위한 소외계층 프로그램 운영
 5) 평생교육 환경조성을 위한 설비 투자
 6) 지역사회 평생학습 네트워크의 구축
 7) 평생교육 담당자를 위한 전문성 제고 프로그램 운영
 8) 지역의「나눔·문화·배움」의 종합 Community 센터 역할 수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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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 평생교육원 강의실 시설현황

실번호 실명 수용인원(명)
B01 기계실·전기실 -
101 신언임홀 256
102 경비실 1
103 커피실습실 12
104 커피숍 20
105 원장실 1
106 교육부장실 1
107 상담실 2
108 행정실 6
109 문서고 -
110 행정실장실 1
111 댄스실 25
112 세미나실 90

201~209 일반강의실 각 24
210~211 전산실 각 20

212 GX Room 20
213 조리실 24

301~303 일반강의실 각 40
304 중국문화체험실 20
305 공자학원교수실 8

306~307 계단식강의실 각 50
308 서양화실 25
309 동양화실 25
310 공예실 25
311 음악실 40

바. 기타

 1) 주소 : 충북 청주시 서원구 구룡산로 351 충북대학교 평생교육원

 2) 전화 : 043)261-2075~77, FAX : 043)276-8315
 3) 홈페이지 : http://lifelong.cbnu.ac.kr

 4) 이메일 : social@cbnu.a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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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평생교육원 부설 공자학원

가. 설립 목적

충북대학교 평생교육원 부설 공자학원은 2004년부터 중국정부가 국가 프로젝트의 일환

으로 중국어와 중국문화 보급을 위하여 사상가·교육자·철학인“공자”를 명칭으로 하여 
세계 각국에 설립·운영하고 있는 중국어 전문교육기관이다.

충북대학교 공자학원은 2006년 9월 28일 중국정부 교육부와 국가한어국제보급영도소조
판공실의 지원을 받아 전국 대학 최초로 설립되었다.

나. 연혁
2006. 9. 18 한국 충북대학교와 중국국가한반과의 충북대학교 공자학원 설립에

관한 MOU 체결
2006. 9. 28 충북대학교 공자학원 설립
2007. 3. 12 2007학년도 제1학기 중국어회화 개강
2009. 3. 9 평생교육원에서 공자학원 업무 담당
2012. 1. 20 국제교류본부(前 국제교류원)에서 공자학원 업무 담당
2015. 1. 1 평생교육원에서 공자학원 업무 담당
2015. 4. 2 공자학원 이전 개원식(현판식) 개최
2015. 4. 30 공자학원 중국문화체험실 운영
2015. 5. 20 중국 문화 도서『중국의 숨은 보석-연변』출판
2016. 6. 9 공자학원 교우회 창립
2016. 7. 13 충북대학교-연변대학교 공자학원 운영에 관한 합의서 체결
2016. 7. 14 공자학원 설립 10주년 기념 행사 개최
2017. 6. 9 제4회 중국어 교육 학술 세미나 개최
2017. 6. 19 제1회 중국 시문 낭송대회 개최
2018. 11. 9 중국 남창대학 예술단 초청공연 개최
2018. 12. 1 제2회 전국공자아카데미 중국시문낭송대회 개최
2018. 12. 14 제5회 한·중 차세대 포럼 개최
2019. 9. 20-23 중국 유학생 페스티벌 참여(연변대학교 70주년 행사 기념)
2019. 11. 8 제2회 중국 시문 낭송대회 개최
2019. 11. 21-23 제6회 한·중 차세대 포럼
2019. 11. 22 2019년 공자학원 이사회 개최
2020. 8. 3 개신가족 어린이를 위한 2020년 여름방학 온라인 중국어 캠프 운영
2020. 9. 21-11. 13 제1회 충북대학교 공자학원 사진·영상 공모전 개최
2020. 10. 19-11. 27 제5회 중국어 노래 대회 개최
2020. 11. 30-12. 29 제3회 중국 시문 낭송대회 개최
2021. 1. 11- 2. 5 차이니즈 브릿지 동계 온라인 중국어 캠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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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11. 1-11. 30 제1회 전국 대학생 중국영화 더빙 경연대회 개최
2021. 11. 25- 1. 7 제1회 충북대학교 공자학원 온라인 말하기 대회 개회

다. 조직

충북대학교 이사회 연변대학교

공자학원

교육운영
 ‣ 사업 추진
 ‣ 교육프로그램 운영
 ‣ 한중 학술 교류업무
 ‣ 교수-강사 파견

행정지원
 ‣ 기획 및 서무
 ‣ 회계집행
 ‣ 사업지원 및 대외협력
 ‣ 교강사관리 및 지원

라. 활동사항

충북대학교 평생교육원 부설 공자학원은 중국 연변대학교와 협력관계를 맺고 있어, 연
변대학교 한어문화대학에서 파견한 교류교수 및 원어민 강사가 모든 강의를 담당하고 있
으며, 중국 정부로부터 교육컨텐츠와 교재, 교육과정 등을 제공받아 수준 높은 강의를 보
장하고 있다. 또한 공자학원에서는 중국 문화를 지역사회에 보급하는 다양한 사업을 진행
하고 있다. 주요 사업으로는 다음과 같다.

 1) 중국어 회화 강좌 운영 및 체험 교육 실시
 2) 중국어 강사 교육 과정(양성 및 직무교육) 운영
 3) 중국 유학생 및 국가 지원 장학생 선발 및 상담
 4) 중국어 능력시험 HSK·HSKK 시행
 5) 한·중 문화 교류 사업
   - 중국 문화 탐방
   - 춘절맞이 행사
   - 경필 대회 및 말하기 대회
   - 한 ‧ 중 포럼 및 세미나 개최

마. 기타
 1) 주소 : 충북 청주시 서원구 구룡산로 351 충북대학교 공자학원
 2) 전화 : 043)261-3667, FAX : 043)276-8315
 3) 홈페이지 : http://gongja.cbnu.ac.kr
 4) 이메일 : kongzi@cbnu.a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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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업무별 담당자

부서 직위 성명 주요업무
전화번호
(261)

평생교육원

원장 박홍영 평생교육원, 공자학원 업무 총괄 3170

교육연구
개발부장

현태경 평생교육원 교육연구 업무 총괄 3694

행정실장 김희욱 행정업무 총괄 3482

팀장 이병두 교육, 연구, 기획 2077

주무관 이상수 시설, 특별교육
(249) 

1714

주무관 장시영 학사관리 2066

주무관 고현진 회계, 물품관리
(249) 

1713

주무관 신윤정 일반서무, 공자학원 3667

주무관 신혜수 보육교직원 보수교육, 특별교육 2075

9. 신문방송사

가. 설립목적

신문방송사는 개신인의 올바른 가치관 확립과 학술정보 제공, 교양 함양을 목적으로 운

영하고 있다. 제1학생회관(E3) 3층에 위치한 신문방송사는 1955년 5월 22일 창간한 충북
대신문과 1961년 11월 교내 첫 방송을 시작한 교육방송국이 2009년 8월 7일 통합해 현

재에 이르고 있습니다.
현재 한글신문인 충북대신문과 영어신문인 The Chungbuk Times를 발간하고 있으며 

충북대신문은 연 8회, The Chungbuk Times는 연 6회 발행하고 있습니다. 교육방송국은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12:10~12:50에 오디오 방송을 하고 있으며, 다양한 동영상을 제작

하여 홈페이지와 유튜브에 업로드하고 있다. 이를 통해 신문방송사는 건전한 여론 형성과 
올바른 대학문화 창달에 힘쓰고 있다.

충북대학교 총장이 발행인 겸 사장이며, 사장이 임명한 주간교수 및 부주간교수, 편집
간사, 학생 편집·편성국장과 학생 기자·국원이 함께 신문과 방송 콘텐츠를 제작하고 있다.

나. 조직
총장을 발행인 및 사장으로 하며, 주간이 본사의 업무운영 전반을 총괄하고, 부주간은 

주간의 업무를 보좌한다. 신문방송사는 기능적으로 행정업무를 총괄하는 행정실과 신문발
간 및 방송을 총괄하는 편집국/편성국으로 분류된다. 편집국/편성국은 충북대신문과 Th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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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ungbuk Times의 편집국장과 학생기자, 교육방송국의 편성국장과 학생국원으로 구성된
다. 편집국장과 편성국장은 학생기자 중 우수한 자를 주간이 임명하고, 학생기자와 학생국

원은 결원 발생 시 재학생을 대상으로 공개 채용한다. 한편 신문방송 제작 및 운영을 위해 
운영위원, 신문방송 편집 및 기획·제작을 지도하기 위해 편집자문위원, 사설집필을 위해 

논설위원을 둔다.

다. 현황

주간은 부교수 이상의 교수가, 부주간은 조교수 이상의 교수가 맡고 있다. 편집국장과 
편성국장, 기자, 국원 등이 신문·방송제작에 참여하며, 모든 신문과 방송은 기획 및 편집
회의를 거쳐 발간 및 제작된다. 주간을 비롯한 부주간, 편집간사, 학생기자들이 공동 참여
하여 보다 나은 신문과 방송 제작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충북대신문은 학기 중 연 8회, 
The Chungbuk Times는 학기 중 연 6회 발행되며, 교육방송국은 학기 중 오디오 점심 방
송 송출과 영상물을 제작해 홈페이지 및 유튜브에 공개하고 있다.

라. 학생기자 및 국원에게 주어지는 특별한 혜택
 1) 학생기자 및 국원들에게 소정의 활동비 지급
 2) 개인 집필 공간 및 개인PC 제공
 3) 기자학교 입소 등 기자로서의 역량 강화를 위한 각종 기자교육 제공
 4) 공로·모범 기자 표창 및 해외연수 추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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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 투고 및 특집, 방송프로그램

 1) 투고 : 투고를 희망하는 교수나 교직원 및 학생이 원고를 기고하면 심사를 거쳐 게재하
고, 게재된 원고에 대해서는 소정의 원고료를 지급한다.

 2) 기획 및 특집면 등에 따른 원고 청탁 : 신문방송사 편집·기획회의를 거쳐 선택된 내용
의 원고를 청탁하기도 하며, 게재된 원고에 대해서는 소정의 원고료를 지급한다. 

 3) 방송은 오디오 방송과 영상물 제작으로 구분하며 참여하는 학생에게는 문화상품권 등 
소정의 경품을 제공한다. 

바. 기타
 1) 주소 : 충북 청주시 서원구 충대로 1 충북대학교 학생회관 3층
 2) 전화 : 주간실(☎ 3010), 부주간실(☎ 3019), 조교/편집간사(☎ 2934),

          행정(☎ 3643), 충북대신문기자실(☎ 2936), 
          The Chungbuk Times 기자실(☎ 2935), 

          교육방송국(☎ 2953, 2809), FAX : 043)276-8315
 3) 홈페이지 : http://press.cbnu.ac.kr/

 4) 이메일 : press@cbnu.ac.kr

❚ 업무별 담당자

부서 직위 성명 주요업무
전화번호
(261)

신문방송사

주간 이민규 업무 총괄 3010

부주간 한광택 주간 보좌, 신문교열 3019

주무관 이동희 신문발간, 방송국 지도, 기자 관리 2934

주무관 유문자 일반 행정, 예산업무 36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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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산학협력단부속학연산공동기술연구원

가. 설립목적 및 현황

학연산공동기술연구원은 반도체, 정보산업을 중심으로 전기전자공학분야의 종합적이고 

효율적인 학연산 협동연구 및 교육체제의 구축을 위하여, 1999년 3월 교육부의 공과대학중
점지원사업 예산 및 기타 기부금 약 160억원으로, 지하 1층, 지상 9층으로 부지 9,066㎡, 

연면적 12,507㎡(3,783평)의 10층 규모로 현대식 건물로 건립되어 최적의 연구 및 기술개발
환경을 제공하고 있다. 

현재 8개의 산학협동연구 교수산학연구실, 56개 IT-BT-ET관련기업, 7개의 연구소 및 
연구센터가 입주하고 있으며, 벤처기업을 보육하고, 산학협동연구(R&D)지원, 기술이전, 애

로기술지원등의 기업맞춤 토털 멘토링으로 기업을 육성하는 ʻ̒충북대학교 창업보육센터ʼ̓와 ʻ̒
충북녹색산업진흥원ʼ̓ , 교수, 대학(원)생, 일반인등이 일정기간동안 기술, 인력, 장비등 창업

인프라를 활용하여 기술창업 지원하고 있다. 또한 창업보육, 기술지도, IT관련 재교육프로
그램, 상품화기술개발, 산학협동교육 및 연구, 첨단과학기술연구, 국가지원 지역거점 교육 

및 연구사업을 수행하는 중부권의 대표적인 Research Park 이다.  

나. 연혁

1994. 08. 교육부로부터 공과대학중점지원사업 선정
1994. 12. 국책대학 학연산공동기술연구원 건립 (주)LG그룹 20억원 기증
1996. 09. 학연산공동기술연구원장 취임(제1대, 이충구 교수)
1996. 10. 학연산공동기술연구원 20억 기증공사 협약체결(현대건설.주)
1996. 12. 학연산공동기술연구원 기공식
1998. 04. 중소기업청‘98년도 중소기업기술혁신교육기관 지정
1998. 09. 노동부 지원 실업자를 위한 재취업교육 수행기관 지정 및 계약체결
1998. 11. 학연산공동기술연구원장 취임(제2대, 유영갑 교수)
1999. 03. 학연산공동기술연구원 준공
1999. 07. 청주시 지원 시민위탁취업교육 수행기관 지정
1999. 11. 학연산공동기술연구원 개원
2000. 01. 충북대학교 정보통신창업지원센터 지원사업 선정
2000. 03. 학연산공동기술연구원규정 제정
2000. 04. 학연산공동기술연구원장 취임(제3대, 김영석 교수)
2000. 04. 충북대학교 중소기업청창업보육센터 지원사업 선정
2000. 05. 청주상공회의소 전자상거래 기본교육 수행기관 지정
2002. 04. 학연산공동기술연구원장 취임(제4대, 조태원 교수)
2002. 08. 한국생산기술연구원 중부권 기술이전컨소시엄 사업 참여
2003. 06. 정보통신부로부터 소프트웨어진흥시설로 지정
2003. 12. 창업지원센터 우수창업보육센터 수상 (충청북도)
2004. 03. 창업지원센터 정보통신부 2003년 운영 평가 우수센터 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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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 09. 학연산공동기술연구원장 취임(제5대, 김영철 교수)
2005. 04. 창업지원센터 정보통신부 2004년 운영 평가 우수센터 선정
2005. 12. 중소기업청으로부터 창업보육센터 통합운영 승인
2006. 02. 청주시 지원 산학협력연구실지원사업(One to One) 선정
2006. 03. 연구원창업보육센터중소기업청 “BI기술혁신네트워크지원사업” 선정
2006. 04. 연구원 창업보육센터 충북테크노파크 “우수BI지원사업” 선정
2006. 04. 연구원 창업보육센터 중소기업청 평가 “최우수센터” 선정
2006. 05. 중소기업유공자포상 지원기관부문 중소기업청장상 표창
2006. 09. 학연산공동기술연구원장 취임(제6대, 안병철 교수)
2008. 03. 연구원 창업보육센터 충북도청 평가 “최고등급” 평가
2008. 09. 학연산공동기술연구원장 취임(제7대, 고창섭 교수)
2009. 02. 청주시 지원 산학협력연구실지원사업(One to One) 선정 (2단계)
2009. 03. 연구원 창업보육센터 충북도청 평가 “최고등급” 평가
2009. 03. 중소기업청 예비기술창업자육성사업 주관기관 선정
2009. 03. 중소기업청 실험실창업지원사업 주관기관 선정
2009. 03. 연구원 창업보육센터 중소기업청 평가 “최우수센터” 선정
2009. 05. 충북지방중소기업청 지원「충북 Green POST-BI센터」유치
2010. 03. 연구원 창업보육센터 충북도청 평가 “최고등급” 평가
2010. 03. 연구원 창업보육센터 중소기업청 평가 “최우수센터” 선정
2010. 03. 중소기업청 예비기술창업자육성사업 주관기관 선정
2010. 07. 산학협력단 부속기관으로 소속변경
2010. 09. 학연산공동기술연구원장 취임(제8대, 김재언 교수)
2010. 10. 충북녹색산업진흥원 개원
2010. 12. 충북대학교 “앱(App)센터” 설치
2011. 02. 중소기업청 “창업선도대학” 주관기관 선정(현재까지)
2012. 01. 농업전문창업보육센터(농림부) → 창업보육센터(중기청)로 통합
2013. 03. 청년취업아카데미 사업 선정 – 고용노동부
2013. 05. BI보육역량강화사업 선정
2014. 05. 창업보육센터 운영 최고등급(S) - 중소기업청(6년연속)
2014. 09. 학연산공동기술연구원장 취임(제9대, 박태형 교수)
2015. 02. ‘Entrepreneurship cafe’(기업가정신 카페)개소
2015. 03. 국립대 최초 학생창업펀드 15억 조성

- 윤양택동문(10억원), 산학협력단(5억원)
2015. 04. ㈜트윔 학연산입주기업 학생·창업지원 후원금 1억원 기부

- 정한섭동문(전자공학부 2000학번)
2016. 09. 학연산공동기술연구원장 취임(제10대, 전명근 교수)
2017. 03. 창업보육센터운영 최고등급(S) - 중소기업청(9년연속)
2018. 03 학연산공동기술연구원장 취임(제11대, 서재원 교수)
2019. 01. 창업보육센터운영 최고등급(S) - 중소기업청
2019. 03. 고용노동부 “청년취업아카데미사업 창직과정” 선정 (∼2020 연속)
2019. 12. 고용노동부 “청년취업아카데미사업 창직과정” 대상(고용노동부 장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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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상(한국산업인력공단 이사장상) 수상
2020. 03. 학연산공동기술연구원장 취임(제12대, 강현수 교수)
2020. 07. 학연산공동기술연구원 벤처기업집적시설 지정
2020. 12. 학연산공동기술연구원 화상회의실(308-1호) 구축
2022. 03. 학연산공동기술연구원장 취임(제13대, 서보석 교수)   

다. 조직

부서 주요업무

기획
홍보부

·연구원 운영 계획 및 홍보
·기술자문용역
·반도체·정보 
  기술분야의 인증

산학
협동부

·산학협력연구
·산업기술재교욱
·산업기술정보수집 및 지원 
·기술문서 및 교육훈련
  자료 출판 및 보급

행정
지원부

·예산/회계관리
·물품관리
·건물유지관리
·기타 연구원 행정업무 지원

라. 주요사업

 1) 반도체, 정보 전기전자컴퓨터분야 교육 및 연구 
 2) 공학기술 및 산업정책 관련 학연산 공동연구 
 3) 고급기술인력 양성 및 산업기술분야 재교육 

 4) 참여기업 및 대학생 대한 연구공간, 연구장비, 연구인력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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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기술혁신 사업 및 창업기업 보육 지원 

 6) 기술문서 및 교육훈련자료 출판 및 보급 
 7) 기타 연구원의 설치목적과 관련되는 사업 

마. 시설현황

학연산공동기술연구원(제1창업보육센터/창업지원단) 

연면적(㎡) 12,507.6

건축면적(㎡) 1,320.2

입주실 현황 실수 면적(㎡)

교수산학연구실 10 611.62

연구센터 28 1,964.24

일반기업 29 1,528.41

초기창업기업 7 92.61

창업보육기업 35 1,809.4

(구)농업전문창업보육센터(제2창업보육센터, 2012. 1. 27. 통합)

연면적(㎡) 873.6

건축면적(㎡) 446.16

입주실 현황 실수 면적(㎡)

창업보육기업 8 232.2
연구센터 10 397.8

바. 주요사업실적

 ① 연구비 과제 수행 실적

    구분
연도

연구
과제수

연구비 비  고

2007 3 171,600천원 　
2008 3 117,200천원 재정지원사업
2009 5 1,020,046천원 재정지원사업
2010 3 889,700천원 재정지원사업
2011 6 2,281,789천원 재정지원사업
2012 6 2,077,892천원 재정지원사업
2013 6 2,578,800천원 재정지원사업
2014 5 2,643,800천원 재정지원사업
2015 5 2,567,500천원 재정지원사업
2016 5 2,238,700천원 재정지원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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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 5 1,851,100천원 재정지원사업
2018 5 2,383,751천원 재정지원사업
2019 5 2,581,241천원 재정지원사업
2020 5 2,621,473천원 재정지원사업

지원기관 주  요  실  적

중소벤처

기업부

∙창업보육센터 지원사업 선정(2000년 4월~현재/연속사업)

∙Green Post-BI센터운영 지원사업 선정(위탁운영)(2009년~현재)
∙BI기술혁신네트워크지원사업 선정(2006년)

∙예비기술창업자육성사업 선정(2009~2010년)
∙실험실창업지원사업 선정(2009년)

∙우수창업아이템개발지원사업 선정(2009~2010년)
∙BI보육역량강화사업 선정(2013년~현재)

∙창업선도대학 주관기관 선정(2011년~현재)
∙충북대 농업전문창업보육센터 통합 운영(농림부 → 중기부)(2012년~현재)

∙미래융합 T-팩토리센터운영 지원사업 선정(위탁운영)(2016년~현재)

청주시

∙시민위탁취업교육사업 선정(2000~2007년)
∙창업보육센터(입주기업공동)기자재지원사업 선정(2003~2007년)

∙One to One 산학협력연구실지원사업 선정(2006.3~2010.2월)
∙Post-BI센터운영보조사업 선정(2010년~현재)

∙WPT 산학협력지원사업 선정(2011~2013년)
∙청주시 BI활성화사업 선정(2018~현재)

충청
북도

∙BI센터운영활성화사업 선정(2005년 10월~현재/연속사업)
∙Post-BI센터운영활성화사업 선정(2010년~현재)

충북, 

충남 TP

∙충북테크노파크, 지역혁신특성화시범사업(RIS) 선정(2004~2008년)
∙충북테크노파크, 우수BI지원사업 선정(2006년)

∙충남테크노파크, 신기술창업보육사업(TBI) 선정(2006년, 2008년)
∙충북테크노파크, 신기술사업화지원사업 선정(2008년) 

∙충북테크노파크, 청년일자리창출지원사업 선정(2010년) 

농림부
∙농업전문창업보육센터 선정(2007~2012년) / 
∙충북농업전문창업보육센터 개소(2009년)→ 중기부 BI운영 합병(2012년)

기타

∙노동부, 실업자를 위한 재취업교육 수행기관 지정(1998년)

∙청주상공회의소, 전자상거래 기본교육 수행기관 지정(2000년)
∙한국생산기술연구원(교육부), 

 중부권 기술이전컨소시엄 사업참여(2002~2005년)
∙고용노동부 청년취업아카데미 지원사업 선정(2011~2020년)(구.창조캠퍼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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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② 수상실적

평가기관 년 도 실  적

중소벤처기
업부

2006
2006

2013
2008-2016

2019~2021

∙창업보육센터“최고등급(S등급)”평가
∙중소기업유공자포상 지원기관 표창(중소기업청장)

∙창업유공자포상 지원기관 표창(중소기업청장) 
∙창업보육센터“최고등급(S등급)”평가

∙창업보육센터“최고등급(S등급)”평가

충청북도
2003

2006-2008

2009-2019

∙창업지원센터 우수창업보육센터 수상(충북도지사)
∙창업보육센터 운영평가 최고등급(A등급) 평가

∙창업보육센터 운영평가 최고등급(S등급) 평가

정보

통신부

2003

2004

∙창업지원센터 운영평가 우수센터 선정 

∙창업지원센터 운영평가 우수센터 선정

충북

대학교

2005
2007

2009

∙제1주기 부속시설 평가 최고등급(A등급) 평가
∙제2주기 부속시설 평가 최고등급(A등급) 평가

∙제3주기 부속시설 평가 최고등급(A등급) 평가

❚ 업무별 담당자

부서 직위 성명 주요업무
전화번호
(261)

학연산공동

기술연구원

원장 서보석 학연산공동기술연구원 총괄 3267

부장 최경주 산학협동업무 총괄 3487

부장 조겨리 기획홍부업무 총괄 3685

부장 박상락 행정지원업무 총괄 3441

팀장 곽의찬
기획홍보, 산학협동업무, 

행정지원업무 실무
3440

선임연구원 홍미선
예결산, 회계업무 및 

인사담당업무
3660

시설관리원 김영일 건물시설유지보수 34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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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실험동물연구지원센터

가. 설립목적

실험동물연구지원센터는『국제적인 실험동물의 사육 및 관리인증제도 (AAALAC)』및 

우수실험실기준(GLP)에 따라 동물실험의 수행을 지원하여 실험결과의 정확성 및 신뢰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하며, 또한 동물실험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과 기술 제공을 통하여 인력

양성 및 실험동물 관련 연구지원을 목적으로 설립되었다. 

나. 연혁

1999 교육인적자원부 54.86억원예산으로전국국립대학에서최초GLP사업확정
2000. 10 건물 설계 및 착공(건물면적 4153.77㎡,대지면적 1650㎡)
2003. 11 실험동물연구지원센터 설립추진단 발족(단장 강종구 교수
2004. 03 건물완공(1층, 지상 4층으로 실험실 17개, 동물실 30개)
2004. 05 충북대학교부설실험동물연구지원센터로등록(규칙제 661호,제 668호)
2004. 08 초대 센터장 이범준 교수 취임
2004. 09 운영위원 위촉
2005. 04 교육인적자원부 실험실습기자재 확충사업 예산 4년간 20억 예산 확보
2005. 06 일반회계 경상 운영비 확보(1억/년)
2005. 06 SPF barrier 청정동물실 12실 확보
2005. 07 교육인적자원부에서 연 1억원의 경상 운영비 확보
2005. 09 교육인적자원부 지원 바이오산업인력 양성 교육프로그램 수행
2006. 01 실험동물연구지원센터 개관식 및 심포지엄 개최
2006. 07 교육인적자원부 지원 실험동물기술사 양성 사업 수행
2007. 08 통합 동물실험지원서비스(TSS) 시작
2008. 06 교육인적자원부 지원 실험동물기술사 전문인력 양성 사업 수행
2008. 08 2대 센터장 김대중 교수 취임
2009. 01 동물실험윤리위원회 설립
2009. 09 실험동물법에 따른 동물실험시설 등록 완료 (식약청 09-2호)
2010. 04 동물실험윤리위원회 현판식
2010. 08 3대 센터장 양만표 교수 취임
2010. 09 4대 센터장 안병우 교수 취임
2012. 07 오송첨단의료산업진흥재단 실험동물센터와 MOU 체결
2012. 09 5대 센터장 이완규 교수 취임
2014. 09 6대 센터장 김윤배 교수 취임
2016. 05 7대 센터장 강현구 교수 취임
2018. 09 8대 센터장 성연희 교수 취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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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 09 9대 센터장 현상환 교수 취임
2022. 03 10대 센터장 최경철 교수 취임

다. 조직 및 기능

연구지원부실험동물연구부 사육관리부

실험동물의 계획적 구입

검역 및 감염예방

연구 및 교육용 동물의 구입

특수 실험동물의 유지번식

동물실험의 전문적 지식과 기술제공

미생물 및 환경모니터링 기획 및 운영

수탁연구과제 수행

이용자 및 연구인력에 대한 
이론 및 기술교육

동물실험 상담 및 기술 보조

공용실험실 및 동물실의 분양
학술행사의 개최

센터시설에 대한 안내책자제작

사용자 불편사항 조사 및 개선 
업무

실험동물 사육관리 및 시설
소독

동물사육실내의 시설 및 장비
관리

동물사육실의 미생물 및 환경
모니터링 실시

사용자 동물실험실 기술지원

운영위원회

센터장

라. 역할

 1) 사업분야

  ․ 동물실 운용 및 청정환경 유지관리
  ․ 학내구성원 동물실험연구지원

  ․ 국책과제 및 수탁실험수행
  ․ 동물실험 관련교육

 
 2) 연구분야

  ․ 신물질 검색 및 건강기능성식품 등의 효능평가
  ․ 의약품 및 의료용구의 안전성평가에 관한 비임상시험 연구

  ․ 안전성약리
  ․ 특수실험동물의 유지 및 번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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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책 연구 과제 및 수탁시험 수행충북대학교 학내 연구 지원 바이오 인프라 구축

산학 협동 연구지원

동물실험의 정확성 신뢰성 확보

바이오산업 활성으로 부가가치창출

AAALAC 인증 및
IACUC 도입으로 동물
실험 결과의 국제적

신뢰도 확보

기능성 식품 개발 연구

유전공학제품 생산을 위한
복제동물의 연구

질환 모델 개발 및 유지

안전성 및 효능 평가 시험

동물실험연구지원

실험동물 사육 관리 교육

동물실험 기술 지원

실험실 임대 제공

실험동물 관련 직업 안전교육

마. 주요사업실적

 나노물질의 ADME에 대한 연구 등 1,000여건의 동물실험연구지원

바. 기대효과

 1) 최근 오송생명과학단지, 첨단의료복합단지, 오창과학단지 등의 조성, 생명·의학 분야의 
국책연구기관 및 기업체의 충청권으로의 이전 등으로 충청북도를 포함한 중부권이 국내 

바이오산업의 메카로 부상하고 있는 현실에서 생명·의학 관련 연구 및 신소재의 유효
성/안전성평가에 대한 수요 증가 기대

 2) 실험동물연구분야에 있어 시설 및 운영의 체계적 시스템확립을 기반으로 시험 기자재의 
운용, 관리, 대여 및 고가 연구기자재의 탄력적 운용과 원스톱 동물실험 연구지원을 포

함한 수탁연구과제 수행 등의 운영수익 다변화를 통하여 수익창출 극대화와 국립대학 
자립형 수익모델 기준 제시할 것으로 예상됨,  

 2) 바이오산업의 가장 중요한 인프라인 동물실험을 최상의 환경에서 연구지원 할 수 있도
록 동 센터를 체계적으로 운영함으로써 다양한 연구에 대한 기초인프라를 제공하고 생

명·의학 관련 연구 결과에 대한 신뢰성과 윤리성을 제고하여 신소재의 유효성/안전성
평가에 대한 수요 확대에 적절히 대응하며 결과적으로 국가 생명‧의학 관련 연구 활성

화에 크게 기여

사. 센터주소

 ·충북 청주시 서원구 충대로 1(개신동) 충북대학교 실험동물연구지원센터 (우:28644)
 ·TEL: 센터장실(043)261-3700, 민원안내창구 (043)261-3701, 

        동물실험연구팀 (043)261-3702
 ·FAX: (043)272-2395

 ·Homepage : http://larc.cbnu.a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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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업무별 담당자

부서 직위 성명 주요업무
전화번호
(261)

실험동물
연구지원센터

센터장 최경철 센터업무총괄 3700

동물실험연구팀

팀장 지형진 청정동물실 운영 총괄, 기획 3702

연구원 이태양
사육물품 멸균 및 반출입 관리,
3층 청정동물실 관리 (N구역)

3702

연구원 김완종
사육물품 멸균 및 반출입 관리, 
3층 청정동물실 관리 (C구역)

3702

연구지원팀

팀장 신상경 행정업무총괄, 예산 및 회계 관리 3701

주무관 김건우 시설 및 설비 관리 3701

연구원 신혜지
센터사용료 청구 및 수납,

민원 업무 및 서무
3701

연구원 홍혜인
임상병리검사 담당,
2층 동물실 관리

3701

12. 장애지원센터

가. 설립목적
장애지원센터는 학생과 교직원 그리고, 대학 이용자들의 개인적·환경적 장애로 인한 불

편이나 애로사항을 상담/지원하여 교내의 학습 및 생활 여건을 개선하고, 나아가 지역사회

의 장애복지 발전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설립되었다.

나. 연혁

2005. 5. 19. 충북대학교 장애학생지원센터 운영규정 공포 및 센터 설립
2005. 8. 5. 장애학생지원센터 전담직원 배치
2005. 9. 7. 충북대학교 장애지원센터 개소식
2006. 4. 장애학생 도우미 지원사업
2006. 9. 장애학생 학점등록제도 시행
2007. 5. 장애학생 휴학연한 연장 시행
2007. 10. 2007년 대학장애학생지원 우수프로그램 ‘장애학생의 역량강화를 위한

멘토링 프로그램’ 선정
2007. 11. 사회봉사인증기관 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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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 12. 한국정보문화진흥원 정보통신보조기기 지원 대학 선정
2009. 3. 2008년대학장애학생교육복지지원실태평가“최우수대학”선정
2009. 10. 장애학생 지원관리 시스템(CS) 구축
2010. 6. 장애학생 스펙관리프로그램 실시
2011. 4. 장애학생 스마트러닝 시연
2012. 2. 2011년 대학장애학생 교육복지지원평가 “최우수대학” 선정
2012. 6. 장애대학생 Dream Career 개발 프로그램 실시
2012. 6. 장애지원센터 확장이전, Dream Career 개발 프로그램 실시
2013. 4. 장애대학생진로지원 상호협력 협약체결(한국장애인고용공단)
2014. 6. 장애학생 맞춤형지원사업 실시
2015. 3. 2014년 대학장애학생 교육복지지원평가 “최우수대학” 선정
2018. 3. 2017년 대학장애학생 교육복지지원평가 “최우수대학” 선정
2021. 3. 2020년 장애대학생 교육복지지원 실태평가 “최우수대학” 선정

다. 조직

 1) 일반지원체계 

 2) 특별지원체계 : 장애학생 특별지원 위원회가 설치되어 아래의 사항을 심의·결정함.
  ·장애학생 지원을 위한 계획

  ·심사청구 사건에 대한 심사·결정
  ·그 밖에 장애학생 지원을 위하여 특수교육법이 정하는 사항

라. 주요 기능
 1) 교수 학습 지원  
  ·신입생(특수교육대상자) 오리엔테이션(학생 및 부모상담)

  ·장애대학생 교육활동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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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애학생 우선 수강신청제도
  ·학습지원협조요청권고 안내문 발송

  ·장애학생 학점등록제도
  ·교육속기지원 

  ·학습 및 보조기구 지원 
  ·장애학생지원 가이드 제작 배포 

 2) 장애학생을 위한 편의 지원 
  ·보조기구 대여 및 지원 안내(60종 189개) 

  ·편의시설점검 및 개선 요청(엘리베이터, 경사로 등)
  ·높낮이 조절 책상 비치

  ·장애인 편의시설지원 가이드 제작 
 3) 장애학생 학사, 진로, 생활 등의 상담 

  ·학습법, 진로, 전과 등 상담
  ·학사 및 장학 상담

  ·학교생활 및 전공 적응 지원 상담 
  ·취업상담 전문가 연계 상담 

 4) 장애대학생 교육활동 지원 사업
  ·교육활동 지원 학생 수요조사

  ·교육활동 인력 선발, 매칭, 활동, 평가
  ·장애대학생 교육활동 지원사업 참여 학생 교육 및 간담회 

  ·장애대학생 학습 및 생활 지원 
  ·장애대학생 교육활동 지원 만족도 조사

마. 장기발전 계획

 1) 장애인정책 변황에 따른 시스템 정비 
  ·장애등급제 폐지에 따른 제도 정비 
  ·종합적 욕구조사 결과 반영 제도 정비 
  ·장애인 재난 안전 관리 
 2) 대학생활 통합화 
  ·교수·학습권 보장의 환류 체계 도입 
  ·웹, 모바일 정보 접근성 확대 
  ·안전한 이동권 보장, 보행안전 확보 
 3) 장애학생 역량 강화
  ·학습역량 강화
  ·기초역량 강화 
  ·IT, 인문역량 강화 
  ·진로 직무 역량 강화 
  ·자기관리 역량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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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지역사회 기여와 교육 
  ·장애인식개선 교육 정착 

  ·지역과 함께 하는 종합지원 연계 
  ·장애인 편의 제공 효율화 

바. 이용안내

 1) 위치 : N2동 법학전문대학원 1층 (장애인 주차장에서 경사로 이용 접근 가능)

 2) 연락처 : 043)261-3565~3566 / 팩스 : 043)261-3567
 3) 이용시간 : 월~금 09:00-18:00

 4) 공간구성 : 학생회실, 멀티미디어실, 재활실, 상담실, 열람실, 휴게실, 사무실, 센터장실, 
베리어 프리 룸 

 5) 홈페이지 : http://supporter.chungbuk.ac.kr

❚ 업무별 담당자

부서 직위 성명 주요업무
전화번호
(261)

장애지원센터 

센터장 윤상용 센터 업무 총괄 1752

팀장 오윤심 진로․취업지원, 기획, 대내외 평가 등 3565

팀장 이양숙
교수․학습지원, 교육활동지원, 

인식개선 등
3566

13. 박물관

가. 설립목적

박물관은 고고·역사·미술·공예 및 민속에 관한 자료를 조사·수집·연구·진열·전시

하여 교직원 및 학생의 관람과 교육연구자료를 제공하여 우리 역사문화의 이해와 계몽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나. 연혁
1970. 9. 27 대학본부 2층에 박물관 개관(초대 박물관장 조건상교수)
1971. 12. 16 매장문화재보관기관 지정(문화공보부)
1977. 8. 2 제1회 특별전『충북대학교 박물관 소장 명품전』개최
1988. 10. 10 대학본부 3층에서 32동 3층으로 이전 통합
1990. 10. 10 역사유물실(대학본부) 및 선사유물실(32동)을 통합
1995. 8. 31 박물관대학 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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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6. 1. 30 중국 하남성문물고고연구소와 학술교류협정 체결
1999. 7. 1 매장문화재 지표조사기관 지정(문화재청)
2000. 11. 20 1종 박물관 등록(문화관광부)
2001. 3. 17 경력인정대상기관 취득(국립중앙박물관)
2005. 9. 26 옛 대학본부로 독립건물 확보하여 박물관 이전 개관
2011. 9. 26 개교 60주년 기념 특별전『과거를 통해 미래를 보다』개최
2014. 9. 25 특별전『충북대학교 박물관대학 20년』개최
2016. 11. 21 교육기부 진로체험 인증기관 선정(교육부)
2018. 4. 25 청주테크노폴리스 조성부지 내 송절동 유적 학술대회 및 연합전

『청주 마한 백제를 품다』개최
2019. 4. 11 3·1운동 100주년기념특별전『독립운동으로세운대한민국 100년』개최
2020. 9. 25 박물관 개관 50주년 기념 특별전 『50년의 발굴기록』개최
2021. 9. 1 박물관 1층 전시실 리뉴얼
2021. 10. 1 개교 70주년 기념 특별전 『전통과 미래의 시선』개최
2022. 3. 8 「충북대학교역사관」 개관

다. 조직

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기획부장, 학술부장, 대학역사부장 및 학예실과 행
정실을 두고 있으며, 박물관의 운영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운영위원회를 두고 

있다.

관   장

운영위원회

감정위원회

기획부장

학술부장

대학역사부장

학예실 행정실

라. 활동
 1) 지표조사

1975년 6월부터 대청댐수몰지역조사를 시작으로 충주댐수몰지역(1978~80년), 중원문
화권(1980~84년), 중부고속도로 공사구간(1985~86년), 경부고속도로 확장공사 구간

(2008년), 청주 오송 병마산성(2014년), 충주~문경 철도신설 구간(2016년) 등 약 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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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에 걸쳐 문화유적 지표조사를 실시함.
 2) 발굴조사

청원 두루봉 동굴 구석기유적(1976~83년), 충주댐(1982~85년), 청주 신봉동 백제고분군
(1982~2003년), 단양 구낭굴 유적(1986~98년), 중원 루암리 고분군(1989~90년), 청원 

소로리 유적(1998년), 청주 봉명동 유적(1998~99년), 충주 금릉동 유적(2004년), 한국전
쟁 전후 민간인 집단희생 관련 유해발굴(2007~09년), 연기 응암리 유적(2008년), 청주 

부모산성(2012~14년), 청주테크노폴리스 조성부지 내 송절동 유적(2015년), 청주 정북동
토성(2012~20년) 등 80회에 걸쳐 발굴조사함.

 3) 전시회
한국구석기문화전(1986.9.15~12.31)·한국수양개유적과 일본의 구석기시대(2004.4.1~

5.31)·개관기념전-중원지역의 고대토기와 조선시대복식(2005.9.26 ~2006.4.30)·과거
를 통해 미래를 보다(2011.9.26.~12.31.)·영화포스터;1960~1980년 시대를 읽다(2018.

11.8.~12.28)·독립운동으로 세운 대한민국 100년(2019.4.11.~8.31)·50년의 발굴기록(2
020.9.25.-11.30.)·전통과 미래의 시선(2021.10.1.-12.31.) 등 42회 개최함.

 4) 학술총서 간행
청원 두루봉 동굴 구석기유적 발굴조사 보고서(1983년), 충주댐 수몰지구 문화유적 종

합보고서(1985년), 청주 신봉동 고분군 발굴조사 보고서(1995년), 청주시 문화유적 분
포지도(1998년), 청주 봉명동 유적 발굴조사 보고서(2004년), 청주 부모산성 발굴조사 

보고서(2016년), 청주 정북동토성 발굴조사 보고서(2018년), 청주 봉명동(Ⅰ지구 구석
기유적) 발굴조사 보고서(2021년) 등 총 130책을 간행함. 

마. 소장품

 1) 종류와 수량

금속 옥석 토도 골각 목죽초칠 피모지직 서화탁본 기타 총계

1,214 385 2,148 20 617 1,687 1,666 339 8,076

 2) 국가지정문화재 현황

구  분 지정번호 명  칭 수  량 지정일

보  물 제716호 金吉通 佐理功臣 敎書 1點 1981.03.18

중요민속자료 제109호 淸州出土 順天金氏 依服 및 簡札 203點 1979.12.13

중요민속자료 제116호 淸原 求禮孫氏墓 出土 遺物 一括(15點) 1981.11.11

중요민속자료 제117호 淸原 傳朴將軍墓 出土 遺物 一括(35點) 1981.11.11

중요민속자료 제118호 中原 金緯墓 出土 遺物 一括(18點) 1981.11.11

중요민속자료 제217호 安東金氏墓 出土 衣服 一括(15點) 1987.1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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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시ㆍ도지정문화재 현황

구  분 지정번호 명  칭 수  량 지정일

유형문화재 제360호 李文楗 夫婦墓 出土 遺物 10點 2014.07.01

유형문화재 제361호 李文楗家 族譜 1點 2014.07.01

바. 향후 발전계획

 1) 중원문화 유적 학술조사의 연차적 실시

 2) 지역민 대상 박물관 교육 및 체험프로그램 활성화 추진
 3) 박물관 실습 및 실무교육의 내실화 추진 

사. 전시실안내

 1) 관람안내

박물관은 1전시실과 2전시실, 그리고 야외전시장이 있다. 1전시실은 중원지역의 구석
기시대를 중심으로 약 1,300여점의 유물이 전시되어 있으며, 2전시실은 박물관에서 기

획된 특별전이 진행된다. 역사관은 1951년 개교 이후부터 현재까지의 다양한 학교사 
자료들이 전시되어 있다.

 2) 관람시간
박물관과 역사관 전시실의 관람시간은 다음과 같으며, 관장은 필요에 따라 관람시간을 

연장 또는 단축할 수 있다.
∙ 평  일 : 09:30~17:30

∙ 휴관일 : 토요일·일요일·공휴일(단, 토요일은 예약자에 한해 관람가능)

❚ 업무별 담당자

부서 직위 성명 주요업무
전화번호
(261)

박물관 관장 김영관 박물관 업무 총괄 2900

학예팀

팀장 이소영 학예 및 행정 업무 총괄 3190

조교 임기수
유물 및 자료복제 허가관리에 관한 사항, 
전시, 교육, 학술조사, 도서관리 업무 등

2902

주무관 최정수
유물등록 및 반출입, 대학 역사자료 업무, 

수장고 및 전시실 관리 업무 등
3189

행정팀 주무관 안선호 행정 및 회계업무 등 2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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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천문대

가. 설립목적

천문대는 천문우주과학에 관한 교육 및 연구, 지역사회 청소년 및 주민들을 위한 우주 

관측 프로그램개발, 해당분야의 인력양성, 국제협력 및 공동연구와 기타 천문대의 목적에 
부합되는 업무를 수행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나. 연혁

1998. 8. 17. IBRD차관으로 국내대학 최대구경인 1m 망원경 도입
11. 청주시와 함께 상당산성 인근에 천문대 건립 추진시작

1999. 12. 30. 청주 상당산성 남문주차장에 간이천문대설치
2000. 9. 상당산성 동문 밖 일원동 자연녹지를 상당우주과학공원화 및 진입도

로 사업 (충북대 천문대 유치) 확정(청주시)
2000. 12. 본부 부속기관으로 천문대 설립
2001. 2. 초대 대장 정장해 교수 임명

9. 제2대 대장 김용기 교수 임명
2002. 3. 제3대 대장 서경원 교수 임명

9. 제4대 대장 김용기 교수 임명
2006. 9. 제5대 대장 이용삼 교수 임명
2008. 4. 충북 진천군 문백면 소재에 충북대학교 천문대 개관
2008. 9. 제6대 대장 김천휘 교수 임명
2010. 9. 제7대 대장 이용삼 교수 임명
2012. 9. 제8대 대장 김천휘 교수 임명
2013. 9. 제9대 대장 이용삼 교수 임명
2014. 8. 천문 체험학교(오토캠핑장) 개장
2014. 9. 제10대 대장 김용기 교수 임명
2017. 3. 제11대 대장 김천휘 교수 임명
2018. 10. 제12대 대장 김용기 교수 임명

다. 조직

총장이 본교 부교수 이상의 교원 중에서 임명하는 천문대장과 연구부, 기획부 및 운영관

리부를 두어 천문대의 업무를 수행하고 있으며, 각 부의 부장은 대장이 임명한다. 또한 천
문대의 운영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운영위원회가 있는데 위원장은 천문대

장이 맡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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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운영현황

충북대학교 천문대는 광해(光害)가 없는 곳에서 양질의 천문관측을 할 수 있는 교육과 
연구를 수행할 수 있도록 국내대학에서 제일 규모가 큰 1m급 천문관측 시설을 제공하고 

있다. 교내 40㎝와 35㎝ 망원경과 소백산 60㎝ 망원경을 사용하여 이미 충북대학교 관측
천문 연구 활동 가운데 근접쌍성 연구는 국내외적으로 가장 활발한 연구그룹 중에 하나이

다. 근접쌍성 관측활동을 수행하기 위하여 지속적인 관측설비를 확충할 계획이다. 
현재 보유하고 있는 고분해능 CCD 영상자료 관측 장치를 설치하고 교육전산망을 연결

하여 방대한 관측 영상자료들을 처리할 수 있도록 완비하여 최상의 근접쌍성의 측광시스
템을 갖추어 관측한 관측 자료를 제공하며, 관측 자료를 통하여 많은 논문과 연구결과물을 

제공한다. 
년차적으로 분광관측을 수행할 수 있도록 고분산 분광기를 설치하도록 이에 필요한 연

구비와 재원을 마련하는 한편 근접쌍성의 시선속도를 관측하여 운동성분을 분석한다. 그 
외 교내 설치되어 있는 태양표면과 홍염관측 장비와 한국천문연구원의 태양전파망원경을 

이전하여 설치 운영한다. 
한국천문연구원의 사업으로 추진 중인 지구 근접천체 관측 망에 참여, 지구 근접천체 

관측망원경을 충북대학 천문대로 유치하여 설치하도록 추진한다. 아울러 추후 예산 범위 
내에서 적외선 영상 관측 및 자료 처리시설을 운영할 계획이다.

특히 2014년부터 가족과 함께하는 다양한 천문교육과 체험을 할 수 있는 천문체험학교 
오토캠핑장을 운영하면서 다양한 교육환경과 실습환경에 대한 전공학생들의 실 체험을 통

하여 최근 늘어가고 있는 천문관련 학원천문대에 많은 취업자를 배출하고 있다.

❚ 업무별 담당자

부서 직위 성명 주요업무
전화번호
(261)

천문대

천문대장 김용기 부 업무 총괄 3202

팀장 윤요라 천문대 운영 (532) 2342

사무원 김동흔 천문체험학교 운영 (532) 2341



15.� 국어문화원� � 287

15. 국어문화원

가. 설립목적

ʻ충북대학교 국어문화원ʼ은 국가에서 지정한 국어 전문 기관으로서, 설립 목적은 다음과 같다.

 (1) 지역 주민, 학생 및 교직원을 대상으로 국어 어문 규범, 언어 예절, 글쓰기 등을 교육
하여 국민들의 국어 사용 능력을 향상시키고, 수준 높은 문화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한

다. 또한 국제결혼 이주여성을 대상으로 한 한국어 교육을 통해 이주여성들이 한국 사
회에 잘 적응할 수 있도록 도움을 준다.

 (2) 지역 주민이나 학생들의 국어 생활에 대한 궁금증과 애로점을 상담하여 이들이 올바
른 국어 생활을 할 수 있도록 도움을 준다.

 (3) 위의 ʻ교육ʼ과 ʻ상담ʼ 활동에 필요한 국어 어문 규범, 언어 예절, 국어 문장, 국어 능력
의 향상 방안, 국어 정책 등을 연구한다.

(4) 지역 주민의 언어 사용 실태와 지역어를 조사하고 연구하여 지역어 보전에 노력한다. 
(5) 지역 주민이나 학생들의 국어에 대한 관심을 높이고, 이를 바르게 사용할 수 있도록 

유도하기 위해 다양한 교내외 행사를 주최한다.
 

나. 연혁

2005. 10. 1. 국어상담소 개소
2005. 10. 1. 1대 소장 조항범 취임
2006. 1. 2. 충북대학교 국어생활연구소로 개칭
2008. 1. 2. 2대 소장 조항범 취임
2008. 5. 25. 문화체육관광부로부터 국어문화원으로 지정받음.
2009. 3. 3. 충북대학교 국어문화원으로 개칭
2010. 1. 2. 2대 원장 김진식 취임
2012. 1. 2. 3대 원장 이호승 취임
2014. 1. 2. 5대 원장 조항범 취임
2016. 1. 2. 6대 원장 이호승 취임
2018. 1. 2. 7대 원장 조항범 취임
2020. 1. 2. 8대 원장 이호승 취임
2021. 1. 2. 9대 원장 장충덕 취임

다. 조직

교육연구부상담부

국어문화원장

운영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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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주요 업무

  본 ʻ국어문화원ʼ의 사업은 크게 1. 상담, 2. 교육, 3. 연구, 4. 관련 행사로 나뉜다. 이들 
사업 내용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1. 상담 

  ʻ생활 국어ʼ 및 ʻ글쓰기ʼ와 관련된 여러 의문점을 상담한다. 상담은 전화나 방문, 홈페이지
를 통해 할 수 있다. 상담은 평일 오전 9시부터 6시까지 한다. 물론 특별한 경우에는 찾

아가서 상담에 임할 수도 있다. ʻ상담ʼ 내용은 다음과 같다. 
⦁ 국어 규범(한글맞춤법, 표준어 규정, 외래어 표기법, 국어의 로마자 표기법 등)

⦁ 언어 예절 
⦁ 단어의 올바른 사용법 및 우리말의 어원 

⦁ 문장의 정오(正誤)
⦁ 글쓰기의 방식과 요령 

⦁ 학술 논문 및 학위 논문의 교정과 윤문
⦁ 공문서의 문장 교정 

2. 교육 

  국어문화원에서 실시하는 ʻ교육ʼ은 ʻ국어문화학교ʼ, ʻ찾아가는 국어문화학교ʼ, ʻ국제결혼 이
주여성 한국어 교육ʼ 등이 있다.

 (1) 국어문화학교 
  ʻ국어문화학교ʼ는 연 2회(4월~6월, 9월~11월) 실시하며, 아래와 같은 내용을 강의한다. 

⦁ 국어 규범(한글맞춤법, 표준어 규정, 외래어 표기법, 국어의 로마자 표기법 등)
⦁ 언어 예절 

⦁ 문장 바로 쓰기
 (2) 찾아가는 국어문화학교 

  ʻ찾아가는 국어문화학교ʼ는 ʻ국립국어원ʼ의 ʻ찾아가는 문화학교ʼ의 위탁 사업으로 ʻ국립국어
원ʼ과 긴밀하게 협조하여 운영한다. 이 사업은 회사나 단체 등 희망하는 기관을 직접 찾

아가서 요청 내용에 따라 ʻ어문 규정ʼ, ʻ공문 작성법ʼ, ʻ언어예절ʼ등을 강의한다. 
 (3) 국제결혼 이주여성 한국어 교육 

  ʻ국제결혼 이주여성 한국어 교육ʼ은 이주여성들에게 한국어 교육을 실시하여 이들이 원활
한 의사소통을 할 수 있게 하고, 한국 사회에 빠르게 적응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는 프

로그램이다.

3. 연구 
  ʻ연구ʼ는 ʻ상담ʼ과 ʻ교육ʼ을 원활히 수행하기 위한 바탕을 마련하는 것이 주 내용이다. 아울

러 언어 사용 실태를 조사하고 지역 언어를 연구하여 보급하는 것도 포함된다. 
 (1) ʻ상담ʼ과 ʻ교육ʼ 사업을 위한 연구 

⦁ 국어 규범에 대한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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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언어예절에 대한 연구 
⦁ 문장 쓰기에 대한 연구 

⦁ 국어 능력 향상을 위한 방안에 대한 연구 
⦁ 국어 정책에 대한 연구 

 (2) 언어 사용 실태 조사 및 지역 언어 연구 
  (가) 언어 사용 실태 조사 

⦁ 지역 주민들의 국어 사용에 대한 경향 파악 및 능력 평가 
⦁ 대학생의 말하기와 글쓰기 능력에 대한 평가 

⦁ 간판 이름, 아파트 이름 등을 대상으로 한 이름 만들기의 방식과 경향 파악 
⦁ 인터넷 언어 사용 실태 조사 및 문제점 연구 

  (나) 지역 언어 연구 
⦁ 방언 조사 및 연구

⦁ 지명 조사 및 연구 

4. 관련 행사 
  우리말과 글의 중요성을 일깨우고, 올바른 국어 생활의 중요성을 알리기 위한 행사를 연

중 개최한다. 
⦁ 우리말 경연대회 

⦁ 공개강좌 
⦁ 초청강연회 

⦁ 외국인 한국어 말하기, 글쓰기 대회
⦁ 세종 나신 날 행사

⦁ 한글날 기념행사

마. 기타

  전화: (043) 261-3450, 276-9909
  전송: (043) 276-9909

  전자우편: korean@chungbuk.ac.kr
  홈페이지: http://korean.chungbuk.ac.kr

❚ 업무별 담당자

부서 직위 성명 주요업무
전화번호 
(261)

국어문화원

원장 장충덕 국어문화원 업무 총괄 3745

교육연구부장 조항범 국어문화원 운영보조 2099

상담부장 이호승 국어문화원 운영보조 20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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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공학교육혁신센터

가. 설립목적
  공학교육혁신센터의 설립목적은 공학교육 내실화, 변화하는 산업구조에의 능동적 대처, 

국가 경쟁력 제고라는 시대적 요구에 발맞추어, 공학교육시스템을 개발하고 이를 운영 관
리하는데 있다.

 가) 미래 신산업을 주도할 충북지역의 창의적 실무능력을 갖춘 산학융합형 공학 인재 양성 
 나) 충청북도 차세대 전략산업과 연계한 창의적이고, 국제적인 실무형 공학인 양성 및 공

학 교육 혁신프로그램을 개발 
 다) 의사소통 능력, 창의력 계발을 위한 효과적인 공학교육 방법론 및 평가 기법 확립 

 라) 충북지역 산업체 기술수요와 애로기술 관련 연구개발 및 기술지원 시스템  구축 
 마) 전인적인 공학인 양성을 위하여 산학과 연계한 새로운 개념의 공학교육 방법론 개발 

 바) 충북지역 전략산업 지원 및 수요에 부합하는 연구과제 도출과 기술이전을 위한 산학
협력 활성화

나. 연혁

2006. 충북대학교 공학교육혁신센터 설립
2006. 5. 15 센터장 신소재공학과 홍주화 교수 임명
2008. 5. 18-20 공학교육 예비인증 방문평가, 15개 프로그램
2009. 1. 1 센터장 기계공학부 이응석 교수 임명
2009. 1. 8 공학교육 예비인증 획득 (3개 대학, 14개 프로그램)
2010. 4. 11-13 공학교육인증 방문평가 (3개 대학, 13개 프로그램)
2010. 10. 18 센터장 건축공학과 김옥규 교수 임명
2010. 12. 22 공학교육인증 획득 (3개 단과대학, 13개 프로그램)
2011. 3. 1 컴퓨터과학 심화프로그램 신설
2012. 4. 15-17 공학교육인증 방문평가 (3개 단과대학, 12개 프로그램)
2012. 10. 18 센터장 전자공학부 권오욱 교수 임명
2012. 12. 26 공학교육인증 획득 (3개 단과대학, 12개 프로그램)
2014. 5. 22-24 공학교육인증 방문평가 (3개 대학, 13개 프로그램)
2014. 10. 18 센터장 토목공학부 김성보 교수 임명
2014. 12. 22 공학교육인증 획득 (3개 단과대학, 13개 프로그램)
2015. 4. 21 공학교육혁신지원사업 신규 선정(주관 산업통상자원부, 한국산업기술

진흥원)
2016. 3. 1 공학교육혁신지원사업 계속 운영(주관 산업통상자원부, 한국산업기술

진흥원)
2016. 4. 12 공학교육인증 조건부인증 방문평가 (3개 대학, 7개 프로그램)
2016. 10. 12 공학교육인증 획득 (3개 단과대학, 7개 프로그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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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 3. 1 센터장 정보통신공학부 안재형 교수 임명
2017. 4. 10 공학교육인증 방문평가(2개 단과대학, 10개 프로그램)
2017. 9. 19 공학교육인증 획득 (2개 단과대학, 10개 프로그램)
2019. 3. 1 센터장 기계공학부 이인환 교수 임명
2020. 3. 1 공학교육혁신지원사업(창의융합형공학인재양성지원사업) 계속 운영

(주관 산업통상자원부, 한국산업기술진흥원)
2020. 7. 6 공학교육인증 방문평가(1개 단과대학, 2개 프로그램)
2020. 12. 7 공학교육인증 획득(1개 단과대학, 2개프로그램)
2021. 3. 1 센터장 전자공학부 서재원 교수 임명
2022. 2. 28 공학교육혁신지원사업(창의융합형공학인재양성지원사업) 2단계 종료

(주관 산업통상자원부, 한국산업기술진흥원)
2022. 4. 1 창의융합형공학인재양성지원사업 3단계 신규 선정

(주관 산업통상자원부, 한국산업기술진흥원)

다. 조직

라. 주요 업무

 가) 공학교육 혁신을 위한 교수 및 학습체계 개발 등의 사업수행 및 연구
 나) 공학교육에 필요한 창의적 공학설계기법 및 교과목 개발에 관한 사항

 다) 공학교육 관련 각종 정보의 수집·분석 및 제공에 관한 사항
 라) 공학교육 관련 학·연·산·관 교류 협력 및 연구에 관한 사항

 마) 그 밖의 공학교육혁신 업무 지원에 관한 사항    

❚ 업무별 담당자

부서 직위 성명 주요업무
전화번호
(261)

공학교육
혁신센터

센터장 서재원 센터 업무 총괄 3268

사무원 오영은 예산 및 사업 3619

사무원 김다현 사업 3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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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 교육혁신본부

가. 설립목적

  교육혁신본부는 우리대학 전공, 교양, 비교과 교육과정의 질적 수준 향상을 도모하고 교

육의 질적 수준 제고를 목적으로 설립되었다. 이를 통해 학내 교육 질 관리 조직 간 연계·
협력을 통한 TQM(Total Quality Management)시스템을 구축하고 있다. 교육혁신본부는 

구체적으로 1) 증거기반 대학교육 전반에 대한 정책 결정 지원, 2) 개신인재 양성을 위한 
전공, 교양, 비교과 교육과정의 체계적 질 관리, 3) 대학교육 전반에 대한 성과관리 계획 

수립 및 실행, 4) 학습자 맞춤형 교육서비스 고도화를 위한 교육프로그램 기획, 실행 및 
성과분석, 5) 교수학습역량 제고를 위한 프로그램 기획, 설계, 운영 및 성과분석, 6) 스마

트교육역량 제고를 위한 프로그램 기획, 설계, 운영 및 성과분석을 위한 우리 대학 내 성
과관리 조직으로 기능하고 있다. 교육혁신본부는 우리 대학 내 성과체계의 지속적인 질 관

리를 담당하는 IR(Institutional Research) 전담 조직으로서 우리대학 교육 혁신을 위하여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나. 연혁
  본 기관은 2012년 7월 교육인증원으로 설립되어, 2013년 8월부터 2017년 2월까지 6개 

단과대학 44개 학과(부)의 자체전공인증을 실시하였고, 자체인증학과를 대상으로 2013년
부터 전공역량강화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학과에 지원하였다. 2017년 1월에는 교육혁신연

구원으로 조직을 확대 개편하여, 대학 내 빅데이터 관리 및 성과체계의 지속적인 질 관리, 
대학교육의 체계적 질관리를 담당하였다. 2021년 9월 대학 평가 및 정부재정지원사업 개

편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교수학습 및 원격교육 혁신 및 성과관리 고도화를 추진하는 부
서로서의 위상을 강화하고자 스마트교수학습개발원, 충청권역 대학원격교육지원센터와 통

합하여 교육혁신본부로 승격하였다. 

다. 조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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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주요 업무

 1. 정부재정지원사업 기획 및 평가 지원, 대학기본역량진단/대학기관평가인증 등 대내외 
대학평가 지원, 혁신경영정보시스템(Information System for Innovative Education, 이

하 ISIE)을 통한 대학교육의 질관리 플랫폼 구축 및 학내 핵심성과지표 고도화    
    - 정책수립 의사결정 지원, 교육의 질제고를 위한 컨설팅 제공, 조직간 연계협력을 통

한 TQM시스템 구축
 2. 대학교육 성과관리(정규교과, 비교과) 기획 업무 총괄, 비교과프로그램 통합 성과관리, 

정부재정지원사업 성과관리, 교육효과성 분석 및 성과 연구
    - Big Data 분석을 통한 대학교육 효과성 분석 및 환류, 성과지표 모니터링, 교과·비

교과 프로그램의 효과성 분석, 교수학습과정 효과성 분석 등
 3. 역량기반교육과정 운영 지원, CHANGE역량진단 통합관리, 전공교육 질관리(자체전공

교육인증제) 계획 수립 및 운영, 학내 설문조사 통합관리(문항개발, 기초분석 등) 
    - CHANGE역량검사 기획 및 운영(검사 실시 및 문항 관리), 자체전공교육인증제 운

영, 신입생 실태조사 운영, 교육환경 및 서비스실태조사 운영
 4. 교수역량 및 학습역량 프로그램 기획, 개발, 운영 및 평가, 이러닝시스템 기반의 교육

방법 및 수업 설계 지원, K-MOOC 강좌 및 플립러닝 강좌 개발 및 운영, 온․오프라인 
통합교육 학습환경․인프라 구축 및 시스템 고도화, 고교학점제 관련 프로그램 기획, 개

발, 운영 및 평가
 5. 충북권역 내 공동활용 학습관리시스템, 원격강의 제작 인프라 구축 및 운영, 공동활용 

원격강의 콘텐츠 개발 및 활용, 충북권역 내 대학 원격교육 혁신 지원 프로그램 운영, 
충북권역 내 대학 간 원격교육 협업 기반 조성 및 활성화

❚ 업무별 담당자

부서 직위 성명 주 요 업 무
전화번호
(261)

본부장 이길재
교육혁신본부 업무 총괄, 분임재무관, 

분임수입징수관, 물품운용관
1440

부본부장 이재열 교수학습혁신센터, 원격교육혁신센터 업무 관할 2784

미래

전략
혁신

센터

센터장
(초빙

교원)

김지선

교육혁신본부 기본계획 및 발전계획 수립, 
교육혁신본부 정책연구 총괄 기획, 

대학혁신지원사업 기획 및 평가 지원, 
대학기본역량진단/대학기관평가인증 평가 지원, 

대내외 대학평가(THE, WURI 등) 지원

1435

연구원 장서진
혁신경영정보시스템(ISIE) 관리 및 고도화. 학내 
KPI(핵심성과지표) 모니터링 및 고도화, 데이터 

시각화 프로그램(Spotfire) 관리 
3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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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 직위 성명 주 요 업 무
전화번호
(261)

교육
성과

혁신
센터

센터장

(초빙
교원)

김희성
교육성과혁신센터 업무 총괄, 대학교육 
성과관리(정규교과, 비교과) 기획 업무 총괄, 

정부재정지원사업 성과관리 지원(핵심, 자율성과지표 관리)
(249)1434

연구원 박태양
비교과 프로그램 통합 성과분석, 정부재정지원사업 
성과지표 관리 지원, 교육효과성 분석 및 성과연구 

, 타부서 성과분석 지원
3968

역량
교육

혁신
센터

센터장
(초빙

교원)

김제현

역량교육혁신센터 업무 총괄, 전공교육 질관리
 - 자체전공교육인증제 및 후속지원 사업 기획 및 운영, 
교수학습 및 원격교육 성과관리, 정부재정지원사업 

운영 지원

(249)1436

연구원 안은비
역량기반교육과정 운영지원, 핵심역량 검사도구 

고도화 및 진단 실행, 정부재정지원사업 운영 지원
3617

연구원 유호준
Survey 통합관리(문항개발, 기초분석 등), 교육환경 

및 서비스 실태조사(설문 통합관리 연계), 
정부재정지원사업 운영 지원

3927

교수

학습
혁신

센터

센터장 이재열 교수학습혁신센터 업무 총괄

학사

주무관
이은복

교수학습 사업 기획 및 관리, 교수학습프로그램 
개발 및 연구, 교수법 세미나 운영 관리, 

수업컨설팅 운영 관리
3610

사무원 엄소연

학습법 특강 운영, 학습부진자 코칭 
프로그램(Exploring Myself) 운영, 학습튜터링 

프로그램 운영 및 학습진단, 교수학습법 프로그램 
관련 행사 지원

3754

사무원 이수현
고교학점제 운영 관리, 고교학점제 관련 고시과목 

강사 POOL 구성 및 강의보조 자료 개발, 
고교학점제 관련 고시과목 외 신규 교과목 개발 및 운영

3753

학사

주무관
김은미

스마트교육 사업 기획 및 관리, 대학정보공시 실적 
연계 및 평가지표 관리, CBNU 스마트교육 플랫폼 
관리 (및 운영), 이러닝 시스템 인프라 구축 및 
운영, K-MOOC 및 플립러닝 강좌 운영 관리, 
스마트교육 워크숍 개최 및 정보화 관련 업무

3611

대학회계
공무직

홍지민
이러닝 콘텐츠 제작(촬영, 편집 등) 및 제작 지원, 

원격교육 스튜디오 구축 및 운영, 스마트교육 관련 
행사 지원

(249)18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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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 직위 성명 주 요 업 무
전화번호
(261)

연구원 박상아
K-MOOC 강좌 개발 및 운영, KNU-9 학점교류 

강좌 운영, 스마트교육 관련 행사 지원
(249)1888

원격

교육
혁신

센터
(충북

권역 
대학

원격
교육

지원
센터)

센터장 이길재
원격교육혁신센터(권역별 대학원격교육지원센터) 업무 

총괄

팀장

(초빙
교원)

이소영

권역별 대학원격교육지원센터 사업 운영 및 관리, 
원격교육 강화 프로그램 설계 및 기획, 원격교육 

강화 프로그램 성과분석 및 환류, 
대학원격교육협의회 및 컨설팅단 기획 및 운영, 

원격교육 관련 워크숍·교육 운영

1910

연구원 이예서

이러닝 플랫폼 운영 및 관리, 이러닝 콘텐츠 
운영(학점교류 및 공동활용), 대학원격교육 콘텐츠 
개발 T/F 담당, 대학원격교육협의회 운영 보조, 

원격교육 관련 워크숍·교육 운영 보조

(249)1911

연구원 김나리

이러닝 인프라(스튜디오 및 스마트 강의실 등) 운영 및 관리, 
이러닝 콘텐츠 기획 및 개발(과목선정 및 질관리), 
원격교육지원센터 홈페이지 운영 및 관리, 

컨설팅단 운영 보조, 원격교육 관련 워크숍·교육 
운영 보조

(249)1913

사무원 유선영
국고보조금 사업관리 및 회계업무, 기자재 및 자산 
관리, 사업추진위원회 운영, 기타 행정 업무 등

(249)1912

행정
지원실

실장 이은향
교육혁신본부 행정지원실 업무 총괄, 분임지출관, 

분임보안담당관
3966

팀장 지석현
직원 채용 및 인사관리, 서무업무 주무 및 교직원 

복무관리, 대학회계 및 보조금 등 예산 편성, 
관인관수

3934

대학회계
정규직

이예숙
대학회계 및 보조금 등 예산집행 및 관리, 

일반서무(문서ㆍ보안ㆍ소방ㆍ물품ㆍ연말정산), 
장학업무

(249)1660



296  Ⅶ.� 지원시설� 및� 부속시설� �

18. 과학영재교육원

가. 교육 목표

  본 영재교육원의 교육목표는 지역사회의 과학적 재능을 가진 학생들을 미래의 국가 발

전에 크게 기여할 창의 융합형 과학기술인재로 양성하는데 있다. 이러한 목표를 구현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하위 목표를 설정하여 끊임없이 노력하고 있다.

 1) 과학영재를 조기 발굴한다.
 2) 충북대학교의 우수한 과학교육역량을 이용하여 체계적으로 과학영재를 육성 지원한다.

 3) 상급 영재교육 기관과의 연계 교육을 활성화하여 배출된 과학영재들이 장래 전문 과학 
인력으로 역량을 키울 수 있도록 지원한다.

 4) 융합적 지식을 기반으로 새로운 가치를 창출하고, 종합적인 문제해결력을 갖춤과 동시
에타인과 더불어 살 줄 아는 올바른 인성을 겸비한 인재를 양성한다. 

나. 연혁
2012. 10. 25 과학영재교육원 설립
2013. 03. 01 1대 김익균 원장
2014. 02. 28 1기 교육생 수료
2015. 02. 28 2기 교육생 수료
2015. 03. 01 2대 김익균 원장
2016. 02. 29 3기 교육생 수료
2017. 02. 28 4기 교육생 수료
2017. 03. 01 3대 김익균 원장
2018. 02. 28 5기 교육생 수료
2019. 02. 28 6기 교육생 수료
2019. 03. 01 4대 오원근 원장
2020. 02. 29 7기 교육생 수료
2021. 02. 28 8기 교육생 수료
2021. 03. 01 5대 오원근 원장
2022. 02. 28 9기 교육생 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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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조직도

라. 교육 과정 구성 원칙
  충북대학교 내에 설치된 과학영재교육원은 토요일과 방학을 이용하여 수업을 하며, 연간 
100시간 이내의 수업을 한다. 12월에 영재교육 대상자를 선발하며, 융합과학교육과정은 초

등학교 5학년, 6학년으로 구성된 초등심화과정, 중학교 1학년, 2학년으로 구성된 중등심화
과정, 중학교 3학년으로 구성된 사사과정으로 운영된다. 

 1) 초등심화1 과정

  ·건강과 우리 생활의 과학 A 트랙, 건강과 우리 생활의 과학 B 트랙
  ·각 트랙은 20명 내외로 구성

 2) 초등심화2 과정
  ·교통과 지리의 과학 트랙, 파동과 음향의 과학 트랙, 건축과 환경의 과학 트랙

  ·각 트랙은 20명 내외로 구성
 3) 중등심화1 과정

  ·생태계와 지구환경의 과학 트랙, 빛과 정보통신의 과학 트랙, 인간과 로봇의 과학 트랙
  ·각 트랙은 20명 내외로 구성

 4) 중등심화2 과정
  ·첨단과학과 우리생활 트랙

  ·각 트랙은 20명 내외로 구성
 5) 사사 과정

  ·물리, 화학, 생물, IT 융합 트랙
  ·각 트랙은 5명 내외로 구성

마. 교육 일정 및 교육과정 운영

 1) 토요교육 일정
  ·초등심화 과정과 중등심화 및 사사 과정을 격주로 진행

  ·오전에는 융합과학교육이 해당 트랙별로 교수님의 강의, 실험 및 실습으로 진행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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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후에는 자율탐구활동과 OR 예술융합 교육이 진행됨
 2) 토요교육 운영

  ·주제 중심 융합과학 영재교육 실시
  ·심화과정 및 사사과정 운영

  ·SW 및 MBL (Microcomputer Based Learning) 연계를 활용한 프로그램 강화
  ·진로탐색 강연 및 진로상담을 통한 맞춤형 진로 지도

  ·높은 전임교원 참여율 및 담임 조교시스템 운영으로 질높은 교육과 교육 환경 제공
 3) 집중교육 운영

  ·하계 집중교육 실시
  ·동계 집중교육 실시

  ·탐구 중심 융합과학 영재교육 실시
 4) 특별프로그램 운영

  ·초등, 중등 자율탐구 프로그램 운영
  ·연구윤리 및 연구노트 작성법 교육 및 운영

  ·IT 기초강화 프로그램 운영
  ·융합과학 주제별 안전교육 『안전한 실험실 만들기』프로그램 운영

  ·연구결과 발표대회 운영
  ·과학독서 프로그램 운영

  ·예술융합활동과 연계한 융합과학 프로그램 운영
  ·오케스트라 예술융합 프로그램 운영

  ·보컬 및 합창 예술융합 프로그램 운영
  ·회화 및 디자인 예술융합 프로그램 운영

  ·연극 및 영화 예술융합 프로그램 운영

❚ 업무별 담당자

부서 직위 성명 주요업무
전화번호
(249)

과학영재교육원

원장 오원근 과학영재교육원 업무 총괄

1772부원장 이인선 과학영재교육원 운영

부원장 이재권 과학영재교육원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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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 교양교육본부

가. 설립목적

교양교육본부는 교양교육 전담기구로 2010년 9월 1일 설립된 기초교육원의 기능 및 책

임을 강화할 목적으로 2015년 6월 23일 확대·개편된 조직이다. 교양교육본부는 효율적이
고 체계적인 교양교육을 위한 실질적 Control Tower 역할, 학부교육의 개선을 위한 실질

적 지원조직으로서의 역할을 다함으로써 교육수요자 및 제공자에 대한 만족도를 높이고 
이를 바탕으로 우수한 대학교육을 실현함을 목표로 하고 있다. 현재 교양교육본부는 우리 

대학의 교양교육, RC교육, 의사소통교육을 담당하고 있다.

나. 연혁

2010. 9. 1. 기초교육원 설립
2011. 9. 12. 교양교육센터,CI센터 설치
2015. 6. 23. 창의융합교육본부 신설 (교양교육센터, 융합교육센터, 창의교육센터,

의사소통혁신센터, 행정실)
2018. 3. 1. 창의융합교육본부 조직 확대개편(교수학습지원센터와 통합 및 행정기

획실 신설)
2020. 5. 7. 창의융합교육본부 조직개편(교양교육원, 스마트교수학습개발원 신설,

RC교육센터, 의사소통센터로 명칭 변경, 2원 2센터 1실)
2021. 9. 1. 창의융합교육본부 조직개편(교양교육원, RC교육센터, 의사소통센터,

스마트교수학습개발원이 교육혁신본부로 통합, 1원 2센터 1실)
2021. 12. 1. 교양교육본부로 명칭 변경

다. 조직 및 구성

라. 주요 업무
 <행정지원실>
  ·부서 운영사업 기획 및 평가

  ·직원 채용 및 인사관리
  ·대학회계, 재정지원사업 예산 편성 및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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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양교육원>
  ·교양교육 기본정책 및 발전계획 수립

  ·교양교육과정 운영 및 평가·환류
  ·교양교과목 담당 교·강사 채용 및 추천

 <RC교육센터>
  ·RC프로그램 기획 및 편성 운영

 <의사소통센터>
  ·의사소통교육 프로그램 기획 및 관리

  ·의사소통교육 프로그램 교과 연계 지원
  ·글쓰기 상담 프로그램 운영

  ·독서 프로그램 운영
  ·토론 대회 운영

❚ 업무별 담당자

부서 직위 성명 주요업무
전화번호
(261)

교양교육본부 본부장 이미순 교양교육본부 업무 총괄 3913

행정지원실

과장 이은향 업무총괄 3966
팀장 지석현 행정업무 주무 3934
주무관 김성호 회계(대학회계) 3940
주무관 강소영 서무·물품 3977

주무관 변지영 회계(보조금)
(249) 

1685

교양교육원

원장 김윤섭 교양교육원 업무 총괄 2731
팀장 채주석 기획 및 운영 주무 3976
주무관 유지원 교양교과목 관리 3915
주무관 신유나 교양강좌 관리 3937

RC교육센터

센터장 서대원 RC교육센터 업무 총괄 3748
팀장 채주석 기획 및 편성 3976
주무관 이은주 RC운영 지원 3979
주무관 반세인 RC운영 지원 3932

의사소통센터

센터장 장충덕 의사소통센터 업무 총괄 3745
팀장 손대익 기획 및 관리 3931
주무관 김자영 독서인증제 운영 3935
주무관 김종수 독서 모임 및 독서 골든벨 운영 3936
주무관 이진우 글쓰기 상담 프로그램 운영 3933

자율전공학부
팀장 채주석 주무 겸무 3976
주무관 유지원 학사관리 3915



20.� 교직부� /� 21.� 출판부� � 301

20. 교직부

가. 설립목적

교직부는 사범계 및 비사범계(교육대학원포함) 학생들의 교직과정 운영전반에 관한 업

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1984년도에 설립되었다. 

나. 조직

본 교직부는 대학본부 직속으로, 교직부장1인과 교직부 운영위원회가 있다. 교직부장은 
사범대학 부교수 이상에서 보임하며, 교직부운영위원은 교직부장이 위촉한다. 

다. 운영현황

본 교직부는 이수예정자 선발, 교직과정 이수지도, 교육실습계획 및 성적평가, 교직과목
개설, 교직과정 설폐, 기타 교직과정 운영에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사항을 관장하며, 이를 

교직부운영위원회에서 심의한다. 

❚ 업무별 담당자

부서 직위 성명 주요업무
전화번호
(261)

교직부

부장 변호승 교직부업무 총괄 2654

팀장 채현숙 사범대학 업무주무 3520

주무관 장지수 행정업무 2074

21. 출판부

가. 설립목적

1983. 3. 24. 규칙 제117호에 의거 설립된 출판부는 교내의 학술연구 및 문헌의 출판과 
교육에 필요한 교재 및 인쇄물 간행을 통하여 학술문화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나. 조직

출판부에 편집실, 인쇄실, 행정실을 두어 각 업무를 분장하며, 출판업무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출판위원회를 두고 있다. 출판위원회는 출판부장과 학사과장 및 총장이 

임명하는 4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임명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위원장은 출판
부장이 되고, 위원은 본교 조교수 이상의 교원 중에서 출판부장의 제청에 의하여 총장이 

임명한다.
 1) 편집실은 출판의 기획, 조사연구, 출판의 조정, 출판물의 교정 및 섭외에 관한 사항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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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장한다.
 2) 인쇄실은 보유 시설에 의한 인쇄, 복사 및 재생업무를 분장한다.

 3) 행정실은 도서의 판매, 계약 및 출판부의 서무에 관한 사항을 분장한다. 다만, 행정실
을 두지 아니한 경우에는 편집실이 그 업무를 분장한다.

다. 기능

 1) 교양 및 전공 교재의 간행

 2) 학술연구물 간행
 3) 교재, 일반 간행물의 출판 및 공급

 4) 출판물에 관한 조사연구
 5) 기타 필요한 사업

라. 교양교재 및 학술․교양도서 간행 현황

 1) 교양교재 

도서명 저(편) 자

한국사의 이해
탈현대사회의 가치와 명상
의식 심리학(수정증보)1
볼링의 이론과 실제(증보)
즐거운 골프여행
신체활동과 건강
국가발전의 제문제
인류의 기원과 진화
테니스의 이론과 실제
공학윤리와 역사
신체활동과 스트레스
골프의 이론과 실기
매일 만나는 한국어1
매일 만나는 한국어2 
쉽게 말하는 한국어3
매일 만나는 한국어1 활용
매일 만나는 한국어2 활용
쉽게 말하는 한국어3 활용
인류의 진화와 발자취
기초컴퓨터프로그래밍실습
중국문화 이해하기
교육과 심리의 검사방법이해
빅데이터 이해와 활용

한국사 연구실
김용환
ROBERTE ORNSTEN/원, 이봉건/역
장봉우
평생체육연구소
최종환
권혁길
박선주
최종환
김용환
장봉우
옥광
충북대학교 국제교류원
충북대학교 국제교류원
충북대학교 국제교류원
충북대학교 국제교류원
충북대학교 국제교류원
충북대학교 국제교류원
박선주
컴퓨터프로그래밍교재편찬위원회
배득렬,조현국
허경조
조완섭,최상현,나종화,류관희,김용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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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전공교재 

도서명 저(편) 자

전자회로 실험
기초회로 실험
디지털 실험
안전공학 총론
화학공장의 설계와 경제
전업작가로 살아남기
작물재배학원론
한국정치사상사원강론
독성학
어류질병 진단기법
육상경기
계획모형
Fundamentals of Dream Design and 
Analysis
사회과학의 메타분석방법론
현대고분자화학과공업
T.S 엘리어트의 시
정치사의 이해
G. 켈러의 단편
임연ㆍ임연정권 연구
증권거래법상 경영자민사책임론
비범한 학습
합성생물학
로하스시대의 바이오임업과 이용
아날로그/디지털 기초회로실험
정보통신공학 기초회로실험
미리 가보는 수의학 교실(개정판)
전자회로실습설계
도시구성

안재형 외 2인
안병철 외 2인
조경록 외 2인
이병곤 외 6인
염경호 외 1인
진익송
정승근 외 8인
민병학
김학성, 오기완
허강준, 김정호
김태완, 장민경
박병호
유영갑

이지훈
김공수, 김완영
황철암
G.R.Elton/원, 민병학/역
G.켈러/원, 이명우/역
신호철
송종준
유인호
김영창 외 3인
김재수 외 11인
조태원 외 3인
조경록 외 2인
충북대학교 수의학교재편찬위원회
권오욱 외 2인
이준표

도서명 저(편) 자

생활속의 경제학
스포츠 건강과 웰니스
대학 글쓰기
형성원리로 깨우치는 한자
기초프랑스어연습Ⅰ,Ⅱ
한자와 한문

조택희
평생체육연구소
대학 글쓰기 교재 편찬위원회
실무한자 교재 편찬위원회
이은미
한자와 한문 교재 편찬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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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학술도서

도서명 저(편) 자

현대법학입문
바이오펄과 함께하는 생명정보학
ERP 재고관리시스템
Stata를 활용한 통계이론 및 실습
디지털시스템설계 실습
마이크로프로세서 ARM Cortex-M3
AVR ATmaga128을 이용한 에너지 
절감형 미니모바일 로봇
라즈베리 파이 및 
ARM 임베디드시스템 실습
채권이야기
자바 프로그래밍 기초부터 웹개발 
응용까지
지리과 교육과정과 교과서 탐구
소비자학개론

류화신
김영창
김영렬
성현곤
김형원
김곤우,박찬식
김성진, 심승환, 오도봉

최민, 조경록, 안병철, 김태준, 이의신

오지용
최민

강창숙
유현정,김민정,전상민,송유진,장연주

도서명 저(편) 자

생물공학의 기술과 미래
명왕조 성립사 연구
장미의 고품질 생산기술
녹색교통자전거-계획과 설계-
특수기능고분자
후삼국시대호족연구
동유럽민족문제연구
한국금융사
녹조식물해캄의 생물학
환경이상과 식물장해
현대사회와 윤리문제
안면외상학: 기초에서 응용까지
일본형 기업경영
서양중세의 음식과 축제
생물인류학
몽유소설
초경질피막의형성원리와공업적응용
영어사의 이해
한중국 근대개혁운동 비교
동양사회의 정신세계

김대재
전순동
허정욱, 김태중, 백기엽
박병호
김공수
신호철
안성호
배영목
김영환
차병진
김용환
진홍률
김영래
홍성표
박선주
한석수
위명용
김성욱
민병학
장공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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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서명 저(편) 자

정치사의 이해
적대적 M&A의 법리
미국이민의 역사ㆍ이론과 실제
베트남의 세계사
후삼국사
근대러시아 문학사
윤회와 반윤회
아나키즘-철학과 이상
고대러시아문학사
세계윤리교육
영국의지역정책
인사관계법
현대민주주의 위기연구
국어 어원론(개정판)
동양과학개론
남부유럽론
알렉산드로스 대왕전기
시스템 사고와 시나리오 플래닝
정보보호인력 양성정책
중세영국사의 이해
문화국가론
플라톤의 파르메니데스편 연구
수요중심의 인력계획
문법구조와 인지과정
충북의 선거와 지역정체성
미국의 대한반도 정책 이론과 실제
중국 고전문학이론의 이해
U.S. BESINESS LAW CLASS
통감절요1,2,3,4
기업범죄론
한국어 어휘음운사 탐색
보수의 이념과 진보의 정치빈곤
사회변화와 범죄
경제수학
우주법론
중국고대의 법제
현대중국외교론
한국 경제사회의 천민성
가옥, 가족, 가구

민병학
송종준
민경희
박홍영
신호철
김문황
정세근
백용식
김문황
김용환
최영출
노병호
안성호
조항범
권일찬
홍성후
윤진
김상욱
김태성
홍성표
김수갑
김귀룡
김태성
최도규
강희경
김일수
배득렬
김광록
김정화
이승준
전철웅
이항우
홍성표
구영완
이영진 외 5인
임병덕
이장원
김성기
김범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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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교양도서

도서명 저(편) 자

혁사교육론 입문
현대미술론
일본여성가극 다카라즈카
부동산물권 법리의 쟁점
시스템 사고와 창의
20세기말 현대러시아 문학사
인문학으로 누정읽기
사회과예비교사의 수업관찰과 반성적 실천
윤리적 인사관리
주거복지법제와 주택임대차법의 현황과 과제
제4세대 경영
소비자와 미디어
우리말 ʻ卑語ʼ ʻ俗語ʼ ʻ辱說ʼ의 어원 연구
文心雕龍 註解第一卷(문심조룡 주해제일권)
서양 문화 산책
장수시대 장수윤리
현대 중국어 어법
러시아어의 어제와 오늘: 음운론과 
형태음운론
그린캠퍼스 가이드북
철학으로 비판하다
노자와 루소, 그 잔상들
현대 한국 사회와 정부 조직 관리
그리스 논리사
니꼴라이 고골
조선시대 아동교재 동몽선습의 학술적 
가치
文心雕龍 註解第二卷 明詩篇
(문심조룡 주해제이권 명시편)
고전문학으로 충북을 읽다
봉건제와 중세 잉글랜드의 역사
장소통합형 도시재생
토지정책, 무엇이 올바른 길인가

김보림
윤우학
이성재
김판기
김상욱
노만 N. 쉬나이더만 저/ 김문황 역
박연호
강창숙
김찬중
이은희, 여경수
김상욱
유현정
조항범
배득렬
윤진
김용환
최병덕
최성호

최윤정
정세근
정세근
이재은
김귀룡
블라지미르 나보꼬프 저/ 김문황 역
충북대학교 우암연구소

배득렬

충북대학교 인문학연구소
홍성표
황재훈 외 7인
반영운 외 한국토지정책학회 회원

도서명 저(편) 자

도전에는 영광이
- 대학교수의 지구촌 유학체험기-

장수익 외 35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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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 출판절차
 1) 출판부 발간 교재를 개발하고자 할 때에는 각 교과목 편찬위원회(공동) 또는 해당과목 

담당교수(개인)의 명의로 매학기 개시 5개월 전에 교재개발신청서를 출판부에 제출하
여야 하고, 이를 출판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총장의 승인을 받아 시행한다. 출판부 발간 

교재의 전면 개편시에도 또한 같다.
 2) 교재를 개발하고자 할 때에는 교재개발신청 이전에 출판부와 협의하여야 한다.

 3) 학내 각 연구소에서 발행하는 논문집 원고를 조판 및 편집한다.

도서명 저(편) 자

삶, 학문 그리고 사회
- 대학생을 위한 경험적 철학에세이-
서재여적
다시보는 물리
이성과 자연
간이야기
유토피아 연구와 크리스타볼프의 문학
중국의 전통문화 한국에 미친영향
종교윤리와 정산사상
역주화양동지
스코틀랜드 분리 독립운동의 역사적 기원
역주 송파유고
자연과 사람과 시
우아한 삶에 대하여
이효석의 서정미학
더 즐거운 변화
명가보묵
역주 금호유고
심리건강1,2
한국의 환상동화 1,2,3
노년에 관한 인문학적 성찰
해바라기는 해를 보려고 키가 자란다
제주환상동화1
충청환상동화1
100세 시대의 노년
중남미로 떠나는 교육봉사
건축과 음악
고간찰 고문헌 용어사전

이동한 외 32인

노두현 외 110인
김대식
김동원
이헌영 외 6인
박설호
최병수
김용환
충북대학교 우암연구소
홍성표
충북대학교 우암연구소
김영남
고봉만
이익성
김기태
신범식 외 1인
임동철 외 1인
이봉건
로돌프 메뎅제, 김재홍
고봉만 외 7인
러시아언어문화학과
프랑스언어문화학과
프랑스언어문화학과
충북대학교 유럽문화연구소
한재영 외 8인
한찬훈
한석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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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 발간교재 공급 방법
 1) 필수교재의 경우 교과대금 납부고지서에 의하여 은행에 납부 후 교재 교환권 소지자에

게 출판부에서 공급한다.
 2) 출판부 발간 도서는 구내서점 및 주요 온라인 서점, 한국대학출판협회와 위탁하여 자

율적으로 판매하며, 우편 주문에 의하여도 판매한다.

사. 기타
 1) 주소 : 충북 청주시 서원구 충대로1 개신문화관 지하1층 충북대학교 출판부

 2) 전화 : 043)261-2952, FAX : 043)274-1256
 3) 홈페이지 : http://presscbu.chungbuk.ac.kr

 4) 이메일 : presscbu@cbnu.ac.kr

❚ 업무별 담당자

부서 직위 성명 주요업무
전화번호
(261)

출판부

부장 어강석 부 업무 총괄 3014

주무관 윤소담
도서 발간 지원, 기획·출판 상담, 

도서 물류관리, 예산관리
2952

22. 학생생활관

가. 설립목적
학생생활관은 학생을 위한 복지 시설로서, 생활편의 제공은 물론 면학분위기를 조성하

여 건전하고 유능한 사회인을 육성한다는 목표아래 설립되었으며, 생활관생들로 하여금 생
활관 공동생활을 통하여 자주, 자립, 협동정신을 습득하게 하여, 건전하고 참다운 대학생활

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나. 연혁

1984. 3. 1 여학생기숙사 장미동(현 양현재 청운관 게스트하우스) 개관
1985. 9. 1 백합동(현 양현재 등용관) 개관
1991. 3. 1 남학생기숙사 개성재 진리관, 정의관 개관
1993. 3. 1 개성재 개척관 개관
2003. 2. 27 계영원 개관

9. 29 학생생활관으로 명칭변경
2008. 3. 1 BTL생활관 양성재(지선관, 명덕관, 신민관) 개관
2015. 3. 1 BTL생활관 양진재(인의관, 예지관) 개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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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생활관생 정원

구   분 관   별 성   별 정   원(명)

본  관

개성재

진리관 남 222

정의관 남 104

개척관 여 240

계영원 여 418

소  계 984

양현재
등용관

남 87

여 81

소  계 168

양성재(BTL)

명덕관 남 651

신민관 남 315

지선관 여 643

소  계 1,609

양진재(BTL)

인의관 남 700

예지관 여 660

소  계 1,360

총     계 4,121

라. 자치활동
자치회를 조직하여 자율적으로 운영하고 있으며, 매년 벗사랑 나눔제와 체육행사를 연

례행사로 개최하여 외부인에게 생활관을 개방하고, 관생들 간의 화합을 갖는 축제가 열리
고 있다.

❚ 업무별 담당자

부서 직위 성명 주요업무
전화번호
(261)

학생생활관
실장 박계병 실 업무 총괄 2970

팀장 정태진 실 업무 주무 2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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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인재양성원

가. 설립목적
1986년 2월 25일에 발족한 인재양성원은 사법시험, 5급공채, 공인회계사, 변리사, 중 등

임용시험 등에 대비, 이에 필요한 학식과 직무수행능력을 배양하게 하여 각종 고시에서 합
격생을 배출함으로써 본교의 명예를 드높임은 물론 건전한 면학기풍을 조성하여 학교발전

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나. 연혁

1986. 2. 25. 충북대학교 사회과학대학부설고시원 개원
1989. 2. 27. 충북대학교 법과대학부설고시원으로 개칭 및 이관
1993. 3. 16. 충북대학교 고시원으로 개칭 및 이관
2004. 8. 25. 충북대학교 고시원 명현관으로 이전
2013. 3. 01. 충북대학교 인재등용원으로 개칭
2015. 2. 17. 충북대학교 인재앙성원으로 개칭

다. 시설현황

인재양성원은 법학전문대학원 뒤쪽이면서 형설관 옆인 N6(인재양성원) 2,3층을 사용하
며, 각반별 열람실, 영상강의실(4개), 멀티미디어실 등을 주요 시설물로 두고 있다.

인재양성원생은 모든 시설물을 24시간 이용할 수 있다.

 1) 선발
본교 재학생 및 졸업생중 각종고시 1차합격자 또는 직전학기 성적평균이 B°이상인 학

생 중 인재양성원에서 시행하는 소정의 선발시험(매학기말 정기입실시험, 매학기초 추
가입실시험)과 면접을 통해 선발한다. 

 2) 관리
최대한의 독서시간 확보를 위한 지도를 하며, 실력향상과 수험적응 능력을 배양토록 

하기 위하여 공통과목 특강과 2월 1회 모의고사를 실시한다. 
 3) 장학제도

각종고시 1차 합격자에게는 교재지원비를 지급하며, 성적우수자에게는 등록금 면제, 기
타의 장학금이 지급된다.

 4) 원생지원
서울소재 학원의 동영상강의를 지원하며 서울소재 유명 강사를 초청하여 특강을 개최

함으로써 원생들을 지원하고 있다.

 ※ 인재양성원 홈페이지 : www. cbnu-inje.cent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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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업무별 담당자

부서 직위 성명 주요업무
전화번호
(261)

인재양성원
원장 신정규 인재양성원 업무 총괄 1816

주무관 이종만 부 업무 총괄 2954

24. 사회봉사센터

가. 개요
사회봉사센터는『21세기를 함께 여는 역동적인 인재』를 배출하기 위해 조화와 품격을 

통하여 공동체 의식을 키우고 지역사회와 상생 발전으로 글로벌 국가중추대학으로의 역할

을 다하며 도움의 손질이 필요한 지역사회 전반에 걸쳐 봉사를 실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나. 조직

사회봉사센터(2012. 06. 13.)는 본부 학생처 소속으로 행정지원부와 운영지원부, 운영위

원회를 두고 있으며, 센터장은 학생처장이 된다.  

센터장(학생처장)

운영위원회

행정·운영부장
(학생과장)

봉사 
행정·운영지원부

사회봉사 교과운영부 봉사단 운영부

봉
사
활
동
계
획

봉
사
활
동
지
원

봉
사
활
동
관
리

수
강
신
청
서
관
리

봉
사
시
간
확
인
서
관
리

교
과
목
학
점
관
리

동
아
리
학
생
봉
사
단

일
반
학
생
봉
사
단

교
직
원
봉
사
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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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사회봉사 기본 계획 수립
 2. 사회봉사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3. 사회봉사 교과과정 운영(사회봉사 Ⅰ·Ⅱ)
 4. 사회봉사 장학생 선발

 5. 그밖에 필요한 사업

❚ 업무별 담당자

부서 직위 성명 주요업무
전화번호
(261)

사회
봉사센터

센터장 박종진
사회봉사센터 운영위원장.

위원회 소집, 운영
2004

행정·
운영부장

박재성
사회봉사센터 운영·행정 업무 총괄 및 조정,

소관 회계 분임 지출관, 물품 운용관
2018

팀장 임원정

사회봉사센터 업무 관리 및 지원,
사회봉사활동 기획 및 지원,

CBNU 해외봉사 관리 및 지원,
CBNU 교육봉사 관리 및 지원

2019

주무관 정미은

사회봉사활동 관리 및 지원,
한국장학재단 봉사·멘토링 관리 및 지원

- 재능봉사 캠프 업무 지원
- 다문화·탈북학생 멘토링 사업 지원
- 대학생 청소년교육지원 사업 지원,

국립대학육성사업 관리 및 지원
- 희망하우스 집수리 봉사 관리 및 지원
- 다문화 새터민 학생캠프 관리 및 지원,

학생재능기부(전공연계, 학생주도) 관리 및 지원,
CBNU-RC 나눔공동체 봉사활동 관리 및 지원,

삼성드림클래스 멘토링 관리 및 지원,
봉사인증제 관리   

2109

주무관 신영란
사회봉사센터 업무 지원,

사회봉사교과목 행정 업무 지원,
봉사활동 확인 및 지표 관리 

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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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 취업지원본부

가. 설립목적

취업지원본부는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학생취업지원 기능을 강화하기 위하여 2005년 3

월 설립된 부속기관이다. 조직체계는 진로․취업지원팀, 행정팀으로 구성되어 있다.

나. 연혁

2005. 3. 1. 충북대학교종합인력개발원 설립
2005. 3. 1. 초대 조성찬 원장 임명
2007. 3. 1. 2대 박종섭 원장 임명
2008. 10. 16. 종합인력개발원 규정 개정
2008. 11. 1. 여대생커리어개발센터 신설
2009. 3. 1. 3대 고석하 원장 임명
2011. 3. 1. 4대 고석하 원장 임명
2011. 10. 7. 5대 권순동 원장 임명
2013. 10. 7. 6대 권순동 원장 임명
2014. 9. 1. 7대 김성수 원장 임명
2014. 11. 1. 취업지원본부로 조직개편
2016. 9. 1. 8대 김찬중 본부장 임명
2017. 7. 10. 글로벌취업센터 신설
2018. 9. 1. 9대 김찬중 본부장 임명
2020. 9. 1. 10대 최성호 본부장 임명
2021. 12. 1, 여성커리어개발센터, 글로벌취업센터 폐지

다. 조직

취업지원본부

운영위원회

취업지원부

진로.취업지원팀 행정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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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주요사업

 1) 학생의 진로 및 취업에 관한 기획, 교육, 홍보, 자료 및 정보제공, 전산망 구축
 2) 학생의 진로 및 취업지원을 위한 조사, 연구, 자료 분석 및 출판

 3) 학생의 진로 및 취업지원을 위한 개인상담, 집단상담
 4) 그 밖에 학생의 진로 및 취업을 지원하기 위한 사업

마. 주요 업무

 1) 진로.취업지원팀
   ․ 채용설명회 및 리크루팅

   ․ 진로·취업관련 정규 교과목 운영
   ․ 취업홈페이지 관리

   ․ 잡카페 및 취업세미나실 관리
   ․ 교육연구학생지도비 운영(비교과프로그램)

   ․ 대학혁신지원사업 프로그램 운영(학년별 맞춤 진로·취업지원 운영, 산학연계·글로벌 
프로그램 운영)

   ․ 취업통계조사
   ․ 진로 지도 및 취업 상담

   ․ 취업교육 프로그램 운영
   

 2) 행정팀
   ․ 예산 편성 및 결산, 회계, 서무, 기획업무

   ․ 계약직원 인사업무, 취업 관련 행사 지원
   ․ 비교과 프로그램 관리, 상상옷장, 잡카페, NH관 강의실 대여 관리 등

❚ 업무별 담당자

부서 직위 성명 주요업무
전화번호
(261)

취업지원본부
본부장 최성호 본부 업무 총괄 3550
부장 최권식 부 업무 총괄 3553

진로․
취업지원팀

팀장 장지혜 진로․취업지원팀 업무 총괄 3787
주무관 한정화 진로․취업지원 업무 3554
주무관 심민선 대학혁신지원사업 관리 및 프로그램 운영 3639

주무관 김지혜 진로․취업지원 업무 3657

행정팀
팀장 이영숙 행정지원업무 총괄 3696

주무관 김미경 예산 집행 및 결산 3561
주무관 김용섭 부서 일반서무 35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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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 국제교류본부

가. 설립목적
첫째, 본교 재학생 및 지역사회 주민을 대상으로 우수한 원어민 교수들과 내국인 강사

들이 직접 강의하는 양질의 다양한 외국어강좌를 개설·운영하여 종합적인 외국어 의사소
통 능력을 갖출 수 있게 함으로써 글로벌 인재를 양성한다.

둘째, 세계 각국에서 온 외국인 학생들 및 재외동포를 대상으로 한국어를 교육함으로써 
한국에서의 대학 진학 및 수학을 가능하게 하는 동시에 이들의 취업에도 도움을 주며 다

양한 우리 문화체험의 기회를 제공하여 한국문화를 세계에 알린다.

나. 연혁

1970. 9. 18. 영어교육과 어학실습실로 개관
1978. 3. 1. 충북대학교 어학실습실
1984. 1. 4. 충북대학교 어학연구소로 승격
1997. 3. 1. 충북대학교 외국어교육원으로 승격
2000. 3. 1. 충북대학교 국제교육원으로 승격
2010. 7. 1. 충북대학교 국제교류원으로 조직 개편(국제교류부, 외국어교육부,

한국어교육부)
2014. 11. 1. 충북대학교 국제교류본부로 조직 개편(국제교류사업부, 한국어연수부,

행정실)
2017. 3. 교육부 지정 교육국제화역량인증대학 선정

다. 조직

국제교류본부 

국제교류위원회
외국인입학전형관리위원회

국제교류사업부
한국어연수부
(부본부장)

행정실
(실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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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주요업무

국제교류본부

국제교류사업부 한국어연수부 행정실

· 해외학술교류협정 
체결 

· 해외어학연수 및 
교환학생 프로그램

· 외국인 입학 전형
· 외국인 유학생 관리
· 수요자 맞춤형 외국어 
교육과정 운영

· 외국인 대상 
한국어교육과정 운영

· 한국어 관련 신규 사업 
운영

· 한국어능력시험 시행

· 기획 및 일반행정 업무
· 예산 및 회계업무
· 시설업무(건물현황)
 ‐ 국제교류사업부
  N10동(1호관)
 ‐ 한국어연수부
  N5동(2호관),N9동(3호관)
 ‐ 행정실: N10동 151호

❚ 업무별 담당자

부서 직위 성명 주요업무
전화번호
(261)

국제교류본부 본부장 정진섭 국제교류본부 업무 총괄 2068

국제교류

사업부

주무관 황선영 외국인유학생 관리 및 통계, 유학생지원센터 3890
주무관 김민하 외국인 입학전형, 정부초청장학생 선발 3841

주무관 정소영 외국어교육과정, 영어 통번역 3292
주무관 조요안나 해외 국제교류(학술교류),국제협력프로그램 3291

주무관 정수지 교환학생 파견, 어학연수 학점관리 3293
주무관 이태림 교환학생 유치 3299

원어민강사 토마스 원어민 강사

한국어

연수부

부본부장 김경열 한국어연수부 업무 총괄 2699

주무관 우정윤 연수생 유치·홍보, 학사 등 행정업무 3944
주무관 원해석 한국어교육실습, 토픽시험 운영관리 3945

주무관 임굉지 연수생 유치·홍보, 중국어 통번역 3841
주무관 전유진 한국어연수생 관리 및 통계 3752

주무관 이은우 사회통합프로그램 운영 3786

행정팀

행정실장 박종필 행정실 업무 총괄 2946
팀 장 서석재 기획 및 평가, 대내·외 행사 3172
주무관 박주현 예산편성 및 집행 3290
주무관 김현지 서무, 정부초청장학생·한국어프로그램 관리 3925
주무관 이순자 국제교류본부 환경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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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 예비군연대

가. 설립목적

전시·사변 또는 기타 이에 준하는 국가 비상사태 하에서 현역부대 편성이나 작전에 필

요한 동원에 대비하며, 적이나 무장공비의 침투 또는 무장소요가 있거나 그 우려가 있는 
지역에서 대학시설을 방호하기 위해, 평시에는 예비군 자원 관리, 교육훈련 편성, 훈련을 

실시하고, 전시에는 동원운영계획에 따라 대학 예비군자원 동원을 지원하고, 직장 내 가용 
자원을 운영하여 대학 내 주요시설을 방호하기 위해 설립되었다.

나. 연혁

1981. 06. 15. 직장예비군 대대로 창설(대대본부, 3개 중대, 예비군 850명)
1984. 05. 26. 직장예비군 연대로 승격(연대본부, 4개 대대, 16개 중대로 증편)
1984. 01. 01. 직장민방위대 업무 수임(사무국 총무과 →예비군연대)
1989. 08. 01. 학생 병사 업무 수임(학생처 학생과→예비군연대)
2000. 02. 17. 사회복무요원 지휘관리 업무 수임(사무국 총무과→예비군연대)
2011. 08. 25. 예비군연대 사무실 이전(E5 학군단→N6 인재양성원 1층)
2017. 01. 01. 現) 예비군연대장 취임 (예) 대령 이동근)

다. 예비군 업무

 1) 조직편성 관리
대학직장예비군 편성 방침(2022년 육군 예비군 조직편성 지시)에 의거하여 다음 대상
자를 조직·편성·관리한다.

  가) 대학에 재학 중인 학생(전문(특수)과정, 연구과정, 관리과정 제외) 중 예비군
  나) 대학 및 대학원에 재직 중인 교직원(사무원 포함) 중 예비군
  다) 고용원 중 예비군
  라) 지원예비군
  마) 다만, 학생예비군 중 수업연한을 초과한 복수전공·부전공·연계전공, 재수강, 졸업

유예(연기)자, 유급자 등은 보류대상에서 제외하며, 지역예비군부대에 편성한다.
  ※ 상기 대상자는 입·복학 및 임용시 14일 이내에 예비군 연대에 대원신고를 해야 한

다. (대학 홈페이지 로그인 → 개신누리(종합정보) → 학생(직원)서비스→ 예비군신청)
 2) 교육훈련

대학직장예비군에 편성된 자는 연간 8시간 교육훈련을 이수해야 한다(학생 및 교수). 
교직원(고용원 중 예비군)은 연차별 해당 교육시간을 이수해야 한다.

라. 민방위 업무

 1) 조직편성 관리
  가) 대학에 재직 중인 교직원 중 예비군에 편성되지 않은 만20세 이상 40세 이하의 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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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로 편성된다. 그 외의 남녀는 지원에 의하여 참여할 수 있다.
  나) 대학에 재학 중인 학생은 민방위대 편성제외 대상자로서 학적변동사항을 시·군·구

로 통보한다(매년 3, 9월).
 2) 교육훈련

  가) 민방위날(매월 15일) 훈련은 민방공 훈련과 재난 대비훈련을 병행하여 실시한다.  
  나) 민방위 훈련은 지방 자치단체와 연계한 통합훈련을 실시하며, 이때 민방위대원은 솔

선수범하여 훈련에 참여하여야 한다.
  다) 민방위대원 기본교육은 1~4년차 대원을 대상으로 연간 4시간 청주시 서원구청 주

관 하에 받아야 한다.
       ※ 1~2년차 : 집합교육(4H),  3~4년차 : 사이버 및 집합교육(2H)

  라) 민방위대원 5년차 이상 만 40세까지의 대원은 인터넷을 통하여 훈련을 이수하여야 한다
(1H).

마. 학생병사 업무

 1) 재학생 입영 연기

  가) 재학생은 병역법 제 52조 및 동시행령 제 91조에 의거 제한연령(대학 24세, 의과·
수의학과·약학과 27세, 일반대학원(석사, 2년제) 26세, 법학전문대학원(3년제) 27세, 

의과·수의학과·약학과 대학원(석사) 28세, 박사과정(공통) 28세)까지 졸업이 가능
한 학생은 학적보유자 명단을 거주지 지방 병무청으로 발송(예비군연대) 연기 처분

된다.
      (매년 1학기는 3월 31일까지, 2학기는 9월 30일까지)

  나) 1월~3월중 입영 영장이 이미 발급된 자는 재학증명서 또는 입학예정 증명서를 거주
지 지방병무청에 제출하면 입영이 연기된다.

 2) 학적변동자의 처리
학적보유자 명부에 올라 있는 사람으로서 퇴학 또는 제적된 사람, 전학 및 편입학 한 

사람에 해당하는 학적변동자가 발생할 경우에는 14일 이내에 지방병무청장에게 그 사
실을 통보한다.

 3) 병사상담 안내
재학생을 대상으로 병사상담을 다음과 같이 실시하고 있다.

상담시간 /장소 : 매일 10:00 ~ 17:00 /예비군연대 병사상담실(261-2956~2957)

바. 사회복무요원 업무

 1) 용어의 정의 : 사회복무요원이라함은 국가기관·지방자치단체·공공단체 및 사회복지

설의 공익목적에 필요한 사회복지, 보건·의료, 교육·문화, 환경·안전 
등 사회서비스업무와 행정업무를 지원하는 자를 말한다.

 2) 지휘감독 : 사회복무요원 담당직원은 직무수행을 수시로 점검하고, 신상관리와 복무기
록사무를 처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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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사회복무요원 배정요청 : 사회복무요원 활용계획을 매년 2월말까지 지방병무 청장에게 
요청한다.

 4) 인도·인접 : 교육소집이 해제된 요원을 인도·인접하여 복무기관장은 면접 후 근무부
서로 배정한다.

 5) 보수지급 : 소집된 날이 속하는 달 및 소집해제일이 속하는 달의 월 보수는 일할 계산
하여 실제 근무한 날의 보수만 지급한다. 

❚ 업무별 담당자

부서 직위 성명 주요업무
전화번호 
(261)

예비군연대

연대장 이동근 연대 업무 총괄 2955

과장 김진환
사회복무요원 관리, 대학 방호계획 수립

민방위 교육훈련 및 자원관리
2917

팀장 김백린
학생병사 업무, 대학 서무행정
예비군 교육훈련 및 자원관리

2956

28. 체육진흥원

가. 설립목적

충북대학교 체육진흥원은 대학 운동부 육성 및 지원과 더불어 교직원, 학생 그리고 지
역주민들의 건강과 복지 증진을 목적으로 설립되었다. 이를 위해 우선 학생선수 육성을 

위한 실무계획을 수립하고 우수한 체육인 양성을 위해 체계적, 과학적 운동부 관리 및 운
영 업무를 수행하며, 학내 다양한 체육 인프라를 구축 하여 대학의 모든 구성원과 지역주

민들이 스포츠 활동을 통해 건강을 증진할 수 있도록 다양한 프로그램을 개발 및 운영하
고 있다.

더불어 학내 체육시설(종합운동장, 소운동장, 풋살구장, 테니스장) 및 CBNU 스포츠센
터 운영으로 학내 구성원과 지역주민들의 신체활동과 스트레스 해소를 위해 각종 체육행

사를 주관 및 지원 하고 있으며, 부설기관으로는 CBNU 스포츠센터와 생활스포츠지도사연
수원을 운영하고 있다.

나. 연혁

1978. 3. 15. 체육진흥회 설치(규칙 제14호)
2002. 10. 29. 체육진흥회 → 체육진흥관리위원회 명칭 변경(규칙 제604호)
2015. 2. 17. 체육진흥관리위원회 → 체육진흥원(명칭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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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 6. 16. 체육진흥원 규정 제정(충북대학교규정 제1188호)
2015. 6. 22. 1대 원장 박종진 교수
2017. 9. 1. 2대 원장 박종진 교수
2018. 9. 1. 3대 원장 변재경 교수
2019. 5. 2. 4대 원장 임용석 교수
2021. 9. 8. 5대 원장 최종환 교수
2021. 9. 17. 체육진흥원 규정 일부 개정(충북대학교규정 제1479호)
2021. 12. 13. 6대 원장 김현주 교수

다. 조직

체육진흥원장

운영위원회

행정지원실

‣ 체육진흥원 행정 및 서무
‣ 운동부 육성 및 지원
‣ 사업지원 및 대외협력
‣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 부설기관 운영 및 기획

CBNU 스포츠센터 생활스포츠지도사연수원

라. 업무 내용

 1) 학교 구성원 및 지역사회 주민들의 체력향상에 관한 프로그램 운영

 2) 운동부 육성 및 지원
 3) 학내 체육시설의 관리 운영

 4) 학교 구성원들의 각종 체육행사 주관 및 지원
 5) 대한체육회 등 스포츠 단체와 관련한 행정 지원

 6) CBNU 스포츠센터에 대한 운영 지원
 7) 생활스포츠지도사연수원의 운영

 8) 그 밖의 체육진흥에 필요한 사항

마. 이용 안내
 1) 위치 : CBNU 스포츠센터(E4-1) 별관 1층

 2) 연락처
   - 체육진흥원 : 043)261-2070, 043)249-15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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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생활스포츠지도사연수원 : 043)261-2070
   - 학내체육시설 : 043)249-1572(종합운동장, 소운동장, 풋살구장, 테니스장(정문))

   - CBNU 스포츠센터 : 043)249-1574
   - 스포츠센터 안내데스크 : 043)249-1576 ~ 1577

 3) 홈페이지 : http://sports.chungbuk.ac.kr/
 4) 학내체육시설 안내

구  분 위  치 이용시간 대상자 신청방법 비고

종합
운동장

의과대학
1,2호관 앞

평일:18시~20시
주말:09시~20시

학내구성원
지역주민

개신누리
방문신청

유/무료

소운동장
실험동물연구
지원센터 앞

월~일:09시~22시 학내구성원 개신누리 무료

풋살구장
양성재

(기숙사) 옆
월~일:09시~22시 학내구성원 개신누리 유료

테니스장
(정문)

대학본부 앞 월~일:06시~19시
학내구성원

지역주민(클럽)
개신누리
방문신청

유/무료

  ※ 종합운동장 및 테니스장(정문) 지역 주민(클럽) 이용 시

     - 체육진흥원 사무실 방문 신청 및 클럽 등록 후 이용 가능

 5) CBNU 스포츠센터 안내
   - 위치 : E4-1동

   - 이용요금 : http://sports.chungbuk.ac.kr/ 참조

구  분 세부 내용 비고

운영시간 (월~금) 06:00~21:00 / (토) 09:00~12:00
일요일 및 공휴일 

휴관

프로그램 골프 ‧ 수영 ‧ 스쿼시 ‧ 헬스 ‧ 필라테스 ‧ 요가

등록기간 매월 15일 ~ 25일 익월 강습 등록(선착순 접수)
자유 및 레슨

일일입장 상시 등록

이용
대상자

학생 ‧ 교직원 ‧ 일반(미성년자 포함)

회원가입
현장방문 접수(신청) 등록

*미성년자 법정 보호자 동반 방문 접수
이용약관 확인 
및 신청서 접수

결제방법 카드결제
계좌입금, 현금결제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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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업무별 담당자

부서 직위 성명 주요업무
전화번호
(261)

체육진흥원

원 장 김현주
체육진흥원 총괄

(CBNU스포츠센터, 생활스포츠지도사연수원)

(249) 
1571

행정지원
팀장

최지민
분임지출관 및 방화관리자

예산 업무 주무
(대학회계,수입대체경비,보조금사업 등)

3826

체육진흥
팀장

박건우

일반행정 업무 주무
운동부 육성 및 지원

운동부 관련 사업 기획 및 운영
CBNU스포츠센터 프로그램 기획 및 운영
생활스포츠지도사연수원 기획, 관리 및 운영

2070

주무관 최동현

학내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일반서무 및 자산(물품) 관리

공무직, 계약직(데스크) 채용 업무
국가근로 및 봉사장학생, 사회복무요원 관리

(249)
1572

주무관 권민희
대학회계 및 보조금 사업 예산편성 및 집행

(급여, 세입 ‧ 세출 등)
홈페이지 운영 및 유지보수 관리

(249)
1573

주무관 배세한

CBNU스포츠센터 프로그램 관리 ‧ 운영 
및 시설유지

계약직 및 강사 채용 업무 및 관리 운영
대학혁신지원사업 및 국립대학육성사업 등 

기획, 관리 및 운영

(249)
15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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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 현장실습지원센터

가. 설립목적

현장실습지원센터는 종합인력개발원의 취업인프라를 활용하여 현장실습을 진행하기 위

해 2012년 취업지원본부에 센터를 설치하였으며,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현장실습지원 업무
를 수행하기 위하여 2015년 12월 독립적으로 설립된 부속기관이다. 조직체계는 현장실습지

원부, 행정실로 구성되어 있다.

나. 연혁

2012. 11. 30 충북대학교 종합인력개발원 내에 현장실습지원센터 분리 설립
2012. 11. 30 1 대 권순동 원장·센터장 겸임
2013. 10. 7 2 대 권순동 원장·센터장 겸임
2014. 9. 1 3 대 김성수 본부장·센터장 겸임
2015. 12. 30 현장실습지원센터 규정 제정(규칙 제1214호)
2016. 1. 8 현장실습지원센터 독립 부속시설 설립
2016. 9. 1 1 대 김찬중 센터장 임명
2018. 9. 1 2 대 김찬중 센터장 임명
2020. 9. 1 3 대 최성호 센터장 임명
2022. 5. 9 충북대학교 현장실습학기제 운영지침 전부 개정

다. 조직

현장실습
지원센터

운영위원회

실습지원부 행정지원팀

라. 주요사업

 1) 국내·외 현장실습(인턴십) 기본계획수립 및 프로그램 개발과 운영
 2) 그 밖에 현장실습에 필요한 사업

마. 업무 내용

 1) 대학 전체의 현장실습(인턴십) 시행 계획의 수립 및 운영에 관한 사항

 2) 국내·외 현장실습(인턴십) 학생선발 및 관리
 3) 실습기관의 참여 신청·접수·협약체결 등 실습기관의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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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대학과 현장실습 유관기관과의 협력을 통한 현장실습 기반 조성
 5) 현장실습 업무의 체계적 운영 관리

   ·수요조사, 현장실습 산업체 발굴, 산업체와 학생 연계, 현장실습 지도교수 연계, 현장
실습 성과평가 및 관리

 6) 현장실습 온라인 종합관리시스템 운영 관리
   ·학생의 이력 및 경력 관리/산업현장 연결/종합분석·통계·보고 및 환류시스템

❚ 업무별 담당자

부서 직위 성명 주요업무
전화번호
(261)

현장실습지원센터 센터장 최성호 현장실습지원센터 총괄 3550

실습지원부

부장 우동석 실습지원부 업무 총괄 3663

팀장 안병민 실습지원부 업무 주무 3557

주무관 이희승 실습지원부 업무 운영 3547

행정지원팀

행정실장 최권식 현장실습 행정업무 지원 3553

팀장 이영숙 예산업무 총괄 3696

주무관 김미경 예산 집행 및 결산 지원 3561

30. 대학일자리센터

가. 설립목적

  청주시, 충청북도 등과 연계·협력하여 재학생 및 졸업생, 지역 청년들이 손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대학내 취업지원의 원스톱서비스 전달 체계를 구축하고자 2016년 3월에 설립되
었다.

나. 연혁

2016. 3. 2. 대학창조일자리센터 신설
2016. 3. 2. 초대 김성수 센터장 임명
2016. 6. 22. 대학창조일자리센터 개소식
2016. 9. 1. 2대 김찬중 센터장 임명
2018. 1. 1. 대학일자리센터로 명칭 변경
2018. 9. 1. 3대 김찬중 센터장 임명
2020. 9. 1. 4대 최성호 센터장 임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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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조직

대학일자리센터

운영위원회

대학일자리센터 행정실

라. 주요사업

 1) 진로상담 및 취업 상담
 2) 취업지원 프로그램 운영 

 3) 취업동아리 운영(직무 잡아드림)   
 4) 지역 사회 협업 사업

 5) 지역내 대학과의 공유 및 공동 프로그램 운영 

마. 업무 내용

 1) 진로상담 및 취업 상담

   ·진로지도 및 진로설정
   ·서류 및 면접 컨설팅

   ·직업심리검사 실시 및 해석
   ·단과대학별 상담사 운영

 2) 취업지원 프로그램 운영
   ·단과 대학 취업특화 프로그램

   ·취업특화 심화 프로그램 
   ·미취업 졸업생 집중관리 프로그램 

 3) 취업동아리 운영(직무 잡아드림)
   ·현직자 멘토링, 지도교수 지도  

   ·직무(기업)분석 경진대회 등 
 4) 지역 사회 협업 사업

   ·청년취업역량강화 사업  
   ·청년씨앗일자리 사업 

   ·공모전 캠프  
   ·충청지역 공공기관 견학 프로그램 

   ·대학생 구직성향 및 기업인식조사 실시
 5) 지역내 대학과의 공유 및 공동 프로그램 운영

   ·공유 플랫폼 구축
   ·비교과 프로그램의 공동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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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업무별 담당자

부서 직위 성명 주요업무
전화번호
(261)

대학
일자리
센터

센터장 최성호 대학일자리센터 총괄 3550

부장 최권식 대학일자리센터 업무 총괄 3553

팀장 최형식 대학일자리센터 행정 총괄 3556

주무관 윤정이 비교과 프로그램 운영, 인재추천 3555

주무관 안수정 비교과 프로그램 운영 1778

주무관 이지민 비교과 프로그램 운영 1776

주무관 김하나 진로 및 취업 상담 1777

주무관 신윤이 진로 및 취업 상담 3545

주무관 이강욱 진로 및 취업 상담 3544

주무관 우주영 진로 및 취업 상담 3538

팀장 이영숙 대학일자리센터 행정 지원 3696

주무관 김미경 대학일자리센터 행정 지원 35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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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 안전관리본부

가. 설립목적

  학내 안전사고에 대한 중요성이 높아짐에 따라 안전사고 사전 예방과 사고 발생에 따른 
빠른 대응을 목적으로 설립되었다.

나. 연혁

2011. 10. 7. 공동실험실습관 연구실안전관리팀 신설
2017. 6. 28. 충북대학교 안전관리본부 운영 규정 제정
2017. 7. 1. 안전관리본부 신설
2017. 7. 4. 제1대 안전관리본부장 공과대학 화학공학과 나병기 교수 취임
2018. 9. 1. 제2대 안전관리본부장 공과대학 화학공학과 이종대 교수 취임
2020. 9. 1. 제3대 안전관리본부장 자연과학대학 화학과 김영조 교수 취임

다. 조직

총장

안전관리
본부장

안전관리본부운영위원회
연구실안전관리 위원회

생물안전위원회
행정실장

재난안전
연구실
안전

방사선
안전

환경·실험 
폐기물 안전

생물안전
(LMO)

라. 주요 업무
 <연구실 안전>

  ·정기점검, 특별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관련 업무 연구실 사고 처리 및 사고 보고, 
후속 조치에 관한 업무

  ·연구활동종사자 안전교육 실시 및 교육 실적 관리
  ·연구활동종사자 건강검진 관련 업무

  ·연구활동종사자 안전공제보험관련 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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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사선 안전> 
  ·방사선 사용시설에 대한 인허가 관리 업무

  ·방사선작업종사자 안전교육 및 피폭관리 업무
 <환경·실험폐기물 안전>

  ·실험폐기물(지정폐기물, 의료폐기물) 관리
  ·수질검사 및 토양 오염도 검사

 <재난 안전> 
  ·안전관리 집행계획 수립 및 총괄

  ·재난대응 안전한국훈련 계획 수립 및 총괄
 <생물 안전> 

  ·유전자변형생물체(이하“LMO”라 한다) 시설 설치, 변경 신고 및 수입 신고 관리
  ·LMO 연구시설 사용자 안전교육 관리

  ·생물안전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

❚ 업무별 담당자

부서 직위 성명 주요업무
전화번호
(261)

안전관리본부

본부장 김영조 안전관리본부 업무 총괄 (249) 1240

행정실장 최주한 행정업무 총괄, 소속 직원 복무관리 3198

팀장 원광희

대학회계 예산업무, 
안전관리본부 기획 업무,
연구실 안전관리 업무

(연구실 안전환경관리자 지정),
방사선안전관리 업무, LMO 관련 업무 

3130

주무관 유일한
연구실 안전관리 업무

(연구실 안전환경관리자 전담),
연구실안전관리시스템 관리

2994

주무관 왕형래
환경 안전관리(환경기술인 선임),

화학물질관리 업무(유해화학물질관리자),
연구실 안전관리 업무

(249) 1244

주무관 김래완
국립대학 안전환경 기반조성 사업, 

국립대학 육성사업, 
위험물안전관리 업무(위험물안전관리자)

(249) 1441

주무관 강준식 실험폐기물 안전관리, 연구실 안전관리 업무 3160

주무관 전인옥 재난안전 관련 업무, 34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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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 직장어린이집

가. 설립 배경 및 목적
  충북대학교 직장어린이집은 일과 가정이 양립하는 양육 친화적 환경을 조성하고, 교직원 
및 학생들의 육아부담 완화와 복지 향상을 위해 2019년 5월 1일 설립되었다. 직장어린이집

의 개원으로 충북대 교직원들이 믿을 수 있는 환경에 아이를 맡기고 업무에 집중할 수 있
길 바라며 모든 구성원들이 일-가정 양립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한다.

나. 연 혁

  2019년 5월 1일 개원하였다. 연면적 589㎡ 지하1층 지상2층으로 신축되었다. 영유아의 

안전과 놀이를 위한 보육환경을 조성하였다. 보육실4, 강당, 식당, 양호실, 도서실2, 자료
실, 사무 공간 등으로 구성하고 있다.

다. 보육 철학

  ʻ꽃처럼 싱그럽고 별처럼 빛나는 꿈을 키우는 아이ʼ라는 원훈 아래 영유아가 놀이와 경험
을 통해 즐겁게 배우고 행복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한다. 또한 영유아의 발달적 잠재력, 

개별적 흥미와 자질을 존중하고, 학부모와의 신뢰를 바탕으로 아이, 부모, 교사 모두가 행
복한 어린이집으로 경험과 과정을 통한 전인적 발달을 이루도록 돕는다.

라. 보육 목적 및 목표

  영유아가 놀이를 통해 심신의 건강과 조화로운 발달을 이루고 바른 인성과 민주 시민의 
기초를 형성하는 데에 있다.

 - 만0~2세

▶ 자신의 소중함을 알고 건강하고 안전한 환경에서 즐겁게 생활한다.
▶ 자신의 일을 스스로 하고자 한다.

▶ 호기심을 가지고 탐색하며 상상력을 기른다.
▶ 일상에서 아름다움에 관심을 가지고 감성을 기른다.

▶ 사람과 자연을 존중하고 소통하는 데 관심을 가진다.

연구실 안전관리 업무
(연구실 안전환경관리자 지정),

대학회계 원인행위 및 지출 업무

주무관 오혜림
일반서무, 물품관리 및 재물조사,

LMO 관련 업무, 안전관리 업무 지원
(249) 12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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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만3~5세
▶ 자신의 소중함을 알고, 건강하고 안전한 생활 습관을 기른다.

▶ 자신의 일을 스스로 해결하는 기초능력을 기른다.
▶ 호기심과 탐구심을 가지고 상상력과 창의력을 기른다.

▶ 일상에서 아름다움을 느끼고 문화적 감수성을 기른다.
▶ 사람과 자연을 존중하고 배려하며 소통하는 태도를 기른다.

마. 운영 및 프로그램
 - 기본생활, 신체운동·건강, 사회관계, 의사소통, 자연탐구, 예술경험 발달을 위한 전인교육

 - 표준보육과정
1. 목적과 목표 

  1) 목적
    영·유아 심신의 건강과 전인적 발달을 도와 행복을 도모하며 민주시민의 기초를 

형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2) 목표

      (1) 0~1세 보육과정
         가. 건강하고 안전한 일상생활을 경험한다.

         나. 감각 및 기본 신체운동 능력을 기른다.
         다. 말소리를 구분하고 의사소통의 기초를 마련한다.

         라. 친숙한 사람과 관계를 형성한다.
         마. 아름다움에 관심을 가진다.

         바. 보고, 듣고, 만지면서 주변 환경에 관심을 가진다.
      (2) 2세 보육과정

         가. 건강하고 안전한 생활습관의 기초를 마련한다.
         나. 감각, 신체조절 및 기본 운동 능력을 기른다.

         다. 의사소통 능력의 기초를 기른다.
         라. 나를 인식하고 다른 사람과 더불어 생활하는 경험을 한다.

         마. 아름다움에 관심을 가지고 예술경험을 즐긴다.
         바. 주변 환경에 호기심을 갖고 탐색하기를 즐긴다. 

 - 개정누리과정

1. 추구하는 인간상
  가. 건강한 사람

  나. 자주적인 사람
  다. 창의적인 사람

  라. 감성이 풍부한 사람
  마. 더불어 사는 사람



32.� 직장어린이집� � 331

2. 목적과 목표
  누리과정의 목적은 유아가 놀이를 통해 심신의 건강과 조화로운 발달을 이루고 바른 
인성과 민주시민의 기초를 형성하는데 있다. 이를 실현하기 위한 목표는 다음과 같다.

  가. 자신의 소중함을 알고 건강하고 안전한 생활습관을 기른다.
  나. 자신의 일을 스스로 해결하는 기초 능력을 기른다.
  다. 호기심과 탐구심을 가지고 상상력과 창의력을 기른다.
  라. 일상에서 아름다움을 느끼고 문화적 감수성을 기른다.
  마. 사람과 자연을 존중하고 배려하며 소통하는 태도를 기른다.

 - 한울 향 프로그램(만0~2세): 그림책을 통한 감각놀이, 가정연계 신체놀이, 애착증진(베
이비마사지)

 - 한울 숲 프로그램(만2~5세): 마음 키우기 인성프로그램, 자연친화 프로그램, 사회정서 
발달프로그램

 - 한울타리 프로그램(만3~5세): 유아를 위한 지역화 프로그램, 창의 키우기 책사랑 프로
그램

 - 특별활동: 영어, 체육, 음악, 미술 등 초빙 전문 강사 지도
 

바. 보육시간

 - 종일반 : 평일(월-금) 7:30∼19:30
 - 기본보육 : 평일(월~금) 7:30∼16:00 / (16:00-19:30 : 연장반 운영)

사. 충북대학교 직장 어린이집 문의
 - 연락처 : 043) 249-1310
 - 팩  스 : 043) 249-1317

 - 이메일 : cbnu1310@naver.com

❚ 업무별 담당자

부서 직위 성명 주요업무
전화번호
(249)

직장어린이집

원장 유애형 어린이집 업무 총괄 1310

주임교사 윤수민 운영계획 및 운영보고
1316

(1층교사실)
교사 장지혜 영유아 안전관리

1311
(2층교사실)

교사 윤가영 교직원 연수
교사 강나래 소방대피훈련 계획 및 실시
교사 이지언 원내 시설 관리
교사 심은지 원내 물품 관리
조리사 이명선 영유아 영양 및 급식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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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 충북SW융합교육원

가. 설립목적

  본 충북SW융합교육원은 4차 산업혁신 시대에 대비하여 지능 SW융합 파워 플랜트를 구

축하기 위해 글로벌 SW핵심 인력 양성, 산업지능 SW융합 전공 인력 양성, SW리터리시 
확대, SW 가치 확산을 목적으로 정부 및 충북도 계획과 부합하는 산업 지능 SW융합 인재

를 양성하고자 한다.

나. 연혁 및 활동

2020. 01. 31. 충북SW융합교육원 규정 제정 및 설립

다. 조직

라. 주요사업

 1) 입학 전 SW 교육 프로그램 운영

  · 예비대학생을 위한 SW 기초교과목 입학전 사전 2학점 이수
  · 전교생 대상“예비대학”프로그램 확대 운영 실시

 2) 비전공자 SW기초교육 운영
  · 전교생 대상 SW기초교육과정 개편 운영 추진 

  · 비전공 대상 SW기초 교육 교과목 교육프로그램 특징 및 수강 체계 구축
 3) SW연계/복수전공 등 제도 운영



33.� 충북SW융합교육원� � 333

  · SW융합전공과정(EASY코스 운영)
  · SW융합부전공 및 SW융합학생설계전공 운영

  · SW연계전공 교육과정 운영
    (빅데이터, 보안컨설팅, 스마트자동차공학,뇌인지공학, 스마트팩토리, 스마트전력IT, 스

마트디자인, 스마트시티, 공공데이터사이언스)
 4) SW 가치 확산을 위한 SW 기초 교육 프로그램 개최

  · SW봉사단과 함께하는 청소년을 위한 SOFT캠프
  · 청소년 SW 리터러시 강화를 위한 특강, 세미나, 경진대회 개최

  · 성인 SW 리터러시 강화를 위한 SW HelpDesk 운영과 맞춤 특강 계획
  · 개방형 온라인 SW교육과정 운영(MOOC)

마. 연락처
 1) 전화 : 043-249-1885

 2) 이메일 : khj0824@cbnu.ac.kr

❚ 업무별 담당자

부서 직위 성명 주요업무
전화번호
(261)

충북SW
융합교육원

원장 이건명 충북SW융합교육원장 2263

SW기초

교육원장
김봉재 SW기초교육원 총괄 2354

SW융합
교육원장

김남석 SW융합교육원 총괄 3239

사업지원팀장 김혜진 충북SW융합교육원 행정 총괄
(249) 

1885

행정연구원 권이주 SW융합교육원 업무 담당
(249) 

1346

행정연구원 이사랑 SW기초교육원 업무 담당
(249) 
1354

행정연구원 김샘이 충북SW융합교육원 행정 사무
(249) 
1348

행정연구원 박지숙 충북SW융합교육원 행정 사무
(249) 

1832

행정연구원 최수진 충북SW융합교육원 행정 사무
(249) 

18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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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 사회맞춤형 산학협력 선도대학(LINC+) 육성사업단

가. 설립목적

  사회맞춤형 산학협력 선도대학(LINC+) 육성사업단은 지속가능한 지역사회 및 기업과의 

지속가능한 공생형 산학협력체계 고도화 및 공익선도 공동체로의 발전과 LINC+사업을 통
한 역동적 미래공동체 SUCCESS+ 실현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목표 실현을 위하여 공익

성 겸비 인재양성/지역사회 기여 사업/학생 및 기업 수요자 중심 교육 실현/인력양성 및 
기업지원을 추진하고 있다.

나. 연혁

2017. 04. 17. 충북대학교사회맞춤형산학협력선도대학(LINC+) 육성사업선정(교육부)
2017. 06. 28. 충북대학교 사회맞춤형 산학협력 선도대학(LINC+) 육성사업단 설치(총

장직속)
2017. 06. 28. 충북대학교 사회맞춤형 산학협력 선도대학(LINC+) 육성사업 운영규정

전부개정
2017. 06. 28. 충북대학교 사회맞춤형 산학협력 선도대학(LINC+) 육성사업단장 임명

(유재수 단장)
2017. 07. 05. 충북대학교 사회맞춤형 교육과정 모듈 사업 선정
2019. 04. 11. 충북대학교 사회맞춤형 산학협력 선도대학(LINC+) 육성사업 2단계 진

입 대학 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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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비전 및 주요사업

 1) LINC+사업단 비전 및 목표

 2) 주요 사업내용

   - 사회수요 기반 산학협력 친화형 조직체계 및 산학연계형 교육 프로그램 운영 인프라 
대학 내 정착

   - 사회수요 기반 산학협력 친화형 교육과정 운영 고도화
   - 대학의 산학협력 친화형 제도 구축 및 확산 고도

   - 대학 발 지역사회 혁신을 위한 상생모델 확산

【세부 사업 내용】

구분 세부 프로그램명 주요내용

협력
센터

현장실습
현장 적응력을 지닌 인재양성을 위해 대학과 기업(기관)이 

공동으로 참여하는 실습교육

글로벌 현장실습
글로벌 감각을 갖춘 핵심인재 양성을 위해 해외소재 기업 

등에서 진행하는 실습교육

창업강좌
예비창업자 육성 및 창업아이템 발굴을 위한 이론 정립 및 

창업 기획·실무 학습 관련 강좌 운영

기업가정신특강
학생들의 기업가정신 함양을 위한 산·학·연 인사 초청특강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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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세부 프로그램명 주요내용

산학특강
학생들의 전공 이해도, 실무능력 향상 도모를 위한 산업체 

전공분야 전문가 특강 운영

창업동아리
대학생들에게 창업마인드를 확산시키고, 기업가정신을 
고취시켜 창의성과 개척정신을 갖춘 미래 기업가를 양성하기 

위한 동아리 지원
창업캠프 및 특강 ʻ학생창업유망팀 300ʼ 참가 대비 창업 아이디어 구체화 실현

창업동아리 
경진대회

사업화 성공모델 창출 및 확산을 위한 학생창업팀 성장 
단계별 창업교육 및 멘토링 지원

첨단기기분석
세미나

연구와 분석능력 향상을 위한 약 20여 종의 고가 연구 
장비에 대한 이론 및 실습 교육

인력
양성
부

캡스톤디자인
학생·교수·산업체로 구성된 팀의 아이디어 도출 및 제품 

제작, 시연, 평가 지원
대학원 

캡스톤디자인
전공이 다른 대학원생들끼리 구성된 팀의 작품 설계 및 제작 
지원

4차 산업혁명 
융복합 교과목

4차산업혁명시대에 맞는 신산업분야 미래인재 양성을 위한 
창의ˑ융복합 교육과정 운영

기업맞춤형트랙
기업이 요구하는 인재 양성 및 해당기업의 취업을 목적으로 

교과목 개설 및 개편 등 기업 맞춤형 교육과정 운영

취업패키지
학생들의 취업능력 향상을 목적으로 입사서류 클리닉, 

모의면접, 취업캠프 등 운영
대학원 산학연계 

프로그램

대학원생을 대상으로 한 산학연계 인력양성 심화 

프로그램으로 국내·외 산학특강 및 산업체 공동 워크숍 운영

산학
협력
부

산업체재직자교육
산업체 임직원의 관련분야 최신기술 습득 및 산합협력 확산을 
위한 재직자 교육 운영

산학공동논문지도
대학원생들의 논문 작성 과정에 산업체 인사가 참여하여 

산학공동 연구 활동 강화
산학공동기술개발

과제
기술 및 제품의 개발·개선을 위한 산학협력 과제 지원

시제품제작지원사업
기업의 기술이전 및 매출실현 등의 환경 조성을 위한 시제품 
제작 지원 

산학프로젝트 Lab 기업과 대학의 산학협력 성장 도모를 위한 Lab. 운영

대외
협력
부

글로벌 
캡스톤디자인

한·중·일 3개국 학생으로 구성된 팀의 아이디어 도출 및 
작품 설계, 제작, 평가 지원

기술 및 경영지도 기업의 애로사항 해결을 위한 기술경영지도 
기술경영종합

컨설팅

기업의 애로사항 해결을 위해 동일 기업 대상으로 기술, 경영 

분야 교수 2인이 함께 지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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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 주요사업성과
 - 2017년 교육부“창업교육우수대학”선정 장관상 수상
 - 2017년 LINC+사업 연차평가 평가 등급“매우 우수”달성(충청권 1위, 전국 2위)

 - 2018년 산학협력 우수사례 장려상 수상
 - 2017~2018년 2년 연속「학생 창업 유망팀 300」최다 팀 배출

 - 2018년 LINC+사업 연차평가 평가 등급“매우 우수”달성(충청권 1위)
 - 2019년 산학협력 우수사례 경진대회 우수상 수상 

 - 2019년「학생 창업 유망팀 300」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상(우수상) 및 교육부장관상
(특별상) 수상

 - 2021년 산학협력 우수사례 경진대회 우수상 수상 

❚ 업무별 담당자

구분 세부 프로그램명 주요내용

RCC 
센터

지역현안 해결 지역 상생 발전을 위한 지역현안 및 문제해결 프로그램 운영

공공서비스 지원
산학협력 자원의 공유를 통한 지역사회 공헌 및 교육 

프로그램 제공

지식서비스
지역사회의 지속가능성 제고를 위한 대학의 지식나눔 및 공동 

프로그램 개발 활동 지원
지역사회 연계 지역사회의 상생 성장 제고를 위한 교류·협력 활성화 지원

부서 직위 성명 주요업무
전화번호
(261)

LINC+
사업단

단장 유재수 사업단 총괄 관리 3230

부단장
최상현 사업단 총괄 운영 (대외협력 및 산학협력) 3742
김민정 사업단 총괄 운영 (기획재정 및 인력양성) 2727

기획재정부장 정재경
사업제반 기획, 사업비 관리, 각종 위원회 

운영
2635

인력양성부장 최민 산학친화형 교육과정 및 프로그램 운영 3367

산학협력부장 류상욱
기술개발, 기술지도, 

기술이전 및 산학협력 프로그램 운영
2490

대외협력부장 이동훈
산학협력 확산, 글로벌 인력양성 프로그램 

운영
2582

산학협력
중점교수

권혁조
에너지소재부품ICC,

산학공동기술개발과제/

시제품제작지원사업/산학프로젝트 Lab

(249) 
1766

산학협력
중점교수

연성호
바이오농산업ICC 및 Well-life RCC,

국내외 캡스톤디자인

(249) 
17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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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 직위 성명 주요업무
전화번호
(261)

산학협력

중점교수
최유길 기능성화장품 ICC, 창업교육센터

(249) 

1889

산학협력

중점교수
유범선

스마트센서융합 ICC 및 Well-life RCC,

4차산업혁명 융복합 교과목/기업맞춤형 트랙/

취업패키지/대학원산학연계프로그램

/산학공동논문지도

3328

산학협력
중점교수

김연우 지능형제조 ICC, 산업체재직자교육
(249) 
1782

산학협력
중점교수

우동석
생물자원 ICC, 기술 및 경영지도

현장실습지원센터 및 공용장비활용센터,
3663

행정팀장 박나리 행정업무 총괄 3645

주무관 김현정
사업비 관리,

대학원 산학연계 프로그램 및 취업패키지 운영

(249) 

1800

주무관 노희주
기업맞춤형트랙, 기술및경영지도 운영,

4차 산업혁명 융복합 교과목 운영

(249) 
1831

주무관 하현지 국내외 캡스톤디자인 운영 3647

주무관 배수빈
산학공동논문지도,

Well-life RCC 프로그램 운영
3646

주무관 안은영 산학공동기술개발과제 운영 3659

주무관 오승희
산업체재직자교육 운영

시제품제작지원사업/산학프로젝트 Lab 운영
1802

주무관 윤영철 창업교육센터 업무 담당 3529

주무관 박인경 공용장비활용센터 업무 담당
(249) 

1788

주무관 이희승 현장실습지원센터 업무 담당 35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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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 창업지원단

가. 설립목적

  창업지원단은 정부가 청년층 창업 지원 실적이 우수한 대학을 해당 지역의 창업거점으

로 육성하는 2011년 창업선도대학육성사업에 선정에 따라 설립되어, 충청권 IT-BT-ET 
특성화 중부권 신성장동력 창업클러스터 구축을 목표로 하고 있다. 다년간의 창업보육센터 

운영 경험과 노하우, 네트워크를 바탕으로 지역 창업활성화에 기여하는 체계적인 창업 체
계를  구축하였다. 

나. 연혁

2011. 02. 16. 창업선도대학육성사업 선정(중소기업청)
2011. 03. 20. 충북대학교 창업지원단 설치(총장직속)
2011. 03. 24. 충북대학교 창업지원단 규정 제정
2011. 03. 24. 충북대학교 창업지원단장 임명(1대, 김재언 단장)
2011. 06. 20. 산학협력단 부속 창업지원단으로 소속변경
2013. 01. 09. 창업교육부에서 창업교육센터로 조직 개편(대학 내 창업교육 일원화)
2013. 06. 17. 충북대학교 창업지원단 총장직속기구로 변경(창업지원 강화)
2014. 09. 01. 충북대학교 창업지원단장 임명(2대 박태형 단장)
2015. 08. 산하 자문위원회, 자체평가위원회 설치
2016. 05. 창업지원단장 교무위원 임명
2016. 09. 충북대학교 창업지원단장 임명(3대 전명근 단장)
2017. 03. 01. 거점형 창업선도대학 선정
2017. 11. 01. 교육부 창업교육 우수대학 선정
2018. 03. 01. 충북대학교 창업지원단장 임명(4대 서재원 단장)
2019. 03. 14. 초기창업패키지지원사업 전환기관 선정
2020. 03. 01. 충북대학교 창업지원단장 임명(5대 강현수 단장)
2020. 03. 16. 초기창업패키지 신규 주관기관 선정
2021. 09. 01. 메이커스페이스 전문랩 구축 운영사업 선정
2022. 03. 01. 충북대학교 창업지원단장 임명(6대 서보석 단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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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조직도

라. 비전 및 주요사업

 1) 창업지원 비전 및 목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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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주요 사업내용
  【창업지원 연계체계도(CSAP :CBNU Startup Accelerating Program)】

   대상별(대학생, 교원, 일반인), 창업단계별(발굴, 준비, 초기, 성장기) 지원프로그램을 구
성하여, 창업자 발굴에서 스타창업기업 육성까지 전(全)주기 창업지원체계를 구축하여 

창업아이디어를 가진 누구나 전문가의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였다. 모든 프로그램의 
운영은 중소벤처기업부 및 지자체 자금, 대학 자체자금을 통하여 지원하고 있다.

  【4단계 창업보육 지원체제】
   창업에 대한 아이디어(IDEA Factory), 예비창업자(Pre-BI), 초기창업기업(BI), 성장기업

(Post-BI))까지 전주기 창업보육지원시스템을 구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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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부 사업 내용】

구분 세부프로그램명 주요내용 담당부서

창업지원
창업아이템사업화 (예비)창업자 사업화 지원 사업화지원부

필수지원프로그램 소비자반응조사, 멘토링, 인증지원, 수출지원 활동지원부

창업교육
대학생 창업강좌 대학생 대상 교과 강좌개설 창업교육센터

창업동아리활동지원 학내·외 창업동아리 육성을 위한 활동지원 창업교육센터

공간지원 창업지원공간조성 창업자 입주 및 코웍킹스페이스 제공 기획홍보부

지역창업
활성화

구매상담회지원 대기업 및 유통업 구매담당자 상담기회 제공 기획홍보부

네트워킹지원 지역 창업자 및 유관기관 네트워킹 행사지원 기획홍보부

창업상담 원스톱창업상담창구 전문 멘토를 활용한 창업상담 제공 사업화지원부

투자유치

TIPS 트랙 투자유치를 위한 사전 교육 및 컨설팅 지원 창업교육센터

실전투자 트랙 충북대 기술지주회사 투자금을 활용 실전 투자준비 활동지원부

크라우드 펀딩 트랙 시장진입 및 판매촉진을 위한 크라우드 펀딩 투자지원 활동지원부

마. 주요사업실적

 - 2011 대한민국 실전창업리그 슈퍼스타V“대상”배출((주)태강테크 서동관 대표)
 - 전국 4년제 대상‘2014취업·창업지원 청년드림대학평가 최우수대학 선정’

   (동아일보, 채널A, 딜로이트 공동평가)창업부문 전국 1위
 - 중소기업청 창업보육센터 9년 연속“최고등급(S)”평가(2010∼2018년)

 - 전국 창업선도대학 중 2년 연속 우수창업기업 배출 실적 1위(2013~2014년)
 - 국립대 최초 학생창업투자펀드 15억원 조성(2015.3)

 - 충북대학교 창업동아리 출신기업 ㈜트윔 발전기금 1억원 기탁(2015.3)
 - 충북지역 “거점형창업선도대학” 선정(2017.03)

 - 2017년 교육부“창업교육우수대학”선정 장관상 수상(2017.11)
 - 2020년 충북권 유일 초기창업패키지 주관기관 선정(2019.03)

 - 2021년 충북권 최초 메이커스페이스 전문랩 구축 운영사업 선정 (2021.09.)

❚ 업무별 담당자

부서 직위 성명 주요업무
전화번호
(261)

창업지원단 단장 서보석 창업지원단 업무 총괄 3429

창업기획홍보부
부장 조겨리 초기창업패키지 사업기획 및 실적관리,

창업지원단 홍보, 대외협력사업 운영,
투자재원 화보 및 투자유치 프로그램 운영,

3685

팀장 김용권 34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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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 직위 성명 주요업무
전화번호
(261)

선임

연구원
김지혜 지역거점 프로그램 운영 3444

창업사업화지원부

부장 조겨리 창업기업 육성·발굴,
창업사업화지원 및 관리,

창업기업 선정 및 평가

3685

선임
연구원

신수빈 3719

창업활동지원부

부장 조겨리 창업아이템 검증 프로그램,
초기창업기업지원 프로그램,

창업네트워크 및 멘토관리

3685

선임

연구원
배윤영 3431

창업교육센터

부장 김태준
충북대학교 창업강좌 담당,
실전형 창업교육 프로그램

2485

선임

연구원
최경은 3720

행정지원부

부장 박상락 창업지원단 예산 및 회계관리,

창업지원 인력 및 행정 관리,
기자재 및 물품관리 및 운용

3441

선임
연구원

홍미선 3660

창업보육센터

센터장 최경주

창업보육센터 운영 및 평가업무,
보육기업 인증/특허 등록 지원,

보육기업 요구 특강 지원,
창업보육센터입주기업 관리업무

3487

책임
연구원

김선희 3237

선임

연구원
홍미선 3660

G-테크벤처센터

센터장 김태준 2485

책임

연구원
김미현

(904)

3607

미래융합T-팩토
리

센터장 김태준 2485

책임

연구원
유진실

(213)

2853

충북 
PRO 

메이커
센터

센터장 김용기 충북 PRO메이커센터 업무 총괄 1156

부센터장 김형범 충북 PRO메이커센터 업무 총괄 2737

부장 조정호 충북 PRO메이커센터 장비운영부 총괄 24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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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 SW중심대학사업단

가. 사업목적

  충북대학교 SW중심대학사업단은 4차 산업혁명 시대의 지능SW융합 파워플랜트 라는 슬

로건 하에 지금까지 학과(부)별로 진행된 교육 및 연구 기능을 지능 SW융합학군으로 통합
하여 4차 산업 혁명을 선도할 ʻ글로벌 SW 핵심 인력ʼ과 ʻ산업 지능 SW융합 전문 인력ʼ을 

선택하여 집중 양성하고, ʻSW 리터러시 강화ʼ와 ʻSW 가치 확산ʼ 노력을 경주하여 충북지역 
사회와의 상생을 도모하고 국가 경제와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 등을 목적으로 한다.

 

나. 연혁 및 활동

2019. 03. SW중심대학사업단 선정
2019. 07. 오픈소스기반 소프트웨어 교육활성에 관한 MOU 체결

(한국공개소프트웨어협회)
2019. 07. SW중심대학사업단프로그램과국제적협력을촉진하기위한MOU체결 (3건)

부서 직위 성명 주요업무
전화번호
(261)

사업

지원팀

팀장 박지원 메이커스페이스사업 실무 총괄
(249)
1158

연구원 정미나 메이커스페이스 사업 프로그램 운영
(249)

1159

장비
운영부

팀장 나성흠 장비운영부 실무 총괄
(249)

1162

연구원 곽준구

장비운영, 유지관리, 장비 교육

(249)
1163

연구원 오한빈
(249)

1163

연구원 김수현

기획

운영부

팀장 손윤정 메이커스페이스 기획운영부 실무 총괄
(249)
1157

연구원 박소담 메이커스페이스 기획 및 홍보
(249)

11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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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덜란드한인과학기술자협회/유럽한국여성과학기술인협회/재오스트리
아 한인과학기술자협회)

2019. 11. SW중심대학사업단프로그램과국제적협력을촉진하기위한 MOU 체결
(재아시아태평양한인여성과학자협회)

2019. 12. SW중심대학사업단 현판식 개최
2019. 12. SW 교육 컨텐츠 개발을 위한 협약 체결(재단법인 커넥트)
2020. 02. SW 문화 및 가치 확산에 업무 협력 증진을 위한 MOU 체결

(충북대학교사범대학 부설고등학교)
2020. 03. 산업현장중심의 SW인재양성을위한산학협력체결(충북ICT산업협회)
2020. 05. 충북과학기술포험과SW융합 R&D 기술확보를위한업무협약체결
2020. 09. SW기반의사업및인력양성협력을위한MOU체결

((사)한국IT비즈니즈진흥협회)
2020. 11. Engage-UpⓇ 협력체계구축을위한협약체결((주)디엘정보기술)
2020. 11. 충북지역 AI융합미래인재양성을위한업무협약체결(충북과학기술혁신원)
2020. 12. 해외교육프로그램추진을위한업무협약체결(haedstart Silicon valley)
2021. 03. ICT 학점연계인턴십수행을위한협약체결(한국정보산업연합회)
2021. 08. AI·SW 문화및가치확산에관한업무협약체결(충북과학고등학교)
2021. 10. 충북 AI·SW교육공유협의회위촉및운영
2021. 11. Engage-UpⓇ 협력체계구축을위한협약체결((주)코넥트, ㈜엔이에스)
2022. 02. 충북 AI·SW교육공유협의체발대식개최
2022. 02. SW중심대학사업의공유와확산을위한협약체결(인하대학교)

다. 조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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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주요사업

 1) 글로벌 SW핵심 인재 양성

  · SW융합 심화교육과정으로 4차 산업혁명 수요를 반영하여 지능형 SW, 빅데이터, 산
업AI, 지능형IOT, 임베디드AI, 지능로봇SW의 6개 트랙을 집중 운영함  

  · 1인 1기업 가디언 제도를 통하여, 미래설계, 직무적성 파악, 산업체 수요를 반영한 오
픈소스 프로젝트 주제 발굴 및 평가 등을 실시

  · 해외 협력기관 25개를 통한 해외 인턴십 및 교육 기회 제공으로 글로벌 역량 강화
 2) 산업지능 SW융합 전문인력 양성

  · SW융합 인력 양성은 타 학과 전공자가 SW전공교과들을 수강함으로써, 주 전공과 관
련한 SW기반 서비스 및 제품을 기획·설계 더 나아가 개발할 수 있는 인력을 교육

하는 것이 주 대상임 
  · 강의시간 충돌문제 해결을 위해 SW융합 교과과정 전체를 저녁시간에 개설하는 

EASY 코스 운영. EASY 코스의 교과목은 타 학과 학생들만 수강하도록 하며, 강의 
수준을 인문사회 계열 등의 학생들이 이해할 수 있는 수준으로 운영 

 3) SW리터러시 강화 전략
  · ʻSW리터러시 강화ʼ와 ʻSW가치확산ʼ을 통해, 누구나 SW를 이해하고 말하고, 자신의 업

무에 적용할 수 있고, SW 발전에 따른 변화에 대응할 수 있는 역량을 갖도록 함
  · 비전공자, 초중등학생, 일반인의 코딩 어려움을 도와주는 온라인 Help Desk운영

4) SW 가치 확산 전략
  · 초중등 학생 및 일반인 대상으로 SW문화 체험을 위한 SW캠프, SW동아리 육성, 경

진대회, 해커톤, 페스티벌, 토크 쇼 등의 프로그램을 진행
  · 일반인 또는 학생 SW 개발자가 신기술을 기획하고 개발하여 사업화할 때 기술적 실현 

가능성, 사업화 가능성, 창업 등에 대한 자문을 하는 SW창업기술컨설팅을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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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 연락처
 1) 전화 : 043-249-1885

 2) 이메일 : khj0824@cbnu.ac.kr
 3) 홈페이지: http://sw7up.cbnu.ac.kr

❚ 업무별 담당자

부서 직위 성명 주요업무
전화번호
(261)

SW중심대학

사업단

단장 이건명 SW중심대학사업단 총괄책임자 2263

SW전공교육
센터장

최경주 SW전공교육센터 총괄 3487

SW기초교육
센터장

김봉재 SW기초교육센터 총괄 2354

SW산학협력

센터장
박찬식 SW산학협력센터 총괄 3259

SW융합교육

센터장
김남석 SW융합교육센터 총괄 3239

오픈소스SW
센터장

노서영 오픈소스SW센터 총괄 2253

강의전담교수 문현주 SW전공교육센터 프로그램 기획 및 관리
(249) 

1352

강의전담교수 문현주 SW전공교육센터 프로그램 기획 및 관리 (249) 1352

강의전담교수 주영관 SW기초교육센터 프로그램 기획 및 관리 (249) 1355

강의전담교수 황경순 SW전공교육센터 프로그램 기획 및 관리 (249) 1357

산학중점교수 강재구 SW산학협력센터 프로그램 기획 및 관리 (249) 1351

산학중점교수 강봉희 SW기초창업센터 프로그램 기획 및 관리 (249) 1350

산학중점교수 양종원 SW융합교육센터 프로그램 기획 및 관리 (249) 1353

산학중점교수 신재혁 오픈소스SW센터 프로그램 기획 및 관리 (249) 1356

사업지원팀장 김혜진 사업지원팀 총괄 (249) 1885

행정연구원 권이주 예산 집행/ SW융합교육센터 업무 담당 (249) 1346

행정연구원 김샘이 SW전공교육센터 업무 담당 (249) 1348

행정연구원 박지숙 SW기초창업센터 업무 담당 (249) 1832

행정연구원 이사랑 SW기초교육, 오픈소스SW센터 업무 담당 (249) 1354

행정연구원 최수진 SW산학협력센터 업무 담당 (249) 18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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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 자연과학대학부설과학기술진흥센터

가. 설립목적

  충북대학교 자연과학대학 부설기관인 본 센터는 교육부와 한국과학창의재단의 사이언스

코리아 운동의 일환으로 설립되었다. 과학기술진흥을 위한 자료를 개발하여 공급하고, 도
내 교육기관과 자치단체의 과학기술진흥활동을 지원하며, 청소년과학 활동을 지원하는 등 

과학기술기반 구축과 육성에 필요한 사업을 수행한다. 

나. 연혁

2005. 2. 과학기술진흥센터 설립
2005. 5. 초대 정진수 교수 과학기술진흥센터장 임명
2007. 5. 과학기술진흥센터장 정진수 교수 임명
2010. 3. 과학기술진흥센터장 김학용 교수 임명
2012. 3. 과학기술진흥센터장 김용기 교수 임명
2013. 3. 과학기술진흥센터장 신재섭 교수 임명
2015. 3. 과학기술진흥센터장 김윤섭 교수 임명
2017. 4. 과학기술진흥센터장 정진수 교수 임명
2019. 3. 과학기술진흥센터장 정진수 교수 임명
2021. 3. 과학기술진흥센터장 정진수 교수 임명

다. 조직

  과학기술진흥센터의 주요 활동으로는 대학회계 지원으로 고등학생 대상 자연과학탐구캠
프를 20여년간 개최해오고 있으며, 2005년부터 현재까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서 추진하고 

복권위원회, 지자체, 한국과학창의재단에서 후원하는 생활과학교실을 운영하고, 청소년 대상 
으로 과학강연, 2011년부터 현재까지 청주시 지원으로 환경·생태 체험프로그램을 주관 운

영해오고 있다.

센터장

운영위원장

과학교실팀 교재개발팀 과학홍보팀

  

 1) 과학교실팀 : 과학교실, 주말과학교실, 열린실험실 등의 과학교육에 관한 업무 담당 및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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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교재개발팀 : 과학교실 자료개발 및 기타 교재개발 등에 관한 업무 담당 및 운영
 3) 과학홍보팀 : 대학내외 행사 및 지역과학문화 행사 등에 관한 홍보 담당

라. 사 업

  1) 과학기술 기반 구축을 위한 사업

  2) 과학기술 진흥을 위한 자료의 개발 및 공급
  3) 도내 교육기관이나 자치단체의 과학기술 진흥활동 지원 사업 

  4) 각종 단체의 청소년 과학 활동 지원 사업 
  5) 기업체, 대학 등의 자료 조사 및 연구 통계 지원 사업

  6) 기타 과학기술 진흥에 필요한 사업

마. 사업내용

 1) 과학기술진흥센터 사업(대학회계운영)

   전국고교생 사이언스캠프, 충북대학교 자유학년제 운영, 과학강연, 오픈랩 등 운영
 2) 생활과학교실 운영(청주시, 한국과학창의재단 지원)

   2004년부터 교육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한국과학창의재단이 지방자치단체와 협력하여 
지역생활권 내에 실험·탐구·체험 중심의 과학교실을 운영하여 청소년들의 과학에 대

한 흥미와 이해를 제고하고 과학 친화적 기반을 조성하기 위한 대표적인 학교 밖 과학
체험 프로그램 운영

 3) 환경생태 체험프로그램(청주시 지원)
   2011년부터 생활환경교실, 환경진로체험교실, 환경탐사대, 가족과 함께하는 환경 생태체

험 프로그램, 환경캠프 운영  
 4) 미래 과학꿈나무 교실(삼성 꿈 장학재단 지원)

   2016년부터 저소득 배려계층의 중학생 대상으로 오픈랩, 프로젝트 형 수업으로 운영
 5) 지역 내 유관 기관과 협력사업

   청주기상지청, 드림스타트, 청주시아동복지관, 충청북도 진로교육원, 청주진로체험지원
센터 등 지역 내 교육공동체 구축에 기여함으로 공교육 활성

바. 향후 사업계획

우리나라가 21세기 개방화·세계화 시대에 과학기술의 선진국으로 확고한 위치를 확보
하기 위해서는 기초과학을 활성화해야 한다는 것이 각계의 공통된 의견이다. 이에 부응하
기 위하여 과학기술진흥센터에서는 다음과 같은 향후 사업계획을 수립하여 본 센터의 목
표를 달성하고 충청권의 과학문화대중화에 기여한다. 
 1) 학생과 학부모의 과학에 대한 관심 제고
 2) 국민 모두가 자신의 생활공간 인근에서 쉽게 과학기술을 접함으로써, 과학 기술의 의

미를 재확인하고 이를 통하여 풀뿌리 과학문화를 확산
 3) 청소년들에게는 체험 실험을 통하여 과학기술 분야의 재미와 실용성을 알려주면서, 과

학에 대한 흥미를 유발시키는 동기를 제공하고, 우수 청소년 인력을 이공계로 유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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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지역의 고학력 유휴인력을 교육에 활용함으로써, 일자리 창출에 기여
 5) 교사를 대상으로 실험교재와 교수방법 개발
 6) 학부모와 학생들에게 이공계에 대한 진로지도 및 상담 활동
 7) 충북대학교 홍보 및 지역과 교육공동체 구축

사. 연락처
 홈페이지 : http://scitech.chungbuk.ac.kr

 전    화 : 043-261-3262, 3483 
 팩    스 : 043-263-3488 

❚ 업무별 담당자

부서 직위 성명 주요업무
전화번호
(261)

자연과학대학부설
과학기술진흥센터

센터장 정진수 과학기술진흥센터 총괄 3483

주무관 하덕선
과학교실 업무 총괄 

(기획, 회계, 홍보, 강사교육 및 관리)
3262

38. 공과대학부속공장

가. 설립목적

부속공장은 교수 및 대학원생의 연구, 학부학생의 교육과목과 관련된 실험·실습을 위
한 장소, 장비 및 기기, 전산실 운영 등 공학교육의 효율적인 지원을 목적으로 한다.

나. 연혁
1980. 3. 국립대학교설치령 제11조 제3항에 의하여 공과대학내에 부속공장을

설립
1986. 2. 공과대학내에 부속공장을 신축하여 이전
1996. 3. 공학지원센터 통합 운영
2006. 1. 공학지원센터를 공학지원부로 명칭 변경
2012. 3. 공동실험실습지원부 운영

다. 조직
 1) 부속공장에는 공동실험실습지원부, 공학지원부, 연구개발사업지원부가 있으며

 2) 공동실험실습지원부는 공동실험실습이 있고, 공학지원부에는 전산응용교육실, 어학교
육실이 있고, 연구개발사업지원부는 가공지원실, 공용실험실, 공용기기실, 사업지원실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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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현황

 1) 공동실험실습지원부
   5개의 랩실로 구성되어 있으며, 공동실험실습실 및 공동기기 설치·운영에 따른 교수·

대학원생에 대한 공동 교육연구·실험증진과 학생 실습용 기자재의 효율적 집중관리 
및 공동운영 활성화를 위해 설치함.

랩 실 험 내 용 주요장비
1A 건설분야(구조)

정적유압식액츄에이터
유압서보진동시험기용 제어기 및 펌프 Unit

1B 건설재료(토질)
1C 건설재료(콘크리트)

Ⅱ 측량및GIS 준비실
Global positioning system receivers

Distance meters

Ⅲ 기계공학 기초분야
3차원좌표측정기, 광계측시스템, 

PIV유속계측시스템, Force plate system 

Ⅳ 화학공정 기초분야
다채널전기화학분석기, 적외선분광기, 
고속카메라, Gas Chromatograph, 

Force Tensiometer

Ⅴ 환경 수질 분야
Water Purification, Do meter,

Spectrophtometer PH meter, Dispenser

 2) 공학지원부
   공학교육지원을 위한 전산응용교육실, 어학교육실 운영

실   명 교육내용 수용인원
전산실1 Auto Cad 중심으로 전공수업 지원 53
전산실2  전공수업 지원 52
전산실3 개방형 전산실 53
전산실4 교양수업 지원 40

 3) 연구개발사업지원부

   다음을 위한 가공지원실1,2 와 공용기기실, 사업지원실을 운영한다.
   ① 각 학과 및 학부에서 의뢰하는 실험기기와 실험장치의 보수, 제작 및 가공

   ② 산업분야에 관한 생산과 기술의 연구지원
   ③ 공과대학과 관련된 특별사업지원

실   명 주요업무

가공지원실1,2 제작의뢰 가공, 기계, 안전 실습교육

공용기기실 재료실험실, 메이커스페이스등 공용장비 설치

사업지원실 공과대학과 관련된 특별사업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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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업무별 담당자

부서 직위 성명 주요업무
전화번호
(261)

공과대학 
부속공장

공장장 이동주 부속공장 업무 총괄 2414

주무관 정명수 부속공장 전반업무 3219

39. 농업생명환경대학부속농장

가. 설립목적

부속농장은 농업생명환경대학 교수와 대학원생들의 연구를 위한 시설과 학부학생들의 
교육과목과 관련된 실험실습장소와 자료의 제공, 주요작물의 재배기술 개발과 품종개량을 

통한 농업기술발전 및 보유시설 및 전시포를 이용한 지역농민 교육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나. 연혁

부속농장은 1951년 충북대학교의 개교와 함께 설립되었으며, 1956년 현재의 개신동 캠
퍼스로 이전하여 종합 농장체제를 갖추어 운영되어 왔다. 그 동안 대학 발전을 위하여 농

장의 규모가 많이 축소되었으나 최근 유리온실을 비롯한 시설과 장비가 확보되어 연구와 
교육에 크게 기여하고 있다. 

다. 조직

농장의 제반운영을 심의하기 위하여 농장장을 포함해서 각 부의 부장 및 제6행정실장, 
그리고 전임강사 이상의 교원중에서 농장장 추천에 의해 학장이 임명한 10명이내의 위원

들로 구성된 운영위원회가 있으며, 농장장 아래 연구부, 사업부 및 관리부가 있다.

라. 기능

 1) 학부생의 농학교육에 대한 실험실습

 2) 교수 및 대학원생의 각종 연구
 3) 선진농업기술 및 작물의 도입과 개량

 4) 교육 및 연구용 각종자료의 제공
 5) 지역특성에 적합한 농업기술의 연구개발

마. 시설현황

 1) 포장 : 답작포 5,447㎡, 전작포 17,758㎡, 과수원 7,590㎡

 2) 온실 : 표본온실 1동 66.1㎡, 재배온실 5동 각 5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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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동조절 유리온실5동 1,126㎡ 및 관리동 736㎡
 3) 농장관리사 : 강의실, 실험실, 행정실 등 1,157㎡

 4) 농기계 창고 : 건조실, 농기계실, 농자재 저장 263㎡
 5) 대형트랙터, 콤바인, 경운기 등 각종 농기계 등 보유

❚ 업무별 담당자

부서 직위 성명 주요업무
전화번호
(261)

농업생명
환경대학
부속농장

농장장 소윤섭 부속농장 업무 총괄 2517

팀장 오진수
부속농장 및 동물자원개발센터 업무 

주무
2606

주무관 서철원 부속농장 및 동물자원개발센터 관리 249-1662

주무관 이정민 부속농장 및 동물자원개발센터 관리 249-1664

주무관 이준혁 부속농장 및 동물자원개발센터 관리 249-1665

주무관 곽상철
부속농장, 동물자원개발센터 행정업무 

및 관리
249-1624

40. 농업생명환경대학부속동물자원개발센터

가. 설립목적

동물자원개발센터는 축산학 전반에 걸친 이론과목을 통한 학부학생 현장실습, 기술연마 
및 교수와 대학원생의 실험연구 수행을 기본 목적으로 한다. 

나. 연혁

동물자원개발센터는 종합농장체제로부터 1956년 9월 부속목장으로 분리 설립되었으며, 
1968년 충북대학교 농과대학 부속동물사육장으로 명칭이 변경되었고, (규칙 제699호) 

2005. 3. 3. 농업생명환경대학 부속 동물자원개발센터로 변경

다. 조직

동물자원개발센터에는 관리부, 연구부를 두고 관리부에 행정실, 대가축관리실, 중소가축
관리실, 가금관리실, 초지, 사료포관리실을 두며 연구부에서는 가축육종번식, 가축영양사료, 

반추가축, 단위가축, 초지, 축산가공 유전공학, 가축위생 및 방역에 관한 연구를 관장한다. 



354  Ⅶ.� 지원시설� 및� 부속시설� �

라. 시설 및 가축현황

관리사무실(9,9㎡), 관사(105㎡), 건초창고(72㎡), 유우사(222㎡), 돈사(136㎡), 유우방목장
(324㎡), 돼지방목장(48㎡), 등이 시설되어 있으며, 교내 첨단동물자원개발센터(596㎡) 

2007년 1월 완공, 교외 동물자원개발센터 본관동(1,147.96㎡), 한우사(1700.5㎡), 유우사
(600㎡), 돈사(612㎡), 계사(343.2㎡), 사슴사, 면양, 마사(450㎡)건초, 기계창고(288㎡), 축

분저장소(148㎡), 기계실(17.5㎡)이 신축예정입니다. 가축사육두수는 한우 2두, 육우 1두, 돼
지 16두를 사육하고 있다.

마. 연구활동
교수학술연구 및 대학원생과 학부학생들의 실험논문 수행을 위한 각 전공별 즉 육종, 

번식, 영양, 사료, 생리해부, 유전공학, 초지, 가공, 수의, 양록, 양봉과 생태 등의 연구활동

의 현장으로서 기여한다.

❚ 업무별 담당자

부서 직위 성명 주요업무
전화번호
(261)

농업생명환경대학
부속동물자원개발센터

센터장 최향순 센터 업무 총괄 3751

주무관 권완구 동물자원개발센터 관리 2601

주무관 서철원  동물자원개발센터 관리 249-1663

41. 농업생명환경대학부속학술림

가. 설립목적

부속학술림은 강의실과 연구실에서 탐구한 산림과학 전반에 관한 전문적 이론을 현장에

서의 실험과 실습을 통하여 기술을 연마하는 실습장으로서 유능한 임업인과 지도자를 양
성하는 동시에 교수 및 학생들의 학술연구를 위한 목적으로 1959년 12월에 설립되었다. 한

편 삼림자원의 배양, 국토보전 및 후생적 가치를 증대시킴으로써 국가경제발전에 기여하고 
인간의 정서를 함양하는 데도 큰 목적이 있다. 

나. 조직

학술림의 설립목적 달성과 합리적인 운영을 위하여 제정한 학술림 규정(규칙 제 704호 
2005. 4. 18)에 의거 연구부, 사업부 및 관리사무소를 두고 업무를 분장하고 있으며 학술

림장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운영위원회를 두고 있다. 또한 본교 교직원이나 학생이 학술
림의 시설을 이용하고자 할 때에는 사전에 학술림장의 허가를 받도록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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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위치 및 시설

 1) 위치

   가) 월악산 학술림 : 충북 제천시 한수면 송계리 4구(충북의 명산인 월악산일대, 표고 
1,097m)

   나) 내수 학술림 : 청주시 청원구 내수읍 비상리, 청주시 청원구 내수읍 형동리
   다) 교내 학술림 : 충북 청주시 흥덕구 개신동

 2) 규모
   가) 월악산 학술림 : 충북 제천시 한수면 송계리산 46-1 외 26필지 2,428.3㏊(수종 

125과 270속 398종 분포) 
   나) 내수 학술림 : 충북 청원구 내수읍 비상리 산51-1번지 외 5필지 142.8ha

                     충북 청원구 내수읍 형동리 산21 외 1필지  8.8ha
   다) 교내 학술림 : 충북 청주시 흥덕구 개신동 산150번지 외 2필 2.98ha

 3) 시설
  가) 월악산학술림 송계관리소

시멘트 벽돌 슬라브 2층, 연건평 528㎡(160평) 강의실, 회의실, 표본실, 식당, 사무
실, 숙직실 각 1실 및 침실 5실, 기타로 구성되어 있다. 

  나) 산림기술박물관 (구 월악산학술림 골뫼관리소)
2,833㎡(856.98평), 시멘트 벽돌스레트 단층

강의실 82.06㎡(24.82평) 
사택 27.08㎡(8.19평) 

화장실 14.63㎡(4.42평) 
    다) 묘포장

월악산 학술림 : 2,317㎡(700평 : 조림용 잣나무, 기타) 
교내 학술림 : 4,439㎡(1,343평 : 학생실습용, 조림용, 조경용수목) 

  라) 온실 : 66㎡(20평 : 실험실습용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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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주요 업무

 1) 학술림일대의 식생조사 및 표본, 자료수집
 2) 식재조림, 만절, 제벌, 간벌 등 무육실습

 3) 삼림병해충조사, 방제실습 및 표본, 자료수집
 4) 수간석해 재적측정 및 삼림경영계획 실습

 7) 벌채조제, 제탄, 송지 채취실습
 8) 굴피, 송지, 제탄, 송이, 목재 등 생산

 9) 교직원 및 학생들의 Seminar 및 연습장소 제공
 10) 1984. 12. 31자 건설부고시 제555호에 의거 국립공원 17호로 지정

 11) 인공조림 면적은 393.6㏊이고 수종은 낙엽송, 잣나무, 리기다소나무, 편백, 유실수 등

❚ 업무별 담당자

부서 직위 성명 주요업무
전화번호
(261)

농업생명환경대학
부속학술림

학술림장 연평식 학술림 업무 총괄 3412

팀장 임형석 학술림 행정업무 총괄 3517

주무관 정운성 교내 및 내수 학술림 포장관리 2600

주무관 한민수 월악산 학술림 송계관리사무소 관리
(653) 
1902

42. 농업생명환경대학부설식물종합병원

가. 설립목적

충북대학교 농업생명환경대학 부설식물종합병원은 식물을 키우는 시민 또는 농업인을 

위하여 농업생명환경대학의 교수들의 전문지식을 이용하여 식물의 병, 해충, 생리 및 환경
적 장해를 진단하고 그에 대한 처방을 제공하는 대민봉사를 통해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함

을 목적으로 설립되었다. 충북대학교 식물종합병원에는 학내교수뿐만 아니라 농업기술원, 
산림환경연구소, 사설나무병원, 그리고 농 기업에 종사하는 각 관련분야 전문가들이 운영

위원으로 참여하고 있다. 식물종합병원은 식물에 발생하는 모든 병충해와 재해를 정확하게 
분석하여 진단하고, 이를 바탕으로 적절한 방제 및 치료방법을 종합적으로 제시하여 다양

한 재해로부터 식물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식물종합병원은 식물을 키
우는 사람들이 여러 재해에 대한 전문가의 의견을 얻는 창구로서의 역할뿐만 아니라, 대학

에서 이 분야를 전공하는 학생들에게는 실습 및 현장교육의 기회를 제공하여 교육의 폭을 
넓히는 장으로, 그리고 이 분야를 연구하는 연구자에게 현장에서의 문제를 파악하고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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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재료를 얻을 수 있는 곳으로 활용되기를 기대하고 있다. 또한 식물의 병, 해충, 생리 및 
환경적 장해 분야의 산학연의 유기적 협동연구의 창구가 되어 식물재해의 새로운 진단법 

및 방제법을 비롯한 이 분야의 다양한 연구의 매개체로서의 역할도 기대하고 있다.

나. 연혁

1991. 09. 식물종합병원 설립 발기인 대회
1991. 12. 대학본부에 식물종합병원 설립 신청
1992. 01. 기획위원회 심의
1992. 02. 08. 학처장회의 의결
1992. 03. 09. 식물종합병원규정(안)의 법제 심의위원회 심의
1992. 03. 11. 식물종합병원 규정안 공포
1992. 04. 충북대학교 농과대학 부설기관으로 설립(국내최초)
1992. 05. 08. 식물종합병원 개원식
1995. 04. 3개년간의 운영실적 평가 통과 후 정식으로 인가, 개원
1996. 10. 제 1차 종합발전계획 수립
1998. 03. 인터넷에 홈페이지 개설 (http://web.chungbuk.ac.kr/∼agriph)
1998. 08. 대농민 병해충 진단 및 처방 원격지원사업(WWW) 개시
2004. 04. CJB 저녁 8시뉴스 및 아침마당 식물종합병원 소개
2005. 05. 생명공학연구원 GMO 안정성 연구에 위탁연구 협약
2007. 05. "조경식물 보호관리" 워크숍 개최
2009. 03. 식물종합병원및나무병연구회심포지엄“식물병해충의정확한진단기술”
2010. 05. "Insect Neuropeptide Hormone, Pheromone and Pest

Management" 세미나 개최
2010. 08. 홈페이지 개편(http://www.planthospital.org)
2011. 01. 충청복도농업기술원 포도연구소와 MOU 체결
2011. 09. 블루오션 곤충산업 심포지엄 개최
2012. 03. 산림청 지정 수목진단센터(http://ctdc.cbnu.ac.kr)
2012. 04. 식물종합병원 심포지엄 개최
2012. 04. 2011년 식물이상 진단사례집 발간
2013. 09. "큰나무 관리 Tree Climbing Workshop" 개최
2013. 11. 2013 충북대학교 수목진단센터 진료기술향상 워크숍 개최

"진딧물류의 동정 및 피해 진단기술"
2013. 11. 진딧물류의 동정 기법 발간
2014. 09. 2014 충북대학교 수목진단센터 진료기술향상 워크숍 개최

"식물병해충 사진촬영기술"
2015. 03. 홈페이지 개편(http://planthospital.cbnu.ac.kr)
2015. 11. 6차산업을 위한 식물 및 병해충 스마트 사진 촬영법 워크숍 개최
2015. 12. 2015 충북대학교 수목진단센터 진료기술향상 워크숍 개최

"생활권 수목이상의 진단과 방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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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04. CJB 굿모닝 충북.세종“이것도 고친다! 우리가 몰랐던 이색병원”소개
2016. 11. 2016 충북대학교 수목진단센터 워크숍 개최

"수목병해충 방제용 작물보호제 현황 및 사용법"
2017. 04. 2017 충북대학교 수목진단센터 워크숍 개최

"수목위험요소 조사장비의 원리와 응용"
2017. 09. 중부매일“약은 약사에게, 식물은 식물의사에게”소개
2018. 04. CJB 충북오늘은“식목일 특집-식물종합병원”소개
2018. 04. 청주시농업기술센터와“곤충산업 육성을 위한 MOU”체결
2018. 09. 충북산림환경연구소와“수목진료 전문가 양성을 위한 MOU”체결
2019. 09. 2019 충북대학교/경북대학교 수목진단센터 공동워크숍개최

“수목깍지벌레 동정기법”
2019. 09. 2019 수목진료 심포지엄개최

“새롭게 태어나는 나무의사와 나무병원의 역할”
2020. 11 식물병해충사진전 온.오프라인 개최
2021. 05 2021 수목진료 워크숍 개최 “나무뿌리 분포 비파괴 조사법”

다. 조직

학    장

병 원 장 운영위원회

환경재해진단부총 괄 부 생물진단부

기
초
진
단
실

원

무

실

병

리

실

해

충

실

생

리

실

기
상
재
해
실

농
약
및
공
해
실

토
양
및
비
료
실

라. 진료 대상 및 분야

논, 밭 및 특수작물, 원예 및 조경분야, 농약, 비료 및 환경오염, 가공 및 유통분야 그리

고 공원환경을 위한 가로수 및 공원 조경수 등의 병충해 및 생리적 질병 등을 대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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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 이용 방법

샘플 및 신청서 준비

신청서 다운로드

신청서 작성법

샘플 발송

작은 샘플

큰 샘플

의뢰

우편  내방  인터넷

접수(원무실)

TEL:043)261-2534

FAX:043)271-4414

기초진단

정밀진단

생물진단

환경재해진단

진단 및 처방서 작성

결재 후 발송

진단 처방서 결재

발송용 진단 처방서

밑줄 친 글씨를 클릭하시면 해당 정보로 링크됩니다.

바. 실적
연도별 진단 의뢰되어 처방된 내용

[연도별 진단처방내용분석]

연도 병해 충해 생리장애 계

1992 19 24 17 60

1993 22 33 2 57

1994 29 28 5 62

1995 13 31 1 45

1996 8 2 1 11

1997 8 36 1 45

1998 5 26 2 33

1999 3 4 2 9

2000 14 5 7 26

2001 12 9 9 30

2002 7 6 7 20

2003 17 15 32 64

2004 6 7 27 40

2005 11 18 61 90

2006 4 11 29 44

2007 5 9 24 38

2008 30 9 13 52

2009 3 10 11 24

2010 7 6 15 28

2011 16 6 17 39

2012 11 48 72 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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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업무별 담당자

부서 직위 성명 주요업무
전화번호
(261)

농업생명환경대학
부설식물종합병원

병원장 박소영 식물종합병원 업무 총괄 2531

주무관 이인재 행정사무업무 지원 2534

43. 농업생명환경대학부설농업과학기술교육센터

가. 설립목적
 1) 학·연·산·관의 협력 사업
 2) 지역특화 산업에 대한 연구개발 및 기술지도
 3) 영농 현장지도 및 대 농업인 교육
 4) 지역 농업에 대한 정보센터 기능 수행

나. 주요사업
 1) 전문농업인 최고경영자과정 운영
   - 전공 : 농식품가공창업, 양봉 및 곤충산업, 스마트농업경영 중 2~3개반 운영
   - 모집정원 : 60명
   - 교육기간 : 1년,  32주, 120시간/년, 매주 4시간 수업
 2) 농업 관련 기술 및 교육
 3) 친환경농업 교육훈련 사업
 4) 지역농업에 대한 기술보급 및 지도

다. 연락처 : (043) 261-2398, FAX : (043) 271-4698

연도 병해 충해 생리장애 계

2013 13 57 84 154

2014 2 57 162 221

2015 16 61 86 163

2016 12 68 71 151

2017 13 81 82 176

2018 17 45 48 110

2019 11 45 62 122

2020 50 10 46 106

2021 41 10 61 112

계 425 777 1,057 2,2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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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업무별 담당자

부서 직위 성명 주요업무
전화번호
(261)

농업과학
기술교육센터

센터장 서상택 센터 업무 총괄 2590

농업교육부장 서상택 농림관련 교육과정 운영 2590

기획부장 김길하
센터운영에 관한 
기획,예산,조직운영

2555

기술지도부장 정헌상 농림에 대한 기술개발 및 지도 2570

운영위원 이 이 센터운영 주요 사항 심의 3373

전문농업인

최고경영자과정

교육부장·
주임교수

서상택
교육과정 총괄 및 
스마트농업경영책임

2590

주임교수 김길하 양봉 및 곤충산업 책임 2555

주임교수 정헌상 농식품가공창업 책임 2570

간사 김민희 학사행정 담당 2398

44. 법학전문대학원부속리걸클리닉센터

가. 설립목적

  리걸클리닉은 기본적 인권을 옹호하고 사회정의의 실현을 사명으로 하고 성실
히 직무를 수행하며 사회질서 유지와 법률제도 개선에 노력하는 변호사를 양성하
는데 그 운영의 목적을 둔다.

나. 연혁 및 활동현황

2011. 05. 01. 리걸클리닉 출범
2011. 05. 19. 리걸클리닉 개소식
2011. 06. 17. 중국 준허(君合)로펌 및 태평양로펌 상해지사 방문
2011. 07. 07. 청주가정법률상담소와 업무협정체결
2011. 07. 22. 무변촌 무료법률상담 실시(보은군)
2011. 08. 31. 충북여성장애인연대와 업무협정체결
2011. 09. 29. 청주노동인권센터와 업무협정체결
2011. 11. 03. 중국 카이치(開啓)로펌 및 산동경공업대학법학원과 업무제휴협정체결
2012. 01. 13. 무변촌 무료법률상담 실시(괴산군)
2012. 03. 12. 이주민노동인권센터 업무협약식
2012. 03. 16. 리걸클리닉 홈페이지 개설
2012. 06. 20. 중국 산동경공업대학 학술 교류(33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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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 08. 30. 무변촌 무료법률상담실시(진천군, 보은군)
2012. 11. 02. 국제공동학술대회개최(한·중·일·미 4국에서의리걸클리닉의현황과과제)
2013. 01. 25. 무변촌 무료법률상담 실시(음성군)
2013. 05. 08. 청주시민을 위한 무료법률상담 실시(중앙공원)
2013. 08. 23. 무료법률상담 실시(충북테크노파크)
2013. 09. 07. 국제심포지엄 개최(법학전문대학원 내에서의 로펌설립 및 운영방안)
2014. 01. 17. 청주시민을 위한 무료법률상담 실시(복대1동 주민센터)
2014. 05. 08. 청주시민을 위한 무료법률상담 실시(중앙공원)
2014. 08. 22. 무료법률상담 실시(충북테크노파크)
2014. 11. 01. 국제공동 심포지엄 개최(변호권과 과학수사의 쟁점)
2015. 01. 16. 무료법률상담 실시(청주시 건강가정지원센터)
2015. 02. 02. 법률지원실 개소
2015. 05. 08. 청주시민을 위한 무료법률상담 실시(중앙공원)
2015. 08. 28. 무변촌 무료법률상담 실시(보은군)
2016. 01. 26. 무료법률상담 실시(청주시 건강지원센터)
2016. 04. 08. 무료법률상담 실시(보은군 보은읍사무소)
2016. 04. 23. 리걸클리닉 공동학술대회 실시
2016. 05. 04. 청주시민을 위한 무료법률상담 실시(중앙공원)
2016. 11. 24. 공동학술대회 개최(최근 소비자법제의 동향과 제문제)
2017. 01. 17. 무료법률상담(성화주공단지)
2017. 04. 졸업생변호사와의 멘토링 실시
2017. 05. 17. 무료법률상담(중앙공원)
2017. 05. 19. 무료법률상담(분평동 주민센터)
2017. 09. 01. 무료법률상담 (충북도청)
2018. 02. 13. 무료법률상담 (옥산면사무소)
2018. 02. 졸업생변호사와 멘토링 실시
2018. 05. 08. 무료법률상담 실시(중앙공원)
2018. 06. 29. 무료법률상담 실시(충북도청)
2018. 09. 01. 리걸클리닉 임상실습 특강
2018. 09. 졸업생 변호사와 멘토링
2019. 01. 18. 무료법률상담 실시(청천면사무소)
2019. 05. 08. 무료법률상담 실시(중앙공원)
2019. 06. 23. 무료법률상담 실시(불정면사무소)
2020. 01. 22. 무료법률상담 실시(청천면사무소)
2020. 11. 04. 무료법률상담(학내 도서관 앞 광장)
2021. 01. 27. 무료법률상담(법률지원실 및 ZOOM활용)
2021. 07. 13. 무료법률상담(괴산 산막이 시장 내)
2021. 10. 28. 무료법률상담(학내 도서관 앞 광장)
2022. 01. 20. 무료법률상담(내수읍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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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조직

센터장

직원법률지원실내부·외부전문위원
 

라. 활동영역

  리걸클리닉센터는 전임교원과 다양한 분야의 전문변호사로 구성된 기관으로 지역주민들
을 위한 법률상담, 법학전문대학원 학생을 위한 임상실습, 공공목적 소송구조 등을 담당하
고 있다.
  특히 리걸클리닉센터 내에 법률지원실을 개소함으로써 교내 법률자문부터 지역주민들의 무료
법률상담 서비스를 제공하는 등 공공목적의 법률지원 활동을 담당하고 있다.

 1) 충북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학생에 대한 임상교육
 2) 충북대학교 및 충북대학교 병원과 관련된 제반 법률문제의 상담, 자문
 3) 공공목적의 송무수탁 및 수행
 4) 그 밖에 공공 봉사목적의 법률상담, 자문 및 이와 관련된 업무

마. 법률상담 및 관련자문 활동

 1) 충북학생인권조례안 작성
 2) 민사부문 상담활동
   ￮ 토지인도 등 청구소송
   ￮ 아파트 층간 누수 문제
   ￮ 차량의 운행자 책임
   ￮ 지방자치단체와 민간사업자 간 골프장 사업계약의 전환 
   ￮ 소유권이전등기청구의 소
   ￮ 특허권 지분 합의서 해석
   ￮ 부지교환차액의 반환시 이율산정
   ￮ 채권양도와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의 경합
   ￮ 재개발 관련 문의
   ￮ 부동산가압류신청 상담
   ￮ 부동산소유권이전문제      
   ￮ 채무관계(변제충당)      
   ￮ 간병인 관련 질의
   ￮ 정신과 진료기록 열람
   ￮ 성공보수지급에 관한 질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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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저작권문제에 대한 상담(과학기술법 특성화 관련)
   ￮ MS의 저작권침해 해결과 소프트웨어 구매(과학기술법 특성화 관련)
   ￮ LOI의 법적 구속력 유무에 관한 질의 
 3) 가사부문 상담활동  
   ￮ 이혼청구소송
   ￮ 상속포기 및 재산분할협의
 4) 형사부문 상담활동
   ￮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 아동청소년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
   ￮ 교통사고에 대한 형사합의 및 손해배상
   ￮ 형사합의 및 손해배상
   ￮ 업무상 배임사건
 5) 행정부문 상담활동 
   ￮ 지방자치 단체가 시행하는 기술용역 적격심사
   ￮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 취소청구
   ￮ 정보공개 거부처분 취소청구
   ￮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지원관련 법령해석 
   ￮ 조세특례제한법에 대한 질의

바. 공익소송 및 소송구조 지원
 1) 2012년도 소송 구조(6건) 
   ￮ 손해배상(산재) 
   ￮ 손해배상(의)
   ￮ 아동복지법위반
   ￮ 부당해임무효확인
   ￮ 손해배상
   ￮ 파산선고 
 2) 2013년도 소송 구조(6건) 
   ￮ 손해배상(산재) 
   ￮ 성매매알선처벌법위반
   ￮ 임금지급소송 
   ￮ 부당해임무효 
   ￮ 손해배상(기)
   ￮ 소유권이전 등기말소청구 
 3) 2014년도 소송 구조(5건) 
   ￮ 손해배상(의) 
   ￮ 손해배상(의) 
   ￮ 손해배상 
   ￮ 양육비 및 손해배상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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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4) 2015년도 소송구조(5건)
   ￮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 대여금
   ￮ 사기
   ￮ 대여금 청구
   ￮손해배상 청구
5) 2016년도 소송구조(5건)
   ￮ 이혼 및 위자료 
   ￮ 양육비 청구
   ￮ 폐질등급 결정 취소 청구의 소
   ￮ 대여금 청구사건
   ￮ 무고
6) 2017년도 소송구조(5건)
   ◦부당이익
   ◦손해배상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청구의 소
   ◦매매대금 등 청구의 소
   ◦대여금 청구의 소
7) 2018년도 소송구조(5건)
   ◦보훈보상대상자 비해당결정처분 취소
   ◦혼인무효확인 청구의 소
   ◦창원주무효처분 무료확인의 소
   ◦부당이익
   ◦친생부인의 소
8) 2019년도 소송구조(9건)
   ◦국가유공자요건 비해당결정처분 취소
   ◦양육비 심판청구 소
   ◦2019형제 19934 상해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손해배상청구
   ◦손해배상(기)
   ◦손해배상(기)청구사건
   ◦파산 및 이혼
   ◦2019년도 성년후견 개시
9) 2020년도 소송구조(7건)
   ◦손해배상금 지급명령
   ◦대금청구의 소
   ◦자의 성과 변의 변경허가 심판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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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혼 및 위자료
   ◦사기사건
   ◦특수상해
   ◦손해배상(기)
10) 2021년도 소송구조(5건)
   ◦강제추행
   ◦불법행위(사기)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소 집행절차
   ◦경범죄처벌법 위반, 공무집행방해, 상해
   ◦이혼 및 재산분할
   ◦대출명의 사기 고소 대리

❚ 업무별 담당자

부서 직위 성명 주요업무 전화번호
법학전문대학원 

부속리걸클리닉센터
센터장 박재평 리걸클리닉센터 업무 총괄 2631

45. 사범대학교육연수원

가. 설립목적

 충북대학교 사범대학 교육연수원은 교육기본법 제14조 제2항과 교육공무원법 제38조~제
42조, 교원 등의 연수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및 동 시행규칙(부령) 등에 의하여 초·중등 
교원의 기본 자질과 교직 전문성을 제고하도록 하여 우리나라 교육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
로 한다. 

나. 조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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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연수종별

 1. 자격연수: 자격연수란 법령에 따른 교원의 자격을 취득하기 위한 연수를 말한다. 
 2. 직무연수: 직무연수란 교육의 이론·방법 연구 및 직무수행에 필요한 능력 배양을 위한 

연수를 말한다.
 3. 특별연수: 특별연수란 국가나 지방자체단체의 특별연수계획에 따라 국내외의 교육기관 

또는 연구기관에서 받는 연수를 말한다.

라. 연수운영

  자격연수는 각·시도 교육청으로부터 연수대상자를 위탁받아 연수계획을 수립하
여 하계 및 동계 방학기간에 운영하며, 직무연수는 연수계획 수립 후 각·시도 교

육청 소속 교원의 신청을 받아 운영한다. 
홈페이지 : https://cte.cbnu.ac.kr/ 

마. 운영현황

년도
연 수 종 별

비고
자격연수 직무연수 특별연수

2021 934 221
하계 자격연수: 774
동계 자격연수: 160

2020 1,300 232
하계 자격연수: 941
동계 자격연수: 359

2019 972 148
하계 자격연수: 383
동계 자격연수: 589

2018 367 198

2017 130 569

2016 140 661

2015 174 660

2014 182 427 9

2013 233 875

2012 230 1,487 11

2011 135 26

2010 246 35

바. 연혁 및 역대 연수원장

 1) 연혁

   1970. 5. 4 임시 중등학교 교원양성소 및 중등학교 교육연수원 설치 인가 
   2000. 3.16 관련법령 개정에 따라 중등교육연수원으로 개명 
   2009. 3. 1 충북대학교학칙 개정에 따라 교육연수원으로 명칭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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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역대 연수원장
1970. 5. 4 초대 조건상(趙健相)교수 취임
1973. 5. 21 2대 연규횡(延圭潢)교수 취임
1978. 4. 6 3대 이희재(李熙哉)교수 취임
1980. 3. 6 4대 황긍연(黃兢淵)교수 취임
1982. 4. 20 5대 이충원(李忠元)교수 취임
1984. 4. 20 6대 정승용(鄭升溶)교수 취임
1986. 4. 20 7대 김영대(金永玳)교수 취임
1987. 4. 3 8대 이진환(李鎭歡)교수 취임
1988. 9. 16 9대 이헌우(李憲雨)교수 취임
1991. 3. 1 10대 임종술(林種述)교수 취임
1993. 3. 1 11대 이종각(李種珏)교수 취임
1995. 3. 1 12대 김두영(金斗泳)교수 취임
1995. 7. 12 13대 김 명(金 明)교수 취임
1997. 3. 1 14대 강상준(康詳俊)교수 취임
1999. 3. 1 15대 김재덕(金在德)교수 취임
2001. 3. 1 16대 강영복(姜永福)교수 취임
2003. 3. 1 17대 성준용(成俊鏞)교수 취임
2004. 3. 1 18대 양기석(梁起錫)교수 취임
2006. 3. 1 19대 전철웅(全哲雄)교수 취임
2008. 3. 1 20대 권효식(權孝植)교수 취임
2010. 3. 1 21대 한주성(韓柱成)교수 취임
2012. 3. 1 22대 양동석(梁東錫)교수 취임
2014. 3. 1 23대 강창숙(姜昌淑)교수 취임
2015. 3. 1 24대 김남준(金南俊)교수 취임
2016. 9. 1 25대 박명환(朴明歡)교수 취임
2018. 9. 1 26대 김형범(金炯範)교수 취임
2020. 1. 1 27대 박명환(朴明歡)교수 취임
2021. 9. 1 28대 이재권(李宰權)교수 취임

❚ 업무별 담당자

부서 직위 성명 주요업무 전화번호

사범대학
교육연수원

원장 이재권 교육연수원 업무 총괄 2774

주무관 김효림

사범대학 교육연수원 업무
입학관리본부 업무, 학생과 업무,
장학금 관련업무, 교직 지원 업무,

임용지원센터 지원

2645

기타
자체
계약직

박은화

사범대학 교육연수원 업무,
사범대학 임용지원센터 업무, 강의실 
관리, 스마트강의실(E1-2동212호), 

멀티미디어제작강의실(E1-2동348호),  
PBL실관리(E1-2동313)

(249) 
12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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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6. 사범대학부속임용지원센터

가. 설립목적

교원임용시험 대비 경쟁력 강화를 위한 사전 준비 및 대응뿐만 아니라 졸업 후 높은 수

업전문성과 다양한 현장역량 경험을 함양한 경쟁력 있는 교사 양성을 목적으로 2017년 5
월 설립되었다.

나. 임용지원센터 주요 운영 내용

 1) 중등교사 임용시험 지원

 2) 교과서 도서관 운영
 2) 전공특강 및 교직적성 심층면접 특강 운영

 3) 연계학교 모의수업실연 및 특강을 통한 수업능력 향상
 4) 중등학교 기간제교사 및 교육공무원 취업 지원

다. 임용지원센터 현황
 1) 위치 : E1-2동 사범대학 1층
 2) 교과서 도서관 운영 현황

유형별 교과서 보유 현황

중학교 교과서 390권

고등학교 교과서 709권

임용관련 및 기타 도서 626권

라. 연락처 : (043) 249-1260

❚ 업무별 담당자

부서 직위 성명 주요업무 전화번호

사범대학부속
임용지원센터

센터장 옥 광 임용지원센터 업무 총괄 2738

기타
자체
계약직

박은화

사범대학 교육연수원 업무,
사범대학 임용지원센터 업무,

강의실 관리
- 스마트강의실(E1-2동212호)

-멀티미디어제작강의실(E1-2동348호)
- PBL실관리(E1-2동313)

(249) 
1260



370  Ⅶ.� 지원시설� 및� 부속시설� �

47. 사범대학부설중학교

가. 연혁

1983. 04. 21 충북대학교사범대학부속중학교 설립인가(24학급)
1984. 03. 01 초대 임창순 교장 취임
1984. 03. 03 부속중학교 개교 및 입학
1985. 11. 13 부속중학교 학칙 변경 인가(12학급)
1989. 09. 01 2대 연기항 교장 취임
1991. 03. 01 3대 윤주택 교장 취임
1991. 03. 01 부속중․고등학교 분리 인가
1992. 06. 16 학칙 변경 인가(18학급)
1995. 03. 01 4대 김홍범 교장 취임
1999. 09. 01 5대 조항훈 교장 취임
2001. 03. 02 학칙 변경 인가(부속중학교→부설중학교)
2001. 04. 02 전교생 급식 실시
2004. 09. 01 6대 윤병선 교장 취임
2009. 09. 01 7대 이창근 교장 취임
2014. 03. 01 8대 김종신 교장 취임
2017. 03. 01 9대 김관훈 교장 취임
2021. 03. 01 10대 전병일 교장 취임
2022 01. 07 제38회 졸업식(170명 졸업, 졸업생 누계 9,926명)
2022. 03. 02 2022학년도 신입생 입학(6학급, 남 78명, 여 80명, 총 158명)

나. 학생 현황

          학년
  구분 특수 1 2 3 계

학 급 수 (1) 6 6 6 18(1)

학생수
남 (5) 78(2) 71(2) 89(1) 238(5)
여 (2) 80(1) 72(0) 77(1) 229(2)

계 (7) 158(3) 143(2) 166(2) 467(7)

다. 교직원 현황

  구분

성별

교원 행정 총

계
교
장

교
감

부
장

교
사

소
계

행정
실장

일
반
직

교육
공무직

소
계

남 1 1 2 13 17 1 1 1 3 20

여 13 13 26 1 11 12 38

계 1 1 15 26 43 1 2 12 15 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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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과 도
덕

국
어

한
문

사
회

수
학

과
학

체
육

음
악

미
술

기
술

가
정

정
보

진
로

영
어

특
수

보
건

영
양

상
담 계

인원 2 5 1 4 5 5 3 2 1 2 1 1 1 4 1 1 1 1 41

라. 시설 현황

구

분

관리실 교  실  현  황 기     타
교

장

실

교

무

실

행

정

실

교

실

과
학
실
험
실

과
학
준
비
실

무
한
상
상
실

가
사
실
습
실

기

술

실

음

악

실

아

트

룸

드

림

룸

상

담

실

교
과
사
랑
방

도 

서

실  

학
습
도
움
실

미
래
로
교
실

보
건
생
활
실

위
클
래
스

세
미
나
실

교
직
원
휴
게
실

체
력
단
련
실

체
육
동
아
리
실

 학
 운역
 위
 회사
 의
 실관

강

당

방

송

실

정

보

실

평

가

실

인

쇄

실

보
안
경
비
실

화

장

실

샤

워

실

수 1 7 1 19 2 1 1 1 1 1 1 1 2 2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7 3

마. 교직원 명단

순 직위 성  명 성별 교과 업무 담임 순 직위 성  명 성별 교과 업무 담임

1 교장 전병일 남 ･ 통    할 ･ 30 교사 서원탁 남 지구과학 과학 3-4

2 교감 김학만 남 ･ 교무관리 ･ 31 교사 엄수성 남 도덕 연구학교 1-5
3 보직교사 안연주 여 음악 교무기획부 ･ 32 교사 유영택 남 수학 생활1 2-5
4 보직교사 안정화 여 생물 수업혁신연구부 3-1부 33 교사 이아름 여 사회 교무지원 1-4
5 보직교사 김문회 남 국어 학생생활안전부 3-6부 34 교사 이종군 남 정보 봉사 2-4부
6 보직교사 신상옥 여 수학 교육과정부 1-6부 35 교사 이준형 남 미술 안정 3-4부
7 보직교사 이수희 여 생물 학력지원부 1-2부 36 교사 이지수 남 화학 방송정보 화학
8 보직교사 김효정 여 한문 지역사회협력부 2-3부 37 교사 임선영 여 영양 영양 ･
9 보직교사 박미숙 여 물리 과학정보부 1-3부 38 교사 전경재 남 체육 체육1 3-6
10 보직교사 김태숙 여 진로 진로진학부 2-1부 39 교사 조한철 남 기술가정 학력 3-5
11 보직교사 오은혜 여 음악 예체능부 3-2부 40 교사 전선희 여 국어 평가 2-3
12 보직교사 김유한 여 사회 인성자치부 1-5부 41 교사 최은영 여 수학 교육협력 2-1
13 보직교사 안영순 남 도덕 방과후학교부 3-3부 42 교사 한지혜 여 수학 일과 3-2
14 보직교사 이소영 여 국어 환경봉사부 1-1부 43 교사 홍미란 여 영어 생기부 3-1
15 보직교사 윤은경 여 영어 1학년기획부 1-4부 44 행정실장 김대중 남 ･ 행정총괄 ･
16 보직교사 윤이숙 여 체육 2학년기획부 2-2부 45 팀장 정수주 여 ･ 행정･예산 ･
17 보직교사 송수옥 여 국어 3학년기획부 3-5부 46 주무관 박상명 남 ･ 관리업무 ･
18 교사 김민수 남 수학 자유학기 1-1 47 행정실무 신승연 여 ･ 행정업무 ･
19 교사 김민지 여 영어 수업연구 1-3 48 교무실무 김재은 여 ･ 교무업무 ･
20 교사 김진향 여 기술 생활2 1-2 49 과학실무 윤금주 여 ･ 실험업무 ･
21 교사 김태규 남 국어 생활3 2-6부 50 전산실무 김진규 남 ･ 전산업무 ･
22 교사 김형종 남 국어 도서 1-6 51 특수실무 오선숙 여 ･ 특수교육 ･
23 교사 김홍목 남 체육 체육2 2-5부 52 조리사 허정순 여 ･ 급식 ･
24 교사 남승우 남 역사 학생자치 2-4 53 조리사 김태자 여 ･ 급식 ･
25 교사 남진희 여 역사 학적 3-3 54 조리사 신혜선 여 ･ 급식 ･
26 교사 류가혜 여 특수 특수 ･ 55 조리사 박영미 여 ･ 급식 ･
27 교사 류현미 여 상담 상담 ･ 56 조리사 이선영 여 ･ 급식 ･
28 교사 박미란 여 보건 상담 ･ 57 조리사 임옥희 여 ･ 급식 ･
29 교사 박은정 여 가정 장학 2-2 58 학교지킴이 김의수 남 ･ 안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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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업무별 담당자

부서 직위 성명 주요업무 전화번호

사범대학

부설중학교

행정실장 김대중 행정 총괄 715-3316
팀장 정수주 행정·예산 070-4493-6208
주무관 박상명 시설관리 070-4493-6209

48. 사범대학부설고등학교

가. 연혁
1985. 11. 13 부속고등학교 설립 인가(12학급)
1986. 03. 03 부속고등학교 초대 임창순 교장 취임
1986. 03. 03 부속고등학교 개교 및 입학
1988. 06. 01 부속고등학교 학칙 변경 인가(18학급)
1989. 02. 14 부속고등학교 제1회 졸업(221명)
1989. 09. 01 부속고등학교 제2대 연기항 교장 취임
1993. 05. 13 부속고등학교 제3대 권순찬 교장 취임
1996. 09. 01 부속고등학교 제4대 김학수 교장 취임
1999. 09. 01 부속고등학교 제5대 한상기 교장 취임
2001. 03. 02 (학칙 변경 인가) 부설고등학교로 교명 변경
2003. 09. 01 부설고등학교 제6대 황오연 교장 취임
2006. 03. 01 부설고등학교 제7대 김흥식 교장 취임
2009. 09. 01 부설고등학교 제8대 변상권 교장 취임
2010. 02. 01 본관 교사 신축 이전
2013. 09. 01 부설고등학교 제9대 이근청 교장 취임
2015. 09. 01 부설고등학교 제10대 백인숙 교장 취임
2016. 12. 16 가원학사 준공(지상4층, 80명 수용)
2017. 09. 01 부설고등학교 제11대 윤인중 교장 취임
2018. 08. 31 유네스코 학교(UNESCO Associated School) 지정
2020. 09. 01 부설고등학교 제12대 한만혁 교장 취임
2021. 02. 01 미래형 교육공간 준공(교육부 학교공간혁신 사업)
2022. 02. 08 제34회 졸업식(178명, 연 8,345명)
2022. 03. 02 2022학년도 입학(6학급, 175명)

나. 학생현황

          학년
          성별
구분

1 2 3 계

남 여 계 남 여 계 남 여 계 남 여 특 계

학  급  수 3 3 6 3 3 6 3 3 6 9 9 2 20

학  생  수 88 86 174 86 82 168 91 89 180 265 257 (20) 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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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교직원현황

  단위
성별

교장 교감
부장
교사

교사
소
계

교 육 행 정 직 행정
실무

전문
상담사

사서 조리원 소계 총계
6급 8급 9급

남 1 1 10 16 28 1 ㆍ ㆍ 3 ㆍ ㆍ ㆍ 4 32

여  ㆍ ㆍ 5 14 19 ㆍ 1 1 5 1 1 7 16 35

계 1 1 15 30 47 1 1 1 8 1 1 7 20 67

라. 교과별 교사 현황

 교과

성별

국

어

윤

리

역

사

지

리

일

사

수

학

물

리

화

학

생 

명

지

학

한

문

체

육

음

악

미

술

영

어

프
랑
스
어

중
국
어

기술
가정

정

보
진로
진학

특

수

보

건

영

양
계

남 5 1 1 1 1 3 1 1 1 2 1 3 1 1 1 1 25

여 1 1 1 1 3 2 1 1 1 3 1 1 1 1 1 20

계 6 1 2 2 2 6 1 2 2 1 1 2 1 1 6 1 1 1 1 1 2 1 1 45

마. 시설현황

본    관 별    관
구  분 보유수 구  분 보유수 구  분 보유수
교장실 1 상담실(Wee 클래스) 1 학습도움실 2
교감실 1 탈의실 2 음악실 1
행정실 1 다담사랑방 1 빛담공방 1
교무실 5 보건실 1 교담공방 1

사회교사연구실 1 도서실 1 소담공방 1
교과교실 13 가온책방 1 휴담공방 1

교과전용교실 4 예담갤러리 1 동아리실 2
영어랩실 1 방송실 1 과학정보연구실 1
공용교실 4 식당 1 과학연구실 1

미디어스페이스실 4 조리실 1 과학준비실 2

온라인스튜디오 1 영양교사실/
조리원휴게실 1/1 무한상상실 1

진학상담실 1 인쇄실 1 지능형과학실 1
홈베이스 2 서고 1 과학미디어실 1

진로활동실 1 화장실(남) 9 운동부휴게실 1
학운위실/학부모회실 1 화장실(여) 9 기숙사 1
학생자치회회의실 1 엘리베이터 1 체육관 1
교직원휴게실(남) 1 운동장 1
교직원휴게실(여) 1 농구장 1

테니스장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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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 교직원 일람

❚ 업무별 담당자

부서 직위 성명 주요업무
전화번호
(249)

사범대학

부설고등학교

행정실장 임만섭 행정 총괄 2104
팀장 김은송 회계 업무 2105
주무관 김예한 시설 업무 2107

순 직 위 성   명 담당교과 비고 순 직 위 성   명 담당교과 비고

1 교 장 한 만 혁 통 할 33 교 사 서 혜 경 미술 1-4

2 교 감 강 준 길 교무관리 34 〃 이 보 미 일반사회 1-6

3 보직교사 오 석 헌 국어 교무기획 35 〃 이 성 호 영어 1-3

4 〃 백 남 옥 수학 교육과정 36 〃 강 민 경 화학 3-6

5 〃 오 지 은 화학 교육연구 37 〃 이 용 진 국어 3-3

6 〃 김 학 일 물리 학생생활안전 38 〃 김 진 웅 체육 생활1

7 〃 정 영 대 수학 교육평가 39 〃 황 석 훈 체육 생활2

8 〃 김 준 호 생물 과학정보 40 〃 류 동 길 지리 1-5

9 〃 이 준 택 음악 문화예술 41 〃 김 혜 진 지리 3-5

10 〃 홍 지 훈 국어 미래교육 42 〃 이 민 휘 역사 2-3

11 〃 김 형 준 프랑스어 민주시민교육 43 〃 서 동 현 영어 3-2

12 〃 박 상 찬 윤리 방과후학교 44 〃 최 보 아 수학 2-4

13 〃 이 현 숙 진로 진로진학 45 〃 강 다 현 영양 영양

14 〃 박 선 미 영 어 학력지원 46 〃 김 동 학 역사 1-2

15 〃 최 원 준 국어 1 학 년 47 〃 민 병 현 수학 일과 및 방송

16 〃 김 연 희 영어 2 학 년 48 〃 서 유 진 기술가정 교과교실제

17 〃 안 희 성 수학 3 학 년 49 〃 김 한 별 정보 교과교실제

18 교 사 김 은 정 보건 보건 50 〃 전 찬 혁 과학 교과교실제

19 〃 서 윤 정 특수 특수 51 원어민 Cristina 영 어 교과교실제

20 〃 김 한 일 특수 특수 52 행정실장 임 만 섭 행정총괄

21 〃 김 진 록 영 어 3-1 53 행정팀장 김 은 송 회계

22 〃 이 근 웅 기술 1-1 54 행정실 김 예 한 시설총괄

23 〃 황 미 정 정보 정보 55 행정실 장 만 배 시설

24 〃 전 영 지 국어 고교학점제 56 행정실 심 희 정 행정실무 

25 〃 조 웅 희 국어 3-4 57 행정실 이 선 미 행정실무

26 〃 차 규 연 수학 교육실습 58 행정실 차 순 미 교무실무

27 〃 이    준 중국어 2-1 59 행정실 장 은 지 사서

28 〃 유 가 영 생물 2-6 60 행정실 최 정 옥 전문상담

29 〃 유 관 수 지구과학 교과특성화 61 행정실 윤 미 경 특수실무

30 〃 이 하 나 영어 학적 및 학사 62 행정실 연 인 숙 특수실무

31 〃 기 은 정 한 문 2-5 63 행정실 허 한 구 인 쇄

32 〃 안 가 람 일반사회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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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 생활과학대학부설어린이집

가. 설립 배경 및 목적

자연속의 넓은 실외놀이 공간과 아담한 2층 건물인 충북대학교 생활과학대학부설 어린

이집은 정보화 및 산업화, 핵가족으로 인한 맞벌이 부부의 증가와 지역사회의 요구, 영유
아 보육 필요성에 의해 1999년 3월 설립되었다. 충북대학교 생활과학대학부설 어린이집은 

인근 지역과 본교 교직원 영유아에게 양질의 보육기회를 제공하고, 아동복지학과, 영유아 
보육관련 학과 학생들에게 학교에서의 학업과 연계가 이루어지는 현장실습을 경험 할 수 

있는 곳으로서 운영되고 있으며, 지역사회에 적합한 영유아 보육프로그램을 개발 및 적용
하기 위한 실험의 장으로 활용되고 있다.

나. 연 혁
1999년 3월 개원하여 현재까지 515명의 졸업생을 배출하였으며, 지속적으로 시설을 보

완하여 2001년 4월 2층 자료실 증축, 2007년 12월 보육실 및 놀이실(1,2층) 증축, 2010년 
2월 주방, 식당 2실 및 보육실 2실(2층)증축으로 건물 연면적 949.52㎡으로 이루어졌다. 

영유아 실외 놀이시설은 1,650㎡ 에서 2019년 2월 3,330㎡의 규모로 확장되어 현재의 시
설 현황을 구성하고 있다. (사무실 1, 원장실/양호실 1, 보육실 10, 교사실 1, 자료실 1, 주

방 1, 식당 1, 모래/놀이터 2, 도서실 1)

다. 보육 철학

꿈을 갖고 미래를 준비하는 창의·인성 교육을 실천하는 충북대학교 생활과학대학 부설

어린이집은 생태중심의 자연친화 교육을 기초로 영유아들이 서로 도우며, 밝고 긍정적인 
마음을 가진, 슬기로운 어린이로의 성장과 발달을 보육 철학과 목표로 하고 있다. 또한 국

가수준에 준한 표준보육과정과 누라과정을 근간으로 하여 지역사회와 대학부설의 특성을 
살린 보육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적용하고 있다. 어린이집의 보육 목적 및 목표는 영유아에

게 안전하고 자연친화적인 정서적 환경을 제공하고 기본적인 욕구를 충족시키며, 인성과 
심성 계발에 도움을 주는 프로그램을 실천하여, 영유아들의 전인적인 발달을 이루도록 돕

는다. 

라. 보육 목적 및 목표

본 어린이집은 영·유아에게 안전하고 편안한 정서적인 환경을 제공하고 기본적인 욕구
를 충족시키며, 인성과 심성 계발에 도움을 주는 프로그램을 실천하여 영유아들을 전인으
로서의 성장과 발달을 돕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기본생활 습관을 바르게 형성하여 일상생활과의 조화를 이룬다. 
▶ 건강하고 안전한 생활로 신체와 정신의 조화로운 발달을 이루도록 돕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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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긍정적인 자아개념과 자율적·협동적인 생활을 하도록 돕는다.
▶ 다양하고 흥미 있는 경험과 발견을 통해 생활 속에서 배우고 주변 세계에 대한 발

견, 이해, 경험, 지식을 확장하여 표현할 수 있게 한다.
▶ 자신의 생각과 느낌을 언어로 표현하고 확장 할 수 있게 한다.
▶ 창의적으로 생각하고 탐구할 수 있는 능력과 태도를 갖도록 돕는다.   

마. 운영 및 프로그램
 - 기본생활, 신체운동·건강, 사회관계, 의사소통, 자연탐구, 예술경험 발달을 위한 전인교육
 - 자연친화, 생명존중, 다양한 현장학습을 통한 생태중심, 주제중심의 교(보)육프로그램 실천
 - 대학 내 시설, 다양한 부대 공간과 자원 활용
 - 영아보육프로그램(표준보육과정)에 기초한 통합보육(만1,2세)
 - 프로젝트 접근법 / 동화프로젝트 / 개정누리과정(만3,4,5세) 적용
 - 특별활동(영어, 체육, 음악, 과학 등 초빙 전문 강사 지도)

바. 보육시간
 - 기본보육 : 평일 7:30∼19:30, 토요일 7:30∼13:30
　 (오후 5:30~7:30은 당직교사가 통합보육)

 - 연장보육 : 평일 9:30∼15:30
 - 야간 연장보육 : 평일 17:30∼21:30

 - 시간제 보육 : 평일 9:00∼18:00

사. 충북대학교 생활과학대학부설 어린이집 문의

 - 연락처 : 043) 261-2699, 2758

 - 팩  스 : 043) 268-3553
 - 이메일 : cbnucare@cbnu.ac.kr

 - 네이버 카페 : http://cafe.naver.com/cbnucare 

❚ 업무별 담당자

부서 직위 성명 주요업무
전화번호
(261)

생활과학대학

부속어린이집

원 장 조용신 업무 총괄 2699

주 임 반하라 교학 총괄 2758

사무원 이요선 행정업무총괄 27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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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 약학대학부속약초원

가. 설립목적

약초원은 1956년 5월에 설립되었으며, 생약 및 약용식물 자원의 교육 및 연구를 위한 

핵심 기반시설로 활용되고 있다. 약용식물의 외관에 의한 감별, 생리, 생태, 분류 재배의 
지식을 습득시키고, 채취시기에 따른 식물성분 변화 시험, 순화재배 시험, 우수품종의 개발

을 위한 육종학적 시험 등을 통하여 새로운 의약품 자원개발과 응용에 기여하며 생물종 
다양성 보전의 장으로 이용되고 있다. 

나. 조직 및 현황

본 약초원에는 원장 1인과 재배부, 표본부에 각각 부장 1인을 두고 있다. 면적은 표본포 

400㎡, 재배포 1,800㎡를 보유하고 있으며, 각종 약용식물의 재배시험과 300여 종 이상의 
표본식물을 보존 관리하고 있다.

다. 기능
 1) 국내 약용식물 및 생약자원 확보 및 보존
 2) 생약자원의 표본식물 보존관리

 3) 각종 생약의 재배시험 및 실험재료 보급
 4) 순화 재배시험 및 육종학적 시험

 5) 교육 및 연구용 식물재료 제공

라. 주요활동

 1) 주요식물(생약)의 자원 확보 및 분류

 2) 주요식물(생약)의 외부 및 내부 형태 시험
 3) 주요식물(생약)의 품질관리를 위한 시험법 연구

 4) 주요식물(생약)의 유효성분 분석 연구
 5) 주요식물(생약)의 약효 및 응용에 관한 연구

마. 이용안내

본 약초원에 보유하고 있는 각종 약용식물에 대하여는 언제든지 견학이 가능하며 각종 

약용식물의 재배실험을 희망하는 단체나 개인은 언제나 본 약초원을 이용할 수 있다. 또 본 
약초원에 있는 표본을 분양받고자 할 때는 소정의 절차를 거쳐 분양이 가능하다. 

※ 약학대학 약초원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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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위치 면적 (㎡) 비고

개신캠퍼스
충북 청주시 서원구 충대로1

(S4-2, 구 약학연구동)
400 표본포

학외 충북 청주시 청원구 비산리 산 45번지 50,770 재배포

❚ 업무별 담당자

부서 직위 성명 주요업무
전화번호
(261)

약학대학

부속약초원

원장 이경은 생약 및 약용식물 자원의 교육 및 연구 3590

주무관 성승아 행정지원 3264

51. 약학대학부속실습약국

가. 설립목적
실습약국은 끊임없이 개발 창제되는 의약품의 발전과 보조를 맞추어 심오한 학문적 이

론을 바탕으로 하며 새로운 의약품의 조합, 투여 및 약국경영에 관한 기술을 습득함으로써 
지역사회 발전에 이바지할 수 있는 유능한 약학도 양성을 목적으로 1956. 9. 31 설립하여 

현재에 이르고 있다. 
대국민 서비스로서의 약사의 역할과 의약품의 연구 및 개발 환경은, 한미 FTA등 대외

적인 변화와 함께 내부적으로는 약대 6년제 시행 및 약학기술의 급격한 발전 등에 의하여 
크게 변화되어 가고 있다. 이와 같은 급격한 환경 변화에 발맞추어 약학대학부속 실습약국

은 끊임없이 개발 창제되는 의약품 산업의 발전과 보조를 맞추어 심오한 학문적 이론을 
바탕으로 한 새로운 의약품의 조합, 투여 및 약국경영에 관한 기술을 습득함으로서 지역사

회 발전에 이바지할 수 있는 유능한 약학 인재를 양성하는데 주력하여 왔다. 
 

나. 조직

약학대학장

실습약국장

지도교수

운영위원회 학술위원회

조제부 조제연구부 제제연구부 기기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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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주요활동

본 부속약국은 조제대를 갖춘 실습실을 약학대학 Ⅰ관 3층에 확보하고 있으며 다음과 
같은 역할을 하고 있다. 

 1) 조제부 : 의약품의 조제
 2) 조제연구부 : 의약품 조제의 이론 및 기법 연구

 3) 제제연구부 : 의약품 제형 및 제제 이론 및 기법 연구
 4) 기기실 : 실습약국 필요 기기 비치 및 관리

 5) 운영위원회 : 실습약국 운영에 관한 자문 및 심의
 6) 학술위원회 : 조제 및 제제 연구 및 교육에 관한 자문 및 심의

라. 발전계획
2011년 출발한 약대 6년제의 전면 실시 등 격동하는 약학 분야 전반의 환경변화에 발맞

추어 약학 분야의 전반적인 교육, 연구, 봉사 및 운영실태 등에 대한 자체적인 분석 후 문
제점을 스스로 진단, 규명하고 그 해결책과 개선방안을 모색하여, 임상실무 실습이 강화되

는 6년제 교육환경에서 중요한 부분인 조제(연구) 및 제제(연구)부분에서 실습약국의 기능
과 역할을 향상시키고 관련 학문분야의 발전에 부응함으로서 차세대를 책임질 우수한 약

학인재를 양성함은 물론 충북대학교, 지역사회 및 국가의 발전에 이바지하는데 있다.
또한, 대학 및 부속기관의 사회적 및 국가적 역할이 점차 강화되는 현실에 부응하여 부

속실습약국의 질적 수준을 체계적이고 구체적으로 향상시킴으로서 약학대학의 체질개선과 
교육과정의 내실화에 기여하고자 한다. 창의적이고 진보적인 발상과 의견을 수렴하고 약국

실무, 임상경험 및 제약분야의 교육이 강화되는 약학교육의 6년제에 따른 실습약국의 발전
계획을 통하여 다음의 목표를 달성하고자한다. 

 1) 약대 6년제에 대비한 임상 실무실습의 핵심 주체로 실습 및 현장교육을 추진. 
 2) 6년제 실시에 맞춘 국제적 수준의 기자재 시설 및 예산을 확보.

 3) 임상실무실습을 위해 지역 병원약국 및 임상약국과의 협동 교육과정을 설립.
 4) 의약품의 실제 판매를 담당하는 교내 약국을 적극적으로 추진. 

 5) 동문회 발전기금 등을 활용하여 약학대학 오송캠퍼스 내의 실습약국 및 제약공장 설치 
추진.

 6) 전산망 확충으로 처방전의 전산화 교육체제를 갖춤.

❚ 업무별 담당자

부서 직위 성명 주요업무
전화번호
(261)

약학대학
부속실습약국

약국장 정재경
의약품의 조합, 

투여 및 약국경영에 관한 기술 연구
2635

주무관 남인이 행정지원 2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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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 수의과대학부속동물병원

가. 설립목적
충북대학교 수의학과 교수진과 연구진의 축적된 경험 및 지식을 바탕으로 학생들에게 

수의임상교육을 위한 실습장 역할을 하도록 한다. 지역사회에서는 동물에 대한 3차 진료기
관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하며, 인수공통전염병을 포함한 질병예방을 통하여 동물과 인류의 

보건향상을 도모한다. 또한 농장동물의 질병치료 및 전염병 예방을 통하여 동물위생 및 축
산분야의 생산성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나. 연혁

동물병원은 국립대학 설치령에 의거 농과대학 부속동물병원으로 1960년 11월에 개설한 
이래 꾸준한 발전을 거듭하여 새로운 의료기기와 인원을 확충하였다. 1994년 3월부터 수

의과대학 부속동물병원으로 개칭한 후 1999년 10월에는 동물병원의 신축으로 소동물 수술
실 및 진료실, 처치실, X-선실, 영상진단실, 임상병리검사실, 입원실, 대동물 진료실 및 처

치실, 약국 등을 따로 확충하였으며, 2004년 7월에는 충북대학교학칙개정 규칙 제665호에 
의거 현재의 동물의료센터학교기업으로 2019년 7월까지 운영 후 충북대학교 학칙 개정

(2019. 7. 25)으로 수의과대학 부속동물병원으로 조직명칭을 변경하였다. 2021년 9월에는 
세종특별자치시에 세종분원을 개원하여 우리 대학교 세종캠퍼스 진출을 위한 도약과 발전

의 계기를 마련하였다. 동물병원은 명칭에 걸 맞는 CT 촬영실, MRI 촬영실, 초음파검사실, 
진단검사실 등의 시설확충 및 진료·진단장비의 첨단화를 가속하고 신규 연구·진료인력

을 충원하는 등 현대화 및 질적 향상을 이루고 있다.
현재 동물병원은 국내의 저명한 수의학 관련교수와 더불어 임상교수, 전임수의사, 전공

의 등과 함께 내과, 외과, 산과, 피부과, 안과, 응급의학과, 마취과, 야생동물의학과, 조류질
병과, 수생생물의학과, 진단검사의학과, 영상의학과, 핵의학과, 진단병리과, 약제과 등의 다

양한 분야에 양질의 수의기술을 제공하고 있다.

다. 조직

동물병원장 하에 진료부, 병성감정부, 행정·교육지원부를 두고 있으며 각부에는 부장
이 위촉되어 담당하고 있으며 세부적으로 진료부에는 내과, 외과, 산과, 피부과, 안과, 응

급의학과, 마취과, 야생동물의학과, 조류질병과, 수생생물의학과, 진단검사의학과, 영상의학
과, 핵의학과, 진단병리과, 약제과가 있으며, 병성감정부에는 병리검사과, 미생물감정과, 역

학조사과, 기생충감정과, 그리고 행정·교육지원부에는 기획과, 재무과, 원무과, 현장실습
관리과, 수련의관리과, 평생교육과를 두고 있다. 각 과에는 강좌 담당교수가 전공과목별로 

각종 동물의 진료·진단검사가 이루어지고 행정·교육지원 등이 포함된다. 또한 동물병원
에 관한 주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해 병원장을 포함한 10인 이내의 운영위원회가 설치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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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  료  부 병성감정부 행정·교육지원부

내과
외과
산과
피부과
안과

응급의학과
마취과

야생동물의학과
조류질병과

수생생물의학과
진단검사의학과
영상의학과
핵의학과
진단병리과
약제과

병리검사과
미생물감정과
역학조사과
기생충감정과

기획과
재무과
원무과

현장실습관리과
수련의관리과
평생교육과

동물병원장

운영위원회

라. 주요 업무
학부 및 대학원생의 임상실습 교육, 외래 동물의 진료, 입원치료 및 동물질병 진단과 

치료 방법에 대한 체계적인 연구를 수행하여 더욱 향상된 방법들을 개발하는데 힘을 모으
고 이러한 신기술을 수의사 평생교육프로그램과 자문을 통해 보급함으로써 수의사의 진료 

기술을 향상시키고 있다. 개업수의사의 의뢰 동물에 대한 2차 및 3차 진료를 수행하고 이
에 대한 학술적 연구와 교육을 담당한다. 또한 가축 전염병의 파악과 병인학적 진단치료 

및 방역 예방, 축산 및 낙농가에 대한 질병상담 및 자문, 임상학술 교류, 지역사회의 공중
보건학적 자문 및 환경보전업무 등을 통해 동물의 보건과 가축위생의 향상을 위해 교육과 

연구를 하고, 전공 과목별 진료 시스템을 구축하여 양질의 진료 서비스를 제공한다.

❚ 업무별 담당자

부서 직위 성명 주요업무
전화번호
(261)

수의과대학
부속동물병원

병원장 김근형 동물병원 업무 총괄 3171

분원장 장동우 세종분원 업무 총괄 3372

주무관 엄유진 동물병원 행정업무 2904

주무관 정윤아 세종분원 행정업무 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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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3. 의과대학부속의학교육실

가. 설립목적

충북대학교 의과대학 의학교육의 개선을 위하여 의학교육과정의 개발, 교수·학습방법

의 개발 및 연구, 교육평가방법의 개발 및 연수, 교육 정보의 제공, 기타 의학교육에 관련
된 사항 등의 기능을 수행한다.

나. 조직과 기능

  의학교육실장은 교수중에서 학장이 임명하며 의학교육실에 교육연구부, 교육지원부, 의
학인문학교실을 둔다. 
 1) 교육연구부: 교육목표, 교육과정, 교육평가에 관련된 업무 담당
 2) 교육지원부: 성과학습목표, 기본의학, 교육정보지원 등에 관한 업무 담당
 3) 의료인문학교실: 의료인문학 교육과정의 개발 및 평가에 관한 업무

다. 연혁 및 추진사업
2011년 6. 의학교육실 설립 (제1대 의학교육실장 김석용 교수)
2011년 9. 의과대학교수워크샵(무창포 비체팰리스), 교과과정 개선안, 교육목

표 개선방안
2011년 12-2012년 2. EBM 강좌개발(특강, 세미나, 연구회 활동)
2011년 9-2012년 7. 각 강좌별 강의평가 실시(의과대학 강의평가지 사용)
2012년 1-2. 의학연구의 기초(의예과) 강좌개발
2012년 4-6. 의예과 교육목표 개선 및 의예과 교육과정 전반 점검 및 개선안

수립
2012년 7. 각 강좌별 강의평가 CBT 실시
2013년 8-2014년 5. 의과대학 교육목표 및 졸업성과 개정
2013년 7. 의예과 및 의학과 교육과정 전반 점검 및 개선
2015년 3. 새로운 통합교육과정 적용 시작(1학년)
2015년 9. 제2대의학교육실장 이상진 교수
2016년 3. Post 2주기 의학교육인증평가 최우수등급획득(6년인증)
2017년 7. 의학교육인증평가 중간보고
2018년 12. 새로운 통합교육과정 1주기 완료 (1-4학년)
2022년 3. 의과대학평가인증(ASK2019) 4년 인증 획득

라. 향후 운영계획

 1) 의학교육과정의 개발: 
   - 통합교육과정의 개선 발전 및 실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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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OSCE, CPX 교육과정의 운영 및 개선
   - 서브인턴 제도 연구

   - 임상의학 종합평가 개발 및 실행
   - 기초의학 종합평가 개발 및 실행

   - 인문사회의학교육과정의 개발
 2) 교수개발

   - 신임교수 워크샵
   - 성과바탕 학습목표 이해를 위한 교수워크샵 지속 및 학습목표 수립 진행 

   - 학생 평가 문항 개발 워크샵
   - 교육 초청강연

 3) 교육평가
   - 통합교육 평가 

   - 강좌평가 및 피드백 방법 개선
   - 임상실습평가 방법 개선

 4) 의과대학 발전 업무
   - 의과대학 교육 기본자료의 수집 및 정리

   - 의과대학 인증평가 준비 및 대처
   - 교육목표 개선

 5) 2021년 의과대학 인증평가 준비 및 평가인증 실시

마. 연락처

 전화: 043-261-2832
 홈페이지: http://mededu.chungbuk.ac.kr

❚ 업무별 담당자

부서 직위 성명 주요업무
전화번호
(261)

의과대학부속

의학교육실

실장 이상진 의학교육실 업무 총괄 2861

주무관 이은경 의학교육실통합업무 28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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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4. 의과대학부속응용해부교육센터

가. 설립목적

의과대학부속응용해부교육센터는 기초의학, 임상의학 및 보건 분야 학문의 발전을 도모

하고 지역의 해부학 교육과 연구 수요에 적절하게 대응하기 위해 설립되었다. 본 센터는 
보건의료인에 대한 해부학 교육 및 연구 지원, 보건의료관련학과 학생에 대한 해부학 교

육, 시신기증의 필요성 홍보와 같은 일반인 교육 등을 통해 의학 지식과 기술의 고도화를 
지원하고 지역 보건의료 발전에 기여하고자 한다.

나. 연혁 및 주요실적
2019.  4.  2.  응용해부교육센터 설립 요청
2019.  5. 23.  기획위원회에서 원안 통과

2019.  7. 25.  의과대학부속응용해부교육센터 규정 제정
2019.  9.  1.  의과대학부속응용해부교육센터 설립

               제1대 센터장 손현준 교수 임명
2019. 11.~12. 인근 지역 보건의료학과 대학생 대상 해부교육 11회 시행

2020.  6.      충북대병원 정형외과 해부세미나 개최
2020. 11.~12.  인근 지역 보건의료학과 대학생 대상 해부교육 11회 시행

2021.  6.       충북대병원 정형외과 해부세미나 개최
2021.  9.  1.    제2대 센터장 서제훈 교수 임명

2021. 11.~2022. 1.  인근 지역 보건의료학과 대학생 대상 해부교육 22회 시행
2022.  2. 21. 의과대학부속응용해부교육센터 운영세칙 제정

다. 조직 및 업무

   1) 센터장
     - 업무: 센터 업무 통할

   2) 교육연구부
      (1) 교육연구부장: 

           - 업무: 교육계획 수립, 교육 진행, 교육자료 개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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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행정지원부
      (1) 행정지원부장

           - 업무: 행정지원부 업무 총괄, 예산 계획, 집행
      (2) 교육연구자원 유지관리 담당자

           - 업무: 해부용 시신의 관리, 해부학실습실 시설 및 기자재, 추모관 등의 유지, 
                   관리 업무 등

      (3) 회계 관리 담당자
           - 업무: 센터 사용료 수납, 관리, 지출, 보고 업무 등

   4) 운영위원회
      - 구성: 위원 10인 이내(센터장, 의학과장, 간호학과장, 해부학전공 교수 2인, 행정

                              실장, 교내외 인사 4인 이하)
      - 심의사항: 센터의 운영계획, 시행규칙 제정 및 개폐, 시체 해부 및 보존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에 따른 해부시행의 적정성, 예산 및 결산, 그 밖의 
센터 운영에 관한 사항

❚ 업무별 담당자

부서 직위 성명 주요업무 전화번호

의과대학부속

응용해부교육센터

센터장 서제훈 센터 업무 총괄 261-2866

교육연구부장 길영천 교육연구 업무 총괄 249-1784

행정지원부장 길영천 행정지원 업무 총괄 249-1784

주무관 김성구 회계 업무 261-2834

55. 디지털혁신공유대학사업단

가. 사업목적

미래자동차 고등교육체계의 새로운 표준 제시라는 비전을 가지고 대학간 유연한 상호 
공유와 협력체계를 통하여 4차 산업혁명 시대의 가장 중요한 신기술 분야인 미래자동차 

혁신인재 양성과 국가 수준의 새로운 고등교육체계를 구축하고자 한다. 도전·소통·협력
을 통한 미래자동차 혁신인재 양성이라는 목표를 세우고 경계 없는 교육생태계 구축에 도

전하고, 대학·연구기관·산업체·정부부처가 소통할 수 있는 장을 만들어 각 기관이 가지
고 있는 역량을 결집, 공유할 수 있도록 협력하는 모델을 구현한다. 

 

나. 연혁 및 활동

2021. 05. 디지털혁신공유대학사업 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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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07. 미래자동차 컨소시엄 학점교류 협정 체결
2021. 08. 디지털혁신공유대학사업단조직신설및관련규정제정
2021. 09. 미래자동차공학과, 자율주행융합전공, 친환경차융합전공, 미래자동차시스

템융합전공신설
2021. 10. 2021 산학협력 EXPO 참가
2021. 11. 사업관련위원회구성및참여위원임명
2021. 11. KSAE(한국자동차공학회) 2021 추계학술대회및전시회참가
2021. 12. 충북대학교디지털혁신공유대학사업마이크로디그리운영및이수등에관

한지침제정
2022. 01. 미래자동차분야인재양성을위한 MOU 체결(충북테크노파크, 세종테크노

파크)
2022. 01. 2021 미래자동차컨소시엄성과공유회참석
2022. 02. 미래자동차성과포럼개최
2022. 02. 콘텐츠공유를위한공동활용대학(한국교통대) MOU 체결

다. 조직

라. 주요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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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IT 기반 미래자동차분야 융합인재양성
  · 인공지능과 연계한 자율주행 핵심인재 양성을 목표로 학과·융합전공·마이크로디그

리 신설함
  · 학생들에게 해당 분야 전문교육을 제공할 수 있는 가상학과 미래자동차공학과를 신

설
  · 자율주행, 친환경차, 미래자동차 시스템을 중심으로 융합전공을 신설
  · 미래자동차분야 해당 과정을 마이크로디그리 초급·중급·고급으로 나누어 이수시 

수료증 발급
 2) 자율차테스트베드(기반) 미래차 실증교육시스템 구축
  · 국내 유일의자율주행자동차 테스트베드 구축을 통한 심화 실습 가능
  · 실차 수준의 자율주행 성능 시험평가 가능
 3) 미래자동차 비교과프로그램 운영
  · ROS, MORAI, AUTOSAR, Python 통합시뮬레이션 등 교과과목 심화 및 취업 연계형 

SKILL-UP 프로그램 개최
  · 경진대회 출전을 위한 동아리 및 학술동아리의 연구 지원 
  · 지역 자동차 산업체 현장실습 지원 
4) 주요기관 및 산업체와 협력
  · 충청권 지역의 충북테크노파크와 세종테크노파크 협력을 통한 미래차 산업혁신기반 구축
  · 세종자율주행특구, 충북자동차부품 산업단지와 연계한 산학연 클러스터 구성

마. 연락처
 1) 전화 : 043-249-1152
 2) 이메일 : eun@cbnu.ac.kr
 3) 홈페이지: http://coss.cbnu.ac.kr

❚ 업무별 담당자

부서 직위 성명 주요업무
전화번호
(261)

디지털혁신
공유대학

사업단

단장 김곤우
디지털혁신공유대학사업 

총괄책임자
(249)1150

부단장 윤재중
디지털혁신공유대학사업 

세부책임자
2474

교육혁신 센터장 기석철 교육혁신센터 총괄 (249)1683
교육과정 혁신팀장 황영배 교육과정혁신 총괄 3641
교육방법 혁신팀장 신종호 교육방법혁신 총괄 2447
교육환경 혁신팀장 심상훈 교육환경혁신 총괄 2478
운영지원 팀장 고미현 운영지원 총괄 (249)1151
운영지원 직원 허은 운영지원 실무 (249)1152
운영지원 직원 조은주 운영지원 실무 (249)1153
운영지원 직원 송혜영 운영지원 실무 (249)1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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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6. 수의과대학부속수의학교육실

가. 설립목적

충북대학교 수의과대학 수의학교육의 개선을 위하여 교수법, 학업성취도 평가, 교육과

정 개편 등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수의학 교육을 실현하기 위해 교육프로그램 개발 및 교
수의 교육활동 지원 등의 기능을 수행한다.

나. 조직과 기능

수의학교육실장은 수의과대학 부교수 이상의 교원 중에서 학장이 임명하며, 수의학교육

실에는 연구부, 지원부, 연수부를 둔다. 
 1) 연구부: 교육과정개선, 교육방법연구 및 개발, 교육평가, 수의학교육인증에 관련된 제반 

사항 담당
 2) 지원부: 교육매체개발, 교육정보지원, 교육시설 및 장비 운영 등 교육지원에 관한 제반 

사항 담당
 3) 연수부: 교수, 조교, 연구원, 대학원생, 수련의 등에 대하여 교수법 연수 및 훈련에 관

한 사항 담당

다. 연혁 및 추진사업
2020년 9. 수의학교육실설립 (제1대수의학교육실장나기정교수)
2020년 9. EU수의학교육인증을위한일본오비히로대학과공동화상회의개최
2020년 12. 제주대학교수의과대학과학생역량강화를위한EU수의학교육화상회의개최
2021년 1. 충북대학교와 제주대학교, 양 대학간에 미래수의학교육시스템확립과 유럽

수의학교육인증(EAEVE) 획득을위한상호협력양해각서체결
2021년 10. 2021 한국수의학교육인증원전문인력양성자체교육수행
2021년 11. 수의과대학교 4차발전계획서발간
2022년 3. 제2대수의학교육실장강병택교수
2022년 3. 수의학교육인증 2주기평가실무위원교육(화상교육)
2022년 4. 수의학교육인증 2주기자체평가보고서작성

라. 향후 운영계획

 1) 2022년 수의과대학 2주기 인증평가 준비 및 평가인증 실시

 2) 교수법개발
   - 성과바탕 학습목표 이해를 위한 교수워크샵 지속 및 학습목표 수립 진행

   - 학생 평가 문항 개발 워크샵
   - 교육 초청강연

 3) 교육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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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통합교육 평가 
   - 강좌평가 및 피드백 방법 개선

   - 임상실습평가 방법 개선
 4) 수의과대학 발전 업무

   - 수의과대학 교육 기본자료의 수집 및 정리
   - 수의과대학 인증평가 준비 및 대처

   - 교육목표 개선

마. 연락처

  1) 전화: 043-261-3329
  2) 홈페이지: http://vetmed.chungbuk.ac.kr

❚ 업무별 담당자

부서 직위 성명 주요업무
전화번호
(261)

수의과대학부속

수의학교육실

실장 강병택 수의학교육실 업무 총괄 3744

주무관 박준영 수의학교육실통합업무 3329

57. 융합기술경영혁신센터

가. 설립일자

  2021년 9월

나. 설립목적

충북대학교 융합기술경영혁신센터는 산업통상자원부에서 주관하는“산업혁신인재성장지

원(R&D) 융합기술사업화 확산형 전문인력양성사업”에 선정되어 대학원 신설, 바이오헬스 
특화 기술경영 교육 확산, 중부 권역의 바이오 산업계가 필요로 하고 지역혁신 체제를 선

도하는 바이오 특화 기술사업화 전문 인력을 양성하는 것을 그 목적으로 한다.

다. 조직

본 센터는 센터장을 비롯하여 3개의 부서(전략기획부, 인력양성부, 산학연계부)를 두고 

있다. 센터의 전반적인 업무활동은 센터장이 관장하며 센터 기본 운영 계획 등을 심의하기 
위한 9인 이내로 구성된 총괄운영위원회를 두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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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략기획부(자체평가자문위): 센터 운영, 예산 수립 및 수행, 기술사업화 교육 협력 프로

그램 운영 지원 등
- 인력양성부(교과과정자문위): 기술사업화와 관련된 교과목·교재·교안 개발, 운영, 교육 

지원 등 
- 산학연계부(산학연자문위): 지역혁신 산학 협력 및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산학 프로젝

트 추진 등

라. 주요 사업
1) 바이오헬스 분야 융합기술사업화 전문인력양성 교육 및 연구

2) 바이오미래융합기술경영 대학원 설립, 교육 및 학점교류 운영
3) 기술사업화 성과 창출을 위한 산학 프로젝트 수행 및 학·연·산 협업 기반 조성 및 활성화

4) 기술이전, 기술사업화 및 각종 수탁연구 용역 사업
5) 그밖에 본 센터의 목적에 부합되는 사업 

마. 연락처
1) 전화: 043-249-1288~9
2) E-mail: biomot@cbnu.ac.kr

3) 홈페이지: https://biomot.cbnu.a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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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8. 지식재산전문인력양성센터

가. 설립목적

지식재산전문인력양성센터는 산업의 환경이 지식기반 산업으로 전환됨에 따른 지식재산
(IP)의 중요성 인식확산과 지식재산 중점대학으로서의 충청권역 등의 IP 교육, 산학연 IP 

네트워크 강화, 지역 혁신기업의 지속성장을 견인할 특화된 IP 전문인력 양성 등을 목적으
로 한다. 

나. 연혁

2021. 01. 지식재산전문인력양성중점대학 사업 선정
2021. 05. 26. 충북대학교 지식재산전문인력양성센터 설립

다. 조직

라. 주요내용

 1) 충북대학교 지식재산 교육 운영기반 구축
  - 충북대학교 내 단과대학 및 지식재산 유관기관들과의 협력체계 구축

 2) 지식재산 학부 및 대학원 전공과정 교육 및 학점교류·공동학위 운영
  - 지식재산 융합전공 및 대학원 교육과정 운영

  - 지식재산 교육 협력(학점교류 등) 및 교재·교안 개발 
 3) 지식재산 성과 창출을 위한 학·연·산 협업 기반 조성 및 활성화

  - 지역 유관기관과 연계한 지여산업 IP 밀착형 교육 프로그램 운영
  - 지역 중고등학교와 연계하여 전공체험형 및 고교학점제 IP 교육 프로그램 운영

 4) 지식재산 기업이전, 기술사업화 및 각종 수탁연구 용역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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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업무별 담당자

부서 직위 성명 주요업무
전화번호
(261)

지식재산전문

인력양성센터

센터장 임달호 센터 및 사업 총괄 3351

부센터장 이형택 사업 세부총괄 3197

운영지원실장 이형철 운영지원 업무 관리 2333

교육혁신실장 황윤민 교육혁신 업무 관리 2335

성과확산실장 김학수 성과확산 업무 관리 2332

주임교수 서한결 지식재산융합전공 및 협동과정 주임교수 3168

초빙교수 신영애 IP교육, 사업프로그램 기획 및 운영 (249)1652

초빙교수 민정임 IP교육, 사업프로그램 기획 및 운영 -

초빙교수 임광섭 IP교육, 사업프로그램 기획 및 운영 -

행정연구원 박영애 센터 및 사업 행정업무 총괄 (249)1651

59. 지자체-대학 협력기반 지역혁신(RIS) 사업단

(충북바이오헬스산업혁신센터)

가. 설립목적

지자체-대학 협력기반 지역혁신 사업은 지자체와 지역대학 등이 협업체계(지역혁신플랫

폼)를 구축하고, 지역의 중장기 발전목표에 부합하는 핵심 분야를 선정하여 지역의 인재를 
양성하고, 취·창업과 지역에 정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이다. 충북대학교는 충북지

역혁신플랫폼 사업의 총괄대학으로 충북바이오헬스산업혁신센터를 설립하여 운영하고 있다.

<충북 지자체-대학 협력기반 지역혁신(RIS) 사업>

□ 사업기간: 2020. 8. 1. ~ 2025. 2. 28.(5개년)

□ 사 업 비: 2,130억원(연간 426억원)

□ 참여기관

- 대학: 충북대(총괄대학), 한국교통대(중심대학) 등 도내 15개 대학

- 지자체: 충청북도(11개 시·군포함)

- 혁신기관: 오송첨단의료산업진흥재단, 충북TP, 충북창조경제혁신센터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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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연혁
2019. 05. 바이오헬스산업 국가비전 선포식–2030 충북바이오헬스 육성전략 발표

2020. 05. 지자체-대학 협력기반 지역혁신사업 협약체결

2020. 06. 도내 15개 대학 충북지역혁신플랫폼 운영 협약 체결

2020. 07. 지자체-대학 협력기반 지역혁신사업 선정 / 주관: 교육부

2020. 08. 충북바이오헬스산업혁신센터 설립

홍진태 총괄운영센터장(충북대 약학대학 교수) 취임

지자체-대학 협력기반 지역혁신사업 협약 체결

2020. 11. 충북바이오헬스 지역혁신플랫폼 운영규정 제정

2020. 12. 총괄운영센터 센터장협의회 회장 플랫폼 선출

2021. 07. 지자체-대학 협력기반 지역혁신사업 1차년도 연차평가 결과 ‘A등급’ 달성

2021. 09. 제1회 지자체-대학 협력기반 지역혁신사업 성과포럼 개최

2021. 12. 충북 고등교육특화지역 선정

2022. 03. Bio-PRIDE 공유대학 개강(총 821명)

다. 조직도

라. 비전 및 주요사업

 1) 지자체-대학 협력기반 지역혁신 사업(RIS) 사업단 비전 및 목표
   - 협력·상생 : 지자체, 대학 등 지역혁신기관 간 협업체계 구축

   - 교육혁신 : 공유·협업을 통한 지방대학 경쟁력 확보
   - 지역혁신 : 청년의 지역정착을 유도하는 인재양성체계 기반 조성

   - 제도혁신 : 지역혁신 플랫폼의 혁신방안 추진 적극 지원

□ 핵심분야: 바이오헬스산업

- ① 제약바이오, ② 정밀의료·의료기기, ③ 화장품·천연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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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사업 체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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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 내용】

구분 세부 사업 내용

대학교육
혁신

- Bio-PRIDE 공유대학(충북형 고등교육 혁신 플랫폼) 설립·운영
- 학사구조개편, 교육과정 개발·개편
- 충북 고교학점제 거점 지원센터 구축 및 운영
- 고등교육혁신 특화지역 운영
- 지역맞춤형 인력양성 프로그램 운영
  (프리칼리지, 프로젝트랩, 비교과과정, 교육인프라 구축 등)

산업기술
혁신

- 기업 애로기술 해결형 산학융합 R&D지원 
- 핵심분야별 원천기술 및 사회 문제 해결 기술개발 지원
- 제품화기술개발 및 사업화 지원
충북 11개 지자체 핵심 전략사업 지원
오송 Bio Nesting Project: 창업 기원 전주기 지원

네트워크
혁신

- 바이오원스톱 플랫폼 ‘biotion’ 구축 및 운영
- 학술교류: 세미나 및 토크콘서트, 포럼 개최
- 창업지원: 스타트업 인큐베이팅, 멘토링, R&D 및 사업화지원
- 취업지원: 채용박람회 개최 및 채용 연계, 취업 컨설팅
기업트랙 운영: 기업 맞춤형 현장실습 및 취업연계 지원
- 기업정보조사: 도내 기업 인력수급 현황 조사

마. 주요사업성과
 - 2021. 07   지자체-대학 협력기반 지역혁신사업 1차년도 연차평가 결과 ʻA등급ʼ 달성

              인센티브 71억 추가 확보 

❚ 업무별 담당자(조직 일부 기재)

부서 직위 성명 주요업무
전화번호
(903)

- 센터장 홍진태 사업단 총괄 관리 7301

대학
교육

혁신
본부

본부장 이재권 대학교육혁신본부 총괄 관리
(Bio-PRIDE 공유대학장) 261 2734

팀장 김정아 교육과정팀 업무 총괄 7383

팀장 박인선 교수학습지원팀 업무 총괄 7318

팀장 송재철 교육행정팀 업무 총괄 7356



396  Ⅶ.� 지원시설� 및� 부속시설� �

부서 직위 성명 주요업무
전화번호
(903)

바이오
헬스

산업
혁신

본부

본부장 한상배 바이오헬스산업혁신본부 총괄 관리
(제약바이오 사업단장) 261 2815

단장 정헌상 화장품·천연물 사업단 총괄 관리 261 2570

단장 박성준 정밀의료·의료기기 사업단 총괄 관리 849 1702

부단장 손동주 제약바이오 사업단 기획 관리 261 2822

부단장 류관희 지역혁신 자율과제 총괄 관리 261 2788

부단장 송석일 정밀의료·의료기기 사업단 기획 관리 841 5349

부단장 홍연기 정밀의료·의료기기 사업단 기획 관리 841 5231

부단장 장금일 화장품·천연물 사업단 기획 관리 261 2569

부단장 이인철 화장품·천연물 사업단 기획 관리 299 8140

팀장 이미경 제약바이오 사업단 업무 총괄 7325

팀장 황수진 정밀의료·의료기기 사업단 업무 총괄 849 1701

팀장 진승현 화장품·천연물 사업단 업무 총괄 7358

전략

기획
본부

본부장 김선호 전략기획본부 총괄 관리 7395

실장 김재성 행정지원실 총괄 관리 7341

실장 조태희 기획운영실 총괄 관리 7350

팀장 한상열 기획팀, 총괄성과관리팀 업무 총괄 7349

팀장 정숙용 지역상생팀 업무 총괄 7326

팀장 박선규 총무팀 업무 총괄 7329

팀장 신경운 재정팀 업무 총괄 73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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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인문학연구원

1) 인문학연구소

가. 설립목적

충북대학교 인문학연구소는 언어, 문학, 역사, 철학, 종교, 예술, 고고학, 인류학 등 다양
한 인문학 분야의 연구를 수행하고, 국내외 인문학에 관한 동향을 파악하며, 다른 연구기

관들과의 협조를 도모할 뿐만 아니라, 학내외 인문학연구자들을 지원하는 등의 활동을 통
하여 인류문화 및 민족문화 그리고 지역문화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나. 연혁

1983. 3. 24 "인문대학부설인문과학연구소" 설립
1984. 2. 24 김인관 교수 초대 소장 취임
1985. 9. 10 손석린 교수 제2대 소장 취임
1986. 3. 5 『인문학지』창간호 발간
1986. 10. 2 곽동벽 교수 제3대 소장 취임
1988. 10. 1 김진봉 교수 제4대 소장 취임
1990. 11. 1 김인관 교수 제5대 소장 취임
1993. 3. 1 임동철 교수 제6대 소장 취임
1995. 3. 1 임동철 교수 제7대 소장 취임
1997. 3. 1 이명우 교수 제8대 소장 취임
1997. 3. 1 "충북대학교 인문학연구소"로 명칭변경(인문대학 소속에서 본부소

속으로 변경)
1999. 3. 1 박완규 교수 제9대 소장 취임
2001. 3. 1 유초하 교수 제10대 소장 취임
2003. 3. 1 오청자 교수 제11대 소장 취임
2004. 9. 1 오광호 교수 제12대 소장 취임
2006. 9. 1 강창석 교수 제13대 소장 취임
2007. 8. 21 김경석 교수 제14대 소장 취임
2009. 8. 21 배병균 교수 제15대 소장 취임
2011. 8. 1 이정희 교수 제16대 소장 취임
2013. 8. 1 고봉만 교수 제17대 소장 취임
2015. 9. 1 고봉만 교수 제18대 소장 취임
2016. 9. 1 윤 진 교수 제19대 소장 취임
2018. 3. 13 박연호 교수 제20대 소장 취임
2020. 9. 1 오세정 교수 제21대 소장 취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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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조직

인문학연구소는 소장을 중심으로 8명의 운영위원과 4명의 연구부장, 어학연구부·문학
연구부·역사학연구부·철학연구부의 4개 부에 소속된 겸임연구원과 전임연구원으로 조직

되어 있다. 이 중 어학연구부는 국어학 및 외국언어학 이론과 어학연구동향에 관한 연구
를, 문학연구부는 국내외 문학 이론과 문학사 및 문학연구동향에 관한 연구를, 역사학연구

부는 역사학 전반에 관한 연구를, 철학연구부는 철학·종교·예술 전반에 관한 연구를 담
당한다.

라. 기능

설립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의 활동을 도모한다.

 첫째, 학술 연구 활동 및 논문집 발간

 둘째, 연구발표회 및 학술강연회 개최
 셋째, 향토문화발전에 부응하는 서적간행

 넷째, 인문학연구 서적 발간
 다섯째, 인문학관련 연구과제 및 사업 수행

마. 연구활동

 1) 학술활동

1990. 6. 1 인문대학 설립 10주년 기념 학술회의 <한국의 서양문화 수용>
1994. 12. 1 국제학술회의 <단재 신채호의 삶과 사상>
1995. 10. 19 국제학술발표회 <지방지의 어제와 오늘>
1997. 5. 21 학술발표회 <미와 생활>

6.18-19 인문대 교수연수회 논문발표회
10. 23 학술발표회 <국어의 구-접사 구성과 "핵">

1999. 5. 6 인문학 국제학술회의 <근대성, 그 빛과 그림자>
10.21-11.11 목요공개강좌 4회<예이츠의 다이모니즘 외 3편>

2000. 5. 24 인문학연구소 및 인문대학 공동주체 학술발표회 및 초청강연
<21세기에서 인문학의 과제와 전망>

12. 2 국제학술회의 <미래사회의 윤리적 상황과 그 진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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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1.10.19-21 인문사회연구회·전국대학인문학연구소 공동주최
제5회 인문학학술대회<인문학 경제적 가치와 생산성>

10. 29 충북대학교 주최 노벨평화상 수상자 초청 평화학 국제심포지엄
<사랑, 평화, 정의 그리고 인류의 미래>

2003. 7. 29 68운동과 유럽문화지형도의 변화 연구팀 세미나
<68운동과 일상생활문화의 변화 외 3편>

8.14-16 제28차 한국어학회 전국학술대회
<충북 청원지역어의 운율 특성 연구 외 18편>

11. 20 인문학연구소 설립 20주년 2003 국제학술회의
<동아시아 담론과 동아시아적 인식 외 3편>

2004. 2. 11 한국어의미학회 제14차 전국학술대회 <고유어 이름 짓기 외 10편>
4. 30 사유토대로서의 언어로 본 주요 문명권의 인지구조 연구팀 심포지엄

<중세국어의 '아래아'와 제주방언의 상관성 외 7편>
10. 9 인문학관련 대학연구소 연구 활성화를 위한 지원방안 관련

학술연구 발표
11. 11-13 간독학 국제학술회의 <월성해자 출토 신라 문서목간 외 8편>

2005. 3. 30 Michel BALARD초청강연회 <Colonies or Settlements The Italian
Expansion in the Mediterranean in the Middle Ages>

5. 24 Inge Stephan 초청강연회 <Volksmarchen - Kunstmarchen - globale
Mythen Geschlechter-Konstruktionen und mediale Umsetzungen am
Beispiel der Wasserfrauen>

6.9-12 중국사학회 국제학술회의 <성도의 형성과 발전 외 23편>
10. 21 사유토대로서의 언어로 본 주요 문명권의 인지구조 연구팀 심포지엄

<한국어 시제 범부의 분류와 인식양상 외 4편>
2006. 3. 29 이환 박사 초청강연회 <두 거인의 대결-몽테뉴와 파스칼>
2006. 6. 14 2006 국제학술대회 <이사벨라 버드와 여행문학 외 5편>
2007. 11.3-9 한국기초조형학회 국제학술대회 <나의 배경, 나의 작품 외 63편>
2008. 10.7-8 2008 인문주간 <양반문화:Noblesse Oblige-그 원리와 사례> 8편
2009. 4. 4 2008 인문주간 <철기생산과 삼국시대 철기연구의 제문제>
2009. 5.22-23 2008 인문주간 <글로컬 평화인문학을 향하여>
2009. 6. 4 2008 인문주간 한재남 박사 초청 강연회
2009. 11. 26 새인동계학술 토론회 <프랑스 고전주의 연극과 연기>
2010. 2.19-20 동계 한국 민요학회 전국학술발표대회 <지역민요의 지속과 면모>
2010. 3. 31 초청강연회 <6世紀の韓日關係>
2010. 4. 28 초청강연회 <인문학으로서의 미술사>
2010. 3. 31 한재남 박사 초청강연회 <미국 내 문학연구의 새로운 동향>
2010. 10. 1 충북대학교 인문대학 설립 30주년 기념 학술대회
2010. 10. 4 초청강연회 <중국인의 사고방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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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 11. 6 중국고중세사학회 학술발표회 <진한제국의 제도와 사회질서>
2011. 4. 8 중국사학회 제70회 학술발표회 <중국 역사와 문화의 재조명>
2011. 4. 20 새인 학술발표회 <근대 계약론의 해체와 인권의 정치>
2011. 5. 7-8 국제학술회의 <출토간백과 고대중국>
2011. 5. 20 2011년 한국중앙영어영문학회 봄 학술발표회

<로빈슨의 시에 나타난 숨기기와 말하지 않기의 차이 외 21편>
2011. 6. 8 새인 학술발표회 <차문화와 일본의 도자>
2011. 8. 20 인문학연구소 세미나 <고전문학과 문학연구의 현재>
2011. 10.14-15 4개 지역학회 역사학 공동 학술대회

<역사상의 복지정책과 복지이념>
2012. 2. 4 인문학연구소 세미나 <출토문헌과 동아시아 자료학>
2012. 4. 26 인문학연구소 세미나 <한국 근현대 역사학의 연구동향>
2012. 5. 24 초청 강연회 <시조문학의 미국진출>
2012. 5.18-20 국제학술회의 <전국․진한의 국가와 사회>
2012. 6. 8 중국사학회 학술발표회 <중국사에서 국가경영과 대외관계>
2012. 6.22-23 한국독어학회 제14회 정기학술대회 <대조와 문화>
2013. 3. 16 한국미술사교육학회 제48회 춘계학술발표회

<지은원 소장 조선전기<地藏十王18地獄圖> 연구" 외 3편
2013. 4. 26 2013년 봄 개신어문학회 학술발표회

<한국어 교재에 나타난 조사 교육의 체계성 고찰 등 3건" 외 3편>
2013. 5 24 2013년 봄 대동철학회 봄 학술대회 <사회병리현상으로써의 왕따>
2014. 4. 12 중국사학회 제81회 학술발표회 <중국 사회와 문화의 역사적 이해>
2014. 4. 25 2014년 봄 개신어문학회 학술발표회

<"牧隱 歌行詩의 몇 가지 構法" 외 3건>
2014. 4. 26 한국서양고대역사문화학회 2014년 춘계정기 학술 발표회

<"輕部慈恩의 백제고분 연구" 등 3건>
2014. 6. 3 한재남 박사 초청강연회

<한국문학의 영어권 진출-현황과 보편성 그리고 번역의 문제>
2014. 12. 13 2014년 호서사학회 추계학술발표회

<역사적 관점에서 본 근대 아동문학 :프랑스를 중심으로 등 3건>
2015. 5. 30 2015년 대동철학회 춘계 학술대회 <자연에 대한 공감적 이해>
2016. 12. 3 2016년 하반기 제35회 한국근대문학회 정기학술대회

<한국문학과 번역>
2016. 12. 20 이상희 교수 초청강연회 <인류의 기원과 진화>
2017. 6. 24 국내학술대회

<상생과 공존을 통해 본 중국근현대사 연구의 새로운 전망>
2018. 1. 8 국제학술대회 <동아시아 전통철학과 불교의 만남>
2019. 11. 9. 국내학술대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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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고전문학과 장소에 각인된 기억의 표상Ⅱ-기호지방을 중심으로>
2021. 9. 3. 국내학술대회 <호서지역사 연구의 현황과 전망>
2022. 2. 8. 국내학술대회

<인문학연구소 지역학 학술대회: 지역문화자산으로서 구비설화 연구>
이외에도 매년 전국규모의 학술대회 및 공개강연을 진행하고 있다.

 2) 연구과제 수행
1992. 2∼1994. 3 <충북민요집 발간>
1995. 8∼1996.12 <淸州市誌>
2001. 6∼2003. 5 <지명어원사전>
2001.11∼2004.10 <곽점정초죽간의 분석을 통한 선진시대 유가와 도가의 비교연구>
2002. 8∼2005. 7 <사유토대로서의 언어로 본 주요 문명권의 인지구조>
2002. 8∼2004. 7 <68운동과 유럽문화 지형도의 변화>
2004. 9∼2007. 8 <다치-연관 논리:다치논리와 연관논리의 모순 논리적 종합에 관한

연구>
2007. 8∼2008. 7 <"금 간 거울" 간의 대화: 마리아 에지워쓰의 『렉크렌트 성』에 나

타난 화자와 작가의 관계>
2007.12∼2008.11 <외투와 광인일기 비교연구>
2008. 9∼2009. 8 <1930년대 서양철학 수용과 오리엔탈리즘 문제>
2008. 9∼2009. 8 <15-16세기 프랑스에서 광인의 사회문화적 의미>
2008. 9∼2009. 8 <헤겔 철학 체계에서 우연성과 주체구성의 관계>
2008. 9∼2011. 8 <언어의 내적 구조가 인간의 현존재 방식에 끼치는 영향에 대하여>
2008.12∼2009.12 <出土文獻에 보이는 秦漢시기의 土地制度-法的 規定과 그 實際 및

授田制의 變化>
2009. 7∼2010. 6 <한반도 출토 중국 청화백자의 유형과 의미>
2009. 7∼2011. 6 <아담이즘 시학 연구>
2009. 9∼2012. 8 <디아스포라와 망각을 넘어 기억의 복원으로:러시아 및 중앙 아시

아 한인 망명 연구>
2009.11∼2010.10 <일제 말기 사회사업의 텍스트화 양상과 그 의미>
2009.11∼2010.10 <ANABASIS>
2010. 5∼2011. 4 <스피노자에서 potentia와 potestas 개념 –존재론과 정치의 관계를

중심으로>
2011. 5∼2013. 4 <17-18세기 스피노자주의의 수용과 전개-무신론적 해석에서 범신론

적 해석으로>
2011. 9∼2012. 8 <구조율고(九朝律考>
2012. 5∼2013. 4 <베케트 희곡의 새로운 해석>
2012. 7∼2013. 8 <고등학교 러시아1,2 국정교과서 편찬>
2013. 5∼2014. 4 <한국 근대소설에 나타나는 서양문학 독서행위의 양상과 수용미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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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
2013. 5∼2014. 4 <스피노자와 스토아 전통-감정이론을 중심으로>
2014. 5∼2015. 4 <헤겔의 독자로서의 스피노자>
2014. 5∼2015. 4 <절대군주제의 주권개념: 장 보댕의『국가에 관한 6권의 책』을 통

한 코르네유의『오이디푸스 읽기』>
2014. 5∼2015. 4 <T.S. 엘리엇: 엔트로피, 시간의 나선형 화살>
2014. 5∼2015. 2 <2014 청주 청원 글로컬브릿지 사업>
2014. 7∼2015. 6 <사이보그 인간학>
2015. 9∼2018. 8 <청주 인문도시 지원사업-청주(淸州), 명월(明月)아래 인문(人文)의

청풍(淸風)을 품다>
2016. 9∼2017. 8 <사이버네틱스 전쟁: 엘리자베스 비숏의 냉전시학>
2017. 7∼2018. 6 <관계 시학과 관계 윤리: 시스템 이론과 뮤리얼 루카이저>
2017.11∼2018.10 <중세유럽문장(紋章)의 의미추이와현대로고디자인의상관성연구>
2018. 5∼2021. 4 <20세기 초 중국 정치엘리트들의 비밀결사 인식과 담론>
2018. 7∼2020.12 <고전문학으로‘지역’을 읽다: 충북의 로컬리티에 대한 문학적 탐색>
2019. 5∼2020.10 <혐오발언 규제 논쟁과 인권의 정치>
2019. 5∼2021. 4 <濯纓歌>에 대한 해석의 역사와 조선조 시가의 반영>
2019. 7∼2020. 6 <안민영 <매화사팔절>의 편가 구성과 시적 구조>
2020. 6.∼2020.12. <세종청사 아카데미>
2020. 7.∼2023. 6 <포스트휴먼 담론과 한국 고전서사문학 연구방법론 연구>
2020. 7.∼2022. 6 <언어와 사물의 문제: 린 헤지니언과 조리 그레이엄의 생태시학>
2020. 9.∼2020.12. <제천시 박물관 소장유물 추가 해제 용역>
2021. 5.∼2022. 4 <<농가월령가>에 대한 종합적 고찰>
2021. 5.∼2022. 4 <전통 장인공업에 대한 문화경제지리학적 탐구: 아마존 호미와 한

국의 대장간을 사례로>
2021. 5∼2022. 4 <그래픽 서사와 에크프라시스로서의 문학 비평>
이외에도 매년 전임·비전임연구원 연구과제 수행보조 및 인문학 발전을 위한 각종 외

부과제를 수행하고 있다.

바. 향후발전계획

 첫째. 연구소의 설립목적에 부합하여 연구지원과 수행에 충실한다.
 둘째. 정기발행 연구논문집의 가치발전에 노력한다.
 셋째. 인문학 관련 연구과제 및 사업에 적극 지원하고 수행한다.
 넷째. 우리대학의 인문학 중점 연구소로서 기능을 강화한다.

사. 연구소 홈페이지
 http://humanum.chungbuk.ac.kr/humansci
 humansci@cbnu.a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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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중원문화연구소

가. 설립목적

충북대학교 중원문화연구소는 1979년 7월 21일에 대통령령 제9543호 국립학교설치령에 
의거 설립된 호서문화연구소와 1991년 7월 30일 충북대학교 규칙 제277호에 의거 설립된 

선사문화연구소를 1997년 2월 27일 대통령령 제15,291호 국립학교설치령중개정령에 의거 
통합 설립하였다. 

이처럼 호서 및 중원 지역과 선사시대의 연구 전통을 바탕으로, 우리 연구소는 중원문
화권의 역사와 문화를 다각적인 학문 영역에서 심도 깊은 연구로 지역문화 활성화에 기여

하며 민족문화의 계승 발전과 새로운 문화 창달에 이바지함을 설립목적으로 삼고 있다.

나. 연혁

1979. 7. 21 대통령령 제9543호 국립학교설치령에 의거 호서문화연구소 설립
1991. 7. 30 충북대학교 규칙 제 277호에 의거 선사문화연구소 설립
1997. 2. 27 대통령령 제15,291호에 의거 호서문화연구소와 선사문화연구소를 통

합하여 충북대학교 중원문화연구소 설립
1997. 3. 1 초대 소장 박선주교수(고고미술사학과) 취임
1999. 3. 1 2대 소장 양기석교수(역사교육과) 취임
2001. 3. 1 3대 소장 한석수교수(국어국문학과) 취임
2003. 3. 1 4대 소장 이석린교수(사학과) 취임
2005. 3. 1 5대 소장 조항범교수(국어국문학과) 취임
2006. 3. 1 6대 소장 신호철교수(역사교육과) 취임
2007. 3. 10 산학협력관 605동(현 N4동) 5층연구공간을배정받아연구소통합이전
2007. 9. 18 유해감식센터 설립
2008. 3. 1 7대 소장 신영우교수(사학과) 취임
2010. 3. 3 8대 소장 박걸순교수(사학과) 취임
2010. 9. 1 9대 소장 김춘실교수(고고미술사학과) 취임
2012. 9. 1 10대 소장 박걸순교수(사학과) 취임
2014. 9. 1 11대 소장 김의환교수(창의융합교육본부) 취임
2016. 9. 1 12대 소장 강창숙교수(지리교육과) 취임
2018. 9. 3 13대 소장 김범철교수(고고미술사학과) 취임
2020. 9. 1 14대 소장 양시은교수(고고미술사학과) 취임
2021. 10. 1 중원문화연구(연구소간행학술지) 한국연구재단등재후보지선정

다. 조직
현재 우리 연구소는 중원문화권에 대한 연구 활동을 체계적이고 원활히 진행하기 위하

여 산하에 ʻ선사 연구부ʼ, ʻ역사 연구부ʼ, ʻ지역문화 연구부ʼ를 두고 있다. 그리고 연구소의 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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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한 운영위원회가 있다. 이 밖에도 연구소 학술지인 『중
원문화연구』를 발간하기 위해 편집위원회와 학술윤리위원회를 별도로 두고 있다.  

또한 국내외 전문가를 연구원과 객원연구원으로 위촉함으로써 연구소의 다양한 활동에 
전문성과 효율성을 기하고 있다.   

소장

중원문화연구
편집위원회

운영위원회

선사 연구부 역사 연구부 지역문화 연구부

라. 학술활동

우리 연구소는 1997년에 설립된 이후 현재까지 매년 수차례 초청강연회와 학술 세미나, 

학술대회 개최, 그리고 중원지역 문화유적 답사 등을 진행해 오고 있다. 
2000년부터는 중점 연구 분야로 ʻ충북지역 사회경제 변동연구ʼ와 ʻ유해발굴 및 유해감식ʼ 

등을 오랫동안 수행하면서, 중원지역의 사회경제사를 규명하고 일제강점기 및 한국전쟁 관
련 유해를 찾는데 중요한 성과를 올린 바 있다. 

최근 연구소에서는 중원 문화의 정체성을 규명하기 위한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
는데, 특히 국립중원문화재연구소와 충청북도 및 충청북도문화재연구원 등과 유기적인 협

력 관계 구축을 통해 중원역사문화권에 대한 연구를 진행해가고 있다.

마. 조사활동

우리 연구소는 그동안 중원지역의 여러 성곽을 비롯한 매장문화재에 대한 지표조사와 

발굴조사를 수차례 진행하였으며 조사 결과는 모두 정식 보고서로 간행되었다, 그리고 일
제강점기 및 한국전쟁 관련 유해 발굴조사도 수차례 진행하였다. 그리고 이 밖에도 우리 

지역의 독립운동사는 물론이고 청주통합시지와 청원군 69년사 발간을 비롯한 청주와 충청
북도 내 여러 지자체의 역사를 정리하는 외부 용역도 성공적으로 수행한 바 있다.  

바. 간행도서

우리 연구소에서는 현재까지 64책(중원문화 연구총서)이 발간되었다. 그리고 매년 1회 

발간되는 학술지인 『중원문화연구』는 현재까지 29집이 발간되었다. 
그간 발간된 우리 연구소의 성과물은 연구소 홈페이지 내에서 확인이 가능하다. 

사. 향후발전계획

  1) 중원의 역사와 문화에 대한 정체성 규명 및 연구 활성화를 위해 적극 노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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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전문적인 지식과 능력을 갖춘 연구인력 확보 및 신진연구인력 양성을 위해 적극 
노력한다. 

  3) 『중원문화연구』를 한국연구재단의 등재지가 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한다.
  4) 국내외 관련 기관과의 협력 관계 구축 및 증진을 위해 적극 노력한다.

  5) 중원의 역사와 문화를 충북대학교 구성원 및 지역 주민들에게 알리기 위해 적극 
노력한다. 

아. 홈페이지 : http://humanum.chungbuk.ac.kr/jungwon/
                 E-mail : jwci@cbnu.ac.kr

3) 러시아․알타이지역연구소

가. 설립목적

충북대학교 ʻ러시아·알타이지역 연구소ʼ는 2003년 6월 ʻ러시아 연구소ʼ로 출발 하였다. 

본 연구소는 한국 학술진흥재단의 <2007년도 인문한국(HK)지원사업> 해외지역분야에 <중
국·러시아·몽골의 알타이지역>이라는 아젠다로 지원하여, ʻ유망연구소ʼ로 선정되었고, 해

당지역에 대한 종합적인 연구진행을 위해 2008년도에 ʻ러시아·알타이지역 연구소ʼ로 개명
하게 되었다.

본 연구소는 러시아, 중국, 몽골 및 중앙아시아에 걸쳐 자리한 알타이 지역의 언어, 문
학, 문화, 사회, 제도, 역사, 경제, 정치 등 해당지역 전반에 대한 전문적이고 종합적인 연

구수행 및 이와 관련된 학술, 교육, 사업교류 등을 통해 해당지역과의 관계증진에 기여하
고자 설립되었다.

본 연구소는 기관 및 학술단체, 기업 등에 해당지역에 관한 학술적 연구 성과물과 정보
를 제공할 뿐 아니라, 지역과 관련된 다양한 사업을 공동으로 수행하고, 컨설팅 및 자문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명실 공히 알타이지역에 대한 인문학적 토대연구 및 실무적 지원
의 중심 센터로서의 역할을 다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본 연구소는 해당지역에 대한 새로운 인문학적 기반연구와 총체적 지역학 연구를 통해 
해당지역에 대한 정보와 자료를 축적해 나갈 것이다. 공간적 사유가 바탕이 된 인문학적 

지역학 연구, 미시적·주변부적 접근, 국가·학문·연구주제와 범주·학제간 경계를 허무
는 연구방법을 통해 알타이문화권역에 대한 총체적 기반연구를 수행할 것이다. 이러한 연

구과정을 통해 양성된 ʻ지역전문가ʼ와 축적된 ʻ종합적 지역정보ʼ는 다양한 방식과 사업을 통
해 사회적 서비스로 연결될 것이다.

나. 연혁

2003. 2. 연구소 창립 발기인 회의
6. 충북대학교러시아연구소로 출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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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연구소 초대 소장으로 백용식(노어노문학과) 교수 취임
10. 연구소 창립 강연회 개최

제목: 21세기 러시아 - 문제, 성과 그리고 전망
연사: 블라지미르 이바노비치 보리센코 (모스크바 민족우호 대학 교수)

2005. 3. 러시아연구소 학술지「러시아학」창간호 발간
7. 연구소 2대 소장으로 최성호(노어노문학과) 교수 부임
10. 러시아문학회 공동주최로 전국학술대회 개최

2006. 3. 「러시아학」제2호 발간
6. 제4회 러시아어문학 콜로키움
9. 제4차 초청 강연회
11. 제5차 초청 강연회
12. 제5회 러시아어문학 콜로키움

2007. 3. 「러시아학」제3호 발간
6. 제6회 러시아어문학 콜로키움
11. 한국학술진흥재단 인문한국사업 해외지역분야 유망연구소 선정
12. “러시아·알타이지역 연구소”로 개명

2008. 2. 제2회 러시아어문학 콜로키움
3. 「러시아학」제4호 발간

제1회 알타이문화 강연회 개최
4. 제2회 알타이문화 강연회 개최
5. 제3회 알타이문화 강연회 개최

제4회 알타이문화 강연회 개최
11. 제5회 알타이문화 강연회 개최

2009. 1. 제8차 러시아학 콜로키움
2. 「러시아학」제5호 발간
3. 제5회 알타이문화 강연회 개최
4. 2009년 정기학술대회 개최
10. 연구소 제30차 정기 세미나 개최

2010. 1. 제9차 러시아학 콜로키움
2. 「러시아학」제6호 발간
10. 연구소 제11차 강연회 개최

충북대학교 인문대학 설립 30주년 기념 학술대회 개최
2011. 2. 「러시아학」제7호 발간

3. 연구소 4대 소장으로 김용화(노어노문학과) 교수 부임
5. 연구소 제12차 강연회 개최

연구소 제13차 강연회 개최
7. 제10차 알타이학 국제학술회의 공동 개최

2012. 2. 「러시아학」제8호 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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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교육프로그램 - 러시아어 튜터링 - 진행
6. 연구소 제33차 정기 세미나 개최

2013. 2. 「러시아학」제9호 발간
2. 제10차 연구소 정기 콜로키움 개최
3. 연구소 5대 소장으로 최성호(노어노문학과) 교수 부임
5. <러시아 연방의 절멸위기 알타이언어-사회언어학적 백과사전> 출간
6. (사)한국언어학회 공동 전국 학술대회 개최

2014. 2. 「러시아학」제10호 발간
4. 연구소 교육프로그램 - 외국인을 위한 러시아어 교육법 - 진행
5. 특별강연회 - 신문으로 스토리 읽기와 소통 - 개최
8. 제11차 연구소 정기 콜로키움 개최
11. 연구소 제14차 강연회 개최
12. 한국언어학회 겨울학술대회 공동개최

2015. 2. 「러시아학」제11호 발간
3. 연구소 6대 소장으로 최성호(노어노문학과) 교수 부임
5. 연구소 제15차 강연회 개최
7. 제12차 알타이학 국제학술대회 공동개최
11. 학술지「러시아학」학술진흥재단 등재후보지 선정

2016. 2. 「러시아학」제12호 발간
7. 교류협정체결: 러시아국립인문대학
8. 「러시아학」제13호 발간
8-12 지역사회인문봉사‘알리봉사단’운영
8-9. 언어구사력 강화프로그램 1차 진행
9. 교류협정체결: 모스크바국립대학교 러시아어문화대학
9-11. 언어구사력 강화프로그램 2차 진행
9-02 글로벌지역전문가 양성 교환학생 파견
9. 지역학특강(1) - 후회하지 안을 때까지 꿈꿔라
9. 지역학특강(2) - 근거없는 자신감
9. 제21회 오장환문학제 시화전 참여]
10. 사할린한인영주귀국주민들과 함께 하는 1일 역사투어
10. 지역학특강(3) - 시베리아 횡단 열차의 창으로 본 러시아
11. 지역학특강(4) - 글로벌 시기의 다문화 정체성, 한러대학생 교류
11. 세미나 개최(1) – 러시아 회화 속의 종교 문화
11. 세미나 개최(2) - 러시아 TV 드라마
11. 푸시킨 언어대학 자매결연 추진
11. 국내학술대회 - 융복합시대, 인문학과 지역학의 만남
12. 해외학자초청강연–러시아국가의설립/현대러시아삶의당면과제들 (러시

아 국립푸시킨 언어대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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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2 동계해외인턴십 파견
2017. 2. 「러시아학」제14호 발간

3. 연구소 7대 소장으로 최성호(노어노문학과) 교수 부임
3-5 지역사회 인문봉사: 러시아언어문화학과-청주외국어고등학교 러시아지역

학전문가양성멘토링
4. 청주외국어고등학교 재능기부 강연 – 해외인턴, 교환학생 파견설명
4. 교류협정체결: 남연방대학교
4.-8 정지용 문학관 홍보 리플릿 러시아어 번역
4-7 지역사회인문봉사‘알리봉사단’운영
5. 특강 – 사할린 한인 강제이주사
5. 사할린한인영주귀국주민들과 함께 하는 제2회 역사투어
6. 지역학특강(1) - 러시아 음식과 문화 기행
6. 한국언어학회 여름 학술대회 (주제: 언어의 정보구조)
6. 콜로키움 1차 개최
6. 교류협정체결: 러시아국립언어대학교
8. 「러시아학」제15호 발간
8. 지역학특강(2) - 좋아하는 일을 직업으로 갖는 것
8. 교류협정체결: 러시아 툴라도서관시스템
9. 지역학특강(3) - 서로를 알아가는 한러대화의 장
9-11. 언어구사력 강화프로그램 기초반 운영
9-11. 언어구사력강화프로그램 1급반 운영
9-1 지역사회인문봉사‘알리봉사단’운영
9-2 오장환문학관 홍보 리플릿 러시아어 번역
10. 지역학특강(4) - 러시아 군사정책과 한반도
10. 지역학특강(5) - 러시아 지상직 취업의 길
10. 오장환 동시집 [해바라기는 해를 보려고 키가 자란다] 러시아어 발행(충

북대출판사)
11. 해외학자 초청강연 – 러시아 문화의 지역적 특수성 /

러시아 세계관의 특수성)
(러시아 남연방대학교)

11. 국내학술대회 - 4차 산업혁명과 글로벌 지역학'
12. 지역학공동연구세미나 개최 – 지역학 및 융복합 교육과정의 현황과 발

전방향
12-2. 동계해외인턴십 파견

2018. 1. 언어구사력 강화프로그램 플렉스반 운영
1. 세미나개최 - 에벤족의풍어제 '첫물고기의날'의진행과정과민속적의미
2. 「러시아학」제16호 발간
2. 지역학 총서 [알타이 축제] 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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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구소 8대 소장으로 백용식(러시아언어문화학과) 교수 부임
4. 해외학자특강–톨스토이의도시, 툴라문화산책(툴라시톨스토이도서관)
4. 교류협정체결: 툴라 톨스토이박물관
4-6. 지역사회인문봉사 ‘알리봉사단’ 운영
4-7. 러시아어‘청주 관광안내 책자’발간
5. 러시아 투바공화국 전통민속 공연단 ‘티바-키지’초청 호메이 음악회
5. 특강 – 사할린 한인 강제이주사
5. 사할린 한인사 사진전
5. 사할린한인영주귀국주민들과 함께 하는 제3회 역사투어
6. 지역사회 인문봉사: 청주지역 고려인 및 다문과 가정 초등학생 대상 역

사 투어
6-8. 하계해외인턴십 파견
7. 교류협정체결: 러시아 동양어연구센터 <판트아지야>
7. 언어구사력 강화프로그램 운영
8. 「러시아학」제17호 발간
8. 도서 [그 섬, 잊혀진 사할린 한인들의 이야기] 발행(영원애드)
9. 지역학특강(1) - 러시아 제국의 두 기원: 몽골 지배의 극복과 ‘모스크바

제3로마설’
9. 사할린 강제동원 한인 희생자 유골봉환 추도 및 안치식 참여
9. 충북대학교 대학인문역량강화사업단 공로상 수상(사할린 도서 발행 참여

학생)
9. 지역학특강(2) - 국내체류 고려인 현황(지역과 생활을 중심으로)
9. 지역학특강(3) - 러시아 속 한국발자취 150년
9-11. 언어구사력 강화프로그램 1급반 운영

언어구사력 강화프로그램 기초반 운영
10. 학술지「러시아학」학술진흥재단 등재지 선정
10. 지역학특강(4) - 시베리아 횡단열차라는‘현상’무엇인가?
10. 지역학특강(5) - 한반도 철도와 대륙철도의 과제와 미래
10. 해외학자 초청강연 – 사할린 한인 이주사 / 사할린의 현재와 미래

(러시아 사할린국립대학교)
10. 지역학특강(6) - 푸틴의 정치 엘리트: 올리그르히에서 실로비키로
10. 사할린 영주귀국한인회, 오송종합사회복지관 수여 감사패 수상
11. 지역학특강(7) - 조지아 문학과 예술
11. 공동학술대회 - 한국알타이학회 전국학술대회 개최(주제: 만문노당의 언

어학적 가치)
12. 지역학공동연구세미나 개최
12. 국내학술대회 - 글로컬리티(Glocality)와 문화 비전
1-2. 동계해외인턴십 파견



412� � Ⅷ.� 연구소

2. 「러시아학」제18호 발간
2019. 8. 「러시아학」제19호 발간

2. 「러시아학」제20호 발간
2020. 3. 연구소 9대 소장으로 최성호(러시아언어문화학과) 교수 부임
2021. 10. 학술지「러시아학」학술진흥재단 계속평가 등재지 유지 판정
2022. 3. 연구소 10대 소장으로 백용식(러시아언어문화학과) 교수 부임

다. 연구과제
2003.12∼2004.11 V. 흘레브니꼬프의 희곡 <잔게지> 연구 - 러시아 미래주의의

언어와 연극
2004.9∼2005.8 러시아 아동문학 연구 - 역사, 장르, 주제
2004.12∼2007.12 검열과 러시아 예술 문화 - 권력과 문화의 관계 연구
2005.3∼2006.2 독일통일 후 독일대학에서 러시아학의 변화 - 자유대학과 훔볼

트대학의 슬라브연구소의 통합사례와 독일 대학개혁을 중심으로
2005.12∼2006.11 러시아 상징주의의 문화적 현상으로서의 '창생' : 행위유형과 소

통방식을 중심으로
2006.12∼2006.11 고대러시아 교회슬라브어의 변화 유지
2007.1∼2007.12 C. 뜨레찌야꼬프의 희곡 <아이를 원해> 연구 - 사실문화론과

러시아 현대연극
2007.1∼2010.10 굴절어 곡용 어미패턴의 구조와 개신
2007.11∼2010.10 중국.러시아.몽골의 알타이지역 연구 - 인문한국 유망연구소
2008.4∼2008.9 국가별 교육/학위제도 조사연구
2009.9∼2010.8 러시아어 '복수성' 표지연구
2004.12∼2007.12 감정동사의 사실성 제고
2010.5∼2012.4 현대표준러시아어 명사류 변화에 관한 통시적 연구
2011.7∼2014.6 무의식의 문화정치학 : 혁명기 러시아 문화와 정신분석운동
2012.5∼2013.4 러시아어의 통시적 역동성 : 유추현상을 중심으로
2012.7∼2013.6 아흐마토바 신화연구
2012.9∼2013.8 자작나무문서에서 나타난 고대 북부러시아어의 형태, 통사, 담

화, 정자법 연구 : 분석과 평가
2014.5∼2016.4 스토리텔링과 소통
2014.5∼2016.4 삼국시대 연유도기의 계통과 변천
2014.5∼2016.4 러시아어 형태론적 언어요소의 규범화 과정가 규범변화 연구
2015.5∼2016.4 레프 톨스토이의 희극 <계몽의 열매> - 희극적 구조와 패러디

연구
2015.7∼2018.6 MEMENTO VITA : 현대 러시아 전기문학연구
2016.7∼2018.6 러시아 표준어의 형성과 발전과정에서 표준어의 사회적 기반과

언어주체의 상관성
2018.7∼2020.6 도스토옙스키와 러시아 자유주의
2019.7∼2022.6 철도의 러시아 문학 수용사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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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조직 및 기능

본 연구소는 다음과 같은 조직으로 구성되어 있다. 
 - 연구부: 연구과제의 기획과 수행을 총괄한다. 제반 연구활동과 각종 학술대회 기획 

및 수행을 총괄한다.
 - 편집부: 연구소의 연구활동으로 산출된 모든 연구성과물의 편집 및 출판업무를 관장한다.

 - 사업부: 연구성과를 기반으로 하여 다양한 사업을 기획하고 수행 총괄을 관장한다.
 - 운영위원회: 연구소의 기본운영 및 사업계획을 수립하고, 연구부, 사업부, 편집부의 

연구, 사업 및 편집, 출판계획을 심의하고 추인하며, 연구소의 예/결산을 
심의/결의한다. 또한 연구소 세부 규정의 제정 및 개폐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며, 연구소 전임 연구원의 임용 및 연구업적 평가를 주관한다.

연 구 부 사 업 부

소  장

편 집 부

운영위원회

마. 연구소 주요 활동

 1) 학술 활동 : 각종 강연회, 세미나, 콜로키엄 및 학술행사를 주최, 주관한다.
 2) 연구 활동 : 학술진흥재단 등 학술 단체에서 지원하는 연구과제를 수행하며, 연구소 자

체의 연구 및 교육 활동을 지원한다.
 3) 학술지 발간 : 년2회 국제적 수준의 학술지를 발간한다.

 4) 전화: 261-3468: 홈페이지 : http://humanum.chungbuk.ac.kr/cbnurussia
    https://cbnurussia.jams.or.kr (학술지 발행 전용 홈페이지)

4) 우암연구소

가. 설립목적

우암연구소는 조선후기를 대표하는 학자이자 사상가이며 정치가로, 우리나라 유학사에

서 李珥, 金長生의 학문을 계승한 기호사림의 중추적 인물이면서 별도의 학맥을 이루었던 
尤庵 宋時烈의 학문과 사상, 정치적 입지에 관한 심층적이고 체계적인 연구와 충북지역의 

사림, 나아가 기호사림의 연구를 위해 설립되었다. 우암의 정치적 입지, 그리고 그의 학문
과 사상에 대한 체계적인 연구는 충북지역 사림의 사상적 경향과 학문적 특징을 규명하는 

일이 될 것이며, 나아가 영남학파(嶺南學派)에 비해 연구가 미진한 기호학파(畿湖學派)의 
사상과 이념에 대한 연구풍토를 진작시키는 길이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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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연혁

2007. 2. 21 충북대학교 우암연구소 설립
2007. 3. 1 초대 소장 김성기 교수(국어국문학과) 취임
2009. 3. 1 제2대 소장 김성기 교수(국어국문학과) 취임
2011. 3. 1 제3대 소장 이재권 교수(사회교육과) 취임
2012. 3. 1 제4대 소장 박연호 교수(국어국문학과) 취임
2013. 11. 1 제5대 소장 어강석 교수(국어국문학과) 취임
2016. 4. 1 제6대 소장 어강석 교수(국어국문학과) 취임
2018. 9. 1 제7대 소장 어강석 교수(국어국문학과) 취임

다. 조직

연구소에 문학분과, 사학분과, 철학분과, 사회경제분과, 지역문화분과, 사업분과를 두고 
있으며, 연구소 운영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해 운영위원회를 두고 있다.

자문위원 운영위원회

지역문화
연구분과 사업분과 정치경제분과 철학분과 사학분과 문학분과

객원연구원 겸임연구원 전임연구원

소장(所長)

라. 연구활동

 1) 기본 방향
  - 우암 및 우암학 연구 

  - 충북지역 사림 연구 
  - 충북지역의 전통문화 연구

  - 기호학파의 학맥 및 사상 연구
  - 조선후기 유학의 전개와 발전과정

  - 국학에 관한 종합적 연구
  - 조선후기 사림 관련 문화 보급 사업

 2) 주요 활동
  - 우암 선생의 저작물을 모두 망라한 문집 발간

  - 우암 선생 사적(史蹟)들을 모두 연계한 사적지도(史蹟地圖) 구축
  - 기호학파(畿湖學派)에 관한 디지털 도서관 구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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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학술지 간행
  - 학술대회

  - 학술연구 용역사업
  - 우암학당(尤庵學堂) 운영

 3) 학술대회
2007. 3. 30 연구소 창립기념 학술발표회
2007. 11. 9〜10 우암 탄신 400주년 기념 국제학술대회
2008. 4. 23 연구소 설립 1주년 기념 학술발표회(청주사림의 사상과 문화 Ⅰ : 신

항서원 배향인물을 중심으로)
2008. 5. 9 우암연구소․한국동서철학회 공동학술대회(우암과 동양사상)
2008. 10. 30 학술발표회(청주사림의 사상과 문화 Ⅱ)
2009. 4. 30 학술발표회(청주사림의 사상과 문화 Ⅲ)
2009. 10. 30 학술발표회(역주화양동지발간기념학술발표회 : 우암송시열과화양동)
2010. 3. 12 학술발표회(청주사림의 사상과 문화 Ⅳ : 順天朴門의 충의정신과 문화)
2010. 4. 23 학술대회(청주사림의 사상과 문화 Ⅴ : 壺山 朴文鎬의 사상과 문화)
2010. 7. 9 학술대회(우암학의 양상과 전개)
2010. 11. 26 학술대회(수암 권상하의 학맥과 사상)
2011. 8. 20 한국도가철학회 2011년 여름 학술대회 (도가와 아름다운 삶)
2011. 9. 22 한․중 국제학술회의(한중 주자학의 전승과 창신)
2011. 9. 30 우암연구소 가을 학술대회 (남당한원진의 삶과 사상)
2011. 11. 5 황노학의 성격과 범위(한국도교문화학회)
2011. 11. 25 우암연구소 겨울 학술대회(화서이항노학파의 척사위정사상)
2012. 7. 14 2012년 한국도가철학회 여름 학술대회 (위진현학의 제 문제)
2012. 10. 27 농암 김창협의 문학과 사상
2013. 11. 29 우암 송시열의 학맥과 국문시가
2014. 11. 21 우암의 학맥과 가학의 전통(Ⅰ)
2015. 11. 13. 우암의 학문과 가학의 전통(Ⅱ)
2016. 5. 28. 언어연구의 현재와 미래
2016. 7. 9. 동몽선습의 역사적 배경과 학술적 가치
2016. 11. 18 우암의 학문과 충청지역 문인
2016. 12. 20 한국어와 한국문화
2017. 11. 10. 조선 후기 기호학계의 사상과 정치
2017. 8. 9. 미래 사회와 시민역량
2018. 11. 9. 천곡 송상현의 학문과 사상
2019. 11. 8. 포은과 기호유학
2019. 12. 6. 천곡 송상현의 학문과 사상2

 4) 간행도서
2007. 10. 15 『우암평전』1,2,3권(우암학술총서 1) 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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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 10. 20 『우암 송시열과 화양동』발간
2007. 11. 5 『역주 화양지』(우암학술총서 2) 발간
2008. 12. 31 『우암논총』제1집 발간
2009. 6. 30 『우암논총』제2집 발간
2009. 10. 28 『역주 화양동지』(우암학술총서 3) 발간
2010. 6. 30 『우암논총』제3집 발간
2010. 6. 30 『역주 송파유고』(우암학술총서 4) 발간
2010. 12. 31. 『우암논총』제4집 발간
2010. 12. 31. 『정본주자어류소분1,2,3,4권』발간
2011. 6. 『역주 금오유고』발간
2011. 12. 31. 『역주 명가보묵』 발간(우암학술총서15)
2011. 12. 31. 『우암논총』제5집 발간
2012. 12. 31. 『우암논총』제6집 발간
2013. 12. 31. 『우암논총』제7집 발간
2014. 12. 31. 『우암논총』제8집 발간
2016. 12. 31. 『우암논총』제9집 발간

 5) 연구과제
2007. 8. 한국연구재단 <우암 자료 집성 및 정본화 사업> 과제 선정(연구책임

자 이강수, 연구기간 2007.8.1.∼2010.7.31)
2013. 8. 한국국학진흥원 <대전충남지역 목판조사학술연구용역> 과제선정(연

구책임자박연호, 연구기간 2013.8.12.∼2013.11.12.)
2013. 9. 한국연구재단 <인문학적 글쓰기> 과제 선정(연구책임자 박연호, 연구

기간 2013.9.1.∼2014.8.31.)
2016. 4. 함양박씨구소명종중 <박세무와 동몽선습> 연구과제 선정(연구책임

자 어강석, 연구기간 2016.4.25.∼2019.10.24.)

마. 향후 발전계획

우암연구소에서는 지속적으로 우암 자료집 간행, 문집의 번역 발간, 우암학에 관한 데
이터베이스 구축, 우암학(尤庵學)-충청지역 사림(忠淸地域士林)-기호학파(畿湖學派)에 관한 

디지털 도서관 구축, 연구소 부속 학회 운영과 정례 학술발표회 및 학술지 간행, 국제학술
대회, 우암 및 기호학파의 저술에 관한 지속적인 강독, 각종 학술연구 용역사업, 학당(學

堂) 운영 등과 같은 사업을 할 것이다. 이와 같은 연구와 사업을 통해 우암연구소가 기호
학파 연구의 총본산지로 자리매김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한다.

바. 홈페이지 : http://humanum.chungbuk.ac.kr/songj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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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중국학연구소

가. 설립목적

충북대학교 중국학연구소는 중국 및 중국어권 지역의 언어, 문학, 문화, 사회, 제도, 역
사, 경제, 정치 등 해당지역 전반에 대한 전문적이고 종합적인 지역학 연구수행 및 이와 

관련된 학술, 교육, 교류사업 추진을 목적으로 설립되었다.
1992년 한‧중 수교이후, 양국의 관계는 발전을 거듭하여 현재 정치, 경제, 통상, 과학기

술 등 각 분야에서 미래지향적 동반자 관계에 있다. 이에 중국과의 교류를 활성화하고, 중
국어권 지역 국가의 사회, 문화, 역사, 정치, 경제에 대한 종합적인 연구 수행을 하기 위해 

중국의 다양한 언어, 문화 및 역사를 전공하는 글로벌 중국 지역 전문가 양성이 필요한 시
점이다. 이에 본 연구소는 중국 지역학과 관련된 다양한 최신 정보 및 자료를 수집, 정리, 

분석하고, 이를 통해 결과물을 축적하여 제공함으로써 학문발전과 국가발전에 이바지하고
자 한다.

충북대학교가 비전으로 제시한 ʻ글로벌 창의인재 육성ʼ을 실현하기 위해 세계화와 지역
화의 개념을 학술적으로 심도 있게 논의하고 검토할 수 있는 중국학 전문 연구기관 설치

의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다. 중국학연구소는 중국 지역학 연구 DB를 구축하고 
서비스를 제공하고, 통번역 연구센터와 지역학 연구센터를 적극 활용하여 충청지역 거점 ʻ
중국학(sinology)ʼ연구의 허브기능을 담당하게 될 것이다. 

또한 인문학과 사회과학 분야를 접목시킨 학제 간 중국 지역학 연구 기반을 마련하게 

될 것이며 국제적 경쟁력을 가진 중국지역 전문가를 양성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한다.

나. 연혁

2016. 06. 01. 연구소 설립 추진위원회 구성
2016. 07. 20. 연구소 설립신청
2016. 10. 12. 연구소 설립인가
2016. 10. 17. 제1대 소장 최병덕(중어중문학과) 교수 취임
2016. 11. 07. 교육프로그램 진행:“언어구사력 강화 프로그램”1차(∼11.30.)
2016. 11. 11. 국내학술대회 개최:“융복합 시대, 인문학과 지역학의 만남”
2016. 11. 25. 해외학자 초청특강 개최:“중국 전통가무의 이해”
2016. 11. 28. 지역학 특강 개최:“중국 경극의 이해”
2016. 12. 02. 지역학 특강 개최:“현대 중국사회를 이해하는 다른 하나의 방식”
2016. 12. 29. 콜로키움 개최:“중국과 한자문화의 이해”
2017. 01. 08. 교육프로그램 진행:“언어구사력 강화 프로그램”2차(∼02.17.)
2017. 05. 01. 연구과제 수행:“권리의 아포리아와 신뢰”(∼2018.04.30.)
2017. 06. 09. 국제학술대회 개최:“한중 언어와 문화비교 연구”
2017. 10. 28. 청주시민과 함께하는 인문공감프로젝트:“유럽의 공연문화와 예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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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 11. 16. 지역학 특강 개최:“대만의 어제와 오늘, 그리고 하나의 중국원칙”
2017. 11. 20. 지역학 특강 개최:“인터넷 IT신기술과 중국 경제사회 뉴트렌드”
2017. 11. 22. 청주시민과 함께하는 인문공감프로젝트:“한국환상동화 도서/삽화전”
2017. 11. 24. 국내학술대회 개최:“4차 산업혁명과 글로벌 지역학”
2017. 12. 01. 콜로키움 개최:“중국학 연구의 과거, 현재, 미래”
2017. 12. 08. 세미나 개최: 지역학 및 융복합 교육과정의 현황과 발전방향“
2018. 01. 01. 연구과제 수행:“파라텍스트의 문화정치학”(∼2019.12.31.)
2018. 01. 18. 교육프로그램 진행:“언어구사력 강화 프로그램”3차(∼01.26.)
2018. 02. 20. 지역학 총서 발간:「‘공간’의 시각으로 본 중국과 글로벌지역학」
2018. 06. 25. 교육프로그램 진행:“언어구사력 강화 프로그램”4차(∼07.18.)
2018. 08. 09. 해외 기관 MOU 체결:“중국 옌볜대학교 한어언문화대학”
2018. 09. 01. 제2대 소장 배득렬(중어중문학과) 교수 취임
2018. 10. 27. 청주시민과 함께하는 인문공감프로젝트:“아프리카 현자 그리오”
2018. 11. 15. 지역학 특강 개최:“중국학과 사회진출”
2018. 11. 21. 지역학 특강 개최:“지역으로 보는 중국 - 복건성 이야기”
2018. 12. 14. 국내학술대회 개최:“글로컬리티와 문화비전”
2018. 12. 19. 세미나 개최:“지역학 연구의 현황과제와 미래”
2018. 12. 20. 콜로키움 개최:“중국학 연구 현황과 과제”
2019. 03. 01. 제3대 소장 노경희(중어중문학과) 교수 취임
2019. 08. 16. 한국중국학회 제39차 중국학국제학술대회 공동개최(충북대학교)
2020. 09. 25. 전문가 초청특강 개최: "방법으로서의 원테쥔"
2020. 10. 23. 전문가 초청특강 개최: "냉전 시기 한국인의 중국근현대사 연구"
2020. 11. 25. 전문가 초청특강 개최: "중국유학의 현대적 이해와 적용"
2021. 03. 01. 제4대 소장 이선옥(중어중문학과) 교수 취임
2021. 11. 02. 기획포럼 개최: "충북지역 내 한중관계 지속발전을 위한 모색(1차)"
2021. 11. 04. 기획포럼 개최: "충북지역 내 한중관계 지속발전을 위한 모색(2차)"
2021. 11. 12. 기획포럼 개최: "충북지역 내 한중관계 지속발전을 위한 모색(3차)"

다. 조직 및 기능

  본 연구소는 통번역연구원, 지역학연구원, 국제교류부, 편집부, 사업부를 두고 있으며 각 
부서별로 전문분야의 교수들이 연구원으로서 연구활동과 학술활동을 하고 있다. 연구소의 

전반적인 업무활동은 소장이 관장하며, 연구소의 운영계획수립 및 예산결산의 심의를 위하
여 운영위원회를 두고 있다. 그 외에 연구소활동을 위한 자문위원회를 두고 있다. 주요 기

능은 아래와 같다.
1) 통번역연구원: 지역의 기관, 국제행사 등에 네트워크를 형성하여 통역요원의 필요에 

부응할 수 있는 체계 확립, 중국 및 중국어권 관련 정보를 번역 및 배
포, 통번역가 양성 및 비교과 교육프로그램 운영

2) 지역학연구원: 중국 및 중국어권 지역의 어‧문학, 문화, 사회, 정치, 경제, 역사, 철학 등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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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 지역학 관련 정보 수집 및 분석, 국내 및 국제 지역학 관련 학술대회 개
최, 세미나 및 워크숍 개최, 초청강연회 개최

3) 국제교류부: 국외 대학교 및 연구기관과의 교류
4) 편집부: 통번역연구센터와 지역학연구센터의 자료편집 및 출판, 학술지 발간

5) 사업부: 통번역연구센터와 지역학연구센터의 업무 기획 및 사업 추진
6) 운영위원회: 연구소 운영계획 및 예산결산 심의 및 승인

7) 자문위원회: 연구소 운영 및 활동에 관한 자문 및 지원

라. 연구소 주요 활동
 1) 학술 활동 : 각종 강연회, 세미나, 콜로키엄 및 학술행사를 주최, 주관

 2) 연구 활동 : 학술진흥재단 등 학술 단체에서 지원하는 연구과제를 수행하며, 연구소 자
체의 연구 및 교육 활동을 지원

 3) 교육프로그램 : 중국 지역학, 중국어 및 중국문화에 대한 대내·외 교육프로그램 진행
 4) 대외 학술서비스: 통번역 및 중국 지역학 정보에 대한 자문, 교육, 컨설팅 등

 5) 학술자료 발간: 지역학총서, 보고서, 뉴스레터, 학술지 등 발간

마. 홈페이지 및 연락처

 1) 홈페이지 : http://humanum.chungbuk.ac.kr/china

 2) 전화: 043) 249-1840 FAX: 043) 272-2102
 3) 주소 : 충북 청주시 서원구 충대로1(개신동) 충북대학교 인문대학(N16-1) 116호

 4) 이메일: walwal1@chungbuk.a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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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유럽문화연구소

가. 설립목적

1) 유럽사회와 문화 연구를 통해 전문지식을 축적하고 국내 현실에 적용하여, 21세기 문
화의 의미 제고와 학문 발전 유도

2) 유럽 문화 전반에 관한 정보의 수집, 분석 및 해석으로 유럽 문화 연구를 위한 전문 
자료 축적 및 DB화

3) 노년인문학, 다문화, 비교문화 연구 등 국내 학제 시스템에서 심화시키기 어려운 영
역의 선도적 연구를 통해 급속히 변화하는 문화 현실과 학문적 요구에 적극 대응

4) 유럽 각국의 선진적 이론과 사례를 검토·수용하여 학적 기반을 확충하고, 지역사회
와의 공조를 통해 실현가능한 사업모델을 수행하는 실천적 문화 연구 지향

5) 역사·철학·문학·어학·예술 등 학제간 연구를 권장하며, 다양한 연구 결과물의 
출판을 통해 지식 공유에 따른 대한민국의 발전된 미래 문화에 기여

나. 연혁

2016. 9. 앙제대학과의 교류협정체결
9. 원어 뮤지컬 <갈라 콘서트> 개최
10. 세미나 및 콜로키움: 국내외 통번역 교육의 흐름
10. 지역학 특강: 유럽에서 한국을 속삭이다
10. <파리의 사진전> 개최
10. <한국의 환상동화 3> 도서전 및 삽화전시회 개최
11. 지역학 특강: 왜 아프리카인가?
11. 해외학자 초청강연: 언어와 담화 사이에서
11. 국내학술대회: 융복합시대, 인문학과 지역학의 만남
12. 언어구사력강화프로그램 프랑스어반 운영
12-1. 동계 해외인턴십 파견

2017. 3. 몽펠리에3대학과의 교류협정체결
6. 언어구사력강화프로그램 프랑스어반 운영
6-8. 하계 해외인턴십 파견
6. <제주 환상동화 1> 출간
7. 프랑스문화캠프 개최
8. 청주야행 공연
9. 원어 뮤지컬 <모차르트> 공연
9. 원어 뮤지컬 <쉘부르의 우산> 공연
9. 지역학 특강: 문학과 예술 속 새로운 창
10. 지역학 특강: 프랑스의 도시계획, 오스만 시대의 파리
10. 지역학 특강: 캐나다 퀘벡 지역의 대중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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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지역학 특강: 신화와 휴머니즘
10. 인문공감프로젝트: <유럽의 공연문화와 예술, 재즈의 향연> 콘서트

개최
10. 지역학 특강: 프랑스 패션의 주인공들
11. 지역학 특강: 프랑스 음식문화
11. <제주 환상동화 1> 도서전 및 삽화전시회 개최
11. 지역학 특강: 프랑스인을 대상으로 하는 한국어 수업
11. 국내학술대회: 4찬 산업혁명과 글로벌 지역학
11. 해외학자 초청강연: 프랑스와 현대 튀니지 문화
11. 지역학 특강: 프랑스 현대미학(들뢰즈와 랑시에르)
11. 해외학자 초청강연: 디지털 시대의 언론인
11. 지역학공동연구세미나 개최
12. 언어구사력강화프로그램 프랑스어반 운영
12-1. 동계 해외인턴십 파견

2018. 2. <오늘날의 유럽> 총서 발간
2. 충청지역 문화해설안내자료 번역 및 제작
5. 지역학 특강: 프랑코포니 사회와 문화
5. 지역학 특강: 현대미술의 문을 연 위대한 통찰
6. 국내학술대회: 중세 유럽문장과 현대 로고 디자인 간의 상관성
6-8. 하계 해외인턴십 파견
6. 언어구사력강화프로그램 프랑스어반 운영
9-12. 실무인재양성프로그램 <유니크 미디어>
9. 지역학 특강: 코퍼스를 활용한 독일어 학습
9. 원어 뮤지컬 <어린 왕자> 공연
9. 언어구사력강화프로그램 독일어반 운영
10. 세미나 및 콜로키움: 4차 산업혁명과 직업교육의 미래
10. 지역학 특강: 30년 전쟁과 매체
10. 해외학자 초청강연: 오늘날 퀘벡인들의 정체성
10. 지역학 특강: 21세기와 퀘벡의 사회, 문화
10. 지역학 특강: 프랑스 단어의 문화 이야기
10. 인문공감 프로젝트: <아프리카 현자 그리오, 삶을 노래하다> 콘서트

기획 및 진행
10. 지역학 특강: 독일어를 왜 배워야 하는가?
10. 해외학자 초청강연: 영화로 만나는 파리
10. 해외학자 초청강연: 프랑스 와인산업과 문화
11. 지역학 특강: 현재와 과거가 공존하는 패션의 메카, 파리
11. 세미나 및 콜로키움: 유럽고등교육제도를 통해 4차 산업혁명을 대비

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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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지역학 특강: 불문학도에서 방송인으로
11. 지역학 특강: 어두운 시대에도 노래할 수 있는가?
11. 지역학 특강: 불문과 학생들을 위한 직업교육
11. <충청 환상동화 1> 출간
12. 지역학 특강: 퀘벡의 언어 및 언어정책
12. 국내학술대회: 글로컬리티와 문화비전
12. 국내학술대회: 문장의 내러티브에서 스토리텔링으로
12. 언어구사력강화프로그램 독일어반 운영
12. 언어구사력강화프로그램 프랑스어반 운영
12. 엑스마르세유 대학과의 교류협정 체결

2019. 1. <충청 환상동화 1> 도서 및 삽화전시회 개최
1-2. 동계해외인턴십 파견
2. 언어구사력강화프로그램 프랑스어반 운영
2. 국내학술대회: 노년의 풍경, 예술작품을 중심으로
2. <100세 시대의 노년> 총서 발간
2. 공감정신의핚과 공감심리연구소 MOU 체결
6. 국내학술대회: 플라톤의 파르메니데스
6. 중세 유럽문장의 내러티브
7. <문장과 함께 하는 유럽사 산책> 발간
9. 스마트 시대의 프랑스어문교육
10. 청주오송도서관 MOU 체결
10-11. 노년을 위한 인문학 특강(총 9회 개최, 청주오송도서관)
11. 프랑스 투르대학교 MOU 체결

2020. 1. 국내학술대회: 충북지역의 다문화와 노년문화
8. 국내학술대회: 중세 유럽문장과 현대 로고 디자인
11. 청주시민을 위한 특강: ‘21세기는 색의 시대’(청주시립도서관)

2021. 5. <세계의 문장 문장의 세계> 발간
8.-22.2. 국립대학지원 ‘지역사회 기여’ 사업 수행
10-11. 청주시민을 위한 특강: ‘색채와 커뮤니케이션’(청주시립도서관)

다. 조직 및 기능

본 연구소의 조직 구성은 다음과 같다. 

 - 연구부: 연구소의 제반 연구 활동과 각종 학술행사의 기획과 수행을 총괄한다.

 - 국제교류부: 해외 대학 및 연구기관과의 학술교류를 관장한다.

 - 편집부: 연구소의 연구 활동으로 산출된 성과물의 편집 및 출판 업무를 관장한다.

 - 교육/사업부: 학생 대상 교육사업 및 지역사회와 협력 하에 다양한 문화관

련 사업을 기획·수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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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운영위원회: 연구소의 기본운영 및 사업계획을 수립하고, 연구, 사업, 편집, 출

판 등 제반 사업계획을 심의/추인하며, 연구소의 예/결산을 심의/

결의한다. 또한 연구소 세부 규정의 제정 및 개폐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며, 연구원 인력의 임용 및 연구업적 평가를 주관한다. 

연구소장

자문위원회 운영위원회

총괄간사

연구부 국제교류부 편집부 교육/사업부

라. 연구소 주요 활동

 1) 학술 활동 : 각종 강연회, 세미나, 콜로키엄 등 학술행사를 주최·주관한다.
 2) 연구/교육 활동 : 학술진흥재단 등 학술지원연구비 수주로 연구를 활성화하며, 연구소 

자체 연구 및 학생 대상 교육 프로그램을 지원한다.
 3) 국제교류 활동: 해외 교육기관 및 전문 연구기관과의 학문적 교류를 활성화한다.

 4) 성과 확산: 지역사회에 문화 프로그램 제공 및 시행, 총성 발간 등 연구소의 성과 확
산에 주력한다.

 5) 전화: 249-1635 
    홈페이지 : http://humanum.chungbuk.ac.kr/europe/index.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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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사회과학연구원

1) 사회과학연구소

가. 설립목적
사회과학연구소는 국내·외 사회과학적 제현상, 국제관계와 남북한 문제, 지역자원개발

과 지역경제발전에 관한 연구, 지방정부의 경영 및 시민참여의 활성화에 관한 연구, 환경보

전과 환경개발에 관한 연구를 통하여 국가와 지역사회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나. 연혁

1979. 06. 충북대학교 사회과학대학부설 사회과학연구소 설립
1983. 12. 사회과학연구 제1권 발행
1989. 03. 심리학과 김유진교수 소장 취임
1990. 09. 07. 경제학과 이영훈교수 소장 취임
1992. 09. 07. 사회학과 민경희교수 소장 취임
1994. 09. 01. 심리학과 이봉건교수 소장 취임
1996. 09. 04. 경제학과 김성기교수 소장 취임
1997. 03. 정치외교학과 박채용교수 소장 취임
1997. 03. 01. 충북대학교 국제관계연구소, 지역개발연구소와 통합
1997. 05. 29. “황장엽 망명이후의 남북한 관계의 전망”학술세미나 개최
1998. 11. 11. “바람직한 통일운동의 방향과 역할”학술세미나 개최
1999. 03. 09. 행정학과 강형기교수 소장 취임
1999. 06. 30. “환경행정의 역할분담과 민간참여방안”학술세미나 개최
2001. 03. 05. 심리학과 이순철교수 소장 취임
2001. 11. 29. “남북화해, 협력시대의 지방의 역할”대토론회 개최
2002. 11. 13. “아시아 허브로 도약하기 위한 청주국제공항의 과제”학술회의 개최
2003. 01. 28. “차기정부의 지역정책과 청주․청원지역 발전 방향”세미나 개최
2003. 03. 03. 행정학과 최영출교수 소장 취임
2003. 09. 17. “국가균형발전과 신행정수도 건설의 과제”세미나 개최
2003. 10. 08. 정치외교학과 홍성후교수 소장 취임
2004. 04. 29. “북한 핵문제 관련 6자회담의 성과와 전망”세미나 개최
2005. 06. 사회과학연구 제22권 제1호 발행
2005. 10. 04. “영토분쟁과 민족주의”세미나 개최
2005. 12. 30. 사회과학연구 제22권 제2호 발행
2006. 06. 30. 사회과학연구 제23권 제1호 발행
2006. 12. 30. 사회과학연구 제23권 제2호 발행
2007. 05. 29. "최근 미국정치학도들의 국제정치 관심분야" 학술세미나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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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 06. 30. 사회과학연구 제24권 제1호 발행
2007. 10. 01. 행정학과 이기주교수 소장 취임
2007. 10. 04. "사회과학의 최근 학문적 동향" 세미나개최
2007. 10. 31. "사회적기업, 빈곡극복과 일자리 창출의 대안인가?" 세미나개최
2007. 11. 26. "스웨덴의 사회적서비스와 사회적기업" 토론회개최
2007. 12. 12. "취약계층 일자리창출 토론회"
2007. 12. 30. 사회과학연구 제24권 제2호 발행
2008. 01. 24. "지역사회복지협의체의 운영방안" 토론회개최
2008. 02. 25. "부모교육프로그램" (자녀의 성)
2008. 03. 25. "부모교육프로그램" (청소년 인터넷 중독에서 자아통제감까지)
2008. 04. 01. "한국인의 국제기구진출을 위한 대학생과 전문인과의 토론회"개최
2008. 04. 22. "인과관계모형 연구방법론"학술세미나개최
2008. 04. 28. "마음읽기과 사회적인 삶"교수세미나개최
2008. 04. 29. "정책과 이데올로기: 우리교육 어디로 가야하나"특강
2008. 04. 30. "배심원을 위한 교육지원과 국민참여 재판제도의 효율적 구성을 위한

법학.심리학 학제간 공동연구"교수세미나개최
2008. 05. 15. "정책토론회: 18대 총선이후 향후 정국전망"학술토론회개최
2008. 05. 21. "연구방법론:사회연구와 질적분석"학술세미나개최
2008. 06. 13. "노인장기 요양보험제도의 도입과 관련쟁점들"학술토론회개최
2008. 07. 15.-16. "최근행정과제와 행정(학)의 역할"학술대회개최
2008. 04. 28. "티베트의 평화기원" 국제 토론회
2008. 06. 30. 사회과학연구 제25권 제1호 발행
2008. 08. 30. "한국-몽골경제발전연구 MOU체결"
2008. 09. 26. "2008년 추계 경제발전학회"학술대회개최
2008. 10. 14. "이영훈교수의 농사짖는 생활이야기"교수세미나개최
2008. 10. 20. "지역사회연계프로그램"청소년미술치료
2008. 10. 29. "사회적기업"포럼개최
2008. 11. 04. "최근금융위기사태"교수세미나개최
2009. 12. 30. 사회과학연구 제25권 제2호 발행
2009. 04. 03. ∼ 05. 30. “관계향상집단상담”프로그램(8회)
2009. 04. 0.3 ∼ 05. 30. “관계향상집단상담”프로그램 (8회)
2009. 04. 28. “국가재정위기”교수세미나
2009. 04. 30. “취업위기의시대 젊음의 벤처를 즐겨라”특강
2009. 05. 06. “사회적기업대표자 ”간담회
2009. 05. 13. ∼ 07. 15. “관계향상집단상담”프로그램 (8회)
2009. 06. 12. ∼ 07. 31. “관계향상집단상담”프로그램 (8회)
2009. 06. 12. ∼ 07. 31. “관계향상집단상담”프로그램 (8회)
2009. 06. 29. “지역아동센터장중간평가”간담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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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 06. 30. 사회과학연구 26권 제1호
2009. 07. 1.5 ∼ 07. 20. “한국.몽골 국제학회”국제학회
2009. 08. 10. ∼ 09. 28. “관계향상집단상담”프로그램 (8회)
2009. 09. 01. 교육부 대학중점연구소 선정
2009. 09. 01. 행정학과 최영출교수 소장 취임
2009. 11. 06. ∼ 11. 08. “공감증진”프로그램
2009. 11. 26. “사회조사연구방법”교육
2009. 12. 05. "2009년 정책분석 및 평가제도의 반성과 과제" 동계학술대회
2009. 12. 15 “자치단체의 경쟁력 강화 방안: 정책분석평가방법론의 활용” 국내학술

세미나
2009. 12. 30. 사회과학연구 26권 제2호
2010. 02. 09. “외국사회적기업의 동향과 향후과제”세미나
2010. 03. 04. “사회적 기업”세미나
2010. 03. 10. “사회적 기업”세미나
2010. 03. 22. “사회적기업과 새로운공공패러다임”국제학술세미나
2010. 03. 30. “충북 사회적 기업 협의회와의”간담회
2010. 04. 08. “사회적 기업”설명회
2010. 04. 09. “사회적 기업”설명회
2010. 04. 14. “충북 사회적 기업지원기관 경영컨설팅”자문 회의 개최
2010. 04. 27. “청주청원미래발전전략 ”토론회
2010. 04. 30. “충북 사회적 기업 협의회와의”간담회
2010. 05. 19. “양극화문제, 충북은 어떻게 대처해야 하나?”토론회
2010. 06. 17. “청주청원상생발전방안모색”세미나
2010. 05. 26. “사회적 기업 발전 전략 수립 및 지역 내 협력방안 논의”전략회의
2010. 06. 15. “사회적 기업”설명회
2010. 06. 22. “사회적 기업 회적 기업 발전을 위한 조례 검토 및 활성화방안 논의”

포럼
2010. 07. 30. 사회과학연구 27권 제1호 발행
2010. 10. 13. ∼ 10. 14. “새마을운동의 글로벌 전략”
2010. 12. 30. 사회과학연구 제27권 제2호
2011. 06. 30. 사회과학연구 제28권 제1호 발행
2011. 08. 26. “사회적기업의 활성화를 위한 정책 방안 모색”국내학술세미나
2011. 08. 31. 사회적기업과 정책연구 제1권 제1호 발행
2011. 09. 06. “사회적기업 육성방안 모색을 위한 간담회”
2011. 09. 19. “2011 한국․네팔 사회적기업”국제교류 세미나
2011. 09. 28. “전략산업확충을 통한 충북경제발전현황”국내학술세미나
2011. 11. 16. “2011년 충북고용포럼 3차”세미나
2011. 12. 30. 사회과학연구 제28권 제2호 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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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 02. 28. 사회적기업과 정책연구 제1권 제2호 발행
2012. 05. 11. “복지국가모델의 국제비교”국내학술세미나
2012. 05. 21. “사회적기업의 모형개발과 국제사회의 사례연구”국제학술세미나
2012. 06. 30. 사회과학연구 제29권 제1호 발행
2012. 08. 31. 사회적기업과 정책연구 제2권 제1호 발행
2012. 10. 17. “충북의 지역사회 통합력 수준과 강화방안” 토론회
2012. 10. 24. ∼ 10. 25. “사회자본 확충을 통한 지역사회행복공동체 건설”학술세미나
2012. 11. 12. “충북지역 수출 결정요인과 파급효과 분석을 통한 지역경제 발전방안”
2012. 12. 04. ∼ 12. 07. “Intercultural Communication & Language of Public Administration”

국제학술대회
2012. 12. 15. “사회적기업의 이론적 논의와 발전방향”국내학술대회
2012. 12. 31. 사회과학연구 제29권 제2호 발행
2013. 01 .23. “사회적기업과 사회적 협동조합”콜로키엄
2013. 02. 28. “패널데이터의 이해와 STATA를 이용한 기본모형 분석”설명회
2013. 02. 28. 사회적기업과 정책연구 제2권 제2호 발행
2013. 04. 24. “한국의 사회적경제 추진 동향과 과제”세미나
2013. 05. 14. ∼ 05. 16. “2013 삼척 미래 에너지에 관한 국제 학술대회”
2013. 05. 16. “충북 마을공동체 운동의 발전 방향찾기”토론회
2013. 06. 25. “충북 사회적경제 현황과 전망”세미나
2013. 06. 30. 사회과학연구 제30권 제1호 발행
2013. 08. 31. 사회적기업과 정책연구 제3권 제1호 발행
2013. 10. 25. “국민 행복과 행정의 미래”국내학술세미나
2013. 10. 30. “지역발전 선순환을 위한 로컬푸드 활성화 방안 포럼”콜로키엄
2013. 11. 15. “지방선거의 정치적 중립성 확보와 지역발전”학술대회
2013. 11. 26. “충북지역 중간지원조직과 당사자조직의 현황과 과제”콜로키엄
2013. 12. 14. “사회적 경제 활성화와 향후 지원 방향”국내학술대회
2013. 12. 31. 사회과학연구 제30권 제2호 발행
2014. 01. 27. “제6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정책 어젠다 개발을 위한 전문가/시민

토론회”
2014. 02. 15. “지방자치와 주민행복도”국내학술대회
2014. 02. 28. “산림형 사회적기업 육성방안”콜로키엄
2014. 02. 28. 사회적기업과 정책연구 제3권 제2호 발행
2014. 03. 28. “사회적경제와 지역사회 발전”콜로키엄
2014. 06. 09. “충북사회적경제콜로키엄의 과제와 발전방향”콜로키엄
2014. 06. 24. “사회적경제 중간지원조직 활동의 만족도-요구도조사”콜로키엄
2014. 06. 28. ∼ 06. 30. “International Conference on『Interdisciplinary Approach for

Construction of Local Happiness Community』” 국제학술대회
2014. 06. 30. 사회과학연구 제31권 제1호 발행



428� � Ⅷ.� 연구소

2014 .07 .28. “충북지역의 사회적경제 과제”콜로키엄
2014. 08. 31. 사회적기업과 정책연구 제4권 제1호 발행
2014. 10. 22. “사회적기업가와 윤리적 딜레마”콜로키엄
2014. 10. 27. ∼ 10. 28. 『녹색청주포럼』민관협력을 통한 하천 생테계 관리와 전망
2014. 11. 25. “청년! 사회적기업을 꿈꾸다!!”
2014. 12. 13. “사회적기업 지원 활성화 방향”,“사회적기업의 장기적 발전방안”국내

학술대회
2014. 12. 19. ∼ 12. 20. 한국자치행정학회 2014년 동계 공동학술대회
2014. 12. 23. “공공기관 관리의 발전과제”세미나
2014. 12. 31. 사회과학연구 제31권 제2호 발행
2015. 02. 05. ∼ 02. 06. 한국지방자치학회 동계학술대회“사회적기업가 정신과 지방자

치단체 역할”
2015. 02. 28. 사회적기업과 정책연구 제4권 제2호 발행
2015. 06. 22. ∼ 06. 24. 4th International Forum on Community Wellbeing

『Geographies Of Community Wellbeing: Theories and Practice』
2015. 06. 30. 사회과학연구 제32권 제1호 발행
2015. 07. 16. ∼ 07. 18. 한국행정학회 하계학술대회

“Understanding Semaul Movement”
2015. 06. 30. 사회과학연구 제32권 제1호 발간
2015. 07. 16. ∼ 07. 18. 한국행정학회 하계학술대회

“Understanding Semaul Movement”
2015. 09. 01. 『사회적기업과 정책연구』학술지『사회적경제와 정책연구』로 명칭

변경
2015. 09. 18. 2016년 한국자치행정학회 추계학술세미나 “환경변화에 따른 전북의

위기와 대응전략”
2015. 11. 30. 사회적 경제의 발견 제12호 발간
2015. 12. 01. 충북 사회적경제 콜로키엄“협동조합기본법 시행 3년을 돌아보며”
2015. 12. 11. ∼ 12. 12. 2016년 한국행정학회 동계학술대회“좋은 행정 구현을 위한 실

천과 처방”
2015. 12. 17. ∼ 12. 18. 2016년 한국자치행정학회 동계학술대회“지역사회 신뢰와 안

전한 공동체 형성을 위한 산관학의 역할”
2015. 12. 31. 사회과학연구 제32권 제2호 발간
2016. 02. 12. 2016년 한국지방자치학회 동계학술대회“지방분권, 주민자치, 새마을

운동”
2016. 02. 28. 사회적경제와 정책연구 제5권 제2호 발간
2016. 02. 28. 사회적 경제의 발견 제13호
2016. 03. 24. 사회과학대 대학원생을 위한 연구방법론 워크샵 :“구조방정식의 이해

와 활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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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04. 05. 충북 사회적경제 콜로키엄“베트남의 사회적기업: 아시아형 사회적경
제의 공감대를 찾아서”

2016. 04. 07. 사회과학연구소 주최 세미나“글로벌시대 대학생들의 해외진출 방안”
2016. 04. 26. 충북 사회적경제 콜로키엄“청년 협동조합형 사회적기업의 도전”
2016. 04. 30. 마을기업사례집 발간
2016. 05. 12. 사회과학연구소 주최 특강 “김정훈 충북경찰청장 초청특강 21세기 경

찰의 역할과 비전”
2016. 05. 13. 2016년 한국도시행정학회 춘계학술대회“새로운 도시패러다임의 등장

탐색과 변화”
2016. 05. 24. 충북 사회적경제 콜로키엄“사회 서비스 분야 협동조합이란”
2016. 05. 31. 사회적 경제의 발견 제14호 발간
2016. 05. 31. 아시아형 사회적경제와 협동조합
2016. 06. 09. 사회과학대 대학원생을 위한 연구방법론 워크샵
2016. 06. 30. 사회과학연구 제33권 제1호 발간
2016. 07. 15. 한국지방행정학회 하계학술대회“지역의 경제활동과 성과 관리”
2016. 08. 25. ∼ 08. 27. “Bridging Quality-of-Life Experiences from East to West”
2016. 08. 31. 사회적 경제의 발견 제 15호
2016. 09. 27. 교육분야에서의 사회적경제 활성화 방안
2016. 09. 30. 2016년 한국자치행정학회 추계학술대회“교육공동체와 지역사회 상생

협력”
2016. 10. 31. 사회적경제와 정책연구 제6권 제1호 발간
2016. 11. 23. 충북 사회적경제 콜로키엄“스페인 몬드라곤 협동조합의 교훈과 우리

의 미래”
2016. 11. 02. 사회적경제 창업 아이디어 경진대회
2016. 11. 30. 사회적 경제의 발견 제16호 발간
2016. 12. 16. 2016년 한국자치행정학회 동계학술대회“지방자치단체 협력거버넌스”
2016. 12. 31. 사회과학연구 제33권 제2호 발간
2017. 01. 21. 커뮤니티웰빙연구센터 개소기념 세미나
2017. 02. 04. 2017년 한국지방자치학회 동계학술대“중앙-지방 관계의 새로운 설정”
2017. 02. 15. 사회과학대 대학원생을 위한 연구방법론 워크샵: 회귀분석의 이해와

활용
2017. 02. 22. 2017년 제1차 충북 사회적경제 콜로키엄“2017년도 상반기 콜로키움

방향 설정”
2017. 02. 28. 사회적경제와 정책연구 제7권 제1호 발간
2017. 02. 28. 사회적 경제의 발견 제17호 발간
2017. 03. 15. 2017년 제2차 충북 사회적경제 콜로키엄“사회적 경제 조직 의사결정

문화의 현실과 지향점”
2017. 03. 28. 사회과학대 대학원생을 위한 연구방법론 워크샵: 통계분석을 활용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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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작성법
2017. 03. 29. ODA 포럼“효과적인 ODA 사업 운영체계 모델 개발연구”
2017. 04. 22. 2017 비판사회학회 춘계학술대회“탄핵, 대선, 그리고 혼돈의 정치”
2017. 04. 30. 사회적협동조합 사례집
2017. 05. 17. 2017년 제3차 충북 사회적경제 콜로키엄“사회적 경제 조직 컨설팅 로

드맵과 실제 사례”
2017. 05. 19. 2017 한국자치행정학회 춘계학술대회“사회적경제 정책과 ODA”
2017. 05. 24. 서산 사회적경제포럼
2017. 05. 26. 충북 사회적경제 토론회
2017. 05. 26. 2017 한국지방행정학회 춘계학술대회“ODA 사업 효과성 요인들의 인

과관계”
2017. 05. 31. 국내․외 사회적경제 현장의 실제적 담론 발간
2017. 05. 31. 사회적 경제의 발견 제18호 발간
2017. 06. 30. 사회과학연구 제34권 제1호 발간
2017. 06. 30. 사회적경제와 정책연구 제7권 제2호 발간
2017. 08. 31. 사회적 경제의 발견 제19호 발간
2017. 10. 31. 사회적경제와 정책연구 제7권 제3호 발간
2017. 11. 01. ∼ 11. 02. 2nd Comparative Asia Africa Governmental Accounting Conference
2017. 11. 30. 사회적 경제의 발견 제20호 발간
2017. 12. 15. ∼ 12. 16. 2017 한국자치행정학회 동계학술대회 “지방자치단체 상생협력

및 갈등관리”
2017. 12. 29. 사회과학연구 제34권 제2호 발행
2018. 02. 20. ∼ 02. 21. 2018 한국지방자치학회 동계학술대회 "자치분권의 재설계와

분권형 헌법개정방향"
2018. 02. 28. 사회적경제와 정책연구 제8권 제1호 발간
2018. 02. 28. 사회적 경제의 발견 제21호 발간
2018. 04. 30. 사회적경제 기반 국제개발협력사업 사례집
2018. 05. 16. 충북 사회적경제 콜로키움 “기업소유권의 진화와 협동조합 성공요인”
2018. 05. 31. 사회적경제를 이끌어가는 실천적․이론적 리더들의 도전 발간
2018. 05. 31. 사회적 경제의 발견 제22호 발간
2018. 06. 01. ∼ 06. 02. 한국비교정부학회 2018년도 공동 학술 세미나 "다문화 사회와

사회융합"
2018. 06. 14. ∼ 06. 15. 7th International Forum on Community Wellbeing
2018. 06. 30. 사회과학연구 제35권 제1호 발간
2018. 06. 30. 사회적경제와 정책연구 제8권 제2호 발간
2018. 08. 31. 사회적 경제의 발견 제23호 발간
2018. 10. 15. 『사회적경제와 정책연구』한국연구재단 등재지 선정
2018. 10. 31. 사회적경제와 정책연구 제8권 제3호 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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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 11. 14. ∼ 11. 16. 3rd Comparative Asia Africa Governmental Accounting (CAAGA)
Conference 2018

2018. 12. 31. 사회과학연구 제35권 제2호 발간
2019. 02. 28. 사회적경제와 정책연구 제9권 제1호 발간
2019. 03. 12. 경제학과 이연호 교수 소장 취임
2019. 06. 30. 사회과학연구 제36권 제1호 발간
2019. 11. 25. 한국경제학회 충청지회 2019년 정책세미나 “지속가능한 충청지역 자

립 방안 모색”
2019. 12. 06. 한국경제학회 충청지회 2019년 정기학술대회 “지역산업 혁신전략과

미래 유망산업”
2019. 12. 31. 사회과학연구 제36권 제2호 발간
2020. 03. 01. 2020년 통일부의 통일교육 선도대학 사업단으로 선정
2020. 05. 07. 제1차 온라인 통일교육 포럼
2020. 05. 13. 제2차 온라인 통일교육 포럼
2020. 05. 18. ∼ 05. 23. 제8회 통일교육 주간: 온라인 통일교육 포럼 및 에세이 공모

전
2020. 05. 19. 제3차 온라인 통일교육 포럼
2020. 06. 30. 사회과학연구 제39권 제1호 발간
2020. 08. 27. 제4차 온라인 통일교육 포럼
2020. 09. 14. ∼ 10.. 05. 2020년 평화·통일 석·박사 학위논문 지원사업
2020. 10. 12. ∼ 10. 30 . 외국인 대학생 통일교육 아카데미
2020. 10. 16. “분단 기원의 역사와 통일의 필요성” 온라인 통일교육 및 에세이 공

모전
2020. 10. 20. ∼ 11. 17. 제1기 시민교육아카데미
2020. 10. 23. “북한 주민생활 실태” 온라인 통일교육 및 에세이 공모전
2020. 10. 30. “북한의 보건의료제도와 남북 보건의료 협력 방안” 온라인 통일교육

및 에세이 공모전
2020. 11. 11. “2020통일교육선도대학 사업성과 공유 및 개선방안 모색“ 학술대회
2020. 11. 24. 제5차 온라인 통일교육 포럼
2020. 11. 27. “통일에 대비한 지역경제 발전 방향 모색“ 2020년 한국경제학회 충청

지회 정기학술대회
2020. 12. 01. ∼ 12. 24. 전공별 맞춤형 통일교육 특강 및 에세이 공모전
2020. 12. 27. 2020통일교육 선도대학 연합학술대회
2020. 12. 22. 제6차 온라인 통일교육 포럼
2020. 12. 23. 제7차 온라인 통일교육 포럼
2021. 05. 03. ∼ 05. 13. 제9회 통일교육주간: 온라인 통일교육 포럼및 에세이 공모전
2021. 05. 14. 통일교육주간 포럼(문화·예술 속의 평화·통일)
2021. 05. 18. ∼ 06. 22. 제2기 시민교육아카데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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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05. 21. 통일교육주간 포럼(충청북도 평화・통일 기행)
2021. 09. 01. 경제학과 김상환 교수 소장 취임
2021. 09. 01. ∼ 09. 12. 평화·통일 사행시 공모전
2021. 09. 01. ∼ 09. 12. 유학생 평화·통일 표어 공모전
2021. 09. 06. ∼ 09. 29. 제3기 시민교육아카데미
2021. 10. 01. ∼ 10. 22. 초등학생 평화·통일 사행시 공모전
2021. 10. 12. ∼ 10. 29. 외국인 대학생 통일교육 아카데미
2021. 10. 19. 영화로 만나는 평화, 평화·통일 영화 감상문 공모전
2021. 10. 19. 평화·통일 노래부르기 공모전
2021. 10. 21. 한국경제학회 충청지회 학술회의: 남북 경제협력과 지역경제 발전
2021. 10. 22. 충북대-청주대 간 통일교육 협력방안
2021. 10. 25. ∼ 11. 11 북한의 식문화 이해를 위한 ‘보여줘 , 너의 레시피북 ’ 공모전:

생확과학대학 식품영양학과
2021. 10. 28. ∼ 10. 29. 대학생 통일교육 아카데미
2021. 10. 29. 충북대-서원대 충북 지역 내 대학 간 협력체계 구축을 통한 통일교육

협력방안
2021. 10. 29. ∼ 11. 19. 분단과 통일시대 예비교사의 시민교육역량 강화를 위한 통일

교육 에세이 공모전
2021. 11. 01. ∼ 11. 05. 북한주민 소비생활 특강 및 에세이 공모전: 생확과학대학 소비

자학과
2021. 11. 05. 통일 인문학 연구단 포럼
2021. 11. 10. 남북한 복지비교 특강 및 에세이 공모전: 생활과학대학 아동복지학과
2021. 11. 12. 남북한 보건협력 특강 및 에세이 공모전: 의과대학 의예과
2021. 11. 17. 통일교육 선도대학 협력대학 학술회의: 인문적 통일교육
2021. 11. 18. 초중고생 평화·통일 사행시 및 동영상 공모전
2021. 12. 01. 북한 의생활 특강 및 평화·통일 의복 디자인 공모전: 생활과학대학

의류학과
2021. 12. 02. 충청권 대학 통일교육 성과 공유 및 확산 방안 학술 세미나
2021. 12. 21. 통일교육 선도대학 연합 학술회의

다. 조직

본 연구소는 사회정책연구센터, 행동과학연구센터, 지방정부연구센터, 국제관계연구센터, 
지역경제연구센터, 사회적기업연구센터를 두고 있으며 각 센터별로 전문분야의 교수들이 연

구원으로서 연구활동과 학술활동을 하고 있다. 연구소의 전반적인 업무활동은 소장이 관장
하며, 연구소의 운영계획수립 및 예산결산의 심의를 위하여 10인 이내로 구성된 운영위원회

를 두고 있다. 그 외에 연구논문집 발간을 위한 편집위원회와 자문위원회를 두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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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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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회
정
책
연
구
센
터

행
동
과
학
연
구
센
터

지
방
정
부
연
구
센
터

국
제
관
계
연
구
센
터

지
역
경
제
연
구
센
터

사
회
적
기
업
연
구
센
터

라. 기능

국내외 사회과학적 제문제에 관한 연구 
각종 정책개발 및 교육프로그램의 개발에 관한 연구

사회적 기업에 관한 연구 
한국정치 및 국제관계 전반에 관한 연구 

인간의 행동과 성격, 적응에 관한 연구
지역자원개발과 지역경제발전에 관한 연구 

지방정부의 경영 및 시민참여의 활성화에 관한 연구 
학술발표회, 강연회, 세미나 등의 개최 

각종 자료의 보존과 연구결과보고서 발간 및 배포 개정 
기타 연구소의 설치 목적 수행에 필요한 부대사업 수행 

마. 연구활동

연구소 논문집인 ʻ사회과학연구ʼ(6월,12월)를 발간하고 있으며, 국제학술세미나, 국내학술
세미나, 초청강연회 등 다양한 학술활동을 개최하고 있다. 또한 사회과학 관련 서적 및 참

고자료를 연구소 자료실에 소장하고, 교수 및 연구자에게 자료를 제공하고 있다. 그 외 다
수의 학술연구 및 외부기관 위탁 연구 용역을 지원하고 있다.

바. 향후 사업계획

 1) 한국연구재단 등 학술지원연구비의 확보로 연구 활성화

 2) 우수연구원의 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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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대학연구소, 민간연구소, 정부출연기관, 외국대학연구소와 공동세미나 활성화
 4) 창의적 통일일꾼 양성 교육과 통일연구 프로그램 운영

 5) 각 센터의 성격에 맞는 연구 진행 및 학술회의 개최

사. 통일교육 선도대학 사업단

본 사업단은 교육팀, 연구팀, 기획팀, 행정지원팀을 두고 있다, 교육팀은 교과 및 비교과 
과정 운영을 맡고 있으며, 연구단은 교육연구와 교수역량강화를 맡고 있다. 기획단은 사업

기획과 성과공유 및 확산을 맡고, 행정지원팀은 현장연계 및 지원, 네트워크 구축을 맡으며 
사업단의 전반적인 행사와 교육 및 연구 활동은 사업단장이 총괄한다. 대외협력위원회의 협

력기관으로는 충북교육청, 충북도청, NGO, 통일교육원, 통일연구원, KDI, KIEP, KIET, 연변
대 등을 두고 있다. 그 외에 사업추진위원회와 자체평가위원회를 두고 있다. 

통일교육 선도대학 사업단

대외협력위원회

사업추진위원회 자체평가위원회

통일교육연구센터

/

교

육

팀

연

구

팀

기

획

팀

행
정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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팀

아. 홈페이지 : http://www.ssri21.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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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법학연구소

가. 설립목적

법학연구소는 법에 관한 국내외의 이론과 실제를 연구 조사하고 법률정보를 수집 관리하
여 법이론과 현실 문제를 조화시키며, 각종 세미나와 심포지움 등의 학술발표행사를 개최하

고 지원함으로써 법학전문대학원의 연구기능을 활성화하는 데 그 목적을 두고 있다.

나. 연혁
1989. 6. 1. “법과대학 부설 법학연구소”로 설립, 초대 소장 김윤구 교수 취임
1989. 11. 24. 제1회 학술발표회 개최
1989. 12. 20. ｢법학연구｣ 창간호 발간
1991. 3. 1. 제2대 소장 장경환 교수 취임
1991. 10. 18. 제2회 학술발표회 개최
1992. 1. 23. 제1회 한일비교법학 심포지엄(장소 : 일본 이바라끼 대학)
1993. 3. 1. 제3대 소장 오세탁 교수 취임
1993. 11. 24. 제2회 한일비교법학 심포지엄(장소 : 충북대학교)
1994. 10. 5. 제3회 학술발표회 개최
1995. 2. 8. 제3회 한일비교법학 심포지엄(장소 : 일본 이바라끼 대학)
1995. 3. 1. 제4대 소장 김윤구 교수 취임
1996. 11. 22. 제4회 한일비교법학 심포지엄(장소 : 충북대학교)
1997. 3. 1. “충북대학교 법학연구소”로 소속 및 명칭 변경
1997. 5. 1. 제5대 소장 송종준 교수 취임
1997. 11. 7. 제1회 Juris Forum 개최(주제 : 전자상거래의 법적 제문제)
1998. 8. 법학연구소 Home Page 개설
1998. 10. ｢Juris Forum｣ 창간호 발간
1999. 3. 제6대 소장 이영진 교수 취임
2000. 3. 1. 사회과학분야 연구소 연합체로서 충북대학교 사회과학연구원 개원
2000. 5. 25. ｢법학연구소 10년사｣ 발간
2000. 5. 26. 법학연구소 창설 10주년 기념 동ASIA 비교법학 Symposium 개최
2001. 4. 제7대 소장 김중권 교수 취임
2001. 12. ｢개신법학｣ 창간호 발간
2002. 2. 18. 제10회 Juris Forum 개최(주제 : 형사절차의 현대적 과제)
2002. 9. 6. 제2회 동아시아 비교법학 국제심포지엄 개최(주제 : 동아시아 각국 법

학의 당면과제)
2003. 9. 제8대 소장 김수갑 교수 취임
2004. 7. 15. 제3회 동아시아 비교법학 국제심포지엄(장소 : 중국 연변대학)
2004. 12. 6. 제4회 동아시아 비교법학 국제심포지엄 개최
2005. 6. 22. 제20회 Juris Forum 개최(주제 : 한․중․일삼국의서구법의수용과정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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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 9. 제9대 소장 이경재 교수 취임
2007. 1. 1. ｢법학연구｣ 편집․간행위원회 규정 시행
2007. 9. 제10대 소장 이은희 교수 취임
2008. 5. 29. 제5회 동아시아 비교법학 국제심포지엄 개최(주제 : 한․중․러 3국에

서의 사법의 발전방향)
2009. 3. 제11대 소장 박강우 교수 취임
2009. 3. 법학연구소 윤리규정 시행
2009. 9. 18. 제30회 Juris Forum 개최(주제 : 생명과학법, 위험그리고국가위기관리)
2009. 11. 6. 제31회 Juris Forum 개최(주제 : 최근 민법개정 동향과 쟁점)
2009. 12. 2. 제32회 Juris Forum 개최(주제 : 한국에서의 우주법 논의동향과 우주

정책)
2010. 4. 9. 제33회 Juris Forum 개최(주제 : 특별행정법상의 제문제)
2010. 5. 14. 제34회 Juris Forum 개최(주제 : 최근 특허법원의 판례동향과 특허권

의 효율적인 활용방안)
2010. 6. ｢과학기술과 법｣ 창간호 발간
2010. 8. 뉴스레터」창간호 발행
2010. 10. 28 제35회 Juris Forum 개최(주제 : 민사판례의 주요쟁점)
2010. 12. 국제학술대회 개최(주제 : 극동 아시아 각국법의 동향과 과제)
2011. 5. 제12대 소장 이은희 교수 취임
2011. 6. 20. 제36회 Juris Forum 개최(주제 : 신종 사이버범죄의 형법적 대응)
2011. 12. 2. 제37회 Juris Forum 개최(주제 : 국가지식재산정책의 추진동향과 과제)
2012. 2. 9. 국제학술대회 개최(주제: 생명, 바이오안정성에 관한 법제도)
2012. 6. 1. 제38회 Juris Forum 개최(주제 : 한미 FTA와 개정 지식재산권법)
2012. 9. 1. 제39회 Juris Forum 개최(주제 : 일본법학의 제문제)
2012. 11. 2. 국제학술대회 개최(주제 : 한․중․일․미 4국에서의 리걸클리닉의 현

황과 과제)
2013. 3. 제13대 소장 이동원 교수 취임
2013. 5. 11. 국제학술대회 개최(주제 : 동아시아 부패방지법제의 과제와 전망)
2013. 7. 4. 제40회 Juris Forum 개최(주제 : 각국 가족법의 최근 동향)
2013. 8. 8. 제41회 Juris Forum 개최(주제 : 대학기술이전서비스에관한법적고찰)
2013. 9. 7. 국제학술대회 개최(주제 : 법학전문대학원 내에서의 로-펌 설립 및 운

영방안)
2013. 9. 28-30. 국제학술대회 개최(주제 : 회사법과 회사지배구조의 최신경향)
2013. 10. 26. 국제학술대회 개최(주제 : 현대 상사법의 전망과 과제)
2014. 4. 25. 제42회 Juris Forum 개최(주제 : 각국의 환경 법제의 동향과 과제)
2014. 9. 26. 제43회 Juris Forum 개최(주제 : 최근동아시아민사법에서의쟁점과과제)
2014. 12. 6. 법학연구 등재후보지 선정
2015. 3. 제14대 소장 김원태 교수 취임
2015. 6. 2015년도 연구소 연구역량강화사업, 대상 연구소 선정



2.� 사회과학연구원� � 437

2015. 9. 17. 제44회 Juris Forum 개최(주제 : 민·형사분야의 이론과 실무)
2015. 10. 27. 국제학술대회 개최(주제 : 한·중·일 3국에서의 법학교육과 법조인양성

의 현황과 과제)
2015. 11. 27. 제45회 Juris Forum 개최(주제 : 소비자기본법 10년의 성과와 미래)
2016. 8. 법학연구 등재지 선정
2016. 9. 26. 제46회 Juris Forum 개최(주제 : 행정소송과 형사소송에서의 법적과제)
2016. 11. 24. 제47회 Juris Forum 개최(주제 : 최근 소비자 법제의 동향과 제문제)
2017. 3. 제15대 소장 이재룡 교수 취임
2017. 5. 24. 제48회 Juris Forum 개최(주제 : 제품안전법제 동향과 제문제)
2017. 8. 과학기술과 법 등재후보지 선정
2017. 9. 19. 제49회 Juris Forum 개최(주제 : 민・형사 분야에서의 쟁점과 과제)
2019. 3. 제16대 소장 신혜은 교수 취임
2019. 10. 12. 국제학술대회 개최(주제 : 한‧중‧러 도산법제의 현황과 전망)
2019. 11. 과학기술과 법 등재지 선정
2019. 12. 6. 제50회 Juris Forum 개최(주제 : 최근 판례 동향 및 소송실무)
2020. 12. 16. 제51회 Juris Forum 개최(주제 : 2020 소비자이슈와 법적 쟁점)
2021. 3. 제17대 소장 이재목 교수 취임
2021. 10. 7. 제52회 Juris Forum 개최(주제 : 2021 소비자이슈와 제문제)
2021. 11. 27. 제53회 Juris Forum 개최(주제 : 민사법의 최근 쟁점)
2022. 1. 12. 제54회 Juris Forum 개최(주제 : 채권법의 새로운 동향)
2022. 3. 제18대 소장 오지용 교수 취임

다. 조직

본 연구소는 과학기술법센터, 자산관리법센터, 공익인권법센터, 기업·금융법센터, 형사
사법·기초법센터를 두고 있으며, 각 센터별로 전문분야의 교수들이 연구원으로서 연구활동
과 학술활동을 하고 있다. 연구소의 전반적인 업무활동은 소장이 관장하며, 연구 및 학술활
동을 위하여 2인의 전임연구원을 두고 있다. 연구소의 운영계획수립 및 예산결산의 심의를 
위하여 9인 이내로 구성된 운영위원회를 두고 있으며, 연구논문집 발간을 위한 편집위원회
를 두고 있다.

<법학연구소 조직도>



438� � Ⅷ.� 연구소

라. 기능

 1) 운영위원회(심의)
(1) 연구소 운영계획 및 재정에 관한 사항
(2) 연구과제 선정과 평가
(3) 예산 및 결산에 관한 사항
(4) 연구소 규정의 개폐에 관한 사항
(5) 기타 운영에 필요한 사항

 2) ｢법학연구｣ 편집위원회
(1) 논문집 기타 출판물 간행
(2) 연구 자료의 수집 정리 보관

 3) ｢과학기술과 법｣ 편집위원회
(1) 논문집 기타 출판물 간행
(2) 연구 자료의 수집 정리 보관

 4) 연구센터
(1) 법학 각 분야의 연구사업 수행
(2) 연구발표회 등 주선
(3) 판례연구   
(4) 외국법 연구

마. 연구 분야 소개
본 연구소는 1989년 6월 1일 ｢법과대학 부설 법학연구소｣로 설립되었고 1997년 3월 1

일 ｢충북대학교 법학연구소｣로 소속이 변경되어 오늘에 이르고 있다. 법학연구소는 교육과 
연구를 핵심기능으로 하여 각 분야에서 공헌할 수 있는 유능한 인재를 양성하는 대학의 
목적을 실질적으로 추진하고 지원하는 기관이다. 

본 연구소가 담당하는 연구 분야는 법이론 및 실제에 관련되는 전문분야이지만, 그 중 
특히 치중하는 부문으로는 헌법 및 행정법 분야, 민사법 분야, 형사법분야, 상사법분야, 국
제법분야, 사회경제법분야, 기초법분야, 과학기술법분야 등을 거론할 수 있다. 

아울러 법학교육에 관련되는 부문도 본 연구소가 관심 갖는 주요 연구 분야 중의 하나
이다. 그리고 국제적 학술교류를 지속적으로 확대하고 있다.

법학연구소는 법학교육 및 연구의 특성화 및 국제적 연구기관으로 발전하기 위하여 5개
의 연구센터(과학기술법센터, 공익인권법센터, 자산관리법센터, 기업·금융법센터, 형사사
법·기초법센터)를 설치·운영함으로써 실질적인 전문연구소로서의 위상을 높여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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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교육개발연구소

가. 설립목적

충북대학교 교육개발연구소는 교육이론과 실제의 연구·개발 및 미래의 인재 육성을 위
한 대학의 사명을 완주하고 한국의 교육발전에 기여하기 위하여 1979년 9월에 설립되었다.

○ 교육 전반에 관한 기초 및 교육정책 연구
○ 학문 간 소통과 교류의 창의·융합교육

○ 새로운 교육과정과 이에 맞는 현장 교육

나. 연혁

1979. 9. 충북대학교 사범대학부설 교육개발연구소 설립
1980. 5. 교육연구논총 창간호 발간
1997. 3. 충북대학교연구소정비계획에따라사범대학부설교육개발연구소와생활

과학대학부설생활과학연구소를통합하여교육생활연구소로개편
1997. 8. 충북대학교 사범대학과 공동으로 호주의 아시아교육재단(AEF)과 공식

교사 교류 체결
1998. 5. 충청북도교육청 지정 특수분야 직무연수기관으로 선정
2001. 10. 충북대학교 연구소 정비 계획에 따라 기존의 교육․생활연구소를 교

육개발연구소와 생활과학연구소로 분리
2001. 11. 박재문 교수 초대 연구소장으로 취임
2002. 3. 이창진 교수 연구소장으로 취임
2003. 5. 충북대학교 연구소평가 1위 선정
2004. 3. 박재승 교수 연구소장으로 취임
2006. 3. 유 범 교수 연구소장으로 취임
2007. 6. 충청북도교육청 및 청주 YMCA와 공동으로 ‘징검다리 멘토링 프로그

램’ 사업 시행
2007. 12. 교육과학기술부 지정 정책주제형 중점연구소로 선정
2008. 3. 정영수 교수 연구소장으로 취임
2008. 11. 한국지방교육연구센터 전국 정책중점연구소평가 1위 선정
2008. 12. 충북대학교 제3주기 연구소평가 1위 선정
2009. 12. 한국지방교육연구센터 전국 정책중점연구소평가 우수기관 선정
2010. 3. 정영수 교수 연구소장 연임
2011. 12. 충북대학교 제4주기 연구소평가 1위 선정
2011. 3. 교육부와 유럽연합의 학생교류 프로그램 선정 (3년간)
2011. 10. 한국지방교육센터가 한국지방교육연구소로 분리
2012. 3. 이옥화 교수 연구소장으로 취임
2012. 7. 호주정부 (멜번대아시아교육재단) 와 16년째교사교류프로그램수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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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 3. 한국지방행정연구센터 분리
2014. 3. 류연택 교수 연구소장으로 취임
2016. 3. 변재경 교수 연구소장으로 취임
2016. 9. 김형범 교수 연구소장으로 취임
2017. 2. 양동석 교수 연구소장으로 취임
2018. 10. 이길재 교수 연구소장으로 취임
2018. 11. 지역혁신네트워크융복합연구센터 설립
2019. 5. 시민교육역량개발센터 설립

다. 조직 및 기능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위원 10인 이내로 구성하고, 연구소에는 교육기초·정책연구
부, 교과교육연구부, 고등교육연구부, 수업연구부, 학교상담연구부, 학술위원회, 편집출판위

원회, 지역혁신네트워크융복합연구센터, 시민교육역량개발센터를 두며, 각 부는 다음의 사
업을 한다.

 1) 교육기초·정책연구부 : 교육기초 및 교육정책에 관한 연구
 2) 교과교육연구부 : 각 교과의 교과교육에 관한 연구
 3) 고등교육연구부 : 고등교육에 관한 연구
 4) 수업연구부 : 학교수업에 관한 연구
 5) 학교상담연구부 : 교사 및 학생의 상담에 관한 연구
 6) 학술위원회 : 세미나, 학술대회 및 교육관련 사업 계획 및 수행
 7) 편집출판위원회 : 연구소 간행물 및 자료집 출판 
 8) 지역혁신네트워크융복합연구센터 : 지역발전 및 지역혁신 관련 연구
 9) 시민교육역량개발센터 : 시민교육역량을 갖춘 예비교원 양성

라. 연구활동
 1) 논문집 및 간행물 발간 : 매년 3회 발간(필요에 따라 시기 및 회수 조정)
 2) 연구 용역과제 수행 (연구재단, 국가기관의 연구 용역, 중점연구사업)
 3) 세미나 및 학술대회 개최
 4) 교육프로그램 실시(특수분야직무연수, 유럽과 학생교류활동, 멘토링프로그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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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생활과학연구소

가. 설립목적

생활과학연구소는 인간생활의 기본이 되는 의생활, 식생활, 주생활, 아동과 가족 생활, 

소비자환경 등과 관련된 제반 문제들에 대한 연구를 통하여 생활환경과 삶의 질적 수준을 
향상시키는데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나. 연혁

1993. 11. 16. 충북대학교 생활과학대학 부설 생활과학연구소 설립
1997. 3. 1. 교육개발연구소와 생활과학연구소가 통합되어 교육·생활연구소로 운영
2001. 10. 19. 교육·생활연구소의 분리에 의하여 충북대학교 부속 생활과학연구소로

설립
2001. 11. 5. 정영숙 교수 소장 취임
2003. 3. 1. 김운주 교수 소장 취임
2004. 3. 1. 김기남 교수 소장 취임
2006. 3. 1. 박경옥 교수 소장 취임
2007. 3. 9. 청주시 건강가정지원센터 개소
2008. 3. 1. 김영희 교수 소장 취임
2010. 3. 1. 권수애 교수 소장 취임
2012. 3. 1. 이희숙 교수 소장 취임
2014. 3. 1. 윤혜미 교수 소장 취임
2014. 7. 1. 청주시 건강가정지원센터 재위탁운영
2014. 7. 1. 청주시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위탁운영
2015. 1. 1. 청원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위탁운영
2016. 3. 1. 현태선 교수 소장 취임
2018. 3. 1. 유현정 교수 소장 취임
2020. 3. 1. 최윤정 교수 소장 취임
2022. 3. 1. 주지형 교수 소장 취임

다. 조직 및 기능

본 연구소에는 생활과학연구부와 지역사회활동부를 두며, 연구소의 각 부는 다음의 사
업을 분장한다. 운영위원회는 소장, 각 부장, 생활과학대학의 각 학과장으로 구성되며, 위

원장은 소장이 된다.
 1) 생활과학연구부: 아동학, 가족학, 사회복지학, 소비자학, 주거학, 식품영양학, 의류학, 

가정과교육, 유아교육 분야의 연구와 출판사업 수행 및 학술대회 개최
 2) 지역사회활동부: 생활과학분야의 정보제공, 상담프로그램과 지역사회 교육활동을 통해 

실생활에 응용할 수 있는 전문적 지식 및 기술 보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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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연구 및 학술활동

 1) 최근 5년간 (2015. 03~현재) 연구비 수혜실적
2015. 02 ∼ 2015. 11 국가 식품영양성분 데이터베이스 생산 연구 : 엽산
2015. 03 ∼ 2015. 11 식품의약품 등 분야 안전소비생활 학교교육프로그램 연구
2015. 04 ∼ 2015. 11 환자용 영양식품의 처방 및 조제 실태
2015. 05 ∼ 2016. 04 아동학대 방임과 심리정서적 문제 간 관계에 대한 메타분석
2015. 05 ∼ 2016. 04 패션 점포내 디지털 사이니지의 소비자 접근행동모델 : 지각된

놀라움과 상호작용성의 조절효과
2015. 05 ∼ 2016. 04 영아용 어린이집 적응 척도 개발
2015. 06 ∼ 2015. 08 2015년 서비스 비교조사(초고속인터넷서비스)
2015. 06 ∼ 2016. 05 한국형 그린캠퍼스 모델 개발 및 추진전략 제안 연구
2015. 07 ∼ 2015. 10 소비자단체협력사업 개선방안 연구용역
2015. 09 ∼ 2015. 11 노인장기요양과 장애인활동지원 제도의 인정조사 개선방안 연구
2015. 07 ∼ 2017. 06 유니버설디자인에 기반한 장애인 복지시설 실태조사
2015. 10 ∼ 2015. 11 2015년 3차 서비스 비교조사 용역(치킨프랜차이즈)
2015. 11 ∼ 2016. 10 고지방식이와 난소절제로 유도한 폐경 비만모델에서 면역 염증

반응과 인슐린 저항성 발달 관련성 연구(1차년도)
2015. 11 ∼ 2016. 10 주거복지 교육 및 정보 서비스 모델 구축 연구
2015. 11 ∼ 2016. 10 이재민의 거주성을 고려한 응급대피용 임시주거 계획에 관한 연

구(1차년도)
2015. 11 ∼ 2016. 10 항염활성 향상을 위한 혼합곡의 최적조성 도출 및 대장염예방

잡곡밥 취반용 기능성혼합곡 개발(1차년도)
2016. 01 ∼ 2016. 11 국가 식품영양성분 데이터베이스 생산연구:엽산
2016. 04 ∼ 2016. 06 2016년 서비스 비교조사(프랜차이즈 편의점)
2016. 04 ∼ 2016. 10 2016년도 NCS 학습모듈 신규개발 및 보완사업
2016. 06 ∼ 2016. 08 2016년 2차 서비스 비교조사(신용카드 할인서비스)
2016. 06 ∼ 2017. 05 한국형 그린캠퍼스 모델 개발 및 추진전략 제안 연구 (2년차)
2016. 07 ∼ 2017. 06 전통문화에 수용된 상상 동물의 도상해석학적 분석에 의한 패션

문화상품 디자인 개발 -민화 사령수를 중심으로- (1년)
2016. 08 ∼ 2016. 12 등급제개편에 따른 장애인거주시설 이용기준 마련
2016. 09 ∼ 2017. 01 제 3차 충북 중장기보육계획
2016. 09 ∼ 2016. 11 2016년 3차 서비스 비교조사(택배서비스)
2016. 09 ∼ 2017. 08 보험 관련 소비자문제 감소를 위한‘보험소비자 역량’향상 방안
2016. 11 ∼ 2017. 10 고지방식이와 난소절제로 유도한 폐경 비만모델에서 면역 염증

반응과 인슐린 저항성 발달 관련성 연구
2016. 11 ∼ 2017. 10 이재민의 거주성을 고려한 응급대피용 임시주거 계획에 관한 연

구(2차년도)
2016. 11 ∼ 2017. 10 항염활성 향상을 위한 혼합곡의 최적조성 도출 및 대장염예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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잡곡밥 취반용 기능성혼합곡 개발
2016. 11 ∼ 2017. 10 주거복지 교육 및 정보 서비스 모델 구축 연구
2017. 01 ∼ 2017. 12 고효율 절삭식 정미기 및 건식 무세미기 경제성 분석(1-1)
2017. 03 ∼ 2020. 02 SK하이닉스 어린이집 위탁 지원 사업
2017. 04 ∼ 2017. 06 2017년 상반기 서비스 비교조사(패스트푸드)
2017. 06 ∼ 2018. 05 한국형 그린캠퍼스 모델 개발 및 추진전략 제안 연구 (3년차)
2017. 06 ∼ 2017. 11 은퇴준비 자가진단 지표 개발 연구용역
2017. 07 ∼ 2017. 09 2017년 하반기 서비스 비교조사(취업정보 사이트)
2017. 07 ∼ 2018. 06 전통문화에 수용된 상상 동물의 도상해석학적 분석에 으한 패션

문화상품 디자인 개발 -민화 사령수를 중심으로 -(종료)
2017. 09 ∼ 2018. 08 금융소외자를 위한 금융포용 정책의 효과성에 관한 연구 –서민

금융 지원정책을 중심으로-
2017. 09 ∼ 2018. 08 노인장기요양보험 이용자의 인식향상과 효용성 개선 방안
2017. 09 ∼ 2018. 08 소비자지향적 위험커뮤니케이션 전략 개발- 생활화학용품 위험

보도 내용분석과 소비자조사를 중심으로
2017. 11 ∼ 2018. 10 고지방식이와 난소절제로 유도한 폐경 비만모델에서 면역 염증

반응과 인슐린 저항성 발달 관련성 연구(종료)
2017. 11 ∼ 2018. 10 항염활성 향상을 위한 혼합곡의 초적조성 도출 및 대장염예방

잡곡밥 취반용 기능성혼합곡 개발(종료)
2017. 11 ∼ 2018. 10 이재민의 거주성을 고려한 응급대피용 임시주거 계회겡 관한 연

구 (종료)
2017. 11 ∼ 2018. 10 주거복지 교육 및 정보 서비스 모델 구축 연구 (종료)
2018. 03 ∼ 2019. 02 이관) 파라메트릭 의류패턴 제작 및 수정 방법론 개발
2018. 03 ∼ 2019. 02 폐경 비만 모델에서 NLRP3 inflammasome의 역할 규명
2018. 03 ∼ 2018. 05 2018년 서비스 비교조사(국내 결혼중개서비스)
2018. 03 ∼ 2018. 07 나트륨 함량 비교 표시제도 개선
2018. 04 ∼ 2018. 11 녹색매장 모니터링 사업
2018. 05 ∼ 2019. 04 스트레스의 재발견: 스트레스 마인드 셋이 건강 및 적응에 미치

는 영향
2018. 05 ∼ 2018. 10 2018년도 충청북도 중증장애인 자립생활실태 및 욕구조사
2018. 06 ∼ 2019. 02 고령자 및 장애인 등 재난약자의 피해 감소를 위한 거주시설 설

계지침 개발(1년차)
2018. 06 ∼ 2018. 12 살생물제의 노출경로 및 누적사용에 따른 안전성 평가기술 개발
2018. 07 ∼ 2019. 06 영아의 어린이집 적응 궤적 유형 및 예측 요인 탐색을 위한 단

기종단연구
2018. 07 ∼ 2018. 12 `18 외식 영양성분 자율표시개선-대형영화관조리식품 중심으로-
2018. 09 ∼ 2018. 12 일자리의 질을 고려한 장애인 의무고용률 설정 방안
2018. 09 ∼ 2018. 11 2018년 고령소비자교육 강사용 표준교안 제작 용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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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 01 ∼ 2019. 12 살생물제의 노출경로 및 누적사용에 따른 안전성 평가기술 개발
2019. 03 ∼ 2020. 02 청년과 부모세대 주거복지 실태의 국가간 비교
2019. 03 ∼ 2020. 02 고령자 및 장애인 등 재난약자의 피해 감소를 위한 거주시설 설

계지침 개발(2년차)
2019. 03 ∼ 2020. 02 파라메트릭 의류패턴 제작 및 수정 방법론 개발
2019. 03 ∼ 2020. 02 폐경 비만 모델에서 NLRP3 inflammasome의 역할 규명(2년차)
2019. 03 ∼ 2019. 07 2019년 서비스 비교조사(고속도로 휴게소)
2019. 03 ∼ 2019. 07 2019년 서비스 비교조사(모바일 간편결제)
2019. 05 ∼ 2020. 04 스트레스의 재발견: 스트레스 마인드 셋이 건강 및 적응에 미치

는 영향(최종)
2019. 06 ∼ 2019. 10 건강관리서비스 활성화 생활터(직장) 기반 모델개발 및 실증사업
2019. 07 ∼ 2020. 06 소비자의 사회적 책임에 관한 연구 : 소비자는 무엇을, 얼마나

책임져야 하는가?
2019. 07 ∼ 2019. 11 2019년 서비스 비교조사(취업정보 서비스)
2020. 01 ∼ 2020. 12 살생물제의 노출경로 및 누적사용에 따른 안전성 평가기술 개발
2020. 03 ∼ 2020. 05 고령자 및 장애인 등 재난약자의 피해 감소를 위한 거주시설 설

계지침 개발(종료)
2020. 03 ∼ 2021. 02 청년과 부모세대 주거복지 실태의 국가간 비교
2020. 03 ∼ 2021. 02 폐경 비만 모델에서 NLRP3 inflammasome의 역할 규명(3년차)
2020. 03 ∼ 2021. 02 조명이 다양한 표면 특성을 갖는 텍스타일의색채에 미치는 영향
2020. 03 ∼ 2021. 02 뇌성마비 환아의 고관절 탈구 예방을 위한 착용형 의료제품 개

발(종료)
2020. 05 ∼ 2020. 10 한국장학재단 제5차 패널조사 세부주제별 연구 심층 분석
2020. 07 ∼ 2021. 06 온라인 소비자분쟁해결제도에 대한 전문가 평가와 소비자 수용
2021. 01 ∼ 2021. 12 그린리모델링 지역거점 플랫폼 구축 및 운영
2021. 03 ∼ 2021. 05 2021년 상반기 서비스 비교조사(온라인 패션 편집숍)
2021. 03 ∼ 2021. 08 조명이다양한표면특성을갖는텍스타일의색채에미치는영향
2021. 03 ∼ 2021. 08 폐경 비만 모델에서 NLRP3 inflammasome의 역할 규명(종료)
2021. 03 ∼ 2021. 11 교육 분야 장애인 고용 정책의 분석 및 향후 정책방향 연구
2021. 03 ∼ 2022. 02 어린이케어 IT기술을 적용한 유아동용 스마트 소프트 헤어프로

텍터 개발(1차년도/5)
2021. 03 ∼ 2022. 02 청년과 부모세대 주거복지 실태의 국가간 비교
2021. 03 ∼ 2022. 02 패션리테일 맥락에서 증강현실(AR)과 가상현실(VR)의 체험원리

와 휴리스틱 정보처리모델(2년차)
2021. 04 ∼ 2021. 12 유아상황 및 행동분석기반 안전보육환경 문제해결기술개발
2021. 04 ∼ 2021. 11 유아 식생활 개선 조사 연구
2021. 04 ∼ 2021. 12 수동채취기 적용성 검증을 위한 중재연구 시료채취 및 수집
2021. 06 ∼ 2021. 12 충청북도 중장기 보육발전계획(22~26)수립 연구용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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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06 ∼ 2022. 02 근거기반설계 (EBD) 기법을 활용한 감염병 재난대응 공동주거
계획지침 개발(1/3)

2021. 06 ∼ 2022. 02 재가 노인과 돌봄가족의 주거선호 및 지원주거모델 개발(1/4)
2021. 07 ∼ 2022. 06 온라인 소비자분쟁해결제도에 대한 전문가 평가와 소비자 수용
2021. 08 ∼ 2021. 10 2021년 하반기 서비스 비교조사(안마의자 렌탈서비스)
2022. 01 ∼ 2022. 12 유아상황 및 행동분석기반 안전보육환경 문제해결기술개발

(2차년도)
2022. 02 ∼ 2022. 05 2022년 1차 서비스 비교조사(라이브 커머스)
2022. 02 ∼ 2022. 12 [2차년도] 수동채취기 적용성 검증을 위한 중재연구 시료채취 및

수집
2022. 03 ∼ 2022. 05 패션리테일 맥락에서 증강현실(AR)과 가상현실(VR)의 체험원리

와 휴리스틱 정보처리모델(3년차)
2022. 03 ∼ 2023. 02 어린이케어 IT기술을 적용한 유아동용 스마트 소프트 헤어프로

텍터 개발(2차년도/5)
2022. 03 ∼ 2023. 02 근거기반설계 (EBD) 기법을 활용한 감염병 재난대응 공동주거

계획지침 개발(2/3)
2022. 03 ∼ 2023. 02 조명이 다양한 표면 특성을 갖는 텍스타일의 색채에 미치는 영향
2022. 03 ∼ 2023. 02 간헐적단식이비만및교대근무유사모델의면역대사에미치는영향
2022. 03 ∼ 2023. 02 사용자 가치에 기반을 둔 메타버스 모델하우스의 사용자 경험

디자인 요소 개발
2022. 03 ∼ 2023. 02 재가 노인과 돌봄가족의 주거선호 및 지원주거모델 개발(2/4)

 2) 논문집 및 간행물 발간
1994∼1997 생활과학연구 연1회 발간
1998∼2001 생활과학연구논총 연1회 발간
2002∼2018 생활과학연구논총 연2회 발간
2010∼ 뉴스레터 연2회 이상 발간
2019∼ 생활과학연구논총 연3회 발간
2020∼ 생활과학연구논총 KCI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3) 학술대회 및 세미나 개최
전국규모학회와 공동학술대회 또는 공통영역학술대회 연1회 개최
전공영역학술대회 연5회 개최
대학원세미나 연5회 개최
신임교수 부임시 신임교수연구발표세미나 개최



446� � Ⅷ.� 연구소

5) 국가위기관리연구소

가. 설립목적

국가위기관리연구소는 국가위기관리에 대한 인식 변화 및 수요 증가, 총체적인 국가위
기관리 역량 강화 요구, 국가위기관리 분야의 국제적 경쟁력 확보 방안 대책 요구, 국가위

기관리 전문 학술 기관 및 전문 인력 양성 기관의 필요성 증대 등에 따라 설립하였음. 우
리연구소는 국가위기관리분야의 학술적 발전을 위한 연구기능, 국가위기관리 전문 인력 양

성을 위한 교육기능, 국가위기관리와 관련한 정책의 개발 및 건의, 글로벌 차원의 국제학
술교류협력의 허브 역할 수행, 국내 연구기관 및 단체의 교류 협력의 중추 기능 수행, 국

가위기관리 분야의 석사 및 박사 등 전문 인력 육성 등을 목적으로 하고 있음.  

나. 연혁

설립 : 2006년 12월 29일 충북대학교 국가위기관리연구소규정(충북대학교 규칙 제766

호)이 공포됨에 따라 설립됨.
2006. 11. 10. 충북대학교 국가위기관리연구소 창립 기념 세미나 및 현판식

(주제: 미래 포괄적 안보 환경에 적합한 국가 위기관리체계 구축방안)
12. 29. 충북대학교 국가위기관리연구소 설립(규정 공포일)

2007. 2. 8. 2회 세미나(주제: 재난관리 의사결정과 정보)
3. 30. 3회 세미나(주제: 국가 위기관리에서의 핵심기반 보호와 대테러 정책)
6. 10. 충북 진천군 대문리/명진리 일대 재난 피해 조사
6. 14. 4회 세미나(주제: 국가 위기관리 체계의 성과와 발전 방향)
6. 30. 충북 단양군 영춘면 동대리/용진리 일대 재난 피해 조사
7. 6.∼7. 경남 진주, 김해, 양산/ 경북 성주 지역 재난 피해 조사
7. 20. 5회 세미나(주제: 참여정부 국가 위기관리와 재난현장의 문제점 및

개선 방안)
7. 21. 강원도 평창군 진부면 지역 재난 피해 조사
7. 31. 6회 세미나(주제: 재난관리의 수요자 중심 접근과 재난 및 안전관리에

대한 인식도 조사)
8. 4. 전라남도 장흥군 장흥읍 지역 재난 피해 조사
8. 11. 강원도 한계령 인근/ 인제 지역 재난 피해 조사
8. 18. 제주 해안마을 재난 피해 조사
10. 22. 7회 세미나(주제: 국민생활 안전관리를 위한 전략개발 및 운영방안)
11. 1. 8회 세미나(주제: 우리 시대의 국가 위기관리: 평가와 도약)
11. 6.∼8. 9회 국제세미나 The 1st International Conference on Crisis and

Emergency Management(ICCEM) (주제: Global Disaster Relief
Governance and Disaster Management Cooperative System for the
Civil Protec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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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24. 10회 세미나 (주제: 태안 스피리트호 유류유출사고 피해 대책과 지역
미래발전)

6. 10. 충북 진천군 대문리/명진리 일대 재난 피해 조사
2008. 1. 20. 허베이 스피리트호 기름유출사고 피해지역 자원봉사(1)

2. 13. 11회 세미나(주제: 유류유출 피해지역의 미래 발전과 주민 삶의 질
개선 방안 모색)

2. 17. 허베이 스피리트호 기름유출사고 피해지역 자원봉사(2)
2. 25. 12회 세미나(주제: 위기관리 연구 방법론)
2. 26. 13회 세미나(주제: 문화재와 국가 주요자산 재난관리 방안)
3. 21. 14회 세미나 The 1st Korea-Japan Crisis and Emergency Management

Seminar (주제: 21st Centry's New Challenge and International
Cooperation for Disaster Management)

3. 30. 허베이 스피리트호 기름유출사고 피해지역 자원봉사(3)
4. 25. 15회 세미나(주제: 국가 위기관리에서의국민안전권보장과정보보안)
5. 2. 16회세미나(주제: 사회경제및재난의위기대책관리: 정책과법적논의)
5. 10. 허베이 스피리트호 기름유출사고 피해지역 자원봉사(4)
5. 22. 17회 세미나(주제: 새정부의 국가 위기관리 선진화 방안)
5. 24. 허베이 스피리트호 기름유출사고 피해지역 자원봉사(5)
5. 30. 18회 세미나 The 1st Sino-Korea Symposium on Crisis and Emergency

Management (주제: International Cooperation for Effective Crisis and
Emergency Management)

7. 14. 허베이 스피리트호 기름유출 사고에 대한 태안 피해지역 현장조사(1)
8. 6. 허베이 스피리트호 기름유출 사고에 대한 태안 피해지역 현장조사(2)
8. 11. 허베이 스피리트호 기름유출 사고에 대한 태안 피해지역 현장조사(3)
8. 22. 19회 세미나(주제: 국가위기관리 훈련 발전 방안)
8. 24. 경북 봉화군 의양리, 애당리 재난 피해 조사
8. 25. 허베이 스피리트호 기름유출 사고에 대한 태안 피해지역 현장 조사(4)
9. 6. 20회 세미나(주제: 허베이스피리트호 기름유출사고 피해지역주민의

복지욕구)
9. 19. 21회 세미나(주제: 허베이 스피리트호 기름유출사고가 태안 지역

주민의 삶의 질에 미친 영향)
9. 26. 22회 세미나(주제: 민방위에 대한 희망 : 시민사회를 지키는 아름다운

사람들)
10. 16.∼18. 23회 세미나 The 2nd International Conference on Crisis and

Emergency Management(ICCEM) (주제: Crisis and Emergency
Management in Global Society : Managing the Disaster Relief and
Promoting the Disaster Management Industry)

11. 1. 24회 세미나(주제: 허베이 스피리트호 기름유출사고로 인한 지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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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의 위험관리 방안)
11. 1. 진천군 대문리 2006년 재난피해 지역 자원봉사활동
11. 29. 25회 세미나(주제: 제학문과 실천의 관점에서 바라본 위기관리)
12. 6. 허베이 스피리트호 기름유출사고 피해지역 현장답사 및 자원봉사(6)
12. 8. 26회 세미나(주제: 허베이 스피리트호 기름유출사고가 태안

지역사회에 미친 영향)
2009. 1. 21. 27회 세미나 (주제: 생명윤리와 인권 그리고 위기관리)

2. 23. 경북 봉화군 춘양면 의양4리 이재민 지원사업
3. 6. 28회 세미나 (주제: 문화재의 보존과 재난관리)
3. 28. 29회 세미나 The 2nd Korea-Japan Crisis and Emergency

Management Seminar (주제: Natural Disaster Prevention and
Information Technology)

4. 11. 음성군 대소면 농촌자원봉사활동
4. 11∼5. 30 태안 기름유출 재난피해지역 어린이 심리지원 사업
4. 20. 30회 세미나 The 2nd Sino-Korea Symposium on Crisis and

Emergency Management (주제: Risk, Security, and Emergency
Management: New Approaches)

5. 7. 31회 세미나 (주제: 국가위기관리와 중앙정부 지방자치단체의 역할)
5. 25. 32회 세미나 (주제: U-Society에서의 녹색성장과 위기관리)
6. 3.∼7. 8. 제1회 위기관리아카데미
6. 20. 음성군 대소면 삼정리 자원봉사활동
6. 20. 진천군 백곡면 대문리 자원봉사활동
6. 20. 단양군 영춘면 용진리 자원봉사활동
7. 24. 경북 봉화군 춘양면 현장조사
8. 21. 33회 세미나 (주제: 국가위기관리의 학문적 발전: 이론과 실제)
9. 4. 제천시 백운면 덕동리 현장조사
9. 4. 제천시 백운면 팔송리 현장조사
9. 4. 단양군 대강면 용부원 3리 현장조사
9. 4. 단양군 가곡면 덕천리 현장조사
9. 5. 옥천군 옥천읍 가풍리 현장조사
9. 5. 옥천군 동이면 적하리 현장조사
9. 5. 영동군 양산면 호탄리 현장조사
9. 5. 영동군 심천면 기호리 현장조사
9. 7. 청원군 강외면 서평리 현장조사
9. 7. 청원군 미원면 구방리 현장조사
9. 12. 진천군 문백면 구곡리 현장조사
9. 12. 진천군 초평면 오갑리 현장조사
9. 12. 음성군 맹동면 용촌 3리 현장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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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12. 음성군 음성읍 삼생4리 현장조사
9. 14. 증평군 도안면 송정5리 현장조사
9. 18. 충주시 주덕읍 화곡리 현장조사
9. 18. 충주시 가금면 용전리 현장조사
9. 18. 괴산군 칠성면 갈읍리 현장조사
9. 18. 괴산군 청안면 장암리 현장조사
9. 18. 34회 세미나 (주제: 생명과학법, 위험, 그리고 국가위기관리)
9. 19. 청주시 흥덕구 강서2동 현장조사
9. 19. 보은군 속리산읍 사내리 현장조사
9. 19. 보은군 보은읍 강산리 현장조사
9. 24.∼26. 35회 세미나 The 3rd International Conference on Crisis and

Emergency Management(ICCEM) (주제: Crisis Emergency Mangement
in Global Society: Human dignity, disaster victims' relief, and climate
change response)

10. 29. 36회 세미나 (주제: 국민생활안전 확보를 위한 이론과 실천)
10. 31. 제천시 봉양읍 팔송리 자원봉사
11. 7. 충주시 가금면 용전리(갈동마을) 자원봉사
11. 27. 37회 세미나 (주제: 재난피해자와 장애우 인권 그리고 생명윤리)
12. 16.∼17. 학술대회 (주제: 현대사회에서의 국가위기관리와 인간안보)

2010. 4. 2. 38회 세미나 (주제: 국가위기관리에서의 소방방재시스템 효율화 방안)
4. 17. 괴산군 청안면 문방3리, 읍내1리 자원봉사
4. 23.∼25. 39회 세미나 The 3rd Sino-Korea Symposium on Crisis and

Emergency Management (주제: Emergency Information Management
and the 3rd Sino-Korea Symposium on Crisis and Emergency
Management)

5. 19. 40회 세미나 (주제: 취약계층과 생활안전)
6. 9. 이재민사랑 자선 음악회
7. 2. 41회 세미나 (주제: 생활안전과 다중이용시설 안전관리)
7. 12.∼16. 제2기 위기관리아카데미
7. 22. 42회 세미나 (주제: 국가위기관리에서의 소통을 위한 사회적 자본과

거버넌스)
8. 27. 43회 세미나 (주제: 위기환경의 변화와 국가 위기관리 체계의 과제)
10. 14.∼16. 44회 세미나 The 4th International Conference on Crisis and

Emergency Management(ICCEM)
2011. 9. 24.∼25. 45회 세미나 The 5th International Conference on Crisis and

Emergency Management(ICCEM)
2012. 4. 22.∼23. 46회 세미나 The 5th Sino-Korea Symposium on Crisis and

Emergency Manage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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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17.∼28. 47회 세미나 The 6th International Conference on Crisis and
Emergency Management(ICCEM)

2013. 6. 13.∼14. 녹색청주포럼
6. 21.∼24. 48회 세미나 The 6th Sino-Korea Symposium on Crisis and

Emergency Management
10. 10.∼11. 49회 세미나 The 7th International Conference on Crisis and

Emergency Management(ICCEM)
2014. 2. 9. 50회 세미나 The 4th Japan-Korea Crisis and Emergency Management

Seminar & The 3rd Global Crisisonomy
2. 12. 51회 세미나 (주제: 국가균형발전과 영충호 시대 국가 정책

패러다임의 전환)
3. 14. 52회 세미나 (주제: 안전한 사회의 안심마을 만들기)
4. 25. 53회 세미나 (주제: 국가위기관리와 공공성)
7. 24.∼26. 54회 세미나 (주제: 세월호 참사 100일 공동 학술토론회)
7. 26. 55회 세미나 The 7th Sino-Korea Symposium on Crisis and

Emergency Management
10. 9.∼10. 56회 세미나 The 8th International Conference on Crisis and

Emergency Management(ICCEM)
10. 24. 57회 세미나 (주제: 신수도권 시대의 정부 세종청사 이전과 국정관리

효율화 방안)
10. 27.∼28. 58회 세미나 Perspectives and importance of local government roles in

ecosystem management
2015. 4. 14. 59회 세미나 (주제: 시민안전과 바람직한 지방자치단체의

위기관리시스템)
4. 16. 60회세미나 (주제: 세월호참사 1주기추모및국가위기관리시스템개혁)
7. 5. 61회 세미나 청주-청원 통합1주년 기념 정책세미나(주제: 신수도권

핵심도시! 새천년 청주를 연다!)
9. 12.∼14. 62회 세미나 The 9th International Conference on Crisis and

Emergency Management(ICCEM)
11. 6.∼ 9. 63회 세미나 The 8th Sino-Korea Symposium on Crisis and

Emergency Management (주제: Sino-Korea Symposium on Crisis and
Emergency Management)

2016. 4. 29. 64회 세미나 세월호 2주기, 체르노빌 원전 폭발 30주기
정책토론회(주제: 우리 사회의 안전을 되돌라본다 우리는 안전한
사회와 건강 한환경을 어떻게 만들 수 있을까?)

6. 17.∼18. 65회 세미나 The 10th International Conference on Crisis and
Emergency Management(ICCEM)

8. 17.∼18. 66회 세미나 The 9th Sino-Korea Symposium on Crisis a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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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mergency Management & The 2nd Global Crisisonomy Symposium
12. 3. 67회 세미나 The 5th Japan-Korea Crisis and Emergency Management

Seminar & The 3rd Global Crisisonomy Symposium & The 3rd
Disaster Scientific Research Forum

2017. 4. 14. 68회 세미나 세월호 참사 3주기 추모 위기관리 학술대회 및 The 4th
Global Crisisonomy Symposium

4. 27.∼28. 69회 세미나 The 5th Global Crisisonomy Symposium
7. 19.∼22. 70회 세미나 International Workshop on the Disaster Vulnerable and

Disaster Safety Experiencing Facility
8. 29. 71회 세미나 (주제: 중부지역 집중호우 재난 상황에서의 재난피해자

및 재난약자 보호와 시민사회의 역할)
9. 1. 교육부 한국연구재단 대학중점연구소 선정
9. 27. 천안시 원성동 매송리 은지리 현장조사
10. 18. 72회 세미나 및 제1회 월례학술세미나 (주제: 자연재난 관리시스템

개선을 위한 지방자치단체의 역할)
11. 10. 73회 세미나 및 제2회 월례학술세미나 (주제: 중국과 한반도

위기관리)
11. 16. 74회 세미나 및 The 6th Japan-Korea Crisis and Emergency

Management Seminar and Workshop (주제: 감재를 향한 위기관리)
12. 15.∼17. 75회 세미나 및 The 11th International Conference on Crisis and

Emergency Management(ICCEM)
12. 22. 76회 세미나 및 아시아와 한·중 미래 협력 국제 포럼
12. 26. 77회 세미나 및 제3회 월례학술세미나 (주제: 지방자치단체의

재난관리 리더십 및 역량 강화)
2018. 1. 22. 78회 세미나 및 제4회 월례학술세미나 (주제: 제천 화재 참사와

국가위기관리 토론회)
1. 26.∼27. 79회 세미나 및 The 7th Global Crisisonomy Symposium and the 3rd

Global Health & Safety Symposium
2. 28. 80회 세미나 및 제5회 월례학술세미나 (주제: 사이버 금융 안보:

국제은행간통신협회(SWIFT) 해킹 사례)
3. 20. 81회 세미나 및 제6회 월례학술세미나 (주제: 사회과 교육에서의

재난교육)
3. 30. 82회 세미나 및 2017 성과관리 발표 및 특강 워크숍
4. 2. 83회 세미나 및 제7회 월례학술세미나 (주제: 안전한 미래 사회를

위한 디자인 연구)
4. 13. 84회 세미나 및 세월호 참사 4주기 위기관리 학술대회 (주제: 세월호

참사 이후 우리사회는 무엇을 했나?)
5. 9. 85회 세미나 및 초청특강 세미나 (주제: 위기관리 정책과정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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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정부의 역할)
5. 15. 86회 세미나 및 충북대하교 위기관리 연계전공 맞춤형 특강 (주제:

지속가능한 사회와 위기관리: MBC충북, ‘포레스토리(숲이야기)’)
5. 17. 87회 세미나 및 제8회 월례학술세미나 (주제: 재난 취약계층의 도시

공공 이미지와 기업 위기관리(BCP)중심으로)
5. 18. 88회 세미나 및 물 안보연구센터 국제 워크숍 및 세미나 (주제: 한·일

국제 우수관리 워크숍 및 세미나)
5. 25.∼26. 89회 세미나 및 The 7th Korea-Japan Crisis and Emergency

Management Seminar & International Workshop
6. 15. 90회 세미나 및 기획세미나 (주제: 재난대응 과학기술정책 변화

동향과 과제)
6. 18. 91회 세미나 및 제9회 월례학술세미나 (주제: 중국 진나라 시기 전의

언어관리 연구)
6. 26. 92회 세미나 및 기획세미나 (주제: 재난약자와 지방정부 재난관리)
7. 13. 93회 세미나 및 제10회 월례학술세미나 (주제: 미국내 재난시 약자층

인권보호 사례)
8. 13. 94회 세미나 및 제11회 월례학술세미나 (주제: 대규모 재난시

재난약자 지원방안 : 일본사례)
8. 21. 95회 세미나 및 제12회 월례학술세미나 (주제: 안전취약계층 안전권

보장을 위한 맞춤형 주요 정책)
9. 6. 96회 세미나 및 2018 국제 생물다양성 포럼(제4차 생물다양성 포럼 in

충북) (주제: 지속가능한 미래! 생물다양성 경계를 넘다)
9. 10. 97회 세미나 및 제13회 월례학술세미나 (주제: 기후변화시대의

지속가능경영과 안전)
9. 11. 98회 세미나 및 제3회 재난안전연구소 재난관리 포럼 (주제: 폭염과

복합재난 피해지원을 위한 제도 개선)
9. 13.∼14. 99회 세미나 및 The 11th Sino-Korea Symposium on Crisis and

Emergency Management
10. 16. 100회 세미나 및 사람 중심의 안전충북을 위한 재난관리 발전 방향

토론회
11. 12. 101회 세미나 및 제14회 월례학술세미나 (주제: Grand Challenges in

Emergency Management)
11. 19. 102회 세미나 및 소각장 문제 해결을 위한 토론회 (주제: 청주시

소각시설 이대로 괜찮은가?)
11. 22.∼24. 103회 세미나 및 The 12th International Conference on Crisis and

Emergency Management(ICCEM)
11. 26. 103회 세미나 및 제15회 월례학술세미나 (주제: 장애인 생활안전)
12. 7. 104회 세미나 및 제천 스포츠센터 화재 참사 1주기 국제학술세미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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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 다중이용시설 화재참사 방지 대안은 뭔가)
12. 21. 105회 세미나 및 제16회 월례학술세미나 (주제: 건설사고 예방을 위한

참여자들의 역할과 제도 개선)
2019. 1. 9. 106회 세미나 및 제17회 월례학술세미나 (주제: 범죄학의 관점에서 본

위기관리 개선 방안: 미국 다기관 파트너십을 중심으로)
1. 10. 107회 세미나 및 제18회 월례학술세미나 (주제: SDGs와 위기관리

레질리언스와의 연계)
1. 29. 108회 세미나 및 제19회 월례학술세미나 (주제: SDGs 목표 이행을

통한 미래안전도시)
2. 11. 연구소 제1회 위기관리 Research Workshop
2. 18. 연구소 제2회 위기관리 Research Workshop
2. 25. 연구소 제3회 위기관리 Research Workshop
2. 26. 109회 세미나 및 제20회 월례학술세미나 (주제: 2019년 국가재난관리

정책방향)
2. 26. 112회 세미나 및 제20회 월례학술세미나

(주제: 2019년 국가재난관리 정책방향)
3. 1. 이재은 7대 소장 취임
3. 4. 연구소 제4회 위기관리 Research Workshop
3. 12. 연구소 제5회 위기관리 Research Workshop
3. 19. 연구소 제6회 위기관리 Research Workshop
4. 12. 세월호 참사 5주기 추모 위기관리 공동학술대회
4. 15. 제21회 월례세미나
4. 15. 상생협력 체계 구축에 대한 공동 업무 협약「충북연구원, 충남연구원,

대전세종연구원」
4. 20. 2019년 한국기업경영학회 춘계학술대회 및 심포지엄

국가위기관리연구소 BCP센터 공동개최
4. 29. 제22회 월례세미나 및 제7회 위기관리 Research Workshop
5. 02. 제23회 월례세미나 및 제8회 위기관리 Research Workshop
5. 02. UNIST 안전정책 디자인 연구실 상호교류 협약 체결
5. 22. 제24회 월례세미나 및 물안보연구센터 세미나
5. 31. 제25회 월례세미나
6. 1. 학술대회
6. 13. 113회 세미나 및 The 12th Sino-Korea Symposium on Crisis and

Emergency Management 및 The 8th Korea-Japan Crisis and
Emergency Management Seminar & International Workshop 및 The 8th
Global Crisisonomy Symposium

6. 14. 위기관리 상생협력 체계 구축에 대한 공동 양해각서 체결
7. 3. 국가위기관리학회, 연구개별특구진흥재단, 전국재해구호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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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노후화 시설 재난관리 Workshop
7. 5. The Nippon Care-Fit Institute of Public Interest Incorporated Foundation

협약 체결
7. 11. 지역재난안전대응
7. 17. 충북지역 안전공동체 조성을 위한 위기관리 레질리언스 강화

국제포럼
7. 17. 펜실베니아 대학교 범죄학연구센터 협약 체결
8. 20. 충북지속가능발전협의회와 안전충북 포럼 공동개최
9. 5. 동북아시아 재난방재 네트워크 구축에 관한 협약 체결

「한국한밭대학교 방재디자인연구소, 한국해양대학교
해양과학기술연구소, 일본세이토쿠대학, 한국에어클린 산업협동조합,
한국엘티스 기술연구소, 한국에이프롬 스마트융복합연구소,
한국유이엔티 재난안전사업부

9. 25. 114회 세미나 및 The 13th International Conference on Crisis and
Emergency Management(ICCEM)

10. 10. 청주시 농아인주간보호센터 협약 체결
10. 10. 지역사회 안전공동체 조성을 위한 위기관리안전

학술문화제(전국지역사회 위기관리안전 학술대회, 전국지역사회
위기관리안전 경진대회, 전국지역사회 위기관리안전
체험교육프로그램, 전국지역사회 위기관리안전 전문인력양성 교육,
전국지역사회 위기관리안전 신진학자 전국대회, 전국지역사회
위기관리안전 학술문화제합창공연, 전국지역사회 위기관리안전
영화제)

10. 19. 대전광역시 케어핏 현장 워크숍
10. 28. 서원대학교 경찰․소방학부/사회복지학부 복지행정학전공 협약 체결
11. 1. 115회 세미나(전국지역사회 위기관리안전 학술대회) 및‘기후변화에

따른 국민생활안전 위기 해결’을 위한 협력 체계 구축에 대한
공동협약서 체결「인천대학교 아시아 환경에너지 연구원, 충청북도
지속가능발전협의회, 녹색청주협의회, 청주충북환경운동연합,
(사)이재민 사랑본부, 충북대학교 의학연구소」

11. 6. 사단법인 아시아태평양재난관리 한국협회‘재난 레질리언스 플랫폼
구축’을 위한 협력 체계 구축에 대한 공동 양해각서 체결

11. 17. ADPC MOU협약 및 공동학술대회 개최 논의
11. 22 116회 세미나(전국지역사회 위기관리안전 신진학자 전국대회)

2020. 1. 13. 제26회 월례세미나 및 제9회 위기관리 ResearchWorkshop
1. 20. 제27회 월례세미나 및 제10회 위기관리 ResearchWorkshop
1. 20. 국가위기관리포럼(CrisisonomyForum) 창립회의
1. 26. 117회세미나및The 9th Global Crisisonomy Symposiumin Las Vegas, US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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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6. 118회 세미나(코로나 바이러스 실체와 위기관리)
7. 24. 제7차 국가위기관리포럼
8. 3.∼10.23 지역사회 위기관리 안전UCC경진대회
8. 3.∼10.23 지역사회 위기관리안전전문인력양성교육
10. 13. 코로나19극복과 포스트 코로나 대응 포럼
10. 22. 전국지역사회 위기관리안전 신진학자학술대회
11. 6. 전국지역사회 체험교육프로그램
11. 19. 20년 충청북도 재난안전문화포럼
12. 22. 7차 녹색청주포럼

2021. 2. 24 제124차 세미나 대학 성범죄 위기관리 무엇이 문제인가?
4. 1.∼5.31. Asian Crisisonomy Academy 2021년도 제4차 산업혁명 시대의

재난관리 실무교육 프로그램
7.22∼23 The 22nd Asian Conference on Crisisonomy & Green Cheongju

Forum
8.16∼19 Global Crisisonomy Workshop
8.19∼20 The 10th Global Crisisonomy Symposium
10. 6. 위드 코로나 시대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
10. 7. 재난관리자원 운영관리 및 산업단지 활성화 방안 모색’을 위한

워크숍
10. 9. R&D사업 ‘재난관리자원 효율적 운영 관리 기술개발’ 워크숍
10.11∼13 The 15th International Conference on Crisis & Emergency

Management Commemorating The 70th Anniversary of Chungbuk
National University, Korea

10. 21 위기관리학 공동학술세미나“대규모 재난피해 극복을 위한 구호 및
복구서비스 발전방안”

11. 4. 제9차 국가위기관리포럼
12.11∼12.18 2021 Global Disastronomy Workshop

2022. 1. 27 Innovative Technologies for Managing Water, Climate Crisis and
Agriculture Disasters

4. 19 2022년 재난관리자원의 효율적운영관리기술개발 워크숍
4. 21 인문사회연구소 지원사업 국제·국내 세미나 개최
5. 14 글로벌재난관리학 워크숍

다. 조직

연구소는 국민생활위기연구센터, 산업재해연구센터, 위기관리법제연구센터, 분자바이러

스위기연구센터, 도시방재안전연구센터, 갈등관리연구센터를 두고 있으며 각 센터별로 전
문분야의 교수들이 연구원으로서 연구활동과 학술활동을 하고 있다. 

연구소의 전반적인 업무활동은 소장이 관장함. 연구소의 운영계획수립 및 예·결산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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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의를 위하여 10인 이내로 구성된 운영위원회를 두고 있다. 
그 외에 연구논문집 발간을 위한 편집위원회와 학술/자문위원회를 두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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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조직 구성별 내용

연구소장 위기관리 전공 교수

운영위원회
(8명)

위기관리에 대한 제학문적 접근을 위하여 행정학, 소비자학, 경영학, 
법학, 교육학, 의학, 수의학, 전기전자컴퓨터공학 분야의 교수로 구성

중점연구소
사업추진위원회

(7명)

국가위기관리연구소 중점연구소 사업 진행을 위하여 연구 참여 중인 
도시공학과, 정보통신공학, 소비자학, 사회학, 심리학, 지역건설공학, 
의학 분야의 교수로 구성

편집위원회
(18명)

위기관리 분야의 제학문적 관점에서 국내 학술교류 진흥을 위해 연
구소 논문집 발간을 위한 교내 관련 학과 교수 8명과 교외 전문 분
야학자 10명으로 구성

겸임연구원
(54명)

위기관리분야의 제학문적 시너지 효과 창출을 위하여 교내의 행정
학, 심리학, 사회교육학, 경영학, 경영정보학, 안전공학, 도시공학, 건
축공학, 기계공학, 지역건설공학, 응용생명공학, 소비자학, 주거환경
학, 정보통신공학, 의학 등 분야의 교수로 구성

객원연구원(34명)
위기관리분야의 제학문적 시너지 효과 창출을 위하여 교외 위기관리 
학계 및 실무계의 박사급 전문가로 구성

연구센터
(16개)

인문사회 및 공학, 의학, 법학 분야 등의 연구센터로 구성되었으며, 
각 연구센터는 매년 2회 이상 세미나 또는 초청특강을 실시하고, 연
구소 논문집에 논문을 기고 또는 추천하며, 연 1회 이상의 해당 위
기분야 현장조사 등을 수행

라. 연구소 목적 관련 사업

 ◦ 국가위기관리 분야 연구 결과의 보급 및 확산 사업
 ◦ 국가위기관리에 대한 전문 인력 교육 및 육성 사업

 ◦ 정부기관 및 민간 기관, 기업의 용역 사업
 ◦ 국가위기관리 분야와 관련된 학자 및 실무자의 연계·협력 체계 구축 사업

마. 연구활동 및 연구영역

연구소 논문집인‘위기관리 연구논총’을 연간 2회 이상 발간하고 있으며, 국제학술세

미나, 국내학술세미나, 초청강연회 등 다양한 학술활동을 개최하고 있으며, 위기관리 관련 
서적 및 참고자료를 연구소 Crisisonomy Hall에 소장하고, 교수 및 연구자에게 자료를 제

공하고 있다. 그 외 다수의 학술연구 및 외부기관 위탁 연구 용역을 수행하고 있음.
연구소의 연구영역에는 국민생활위기 영역, 재난위기 영역, 국가핵심기반위기 영역, 전

통적 안보위기 영역, 국가갈등위기 영역 등이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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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한국지방교육연구소

가. 설립목적

한국지방교육연구소는 교육부에서 지정한 정책중점연구소로서, 지난 2007년 설립 이후 
지금까지 우리나라 지방교육 정책분야의 연구를 선도하는 연구기관입니다.

증거기반 정책연구를 통해 지방교육 발전과 현장 혁신을 선도하며, 지방교육자치 효율
화를 위한 정책 품질을 제고기 위해 지방교육자치제도, 지방교육행정기관, 지방교육자치역

량 분야의 정책연구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더불어 최근 강조되고 있는 학교 혁신 및 운영으로 연구영역을 확장하고 있습니다. 또

한 2014년부터 지방교육행정기관 조직분석·진단을 담당하여, 전국 시·도교육청의 조직·
정원에 관한 조직분석, 컨설팅, 우수사례 공유 등의 활동을 수행함으로써 지방교육행정기

관이 조직운영에 관한 효율성 및 책무성을 제고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한국지방교육연구소는 지방교육이 나아갈 비전을 제시하고, 지방교육 발전에 기여하기 

위해 국·내외 우수 연구기관 및 전문가들과의 연계·협력 체제를 구축하여 지방교육 분
야의 정책연구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고, 연구결과가 정부의 교육 정책에 적극 반영될 수 있

도록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장기적으로는 지방교육 관련 국내외 네트워크를 
연계하는 허브 역할을 하여 지방교육발전을 선도하는 세계적 최고 수준의 연구소로 도약

하려는 비전을 가지고 있습니다.

나. 연혁

설립 : 2007년 12월 18일 설립됨.

2007. 10. 25. 교육과학기술부 정책중점연구소로 선정
12. 18. 한국지방교육연구센터 설립

2008. 04. 24. 한국지방교육연구센터 개소식 및 심포지엄
04. 28. 제1차 연구포럼(주제: WHAT CAN WE LEARN FROM FINNISH

EDUCATION?)

06. 09.
제2차 연구포럼(주제: 수업체제 개선을 위한 디지털교과서 추진
현황)

08. 12. 정책토론회 (주제: 지방교육행정체제의 개선방향)
08. 21. 하계 WORKSHOP
09. 09. 제3차 연구포럼 (주제: 영국 지방교육행정기관의 기능 변화와

시사점)
11. 13. 교육과학기술부 정책중점연구소 연차평가 1위
11. 14. 제1차 정책중점연구소 연구 성과 공동발표회
12. 29. 동계 WORKSHOP

2009. 01. 15. 제1차 연구포럼(주제: INTERNATIONAL EDUCATION NOT AS AN
OPTIONAL EXTRA: AN AUSTRALIAN PERSPECTIV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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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 02.∼12. 해외출장조사(유럽)
03. 20. 정책토론회(주제: 교육의원 선거 관련 법률 개정 방안)
04. 24. 한국지방교육연구센터 창립1주년 기념 및 한국고등교육정책학회

춘계 학술대회(주제: 한국 지방교육발전의 쟁점과 과제)
05. 11. 제2차 연구포럼 (주제: MATCHING ONLINE ASSESSMENETS TO

ONLINE PEDAGOGIES:CHOICES, CHALLENGES, AND CONCERNS)
07. 16.∼17. 하계 WORKSHOP
08. 06. 제3차 연구포럼 (주제: 영국 지방교육행정기관의 기능 변화와

시사점)
08. 10. 제4차 연구포럼 (주제: 워싱턴 DC의 교육행정체제 분석)
08. 17. 제5차 연구포럼 (주제: 효율적인 수업경영체제 구축 방안)
10. 16. 정책토론회 (주제: 국립대학 부설학교 발전 방안)
12. 30. 동계 WORKSHOP

2010. 01. 12. 제1차 연구포럼 (주제: 통계적 방법의 이해)
01. 05 . 제2차 연구포럼 (주제: 학교교육의 선진화 과제)
05. 07. 한국지방교육연구센터 창립2주년 기념 학술대회

(주제: 한국지방교육의 진단과 발전 과제)
07. 29. 하계 WORKSHOP
10. 28. 교육과학기술부 정책중점 연구소 단계평가 1위
12. 13. 동계 WORKSHOP
12. 13. 제1차 연구포럼 (주제: 창의적 인재 육성의 조건)
12. 14. 제2차 연구포럼 (주제: 갈릴리사관학교의 GG학습법)

2011. 04. 21.∼22. 지역교육발전포럼 제1차 워크숍
(주제: 선진형 교육지원청 변화의 방향과 과제)

05. 13. 한국지방교육연구센터 창립3주년 기념 학술대회
(주제: 지방교육행정체제의 선진화 과제)

06. 20. 교육개발연구소에서 한국지방교육연구소로 분리․독립
07. 04.∼05. 제2차 컨설팅장학 실무자 워크숍 (주제: 컨설팅장학의 실제)
07. 11. 제3차 지역교육발전포럼 (주제:시․도교육청-시․도청 협력 강화

방안)
08. 05. 제4차 지역교육발전포럼 (주제:세종시 교육청의 조직과 교육감

선출 방안)
11. 01.∼02. 제5차지역교육발전포럼 (주제: 단위학교자율역량강화지원체제구축)
11. 17.∼18. 컨설팅장학제3차실무자워크숍 (주제: 학교급별컨설팅장학의실제)
12. 14. 제6차 지역교육발전포럼 (주제: 교육력 제고를 위한 단위학교

자율역량 강화)
2012. 02. 07.∼08. 선진형 지역교육청 기능개편 지원 사업 성과 보고 워크숍

(주제: 선진형 지방교육행정체제의 발전 방향)
04. 04. LEPRI 제1차 연구포럼 (주제: 현대사회에서요구되는교육지도성)
04. 12.∼13. 선도적 교육지원청 우수프로그램 사업: 제1차 워크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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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 선도적 교육지원청 운영의 방향과 과제)
04. 19. LEPRI 제2차 연구포럼

(주제: 지방교육의 협력적 거버넌스 구축을 위한 쟁점 분석과
설계 방향 탐색)

04. 26. LEPRI 제3차 연구포럼 (주제: 액션러닝을 통한 문제해결)
05. 02. 제1차 지역교육발전포럼 (주제: 시․도교육청 조직․인력 구조

선진화 방안)
05. 09. LEPRI 제4차 연구포럼 (주제: 공개 학습 관리 시스템)
05. 12. 한국지방교육연구소 창립4주년 기념 학술대회
05. ∼ 08. 컨설팅장학 컨설턴트 실무 연구(1기∼17기)
06. 19. 2차 지역교육발전포럼(주제: 학교회계직 인력관리 개선방안)
08. 09. 하계 WORKSHOP
08. 28. 3차 지역교육발전포럼(주제: 교육지원청 기능개편 현장 안착방

안 및 보완모형)
09. 26. 선도적 교육지원청 우수프로그램 1권역 성과보고회

(주제: 학교․학부모․교육클러스터 지원 프로그램)
10. 29. 선도적 교육지원청 우수프로그램 2․3권역 성과보고회
11. 09. 4차 지역교육발전포럼(주제: 시․도교육감 책무성 확보 방안)

(주제: 학교․학생지원․교육기부 프로그램)
11. 19. 선도적 교육지원청 우수프로그램 4․5권역 성과보고회

(주제: 융합․공감․희망 나눔 프로젝트)
2013. 01. 10.∼11. 컨설팅장학 활성화를 위한 성과보고 워크숍

01. 31.∼02. 01. 지방교육자치 내실화를 위한 선진형 교육지원청의 발전 방향
(주제: 시․도교육감 책무성 확보 방안)

06. 29. 제1차 연구포럼(주제: 박근혜정부 지방교육행정의 방향과 과제)
07. 04. 제2차 연구포럼(주제: 컨설팅장학 운영을 위한 교육 과정 개발

및 실행)
08. 08. 제3차 연구포럼(주제: 컨설팅장학의 현황과 과제)
08. 09. 제4차연구포럼(주제: 지방교육자치발전방향과연구소운영방안)
08. 21. 제5차 연구포럼(주제: 컨설팅장학 생활지도 실천사례)
08. 30. 제6차 연구포럼

(주제: 지방교육행정기관조직분석․진단및지방교육통계활용방안)
08. 30. 한국지방교육연구소․한국교원교육학회 공동학술대회

(주제: 교육전문직원의 역할 및 역량 강화 방안)
09. 07. 제7차 연구포럼(주제: 컨설팅장학 교육과정, 교수학습 사례발표)
09. ∼ 11. 컨설팅장학 컨설턴트 양성 연수(1기∼4기)

2014. 01. 15. 1차 연구포럼 (주제: 교육지원청 기능개편 이후
01. 16.∼17. 컨설팅장학 우수사례 및 성과보고 워크숍

(주제: 행복교육 실현을 위한 컨설팅장학 활성화)
01. 23.∼24. 교육지원청 우수프로그램 성과보고 워크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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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 교육지원청의 현장지원 역량 강화)
01. 24. 2차 연구포럼

(주제: 교육지원청 기능개편 이후의 운영 현황-부산해운대, 서
울중부교육지원청)

02. 12. 3차 연구포럼
(주제: 교육지원청 기능개편 이후의 운영 현황, 대구광역시, 경
기도, 전남교육청)

04. 25. 4차 연구포럼 (주제: 교육기본통계 조사 현황)

06. 05.
5차 연구포럼 (주제 : 교육전문직을 위한 지방교육행정 기획 및
조직관리 역량)

06. 28. 6차 연구포럼 (주제: 지방교육자치의 쟁점과 과제)
07. 07. 7차 연구포럼 (주제 : 교육행정직의 기획 및 조직관리 역량 강

화 프로그램 개발
08. 30. 국제학술대회(주제: 동아시아의지방교육행정개혁사례와시사점)

2015 06. 05. 1차 연구포럼
(주제: 교육전문직을 위한 지방교육행정 기획 및 조직관리 역량)

07. 07. 2차 연구포럼
(주제: 교육행정직의기획및 조직관리역량 강화 프로그램개발)

07. 16. 지방교육행정기관 조직 분석·진단 분석위원 워크숍
09. 12. 제31차 한국지방교육경영학회 학술대회 공동주최

‘한국지방교육자치의 성과와 과제’
2016 10. 15. 1기 정책중점연구소지원사업 종료(2007∼2015년)

10. 16. 2기 정책중점연구소지원사업 출범(2016∼2022년)
12. 02. 1차 연구세미나(연구방법론)

(주제: 다층모형분석[HLM] 연구방법론)
12. 13. 2차 연구세미나(연구방법론)

(주제: 융합인재교육 효과성 메타분석)
12. 22. 3차 연구세미나

(주제: 교원 평가 비교 연구 –한국과 프랑스의 교원평가 비교-)
2017 01. 03. 1차 연구세미나(연구방법론)

(주제: 경로분석[Path Analysis])
02. 22. KLEI 학술대회(주제: 지방교육행정기관조직분석·진단발전방안)
07. 26. 2차 연구세미나

(주제: 교육정책의 인과적 효과 추정에 관한 통계 분석)
10. 27. 한국교육행정학회 추계 학술대회 공동주최

(주제: 한국교육행정의 현재: 지방교육자치의 현안과 발전방향)
11. 10. 지방교육자치강화를위한권한및사무배분방연연구공동워크숍
12. 20. 3차 연구세미나

(주제: 문화기술지[Ethnography])
2018. 03. 20. 지방교육행정기관 조직 분석·진단 개선방안 워크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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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 15. 1차 연구세마나(사례 발표)
(주제: 지방교육행정정보 통계 분석 시각화 사례)

06. 14. 지방교육행정기관 조직 분석·진단 개선방안 연구 지표 및 편람
설명회

08. 07. 교육부특교사업「2018 지방교육행정기관조직분석·진단사업」추진
(2018.8.7.∼2019.4.30.)

08. 16.∼17. 2018 전국 시·도교육청 행정국장·정책기획관 워크숍 개최(제주)
08. 16.∼18. 제16회 ICoME 국제학술대회 개최

2019. 01. 11. 제1차 지방교육자치 세미나
(주제: 덴마크 교육과 지방교육행정기관)

01. 24. 지방교육행정기관 직무분석 워크숍
인천광역시교육청 직무분석 결과 공유 워크숍

03. 21 2019 시도교육청 조직정원 담당자 워크숍
조직분석 결과 우수사례 공유 및 확산

03. 22.∼23. 제2차 지방교육자치 세미나
지방교육행정기관 조직개편 과정 및 후속조치 동향 파악

04. 11. 제3차 지방교육자치 세미나
지방교육행정기관의학교지원기능강화를위한관련법령개정(안)
미래사회 대비 대학 특성화 방향

05. 28. 제4차 지방교육자치 세미나
충북교육정책의 현안과 이해

06. 11. 2019 지방교육행정기관 조직분석 지표 설명회
06. 29 한국교육학회 연차학술대회

지방교육행정 사무관 심사승진 제도 개선방안(발표자: 이수경
전임연구원)
교육자치분야연구원설립타당성분석(발표자: 차지철전임연구원)
교육지원청 설치기준 개선방안(발표자: 장우천 연구원)

07. 26. 2019 조직분석위원 워크숍(1차)
08. 06. 2019 조직분석위원 워크숍(2차)
08. 07. 2019 조직분석위원 워크숍(3차)
09. 27. 2019 직무분석 사례발표 워크숍
12. 11. 정책중점연구소 성과포럼 발표(한국연구재단 주최)

2020. 04. 28.∼29. 2020 지방교육행정기관 조직분석 지표 설명회
05. 17. 시·도교육청 인력운영 혁신을 위한 담당자 협의회(1차)
05. 29. 시·도교육청 인력운영 혁신을 위한 담당자 협의회(2차)
07. 07. 연구방법론 세미나: 혼합연구방법론의 이해와 적용
07. 29. 지방교육행정기관 총액인건비 제도 운영 개선 협의회
08. 11. 연구방법론세미나: 교육정책분석설계에서의준실험설계활용방안

12. 18.
한국교육재정경제학회 연차 학술대회 공동주최: 대변동 시대,
교육재정의 대응 전략과 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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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조직

한국지방교육연구소는 2018년 조직개편을 통해 지방교육조직센터, 지방교육통계센터, 

지방교육역량센터 3개의 센터와 연구기획부, 학술연수부, 교육정보부, 국제협력부 4개의 
부서로 구성하여 각 부서별로 전문분야의 교수 및 전임연구원들이 연구 활동과 학술 활동

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연구소의 전반적인 업무활동은 소장이 관장하며, 연구소의 운영계
획수립 및 예·결산 심의를 위하여 10인 이내로 구성된 운영위원회를 두고 있습니다. 

라. 연구 분야
지방교육자치 효율화를 위한 정책개발 및 정책 품질 제고에 목표를 두고 지방교육 발전

을 위한 지방교육자치 재구조화, 지방교육행정 기관운영 효율화 및 정보 공유·활용 방안 

도출을 위한 연구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기관 목표 달성을 위해 연구범위의 포괄성, 

2021. 01. 11. 연구방법론 세미나: STATA 데이터 분석 및 시각화
02. 01. 연구방법론 세미나: 망고보드 기반 인포그래픽 활용 방안
05. 29. 4세대 NEIS 구축을 위한 협의회: 지방교육 조직·정원 데이터

06. 26.
한국교육학회 연차 학술대회 기관세션 개최: 지방교육행정의
쟁점과 방향

06. 29. 연구방법론 세미나: GIS를 이용한 주제도의 작성과 활용
07. 09. 지방교육자치세미나: 법과제도측면의지방교육자치제회고와전망
07. 28. 충북미래교육포럼: 미래교육에서교육행정기관의역할

07. 29.
지방교육자치 세미나: 한국 현대소설 속에서 나타난 지방대(학생)들
의모습을통해본지역교육격차

11. .27.
한국교육행정학회 연차 학술대회 공동주최: 지방교육자치 30년
평가와 전망

2022 01. 05. 지방교육자치세미나: 학교자치와조직문화

02. 08.
지방교육자치 세미나: 지방교육재정분석의현황과지방교육행정기관
조직분석진단의발전방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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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성을 확보한 지정과제, 수시과제를 수행하고 있으며, 현안문제 및 쟁점 분석 등과 관
련해서는 필요한 경우 TF팀을 구성·운영하고 있습니다.

마. 한국지방교육연구소의 연구 사업

교육부의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정책 수립, 분석, 실행, 평가를 원활하게 지원하는 데 일
차적 목적을 두고, 지정 연구과제, 수시 현안정책연구, 수시 현안쟁점 이슈페이퍼, 학술회

의 및 세미나 개최 등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전국 17개 시·도 지방교육행정기관의 조직을 객관적이고 체계적으로 분석하여, 

그 결과를 토대로 한 실효성 있는 조직분석진단 및 컨설팅을 지원하고자 하는 목적으로, 
2018년부터 교육부 특별교부금 국가시책사업을 위탁받아 「지방교육행정기관 조직분석·

진단사업」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바. 한국지방교육연구소 홈페이지 : http://klei.cbnu.a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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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인간심리연구소

가. 설립목적

다양한 심리학 분야의 전문적인 학문 발전을 도모하고 이를 바탕으로 지역 사회에 실질
적인 도움을 제공하는 것에 목적이 있음. 그리고 지역 내 일반인들에게 심리학을 정확히 

알리고 이를 토대로 그들에게 학문적 관심을 불러일으켜 학문적 지식을 얻도록 도움을 제
공하고자 함. 끝으로 심리학의 대중화와 지역사회와의 교류 증진, 전문 인력 양성에 노력

함으로써 심리학이 발전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하고 지역적 발전과 나아가 사회적 발전에 
기여하고자 한다.

나. 기구 및 조직

다. 연구진 구성

 1) 인간심리연구소 소장: 유성은

   - 학술연구부 부장: 이우열
   - 다양성 사업 기획부 부장: 박상희

   - 지역사회 연계협력부 부장: 최현정
   - 상담 및 심리치료 센터 센터장: 안정광

 2) 인간심리연구소 보조연구원
   - 간사: 문혜주, 이성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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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연혁 및 주요 업무

 1) 연혁
2011. 01. 01. 연구소 개설
2011. 03. 01. 이승복 교수 소장 취임
2013. 03. 01. 황순택 교수 소장 취임
2013. 04. 05∼06 2013 인간심리연구소 워크숍
2013. 04. 18. 충북 재난심리 지원센터 2013년 춘계 워크숍
2013. 08. 28. 2013년 바인랜드 워크숍
2013. 11. 01. 충북 재난심리 지원센터 2013년 추계 워크숍
2014. 05. 29. 2014년도 충청북도 재난심리지원 관계자 워크숍
2014. 10. 23. 인간심리연구소 콜로키움“PAI성격평가질문지의 해석”
2014. 11. 25. 인간심리연구소 콜로키움 “종합심리평가보고서작성법”
2014. 12. 17. 인간심리연구소 콜로키움 “AMOS와 Mplus를 활용한 구조방적식모델

의 기초와 활용”
2015. 03. 01. 김혜리 교수 소장 취임
2015. 05. 19. 충청북도 재난심리지원 관계자 춘계 워크숍
2015. 07. 24. 제 5회 청소년과 학부모를 위한 심리학 교실
2015. 09. 04. 충북 재난심리 지원센터 2015년 하계 워크숍
2015. 11. 12. 2015년 Psychology Day
2015. 01. 01. - 12. 31. 인간심리연구소 콜로키움(3회)
2016. 04. 05. - 05. 02. 인지기능 향상 프로그램 진행
2016. 06. 01. 인간심리연구소 홈페이지(서버) 구축 및 운영

(https://sites.google.com/site/cbnupsychologyrihm/)
2016. 10. 19. - 17. 03. 07. 사회기능 향상 프로그램 진행
2016. 01. 01. - 12. 31. 인간심리연구소 콜로키움(8회)
2017. 02. 09. 홈페이지 리뉴얼(http://www.cbnurihm.com/)
2017. 03. 01. 정우현 교수 소장 취임
2017. 03. 14. - 05. 02. 사회기능 향상 프로그램 진행
2017. 04. 15(1차), 29(2차). 심리검사 워크샵
2017. 05. 10. - 08. 29. 인지기능 향상 프로그램 진행
2017. 01. 01. - 12. 31. 인간심리연구소 콜로키움(4회)
2017. 12. 학술지‘인간심리연구’창간호 발간
2018. 03. 08. - 06. 28 인지기능 향상 프로그램 진행
2018. 06. 학술지‘인간심리연구’2권 1호 발간
2018. 06. 27. - 08. 22. 인지훈련 지도사 과정 진행
2018. 01. 01. - 12. 31. 인간심리연구소 콜로키움(3회)
2019. 03. 01. 박상희 교수 소장 취임
2019. 04. 04. 학술지 ‘인간심리연구소’ 2권 2호 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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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 08. 31. 학술지 ‘인간심리연구소’ 3권 1호 발간
2019. 01. 01. - 12. 31. 인간심리연구소 콜로키움(3회)
2019. 12. 31. 학술지 ‘인간심리연구소’ 3권 2호 발간
2020. 01. 01 ~ 12. 31 인간심리연구소 콜로키움 총 3회 진행
2020. 12. 31 학술지 ‘인간심리연구소’ 4권 1호 발간
2021. 03. 01 유성은 교수 소장 취임
2021. 06. 30 학술지 ‘인간심리연구소’ 5권 1호 발간
2021. 12. 31 학술지 ‘인간심리연구소’ 5권 2호 발간

 2) 주요업무
  · 학술연구부

- 콜로키움, 워크숍 및 토론회 등을 기획
- 대학원 과정에서 연구 방법 관련 필수 과목을 확대하는 등 정기 교육의 기획을 총

괄
- 대학원생 연구발표회를 개최하고 개인 연구 분야와 융합 연구 분야의 우수 학술상

을 수여
- 다양한 행정 데이터와 심리학적 데이터, 지역사회 프로그램 운영의 실증 자료를 장

기 종단으로 수집하는 데이터베이스를 구축 및 운영

  · 다양성 사업 기획부
- 학내외 소수자 인권 문제를 모니터링하는 기구를 운영

- 문화적 다양성을 확보하는 활동을 계획하고 실행
- 소수자 학생의 요구조사를 통해 필요한 지원 프로그램을 기획하고 운영

- 소수자 학생 모임에 다양한 심리학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등 학과 지원 제공

  · 지역사회 연계협력부
- 지역사회-대학의 연결을 강화하여 지역사회 현장에서 심리 서비스 프로그램을 기

획하고 수행
- 학계의 지원을 지역사회에 연결하여 참여형 연구 수행

- 학생의 연구 참여 및 실습 일환으로 지역사회 기관 자원봉사 참여 체계화

  · 상담 및 심리치료 센터
- 재난 피해 지원을 위한 전문 인력 양성 노력 및 상담 훈련

- 심리 서비스 수행 역량을 체계적으로 훈련하는 프로그램을 구성
- 경제적 취약 계층의 정신건강 서비스 접근성 강화와 양질의 전문 인력 양성 도모

- 지역민들의 정신건강 문제를 돕는 기관으로서의 역할 수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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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 사업

 1) 학술연구사업

순번 제         목
연구
책임자

연구기간

1
다차원적 공감능력과 사회적 행동: 발달적, 정신 
병리적, 신경생물학적 접근

김혜리
2013.05.01.~
2014.04.30

2
형사재판의 유무죄 판단 역치: 합리적 의심의 초
월의“양적 해석“

박광배
2013.09.01.~
2014.08.31

3
진술분석 최근 해외활용 현황 및 국내 발전 방안
에 관한 연구

박광배
2014.06.01.~
2014.11.30

4
해외 주요국가의 사례 분석을 통한 국민 참여재판 
배심원 선정절차의 개선방안

박광배
2014.07.01.~
2014.11.30

5 암묵적 집단 간 편향에서의 타인의 영향에 대한 연구 박상희
2013.05.01.~
2015.04.30

6 프랙탈에서 예술작품까지:  아름다움의 과학 이승복
2013.09.01.~
2015.08.31

7
얼굴지각에서의 언캐니 벨리 현상에 대한 실험심
리학적 접근

정우현
2014.12.01.~
2015.11.30

8 일화기억과 의미기억 간의 차이를 이용한 거짓말 탐지 엄진섭
2015.05.01. 
~2016.04.30

9 과거추적을 통한 노년기 자아통합 연구 최수현
2015.07.01. 
~2016.06.30

10
얼굴지각에서의 언캐니 벨리 현상에 대한 실험심
리학적 접근(2년차)

정우현
2015.12.01. 
~2016.11.30

11
심리검사(K - BDI - ll, K - BAI, K - BHS, 
KPRC) 수화판 개발

황순택
2016.04.01. 
~2017.03.31

12 재난정신건강지원을 위한 교육 프로그램 및 인력양성 유성은
2016.09.01. 
~2017.08.31

13
감성측정 데이터 기반 인지심리모형 및 평가 프로
세스개발

김혜리
2016.02.05. 
~2016.11.30

14 노년기 사회기능향상 프로그램의 개발 및 효과검증 김영경
2016.09.01. 
~2017.08.31

15
오정보 유형과 인지양식이 오정보 효과에 미치는 
영향: 새로운 실험재료의 개발 및 적용

한유화
2016.09.01. 
~2017.08.31

16
배심원들의 배심 설시문 이해 증진을 위한 연구: 
검사를 통한 학습증진 효과 

박광배
2016.11 .01. 
~2017.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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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번 제         목
연구
책임자

연구기간

17
얼굴지각에서의 언캐니 벨리 현상에 대한 실험심
리학적 접근

정우현
2016.12.01. 
~2017.11.30

18
재난정신건강 지원을 위한 교육 프로그램 개발 및 
인력양성

유성은
2017.09.01. 
~2018.06.30

19
감성측정 데이터 기반 인지심리모형 및 평가 프로
세스개발(2차년도)

김혜리
2017.05.15. 
~2017.11.30

20 자전적 기억이 자기 개념에 미치는 영향 김영경
2017.07.01. 
~2018.06.30

21
배심원들의 배심 설시문 이해 증진을 위한 연구: 
검사를 통한 학습증진 효과

박광배
2017.11 .01. 
~2018.10.31

22
자극에 대한 시각 경험과 자각 없는 시각처리의 상
호작용에 대한 뇌의 정보처리 메카니즘 규명(1년
차)

정우현
2018.07.01. 
~2019.02.28

23
배심원 의사결정 과정에 대한 개인의 역치 모형: 
유죄판단에 대한 무죄 표상의 영향

한유화
2018.07.01. 
~2019.06.30

24
다양한 노인집단의 정서조절에 관한 연구: 최후통
첩게임에서의 정서조절(1차년도)

김혜리
2018.07.01. 
~2019.06.30

25
재난정신건강지원을 위한 교육 프로그램 개
발 및 인력양성

유성은
2018.07.01.
~2019.06.30

26
신산업 융합 스트레스 관리 시스템 및 서비
스 모델 개발

김혜리
2019.01.01.
~2019.12.31

27
자극에 대한 시각 경험과 자각 없는 시각처
리의 상호작용에 대한 뇌의 정보처리 메카니
즘 규명(2년차)

정우현
2019.03.01.
~2020.02.29

28
다양한 노인집단의 정서조절에 관한 연구: 최
후통첩게임에서의 정서조절(최종년도)

김혜리
2019.07.01.
~2020.12.31

29
재난 정신건강지원을 위한 교육 프로그램 개
발 및 인력양성

유성은
2019.07.01.
~2019.08.31

30
배심원 의사결정 과정에 대한 개인의 역치 모
형: 유죄판단에 대한 무죄 표상의 영향(2년)

한유화
2019.07.01.
~2020.06.30

31
자극에 대한 시각 경험과 자각 없는 시각처리의 상
호작용에 대한 뇌의 정보처리 메카니즘 규명(3년
차)

정우현
2020.03.01.
~2021.02.28

32
기억 특성에 나타나는 자전적 기억의 자기향상기능
(2년차)

김영경
2020.07.01.~
2021.0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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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현장연계사업

순번 제      목
연구

책임자
연구기간

1 2013 충청북도 재난 피해자 심리 관련 지원 사업 유성은
2013.01.01.~
2013.12.31

2 충북 지역사회 정신건강 진단조사 유성은
2013.12.01.~
2014.02.28

3 2014 재난피해자 심리관리 지원사업 연구 유성은
2014.01.01.~
2014.12.31

4 2015 재난피해자 심리관리 지원사업 유성은
2015.01.01.~
2015.12.31

5 학교폭력 예방 어울림 프로그램 임성문
2013.09.01.~
2014.02.28

순번 제         목
연구
책임자

연구기간

33 
자살위기 예측요인 규명: 지역사회 기반 코호트 연구
와 인지통제 실험 연구로부터의 융합적 근거(1년차)

유성은
2020.07.01.~
2021.06.30

34
배심원 의사결정 과정에 대한 개인의 역치 모형: 
유죄판단에 대한 무죄 표상의 영향(3년차)

김영경
2020.07.01.~
2021.06.30

35
기울기 착시를 이용한 외곽형태와 내부 구성성분의 
상호작용 규명(1년차)

정우현
2020.07.01.~
2021.06.30

36
(2차년도)경계성 인격장애 전향적 임상코호트 구축 
및 한국형 변증법행동치료의 유효성 평가를 위한 
전향적 무작위 배정 임상시험 

최현정
2021.08.20.~
2022.04.30

37
자극에 대한 시각 경험과 자각없는 시각처리의 상
호작용에 대한 뇌의 정보처리 메카니즘 규명

정우현
2021.03.01.~
2021.11.30

38
심상을 활용한 청소년 대상 사회불안장애 단기 치
료 프로토콜 개발 및 효과 검증(최종)

안정광
2021.05.01.~
2021.10.31

39
자살위기 예측요인 규명: 지역사회 기반 코호트 연
구와 인지통제 실험 연구로부터의 융합적 근거(1년
차)

유성은
2021.07.01.~
2022.06.30

40
기억 특성에 나타나는 자전적 기억의 자기향상기능
(3년차)

김영경
2021.07.01.~
2022.06.30

41
(최종종료) 기울기 착시를 이용한 외곽형태와 내부 
구성성분의 상호작용 규명

정우현
2021.07.01.~
2022.12.31

42
단기기억 내 기억용이성 효과의 신경학적 기반 탐
색

정수근
2022.03.01.~
2023.0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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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국제개발연구소

가. 설립목적
충북대학교 국제개발연구소는 국제개발에 관련한 이론 개발, 중앙부처,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들이 발주하는 공적개발원조 사업 (ODA, Official Development Assistance)의 
위탁추진, 공적개발원조 사업의 평가 및 성과관리, 기타 국제개발사업에 대한 업무를 추진

하여 국제개발 이론 개발과 아울러, 우리나라가 수행하는 공적개발원조 사업 및 기타 국제
개발사업의 효과적인 추진을 지원하고자 함.

충북대학교 국제개발연구소는 공적개발원조 및 국제개발과 관련한 다양한 연구 및 학술 
교류를 통해 네트워크를 구축함과 동시에 연구 성과를 학계 및 정부ㆍ사회와 공유하여 국

가적, 전지구적 발전에 이바지 하고자 함.

6
기초학력 증진 및 정서, 행동 발달 지원: 학습종합
클리닉

황순택
2013.10.01.~
2013.12.31

7 충북 지역사회 정신건강 진단조사 유성은
2013.12.01. 
~2014.02.28

8 2014 재난피해자 심리관리 지원 사업 연구 유성은
2014.01.01. 
~2014.12.31

9
학생정신건강 지역협력모델상담프로그램 위탁운영
사업

황순택
2014.07.01. 
~2015.01.31

10 2015 재난피해자 심리관리 지원 사업 유성은
2015.01.01.
~2015.12.31

11 인지기능 향상 프로그램 - 1 김영경
2016.04.05. 
~2016.09.13

12 사회기능 향상 프로그램 - 1 김영경
2016.10.19. 
~2017.03.07

13 사회기능 향상 프로그램 - 2 김영경
2017.03.14. 
~2017.05.02

14 인지기능 향상 프로그램 - 2 김영경
2017.05.10. 
~2017.08.29

15 인지기능 향상 프로그램 - 3 김영경
2018.03.08. 
~2018.06.28

16 인지훈련 지도사 과정 - 1 김영경
2018.06.27. 
~2018.0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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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연혁

1978. 4. 28. 충북대학교 국제관계연구소 설립(국제관계연구소 규정 1978. 3. 28.
규칙 제23호)

1999. 6. 12. 충북대학교 사회과학연구소 산하에 사회정책연구센터, 국제관계연구
센터, 지방자치연구센터, 지역개발연구센터, 환경보전연구센터로 확대·
개편(사회과학연구소 규정 1999. 6. 12. 규칙 제 507호)

2017. 2. 4. 2017년한국지방자치학회동계학술대회(주제: 한국과일본의ODA 정책비교)
2. 6. 교육 분야 ODA 사업의 추진현황과 향후과제
3. 17. 효과적인 ODA 연구를 위한 분석방법론 콜로키움(1)
3. 29. 효과적인 ODA 사업 운영체계모델 개발연구를 위한 ODA 콜로키움
4. 28. 충북대학교 사회과학연구소 산하에 사회정책연구센터, 행동과학연구

센터, 지방정부연구센터, 국제관계 연구센터, 지역경제연구센터, 사회
적 기업 연구센터 및 ODA연구센터로 확대·개편(충북대학교 학교규정
제1287호)

4. 29. 효과적인 ODA 연구를 위한 분석방법론 콜로키움(2)
5. 19. 2017년 한국자치행정학회 춘계학술대회(주제: 효과적인 ODA 사업추

진을 위한 수원국 유형화와 정책적 시사점)
5. 21. 효과적인 ODA 연구를 위한 분석방법론 콜로키움(3)
5. 26. 2017년 한국지방행정학회 춘계학술대회(주제: ODA 사업 효과성 요인

들의 인과관계)
8. 9.∼11. 7th International Conference on Business, Education, Law and

Sustainable Development
(주제: Exploring the Combinations of Conditions Affecting the
Successful ODA Projects to Developing Countries)

8. 30. ODA 평가의 질 확보를 위한 ODA 평가지표 이해
9. 28.∼30. 15th ISQOLS Annual Conference, IFCW (International Forum on

Community Wellbeing)(주제: Discovering the Configurations of the
Factors Affecting the Effectiveness of ODA : Application of QCA)

11. 2. 3rd International Public Sector Conference(IPSC) 2017 and 2nd
Comparative Asia Africa Governmental Accounting (CAAGA) Conference
2017 (말레이시아 학술대회)(주제: ODA for Disaster Risk Reduction
and Vulnerable People to Disaster)

12. 15. 2017년한국자치행정학회동계학술대회(주제: 재난취약계층관점의 ODA
및 SDGs 데이터구축방향 : 장애인의도시공공이미지분석틀설계)

12. 22. The 5th International Conference on Interdisciplinary Research Theory
and Technology(주제: Discovering the configurations of the factors
affecting the effectiveness of ODA: Application of QCA)

2018. 2. 21. 2018년 한국지방자치학회 동계학술대회(주제: OECD 국가들의 OD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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효과성영향요인)(주제: KOICA와 JICA 비교연구: 조직적특징을중심으로)
4. 25. How to make ODA projects more successful?
5. 2. In Search of the Good Governance: The Case of Malaysia
5. 25. The 7th Korea-Japan Crisis & Emergency Management Seminar(주제:

Public Image of City for Vulnerable People against Disaster: Case
Study in Cheongju city)

6. 14. 7th International forum on Community Wellbeing. Global Community
Wellbeing Model Research: Findings and Future Directions (홍콩 학술
대회)(주제: Constructing Causal Loops between ODA Projects and
Na-tional Happiness in Less Developed Countries: Application of
Systems Thinking)

6. 29. 2018년 한국정책분석평가학회 하계학술대회(주제: 젠더 특성 기반 수
원국 선정 프레임 연구)(주제: 공적개발원조 사업 평가 경험 연구)

7. 20. 2018년 한국지방행정학회 하계학술대회(주제: Identifying the causal
loops affecting the implementation process of ODA projects)

8. 31. 2018년 한국지방자치학회 하계국제학술대회(주제: OECD 국가들의
ODA 효과성 결합조건 탐색)(주제: 지속가능발전목표 평가와 사회적경
제 가치측정의 정합성 연구)

11. 2. 2018년 한국비교정부학회 4차 산업혁명 시대의 다양한 문제 해결을
위한 공유·협력·융합 컨퍼런스(주제: 국제개발협력분야 연구경향 분석
과 정책적 시사점)

11. 2. 2018년 한국정책분석평가학회 추계학술대회(주제: 노상주차 현황과 안
전성 제고를 위한 개선방향)(주제: 공공가치 모델 기반 푸드플랜 분석)

11. 15. 3rd Comparative Asia Africa Governmental Accounting Conference
(CAAGA) 2018(주제: Analysing the Successful Conditions Affecting ODA
Projects)(주제: Safety Improvement related with On-Street Parking)

2019. 5. 1. 충북대학교 국제개발연구소 신설(충북대학교 학교규정 제1383호,
2019.5.1.),기존국제관계연구센터와 ODA연구센터 기능 이관

10. 18. ‘청년 사회적기업가’ 세미나(주체: 지역에서의 청년사회적기업의 역할)
10. 26. 2019 추계공동학술세미나(주체: 다문화사회,이민정책그리고사회통합)
11. 05. 제1회 충북대학교 국제개발연구소 콜로키움(주제: 지적재산권 활용과 사

회적경제활성화: 권리만료특허・실용신안의특징과해외진출시유의점)
12 14. 한국행정학회 동계학술대회 및 정기총회(주체: 현장중심의 행정학으

로, 국민의 눈 높이에 맞게(2))
12 20 2019년 한국자치행정학회 동계 국제학술대회 및 정기총회(주체: 제4차

산업혁명시대의 포용국가와 지역발전)
2020. 1. 17. 지방행정학회 동계학술대회(주체: 지방분권과 주민참여)

2. 6. 제2회 충북대학교 국제개발연구소 콜로키움(주체: Policy Guidelines f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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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S Regulation)
3. 1. 2020학년도 교육과정 개편(안)(교양교육과정 개편(안): 교양과목의 신

설, 변경, 폐지; 전공교육과정 개편(안): 융합전공 신설, 부전공 신설,
교과목의 평가방법 변경; 교육과정운영지침 개정(안): 제8차 종합발전
계획 수정계획의 인재상 등 반영)

7. 17. 2020 대학(원)생 적정기술 활용 아이디어 공모
7. 24. 2020년도 경인행정학회·한국지방행정학회 공동하계학술대회

(주제: 정부간 행정관계와 재정분권)
10. 16. 2020년한국자치행정학회추계공동학술대회

(주제: 지역사회문제해결을위한지역정책과정의 혁신)
10. 16.~17. The 2st Transportation & ITS policy International Conference –2020

(주제: Transportation & ITS Policy and Industrial Economy
Revitalization (TIPIER))

11. 9.~20. 2020 제2회 대학(원)생 적정기술 활용 아이디어 공모전
12. 18. 2020년한국자치행정학회동계공동 국제학술대회

(주제: 지방정부위기관리와포용적지역발전 전략)
2021. 2. 18. 제1회 3개 대학 연구소 공동학술대회(주제: 사회적경제와 지역발전)

4. 28. ODA 사업의 효과성 제고를 위한 분야별 개발협력 전략 세미나
(공공행정 분야)

4. 30. 과학기술정책과 국제개발협력(포럼)
5. 26.~31. 제3회 대학(원)생 적정기술 활용 아이디어 공모전
5. 26. ODA 사업의 효과성 제고를 위한 분야별 개발협력 전략 세미나

(보건분야)

다. 조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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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사업내용

 1. ODA (Official Development Assistance, 공적개발원조) 운영체계 모델 개발 연구
 2. ODA 평가 및 성과관리체계 개발 연구

 3. ODA 역량강화를 위한 훈련 프로그램 개발 연구
 4. ODA를 통한 사회적경제 모델수립 및 정책연구

 4-1. 2019 인문사회연구소지원사업(한국연구재단)
 5. 글로벌 개발협력 거버넌스 연구

 6. ODA 글로벌 생태공동체 관련 사업
 6-1. 2021 KOICA 글로벌연수사업(KOICA)

 7. 기타 국제개발협력분야에 관한 연구

마. 국제개발연구소 홈페이지 : http://www.idi21.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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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자연과학연구원

1) 과학교육연구소

가. 설립목적

충북대학교 과학교육연구소는 법정연구소로 설립되었으며, 과학교육의 진흥과 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교수 학습 연구, 자료 개발 및 보급, 과학교육 진흥 활동의 육성 및 지원 
등과 관련된 연구를 목적으로 하는 기관이다.

기존의 기초과학연구소들이 대체로 이공계열의 전문 학술연구기관이어서 신기술이나 지
식을 연구 개발하는 것을 주목적으로 하고, 인문계열의 연구소는 대체로 인문학 분야의 지
식을 교환하고 의사소통하는 것을 주목적으로 하는데 비하여, 과학교육연구소는 과학지식

이라는 주제에 대하여 학교 현장 또는 학교밖 활동을 통하여 어떻게 적절하게 교육이 수
행될 수 있는지를 연구한다는 측면에서 다른 연구소들과는 상당한 차이가 있다. 우선 이공
계열 연구소들처럼 특허를 출원하거나 새로운 지식을 생산하여 논문을 출원하는 것이 주
된 목표가 아니므로 본 연구소를 기존의 이공계열 연구소와 동일하게 성격을 규정할 수는 
없다. 그보다는 오히려 과학교육과 관련된 연구 결과들을 공유하고 의사소통하는 것이 중
요하다는 측면에서 오히려 인문계열의 연구소와 더 유사한 활동적 성격을 가진다고 이해

하는 것이 적절하다. 그러나 본 연구소에서 다루어지는 핵심적인 주제는 과학 지식의 교육
적 의사소통이므로 인문계열 연구소들과도 다르다. 따라서 본 연구소는 이공계와 인문계의 
성격을 융합한 학제적 연구소에 해당한다고 성격을 규정할 수 있다. 

나. 연구소의 역할, 기능 및 조직

본 연구소의 주된 활동 영역은 과학, 수학, 정보과학 분야의 교수 학습 연구, 교수학습 자
료개발, 교육관련 정보의 공유 및 의사소통, 과학영재 교육사업, 지역사회를 위한 과학교육
의 진흥 활동 등이다. 이러한 영역에 따라서 현재 이루어지는 활동들을 보면 다음과 같다.
 - 과학, 수학, 정보과학 등에 관한 교육과정 연구

 - 교수 활동 분석 연구 및 자료 개발
 - 학생의 과학학습 과정 연구 
 - 교원의 재교육에 관한 연구
 - 정보의 수집과 정리 및 출판
 - 관련기관과의 협조 및 공동사업 실시
 - 외국 연구소와의 교류 및 공동연구 

다. 연혁

1981. 3. 1. 과학교육연구소 설립
황긍연 교수 소장 취임

1983. 3. 20. 이병춘 교수 소장 취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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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87. 3. 20. 황긍연 교수 소장 취임
1989. 3. 1. 임종술 교수 소장 취임
1991. 3. 1. 김대식 교수 소장 취임
1993. 3. 1. 강상준 교수 소장 취임
1995. 3. 1. 안병균 교수 소장 취임
1996. 3. 1. 성은모 교수 소장 취임
1998. 3. 1. 박인근 교수 소장 취임
2000. 3. 1. 국동식 교수 소장 취임
2002. 3. 1. 김창석 교수 소장 취임
2004. 3. 1. 국동식 교수 소장 취임
2006. 3. 1. 김익균 교수 소장 취임
2006. 9. 1. 류관희 교수 소장 취임
2008. 9. 1. 오원근 교수 소장 취임
2010. 9. 1. 류관희 교수 소장 취임
2012. 3. 1. 오원근 교수 소장 취임
2016. 3. 1. 강상순 교수 소장 취임

라. 조직

소  장

운영위원회논총
편집위원장 과학 영재교육 위원회

연구부 기획부
방과후
과학교육
지원센터

디지털
교육

미디어센터

과학교육연구소는 과학교육에 관계되는 제반 연구 및 개발과 과학교육 진흥을 위한 후

진 양성 및 연구에 그 설립 목적이 있다.

마. 부서별 주요업무

직 명 주요 업무
소  장 연구소를 대표하고 업무를 총괄하며 소속직원을 지휘 감독

운영위원회 연구소 운영에 관한 업무 심의
편집위원장 논총 편집업무 총괄, 편집위원회 소집
연 구 부 과학 및 수학, 정보과학교육의 과정, 방법의 연구 개발
기 획 부 과학 및 수학, 정보과학교육에 자료의 수집, 개발, 보급, 현장지도 및 강연회 개최
과학영재
교육위원회

초, 중, 고교 과학 영재 교육 사업 심의 운영.
방과 후 과학교육지원센터, 디지털 교육미디어 센터, 하이브리드 컴퓨팅 센터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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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 기능

 1) 과학 및 수학교육에 관한 교육과정 연구 및 개발 
 2) 과학 및 수학교육에 관한 학습지도 연구 및 개발 

 3) 교육 자료의 수집, 연구 및 개발 
 4) 교원의 재교육에 관한 연구 

 5) 정보의 수집과 정리 및 출판 
 6) 관련기관과의 협조 및 공동사업 실시 

 7) 외국 연구소와의 교류 및 공동연구 
 8) 기타 과학교육진흥에 관한 사항 

사. 주요 연구활동

 1) 과학교육연구논총 발간(매년 2회) 
 2) 임용고사 대비 학술세미나 (매년)

 3) 초청강연회 및 자체학술세미나(매년)

2) 기초과학연구소

가. 설립 목적

기초과학은 자연현상에 대한 이해를 추구하는 학문으로 인간의 세계관, 우주관에 절대

적인 영향을 미칠 뿐만 아니라, 근본 원리에 대한 발견이 획기적인 원천기술의 발전으로 
이어지기 때문에 대학뿐만 아니라 국가적으로 적극 육성해야 할 분야이다. 그러나 근래 들

어 과 학기술계에 닥친 이공계 기피현상 그리고 응용과학을 중시하는 과학기술에 대한 경
제논리로 인하여 기초과학의 중요성이 간과되고 있다. 그리고 최근의 과학분야는 과거의 

단일기술에서 소위 정보통신기술, 나노기술, 바이오기술, 환경기술들이 접목되는 융합기술
의 형태로 전환되는 양상이다. 이런 시대적 흐름에 따라 융합기술의 원천이 되는 기초과학

의 중요성과 투자에 대한 사회적인 공감대를 형성하는 일은 매우 중대한 일이다. 기초과학
연구소는 국가경쟁력 제고와 선진 과학기술국 진입을 위해 국가적으로 절실히 요청되는 

과학기술의 역할의 중요성을 깨닫고 기초과학연구의 질적 향상 및 각 분야의 창조적 연구
를 수행하기 위하여 1978년 설립되어, 충북 지역의 기초과학 분야 거점연구소로서 그 역할

을 수행하고 있다.

나. 연혁

1978. 미생물연구소 설립
1979. 국립학교 설치령 개정령에의하여 미생물학 연구소를 환경과학 연구소로

개칭
1979. 5. 미생물 연구소 직무대리로 김창한 교수 임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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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82. 4. 환경과학연구소장으로 김창한 교수 임명
1985. 3. 국립학교 설치령 개정령에 의하여 기초과학 연구소로 명칭을 변경
1985. 3. 기초과학연구소장으로 홍성렬 교수 임명
1987. 3. 기초과학연구소장으로 정창훈 교수 임명
1989. 3. 기초과학연구소장으로 김동원 교수 임명
1991. 3. 기초과학연구소장으로 이병춘 교수 임명
1993. 3. 기초과학연구소장으로 최정도 교수 임명
1994. 10. 기초과학연구소장으로 임동일 교수 임명
1996. 3. 기초과학연구소장으로 정장해 교수 임명
1998. 4. 기초과학연구소장으로 유성초 교수 임명
2000. 4. 기초과학연구소장으로 한승기 교수 임명
2002. 4. 기초과학연구소장으로 양덕조 교수 임명
2004. 9. 기초과학연구소장으로 권수한 교수 임명
2006. 9. 기초과학연구소장으로 김영환 교수 임명
2008. 9. 기초과학연구소장으로 정용석 교수 임명
2010. 9. 기초과학연구소장으로 정용제 교수 임명
2012. 9. 기초과학연구소장으로 최상훈 교수 임명
2014. 9. 기초과학연구소장으로 김천휘 교수 임명
2016. 9. 기초과학연구소장으로 강병원 교수 임명
2018. 9. 기초과학연구소장으로 이철우 교수 임명
2020. 9. 기초과학연구소장으로 이대영 교수 임명

다. 연구소의 조직 및 업무

충북대학교 기초과학연구소 규정 제 3, 4, 6, 7, 8, 9조는 자연과학 교육의 질적 향상과 
자연과학의 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기초과학 각 분야의 연구와 이에 관련된 종합적인 연구

를 관장하기 위하여 아래와 같은 위원회, 연구부 및 필요한 부서를 설치하도록 정하고 있
다. 충북대학교 기초과학연구소의 운영은 각 연구부의 부장으로 구성된 임원과 운영위원회

로 구성되어 있다. 운영위원회는 연구소 운영의 중요한 사항의 협의 및 결정을 하고 있으
며, 이에서 결정된 연구소 주요 사업 및 학술활동은 각 연구부장과 센터장을 중심으로 진

행한다.
 1) 소      장 : 연구소를 대표하며 제반업무를 통괄

 2) 간행위원회 : 연구소 논문집 발간에 따른 논문의 심의 및 논문의 편집
 3) 운영위원회 : 연구소 운영과 연구활동에 관련된 중요사항 심의

 4) 간      사 : 연구소 제반 업무를 보좌
 5) 수학연구부 : 순수 및 응용 수학 분야에 관한 연구

 6) 통계학연구부 : 순수 및 응용 통계학 분야에 관한 연구
 7) 물리학연구부 : 이론 및 실험 물리학 분야에 관한 연구

 8) 화학연구부 : 이론 및 실험 화학 분야에 관한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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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 생명과학연구부 : 식물학, 동물학, 미생물학, 생화학분야에 관한 연구
 10) 지구과학연구부 : 지질학 및 천문학 분야에 관한연구 

 11) 생물정보학 연구센터 : 유전체 및 단백체의 구조 및 기능에 관한 연구 
 12) 나노과학기술 연구센터 : 나노구조를 갖는 물질의 기본연구 및 실용화를 위한응용연구

 13) 기능성신물질 연구센터 : 기능성 신물질의 연구개발 및 기본 연구 
 14) 친환경상온자기냉각연구센터 : 친환경 첨단융합기술개발 연구

 15) 통계분석지원센터 : 통계분석 상담 및 통계분석 교육 연구
 16) 행정실 조교 : 연구소 행정사무

총장

간행
위원회 연구소장 운영

위원회

간사

행정실

수
학
연
구
부

통
계
학
연
구
부

물
리
학
연
구
부

화
학
연
구
부

생
명
과
학
연
구
부

지
구
과
학
연
구
부

생
물
정
보
학
연
구
센
터

나
노
과
학
연
구
센
터

기
능
성
신
물
질
연
구
센
터

친
환
경
상
온
자
기
냉
각
연
구
센
터

통
계
분
석
지
원
센
터

라. 발전방향

기초과학연구소는 설립이래로 교육부의 기초과학특성화 사업을 통하여 국내 기초 과학
의 저변을 확대시키는 데 기여하였고 특히 1997년도에는 6개 자연과학분야가 특성화분야

로 지정되었으며, 1999년도에는 교육부 중점연구지원사업과제에 선정되어 6년간 성공적으
로 수행했다. 2013년 3월부터 2015년 2월까지 한국연구재단, 지질자원연구원, 한국천문연

구원, 지식경제부,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 등의 정부기관과 민간기업으로부터 100개 이상, 
65억원 이상의 연구비 총액을 수주하였다. 기초과학연구소는 이러한 양적인 성장에 머물지 

아니하고 질적인 성장을 이루기 위하여 여러 가지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기초과학연구소는 자연과학대학 연구원들의 연구과제 관리기관으로서 연구비 관리를 보

조하여 투명하고 바람직한 연구비 집행을 돕고 있다. 한국연구재단, 한국지질자원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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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천문연구원, 중소기업청, 보건복지부 등의 정부기관 뿐만 아니라 민간기업의 연구과제
와 사업을 홍보하여 연구원들의 연구과제 신청을 유도하기 위하여 노력하고 있으며 선정 

후 과제 수행과 관련하여 연구비를 관리하고 연구비 집행을 보조하고 있다. 그리고 통합형 
과제 및 대형국가 과제의 적극유치 등 기초과학연구의 종합적인 지원지관으로 발전을 바

라보고 있다. 본교 교수님들로 이루어진 비전임연구원 외에도 연구소 전임연구원 및 연수
연구원, 과제참여연구원들을 관리함으로서 연구인력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힘쓰고 

있다. 또한 연구수주 또는 수행, 연구 성과 사후관리에 직·간접적으로 도움이 되는 다양
한 연구소 자체 지원사업을 수행하고 있다.

기초과학학연구소는 연구소의 본질적인 역할인 연구비 관리 외에도 기초학문분야 활성
화를 위한 다양한 활동을 하고 있다. 국제 및 국내 학술대회 개최하고, 그 분야에 저명한 

외부인사를 초청하여 세미나를 개최함으로서 학생 및 연구원들에게 폭넓은 정보를 접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매년 자연과학연구 논문집을 발행하는 

등 학문 교류의 장을 마련하기도 한다. 그리고 매년 학생 및 시민들을 초청하여 그 분야에 
저명한 내부 교수님들의 전문 강연을 제공하는 자연과학특강을 개최하여 기초과학에 대한 

관심을 높여 기초과학학문의 대중화에 기여하고 지역사회에 봉사하는 기관으로 자리매김
하고 있다. 자연과학특강 외에도 매년 외부 교육기관을 방문하는 강연을 제공하여 자연과

학 및 기초학문 대중화에 앞장서고 있다. 이와 같이 기초과학연구소는 기초과학분야 충청
지역거점연구소로서 종합적인 지원기관으로 발전하기 위하여 노력하고 있다. 

마. 홈페이지 : http://bsri.cheongju.co.kr/

3) 바이오연구소

가. 설립목적
첨단 과학기술이 사회전반의 발전을 주도하게 될 21세기를 맞이하여 세계 각국은 생명

과학의 지식을 토대로 하는 두뇌집약형, 에너지 절약형, 고부가가치형, 무공해형 기술인 바
이오기술에 대한 연구를 경쟁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우리나라 정부도 이 분야를 핵심 전략

산업으로 선정하여 1983년에 유전공학 육성법을 제정하였으며 1985년부터 대학 부설 유전
공학 연구소에 연구비를 지원함으로써 국내의 연구기반을 조성, 확대해 나가고 있다. 충북

대학교는 이와 같은 국가적 요구에 부응하고, 이 분야의 가용 연구 인력을 결집하여 유기
적인 연구체계를 구축함으로써 연구의 효율성과 실용성의 극대화, 고급 연구 인력의 양성 

및 배출, 지역사회의 균형적 발전에 이바지하고자 유전공학 연구소를 1986년 12월 5일에 
충북대학교 부설기관으로 설립/발족하였다. 이후 1990년 3월 6일에 국립대학 설치규정 개

정령에 의해 법정 연구소로 승격되었다. 유전공학연구소의 명칭을 바이오연구소로 개명하
였으며, 포스트게놈 시대의 다양한 생명과학 연구를 능동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많은 노

력을 기울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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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연혁

1986. 12. 5. 충북대학교 규칙 제 172호에 의거 설립
1986. 12. 10. 초대 연구소장에 김치경 교수 임명
1989. 3. 1. 제 2대 연구소장에 김치경 교수 임명
1990. 3. 6. 국립대 설치규정 개정령 ( 대통령령 제 12,941호 )에 의거 법정연구소

로 됨
1991. 3. 1. 제 3대 연구소장에 김영창 교수 임명
1993. 3. 1. 제 4대 연구소장에 이영남 교수 임명
1994. 4. 연구소 이전 및 공동기기실 확장
1995. 3. 1. 제 5대 연구소장에 임재윤 교수 임명
1997. 3. 1. 제 6대 연구소장에 조태주 교수 임명
1997. 9. 유전공학연구소 기기실 및 사무실 이전
1999. 3. 1. 제 7대 연구소장에 이찬희 교수 임명
2001. 3. 1. 제 8대 연구소장에 장수익 교수 임명
2002. 바이오연구소로 개명
2003. 3. 제 9대 연구소장에 김영창 교수 임명
2005. 3. 제 10대 연구소장에 최수영 교수 임명
2005. 9. 제 11대 연구소장에 조남정 교수 임명
2007. 9. 제 12대 연구소장에 이동훈 교수 임명
2009. 9. 제 13대 연구소장에 김영창 교수 임명
2010. 9. 제 14대 연구소장에 조태주 교수 임명
2013. 9. 제 15대 연구소장에 노동현 교수 임명
2015. 9. 제 16대 연구소장에 오병운 교수 임명
2017. 9. 제 17대 연구소장에 이영희 교수 임명
2019. 11. 제 18대 연구소장에 이성근 교수 임명
2022. 3. 제 19대 연구소장에 조성진 교수 임명

다. 조직 및 기능

 1) 생물유전체 연구부: 분자계통분류, 분자생태, 환경 생태, 생물 다양성에 관한 연구
 2) 발생/줄기세포 연구부: 분자발생, 줄기세포, 진화발생, 재생의학에 관한 연구

 3) 면역 연구부: 암, 항체, 기초 면역, 비만, 염증, 진단에 관한 연구
 4) 생화학 연구부: 기초 생화학, 단백질, 분자생물, 구조, 신호전이에 관한 연구

 5) 생물공학 연구부: 대량생산, 생물공정, 생물화공, 바이오신소재, 합성생물에 관한 연구
 6) 분자생리 연구부: 대사경로, 메타지놈, 극지생물, 생리활성, 노화에 관한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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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이오연구소는 생명과학의 기초연구 수행을 지원하며 이를 바탕으로 한 미래의 첨단 
바이오산업 발전에 기여하기 위하여 설립되었으며, 이러한 설립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1) 

연구원의 연구활동 지원 (2) 연구부의 운영 (3) 산업체와의 교류협력과 같은 활동들을 추진
하고 있다.

 (1) 연구원의 연구활동 지원

- 각종 정부 및 지자체, 기업체, 연구기관에서 발주되고 있는 신규 연구과제에 관한 정
보를 연구원들에게 안내한다.

- 연구과제 신청, 선정 과제의 연구비 집행 관련 전반 업무를 지원한다. 
- 최신 연구 학술 내용의 공유를 위해 국내외 학술대회 및 세미나 개최를 지원한다. 

- 연구원간 공동연구 체제의 구축을 위한 회의 경비를 지원한다.
- 첨단 기자재 및 학술정보를 제공하여 연구의 효율성을 높인다.

- 국내외 연구기관과의 공동연구 및 인력 교환을 위한 보조연구원 제도를 활용한다.
- 해외유학생 유치 활동 및 외국인 유학생의 연구를 지원한다.

- 학술대회 발표용 포스터 출력기를 운영하여 연구원의 편의성을 도모하고 연구결과물
의 공유에 기여한다.

 (2) 연구부 운영

- 미래지향적인 특성화된 연구부를 설치하고 운영한다.
- 원천기술 확보를 위한 기초기반지식 개발하고 이를 논문 및 특허를 통해 국가 연구

개발에 기여한다.
- 전임연구원을 확보하고 연구의 수월성과 효율성을 지원하기 위하여 물적, 행정적으로 

지원한다. 



484� � Ⅷ.� 연구소

- 다학제간 연구체제 구축하여 연구의 시너지를 유도한다.
- 연구공간의 확보를 위해 노력한다.

 (3) 산업체와의 교류 협력

- 산학협동 연구의 활성화를 위해 산학연 인사의 초청 세미나 및 협력 연구를 지원한다.
- 지역산업체에 기술 제공 및 협력 관계를 구축하여 연구과제의 공동 수행 및 제품 개

발 등 구체적 성과로 발전시킨다.
- 학부생 고학년 및 대학원생의 현장학습을 통해 연구 장비 및 실험법의 공동 활용을 

지원한다. 

라. 발전방향

21세기는 생명과학의 시대로서, 이제는 유전자 분석을 넘어 유전자의 산물인 단백질의 
기능을 총체적으로 규명하는 것이 필요하다. 또한, 인간 이외의 다른 종에서의 유전체 연

구가 필요하다. 아울러 요즈음 각광을 받고 있는 줄기세포 연구, 첨단 질병 치료법으로 화
제가 되고 있는 발생/분화 및 재생에 관한 연구가 필요하다. 이상과 같은 필요성에 의해 

본 연구소는 우리의 전문화/특성화를 위한 장기계획을 다음과 같이 수립하였다.

 1) 연구부 운영
생명과학의 핵심분야 연구를 수행하는 다음과 같은 연구부를 운영하면서 연구원간의 공

동 협업연구의 활성화를 유도하고자 한다. 
 (1) 생물유전체 연구부

 (2) 발생/줄기세포 연구부
 (3) 면역 연구부

 (4) 생화학 연구부
 (5) 생물공학 연구부

 (6) 분자생리 연구부
 

 2) 공간 확보
실험실습 기자재의 공동 사용을 위한 공간 등 전임연구교수 및 연구원이 연구소의 중점

연구를 수행할 수 있도록 연구공간을 확보하도록 한다. 

 3) 전임교수 및 연구원의 확보
현재 본 연구소는 충북대학교 자연과학대 생명과학부와 약학대학, 수의과대학, 공과대

학 일부 학과의 교수들이 겸임 연구원으로 참여하고 있으며, 각 교수들은 대학원생(석
사 및 박사과정생)을 지도하고 있다. 또한 박사 졸업 후 연수연구원, 전임연구원 및 초

빙교원, 리서치펠로우를 확대하고자 한다. 특히 리서치펠로우 및 연수연구원은 한국연
구재단에서 이를 지원하기 위한 과제가 있는 만큼 이와 연결하여 이들의 연구활동을 지

원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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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연구원의 연구활동 지원
 (1) 홈페이지 구축 및 활성화

 (2) 홈페이지의 게시판 및 전자 메일링을 통한 연구정보 서비스 제공
 (3) 외국 석·박사과정 유학생의 적극 유치 

 (4) 기자재 대여 사업 
 (5) 연구비 관리 행정 지원 및 연구 인센티브 지원

 5) 학술대회 개최 : 학술대회의 개최를 통하여 바이오 관련분야의 학술교류 기회를 마련

하고자 한다. 지금까지 유전공학연구소 개소 10주년 기념 국제 학술 심포지움, Protein 
Chip 연구회와의 공동 심포지움, 합성생물학 국제 학술대회 등 국제 학술대회를 개최

한 바 있고, 최근에는 국내 및 자체 학술대회를 통한 연구 활성화에 주력하고 있다. 

 6) 소속교수, 소속연구원(학생 등)을 위한 실험 교육 프로그램 등 운영
기존의 학과 단위에서 개최하기 어려운 실험교육 및 영문 논문 작성법 강좌, 통계 강좌 

등을 통해 교육 활성화를 추구하고자 한다.

 7) 지역 산업체, 지역사회와의 협력관계 구축
본 연구소는 지역사회의 발전을 위해 충청북도와 지속적으로 협력하고자 한다. 특히 오

송/오창 지역을 중심으로 하는 생명과학단지의 여러 국가기관, 지역 산업체, 지자체와 
적극 협력하고자 한다. 또한, 노벨과학상이나 science day를 통해 중고교생의 과학에 

대한 관심을 높이고, 생명과학 분야에 우수한 인재가 진입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
력하고자 한다.

 8) 산학 협동 연구의 활성화

산업체와의 위탁연구를 활성화할 수 있도록 연구원의 연구 분야, 기술 분야 등을 잘 홍
보할 수 있도록 한다. 현재 녹십자, 젠바디, 바이오니아 등의 생명과학 관련 산업체의 

CEO나 실무진을 초빙하여 다수의 세미나를 개최하면서 장기적 협업의 토대를 마련하고 
있다.

 9) 벤처기업 지원 및 연구원의 벤처창업 지원

연구소 내에 벤처기업을 유치하거나 벤처 기업과의 공동연구를 활성화하고자 한다. 그
리고 연구원의 벤처창업을 지원하여 연구결과의 산업화 및 실용화를 촉진한다. 

 10) 국내·국외의 공동연구, 인력교환 및 학술활동 수행

본 연구소는 타 연구소 및 산학연 주체와의 협력을 강화하여 연구역량을 높이고자 한
다. 본 연구소의 이에 대한 실적은 다음과 같다. 

ㆍ 베트남 국립 위생 및 전염병 연구소(NIHE), 호치민 파스테르 연구소와 협정체결 
(2002.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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ㆍ 주성대학 바이오공학과와의 연구인력 교류를 위한 학연 협약체결 (2003. 5.)
ㆍ 연구소 보조연구원의 한국생명공학연구원 파견, 공동연구 수행 (2004 – 현재)

ㆍ 산업체에 대학원생 파견 및 공동 연구 수행, 산업체 직원의 교육지원 (산학협력)
ㆍ 경영학 분야 전문가 초청을 통한 창업 관련 세미나 진행 (학제간 교류) 및 창업 기

업체의 CEO 및 실무진과의 공동교육 

4) 나노과학기술연구소

가. 설립목적

반도체산업의 소자 집적기술이 그 한계성을 드러내면서 물질의 기본단위인 원자 및 분

자 수준 조작, 신개념 기능성 소재 및 고성능 소자개발을 위한 나노기술(Nano- 
Technology: NT)이 요구됨에 따라 충북대학교는 2002년 8월 19일 나노기술과학연구소를 

설립하였다. 나노기술 기반의 반도체 정보기술(IT)과 생명과학(BT)의 특성화를 장기발전계
획으로 추진하고 있는 충북대학교는 차세대 과학기술인 나노기술(NT) 연구센터 설립을 통

해 국가 나노 R&D 사업 유치 및 나노기술인력양성 프로그램을 추진하고 있다. 충북대학교 
나노과학기술연구소는 충북도내의 오창산업단지 및 오송보건의료과학단지와 연계하여 IT, 

BT 및 ET 등의 핵심 기반기술을 개발하고 신기술 벤처 창업을 유도하며, 충북대학교가 중
부권 최대의 NT 산업 핵심전략지역으로 부상토록 하는데 절대적인 역할을 다하고자 한다.

나. 연혁

2002. 08. 19 나노과학기술연구소 설립
2002. 08. 19 초대 소장 최중범 교수 취임
2008. 04. 해외 글로벌 리서치 센터 유치(해외 파트너 : 캠브리지대 캐번디시연구소)
2016. 09. 01 2대 소장 김동현 교수 취임
2021. 03. 01 3대 소장 이만희 교수 취임

다. 조직 및 연구분야

 1) 나노소자기술연구부: 나노스케일 전자소자, 광소자 및 소자전산모사 등의 연구개발
 2) 나노소재기술연구부: 나노스케일 유기, 무기, 신소재 합성, 광소재, 전기재료, 나노자성 

박막 재료등의 연구개발 
 3) 나노측정/분석기술연구부: 나노스케일 SEM , T AFM 측정, 구조분석, 초미세 공정, 

MEMS 등 의 연구개발
 4) 나노회로/시스템기술연구부: 나노회로설계, 나노논리회로설계, 나노시스템설계, 나노회

로전산모사, 나노회로모델링등의 연구개발 
 5) 나노바이오/환경기술연구부: 나노바이오칩, 의료센서, 환경센서 등의 연구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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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발간위원회 운영위원회

라. 연구소 주요활동

나노과학 기술(Nano Technology)과 관련된 고성능 기능성 나노 신소재의 탐색, 나노구
조체의 형성기술, 공정기술 및 물성 연구, 나노구조의 분석 및 평가기술, 나노구조의 이론적 

연구 및 양자 전산 연구 등 나노 과학의 전반적인 기초 및 응용 연구를 진행한다. 이러한 
연구를 기반으로 나노과학기술의 연구거점 구축, 응용기술 및 산업화 기술 개발, 나노과학

기술의 학제 및 산학 협동 연구체계 확립을 통한 국가 경쟁력 확보, 전문 인력의 양성 및 
학술연구의 활성화를 통한 신교육과정의 개발 등을 목표로 운영한다.

 1) 세부추진사업 내용
  (1) 나노기술연구지원
   - 워크숍개최 
   - 논문집발간 
   - 연구과제 적극 참여
  (2) 국가 나노 R&D 및 산학연구 프로젝트 유치 
   - 과기부 국가 나노기술 R & D 유치 및 국가나노 Fab 적극 참여 
   - 산자부 지역별 나노소자산업화 지원센터 유치 
   - 삼성전자, SK하이닉스, LG화학 및 중소 전자소재부품기업과의 나노 관련 산학프로

젝트 유치
  (3) 나노인력양성교육프로그램
   - 대학원 물리학과 연구장비개발전공 협력 추진   
   - 연구장비 전문교육기관 지원
   - 나노기술교육 프로그램 기획,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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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나노관련 벤처창업 유도 
   - 충청북도 지원으로 오창산업단지 및 오송보건의료과학산업단지와 연계하여 IT, BT 

및 ET 등의 핵심 나노기반기술분야 개발 
   - 이들 기술들과의 접목을 통한 나노신기술벤처창업을 유도

[충북대학교 종합발전계획에 부합하는 연구소의 역할]

라. 홈페이지: http://www.inst.re.kr, 043-249-1647 / 043-261-3621

5) 산업응용수학연구소

가. 설립목적

정보화산업이 발달하면서 암호·정보이론, 통신이론, 금융이론, 수리바이오 빅데이터 분

석 등이 필수적인 연구분야로 대두되고 있다. 사회가 발전하여 복잡도가 증가하면서 순수과
학, 응용과학 등 많은 분야의 이론이 더욱 복잡하고 다양화되면서 이러한 복잡하고 다양한 

여러 현상을 순수이론을 바탕으로 설명하려는 연구가 전 세계적으로 활발히 수행되고 있다. 
또한, 선진 여러 나라에서 차세대 컴퓨터와 통신망인 양자 컴퓨터, 양자통신의 개발을 위하

여 전력을 다하고 있는 추세이다. 순수수학과 응용수학 분야에 연구의 경향과 환경이 국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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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적으로 급변하여 산업에 직접 응용하고, 활용하여 신산업의 창출과 기존 산업의 발전에 
직접 공헌해야 한다는 사회적 요구와 기대에 부합하여 ʻ̒산업수학(industrial mathematics)ʼʼ
이란 이름하에 수학의 새로운 활용분야의 창조가 시도되고 있다. 본 연구소는 이러한 학문
의 흐름과 사회적 요구에 부합하는 순수이론의 개발과 실무 적용을 위한 응용이론을 개발

하여 순수과학의 발전은 물론 응용과학과 산업의 발전에 기여하고 세계적 연구능력을 갖춘 
우수한 연구인력의 양성에 기여하고자 한다.  

나. 연혁
2002. 09. 03 금융수학연구소 설립 (규칙 600호)

09. 11 오원태교수 초대 소장 취임
2004. 09. 11 이석종교수 제2대 소장 취임
2006. 09. 11 윤재헌교수 제3대 소장 취임
2008. 09. 11 김영희교수 제4대 소장 취임
2010. 09. 11 이승온교수 제5대 소장 취임
2012. 09. 11 지운식교수 제6대 소장 취임
2013. 08. 19∼23 제 8회 무한차원 해석학과 양자 확률론에 관한 직지 워크샾
2014. 08. 22∼26 35th International Conference on Quantum Probability and Related

Topics 개최
09. 11 지운식교수 제7대 소장 취임

2015. 06. 27 2015 한국전산응용수학회(KSCAM) 학술발표대회 개최
07. 29∼31 The 10th Jikji Workhshop on Infinitie Dimensional Analysis and

Quantum Probability 개최
2016. 03. 11 Mini workshop on noncommutative probability space and related topics

개최
06. 09∼11 2016 충청수학회 정기총회 및 연구발표회 개최
09. 09∼10 Special Week Concentrated on IDAQP 개최
11. 14 산업응용수학연구소로 명칭 변경

2017. 03. 01 이승온교수 제8대 소장 취임
09. 25∼27 12th Jikji-Workshop onInfinite Dimensional Analysis and Quantum

Probability 개최
2018. 03. 01 윤재헌교수 제9대 소장 취임

06. 08∼09 2018 충청수학회 학술대회 및 정기총회 개최
2019. 04. 12 권오상교수 제10대 소장 취임

06. 13∼15 2019 충청-호남 수학회 공동 학술대회 주관
2020. 08. 17∼21 ‘2020 수학과 교육에 대한 교류’ 학술대회 주최
2021. 03. 10 김세정교수 제 11대 소장 취임

07. 19∼23 ‘2021 수학과 교육에 대한 교류’ 학술대회 주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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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조직

총 장

간  사 연구소장 운영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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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대학교 산업응용수학연구소 규정에 의하여 순수수학, 응용수학 및 산업수학의 발전

을 도모하기 위한 각 분야의 연구와 이에 관련된 종합적인 연구를 관장하고 산업응용수학
의 우수인력 양성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아래와 같이 운영위원회 및 4개의 연구

부를 설치하고 있다. 

  - 연구소장 : 김세정교수 (수학과)
  - 금융수학연구부장 : 지운식교수 (수학과)

  - 암호수학연구부장 : 고두원교수 (수학과)
  - 수리생명정보연구부장 : 권오상교수 (수학과)

  - 빅데이터연구부장 : 신재민교수 (수학과)
  - 운영위원회 : 소장 및 부장

라. 연구활동
 1. 국제학술회의 개최 
  매년 국내·외 저명 학자를 초청하여 국제학술회의 개최하여 관련 학문의 교류 및 연구 

의 활성화를 촉진한다. 

 2. 집중강연회 및 학술세미나 개최
  산업응용수학분야에 관련된 최신 정보교환, 공동연구를 추진하기 위하여 국내외 관련 학

자들을 초청하여 집중강연회 및 학술세미나를 수시로 개최함으로써 학제간 연구의 활성
화와 연구 인력양성에 기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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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동아리 활동 지원
  연구소 각 부서에 부장을 지도교수로 하는 대학원생 및 학부학생들로 구성된 동아리를 

조직하고 그 활동을 적극 지원함으로써 산업응용수학의 문제발굴은 물론 전문 인력양성 
에 기여한다. 

 4. 연구지원

  산업체 위탁연구 및 위탁교육, 교육부와 미래창조과학부의 기초과학 및 산업응용수학 육
성 연구과제와 대학연구과제의 수주를 위한 학제간 융합연구와 산업응용수학 관련 연구

를 적극 지원한다.

마. 향후 사업계획

  21세기 과학기술의 선진국을 지향하는 한국은 기초학문의 연구와 교육을 활성화하여 기
초과학을 발전시켜야 한다는 것이 각계의 공통된 의견이다. 그 중에서도 가장 기초가 되는 

수학의 발전이 자연과학, 사회과학은 물론 모든 응용과학에 발전의 밑거름이 됨은 주지의 
사실이다. 수학은 자연과학의 기반이 될 뿐만 아니라 경제학, 사회학, 공학, 미술, 음악과 

같은 예체능계에 이르기까지 다양하게 응용되어가는 현대의 사조에 발맞추어 산업응용수
학연구소에서는 다음과 같은 향후 사업계획을 수립하여 본 연구소의 목표를 달성하고 국

내 최초의 금융수학거점연구소로 출발한 산업응용수학연구소는 순수수학, 응용수학 및 산
업수학 전반의 발전에 크게 공헌하고자 한다.

  - 국제적 수준의 산업응용수학관련 연구수행 
  - Postdoc 및 전임연구원 확보 및 석·박사 양성 

  - 산업응용수학 관련 학술회의 및 세미나의 정례화 
  - 국내외 관련 연구소 및 관련 학자들과 긴밀한 정보 교환 및 주도적인 공동 연구 활성화 

  - 산학협동을 추진하여 지역산업 발전에 기여

바. 홈페이지 : http://iiam.cbnu.ac.kr
                  E-mail : rimf@chungbuk.a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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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천체물리연구소

가. 설립목적

천체물리연구소는 교육부와 한국과학재단이 공동으로 선발하는 리더연구자지원사업인 
창의과제 선정을 바탕으로 천체물리 분야에 대한 전문적이고 종합적인 연구수행 및 이와 
관련된 학술, 교육, 사업교류 등을 통해 해당지역과의 관계증진에 기여하고자 설립하였다. 
연구소의 중접 수행사업인 외계행성에 대한 연구는 전문가들뿐만 아니라 일반인들에게도 
중요한 관심의 대상이다. 따라서 본 연구소의 사업을 통해 이룰 성과는 국민들에게 큰 관
심을 불러일으킬 수 있을 것이다. 특히 과학 분야에 처음 노출되거나 입문하는 어린이와 
청소년들에게 원대한 꿈을 가질 수 있게 할 것이다. 그리고 과학계뿐만 아니라 전 세계의 
일반인들에게도 한국 과학기술 수준을 효과적으로 알릴 수 있는 절호의 기회가 될 것이다. 

나. 연혁

2009. 7. 6 충북대학교 천체물리연구소 설립
2009. 8. 7 연구소장 한정호교수 취임

다. 조직

연구소에 외계행성연구센터, 행성자료분석센터, 지원사업부를 두고 있으며, 연구소 운영

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해 운영위원회를 두고 있다.

라. 연구분야

  - 천체물리 분야의 연구개발
  - 천체물리 기술보급 및 연구인력 양성
  - 외부기관의 위탁용역 연구
  - 학술 정보 교환 및 학술자료 편찬
  - 국내·외 관련 연구기관과의 협력
  - 그 밖에 연구소의 목적에 부합되는 사업

마. 홈페이지 : http://astroph.chungbuk.ac.kr/~if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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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줄기세포·재생의학연구소 (ISCRM)

가. 설립목적

줄기세포·재생의학 연구소는 수의학, 의학, 약학, 생명과학, 공학 등에서 줄기세포를 
포함한 재생의료 연구를 통하여 미래 의료산업을 주도하고 건강증진 및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하는데 그 설립 목적이 있으며, 배아줄기세포, 성체줄기세포 및 유도만능줄기세포 
등의 다양한 만능세포주의 개발·응용 기반의 다학제간 융합연구 및 줄기세포·재생의학 

연구기반 구축을 통한 중개·재생의학 연구의 활성화 및 인재를 양성하고자 함

나. 연혁

2011. 한국 독일 줄기세포 재생의학 국제협력 교류 착수
2012. 독일 BCRT-충북대-충북도-오송첨단의료산업진흥재단 공동연구협약
2012. 한·독 줄기세포 재생의학 심포지엄 개최
2013. 한·독 줄기세포 재생의학 국제공동연구소 설립. 초대 소장 故 장수익

교수
2013. 한·독 줄기세포 재생의학 워크샵 개최
2014. 제2대 소장 김응국교수
2015. 6. 한국과학기술단체총연합회, 춘계 심포지움 공동개최

2015년 충북과학기술 생명과학포럼 “종양과 동물모델”
2015. 10. 제3대 소장 현상환교수
2015. 10. 15년도 1차 운영위원회 개최, ‘충북대학교 줄기세포 재생의학 연구소’

로 명칭변경 및 조직확대: 독일, 미국, 프랑스, 중국 및 일본 등 다수
국가와의 국제공동 확대를 위한 개편

2015. 10. 한국연구재단지원 해외우수신진연구자 지원과제 신청 및 선정
일본 도쿠대학 박사학위자 소경하박사 채용

2015. 11. 충북도 중대형 과제“실용화중심 재생의학 연구센터”신청
2015. 11. 연구소 현판식 및 세미나 개최
2016. 1. 신경과학 전문가그룹 브레인웨이브와 공동 심포지엄 개최
2016. 2. 대한민국 국회 헌정회 정책연구위원회 공동 세미나 개최

ʻ̒한중 줄기세포와 재생의학 연구개발 방향ʼ̓
2016. 6. 한국과학기술단체총연합회와 공동 춘계 심포지엄 개최

ʻ̒최신의 재생의학분야 연구동향 및 연구기법ʼʼ
2016. 7. 2016 국제줄기세포학회(ISSCR) 학술상 수상, 김은혜 간사
2016. 11. 과학기술포럼-생명과학포럼“인간의 건강과 환경”한국과기총연합회 공

동개최
2017. 5. 한국연구재단 해외우수연구기관유치사업(GRDC),

미국 존스홉킨스 대학과 공동연구 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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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 11. 성봉수의학술제 공동주최(충북대학교 수의과대학, 동물의학연구소, 동
물병원)

2018. 5. 춘계 심포지엄 개최 “흑색종 질환모델 중대동물 개발”
2018. 5. 2018년 농생명산업기술개발사업 선정 (5년, 25억원)

연구사업명 “인체질환모델 중대동물 개발”
2018. 6. 2018 국제줄기세포학회(ISSCR) 학술상 수상, 김미래 간사
2018. 7. 현상환소장, 제28회 과학기술우수논문상 수상
2018. 11. 성봉수의학술제 개최
2019. 5. 2019 대한수의학회 우수포스터상 수상, 김미래 간사
2019. 8. 2019 한국발생생물학회 우수발표상 수상, 윤준철박사, 황선웅박사
2019. 10. 성봉수의학술제 공동주최

한국과학기술총연합회, 추계 심포지엄 공동개최
2019. 11. 2019 충북과학기술 생명과학포럼 “악성전염병 대처 One Health”
2020. 6. 수의생명공학 연구회 개최
2020. 7. 하계 세미나 개최_유전자 편집 기법을 활용한 알츠하이머 질환 치료

에 관한 연구
2020. 8. 하계 세미나 개최_ 생명공학에 활용 가능한 실험용 미니돼지 생산
2020. 9. 제5대 소장 박영석 교수
2020. 11. 2020 성봉수의학술제 공동주최 및 후원

다. 조직 및 기능

 - 연구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연구, 조직운영, 재정의 측면으로 구분하여 연구소 운
영계획을 수립

 1. 연구

본 연구소는 대학의 부설기관으로서 독립적 연구 공간을 확보하고, 전문 전임교원을 임
용함으로써 연구와 교육의 효율성과 경쟁력을 높임 

연구소내 효율적인 사업추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부서를 두며 각 부서의 업무는 다음
과 같음

  - 학술연구부: 유도만능줄기세포, 배아줄기세포, 성체줄기세포 관련 기초 확립 및 분화
연구, 관련 재생의학 연구, 차세대시퀀싱기법 활용연구, 난치성 질환 환

자 맞춤형 유도만능줄기세포주 확립연구, 만능세포 활용 플랫폼 구축, 중
대동물 질환모델 개발, 관련 중개의학 및 다학제간 산학연 융복합 연구 

등에 관한 사항 
  - 기획총괄부： 연구소 전반의 연구사업 기획 및 관리, 연구 결과의 국내외 홍보, 기타 

연구소 운영에 관한 사항
  - 국제협력부： 국제 공동 연구 및 국제 교류협력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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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조직 운영 
  ① 운영위원회: 운영위원회는 소장을 위원장으로 하고, 위원회에서는 연구소 운영에 필

요한 규정, 예산, 구성원 조정 등, 연구소의 전반적인 운영 담당
    1) 연구소 사업계획 수립 및 평가

    2) 연구소 예산 및 결산
    3) 연구소 사업추진에 관한 제규정의 제정 및 개폐

    4) 전임연구원 탐색 및 임용에 대한 심의 
    5) 연구인력/연구시설공간/실험실습기자재의 구입 및 활용에 관한 사항   

    6) 기타 연구소 운영에 관한 사항
  ② 평가위원회: 내, 외부 인사로 구성, 매년 연구소의 연구 및 교육의 국내외 경쟁력 평가

하며, 연구소 참여 교수가 발표한 국제적인 연구업적을 대외적으로 홍보
    1) 사업의 발전을 위한 연차평가

    2) 중간평가 및 종합평가 실시
    3) 사업의 발전방안 제시 

  ③ 자문위원회: 자문위원회는 줄기세포, 재생의학, 중개의학 및 융복합 산학연 전문분야 
관련 교내외 인사 10인 이내로 구성하며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연구

소장의 자문에 대응함. 자문단은 또한, 교육, 연구, 산학협력 등 전반적
인 운영의 계획 심의 등에 관한 자문을 담당

    1) 사업방향의 조언
    2) 산학연관 협조 체제의 유지

    3) 기타 연구사업에 필요한 사항
 3. 재정 

  - 연구소의 재정은 연구비와 국가 또는 보조단체의 연구보조금 및 기타 수입금으로 충
당함

라. 목표 및 비전

 목표 : ISCRMʼs Core Goal 2029
       국내외 줄기세포 및 중개·재생의학 관련 다학제간 융복합 공동연구 확대 
       세포치료 및 중개의학분야 응용성을 확대한 비즈니스 모델 발굴 

       줄기세포 응용 플랫폼 구축 및 실용화 선도를 통한 재정자립형 연구소
 비전: ISCRMʼs Core Vision 2029
      국제과학비즈니스 벨트 글로벌 선도 산학연 연구소

마. 단기 발전목표 (2017~2022)

 기초연구 

  종양유형별 차세대시퀀싱(NGS) 기반 유전체 분석 및 주요유전자 발굴
  모계유래 희귀성 질환별 NGS 기반 유전체 분석 및 주요 유전자 발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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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난치성질환 환자 유래 만능세포주 개발 및 실용화 연구
  줄기세포의 초기발달 및 리프로그래밍 기전 규명

 응용연구

  각종 종양, 대사성 질환 및 유전학적 난치성 질환 등을 포함한 관련분야 융복합 공동연
구 및 중개연구 연계 시스템 구축

  유전자 편집기술 및 체세포핵이식 기술을 활용한 중대동물 질환모델 생산 효율 개선 연구
  중개·재생의학분야 적용을 위한 중대동물 질환모델 생산기지 구축

  배아줄기세포, 유도만능줄기세포 관련 원천기술 개발 
  종양오가노이드 및 장기칩 응용 기술 실용화

 다학제간 융합 및 산학연계

  개별 기초·응용연구결과에 대한 다학제간 융복합 공동연구 연계 시스템 구축
  생체적합성에 부합하는 인공 생체 이식재료 및 의료기기 개발

 국내외 전문가 협의체 

  국내외 줄기세포 및 재생의학 분야 전문가 네트워크 구축
  ISCRM 전문가위원, 공동연구원 및 자문위원으로 위촉

 행재정 분야 

  연구소 조직 재정비를 통한 중부권 핵심 연구소로 발돋움
  인적구성: 신임전임교원 2인, 박사후연구원 2인, 행정직원 1인

  해외우수신진연구자 지원사업을 통한 박사후연구원 채용 예정
  재정지원: 연구소 소속 공동연구원의 연구과제 수주를 통한 간접비로 충당

바. 중장기 발전목표 (2017~2029)

 기초연구 

  줄기세포를 이용한 종양유형별 플랫폼 구축
  줄기세포를 이용한 모계유래 희귀성 질환별 플랫폼 구축

  난치성질환 환자 유래 만능세포주 확보 및 특허 보유: 국내외 세포주 판매
  3D 응용 기술 접목을 통한 만능줄기세포 실용화 사업 발굴 

 응용연구

  중개·재생의학분야 적용을 위한 중대동물 질환모델 생산기지 구축을 통한 난치성 
질환 모델 생산 및 특허 보유

 다학제간 융합 및 산학연계

  개별 기초·응용연구결과에 대한 다학제간 융복합 공동연구 플랫폼 구축을 통한 산업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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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체재료 생산 및 생체친화형 의료기기 개발을 위한 기술도출 및 상용화

 국내외 전문가 협의체 
  국내외 줄기세포 및 재생의학 분야 전문가 네트워크 구축

  ISCRM 전문가위원, 공동연구원 및 자문위원으로 위촉

 행재정 분야 
  수익사업을 통한 재정자립형 연구소 구축 및 국제 실용화 선도 연구소

  인적구성: 신임전임교원 4인, 박사후연구원 4인, 행정직원 2인
  해외우수신진연구자 지원사업을 통한 박사후연구원 채용 예정

  재정지원: 연구소내 연구내용별 국가연구과제 수주를 통한 간접비로 충당

 연구소 core 시스템 구축을 통한 바이오랩 연구지원·협력 사업 
 수익사업을 통한 관련 실험실 연구비 지원 및 협력

 교내 우수 석박사과정생 장학금 지원사업

사. 국내외 전문가 협의체 구성

 해외 
  Berlin-Brandenberg Center for Regenerative Therapies (BCRT), Charite 

  University Medicine Berlin (MOU 체결)
  미국 존홉킨스대학 신경줄기세포분화 연구소 (MOU 체결)

 국내

  고려대 종양줄기세포 연구실 (19년도말 MOU 체결 추진)
  동국대 만능줄기세포 연구실 (19년도말 MOU 체결 추진)

  성원메디컬 의료기기 충북산업체 공동연구 수행
  크로넥스 충북산업체 공동연구 수행

  터보소프트 충북산업체 공동연구 수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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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생태환경독성연구소

가. 설립 목적

  생태환경독성 연구소는 자연계 생태 환경 내 다양한 형태로 존재하는 독성유해물질의 체계
적인 모니터링, 환경독성 및 보건위해성 평가, 검출·진단시스템 및 대응제제 개발연구 수행

을 통해 녹색 환경기술 산업 증진 및 지속가능한 생태환경 기술개발에 그 설립 목적이 있다.

나. 연혁
2014. 4. 생태환경독성연구소 설립, 초대 연구소장 김양훈 교수 취임

다. 연구소의 조직 및 업무

  생태환경독성연구소는 효율적인 사업추진을 위해 3개의 연구부(학술연구부, 기획총괄부, 
국제협력부)와 연구소 운영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한 운영위원회를 두고 있다.

 1) 학술연구부 : 생태환경독성 연구의 ʻ환경 독성유해물질의 체계적인 모니터링ʼ, ʻ환경독성 

및 보건위해성 평가ʼ, ʻ검출·진단시스템 및 대응제제 개발연구ʼ, ʻ생태환경 관리 통합 컨
텐츠 기술 개발ʼ, ʻ심포지움 전문가 초청 세미나 개최ʼ 및 연구용역관리 등에 관한 사항 

 2) 기획총괄부：연구소 전반의 연구사업 기획 및 관리, 연구 결과의 국내외 홍보, 기타 
연구소 운영에 관한 사항

 3) 국제협력부：국제 공동 연구 및 국제 교류협력에 관한 사항
 4) 운영위원회 : 운영위원회는 센터장을 위원장으로 하고, 위원회에서는 사업단 운영에 

필요한 규정, 예산, 사업단 구성원 조정 등, 사업단의 전반적인 운영을 담당 
 5) 평가위원회 : 내, 외부 인사로 구성, 매년 연구센터의 연구 및 교육의 국내외 경쟁력 

평가하며, 연구센터 참여 교수가 발표한 국제적인 연구업적을 대외적으로 홍보
 6) 자문위원회 : 자문위원회는 가축 중독증 관련 미생물학, 환경공학, 수의학, 생화학, 생

물학 저명인사 5인 이내로 구성하며 교육, 연구, 산학협력 등 전반적인 운영의 계획 
심의 등에 관한 자문을 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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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향후 연구활동 및 사업계획

 1) 환경 독성유해물질의 체계적인 모니터링 
   - 환경유해물질의 모니터링 및 통합진단 치료 시스템 개발 연구 

   - 화학물질, 중금속 및 생물독소에 의한 질병 유발 감지 체계 구축 
 2) 환경독성 및 보건위해성 평가

   - 환경에 따른 환경성 질병 관리 기술 제시 
   - 환경성 질병별 피해양상 및 환경/인체/ 독성 분석

 3) 검출·진단시스템 및 대응제제 개발연구   
   - 사전 예방을 위한 가축 피해 유발물질의 중화제제 및 치료제제 개발 

   - 독성 및 질환 발생 사전 예측 관리, 사전 예방 시스템 개발 
 4) 생태환경 관리 통합 컨텐츠 기술 개발   

   - 연구개발 기술의 Field 분석을 통한 실용화 연구  
   - 환경성 질환의 조기 대응을 위한 사전 예방법 교육, 현장 지도  

   - 연구결과 기반 데이터베이스 구축 연구 
 5) 심포지움 전문가 초청 세미나 개최 및 기타 연구소와 관련된 사업

마. 홈페이지 : http://ceet.chungbuk.ac.kr/web/index.php

9) 방사광가속기융합연구소

가. 설립목적

충북 오창에 구축되는 방사광가속기를 이용한 연구개발사업의 효율적인 운영·관리 및 

방사광 가속기를 활용한 바이오, 의학, 에너지, 소재 등 다양한 충북 특화 연구분야의 연구
개발 활성화를 위한 선순환적 생태계를 마련하여 학문발전과 지역발전, 나아가 국가발전에 

이바지하고자 함

나. 연혁

2021. 05. 충북대학교 방사광가속기융합연구소 설립
2021. 05. 27. 초대 연구소장 박우윤 교수 취임
2021. 08. 25. 충북과총과 공동으로 다목적방사광가속기 활용증진 기반 구축을
위한 컨퍼런스 개최
2021. 10. 01. - 12. 30. KBSI 방사광 가속기 응용분야 실습교육 용역 시행
2021. 11. 03. 충북과총과 공동으로 오창 다목적방사광가속기 수요 인력양성 기
반 구축 방안 토론회 개최
2021. 11. 17. 충북과총과 공동으로 오창 방사광가속기를 활용한 충북 바이오-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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료산업의 육성 전략 포럼 개최
2022. 03. Bio-PRIDE 공유대학 내 방사광융합학과 신설
2022. 05.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가속기 인력양성사업 수주

다. 조직 및 기능

연구소에 기초과학연구센터, 의료산업센터, 제약산업센터, 소부장센터, DNA센터, 산업
기술융합센터를 두고 있으며, 연구소 운영 전반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 의결하기 위해 

운영위원회를 두고 있음

소 장

부 소 장

운영위원회 자문위원

기초과학
연구센터

의료산업
센터

제약산업
센터

소부장
센터

DNA센터
산업기술
융합센터

바. 주요사업

- 가속기연구소 기반 글로벌 연구역량 고도화
- 제약·바이오·의료산업, 소재·부품 산업 등 충북 지역산업 전용빔 구축 및 활용 사

업 지원
- 오창 방사광가속기 구축 지원 및 인력 양성 사업

- 방사광가속기 D.N.A 센터 구축지원 및 AI·BigData SW개발 사업
- 산학연 클러스터 협력체계 구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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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보건의료과학연구원

1) 약품자원개발연구소

가. 설립목적

  약품자원개발연구소는 약품자원을 조사 연구하여 새로운 의약품 개발 창제하기 위한 기

본적 연구와 제약기술 발전 및 산학 협동에 이바지 하고자 1969년 12월 1일에 설립하여 
현재에 이르고 있으며, 제반시설과 우수한 인적자원을 활용하여 다양한 천연 및 합성화합
물로부터 각종 약품자원 및 신제형 개발을 위한 지속적인 연구를 수행 중이다.

나. 연혁

1969. 12. 충북대학교약품자원개발연구소신설, 초대연구소장박정섭교수취임
1979. 5. 충북대학교 약학대학 부설 약품자원개발 연구소 규정 제정
1986. 12. 약학논문집 제1권 발행
1991. 10. 제1회 신약개발심포지움 개최
1992. 9. 법정화에 따른 연구소 규정 개정
1998. 11. 신약개발국제심포지움(일본 동북대)
1999. 11. 학술진흥재단 중점지원 연구소 선정
2001. 3. 제18대 연구소장 한건 교수 취임
2002. 1. 제19대 연구소장 오기완 교수 취임
2002. 11. 제12회 신약개발심포지움 개최
2003. 11. 제13회 신약개발심포지움 개최
2004. 1. 제20대 연구소장 윤여표 교수 취임
2006. 1. 제21대 연구소장 이명구 교수 취임
2006. 9. 약대50주년기념 국내심포지움 개최 (국내연사 7인)
2006. 12. 연구소 약학논문집 제21권 발행 및 전자 출판
2006. 12. 연구소 소식지-2006 전자 출판
2007. 5. 고려인삼학회 공동 주관 (국내연사 21인, 국외연사 1인)
2007. 11. 신약개발 국제심포지움 개최 (국내연사 4인, 국외연사 3인)
2007. 12. 연구소 약학논문집 제22권 발행 및 전자 출판
2007. 12. 연구소 소식지-2007 전자 출판
2008. 1. 제22대 연구소장 김영수 교수 취임
2008. 4. 한국응용약물학회 공동 주관 (국내연사 21인)
2008. 6. 신약개발 국제심포지움 개최 (국내연사 6인, 국외연사 4인)
2008. 10. 3주기 부속연구시설 평가자료 제출
2008. 12. 신약개발 2nd 국제심포지움 (국내연사 7인, 국외연사 3인)
2008. 12. 연구소 약학논문집 제23권 발행 및 전자 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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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 12. 신약개발 국제심포지움 (국내연사 3인, 국외연사 7인)
2009. 12. 연구소 약학논문집 24권 발행 및 전자 출판
2010. 1. 제23대 연구소장 이용문 교수 취임
2010. 4. 수지상세포 심포지움 공동 주관(국내연사 10인)
2010. 4. 한국응용약물학회 춘계학술대회 공동 주관(국내연사 20인)
2010. 11. 신약개발 국제심포지움 개최(국내연사 3인, 국외연사 7인)
2011. 11. 한국응용약물학회춘계학술대회공동개최(국내연사15인, 국외연사10인)
2011. 11. 신약개발 국제심포지움 개최(국내연사 6인, 국외연사 4인)
2011. 12. 1월∼12월 정기세미나 개최(국내연사 29인, 국외연사 1인)
2012. 1. 제 24대 연구소장 정연복 교수 취임
2012. 10. 한국응용약물학회추계학술대회공동개최(국내연사16인, 국외연사10인)
2012. 12. 1∼12월 정기세미나 개최(10회, 국내연사 14인, 국외연사2인)
2012. 12. 연구소 약학논문집 27권 발행 및 전자출판
2013. 12. 1∼12월 정기세미나 개최(10회, 국내연사19인, 국외연사 2인)
2013. 12. 신약개발 국제심포지움 개최 (국내연사 7인, 국외연사 5인)
2013. 12. 연구소 약학논문집 28권 발행 및 전자출판
2014. 1. 제25대 연구소장 이종길 교수 취임
2014. 12. 1월∼12월 정기세미나 및 여름학기 세미나 개최(9회, 국내연사 17인,

국외연사 2인)
2014. 12. 아시안 네트워크 구축 (아시아권 6개 대학과 학술협력체결)
2014. 12. 아시안네트워크구축심포지움개최 (국내연사 11인, 국외연사 6인)
2014. 12. 연구소 약학논문집 29권 발행 및 전자출판
2015. 6. 신약개발 국내 심포지움(2015 SYMPOSIUM ON DRUG DISCOVERY)

개최 (국내연사 7인)
2015. 12. 1월∼12월 정기세미나 개최(14회, 국내연사 27인)
2015. 12. 연구소 약학논문집 50권 발행 및 전자출판
2016. 3. 제26대 연구소장 이희순 교수 취임
2018. 3. 제27대 연구소장 박일영 교수 취임
2019. 3. 제27대 연구소장 유환수 교수 취임
2019 12.. 아시안 네트워크 심포지움 개최(국내연사 2인, 국외연사 3인)
2021. 3. 제29대 연구소장 유환수 교수 연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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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조직

연구소장

운영위원회
행정실

편집위원회

학

술

부

기
초
약
품
연
구
부

자
원
개
발
부

약
효
검
정
부

제
제
개
발
부

약
품
분
석
부

안
전
성
연
구
부

  ◦ 운영위원회 : 연구소의 운영 전반에 관한 사항 결정
  ◦ 편집위원회 : 약학논문집 및 연구소보 발간

  ◦ 행정실 : 서무, 보안, 회계에 관한 업무
  ◦ 학술부 : 학술행사 및 세미나 관련 업무

  ◦ 기초약품연구부 : 물리, 화학, 생화학 및 면역학 등 생명약학의 기초연구 담당
  ◦ 자원개발부 : 천연 또는 합성물질에서 약품자원의 개발에 관한 연구 담당

  ◦ 약효검정부 : 약품자원의 약효 및 작용기전에 관한 연구 담당
  ◦ 제제개발부 : 새로운 제제의 개발 및 품질관리에 관한 연구 담당

  ◦ 약품분석부 : 약품자원의 분석화학적 연구 담당
  ◦ 안전성연구부 : 약품자원의 안전성에 관한 연구 담당

라. 기능 및 연구활동

 1) 기능 및 역할

  약품자원개발연구소는 1969년 약학대학 부설연구소로서 발족한 이래, 비전임 연구원들의 
활발한 연구 활동에 힘입어 법정연구소의 위치를 확보하였고, 1998년 대학본부의 방침에 

의하여 본부직속의 충북대학교 부설 약품자원개발연구소로 격상되어 현재에 이르고 있다.
  약품자원개발연구소는 1999년 학술진흥재단이 지정한 중점지원연구소로 선정되어 5년여 

동안 획기적인 연구비 지원을 받았으며, 현재도 중부권에서는 약학 분야를 선도하는 연구
소로서 학술활동 및 연구 활동의 국제화에 견인차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충북은 오송 생명과학단지 및 오창 첨단과학단지가 조성되어 이들 단지를 중심으로 중
부권이 차세대 성장동력 산업의 메카로 부상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들 단지에는 정부 

산하기관, 연구소, 산업체가 유치됨에 따라 수만명의 전문인력 고용창출이 기대되는 가운
데, 이중 제약관련 산업에 필요한 고급인력의 수요도 크게 증가할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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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연구활동
물질특허의 도입이래 한국에서 지출되는 의약품에 대한 로얄티는 해마다 막대한 증가를 

계속해오고 있다. 세계시장을 석권하고 있는 거대품목의 의약품 매출실적을 고려할때 신의
약 개발이 고부가가치 산업임은 자명하다. 한국 또한 신의약 개발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한

국과학재단이나 한국학술진흥재단, 보건복지부에서 지원하는 신약개발연구사업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일반적인 통계로 신의약 한품목을 시장에 내놓는데 10,000개 정도의 신물

질을 합성해야 하며 개발비용으로 800억원이 소요한다고 알려져 있다. 최근 컴퓨터 기술
의 급격한 발달과 생화학적연구의 발달은 이러한 연구비용의 감소에 대한 가능성을 제시

하고 있다. 본 연구소의 구성조직 및 구성원의 면모를 볼 때 다양한 신약을 내놓고 있는 
세계유수기업에 못지않는 자질을 갖추고 있고, 또한 신약 개발의 각 단계에 필수적인 다양

한 전공의 연구원들이 확보 되어 있어 각 연구팀간의 공동연구를 통해 신의약 개발을 추
진할 수 있는 이상적인 조직을 갖추고 있다. 막대한 비용과 기간이 소요되는 분야의 본 연

구소는 신의약개발의 경제성 및 효율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은 중점연구분야를 설정하여 
그 목적달성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2) 평생체육연구소

가. 설립목적

본 연구소는 운동(신체활동)이 인간의 질적인 생활에 기여하는 바를 체계적으로 연구하
고, 또한 생활체육, 엘리트 체육, 보건복지 체육, 그리고 체육정책 및 경영에 관계된 모든 

내용을 연구하며 학문교류 및 지역사회 봉사에 그 목적을 둔다.

나. 연혁

1984. 11. 27 충북대학교 부설 평생체육연구소 설립
1984. 11. 27 초대 소장 이규문 교수
1985. 3. 7 미국 Dr. David L. Costill과 Dr. Park. Seung-Jae 초청강연회 개최
1987. 1. 1 제2대 소장 정승용 교수
1987. 1. 6 충북 원로 체육인과의 대화 개최
1988. 5. 1 제3대 소장 최종수 교수
1989. 11. 2 일본 筑波대학 成田 十次郞 박사 초청 강연회 개최
1990. 9. 1 제4대 소장 이규문 교수
1990. 10. 1 제5대 소장 이종각 교수
1992. 4. 8 일본 하타노 유꼬 박사 초청 강연회 개최
1992. 5. 26 일본 야부노 유조 박사 초청 강연회 개최
1993. 3. 1 제6대 소장 이영희 교수
1994. 9. 1 제7대 소장 조경욱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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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4. 12. 27 중국 임혁우 교수 초청 강연회 개최
1995. 5. 3 제8대 소장 김현준 교수
1995. 10. 9 미국 Dr. John L. Ivy 초청 강연회 개최
1995. 11. 25 한국스포츠 교육학회 학술세미나 개최
1996. 5. 20 미국 Dr. Charles Craven 초청 강연회 개최
1996. 12. 27 제9대 소장 이규문 교수
1997. 5. 20 중국 연변대학교 체육과 교수 윤학주 교수 초청 강연회 개최
1998. 6. 3 미국 Ball State University의 Dr. Park, S. Jae 초청강연회 개최
1998. 10. 12 한국체육대학교 성동진 교수 초청강연회
1999. 3. 1 제10대 소장 이규문 교수
1999. 4. 2 자연과학대학 설립 20주년 기념 평생체육연구소 심포지움 개최
1999. 10. 29 한국운동영양학회 제7회 추계학술대회 개최
2000. 12. 14 평생체육연구소 학술세미나 개최
2001. 3. 1 제11대 소장 이규문 교수
2002. 10. 21 5개국 초청 국제 학술대회 개최
2003. 3. 1 제12대 소장 이규문 교수
2004. 2. 7 한국운동과학회 동계 학술대회
2004. 9. 1 제13대 소장 장봉우 교수
2004. 10. 6 제 85회 전국체육대회기념제 42회 한국체육학회학술발표회개최
2005. 2. 23 강신복한국체육회장, 이종각한국체육과학연구원장초청강연회개최
2005. 5. 9 제 25회 전국장애인체육대회 기념 학술세미나 개최
2005. 8. 29 미국 샌프란시스코 대학 Karen L. Francis 초청강연회 개최
2005. 12. 7 박경국 충북체육회사무처장, 박재호 국민체육진흥공단이사장 초

청강연회 개최
2006. 5. 1 제14대 소장 김현준 교수
2006. 6. 9 제12회 한국체육교육학회 학술발표대회 개최
2007. 4∼12 충북체육 중장기 발전 계획(충청북도 연구용역) 수행
2007. 5∼7 2007 실버 건강운동프로그램(흥덕보건소 연구용역) 수행
2007. 8. 25 체육학과 50주년 기념 국제학술 심포지움 개최
2008. 5. 1 제15대 소장 장봉우 교수
2008. 9. 4 일본 간사이 대학 Kuroda Isamu, Moristu chihiro, 충북대학교 의과대학

이무섭 교수 초청강연회 개최
2009. 2. 19 한국스포츠 심리학회 동계학술대회 개최
2009. 11. 17 체육인재육성재단 임번장 이사장 초청강연회 개최
2009. 11. 18 춘천 2010 월드 레져 총회 사무간사 초청강연회 개최
2009. 4∼12 체육인재육성재단 지역강세종목(충청북도 인라인롤러)사업 수행
2010. 5. 1 체16대 소장 변재경 교수
2010. 5∼12 체육인재육성재단 지역강세종목(충청북도 인라인롤러)사업 수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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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 5. 20 체육인재육성재단 정동구 이사장 초청강연회 개최
2010. 11. 26 한국운동생리학회국제학술대회 (Aging&Exercise :Brain&myokin) 개최
2010. 11. 27 한국 스포츠교육학회․한국운동생리학회 추계 공동학술대회 개최
2010. 12. 28 인라인롤러 경기력 향상을 위한 세미나 및 체육인재 육성재단 인재양

성사업 종합평가회 개최
2011. 2. 26 2011 대한롤러경기연맹 지도자 강습회 개최
2011. 4∼12 체육인재육성재단 지역강세종목(충청북도 인라인롤러)사업 수행
2011. 4∼12 체육인재육성재단 체육영재육성사업 수행(체육영재센터)
2012. 4∼12 체육인재육성재단 체육영재육성사업 수행(체육영재센터)
2012. 5. 1 제17대 소장 변재경 교수
2012. 9. 6 제23회 한국체육교육학회 하계학술발표대회 개최
2013. 4∼12 체육인재육성재단 체육영재육성사업 수행(체육영재센터)
2014. 5. 1 제18대 소장 최종환 교수
2014. 4∼12 체육인재육성재단 체육영재육성사업 수행(체육영재센터)
2014. 11. 21 2014년충북체육포럼·충북대학교평생체육연구소초청강연회주최
2014. 12. 16 2014년충북대학교평생체육연구소초청강연회주최(체육인과인성)
2015. 4∼12 체육인재육성재단 체육영재육성사업 수행(체육영재센터)
2016. 5. 1 제19대 소장 변재경 교수
2018. 6. 29 2018년 한국체육사학회 하계학술대회 주최
2018. 9. 1 제20대 소장 변재경 교수
2018. 11. 15 제4회 WMC 국제무예학술대회 공동 주관
2018. 12. 31 평생체육연구소 논문집 제30집 발행
2019. 1. 21 충북대학교 석사과정(교육대학원) 동계세미나 주최
2019. 4. 12 2019 한국여성체육학회 춘계학술대회 주관
2019. 5. 2 2019년도 충북대학교 체육교육전공 세미나 주최
2019. 6. 21 2019년도 대한무도학회 춘계학술대회 주관
2019. 8. 6 충북대학교 석사과정(교육대학원) 하계세미나 주최
2019. 12. 31 평생체육연구소 논문집 제31집 발행
2020. 1. 21 충북대학교 석사과정(교육대학원) 동계세미나 주최
2020. 9. 1 제21대 소장 박종진 교수

2020. 12. 31 평생체육연구소 논문집 제32집 발행

2021. 11. 19 2021년도 한국체육교육학회 추계국제학술대회 주관

2021. 12. 31 평생체육연구소 논문집 제33집 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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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조직 및 기능

소  장

운영위원회
스포츠
건강

진흥센타

논문편집위원회

연구부

성인
체육

여가
레크
레이션

스포츠
경영
관리

노인  
특수
체육

학교
체육

(청소년)

경기력 
향상

연구
보조원

객원
연구원

 1) 연구소에 성인체육 연구소, 여가 및 레크레이션 연구부, 학교체육 연구부, 노인 및 특
수체육연구부, 경기력향상 연구부 및 스포츠 관리경영 연구부를 둔다. 

 2) 연구소 각 부에 부장을 두며, 소장이 임명한다. 
 3) 각 부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 성인체육 연구부는 세대별 신체적성 프로그램, 체력진단 및 운동처방, 기타 지역사회
의 성인체육에 관한 사항을 포함한다. 

- 여가 및 레크레이션 연구부는 여가선용을 위한 학교, 직장, 사회의 레크레이션 프로그램
이 개발 연구에 관한 사항을 포함한다. 

- 학교체육 연구부는 학교체육의 과정별 과학적 지도 방법과 향상을 위한 운동방법의 
연구에 관한 사항을 포함한다. 

- 노인 및 특수체육 연구부는 노인과 장애인들을 위한 체력진단 및 적절한 운동프로그
램의 개발과 응용에 관한 사항을

   포함한다. 
- 경기력 향상 연구부는 경기력 향상 방법의 연구에 관한 사항을 포함한다. 

- 스포츠 관리경영 연구부는 전반적인 스포츠 관리 경영과 마케팅에 관한 연구사항을 
포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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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연구활동

본 연구소에서는 학술발표회 및 국내외 유명 학자를 초빙하여 초청강연회를 매년 개최하
고 있다. 현재, 국내외 체육에 관한 제반 연구는 타대학 연구기관과 타학과 연구소, 그리고 

각계 학술학회와 학문교류를 통하여 명실공히 질적 양적으로 자부할 수 있는 큰 연구로 
추진되고 있다. 이외에도, 성인의 체력진단 및 운동처방 프로그램 개발과 그 응용, 노인 및 

장애인을 위한 스포츠교실 운영, 각종 스포츠프로그램 개발, 스포츠기구 개발활동 등을 추
진하고 있다.

3) 의학연구소

가. 설립목적

의학연구소는 자체적인 의학 관련 연구를 수행하고 충북대학교 의과대학의 연구 활동을 
지원하며 교내·외의 다른 대학, 기업체, 연구소 등 외부 기관과의 활발한 협력과 교류를 
통해 궁극적으로 국내 의학 발전에 기여하는 것을 그 설립 목적으로 하며 그 기본방향은 
다음과 같다.
 1) 의학 및 의학교육의 발전을 위한 연구개발

 2) 의학 관련 기술의 보급 및 고급 연구 인력의 양성
 3) 국민보건 향상을 위한 관련 정책의 개발 및 건의
 4) 학술정보의 교환 및 학술자료의 편찬
 5) 외부기관의 위탁용역 연구
 6) 국내 외 관련 연구기관과의 협력
 7) 기타 연구소 사업과 관련된 사업

나. 연혁

1992. 7. 23. 충북대학교 의과대학 부설 산업의학연구소로 설립(충북대학교
규칙 제313호) 초대연구소장 김경식 교수 취임

1994. 11. 15. 충북대학교 의과대학 부속 의학연구소로 확대 개편(충북대학교
규칙 제364호) 제2대 연구소장 안재호 교수 취임

1996. 8. 1. 제 3대 연구소장 김학순 교수 취임
1997. 3. 1. 충북대학교‘부설연구소 정비안’에 따라 충북대학교 의학연구소

로 체제 개편 (충북대학교 규칙 제444호)
1997. 4. 1. 새로운 의학연구소 규정 제정, 공포 및 연구비 관리 규정 신설
1998. 9. 1. 제4대 연구소장 김학순 교수 취임
2000. 9. 1. 제5대 연구소장 안희열 교수 취임
2002. 9. 1. 제6대 연구소장 엄기선 교수 취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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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 9. 1. 제7대 연구소장 이상진 교수 취임
2005. 11. 7. 제8대 연구소장 김응국 교수 취임
2007. 8. 1. 제9대 연구소장 조명찬 교수 취임
2009. 8. 1. 제10대 연구소장 김 헌 교수 취임
2011. 8. 1. 제11대 연구소장 윤세진 교수 취임
2013. 8. 1. 제12대 연구소장 김형규 교수 취임
2016. 8. 1. 제13대 연구소장 이용희 교수 취임
2018. 9. 1. 보건의료과학연구원장 겸 제14대 연구소장 김용대 교수 취임
2020. 9. 1. 보건의료과학연구원장 겸 제15대 연구소장 윤석중 교수 취임
2021. 4. 1. 보건의료과학연구원장 겸 제16대 연구소장 최중국 교수 취임
2022. 3. 1. 보건의료과학연구원장 겸 제17대 연구소장 한혜숙 교수 취임

다. 조직 및 기능

 운영위원회 : 의학연구소 운영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
 1) 기초의학연구부 : 기초의학 분야의 연구개발과 기술보급 및 연구인력 양성에 관한 업무

 2) 임상의학연구부 : 임상의학 분야의 연구개발과 기술보급 및 연구인력 양성에 관한 업무
 3) 종합학술연구부 : 기초 및 임상의학 분야를 통한 종합적인 연구 및 학술활동에 관한 

업무
 4) 학술자료편집부 : 학술정보의 교환 및 학술자료의 편찬에 관한 업무

 5) 지 원 관 리 부 : 용역연구의 관리, 외부 연구기관과의 협력지원 및 기타 연구소 운용
에 관한 관리 업무

소  장

운영위원회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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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학
연
구
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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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
구
부

종
합
학
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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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부

학
술
자
료
편
집
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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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

리

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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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연구소 주요 활동

 1) 국내·외 저명학자 초청 학술세미나를 매년 10회 이상 개최
 2) 종합학술연구부 산하 각 연구실 주관의 연구 그룹 학술 활동을 지원
 3) 개신의학 학술대회를 매년 1회 개최하여 연구 성과를 발표
 4) 연구소 논문집인 충북의대 학술지를 매년 2회 발간
 5) 연구소 소식지를 매년 2회 발간하면서 연구원들의 연구 성과를 정리 홍보
 6) 연구 활동에 도움이 되는 여러 자료를 확보하여 연구원들에게 제공
 7) 의학연구소 홈페이지를 통하여 연구 활동을 지원하고 연구정보를 수시로 제공
 8) 기타 연구원들의 연구 활동을 지원하며 애로사항을 해결

마. 홈페이지 : http://inst.cbnu.ac.kr/

4) 동물의학연구소

가. 설립목적

동물의학연구소는 수의학, 의학, 약학, 비교생물학 및 발생공학 등의 생명과학과 관련된 

분야 뿐만 아니라 생태계의 구성원인 사람과 동물의 건강을 지키기 위한 환경 감시체계에 
관한 연구 및 의약품과 농약, 동물용 식품 등의 안전성평가, 새로운 질환 모델 동물의 개

발 및 인수공통전염병 등에 관한 연구를 수행함으로써 인류 복지 및 건강증진에 이바지하
는데 그 설립목적이 있다.

나. 연혁

1993. 11. 16. 충북대학교 농과대학부설 동물의학연구소 설치(충북대학교 규칙 제
344호) 지차호 교수 연구소장 직무대리 취임

1994. 03. 01. 수의과대학 신설에 따른 수의과대학부설 동물의학연구소로 소속 변경
지차호 교수 제 1대 연구소장 취임

1996. 01. 01. 제 2대 동물의학연구소장으로 이완규 교수 취임
11. 10. 충북대학교동물의학연구소로소속변경(충북대학교규칙 445호)

1998. 03. 01. 제 3대 연구소장으로 허강준 교수 취임
2000. 03. 01. 제 4대 연구소장으로 정의배 교수 취임
2002. 03. 01. 제 5대 연구소장으로 성연희 교수 취임
2003. 03. 01. 제 6대 연구소장으로 남상윤 교수 취임
2005. 03. 01. 제 7대 연구소장으로 남상윤 교수 재임
2005. 12. 01. 교육인적자원부지정중점연구소로선정: 9년간약 65억원지원
2007. 03. 01. 제 8대 연구소장으로 남상윤 교수 재임
2009. 03. 01. 제 9대 연구소장으로 남상윤 교수 재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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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 03. 01. 제10대 연구소장으로 남상윤 교수 재임
2012. 01. 03. 동물의학연구소지(Journal of Biomedical Research) 한국연구재단 등재

후보지로 선정
2014. 09. 01. 제 11대 연구소장으로 최경철 교수 취임
2015. 05. 01. 한국연구재단 이공분야 성과확산형 대학중점연구소지원사업 후속과제

선정 : 2년간 약 4억4천만 원 지원
07. 03. 동물의학연구소지(Journal of Biomedical Research)

한국연구재단 등재학술지로 선정
2016. 09. 01. 제 12대 연구소장으로 최경철 교수 재임
2018. 03. 01. 제 13대 연구소장으로 현상환 교수 취임

10. 15. 동물의학연구소지(Journal of Biomedical Research) 한국연구재단 등재
학술지로 유지

2020. 03 01. 제 14대 연구소장으로 김대중 교수 취임
2022 03 01. 제 15대 연구소장으로 김수종 교수 취임

다. 조직 및 기능

 - 운영위원회는 연구소장을 당연직 위원장으로 하여 연구소 겸임연구원, 전임연구교수 

등으로 구성하며, 연구소 연구 및 교육 방향 설정 등 제반 연구소 운영에 관한 최종 
의사 결정, 각 부서 간의 업무 분담 및 협력사항 조율, 연구소 내 제반 운영의 종합평

가 결과에 대한 후속 조치를 담당
 - 자문위원회는 대학본부, 충북테크노파크, 식품의약품안전청, 국립독성연구원, 한국생명

공학연구원 등으로 구성하여 상설 운용함. 자문위원회는 연구소의 연구, 교육 사업의 
방향 및 운영 방향 등 연구소사업 전반에 대한 자문 등을 담당

 - 편집위원회는 연구소의 겸임연구원, 전임연구교수, 외부 대학 및 연구소의 전문가로 구
성하며, Journal of Biomedical Research의 편집업무를 담당

 - 자체평가단은 연구소의 주요업무와 결과 평가, 연구사업의 결과 평가, 산·학 교류의 
기술보급 및 상호 교육프로그램에 대한 평가를 담당

 - 연구지원부는 충북지역 미래발전방향 및 추진전략 기획, 인력확보 계획수립, 연구소의 
중장기 발전계획의 수립, 예산편성, 각 세부팀의 연구수행, 정기 연구발표, 보고서 및 

계획서 작성 등의 업무를 수행
 - 교육지원부는 대학원협동과정 개발 및 운영, 교과과정 개발, 석박사과정 학술지원, 외

부 인력 단기강좌 및 재교육 지원, 각종 심포지움과 세미나 지원, 소식지 등 홍보자료 
발간 등의 업무를 수행

 - 행정지원부는 연구소 예산편성 및 회계관리, 연구시설 관리 및 그 밖의 행정업무를 수
행

 - 협력기관은 연구소의 연구와 교육분야에서 상호협력하는 기관으로 충북대학교의 수의
과대학과 실험동물연구지원센터와 함께 산업체협의회로 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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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주요 연구 분야

 - 최근 급속한 생태계 파괴 및 폐수공해로 인한 환경오염 등의 방지와 의약품, 화학물질, 
식품첨가물, 기능성 식품 등 새로운 물질 개발에 있어서 실험동물을 기반으로 안전성 

및 효능 평가의 검토
 - 실험동물 또는 가축등의 고등동물을 모델로 질병의 병태 및 새로운 질환모델을 연구함

으로써 가축과 인간의 난치병에 대한 발병기전을 밝혀 그 질병에 대한 예방 및 치료에 
관한 연구

 - 급속히 발전하는 첨단 생명공학의 일원으로서, 난자의 미세조작(배조작), 체외 수정 및 
수정란이식, 수정란 성별감정을 통한 태아의 성조절 등 발생공학의 새로운 연구, 성호

르몬 단크론 항체를 이용한 난소기능 조절 및 조기 임신감정법 개발과 유전자조작을 
이용한 동물용 백신의 개발 및 유전적 질병의 진단 및 치료에 관한 연구

 - 충북지역에 내수면의 어류질병 예방 및 치료대책에 관한 체계적인 연구와 상수도 오염 
방지를 위한 효율적인 수질 환경관리에 관한 연구

 - 분자, 세포 및 개체수준에서의 병태와 그 면역기구를 파악하고 연구함으로써, 유전공학 
기법에 의한 신약, 백신 및 진단약 개발에 관한 연구

 - 유행성출혈열, 광견병, 일본뇌염, 결핵병 구제역, 조류독감 등 인수공통전염병의 예방과 
박멸에 관한 연구

 - 2005년 교육인적자원부 중점연구소 선정 이후 암(대장암, 간암, 위암, 피부암, 유선암)
과 뇌질환(간질병, 뇌졸중, 알츠하이머병, 파킨슨병)에 대한 동물모델을 표준화 및 체계

화를 통해 대표적인 난치성·퇴행성 질병의 예방 및 치료해법 규명

마. 논문집 발간

2006년 동물의과학연구지 제 7권1~2호 발행
2007년 Journal of Biomedical Research 제8권 1호 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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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년 Journal of Biomedical Research 제9권 1~3호 발행
2009년 Journal of Biomedical Research 제10권 1~4호 발행
2010년 Journal of Biomedical Research 제11권 1~4호 발행
2011년 Journal of Biomedical Research 제12권 1~4호 발행

(12권 1호부터 한국연구재단 등재후보지로 인정)
2012년 Journal of Biomedical Research 제13권 1~4호 발행
2013년 Journal of Biomedical Research 제14권 1~4호 발행
2014년 Journal of Biomedical Research 제15권 1~4호 발행
2015년 Journal of Biomedical Research 제16권 1~4호 발행

(16권 1호부터 한국연구재단 등재학술지로 인정) 
2016년 Journal of Biomedical Research 제 30권 1~6호 발행

(중국 난징의과대학 합병 및 Scopus 등재) 
Journal of Biomedical Translational Research 제17권 1~4호 발행

2017년 Journal of Biomedical Translational Research 제18권 1~4호 발행
Journal of Biomedical Research 제 31권 1~6호 발행 

2018년 Journal of Biomedical Translational Research 제19권 1~4호 발행
Journal of Biomedical Research 제 32권 1~6호 발행 

2019년 Journal of Biomedical Translational Research 제20권 1~4호 발행
Journal of Biomedical Research 제 33권 1~6호 발행

2020년 Journal of Biomedical Translational Research 제21권 1호 발행
Journal of Biomedical Research 제 34권 1호 발행

2021년   Journal of Biomedical Translational Research 제22권 1~4호 발행
2022년   Journal of Biomedical Translational Research 제23권 1호 발행

5) 의학정보센터

가. 설립목적

의학정보센터는 의과학 영역의 연구정보의 생성과 가공은 물론 이를 각 이용자에게 최

대한의 편의로 신속하게 제공함으로서 우리나라 의학 연구 분야의 기술 수준을 향상시키
고 나아가서는 건강한 의료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기반 연구 기술을 강화하는데 그 최종 

목적을 두고 있다.
의학 분야에 대한 연구정보의 수집, 개발과 보급은 생명과학 기술의 향상을 통해 궁극

적으로는 국민 보건의 수준을 높여 건강한 사회를 이룩하는데 가장 직접적이고도 필수적
으로 요구되는 정보사업이다. 이는 본 센터가 앞으로 담당해야 할 기능의 막중함을 의미한

다 할 수 있으며, 초고속 정보망이라는 문명의 이기를 효율적으로 활용하여 우리나라 의학 
분야의 기반 기술 경쟁력을 높이고 세계 속에 우뚝 설 수 있도록 하는데 최선을 다할 것

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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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연혁

2000. 12. 05 의학정보센터 설립
2001. 01. 01 이상전 교수 초대 소장 취임

04. 01 BRS 검색시스템을 통한 의학학술지 원문서비스 개시
09. 01 의학전자도서관 서비스 개시

2002. 05. 03 제4회 사이버의학학술대회 개회 및 대한의사협회 제30차 종합학술대
회 홈페이지 개발 및 DB 검색시스템 개발

09. 01 이영성 교수 2대 소장 취임
12. 24 의학전자도서관 한국메들라스센터 회원가입

2003. 01. 06 제5회 사이버의학학술대회 개회
05. 30 Web Atlas of Medical Parasitology 오픈
07. 01 충북대 지방대학 육성사업 참여(바이오학술정보관사업)

2004. 10. 08 제1회 전국 바이오현미경사진전 온라인 사이트 오픈
2005. 05. 13 제6회 사이버의학학술대회 개최

09. 29 제2회 전국 바이오현미경사진전 전시회 개최
10. 07 국가보건의료정보화및 표준화사업에관한원격화상심포지엄개최

2006. 03. 10 KOREN(광대역통합연구개발망, 155MBps)을 사용한 DVTS 영상실시간 전
송및의학진료및연구, 교육에서의인터넷초고속망의활용경험과향
후전망국제심포지엄개최 (한국, 미국)

04. 25 미국최신의생물학연구분야에대한원격화상심포지엄개최
08. 21 광대역 초고속 연구망 활용한 e-health 원격수술 시연
09. 26 제3회 바이오현미경사진전 개최
09. 29 건강증진 전국 원격영상포럼 개최

2007. 03. 23 충청북도 건강증진사업지원단 운영 협약 체결
04. 05 국립서울과학관 바이오현미경사진전 특별 전시 개최
07. 30 의학. 바이오현미경사진 활용 책 출판

(초록별에서 무슨 일이 일어났을까?)
11. 01 제4회 바이오현미경사진전 개최
11. 14 국립중앙과학관 의학. 바이오현미경사진전 특별전시 개최
11. 20 제12회국제원격영상세미나 - 의사가직접제작할수있는 3차원의학 콘

텐츠 제작기술 소개
11. 22 충청북도 건강증진 포럼 개최
12. 06 의학교육용게임개발사례: 응급실의학시뮬레이션프로그램소개
12. 22 제13회국제원격영사세미나 - PBL 모듈개발및 e-PBL 화상워크샵개최

2008. 01. 25 제14회 국제원격영상세미나 개최, 25th_APAN_Healthcare : Healthcare
teleconference in APAN Hawaii

04. 14 제1차 원격 암세미나 개최
04. 30 제1회 산호세 CEO특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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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 02 Endoscopy Teleconference May 02 개최
05. 30 Endoscopy Teleconference May 30 개최
07. 23 제1차 커뮤니케이션 세미나 개최
11. 04 제12회 산호세 CEO 특강 개최

2009. 02. 05 한미영상세미나 : Mobile Technology Implications
02. 21 대한춰담도학회 ERCP LIVE 2009
03. 05 APAN 27Th TW
03. 31 오송바이오 영상포럼
04. 10 대한혈관외과학회 원격시술 시연
06. 16 초고속연구망과가상현미경을이용한원격병리세미나및교육
07. 21 APAN 28Th MY
08. 27 오송첨단복합단지 활성화 방안을 위한 포럼
08. 01 서울의료원 보건자료 검색시스템 개발
08. 29 ESD LIVE 2009
10. 01 의학연구정보센터 - 테크노경영연구정보센터간 학술교류 협약
10. 23 의학연구정보센터 - NHN간 컨텐츠 제공 계약
10. 29 제 6회 바이오현미경사진전 시상식 및 전시회
12. 22 제 22회 암정복 포럼

2010. 01. 08 의학연구정보센터 - 과학전시전문인력양성센터간 협약 체결
02. 01 중앙과학관 과학예술특별전 바이오현미경사진 전시
02. 09 APAN 29th Sydeny Meeting
04. 01 메드릭 영상회의 시스템 구축(4NB)
05. 01 원격 병리 슬라이드 서버 가동
07. 01 제 7회 바이오 현미경사진전 응모
08. 11 APAN 30th Hanoi Meeting
08. 17 충북대 의대 - 국립암센터 간 1080i 3D 입체영상 전송
08. 25 지식지도 통합검색 시스템 개발
10. 23 제8회 전국바이오 실험경연대회 개최

2011. 02. 23 APAN-eHealth Meeting 생중계
04. 28 LA 슈라이너병원 -충북대병원간 화상진료 중계
05. 13 초고속망을 이용한 의료 IT시연 사이버학술대회 중계
05. 21 MedRIC & 미래과학연구원 업무제휴 협약 체결
08. 01 MedRIC - LiveTo간 업무제휴 협약서 체결
08. 24 MedRIC-APAN e-Health & Virtual Hospital 국제세미나 중계
10. 20 제8회 바이오 현미경사진전 수상작 발표
10. 22 제9회 전국바이오실험경연대회 개최
10. 27 제3회 충북테크노페어 바이오현미경사진전 전시
12. 01 MedRIC &미국이노베이션인러닝주식회사와업무제휴양해각서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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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 01. 16 충북권역의료접근성제고와의료정보화활성화방안워크샵개최
02. 01 과천과학관현미경으로바라본작은우주! 현미경 사진 기획전
02. 14 The 33t APAN-TH 국제 세미나 스마트폰 생중계
05. 25 MedRIC & 인제대학교 디자인대학 디자인연구소와 교류협정서 체결
06. 15 국립중앙과학관 바이오현미경사진전 미학, 현미경 속 세상을 탐하다’

전시 산업지원 및 연구성과 활용
2013. 05. 01 의학연구정보센터에서 의과학연구정보센터로 사업명 변경

07. 06 의과학연구정보센터 ㈜누리미디어 업무협력 약정서 체결
11. 02 제11회 국제바이오.의과학 실험경연대회 개최
12. 06 제10회 국제바이오현미경사진전 시상식 및 전시회 개최

2014. 09. 03 의과학연구정보센터 ㈜교보문고 업무제류 협약서 체결
09. 27 제12회 국제 바이오.의과학실험경연대회 개최
11. 18 제11회 국제바이오현미경사진전 시상식 및 전시회 개최

2015. 06. 12 체계적 고찰[메타분석]논문출간 국제 워크샵 개최
11. 13 아시아 원격의료 심포지엄(The 9th Asia Telemedicine Symposimm)주최

2016. 01. 24 41th APAN(Philippines) for Medical WG Conference
07. 05 보건복지부KMbase LOD기반보건의료빅데이터연계플랫폼구현
08. 25 의과학연구정보센터 한국보건의료연구원 공동 워크샵 개최
10. 23 24th Cochrane Colloquium Seoul 개최
11. 11 제14회 국제바이오.의과학실험경연대회 개최
11. 16 의과학연구정보센터장 강길원 교수 취임

2017. 03. 10 의과학연구정보센터, 한국보건의료연구원, 코크란연합 한국지부 EviPedia
업무협력협약체결

03. 25 구글스칼라(Google Scholar) 한국의학논문(KMbase) 전문학술정보교류협력
04. 17 한림대학교 BIT연구소와 업무협약 협약체결
08. 11 필리핀 마닐라 아테니오 대학 IPC(Istitute of Philippines Culture)와 업

무협약 MOU 체결
10. 28 제15회 국제바이오.의과학실험경연대회 개최
12. 12 한국간호과학회와 교류협약 체결

2018. 02. 13 대한치의학회와 업무협력 MOU 체결
03. 29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 NTIS센터와정보협력및교류MOU체결
09. 21 대한치의학회 KDbase(치의학논문데이터베이스) 제공
10. 27 제16회 국제바이오.의과학실험경연대회 개최

2019. 08. 08 근거중심 보건의료 체계적 고찰 및 논문완성과정 워크숍 개최
11. 30 근거중심의료 체계적 고찰/메타분석(중급) 워크숍 개최
12. 18 Cochrane Urology 한국지부와 교류협정서 체결

2020. 03. 01 2020년 1차년도 의과학연구정보센터 사업 개시
04. 01 ㈜에프에스와 상호 업무협약 MOU 체결
04. 14 한국복지인력개발원과보건의료분야국제교육협력을위한업무협약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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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조직

근거중심의학사업행정기획 연구경향분석문헌구축

센터장

부소장/

운영위원회

자문위원회

(고문단)

E-MEDICINE

라. 역할과 기능

 1. 의학논문정보 제공 서비스
  의학 관련 전 분야의 서지 및 초록정보를 지속적으로 업데이트하여 최신 논문을 통합 검색

할 수 있도록 하고 나아가 온라인에서 원문을 제공받을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한다.
  - 의학논문정보의 지속적 업데이트 및 완결성 제고

  - 논문 검색 서비스 제공
  - 사용자 중심 맞춤형 서비스 제공

 2. 연구경향정보 제공 서비스
  의과학의 각 분야별로 논문발표현황을 분석하고 연구자 네트워크 및 연구경향을 분석한다. 

  - 연구 분야별 국내외 의학논문 발표 현황 분석
  - 의과학 분야 연구 연결망 분석 

  - 국내 의학논문의 근거수준 분석
 3. 연구자 네트워크 및 e-medicine 지원 서비스

  의학 연구 및 교육, 진료, 공중보건 사업 영역별로 영상회의 네트워크를 구축하여 다음
의 서비스를 지원한다.

  - e-medicine 기반의 국제 정기적인 의학 세미나 개최
  - e-medicine 시스템의 설계 및 기반구축 지원

  - e-medicine 유관정보 확충 및 의학지식정보 산업화 지원
 4. 근거중심의학(임상시험문헌) 사업

  - 코크란 체계적 고찰에 의해 도찰된 결과 보급 및 활용
  - 국내 체계적 고찰에 의해 도출된 결과 보급 및 활용

  - 의학, 간호학, 치의학 교육에의 적용 및 활성화를 위한 교육 실시 

마. 홈페이지 : http://www.medric.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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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생물건강산업개발연구센터

가. 설립목적

생물건강산업개발연구센터(RCBH, 2001년 설립)는 충북지역의 산·학·연·관의 유기적 

협력체를 바탕으로 충북지역 전략산업인 생물건강산업 관련 연구기술을 발전시켜 지역산
업 기반의 강화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하며, 오송생명과학단지/오창과학산업단지의 

활성화 및 지역혁신사업을 중추적으로 추진하여, 지역 및 국가 생물건강산업의 발전에 기
여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본 센터의 산·학·연 협력체에 의한 년차별 단계목표(중점사업)는 다음과 같다.
- 1단계 중점사업(2001-2003) : 생물건강산업의 인프라 구축 단계

- 2단계 중점사업(2004-2006) : 기술고도화 단계
- 3단계 중점사업(2007-2009) : 생물건강산업의 메카화 단계

   - 4단계 중점사업(2010-2015) : 생물건강산업의 성과활용 단계

나. 조직 및 기능

-연구과제 수행
-자체평가 반영
-정기 연구발표
-보고서 작성
-계획서 작성

기술개발부

충북대학교
총  장

충청북도 과학재단

자문위원회 자체평가위원회소  장

운영위원회

행정실기술지원단

-발전계획수립
-예산편성
-데이터베이스 구축
-홈페이지 관리
-소식지, 홍보자료

기획홍보부
-산학협력
-국제협력
-심포지움, 세미나
-연수교육
-창업 보육지원

대외협력부

 1) 운영위원회 
  - 주요 기능 : 센터 연구 및 교육 방향 설정 등 제반 센터 운영에 관한 의사 결정, 각 

연구부서 간 또는 지원부서 간의 업무 분담 및 협력사항 결정, 센터 내 
제반 운영의 종합평가 결과에 대한 후속 조치 시행.

  - 운영위원회 위원은 <장비관리위원회> 위원을 겸임한다.
  - 구성 : 센터 소장을 위원장으로 하고 각 연구부서의 대표(부장)를 포함하여 7인 이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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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구성한다.
 2) 장비관리위원회 

  - 주요 기능 : 센터의 장비의 구입, 활용, 운영 전반에 관한 사항에 대한 의사결정과 진
행과정, 참여기업과의 연계활동의 활성화를 담당한다. 

  - 구성 : 센터 참여교수 및 참여 기업체 중에서 선임하여, 현재는 운영위원과 참여기업
(3개 업체)으로 구성되어 있다. 

 3) 자문위원회

  - 주요 기능 : 연구 및 운영 방향에 대한 자문, 학·연·산·협력체계 구축 및 재정 자
립에 대한 자문, 센터에서 도출한 연구결과의 산업화에 대한 자문 등의 

업무를 수행한다.
  - 구성 : 위원장은 호선하며, 연구센터의 평가능력이 있는 연구소, 학회, 대학 등의 전문 

인력 5-10명 내외로 구성한다.

 4) 자체평가위원회
  - 주요 기능 : 센터의 주요업무와 결과 평가, 연구사업의 결과 평가, 산·학 교류 협력 

및 기술보급 및 교육평가
  - 구성 : 위원장은 호선하며, 센터의 비참여 학과에 소속된 교수, 연구소 실무책임자를 

중심으로 연구센터의 기술개발과 운영에 대한 평가경험이 있는 전문 인력 10
명 내외로 구성한다. 위원은 외부인사 5인으로 구성되어 있다.

  - 평가위원회는 <센터연구 보고서/계획서> 발표회 개최시에 참석하여 평가를 진행하고 
차기년도에 평가결과를 반영하고 있다.

다. 기본과제

 1) 의약활성 치료제 개발
  - 중추신경 퇴행성 질환 기능 개선제 개발을 위한 기반기술 및 제품화 연구
  - 항원제시기능 조절에 기초한 면역제어제 개발
  - 염증신호 저해제 연구
  - 심근세포의 사망과 억제에 관한 기반연구
 2) 건강기능성 식품소재 개발
  - 장관기능 증진용 식품신소재 개발

  - 기능성 올리고당 및 다당류 생산 유산균을 이용한 면역조절 우수균주의 개발과 산업
적 이용 기술개발

 - 유색미의 생리활성 평가 및 산업적 실용화 기술개발
 3) 바이오자원 소재탐색 및 개발

  - 건강식품용 기능성 자원식물의 개발 및 상품화(바이오 신소재 식물의 유효성분 탐색 
및 가공법 개발)

  - 기능성 식품과 신의약품의 유효성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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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연락처

 1) 주소 : 충북 청주시 흥덕구 오송생명1로 194-21. 충북대학교 약학대학1관 810호 (28160)
 2) 소장 : 이종길 교수(약학대학 제약학과)

 3) Tel : 043-261-2826 (소장). 043-249-1477 (연구원)
 4) 이메일 : rcbh2001@chungbuk.ac.kr

 5) 홈페이지 : http://rcbh.chungbuk.ac.kr/

7) 종양연구소

가. 설립목적
종양연구소의 20여명의 연구진들은 전 세계적으로 발병률과 사망률이 대단히 높은 위

암과 폐암 등 암발병의 원인이 되는 유전자의 기능 및 활성 조절 기전연구를 통하여 암치

료제 개발을 위해 최선을 다하여 노력하고 있다.
일반적으로 암원인 유전자 탐색 연구는 대단히 어려운 일이기 때문에 성공한 사례가 많

지는 않으나 원인이 규명된 몇 가지 암의 경우에 있어서는 분자수준에서의 진단과 치료법 
개발에 관한 연구가 대단히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다. 

2002년도에 위암과 폐암의 경우 발병원인과 기전을 밝혀 위암 발병의 약 60%, 폐암 
발병의 약 25%의 원인이 되고 있는 암억제 유전자 RUNX3를 발견하였고, 현재 이 유전자

의 기능 및 활성조절 기전연구를 통하여 위암과 폐암이 치료될 수 있도록 많은 연구를 하
고 있다.

나. 연혁

2002. 09. 01 충북대학교 의과대학 부설 종양연구소 설립
초대연구소장 배석철교수 취임

2003. 12. 01 (구)공무원연수원건물로 종양연구소 개소식
06. 01 과학기술부 암억제유전자 기능연구센터로 지정

2004. 09. 01 종양연구소장 배석철 교수 재임
2004. 07. 13 International RUNX-2004 국제학술대회 개최(제주도)

09. 01 제 2 대 소장 배석철 교수 취임
2006. 09. 01 제 3 대 소장 김원재 교수 취임
2008. 09. 01 제 4 대 소장 배석철 교수 취임
2010. 09. 01 제 5 대 소장 배석철 교수 취임
2011. 03. 08 제 6 대 소장 김원재 교수 취임
2013. 04. 05 제 7 대 소장 김영규 교수 취임
2015. 03. 01 제 8 대 소장 배석철 교수 취임
2017. 03. 01 제 9 대 소장 배석철 교수 취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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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 03. 01 제 10대 소장 배석철 교수 취임
2019. 06. 18∼21 The 22nd International RUNX Conference 2019 국제학술대회개최(서울

-호암교수회관)

다. 조직 및 기능

 운영위원회: 연구소 운영에 중요사항을 심의 
 1) 기본 운영계획의 수립.

 2) 사업 계획 및 예, 결산.
 3) 규정의 제정 및 개폐.

 4) 연구과제 선정 및 심의 평가
 5) 기타 연구소 운영에 필요한 사항

생
명
과
학
연
구
부

지

원

관

리

부

학
술
자
료
관
리
부

소  장

운영위원회

라. 연구소 주요 활동

 1) 암 발병 기전의 연구
 2) 암 연구 관련 기술 보급 및 고급 연구인력의 양성

 3) 국민 보건 향상을 위한 관련 정책의 개발 및 건의
 4) 외부 기관의 위탁 용역 연구

 5) 국내외 관련 연구기관과의 협력
 6) 기타 연구소 사업과 관련된 사업

마. 홈페이지 : http://www.runx.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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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노화연구소

가. 설립목적
한국은 2018년에 65세 이상의 인구가 이미 14%를 넘어 고령사회로, 2024년경에는 20%

를 넘는 초고령 사회로 진입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으며, 이러한 노령화는 지방으로 갈수록 
심해 2011년 충청북도의 경우 전국평균보다 높은 13%가 노인 인구로 이미 고령사회에 근

접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급속한 인구의 고령화는 노인 개인의 신체·정신적 건강 문제 
뿐 아니라 보건의료, 정치, 경제 등 사회전반에 많은 변화를 초래할 것으로 예견되고 있습

니다. 이러한 문제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고 관련 연구를 확대하기 위해 노화연구소를 설립
하였다. 

현재 국내 노화에 대한 연구는 생물학적 노화의 기전, 임상, 역학, 사회행동학, 노인성 
질환에 대한 연구로 매우 다양한 분야에서 진행되고 있고, 그 범위는 앞으로도 더욱 확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우리대학(충북대학)은 노화연구에 필요한 의과대학 및 병원, 약학대
학, 수의과대학, 자연과학대학, 사회대, 생활과학대 등이 모두 있어 종합적인 연구에 유리

하며, 또한 보건의료와 관련된 국가 기관과 생명과학연구 단지가 있는 오송에 지리적으로 
근접해 있어 협력연구에도 매우 유리한 고지를 점하고 있습니다. 이에 노화연구소는 국가

와 지역사회에 필요한 연구를 수행하고, 미래 사회의 문제해결을 위해 노력하며 정부 정책
과 향후 사회의 요구사항에 대해 선제적으로 대응할 것입니다.

나. 연혁

2012. 6. 27 노화연구소 설립
2012. 9. 01 연구소장 김응국 교수 취임
2017. 6. 01 과학기술부의 노화제어원천기술개발사업 및노화관련연구과제 수주
2020. 7. 01 과학기술부의 선도연구센터사업(MRC) 중증 폐질환 연구센터 연구과제

수주

다. 조직
연구소에 기획부, 연구부, 학술부를 두고 있으며, 연구소 운영 전반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해 운영위원회를 두고 있다. 

기 획 부 학 술 부

소  장

연 구 부

운영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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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연구 분야

 - 노화의 기전에 관한 연구
 - 노화 예방을 위한 기술 개발

 - 노화의 진행을 차단하는 기술 개발
 - 연구력 증진을 위한 세미나 및 학술대회 개최

 - 연구소의 목적에 부합하는 사업 개발 

9) 기생생물연구소

가. 설립 목적
기생생물연구소는 기생생물을 자원화하면서 기생 생명 현상의 규명을 통해 자연생태계

를 새롭게 이해하고 원헬스 개념에 입각한 기생충병의 예방 및 퇴치 방안에 대해 의학, 수
의학, 식물의학 등을 망라하는 다학제간 연구를 수행함으로써 학문발전과 지역발전, 나아

가 국가발전에 이바지하고자 함

나. 연혁

2017. 10. 01. “기생생물연구소”설립
2017. 11.01. 엄기선 교수 초대 소장 취임
2019. 11. 혁신형 창업과제(기생충 영상 판독)(중기부) 사업추진
2020. 01. 국제공동연구사업 추진(충청북도)
2020. 03. KOICA IBS 프로그램 선정(외교부) 사업추진
2020. 05. 예쁜꼬마선충 활용 플랫폼 사업화 선정(중기부)
2020. 06. 병원성 신피동물의 진화생태학적 연구 및 DB구축과제(과기부) 후속연

구 선정
2020. 08. 김석용 교수 2대 소장 취임
2020. 12. 기생생물연구소 제1회 워크샵, 평창 휘닉스 파크
2021. 10. 연구소 공간 확장(E7-1동, 314호)
2021. 12. 바이오헬스산업 핵심기술개발 및 기업지원사업 추진(충청북도)

다. 조직

  1) 소외열대질환연구부: 기생충 분류, 기생충 역학, 기생충 진단 및 치료
  2) 기생생물자원부: 기생생물자원의 표준화, 기생생물자원의 관리

  3) 기생생물유전체부: 기생생물유전체 분석, 기생생물유전체 정보 네트워크 구축 및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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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생생물연구소

운영위원회 자문위원

기생생물
자원부

기생생물
유전체부

소외열대질환
연구부

라. 기능

 연구소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국내외 기생충병 국제공동네트워크 구축 및 관리
  2) 국내외 기생생물자원 국제공동개발 및 관리

  3) 기생생물유전체정보 국제공동연구
  4) 그 밖에 연구소의 목적에 부합되는 사업

마. 주요 연구사업 및 학술활동

 1) 학술활동
2018. 8.19-24. 국제학술대회 (14th International Congress of Parasitologists, ICOPA)
2018. 11. 융합교과목 개발
2020. 11. 기생생물자원은행 국제심포지엄( 1st iPRB Symposium)
2021. 10. 기생생물자원은행 국제심포지엄( 2nd iPRB Symposium)

 2) 연구활동

연구 제목 연구 내용 연구 기간

기생생물자원은행

기생생물을 수집하고 체계적인 관리를 통하여 유관 연구

기관과의 기능적 연계를 통하여 의학, 수의학, 생물학 뿐 
아니라 생명공학, 비교유전체학 및 보존생태학 전반에 

걸쳐 학문발전의 활성화를 유도하는 기반시스템을 구축

2005.05.01 
-2020.04.30

병원성 신피동물의 

진화생태학적 연구와 
종 정보 DB구축

조충강, 흡충강, 단생강내의 20종 이상의 종 정보 (분류
체계, 숙주, 분리원, 분리지역, 원기재 논문 등) 및 유전

체 정보가 포함된 편형동물문의 데에터베이스를 구축, 
운영

2020.06.01 

-2023.05.31

방글라데시 지속가능 
기생충 방제 전략 

기술개발: 이미지 
프로세싱 기반 

방글라데시의 지속가능한 기생충바제 전략 기술 개발을 
최종 목표로 설정하고 세 가지 기술 개발을 통해 성공적

인 사업추진 및 시장성을 개척한다.
[1] 방글라데시 기생생물 동정 시스템 구축 및 사업화

2017.12.01 –
2019.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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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 향후발전계획

 1) 기생생물연구의 새로운 패러다임 제시: 검증된 기생생물표준자원의 유전체 분석으로 

기생생물의 생태현상 및 병리현상을 생물학, 의학, 수의학, 생태학, 지리학 등의 통섭 
학문적 관점에서 이해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한다. 기생생물유전체 정보의 통합관리 

DB 네트워크를 구축하여 공유 및 활용하고 인체 주요기생생물 유전체 분석과 진단 및 
특이적 유용 유전자 발굴을 통한 기생생물 유전자원의 신산업화 방안을 제시한다. 

 2) 기생생물연구 특성화 대학으로의 도전: 기생충관리 강국, 기생생물자원 강국 단계를 지

나서 기생생물유전체 강국으로 차세대 도전이 필요하며, 기생충 퇴치와 기생충 보존이
라는 서로 대립되는 목표를 양립할 수 있도록 Harms & Benefits*의 창의적 관점에서 

새로운 도약단계로 진입한다.

 3) 연구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연구, 조직운영, 재정의 측면으로 구분하여 연구소 운
영계획을 수립

  ○ 연구
    - 글로벌공동프로젝트를 통해 지속적으로 연구 능력을 강화하여 기초 뿐만이 아닌 응

용 분야로 발전
    - 생명다양성과 원헬스를 바탕으로 한 융합연구

    - 기생생물 관련 생물학, 의학, 수의학, 식물의학, 분류학, 생태학, 진화학 등 다학제간 
연구

    - 최신 기생생물연구 동향 및 진단, 관리와 자원화를 통한 대외 서비스 제공

기생생물 동정 및 
바이오뱅킹 시스템 

구축

[2] 방글라데시 기생생물자원 바이오뱅킹 시스템 구축 
및 사업화

[3] 방그라데시 기생충감염 모니터링 시스템 구축

국내 토착 기생충을 
이용한 자가면역성 

염증성 장질환 
치료제 기술 개발

국내 토착 돼지편충란을 활용한 대체 치료제 기술 개발
을 함으로써 우리나라에서 기생생물을 활용한 염증성 장

질환 치료를 위한 전략 수립과 활용
1. (주관기관) 국내 토착 돼지편충란을 이용한 크론병 치

료제 핵심 요소 기술 개발 ﾠ
 -제품화된 돼지편충란과 국내 토착 돼지편충란의 특성 

비교 분석
 -치료용 기생충란 후보물질 탐색

 2. (협력기관)치료용 돼지편충란 대량생산 공정 개발 
 -제품화된 돼지편충란과 국내 토착 돼지편충란의 확보 

및 동물 내 배양
 -치료용 기생충란 정제 기술 개발

2021.09.01.

-2023.0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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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교육
    - 4차 산업혁명에 대응하는 범지구적 이슈와 연관된 지식

    - 연구기반 최신이론을 교육
  ○ 재정

    - 기생생물자원은행 재원으로 운영. 추후 중점연구소지원사업 기간 동안 연구역량을 
축적하여 자체 프로그램 개발 및 미래창조과학부 또는 환경부의 연구 프로젝트를 

적극 모색
    - 연구소 자체 프로그램 개발 및 사업 등으로 재정 자립을 위한 자구책 마련

  ○ 인력
    - 기생생물 융합연구를 위한 연관분야 글로벌신진연구인력 영입, 파견 및 배출 

    - 전임연구원, 특별연구원 등 다양한 자격을 갖춘 전문인력이 연구소를 통해 연구활
동을 진작할 수 있는 환경 제공

    - 충북지역 내외의 기생생물 전공자들을 위한 거점 형성

사. 연구소홈페이지: 추후개설 예정

아. 요약

항목 내용

연구소명 기생생물연구소

연구소 소개

기생생물연구소에서는 기생생물을 자원화하면서 

기생생물현상에 대해 다학제간(의학, 수의학, 식물의학 등) 
연구를 수행하여 3개의 연구부서(기생생물자원, 

기생생물유전체, 소외열대질환)로 구성

1 기생생물자원부
- 기생생물자원은행
- 국내 기생생물 종 발굴사업

2 기생생물유전체부

- 기생생물유전체연구단

기생생물의 생태 및 진화 연구
기생생물유전체 DB구축

3 소외열대질환연구부
- 글로벌 기생충병 관리 관련 연구

기생충병 관리 컨설팅 및 교육과정 운영

자립화 계획

- [1.운영기반 조성] 공동 연구개발과제 발굴
- [2.운영기반 확대] 글로벌 기생충병 관리 및 자원화 교육과정 

운영
- [3.자립화 실행] 기생충병 관리 및 자원화 교육 유료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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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보건과학융합연구소

가. 설립목적

 보건·의료·복지·신기술 분야 등을 융합한 종합적이고 체계화된 데이터베이스 구축 
및 다학제적 융복합 연구개발사업 수행을 통해 국민의 공공의료복지 개선 및 사회문제 해

결을 위한 실증적 지식 및 기술, 과학적 근거를 창출하고, 급변하는 사회적 요구 및 기술
적 진보에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지속가능한’ 보건의료 ·복지체계 및 정책적 대

응책을 제시하고자 한다.

나. 연혁

2021. 02. 01. 충북대학교 보건과학융합연구소 설립
초대연구소장 박종혁교수 취임

2021. 07. 01.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 인공지능 학습용 데이터 구축지원
사업 선정
국립암센터 암정복추진연구개발 사업 선정

2021. 07. 19. 공공보건의료 분야의 연구 협력을 위한 충청북도 공공보건의료
지원단과의 MOU 체결

2021. 10. 18. 「호스피스 완화 의료 역사적 발전과정과 현재 그리고 미래」
전문가 초청 특강 개최 (국립암센터 중앙호스피스센터 최진영
센터장)

2021. 10. 25. 「암생존자 정책 및 사업 현황」 전문가 초청 특강 개최
(국립암센터 중앙암생존자통합지지센터 김영애 부센터장)

2021. 12. 06. 「보건의료 연구에서 건강보험 빅데이터의 활용」보건과학융합
연구소 - 임상의학연구소 국민건강보험공단 빅데이터운영실

박종헌 실장 초청 공동 세미나 개최
2021. 12. 07. 2021 의료분야 A.I 학습용 데이터 활용 아이디어 공모전 개최
2022. 01. 10. 「보건지리 연구를 위한 QGIS」전문가 초청 특강 개최

(충북대학교 지리교육과 주뢰 교수)
2021. 12 .09. 「보건의료분야의 빅데이터와 인공지능 활용전망」 역량강화

워크샵 개최
2021. 12. 23. 보건의료 빅데이터 관련 연구 및 기술개발 협력을 위한

주식회사 페어코드와의 MOU 체결
2022. 02. 03. 식품의약품안전처 식의약 전주기 데이터 융합·연계 모델 개발

연구 사업 선정
2022. 04. 04. 「메디푸드 임상결과 소개(오메가 밸런스)」 전문가 초청

특강 개최 (충북대학교병원 가정의학과 김용환 교수)
2022. 04. 06. 국토교통부 스마트시티 기업주도형 혁신기술 발굴 사업 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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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조직

 

라. 연구소 주요 활동

1. 보건과학융합연구
  - 보건의료, 복지, 환경, 식품 분야 등의 다기관 빅데이터 기반 주요 질환 및 

    건강결과 코호트 구축

  - 보건의료분야 및 다양한 사회 이슈에 관한 기초 통계 산출 및 심층 분석 

  - 만성질환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사·연구

  - 건강 및 질병에 대한 사회생태학적 결정요인 연구

  - 머신러닝 및 인공지능을 활용한 질환 및 건강결과 예측모델 개발 연구

  - 보건-의료-복지-정책과 신기술의 연계(융합) 연구

  - 건강취약계층의 건강증진 및 영양관리 커뮤니티케어 모델 구축 연구

2. 장애과학융합연구 
   - 장애인 건강코호트 구축을 통한 지역사회 장애인 연간 기초 건강통계 산출 및 

     심층 분석

   - 장애인의 포괄적 건강상태 평가 및 모니터링

   - 장애인 건강특화지표 개발 및 타당성 검증 

   - 장애인 커뮤니티케어 모델 및 지역사회복귀 지원방안 모색

   - 장애인 건강증진 및 식생활관리 역량 강화 프로그램 및 서비스 개발

2022. 04. 28. 충북건강미래포럼 발대식
2022. 05. 09. 「불평등 지수 관련 연구방법론」전문가 초청 특강 개최

(국립중앙의료원 공공보건의료연구소 데이터센터 김명희 센터장)
2022. 05. 19. 「생존분석 기본개념 및 SAS 프로그램 실습」전문가 초청 특강

개최 (서울아산병원 의학통계학과 이지성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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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지역사회 금연지원사업
  - 지역사회 금연지원서비스 제공

  - 지역사회 흡연자 코호트 구축 및 기초 건강통계 산출
  - 흡연자 건강통계 심층 분석 및 흡연자 건강증진에 대한 연구

4. 스마트 상용화 기술 개발
  - 디지털 헬스케어 제품 및 서비스 개발

  - 유니버설 디자인(universal design) 의료시설 및 의료기기 개발
  - 배리어 프리(barrier free) 맞춤형 생활편의 기기 및 기술 개발

  - 커뮤니티 기반의 건강취약계층 맞춤형 스마트 디바이스 앱 개발
  - 스마트 건강교육 프로그램 및 디지털 콘텐츠 개발 등

5. 기타 주요 활동
  - 학술 활동 : 의학, 보건학, 보건의료 빅데이터 관련 분야의 세미나 및 포럼 등 학술행

사 개최
  - 교육 활동 : 학부 및 대학원생 대상 주1회 정기 공개세미나 및 전문가 초청 특강 개

최, 보건정책 전문가 및 보건의료 빅데이터 전문가 양성을 위한 교육훈
련, 의학통계 컨설팅 등 

  - 출판 및 발간 활동 : 보건의료 분야 해외 명저 번역서 발간 

마. 홈페이지 및 주소

1) 홈페이지 : http://www.cbnuihsc.kr

2) 주소 : 충북 청주시 서원구 충대로 1, 충북대학교 의과대학 2호관 (E7-3), 314호
3) E-mail : cbnu.ihsc@gmail.com

3) Tel : 043-261-2873 / 043-249-1922 / 043-262-98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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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정보기술․경영연구원

1) 산업경영연구소

가. 설립목적

산업경영연구소는 1987년 11월 4일에 충북대학교 경영대학 부설연구소로 설립되어 산업 

및 기업경영에 관한 이론과 실무를 체계적으로 연구함으로써 이들 학문분야와 연관된 산
학협동연구를 통한 산업, 기업 그리고 지역경제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나. 연혁

1987. 11. 4. 충북대학교 산업경영연구소 설립
1988. 3. 1. 서도원 교수 연구소장 부임
1989. 3. 1. 정정도 교수 연구소장 부임
1990. 3. 1. 김복문 교수 연구소장 부임
1992. 3. 1. 백대기 교수 연구소장 부임
1993. 3. 1. 김주엽 교수 연구소장 부임
1995. 3. 1. 서옥석 교수 연구소장 부임
1997. 3. 1. 김상욱 교수 연구소장 부임
1998. 6. 1. 국제경영지원센터 설립 (센터장 : 정중재 교수)

6. 1. 정보시스템연구센터 설립 (센터장 : 김영렬 교수)
6. 1. 환경경영연구센터 설립 (센터장 : 김종대 교수)
9. 1. 벤처창업컨설팅센터 설립 (센터장 : 백대기 교수)
9. 1. 중소기업경영기술연구센터 설립 (센터장 : 이장희 교수)
11. 1. 마케팅연구센터 설립 (센터장 : 전달영 교수)
11. 1. 금융보험연구센터 설립 (센터장 : 조강필 교수)
11. 1. 기업IQ연구개발센터 설립 (센터장 : 김상욱 교수)

1999. 3. 1. 구본열 교수 연구소장 부임
4. 1. 전자상거래지원센터 설립 (센터장 : 이현종 교수)

2000. 7. 1. E-business 전략연구센터 설립 (센터장 : 고석하 교수)
인사조직연구센터 설립 (센터장 : 김주엽 교수)
생산기술응용연구센터 설립
회계세무연구센터 설립

2001. 3. 1. 김종대 교수 연구소장 부임
9. 1. 학교본부로 편입

2003. 3. 1. 고석하 교수 연구소장 부임
2005. 3. 1. 전달영 교수 연구소장 부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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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 3. 1. 강성룡 교수 연구소장 부임
2007. 11. 프로세스혁신연구센터 (센터장 : 김성홍 교수)
2009. 3. 1. 이사영 교수 연구소장 부임
2011. 3. 1. 박상언 교수 연구소장 부임
2012. 2. 29. 매그나칩 리더십센터 설립(센터장 : 김주엽 교수)
2013. 3. 1. 조강필 교수 연구소장 부임
2015. 5. 1. 최상현 교수 연구소장 부임
2015. 12. 3.∼12. 5. 제13회 아시아경영경제 공동학술대회 개최
2017. 3. 1. 김병기 교수 연구소장 부임
2017. 11. 30. 산업경영연구소 30주년 기념 학술대회 개최
2018. 6. 1. 서동백 교수 편집위원장 임명(∼20. 5. 31.), 편집위원장과 연구소장의

분리
2019. 3. 1. 정진섭 교수 연구소장 부임

다. 조직

 1) 산업경영연구소 편집·운영위원회
  - 산업경영연구소 편집·운영위원회는 경영대학의 경영학과, 국제경영학과, 경영정보학

과 교수들로 구성
  - 인사조직, 마케팅, 국제금융, 국제지역연구, 경영정보, 경영과학 등 다양한 실무의 경

험과 체계적인 이론을 바탕으로 한 교육역량을 갖고 있는 편집·운영위원들을 중심으
로 산업경영연구소는 산학협력을 강화하고 학제 간 융합연구와 교육을 활성화 시키고 

있음
 2) 산업경영연구소 부속센터 운영

라. 연구 및 사업분야
 1) 목적사업

  - 지역경제의 발전과제에 대한 조사연구 
  - 산학협동을 통한 지역산업의 발전방향 연구 

  - 기업경영의 자문을 통한 지역기업의 활성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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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업의 정보처리 기술능력의 향상방안 연구 
  - 특강 등을 통한 지역개발 및 경영마인드 향상에 대한 연구 

  - 정부, 기업 등의 사업에 대한 원가 분석 
 2) 중점사업분야

 (1) 사업내용
  본 연구소의 재정은 교외 연구비, 찬조금과 기타 보조금, 본교의 연구 지원비 및 운

영지원비, 그리고 기타 수입금으로 충당한다.
  본 연구소는 21세기 정보화시대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지방화시대에 지역의 자치단

체 및 지역 산업체와 공동 학술연구 및 官, 産, 學협동, 산업정보의 수집 및 분석 등을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사업을 추진한다.

① "산업과 경영" 논문집을 발간하며 질을 향상시키기 위한 외부저자에게 개방과 중부
권지역의 논문집으로 자리를 잡도록 추진.

② "정기적 학술세미나 개최"를 통해 최근 issue가 되고 있는 주제를 선정하여 학자, 
기업가, 관료 등이 논문저술과 사례 등의 저술을 발표, 토론함으로써 명실상부한 

산학협동을 이루게 하여 학문의 사회적 공헌도 제고.
③ "최고경영자과정 연구비" 지원을 통하여 연구소가 의도하는 논문(충북지역에 관한 

제이론)의 질향상과 충북지역 유관기관 프로젝트가능성 조사.
④ 한 기업체와 교수팀간 1~3년간의 "경영자문" 용역사업을 추진. 

⑤ 지역 중소기업에게 해외기업들의 주요 사례 및 경영기술 소개가 필요함에 따른 주
간 대학원생들의 협조를 통한 주요 practical journal 번역 소개사업을 실시.

⑥ 충북 기업체 및 유관기관에 홍보물 정기적으로 배포.
⑦ 유관기관과의 무료자료교환의 추진과 색인표 설치.

⑧ 이외에도 강연회 및 세미나 개최 경영, 경제 관련 자료의 조사, 수집 및 데이터베
이스화, 국내 타 연구소와의 공동연구 등을 추진하고 있다.

 3) 산업경영연구소 부속센터 사업분야
  - 국제경영지원센터 : 기업경영의 국제화에 관한 연구

  - 정보시스템연구센터 : 기업경영정보시스템 구축 및 운영에 관한연구
  - 벤처창업컨설팅센터 : 벤처기업의 창업에 관련된 연구 및 교육·자문·지도 사업

  - 경영혁신교육연구센터 : 중소기업 육성과 경쟁력 제고를 위한 경영기술 연구 및 교육
  - 마케팅연구센터 : 마케팅에 관련된 제반 연구

  - 금융보험연구센터 : 은행 및 보험 등 금융산업 정책에 관한 제반 연구
  - 기업IQ연구개발센터 : 시스템 다이내믹스를 적용한 집단지성에 관한 연구

  - 전자상거래지원센터 : 전자상거래 도입과 촉진에 관한 조사, 연구 및 개발, 교육
  - 인사조직연구센터 : 기업 등 민간조직 및 공공기관 인사제도 및 조직개발 연구

  - 프로세스혁신센터 : 기업의 생산기술과 프로세스 관리에 관한 연구
  - e-Business전략연구센터 : e-Business의 전략 및 운영에 관련된 제반 연구

  - 매그나칩 리더십센터 : 지역 및 국가 산업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인적자원과 리더십 
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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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 연구활동

 1) 논문집 발간 현황
   「산업과 경영」(연 2회 발간) - ʻ19년 12월 현재 32권 2호 발간

    2019년 연구소 특성화 사업 수행
    2020년 연구소 특성화 사업 수행

 2) 산학학술연구활동
    국내외 학술대회

    세미나 개최
    초청강연회 개최 

바. 홈페이지 : http://riimcbnu.cbnu.ac.kr 

2) 컴퓨터정보통신연구소

가. 설립개요 및 설립목적

컴퓨터정보통신연구소는 첨단산업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1991년 11월에 설립된 자연대 
부설 컴퓨터과학연구소와 같은 해 12월에 설립된 공과대 부설 정보통신산업연구소를 통합

하여 1997년 3월 개편·설립하였다. 본 연구소는 컴퓨터 및 정보통신 산업의 기초 및 응용 
연구 개발을 통하여 국가기간 연구 사업에의 참여, 지역정보화, 학·연·산 사업의 선도적

인 역할을 담당, 컴퓨터 정보통신 분야의 고급인력 양성 등 국가와 지역사회의 발전에 이
바지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나. 연혁

1991. 11. 13. 자연대학 부설 컴퓨터과학연구소 설립
1991. 11. 13. 컴퓨터과학연구소 초대소장 류근호(교수) 소장 취임
1991. 12. 13. 공과대학 부설 정보통신산업연구소 설립
1991. 12. 13. 정보통신산업연구소 초대소장 유영갑(교수) 소장 취임
1993. 3. 15. 컴퓨터과학연구 제1권 제1집 발간
1993. 7. 23. 정보통신산업연구소 제2대 이종하(교수) 소장 취임
1994. 2. 1. 정보통신산업연구소 논문집 제1집 발간
1995. 3. 1. 컴퓨터과학연구소ㅡ정보통신산업연구소 각 '기한부 비법정 연구소'에

서 '비법정 연구소'로 승격
1995. 9. 1. 정보통신산업연구소 제3대 조기형(부교수) 소장 취임
1997. 3. 1. 컴퓨터과학연구소, 정보통신산업연구소, 유사연구소 통합에 따라 '컴

퓨터정보통신연구소'로 통합변경
1997. 3. 1. 컴퓨터정보통신연구소 제1대 류근호(교수) 소장 취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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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9. 3. 1. 컴퓨터정보통신연구소 제2대 김 남 (교수) 소장 취임
2000. 3. 1. 컴퓨터정보통신연구소 제3대 서영훈(교수) 소장 취임
2002. 3. 1. 컴퓨터정보통신연구소 제4대 유흥균(교수) 소장 취임
2004. 3. 1. 컴퓨터정보통신연구소 제5대 이기영(교수) 소장 취임
2006. 3. 1. 컴퓨터정보통신연구소 제6대 신병철(교수) 소장 취임
2008. 3. 1. 컴퓨터정보통신연구소 제7대 이형규(교수) 소장 취임
2010. 3. 1. 컴퓨터정보통신연구소 제8대 송기용(교수) 소장 취임
2012. 3. 1. 컴퓨터정보통신연구소 제9대 이건명(교수) 소장 취임
2014. 3. 1. 컴퓨터정보통신연구소 제10대 박태형(교수) 소장 취임
2014. 9. 1. 컴퓨터정보통신연구소 제11대 김진훈(교수) 소장 취임
2016. 9. 1. 컴퓨터정보통신연구소 제12대 권오욱(교수) 소장 취임
2018. 9. 1. 컴퓨터정보통신연구소 제13대 강현수(교수) 소장 취임
2020. 3. 11. 컴퓨터정보통신연구소 제14대 최성곤(교수) 소장 취임

다. 조직

본 연구소에는 소장을 비롯하여 3개 연구부를 두고 있으며 연구소의 기본운영계획 등을 
심의하기 위한 운영위원회를 두고 있다. 또한 연구소 논문집인컴퓨터정보통신연구와 

학술자료의 편찬업무를 다루기 위한 논문발간위원회를 두고 있다. 
 1) 연구기획부 : 연구소 발전 방향, 연구소 주관 외부 과제 제안 등 제반 기획

 2) 산학협력부 : 국내 산업체의 저명인사 초청 세미나 등 연계 활동
 3) 학술연구부 : 논문지 관리, 컴퓨터 정보통신 정책 및 기술의 연구동향, 연구비 지원기

관 동향 정보 제공

라. 사업 및 연구활동

1) 컴퓨터 정보통신 기술의 연구 개발

2) 컴퓨터 정보통신 기술의 교육, 지도 및 자문
3) 대학중점연구소 지원 사업 운영

4) 국내·외 기관 등과의 공동연구 및 외부기관과의 수탁용역 연구
5) 컴퓨터 정보통신 기술에 관련된 학·연·산 협동

6) 논문집 발간 및 학술자료 편찬
7) 학술강연회 및 연구발표회 개최

8) 기타 본 연구소의 목적에 부합되는 사업

마. 발전계획
1) 중점 추진분야별 연구진의 조직화 및 연구활동 특성화

2) 학·연·산 협동 연구 추진
3) 국내·외 유관기관과의 지속적인 교류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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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 연락처

1) 전화 : (043) 261 - 3140
2) 팩스 : (043) 263 - 3140

3) 홈페이지 : http://ricic.chungbuk.ac.kr

3) 빅데이터 연구소

가. 센터 설립개요 및 설립목적

본 센터는 IT(Information Technology)를 기반으로 한 경영기술 (ERP: Enterprise 
Resource Planning)분야와 빅데이터 분야를 연구, 교육하고 있다. 특히 정보화 시대를 선

도할 ERP 기술의 연구와 교육을 위한 인프라를 구축하며, 이를 바탕으로 재학생 뿐 아니
라 지역 산업체 재직자 교육을 담당한다. 또한, 빅데이터의 분석과 활용이 기업과 국가의 

미래 생존을 좌우할 주요 요인으로 부상하고 있어 빅데이터를 활용한 혁신과 기회활용을 
위한 준비가 필요하다. 본 센터에서는 빅데이터 분석을 통해 기업의 경쟁 환경을 이해하고 

효과적으로 전략을 실행할 수 있는 기반을 강화 할 수 있도록 한다. 그리고 빅데이터 활용
을 위한 기업정보시스템과 빅데이터시스템을 제안할 수 있는 시스템 구성 및 빅데이터에 

대한 관련 연구를 목적으로 한다.

나. 연혁 및 연구활동

2002년 05월 경영대학 ERP 지원단 발족
2002년 05월 SMERP 산학협력 업무 협약식
2003년 03월 기업정보화지원센터 설립
2004년 03월 ∼ 2004년 11월 중소기업 e-컨설팅 혁신 사업 (중소기업청)
2004년 09월 학술대회“e-글로벌 시대의 경쟁적전략”
2005년 05월 학술대회“e-Learning과 글로벌 IT 전략”
2005년 04월 (주)옥산레미콘 경영 프로세스진단
2005년 05월 ~ 07월 (주)세미텍 ERP 구축방안 컨설팅
2006년 상시 중소기업 e-Biz 지원 (교육, 컨설팅 등)
2007년 05월 충청지역 중소/중견기업 ERP 심포지움
2008년 07월 ~ 11월 중소기업현장방문교육((주)프롬투)
2009년 10월 ∼ 2010년 02월 제 1차 산학연계 SAP ERP 인턴-취업연계 프로그램(4
명 취업)
2010년 05월 ∼ 2010년 07월 제 2차 산학연계 SAP ERP 인턴-취업연계 프로그램(11
명 취업예정)
2009년 12월 ∼ 2010.년 12월 지역중소기업 ERP 재교육 과정운영; ㈜삼화전기 등 10
개사 참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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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년 08월 지역 중소중견기업을 위한 ERP 구축방안 심포지움 개최 (40여명
참여)

2013년 07월 제3회 빅데이터 심포지엄
2013년 10월 빅데이터 분석 입문 기초교육
2013년 12월 제1회 한국빅데이터서비스학회 추계학술대회
2014년 02월 제4회 산학연관 심포지움(공공 및 과학 기술분야 빅데이터 활용방

안과 구축사례)
2014년 07월 2014년 한국빅데이터서비스학회 학술대회
2015년 02월 2015년 한국빅데이터서비스학회 학술대회
2015년 08월 제8회 산학연관 심포지움(공공 및 과학기술 빅데이터 활용방안과

구축사례
2015년 10월 International Conference of BIGDAS2015&ICDIM2015 개최
2015년 11월 2015년 (사)대한지질공학회 추계학술대회 개최
2016년 03월 빅데이터연구소로 명칭 변경
2017년 07월 스마트팩토리 구축 세미나 개최
2017년 08월 The 4th International Conference on Big Data Applications and

Services 개최
2017년 11월 The 5th International Conference on Big Data Applications and

Services 개최
2018년 08월 The 6th International Conference on Big Data Applications and

Services 개최
2019년 02월 글로벌 컨퍼런스 2019 개최
2019년 08월 The 7th International Conference on Big Data Applications and

Services 개최
2020년 11월 제8회 Big Data Applications and Services 국제학술대회 개최
2021년 11월 제9회 Big Data Applications and Services 국제학술대회 개최

다. 조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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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기획개발부 : 최적화된 지원사업을 기획 
 2) 교육지원부 : 빅데이터와 관련된 최신 교육 및 인재양성 

 3) 컨설팅지원부 : 빅데이터와 관련한 기업 기술 지원 및 경영프로세스 지원
 4) 기업정보화센터: 기업정보화와 관련된 최신정보수집과 학술연구

 5) 빅데이터분석센터: 빅데이터 분석 관련 연구

라. 주요사업

 1) 빅데이터 관련 연구 및 개발 
·제4차 산업혁명 시대가 오면서 빅데이터 융합 서비스 관련하여 산학연 공동기술 및 

여러 서비스 개발을 통해 빅데이터에 대한 이해를 넓히고 연구를 수행하여 정보통신 기
술 발전에 기여

 2) 기업 정보화 관련 고급 연구 및 지역 기업 정보시스템 구축 컨설팅 서비스제공
·생산, 인사, 재무 등 기업의 전체 업무를 최적의 방식으로 재구성한 후 통합정보시스

템으로 구축하여 자동화하는 기술 제공
 3) 지역 기업체와의 산학협력 활성화

·지역 기업체와의 산학협력을 통해 빅데이터 관련 서비스 개발 및 기술이전을 통하여 
지역 기업체의 발전에 기여함

 4) 세미나, 워크숍, 심포지움의 개최
·국내외 관련 연구소와의 협력하여 세미나 및 워크숍, 심포지움을 개최하여 빅데이터 

융합 기술 및 여러 기술에 대한 전반적인 기술 이해 및 교류의 장을 마련
 5) 빅데이터 및 기업정보화 관련 프로그램 운영

·빅데이터 융합 관련 서비스를 통해 제조, 관광 등 여러 분야에서 사용할 수 있는 관
련 서비스 및 프로그램 기획 및 절차 수립

마. 홈페이지 : http://bigdata.cbnu.ac.kr

4) IDEC 충북대지역센터

가. 센터 설립개요 및 설립목적

  IDEC 충북대지역센터는 대전·충청지역 SoC 설계교육 관련대학 클러스터링을 통하여 

시스템 반도체 분야의 저변확대와 지역 내 관련기관 및 관련기업과 연계하여 중장기 실무 

맞춤형 SoC 설계 관련 강좌 개설, 반도체 설계 관련 지역특성화 강좌 개발 및 운영, 최신 

산업기술동향 세미나 주관, 클러스팅 대학들의 설계 동아리 육성 및 활성화 지원 등을 통

하여 대학의 칩 설계환경 및 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함으로써 수준 높은 인력 양성을 목적

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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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연혁

2010. 06. 11. IDEC 충북대지역센터 설립
2010. 06. 11. IDEC 충북대지역센터 조경록(교수) 센터장 취임
2018. 03. 01. IDEC 충북대지역센터 양병도(교수) 센터장 취임

다. 조직

  본 센터에는 센터장을 비롯하여 3개 연구부를 두고 있으며 센터의 기본운영계획 등을 

심의하기 위한 참여운영위원회(지역 6개 대학교수 참여)를 두고 있다.

 1) 센터장 : IDEC 충북대지역센터의 발전 방향, 교육 제안 등 제반 기획

 2) 교육부 : 공개강좌, 세미나 개최 등을 통한 대학 설계 교육 프로그램 보강, 교과 운영 

모델제시, 산업체인력 재교육 수행, 교육과정위원회 운영을 통한 반도체설계 

교육 개발

 3) 홍보부 : 강좌·교재 관리, 홍보 및 디자인 관련 업무, 사업 계획서·보고서 작성

 4) 관리부 : 사업관리(사업비 관리, 정산, 협약), 인사 관련 업무

라. 사업 및 연구활동

 1) 시스템 반도체 분야 강좌 개설

 2) 시스템반도체분야 지역 대학 현황 분석

 3) IDEC 충청지역 참여대학(working group) 협력지원 및 인프라 구축

 4) 지역 특성화사업 활성화 및 결과물 산업화 촉진

마. 발전계획

 1) 지역 내 참여대학들의 클러스터 운영으로 SoC설계 저변 확대 및 산업방향 제시
 2) 다양한 설계관련 교육 및 환경 제공으로 수준 높은 인력양성

 3) 맞춤형 강좌개설로 보다 전문화된 교육기회 제공
 4) 참여대학의 SoC 설계 관련학과 교수/대학원생/학부생 현황 DB관리

바. 연락처

 1) 전화 : (043) 261 - 3572

 2) 팩스 : (043) 261 - 3572

 3) 인터넷 : idec@cbnu.ac.kr

 4) 홈페이지 : idec.cbnu.a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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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국가미래기술경영연구소

가. 설립목적

  경영진단, 기술가치분석, 기술평가, 원가분석, 기술진단, 프로그램개발, 정부과제 사업비 
집행 컨설팅 등 전문적인 서비스 제공

· 경영진단
· 기술평가
· 원가분석
· 지식재산권정보분석
· 기술지식산업연구
· 미래기술 및 시스템 개발
· 기술경영 발행
   (한국연구재단 등재후보지)
· Technology Management 발행
   (영문 저널)

구분 내용 소속

소장 배기수 교수 경영학부

편집위원장 곽종민 박사 경영학부

홈페이지 http://www.ntri.jams.or.kr   

나. 설립 배경

  기업들이 가장 많은 애로사항을 겪고 있는 기술평가, 원가분석 및 경영진단과 관련된 측

면에서 전문적인 기술경영 지원 

다. 수행업무

 - 경영진단, 정부과제 사업비 집행 컨설팅, 기술가치분석, 기업가치분석, 기술이전 등 기

술경영 관련 연구 및 학술활동
 - 기술료 산정, 기술가치평가, 기술가치분석, 기술이전, 기술평가 및 조사, 창업 및 기술

사업화 관련 경영컨설팅
 - 기술이전 관련 법률자문, 경영분석 및 회계세무 컨설팅

 - 기술경영 관련 전산시스템, 평가모형, 평가시스템 개발 및 구축 관련 컨설팅
 - 원가계산, 원가산정, 원가검토, 아파트 분양가 산정, 개발비용산정 및 검토, 방위산업 

원가계산, 사후원가 검토 및 검증 컨설팅
 - 학술연구용역 및 컨설팅, 계약금액조정, 공기연장으로 인한 재비용 산정 등

 - 타당성 조사, 기술경영 진단 및 위탁사업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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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조직도

마. 주요 실적

 - 제49회 전구 소년체육대회 충청북도선수단 단복 및 모자 제작 원가산정, 2019

 - 유기농마케팅센터 위탁운영방안 및 원가계산 연구용역, 2019
 - 미선나무 식재 및 관리원가 산정 연구용역, 2019

 - 괴산대제 산업단지 폐수종말처리시설 관리대행 원가산정 연구용역, 2019
 - 음식물류 폐기물 자원화시설 처리단가 산정용역, 2019

 - 재활용품 선별장 민간위탁 원가산정 효율적 운영방안 연구용역, 2019
 - 2019년 청소년 비즈쿨 우수교사 해외연수 위탁 용역, 2019

 - 물가변동으로 인한 청주시 음식물류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용역 원가 새산정 연구
용역(제4구역) 등 14건, 2018

 - 청주시 리뉴얼아트센터 연구용역, 2018
 - 청주시 음식물류 폐기물 원가산정 연구용역, 2018

 -“기술경영”한국연구재단 등재지(후보) 선정, 2018 
 - 기술경영(도서출판 하린) 출판, 2017

 - 충청북도자연학습원 위탁운영 원가분석 용역, 2016
 - 의료용 3D 프린팅 응용 서비스 테스트베드 확장, 2016

 - 대학 기숙사 운영결과 공시를 위한 기숙사 회계기준 마련 연구, 2016
 - NCS 회계분야 교재개발연구, 2016 

 - 충북지역 미니클러스터 활성화를 통한 중소기업 육성방안 용역연구, 2016
 - 회계정보시스템연구 사업팀 연구회, 2015

 - 신기술창업전문회사 ㈜유비콤 경영효율성 제고를 위한 경영진단 용역, 2015
 - 우특 재정사업에 대한 외부평가 연구용역, 2015

 - 마모확인이 가능한 고무보 특허 외 3건 기술가치 분석, 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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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산사태 모니터링 및 탐지기술 전략화를 위한 특허맵 작성 용역, 2014

 - 서민금융기관 활성화에 관한 용역연구, 2014

 - 대구 테크노파크 조직진단 및 발전전략 연구용역, 2013

 - 기술연관도 분석을 통한 국내외 ICT R&D 현황 및 추진전략 비교 연구, 2012

 - 시스템 교체주기가 회계정보 투명성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2012

 - ERP 솔루션 고도화 도래에 따른 회계정보 투명성 변화 분석, 2012

 - 회계정보시스템 운용 전략, 2010

 - 상장폐지기업 예측모형에 관한 실증연구, 2010

 - 온도보정장치 부착 주유기 도입에 따른 비용/편익 분석, 2009

 - 재판매(MVNO) 도매대가 산정모형 수립에 관한 연구, 2009

 - 감액손실이 재무분석가의 이익예측오차의 정확성에미치는 영향, 2009

 - 산업경영 소유괴리도가 기업이익정보의 유용성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실증연구, 2009 

등 다수

바. 연혁

2020. 01. 01. “기술경영”한국연구재단 등재지 선정
2019. 04. 01. “Technology Management”영문 융복합(과학기술경영) 저널 창간
2018. 01. 01. “기술경영”한국연구재단 등재지(후보) 선정
2016. 04. 01. 원가계산용역기관 등록 (기획재정부, 행정안전부, 국토교통부)
2016. 03. 31. 기술경영 제1권 제1호(창간호) 발간(통권 1집)
2016. 03. 03. 충청북도 자연학습원 위탁운영 원가분석
2015. 08. 11. 신기술창업전문회사 (주)유비콤 경영효율성 제고를 위한 경영진단
2015. 03. 01. 충북대학교 배기수 교수 초대 연구소장 취임
2015. 03. 01. 충북대학교 국가미래기술경영연구소 설립

6) 보안경제연구소

가. 설립목적

충북대학교 보안경제연구소(CERI: Cybersecurity Economics Research Institute)는 
ICT 순기능을 유지하면서 역기능을 완화하거나 제거하는 방안에 대해 자연과학, 공학, 사

회과학, 인문학 등을 망라하는 다학제간 연구를 수행할 계획이며, 정보보호와 관련된 다양
한 최신 정보 및 자료를 수집, 정리, 분석하고, 실무 경험을 통해 학문발전과 지역발전, 나

아가 국가발전에 이바지하고자 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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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조직

본 연구소는 소장을 비롯하여 3개의 연구센터(정보보호정책 연구센터, 정보보호교육 연
구센터, 스마트국가 연구센터)를 두고 있으며 각 부서별로 연구 활동과 학술 활동을 위해 

전문 분야의 교수들이 연구원으로 재직하고 있다. 연구소의 전반적인 업무활동은 소장이 
관장하며 연구소의 기본 운영 계획 등을 심의하기 위한 11인 이내로 구성된 운영위원회를 

두고 있다. 

소장

자문위원회 운영위원회

정보보호정책
연구센터

정보보호교육
연구센터

스마트국가
연구센터

1) 정보보호정책 연구센터： 정보보호 투자 및 경제성, 정보보호관리 및 컨설팅, 개인정
보보호 분야의 관련 정책 연구

2) 정보보호교육 연구센터 : 정보보호 인력양성 및 교육 지원, 정보보호 교육 정책 개발
(교육 프레임워크, 직무체계, 인증제도 등 개발)

3) 스마트국가 연구센터 : 신규 ICT 이슈 및 전자정부 서비스 관련 기술/정책이슈 연구

다. 주요사업

 1) 정보보호 정책 및 교육 관련 연구·개발

 2) 지역 정보보호 교육 프로그램 및 컨설팅 서비스 제공
 3) 정보보호 관련 세미나, 워크숍, 초청강연 개최

 4) 국내·외 관련 기관과의 협력
 5) 지역 기업체와의 산학협력 활성화

 6) 그밖에 연구소 목적에 부합되는 사업

라. 연락처

 1) 전화  : 043-249-1224

 2) E-mail : leshun@cbnu.ac.kr
 3) 홈페이지 : http://ceri.cbnu.a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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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인공지능연구소

가. 설립목적

충북대학교 인공지능연구소는 제4차 산업혁명의 핵심 기술로 부각되는 인공지능 기술
의 급속한 발전에 대응하고, 정보 교류 및 연구 협력을 수행하기 위해 설립한 것으로, 충

북대 인공지능 관련 연구자들의 연구 역량 집적을 통한 연구 시너지 효과 창출, 충청지역
의 인공지능 기술 협력 및 지원 창구 역할, 학제적 연구를 통한 인공지능 융합연구 및 사

회 문제 연구 등을 그 목적으로 한다.

나. 조직

본 연구소는 소장을 비롯하여 4개의 연구부서(학술연구부, 산학협력부, 경영컨설팅부, 

인력양성부)를 두고 있으며 각 부서별로 연구 활동과 학술 활동을 위해 전문 분야의 교수
들이 연구원으로 재직하고 있다. 연구소의 전반적인 업무활동은 소장이 관장하며 연구소의 

기본 운영 계획 등을 심의하기 위한 11인 이내로 구성된 운영위원회를 두고 있다. 

소장

운영위원회

학술연구부 산학협력부 경영컨설팅부 인력양성부

1) 학술연구부：인공지능 학술연구사업 및 콜로키움, 세미나 등을 주관

2) 산학협력부 : 산업체 등 외부기관과의 연구 및 협력 사업을 주관
3) 경영컨설팅부 : 연구 사업화를 위한 비즈니스 모델 연구 및 지원 

4) 인력양성부 : 대학원 및 학부생 교육 및 인력 양성 담당 

다. 주요사업

 1) 인공지능 기술 연구 및 개발

 2) 인공지능 관련 산업 기술에 대한 교육, 자문, 지도
 3) 각종 수탁 연구 용역 사업

 4) 기타 본 연구소의 목적에 부합되는 사업

라. 연락처

 1) 전화  : 043-249-1230
 2) E-mail : riai@cbnu.ac.kr

 3) 홈페이지 : http://riai.cbnu.a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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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SW시험검증연구소

가. 센터 설립개요 및 설립목적

  본 센터는 중소벤처기업부, 산업통상자원부 등 국가지원 R&D 수행 시 중소기업의 사업
화 성공률을 제고하기 위하여 중소벤처기업부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에서 기술 및 경영 
관련 전문 멘토 기관으로 선정되어 중소기업의 기술개발 시 성능지표에 관한 멘토링프로
그램을 운영하고 관련 연구 진행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나. 연혁 및 연구활동
2017. 12. 22. SW시험검증연구소 설립
2018. 01. 09. 소프트웨어 시험검증을 위한 업무 협약(KCL(한국건설생활환경시험연

구원))
2018. 01. 22. ICT성능검증연구협의회와 업무 협약(3개 기관)

충북대학교 SW시험검증연구소
경희대학교 ICT성능검증연구센터
SMIT ICT성능검증연구소

2018. 02. 12. 중소기업기술혁신개발사업 – 멘토링 프로그램 멘토기관 선정(중소벤
처기업부)

2018. 02. 21 중소기업기술혁신개발사업 – 멘토링 프로그램 멘토기관협약(중소기
업기술정보진흥원)

2018. 07. ∼ 2019. 03. 중소기업 성능지표 멘토링 수행(7개 기업)
2018. 07. ∼ 2019. 03. 중소기업 기술개발 과제 성능시험 진행(11개 기업)
2018. 08. 31 제1회 ICT성능검증연구협의회 워크샵 개최
2019. 01. 28. 성능지표 멘토링 최종보고서 검수회의(정부과제 전문평가위원)

다. 조직
 1) 연구팀 : 기업정보화와 관련된 최신정보수집과 학술연구 
 2) 기획팀 : 최적화된 지원사업을 기획
 3) 지원팀 : H/W, S/W, 그리고 경영프로세스 모두에 숙련된 조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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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주요사업

 1) 중소기업의 기술개발 과제 진행 시 4차 산업혁명의 핵심인 ICT 분야 시장 경쟁력 확보
를 위하여 수행하는 R&D 과제의 성능 지표를 객관적인 근거를 기반으로 목표 시장의 
기술 수준에 맞도록 멘토링 진행

  · 세부 목표 달성 여부 판단을 위한 동작환경 및 시험방법 멘토링
  · 시장 진입을 위한 기술/성능 수준 멘토링
  · 멘토링 절차

 2) 성공적인 연구개발을 위한 사업계획서 수정 지원
 3) 공인 시험성적서 발급을 위한 공인인증기관 매칭
 4) 사업화 성공을 위한 시장분석 및 협력기관 매칭

마. 연락처

 1) 전화 : 043-249-1828
 2) 팩스 : 043-273-2265
 3) 이메일 : cbnu@ictpvr.or.kr
 4) 홈페이지 http://ictpvr.cbnu.a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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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스마트카연구센터

가. 설립일자

  2016년 2월
나. 설립목적

“Door to Door, Accident Free, Affordable Automated Driving Vehicles” 
  스마트자동차를 구성하는 전기 및 기계 시스템의 구조를 이해하며, 제어공학, 센서공학, 

인공지능 등 자동차 지능화에 필수적인 첨단 기술을 연구 개발   
  스마트자동차 설계, 개발, 성능시험 등의 업무에 종사 할 수 있는 전기 전자 및 기계공

학을 기반으로 한 융복합 인재 양성과  SW 개발능력을 함양하여 융복합적인 개발 역량을 
발휘하는 현장형 스마트 인재 육성 목적으로 하고 있고, 산·학·연 유기적이고, 적극적인 

협력기반 구축으로 인하여 지역 스마트카 산업 발전에 핵심으로 중요한 역할을 기여하고 
있다.

다. 주요사업
  - 도심 환경 자율주행기술 구현을 위한 전방위 환경인지 지도, 기술 자문

  - 다기능(차선, 차량, 보행자, 교통표지판, 주행가능영역 등) 전방카메라 알고니즘
  - AVM(Around View Monitoring) 기반 FSD(Free Space Detection), BSD(Blind Spot 

Detection), VD(Vehicle Detection), MOD(Moving Object Detection) 등 인지 알고니즘
  - 카메라 중심의 센서융합 기술(Sensor Fusion)

  - 승용차, SUV, 전기차 등 실차 기반 실험환경 구축, LIDAR, RADAR, GPS 등 자율주행
용 핵심 센서 보유 및 기술 연구 등

라. 연락처

 1) 전화 : 043-271-8842
 2) 팩스 : 070-7204-1770
 3) 홈페이지 : http://cbnuscrc.org/

10) 산업인공지능연구센터

가. 사업목적

  충북대학교 산업인공지능연구센터는 4차 산업혁명 대응 충북 산업의 육성을 위하여 실

무 역량을 보유한 지능화 인재 양성, 충북의 지역전략산업인 스마트 IT 부품・시스템 산업
의 육성을 위한 지능화 기술 혁신, 지역 내 대학, 기업, 지자체가 공생하며 지능화를 확산

하고 공유하는 지능화 지역 협력을 목표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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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연혁 및 활동

2020. 07. Grand ICT연구센터사업 선정(과학기술정보통신부)
2020. 08. 충북대학교 산업인공지능연구센터 설립
2020. 08. 충북대학교 일반대학원 산업인공지능학과(계약학과)설립
2020. 08. 센터장 임명(지능로봇공학과 박태형 교수)
2020. 10. 충북과학기술혁신원과의 MOU
2020. 11. 충북테크노파크 반도체IT센터와의 MOU
2020. 11. 산업인공지능연구센터 개소식
2021. 03. 협력기업(20개사) 확약 및 현판 전달
2021. 04. 충북과학고등학교와의 MOU
2021. 05. 충북대 강소특구사업단과의 MOU
2021. 11. Grand ICT AI 페스티벌 개최
2022. 03. 2022년 정보통신방송혁신인재양성 단계평가 1위 선정
2022. 04. 충북 프로메이커센터와의 MOU

다. 조직

라. 주요사업
 1) 인재양성
   - 재직자과정 대학원 계약학과인‘산업인공지능학과’신설 및 운영
     · 실무인재 양성 프로그램 운영 및 졸업이수학점의 50%를 프로젝트 교과목으로 편성
   - Full-Time 일반학과 대학원생을 위한 全주기적 산업인공지능 인력양성 체계 구축·ʻ인공

지능트랙ʼ, 지역산업체와의 인턴십, 산학공동연구, 창의자율과제, 창업특강 운영
  
 2) 연구개발
   - 충북 스마트 IT 부품・시스템 산업의 지능화 혁신을 위한 기술개발
     · 스마트 IT 부품・시스템 산업을 스마트전자부품, 스마트센서, 스마트카, 스마트팩

토리 등 4개의 산업군으로 구분하여, 각 산업군별 지능화 혁신을 위한 기술개발    
   - 산업인공지능 핵심 원천 기술 및 제품화 기술 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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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데이터・컴퓨팅, 네트워크, 인공지능, ICT 융합의 4개의 연구그룹을 구성하여 공
동연구

     · 특허, 논문, 기술이전, 매출 등 정량적 실적 및 지능화 혁신사례 등 우수 정성적 
실적 도출

 3) 지역협력
   - 지능화 혁신 인재 양성을 위한‘지역혁신 인재양성 협의체’구성

     · 충북 지능화혁신 위원회, 충북 산업지능화 실무협의회, 충북 스마트 IT 부품・시스
템 SIG 등 계층적 협의체 구성

   - 지능화 기술의 지역확산 및 공유를 위한 다양한 지역 프로그램 운영
     · 일반인, 대학생 등 AI 초보자를 위한 IRIS 아카데미, AI 리터러시 교육 등 비학위

과정 프로그램 운영 
     · +AI 메이커톤 대회, AI 닥터 클리닉 등 AI 산업융합 기술의 공유, 확산을 위한 행

사 개최

마. 연락처
 1) 전화 : 043-249-1256
 2) 이메일 : indai@cbnu.ac.kr
 3) 홈페이지: https://indai.cbnu.ac.kr/

❚ 업무별 담당자

부서 직위 성명 주요업무
전화번호
(261)

산업
인공
지능
연구
센터

센터장 박태형 산업인공지능연구센터 총괄책임자 3240

부센터장 황영배 산업인공지능연구센터 총괄 3641

인력양성팀장
(산중교수)

김재영 산업인공지능연구센터 인력양성팀 관리 (249)1464

연구개발팀장
(초빙교수)

이광연 산업인공지능연구센터 연구개발팀 관리 (249)1466

지역협력팀장
(초빙교수)

도규원 산업인공지능연구센터 지역협력팀 관리 (249)1461

초빙교수 김현용 산업인공지능연구센터 연구개발 및 관리 (249)1462
초빙교수 윤성철 산업인공지능연구센터 연구개발 및 관리 (249)1463

행정연구원
(팀장)

채민선 산업인공지능연구센터 운영업무 총괄 (249)1258

행정연구원 전유미 산업인공지능연구센터 업무 담당 (249)1886
행정연구원 박성은 산업인공지능연구센터 업무 담당 (249)1256

행정연구원
(조교)

황혜리 산업인공지능학과 운영 (249)12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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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건설․산업과학기술연구원

1) 건설기술연구소

가. 설립목적

  건설기술연구소는 국가중추산업인 건설분야의 고급기술 개발과 신소재를 활용한 공법의 
연구로 건설산업발전에 기여하며, 건설특성화 공과대학의 중점육성 정책의 영향에 힘입어 
건설기술인력의 집중배출로 교육연구투자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설립되었다. 그 밖에도 건
설산업의 조사, 시험, 분석, 평가연구 등을 수행하고 있다. 또한 순수 학술연구의 사회적 
적응력을 높이기 위한 연구논문집을 발간함으로써 대외적으로 연구실적을 알리고 기술을 
지도 보급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다. 

나. 연혁

1979년 5월 공과대학 부설 건설기술연구소 설립
1979년 5월 초대 연구소장 신방웅 교수 취임
1980년 3월 제2대 연구소장 김흥곤 교수 취임
1981년 9월 제3대 연구소장 신방웅 교수 취임
1983년 10월 제4대 연구소장 구봉근 교수 취임
1985년 3월 충북대학교 건설기술연구소 법정연구기관 승격
1985년 3월 제5대 연구소장 구봉근 교수 취임
1987년 3월 제6대 연구소장 안상진 교수 취임
1988년 3월 제7대 연구소장 서상교 교수 취임
1990년 3월 제8대 연구소장 신봉호 교수 취임
1992년 3월 제9대 연구소장 이 훈 교수 취임
1994년 3월 제10대 연구소장 한규영 교수 취임
1996년 3월 제11대 연구소장 황희연 교수 취임
1997년 3월 연구소 통합(건설기술연구소, 환경안전연구센터, 수자원수질연구센터)
1997년 3월 제12대 통합 연구소장 황희연 교수 취임
1999년 3월 제13대 통합 연구소장 김경호 교수 취임
2001년 3월 제14대 통합 연구소장 이강훈 교수 취임
2003년 3월 제15대 통합 연구소장 전민우 교수 취임
2005년 3월 제16대 통합 연구소장 정경섭 교수 취임
2007년 3월 제17대 통합 연구소장 이재기 교수 취임
2009년 3월 제18대 통합 연구소장 허 열 교수 취임
2011년 3월 제19대 통합 연구소장 박병호 교수 취임
2013년 3월 제20대 통합 연구소장 이재석 교수 취임
2015년 3월 제21대 통합 연구소장 우경식 교수 취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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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3월 제22대 통합 연구소장 김옥규 교수 취임
2019년 3월 제23대 통합 연구소장 김성보 교수 취임
2021년 3월 제24대 통합 연구소장 이승수 교수 취임

다. 조직

연구관리부

논문편집위원회

행 정 실

운영위원회

소  장

토

목

연

구

부

건

축

연

구

부

도 

시

연

구

부

환 

경

연

구

부

안 

전

연

구

부

건
설
정
보
센
터

내
진
연
구
센
터

건
설
I
C
T
융
합
센
터

라. 기능 및 연구실적
 1) 기능

  건설산업기술의 체계적, 전문적, 종합개발연구
  국내·외 연구기관과의 공동연구로 건설기술이전 및 지도보급

  건설계획·설계 및 특수공법 개발
  건설기술에 관한 자문·평가 및 연구

  건설분야 정보구축 및 구축된 정보의 대내외 서비스
  논문집 및 연구보고서 발간

  연구발표 및 각종 학술회의 개최
  그 밖의 연구소의 설립목적에 부합되는 사업

 2) 연구실적

  2022년 현재 국내·외 산업체 및 관련 기관으로부터 위임된 총 1,045여 건의 수탁연구를 
수행하였고 1982년부터 2021년까지 총 896여 편의 학술 논문을 “건설기술논문집”을 통하

여 발표하였다. 국제학술세미나 개최를 비롯하여 초청강연회와 자체학술대회 등 총 270여 
회의 학술행사를 개최 및 지원하고 있다.

마. 발전계획
 1) 국가 건설산업기술의 체계적이고도 전문적인 종합개발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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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건설산업의 기획, 계획, 설계 및 시공에 있어 특수공법 개발연구
 3) 관련연구기관 및 관련업체와의 학연산 공동연구

 4) 지역건설기술인력의 기술 재교육 및 지도
 6) 타연구기관과의 공동연구로 건설기술이전 및 지도

 7) 환경보전에 대한 제반영향 평가 및 오염물 제거기술에 관한 조사연구
 8) 건설정보센터의 활성화로 첨단건설정보와 학술정보의 DB 구축 및 정보제공

바. 연락처
 1) 전화 : (043) 261 - 2943

 2) 홈페이지 : http://ioct.chungbuk.ac.kr

2) 산업과학기술연구소

가. 설립목적

  산업과학기술연구소는 과학기술 전반에 대한 기초 및 응용기술을 산·학·연 협동을 통
해 공동연구 개발과 경영합리화를 도모함으로써 우리나라 산업과학기술의 지속적인 발전

과 향상을 도모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사업을 행한다.
 1) 산업과학기술의 연구개발

 2) 산업과학기술의 교육·지도 및 자문
 3) 논문집 발간(국문 2회) 및 학술자료 편찬

 4) 국내외 관련기관과의 공동연구 국내외 연구자들과의 세미나 및 심포지움
 5) 외부기관의 연구용역 수탁

나. 연혁

1985. 11. 22. 충북대학교 공과대학 부속연구소 개설
산업과학기술연구소 제1대 홍성선(교수) 소장 취임

1988. 3. 1. 산업과학기술연구소 제2대 이정균(교수) 소장 취임
1990. 3. 1. 산업과학기술연구소 제3대 황수철(교수) 소장 취임
1991. 2. 28. 국립학교 설치령에 의하여 법정연구소 승격 인가
1992. 3. 1. 산업과학기술연구소 제4대 김의식(교수) 소장 취임
1994. 3. 1. 산업과학기술연구소 제5대 이광호(교수) 소장 취임
1996. 3. 1. 산업과학기술연구소 제6대 김기호(교수) 소장 취임
1997. 3. 1. 공과대학 소속에서 본부소속으로 승격
1998. 4. 1. 산업과학기술연구소 제7대 박병우(교수) 소장 취임
2000. 4. 1. 산업과학기술연구소 제8대 김명한(교수) 소장 취임
2002. 4. 1. 산업과학기술연구소 제9대 김성청(교수) 소장 취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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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 9. 1. 산업과학기술연구소 제10대 신창섭(교수) 소장 취임
2006. 9. 1. 산업과학기술연구소 제11대 이종대(교수) 소장 취임
2008. 9. 1. 산업과학기술연구소 제12대 김성수(교수) 소장 취임
2010. 9. 1. 산업과학기술연구소 제13대 이동규(교수) 소장 취임
2012. 9. 1. 산업과학기술연구소 제14대 김두현(교수) 소장 취임
2013. 9. 1. 산업과학기술연구소 제15대 염경호(교수) 소장 취임
2015. 9. 1. 산업과학기술연구소 제16대 전항배(교수) 소장 취임
2017. 9. 1. 산업과학기술연구소 제17대 정노희(교수) 소장 취임
2019. 9. 1. 산업과학기술연구소 제18대 나병기(교수) 소장 취임
2021. 9. 1. 산업과학기술연구소 제19대 조정호(교수) 소장 취임

다. 조직 및 기능
 1) 조직 

 산학연협력 자율편성형 기술개발사업

연 구 부 기 술 부 관 리 부 공업경영부

행정지원인력

공정공학분야 생산공학분야 건설공학분야 전기전산공학분야

학 술 부

운영위원회 중소기업산학협력센터

연 구 소 장  산학연협력 일반형 기술개발사업

 기업부설연구소 신규설치사업

 이공계전문가 R&D서포터즈사업

 2) 기능 

  (1) 연구부 : 산업과학기술의 연구개발과 국내외 연구기관 등과의 공동연구 및 외부연구  
 용역 수탁 등의 업무 관장 

  (2) 학술부 : 학술세미나 및 연구발표회 개최, 논문집 발간 및 학술자료 편찬 업무 관장 
  (3) 기술부 : 산업과학기술의 교육, 지도, 자문 및 기타 산학연 협동사업 업무 관장 

  (4) 관리부 : 서무, 회계, 출판, 홍보 및 기타 연구소 업무 관장
  (5) 공업경영부 : 연구소 보유 기자재의 활용 및 유지, 보수에 관한 업무를 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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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주요사업

 1) 산업과학기술의 연구개발 
  교육과학기술부, 지식경제부, 한국과학재단, 한국학술진흥재단, 중소기업청 등의 정부기

관과 민간기업체 등으로부터의 연구비 지원으로 공과대학 교수를 중심으로 한 산업과학
기술 제 분야에 대한 학술적 연구개발 사업

 2) 외부 연구용역 수탁 
  공공기관, 정부출연 연구소 및 기업체로부터 연구개발 과제를 수탁받아 이를 관련 전공

교수와의 공동연구가 가능하도록 주선하며, 연구소 자체의 연구개발 사업수행 
 3) 산업과학기술의 교육·지도 및 자문 

  기업체, 공공기관, 정부출연 연구소 등의 요구에 따른 산업과학기술 제분야에 대한 전문 
과학기술의 교육, 지도 및 자문 사업 

 4) 논문집 발간 및 학술자료의 편찬 
  연구개발사업 수행에 따른 연구 결과물의 발표를 위해 논문집 발간 및 과학기술 정보에 

관련된 각종 학술자료의 편찬 사업
 5) 산업과학기술 세미나 

  학내 교수 및 국내외 인사들이 중심이 되어 산업과학기술 제분야에 관련된 주제로 세미나, 
심포지움 등을 개최하여 학·연·산 및 국외 석학과에 상호 기술정보 교류 및 협력 강화 

 6) 중소기업산학협력센터 사업 지원 
  충북도내 중소기업의 기술 개발 지원을 위해 충청북도 및 중소기업청 자금지원으로 수

행되고 있는 산·학·연 공동기술개발사업, 산학협력실지원사업 및 기업부설연구소설치
지원사업의 원활한 수행에의 지원 활동

마. 연락처

 1) 전화 : (043) 261 - 2499
 2) 홈페이지 : http://riist.chungbuk.ac.kr

3) 그린에너지연구소

가. 설립목적

  연구소 설립의 국가 목적은 그린에너지 산업 정책에 대한 충북대학교의 역할과 위상정

립을 위해 그린에너지 중 특성화분야의 기술선도 및 인력양성을 주도하고, 충청북도 장단
기 그린에너지 산업관련 기획 전략 수립 및 사업을 지원하며, 충북지역특성에 적합하다고 

판단되는 국가 그린에너지 발전 전략 중 태양광, LED, 전력IT, 수소연료전지, 에너지저장, 
지열 등 6개 항목에 대한 연구개발 및 기획 관련 사업 등을 수행하는 것을 목적으로 

2009. 01. 설립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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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연혁

2008. 10. 27. 충북대학교 그리에너지연구소 설립
2009. 1. 1. 그린에너지연구소 제1대 김재언(교수) 소장 취임
2011. 2. 28. 그린에너지연구소 제2대 고창섭(교수) 소장 취임
2011. 11. 28. 그린에너지연구소 제3대 배현덕(교수) 소장 취임
2012. 10. 01. 그린에너지연구소 제4대 권오민(교수) 소장 취임
2015. 3. 1. 그린에너지연구소 제5대 김재언(교수) 소장 취임
2017. 3. 1. 그린에너지연구소 제6대 홍종필(교수) 소장 취임
2019. 3. 1. 그린에너지연구소 제7대 고창섭(교수) 소장 취임
2021. 3. 1. 그린에너지연구소 제8대 김명진(교수) 소장 취임

다. 조직 및 기능

 1)  조직 

 2) 기능 

  ● 운영위원회 : 예산심의 및 결산 보고 심의 및 기타 주요 안건을 심의 의결함.
  ● 대외협력부 : 연구소 운영 및 대외 협력에 관한 행정적인 관리

  ● 인력양성부 : 에너지 관련 인력양성사업 및 특성화 대학원의 운영
  ● 태양광연구센터 : LED를 포함한 태양광 셀/모듈, 제조 장비, 시스템, 태양광 소재 및 

광기술분석, 기타 응용기술 등과 관련된 연구 활동과 인력양성에 관한 제반 사항을 
수행

  ● 에너지저장연구센터 : 전지, 수소연료전지, 플라이휘일, 자기냉동변환 에너지 기술, 
기타저장관련 응용기술 등과 관련된 연구활동과 인력양성에 관한 제반 사항을 수행

  ● 바이오에너지연구센터 : 에너지 작물, 고체연료, 기체연료(바이오가스,신가스 등), 액
체연료바이오에탄올,바이오디젤,바이오오일 등)와 관련된 연구활동과 인력양성에 관

한 제반 사항을 수행
  ● 전력IT연구센터 : Smart Microgrid, 그린(에너지) IT 지능기기/ 연계설비, 통합 운용 

시스템용기술(에너지절약포함) 등과 관련된 연구활동과 인력양성에 관한 제반 사항을 
수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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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열연구센터 : 지열의 효율적인 이용기술, 지중 열전도도 시험측정(수직밀폐형, SCW
형,수평형, 시료에 의한 실험실 분석), 지열 열펌프 시스템 등과 관련된 연구활동과 

인력양성에 관한 제반사항을 수행

라. 주요사업 
 1) 태양광,LED,전력IT,수소연료전지,에너지저장,지열등 국가 그린에너지 발전에 관한 기

술의 연구 개발
 2) 그린에너지 기술의 교육, 지도 및 자문

 3) 국내·외 기관 등과의 공동연구 및 외부기관과의 수탁용역 연구
 4) 그린에너지 기술에 관련된 학·연·산 협동

 5) 교육부, 산자부, 과기부, 한국과학재단, 한국학술진흥재단 등의 정부기관과 충북대학교 
학술연구재단 등으로부터의 연구비 지원으로 전자정보대학 교수를 중심으로 한 그린에

너지분야에 대한 학술적 연구개발 사업 
 6) 학술강연회 및 연구발표회 개최

 7) 기타 본 연구소의 목적에 부합되는 사업

마. 발전계획

 1) 중점 추진분야별 연구진의 조직화 및 연구활동 특성화

 2) 학·연·산 협동 연구 추진
 3) 국내·외 유관기관과의 지속적인 교류확대

바. 연락처

 1) 전화 : (043) 261 - 3471

 2) 홈페이지 : http://geri.chungbuk.ac.kr/

4) 지역재생연구소

가. 설립목적

  지역재생연구소는 현 정부의 주요정책인 도시재생뉴딜사업을 지역적으로 연구하고 사업 
발굴 및 평가는 물론 지역의 선도적 사업을 추진할 대행기관의 필요성이 대두되며, 풍부한 
인적자원, 경제적 자원 등의 다양한 대학 자원 활용방법에 대한 관심 증대로 대학은 지역
재생에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다는 다양한 자원을 보유하고 있으며, 충북·세종 지역의 지
역재생에 대한 정보 교류 및 연구 협력기관의 부재로 인한 지역재생 전문기관의 필요성이 
대두되어 2017. 09. 설립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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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연혁

2017. 08. 충북대학교 지역재생연구소 규정(안) 설립
2017. 09. 충북대학교 지역재생연구소 조직 구성

· 센터 설립 및 구성·운영
· 관련 규정 및 지침 제정, 인력구성 및 업무분장
· 조직 운영 관련 대학 – 지역사회 의견조사
· 조직 운영 로드맵 수립

2017. 09. 충북대학교 지역재생연구소 설립
2017. 12. 충북대학교 개소세미나 개최
2018. 01. 충북개발공사 협약
2018. 02. 세종시 도시재생센터, 청주복지재단, 진천군 협약
2018. 09. 충청북도 도시재생뉴딜 전문가(코디네이터)교육 운영
2019. 09. 청주시 도시재생대학 운영
2019. 12. 도시재생 커뮤니티 페스티벌 개최
2020. 02. 복대동 대학타운형 도시재생 뉴딜사업 공동협약
2020. 06. 충북대학교 지역재생연구소 운영·자문위원회 위촉
2021. 02. 도시재생 워크샵 개최
2021. 11. 충북도시재생지원센터, 주민참여도시만들기연구원, 서원대지역사회협

력단 업무협약

다. 조직 및 기능

 1)  조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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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기능 
  (1) 운영위원회 : 센터 연구 및 교육 방향 설정 등 제반 센터 운영에 관한 의사결정, 각 

연구부서 간 또는 지원부서 간의 업무 분담 및 협력 사항 결정, 센터 
내 제반 운영의 종합평가 결과에 대한 후속 조치 시행

  (2) 자문위원회 : 연구 및 운영 방향에 대한 자문, 학·연·산·협력체계 구축 및 재정 
자립에 대한 자문

  (3) 학술연구부 : 지역재생관련 이론 및 사례연구와 정책연구에 관한 동향정보 제공
  (4) 교육 및 지역협력부 : 대학지역사회 네트워크 구축 및 교육연계 활동에 대한 사항

  (5) 사업기획 및 현장지원부 : 지역 아이템 발굴 및 컨설팅 업무에 관한 사항

라. 주요사업

 1) 워크샵 개최
  충청북도 군 지역 지역균형 발전과 상생발전을 위한 네트워크 구축 프로그램의 일환으
로 충청북도, 청주시, 충주시 등 11개의 시군 담당자, LH도시재생지원기구, 충북개발공사, 
충북연구원 등 관계기관의 참여를 유도하여, 기술 노하우 및 정보를 공유하고 서로 상생
협력하여 발전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  

 2) 교육 진행 및 세미나 개최
  지역주민, 상인 등의 적극적 참여로 지역 재생정책이 성공적 추진과 자발적 참여 의지를 
고취시키고, 재생 아케데미 운영을 통한 전문적 인력을 양성하여 재생관련 융복합적 분
야의 관심과 참여 의지를 고취시켜주므로서 다양한 측면의 도시재생의 이야기를 듣고 
특색있는 아이디어 도출하도록 유도하기 위하여 진행

  - 도시재생관련 주민교육, 지역재생 아카데미, 도시재생 인턴교육, 세미나 등
 3) 업무 협약 추진
  충북지역의 효율적 도시재생사업 추진과 성공적 사업 유치를 위한 관련기관과 지역재생
연구소의 업무 협약 진행하여 상생 발전할 수 있는 네트워크 구축

  - 충북개발공사 업무협약, 세종시 도시재생센터 협약, 청주복지재단 협약, 진천군 협약 등 
 4) 도시재생 관련 컨설팅
  도시재생 뉴딜사업에 군지역이 참여할 수 있도록 준비사항 등 관련 내용을 컨설팅하여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도록 진행. 또한 지역 재생과 관련된 전문가 네트워크를 활용하
여 지역 맞춤형 도시재생컨설팅을 진행 

  - 진천군 도시재생뉴딜공모 준비 컨설팅, 충북개발공사 지역재생사업 컨설팅, 중앙동 네
트워크 구축 컨설팅, 도시재생 군지역 순회 설명회 컨설팅, LH 공공임대상가 재생전
문가 컨설팅 등

  5) 도시재생 선도 및 우수사례 지역 답사
  타 도시의 도시재생 우수사례를 벤치마킹하고, 충북 지역에 맞는 지속가능한 도시재생의 
추진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선도 및 우수사레 지역 답사하는 프로그램을 진행하여, 향후 
지역 주민들이 지역재생에 참여하여도록 유도하여 도시재생의 발전을 도모

  - 충북·세종 대학생 도시재생투어(군산), 충북·세종 도시재생 우수사례 선진지 답사(전
문가, 대학생)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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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 도시재생 관련 프로그램 진행
  소통과 경험의 장을 마련하기 위하여 지역재생 현장실습학점제 운영, 도시재생 학생 아

디어 작품전, 청주시 도시재생대학 운영, 도시재생 전문가 포럼 등의 프로그램을 진행하
여, 지역 발전을 위한 전문전문가-지역주민 간의 기술 및 경험 공유의 장을 마련하고, 

주요 도시의 도시재생 현황 및 문제점을 이해하고, 지역 전문가 간의 소통의 장을 마련
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 

마. 연락처
 1) 전화 : (043) 261 – 1645
 2) 홈페이지 : http://irr.chungbuk.ac.kr

5) 도시안전연구소

가. 설립목적

  도시안전연구소는 도시의 안전성을 평가 및 예측하는 방법론을 개발하고 이를 활용하여 
국제적인 인증기관이 될 수 있도록 하는 연구를 수행하기 위하여 설립하였다. 나아가 도시

의 인프라를 연구하는 우수한 교수진과의 네트워크를 구축하여 단지 도시공학에 국한된 
단편적인 도시안전 연구가 아닌 행정, 의학, 통계학 등의 학제간융합을 통한 통합적 시각

으로 문제를 해결하며 도시안전과 관련된 다양한 최신 정보 및 자료를 수집, 정리, 분석하
고, 실무 경험을 통해 학문발전과 지역 및 국가 발전에 이바지하고자 한다.

나. 연혁

2018. 07. 충북대학교 도시안전연구소 규정(안) 설립
2018. 08. 충북대학교 도시안전연구소 조직 구성
2018. 09. 충북대학교 도시안전연구소 설립

다. 조직 및 기능

 1)  조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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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기능 
(1) 도시 안전성 평가·예측에 관한 연구개발팀 : 도시 안전성 평가에 대한 기법 개발 

및 인증 방법 개발
(2) 도시 안전성 평가 및 인증팀 : 도시 안전성 평가⋅인증 및 이에 관한 컨설팅

(3) 도시 안전성 인증 학술교육팀 : 도시 안전성 평가 및 인증과 관련한 맞춤형 교육, 
국내·외 저명인사 초청 세미나 등 연계 활동에 대한 사항

라. 주요사업
 1) 지속 가능한 도시 메타볼리즘을 활용한 도시 안전성 평가 모델 개발

(1) 지속 가능한 도시 메타볼리즘 지표별 관계 분석, 도시 안전성 평가 지표별 관계 분
석, 지속 가능한 도시 메타볼리즘과 도시 안전성 평가 지표 간의 관계 분석

(2) 도시 안전성 평가 모델 설계 및 개발
 2) 지속 가능한 도시 메타볼리즘을 활용한 도시 안전성 평가 모델 적용

(1) 도시 안전성 평가 모델의 검증 및 확대 적용
(2) 도시계획 체계 변화에 따른 시공간적 변화와 도시 성장 시나리오를 종합하여 도시 

안전성을 평가함
 3) 도시 안전성 평가인증 방법 개발 및 수행

(1) 도시의 유형별 인증기준 개발 방향 및 구성 
- 도시 안전성 인증을 위한 세부시행지침을 도출하여 인증제도의 전체적인 체계를 잡

아 모든 도시의 안전성을 평가가 가능한 인증기준으로 발전
- 도시의 유형별 도시 안전성 인증기준의 항목 및 배점을 개발하기 위한 원칙을 설정

하고 인증기준의 분류체계, 구체적인 지침의 수립 방향, 절차 등 계획
(2) 도시의 유형별 인증심사기준(안) 개발 및 검증

- 도시의 규모별, 지형별, 경제 산업 특성 등 다양한 유형들을 반영한 지역 맞춤형 기
준을 개발하고 검증함

 4) 지자체 도시 안전성 평가인증 및 컨설팅 수행
- 지자체 도시 안전성 평가·인증 및 이에 관한 컨설팅

- 지자체 도시 안전성 평가 및 인증과 관련한 맞춤형 교육 수행

마. 연락처

 1) 전화 : (043) 273 – 3391
 2) 홈페이지 : http://urbansafety.quv.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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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농업생명과학연구원

1) 농업과학기술연구소

가. 설립목적

농업과학기술연구소는 농업의 기초생산기술, 농업환경과 동식물의 보호, 농산물의 가

공·유통, 생산기반조성과 기계화, 기타 농업과 농촌의 발전에 관련된 이론 및 응용연구, 
그리고 국제교류의 확대를 통하여 농업발전과 대학교육 발전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설립되

었다. 따라서 농업과학기술연구소는 우리나라 농업과학기술의 발전을 위한 농학의 기초와 
생산기술 및 농촌개발을 위한 응용과학의 연구에 중점을 두고, 각 연구부의 효율적인 연구

활동을 지원함은 물론 학술활동 지원, 산학협력활동 등의 주요 사업을 추진한다.

나. 연혁

1972. 농업과학기술연구소 발족
9. 1대 강창규 교수 소장 취임

1973. 6. 2대 이중기 교수 소장 취임
1975. 농업과학연구소로 개칭
1979. 5. 충북대학교 규칙 제61호로 농과대학 부설, 농업과학연구소로 설립

6. 3대 김종욱 교수 소장 취임
1980. 3. 4대 윤정구 교수 소장 취임
1982. 3. 5대 김교창 교수 소장 취임
1984. 4. 6대 정만재 교수 소장 취임
1986. 4. 7대 조동삼 교수 소장 취임
1988. 3. 법정연구소 인가 취득
1990. 9. 8대 이순혁 교수 소장 취임
1992. 3. 9대 안인찬 교수 소장 취임

10. 용역계약용 고유번호 획득
1994. 3. 10대 허훈 교수 소장 취임
1996. 3. 11대 조남석 교수 소장 취임

8. 12대 성진근 교수 소장 취임
1997. 2. 연구소 홈페이지(서버) 구축 및 운영(http://agres.chungbuk.ac.kr)

3. 농업과학연구소와 농촌열에너지연구소가 농업과학기술연구소로 통합
1998. 1. 연구소부설 지역농업협력 교수단 발족(협력활동수행)

3. 농산물 직거래『토요장터』개장(충북대학교 정문)
2000. 7. 농업정보119서비스 실무단 발족 및 서비스 개시(농림부 사업시행자로

지정)
2001. 3. 13대 조한근 교수 소장 취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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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북방농업컨설팅센터, 연륜연구센터 설립
2002. 3. 농산물가공업체 경영컨설팅사업기관 지정

9. 보은군 농업발전계획 수립
12. 괴산군 농업 발전 실행계획

2003. 3. 14대 송창섭 교수 소장 취임
5. 학산, 내수 농협 유통활성화 컨설팅
12. 바이오산업체경영컨설팅 센터 설립

2004. 5. 오송농협 유통 활성화 컨설팅
10. 15대 한충수 교수 소장 취임

2005. 4. 영양군 농업활성화 컨설팅
2006. 6. 사회인녹색문화 체험교육 실시

8. 사회인녹색문화체험 사업(녹색문화재단)
10. 농업생명과학 센터 설립
10. 16대 송범헌 교수 소장 취임

2007. 3. 안양천 유역의 물순환 기술개발
7. FTA 체결 이후의 충북농업의 대응방안 심포지움 개최
12. 허브농원 조성을 위한 타당성 조사 및 기본계획
12. 영양군 지역 농업 활성화 컨설팅

2008. 1. 사지속가능한 유역통합관리 계획수립을 위한 가이드라인
10. 17대 사동민 교수 소장 취임

2009. 4. DSK그룹과 농산업기술 개발 협력 합의서(MOU) 체결
10. 마늘 가공품의 해외시장 개척 심포지움 개최

2010. 6. 부속기관(센터) 명칭 변경
- 북방농업컨설팅센터 → 해외농업․국제협력개발센터

10. 18대 정헌상 교수 소장 취임
2011. 9. 농대 60주년 기념 심포지엄 주최

11. 액체 바이오 연료 응용의 최근 동향 관련 심포지엄 개최
12. 건강 기능성 식품의 발전 전략 심포지엄 개최

2013. 9. 19대 우선희 교수 소장 취임
2014. 3. 캠코코리아 주식회사와 MOU체결
2014. 5. 기후변화연구센터 설립
2014. 10. 주식회사 속초어묵과 MOU체결
2015. 3. 주식회사 땅콩나물과 MOU체결

9. 20대 이준수 교수 소장 취임
2017. 4 농촌관광개발연구센터 설립

9. 21대 윤성수 교수 소장 취임
2019. 3. 22대 서상택 교수 소장 취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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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1. 부속기관(센터)명칭 변경 및 업무 조정
(해외농업국제개발센터 → 국제농업센터)

3. 23대 김동준 교수 소장 취임
9. 24대 신창섭 교수 소장 취임
11. 세계 최고 청주 소로리볍씨 이야기 및 신마당극 행사 개최

다. 조직 및 기능

농업과학기술연구소는  열에너지 연구센터, 국제농업센터, 연륜 연구센터, 바이오산업체 
경영컨설팅센터, 농업생명과학센터, 기후변화 연구센터, 농촌관광개발연구센터, 농업생산부, 

농업환경부, 농산가공부, 경영정보부, 기획관리부 등 7개 센터와 5개 부를 두고 활동하고 
있다. 연구소의 기본 운영계획 수립, 연구과제의 선정과 평가, 연구소 운영예산 및 결산·심

의, 기타 연구소 운영에 관한 전반적인 업무활동은 소장이 관장하며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된다, 농업과학 연구지는 편집 위원장의 주관 하에 편집 위원회를 통하여 발간되

고 있다.
 1) 열에너지연구센터 : 농촌열에너지와 농업동력 및 자동화에 관한 연구

 2) 국제농업센터 : 해외 농업·농촌 개발 관련 연구 및 컨설팅
 3) 연륜연구센터 : 연륜을 이용한 생태, 고목재 연대측정 및 고기후복원에 관한 연구

 4) 바이오산업체경영컨설팅센터: 농기업 및 바이오산업체에 대한 창업지원 및 업무대행, 
마케팅 및 경영컨설팅 제공

 5) 농업생명과학센터 : 농업생명과 바이오농업분야에 관한 연구
 6) 기후변화연구센터 : 기후변화에 의한 전 세계 식량작물 연구 

 7) 농촌관광개발연구센터: 농촌관광의 활성화에 대한 연구
 8) 농업생산부 : 동·식물생산기술에 관련된 연구 

 9) 농업환경부 : 농업환경보전과 동·식물보호에 관련된 연구
 10) 농산가공부 : 농림축산물 주·부산물 이용과 가공에 관한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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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 경영정보부 : 농업경영과 정보화에 관한 연구 
 12) 기획관리부 : 연구소 운영의 기획업무와 논문집발간, 학술발표회 및 지역농업개발에 

관한 사업과 국제협력에 관한 업무

라. 주요사업

 1) 농업생명과학분야에 관한 기술 개발과 발전을 위한 조사 및 연구 관리업무
 2) 농업현장의 발전을 위한 기술보급 및 첨단기술 연구사업

 3) 지역 및 해외농업개발에 관한 사업 
 4) 학술논문집 발간, 학술발표회 및 세미나 개최

 5) 기타 연구소 목적과 관련된 사업

마. 세부사업 및 추진실적

 1) 연구과제 관리

  연구원들의 연구수행을 위한 제반 행정사항 및 연구비의 효율적 관리를 통해 최근 연구
소에서 관리하고 있는 연구과제는 양적, 질적으로 큰 성장을 보이고 있으며 산학협력단 

종합정보시스템이 교내 종합정보시스템으로부터 분리·도입된 2008년 1월부터 2021년 
12월까지 900여 과제를 협약하였으며, 총 250억여 원의 연구비를 관리하고 있다.

 2) 학술논문집 발간
  1983년 12월에 학술논문집『농업과학연구보고』제 1권 발간을 시작으로,『농업과학연

구』로 개칭 후 매년 지속적으로 발간하여 2022년 2월 농업과학연구 제38권 제1호를 
발간하였다.

 3) 국내ㆍ외 학술대회, 세미나 및 심포지엄 지원
  학문의 폭을 넓히고 새로운 지식을 습득하기 위하여 전문가 초청 세미나, 부속기관 및 

각 학과에서 계획하는 세미나, 연구과제 수행에 따른 세미나, 국제학술회의 등 각종 학
술발표회 및 세미나 개최와 개최지원을 통해 관련 산업 발전에 이바지하고 있다.

 4) 발전 계획
  생명산업인 농업을 21세기의 지식과 정보기반산업의 핵심산업분야로 육성해 나가기 위

한 첨단기술에 대한 학제적 공동연구를 주도하면서, 현장농업경영체의 생산성과 수익성
을 향상시킬 수 있는 기술개발과 보급, 그리고 교육을 통한 산학협동체제를 선도하는 대

학의 농업과학기술연구의 구심체로서 기능을 수행할 것이다.

바. 연락처

 1) 홈페이지: https://astri.chungbuk.ac.kr/

 2) TEL: (043)261-2604



564� � Ⅷ.� 연구소

2) 천연물소재연구소

가. 설립목적

천연물 소재 연구소는 1966년 국내 최초 법정연구소인 엽연초연구소 출발하였으며, 
2020년 충북지역의 바이오 헬스 산업발전에 중추적 역할을 담당하기 위해 현 명칭인 천연

물소재연구소로 개칭하였다. 본 연구소는 국내외 천연소재 및 추출물을 이용하여 라이브러
리를 구축하고 기능성 물질 분리, 분석을 통해 기능성 소재 발굴을 주요 연구 목적으로 두

고 있다. 또한 데이터과학 및 인공지능(AI) 기반 천연물 활성 및 기전 분석, 유전자 편집 
기술 연구를 통한 천연물 생합성 경로 규명 및 엔지니어링, 특히 나고야의정서 이행 및 식

물자원의 표준화 등 국내천연자원 보존 및 표준화를 위한 분자마커 개발을 지속적으로 수
행하고 있다. 아울러 산학 협동을 통하여 충북 지역의 천연물 산업 발전을 도모하며, 관련 

연구인력 양성 및 기술 개발에 주도적인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나. 연혁
1966. 9. 28. 엽연초연구소 설치 인가
1967. 1. 1. 연구소개설 노두현 교수 소장 취임
1969. 5. 31. 정원채 교수 소장 취임

8. 1. 연구소 규약제정
1975. 6. 12. 노재영부교수 소장 취임
1977. 12. 22. 연구소 개소 10주년기념 학술연구 발표회 개최, 한국연초학회 창립
1978. 3. 10. 노재영 교수 소장 취임
1980. 3. 6. 조성진 교수 소장 취임
1984. 3. 6. 배길관 부교수 소장 취임
1986. 4. 10. 변주섭 교수 소장 취임
1988. 9. 10. 남기환 교수 소장 취임
1990. 9. 1. 변주섭 교수 소장 취임
1992. 9. 1. 신주식 교수 소장 취임
1994. 3. 1. 이학수 교수 소장 취임
1996. 3. 1. 배길관 교수 소장 취임
1997. 4. 30. 충북대학교 엽연초연구소로 소속 변경됨
1998. 4. 20. 석영선 교수 소장 취임
2000. 4. 20. 배길관 교수 소장 취임
2001. 9. 1. 신주식 교수 소장 취임
2003. 1. 24. 충북대학교 연초연구소로 명칭 변경

10. 29. 국제공인 시험기관 인정서 획득
2004. 1. 26. 담배성분측정기관지정서 획득

9. 1. 정찬문 부교수 소장 취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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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 9. 1. 임흥빈 부교수 소장 취임
2008. 9. 1. 이이 부교수 소장 취임
2010. 9. 1. 임흥빈 교수 소장 취임
2016. 9. 1. 이이 교수 소장 취임
2020. 9. 1. 현태경 부교수 소장 취임

11. 4. 충북대학교 천연물소재연구소로 명칭 변경

다. 조직 및 기능

본 연구소는 전반적인 업무 활동을 하는 소장을 정점으로, 연구소의 기본 운영계획수립, 
운영 계획 및 예·결산, 기타 연구소 운영에 관한 심의를 위해 7인으로 구성된 운영위원회

와 유전자원부, 천연물소재분석부, 효능분석부의 3부를 두고 있다. 각 부에서는 부장과 전
문 분야의 교수들로 구성된 연구원들이 연구 활동을 수행하고 있다. 유전자원부는 특용식

물의 유전정보를 담고 있는 유전체를 활용한 다양성 및 보존 연구를, 천연물소재분석부는 
유효성분 분리/분석에 관한 연구를, 효능분석부는 천연물소재의 기초생리활성 평가 및 천

연물소재 활용 식·의약소재 개발을 담당하고 있다.

라. 연구활동

 1) 연구활동(2010년 이후)

 천연물 유래 생리활성 및 독성 평가 
 특용식물 대사체 분석

 도라지 등 특용식물 유전체 해독
 NMR, LC-MS, GC-MS, HPLC 등의 기기를 이용한 천연물의 구조 동정 

 기능성 소재 탐색 및 기능성물질 대량 생산 체계 획립
 유전자원에 대한 유전적 다양성 및 집단구조 연구

 특용식물 분자 육종 기반 기술 개발

 2) 간행물(2010년 이후)
논문집 : 농업과학연구 (년 2회 공동 발간)

단행본(연구보고서) : 17종 17권
교 재 : 특용식물학개론 외 다수

 3) 주요 사업

논문집 (농업과학연구) 공동 발간
외부연구 용역 수탁

학술세미나 개최
학술정보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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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배연기성분에 관한 연구 지원
천연물소재 개발에 관한 연구 활동

천연물소재 관련된 국제 교류 및 회의 참석

마. 인터넷 홈페이지 : http://www.cbnu.-tri.org

3) 첨단원예기술개발연구센터

■ 개 요
충북대학교 첨단원예기술개발연구센터는 창의적이고 환경친화적인 첨단 원예과학기술의 

발전을 도모하는 생명공학 분야의 연구소이다. 연구센터의 목표는 지역의 특화산업을 육성
하고 경쟁력을 강화하여 환경 친화적인 원예기술을 개발·발전토록 하는 것이다. 또한 대
학의 연구역량 증대와 효율적인 산·학·연·관 체제를 구축하고 인력을 양성하는데 있다. 
연구센터는 독자적인 원천기술 개발로 기술우위를 확보하고 과학기술의 발전을 도모하고
자 한다. 

연구센터의 주요 연구분야는 현장에서 시급히 해결해야 될 단기연구와 세계적 추세를 
분석한 장기적 안목에서 기초적이면서도 궁극적으로는 지역의 산업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장기연구로 나누어져 있으며, 모두 지역의 특색을 근거로 산업체가 필요로 하는 분야를 중
심으로 연구과제를 선정하였으며 우선적으로 지역 산업체의 현안문제 해결에 중점을 두고 
있다. 

초대 연구센터장인 백기엽 교수(충북대학교 원예과학과)는 원예 산업이 개방화시대의 
위기의식에 사로잡혀 있는 우리나라 농업의 단순한 한 분야가 아니라 최고의 비교우위성
을 가진 산업으로 판단하였다. 따라서 원예 산업은 단지 국민의 먹거리 생산에만 국한되지 
않고 신체적 및 정신적 건강, 환경의 보존과 개선, 그리고 질 높은 삶의 제공을 가능하게 
하는 성장동력으로 연구개발의 필요성을 강조하였다. 

연구센터는 한국과학재단으로부터 지역협력연구센터로 1996년에 선정되어 9년간 지원
을 받았으며 산업자원부 지정 지역협력연구센터(RRC)로 선정되기도 하였다. 한국과학재단
으로부터 1등급(아주 우수)으로 평가받고 과학기술부로부터 지역협력연구센터 중 연구실적 
부문에서 최우수 논문 발표 성과를 거두기도 하였다. 연구센터의 연구성과들은 학문적 연
구에 그치지 않고 연구소 벤처기업 씨비엔바이오텍 등을 통해 산업화의 측면에서도 성공
하였다. 대표적인 산업화 및 사업화의 성공 사례는 다음과 같다. 

- 생물반응기 배양을 이용한 산삼 및 인삼의  대량생산
- 조직배양을 통한 우량 종묘, 종자의 대량생산 및 우수 품종 육성
- 유용 공생균을 이용한 미생물제재 개발, 생산 등

농업의 한계를 뛰어넘는 생명과학 분야의 연구를 지향하는 첨단원예기술개발연구센터는 
우수한 연구결과들을 세계 최고 수준의 SCI급 학술지에 논문을 발표하였으며, 연구 성과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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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화를 이룩한 21세기 생명과학 바이오산업을 선도하는 연구소로 자리매김을 할 것이다.

가. 설립목적

 1) 개방화 시대 1차 산업으로서 지속가능한 원예산업을 육성 발전시키며 풍요롭고 조화로
운 농촌건설

 2) 지방소재 대학의 연구 역량 증대와 효율적 학·연·산·관 체계 구축
 3) 외국농산물 수입개방에 대비한 기술우위 확보 및 과학발전 도모

 4) 저투입·고품질 생산을 통한 세계시장 진출과 지역산업의 브랜드화
 5) 첨단원예분야를 견인할 수 있는 우수 전문 인력의 양성

나. 조직

 1) 센터 참여인력은 충북대 외 2개 대학, 7개 연구소에서 100여명이 참여

 2) 공공연구기관으로 충북농업기술원, 포도연구소, 마늘연구소, 수박연구소 등이 참여
 3) 민간연구소(우리종묘 육종연구소 외 4개소), 원예 관련 산업체 5개소, 영농조합법인 등 

총 16개 단체 참여

다. 연구분야 및 내용

 1) 우량종묘 생산 및 신소재 개발 

  (1) 영양번식 식물의 무병 우량종묘 생산
 2) 고부가가치성 2차 대사산물의 생산과 상품화

  (1) 고품질 생산기술 개발
  (2) 식물공장을 활용한 유용물질 극대화 생산기술 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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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생산비 절감 및 선도유지를 위한 자동화 기계 개발
 3) 환경보존 및 안전성 향상

  (1) 병발생 억제를 위한 미생물 개발과 유용 천적의 이용

라. 교육 및 학술활동

 1) 우수인력 확보와 지원으로 지방대학의 한계성 극복 및 외국학생 유치
 2) 소규모의 생물반응기를 제품원료 및 농가실증 실험용으로 산업체와 농가에 보급

 3) 식물병원과 연계한 병해충의 진단과 방제법 제공

마. 산학협력 및 국제협력

 1) 매년 15여건 이상의 산·학·연 용역과제를 수행

 2) 대학생의 산업체 현장 파견교육 실시와 시설이용
 3) 일본지바대학 원예학부 등과 국제협력체결 및 공동연구 수행, 학생 교류

바. 시설

 1) 첨단온실 5개동 340평의 재배포장, 생명공학실 보유
 2) 대용량 액체 크로마토그래피 외 373점의 고가장비보유

사. 특기사항
 1) 생물반응기를 이용한 세포배양 및 기관배양 체계확립

 2) 생물반응기의 자체개발과 이를 이용한 인삼, 장뢰삼, 산삼, 부정근의 대량생산
 3) 식물공장 환경제어 기술 확립

아. 센터의 주소

 1) 충북 청주시 서원구 충대로 1(개신동)(우 : 28644) 
 2) TEL : (043)261-3227

 4) 설치대학 : 충북대학교
 5) 연구센터장 : 김대일 교수

 6) E - mail : horttech@cbnu.ac.kr 

4) 동물생명과학연구소

가. 설립목적

동물생명과학연구소는 동물 생명과학 분야의 연구를 활성화하고, 충청 지역의 동물자원 

산업인 축산업 발전을 위하여 충북대학교 농과대학 축산학과를 중심으로 2003년에 설립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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었다. 본 연구소는 이 지역의 축산업 관련 업무의 국가기관 및 민간단체와의 협력 하에 지
역 내 축산업 생산 현장의 애로를 해소하고 새로운 이론과 기술을 신속히 보급하는 기능

을 수행한다. 아울러 현장의 문제를 교육에 반영함으로서 산학 협동을 통하여 충북 지역 
축산업의 발전을 도모하며, 동물 유용유전자 분석, 복제 수정란 생산 보급, 그리고 사료개

발과 가축 사양관리 관련 각종 수탁 사업을 수행함으로서 연구기술 개발에 주도적인 역할
을 한다.

나. 연혁
2002. 11. 01 충북대학교 동물생명과학연구소 설치인가
2003. 06. 30 김남형교수 초대소장 취임
2003. 07. 01 연구소 규약제정
2007. 06. 30 송만강교수 소장 취임
2008. 05. 01 연구소 홈페이지(서버) 구축 및 운영
2008. 11. 10 유전체연구의 축산업 적용현황과 미래 심포지엄 개최
2009. 06. 19 The 7th Asian Symposium on Animal Biotechnology
2009. 06. 30 정정수교수 소장 취임
2010. 03. 01 조성구교수 소장 취임
2010. 05. 07 한우유전체정보를 이용한 한우개량 및 산업화방안 심포지엄 개최
2011. 01. 01 동물바이오신약.장기개발사업단 김남형교수 단장 취임
2011. 01. 22 바이오 신약.장기의 축산업 적용현황과 미래 심포지엄 개최
2011. 09. 21 농학 60주년 행사
2011. 10. 19 - 10. 20 국제심포지엄 개최
2011. 11. 11 - 11. 12 최근 동물생명공학연구동향 심포지엄 개최
2011. 11. 29 - 11. 30 동물바이오신약장기개발사업 심포지엄 개최
2012. 03. 01 최양일교수 소장 취임
2012. 05. 30 연구소 홈페이지 새 단장
2012. 06. 04 동물발생과 줄기세포 심포지엄개최
2012. 07. 11 “Pig Immune and Reproductive Genomics Conference”
2012. 11. 09 2012년 심포지엄 개최
2012. 12. 02 - 12. 04 2012년 CABX 워크숍 및 심포지엄 개최
2013. 05. 23 - 05. 24 국제심포지엄 개최
2013. 10. 25 국제심포지엄 개최
2013. 12. 07 - 12. 10 2013 CABX Workshop and International Symposium
2014. 03. 01 최양일교수 소장 취임
2014. 05. 22 - 05. 23 국제경쟁력 강화를 위한 축산식품 재조명 학술발표대회 개최
2014. 07. 02 - 07. 05 국제심포지엄 개최
2014. 07. 24 유전체연구의 산업화방안과 미래가치 심포지엄 개최
2014. 12. 18 - 12. 20 2014 CABX 워크샵 및 심포지움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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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 05. 21 - 05. 22 학술발표대회 개최
2017. 03. 01 김남형교수 소장 취임
2018. 05. 28 - 05. 29 국제동물생명공학 심포지엄
2020. 03. 01 김관석교수 소장 취임
2022. 03. 01 최향순교수 소장 취임

다. 주요 사업

 1) 동물자원 응용 및 산업 관련 분야의 제반 연구
 2) 동물생명과학 산업과 연관된 각종 수탁 연구사업

 3) 축산 관련 종사자의 교육, 기술 훈련, 현장지도
 4) 지역 축산 농민 애로 사항 해결을 위한 연구 사업

 5) 지역 축산업 관련 정보의 수집, 분석과 진단
 6) 본 연구소 논문집 및 소식지 발간

 7) 국내외 전문가 초청 심포지움 및 세미나 개최

라. 조직

충북대학교

동물생명과학(연)

운영위원회

자문위원회

국제협력부산업지원부기획연구부

마. 연구소의 세부사업 및 추진실적

 1) 연구 용역과제 수행
축산학과를 중심으로 가축을 대상으로 하는 영양 및 사양, 개량과 번식, 그리고 가공 

등 생산과 아용 분야의 연구는 물론 첨단 생명공학 연구 분야에 중점을 둘 예정이다. 
아울러 민간기업, 농림수산식품기술기획평가원, 한국연구재단, 농촌진흥청 바이오그린21

사업 등의 연구과제 수행과 연구소 운영 등에 대한 연구 질적 우수성을 높이기 위하여 
최선을 다해 수행할 것이다.

 2) 최근 주요 연구실적 
- 면역력 증강 및 생산성 극대화를 위한 돼지사양관리체계 확립에 관한연구

- IGF-2와 TGF-b가 지방세포의 분화에 미치는 작용 구명에 관한연구
- 돼지의 생산성 및 면역력 향상을 위한 사양관리체계 확립에 관한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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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질전환 수정란의 생산 및 이식 기술 개발에 관한연구
- RNA 간섭 기법을 이용한 질병저항 후보유전자의 검증에 관한연구

- 제주흑우의 대량증식 기술개발 및 산업화에 관한연구
- 복제 초기 배아(개와고양이)의 발달기전 규명과 효율 향상에 관한연구

- 한우 육량.육질 조기 선발용 DNA Kit 산업화 기술개발에 관한연구
- 한우집단 조성, 개량 평가 및 산업 시스템 구축에 관한연구

- 질병 저항성 유전자 형질전환 동물생산에 관한연구
- 초정한우 브랜드화 및 메뉴개발을 위한 육질관리 및 상품화 개발에 관한연구

- 복합광물질(네이온-200)급여가 육계의 생산성에 미치는 효과에 관한연구
- CAL함유 기능성 산양유 생산기술 개발 및 영양적 기능성평가에 관한연구

- 민들레 발효사료 뷴석에 관한연구
- 청보리와 호밀 TMR을 이용한 한우 및 낙농 사양 프로그램 개발에 관한연구

- 한우 육량.육질 형질에 대한 분자유전학적 특성 분석에 관한연구
- 한우육 식별 표준 프로토콜 확립과 SNP 검증을 통한 실용화 기술개발에 관한 연구

- 육질판별 방법 및 평가시스템의 검증 및 최적화에 관한연구
- 고효율 종돈 계통조성 및 생산량 확대기술 개발연구

- 형질전환 소 생산을 위한 수정란 이식 시스템 효율성 증진
- 배아 줄기세포를 이용한 형질전환돼지 생산연구

- 아프리카(에디오피아) 소 게놈을 이용한 지구기후변화의 유전적 대응 전략 개발연구
- 김치유산균 유전체학 및 단백질체학 연구를 통한 김치종균 개발 및 식품용 세포공장 

재설계 원천기술 개발연구
- 발효공정 전문인력 양성사업

- 한우사양표준 보완을 위한 자료조사 및 기초자료 확립 연구
- 돼지의 영양소 요구량 설정 연구

 3) 간행물
동물생명과학연구논문집 제1권(2008. 06)을 발간하고, 앞으로도 계속『동물생명과학연

구』논문집을 발간 할 예정에 있으며, 또한 동물생명과학연구소식지 제1권(창간호)도 발
간하였다.

- 2008. 06 동물생명과학연구논문 제1권(창간호) 발간 
- 2009. 03 소식지 제1권(창간호) 발간

- 2009. 06 동물생명과학연구논문 제2권 발간
- 2010. 06 동물생명과학연구논문 제3권 발간

- 2011. 03 농업생명환경대학 4개연구소 통합논문집 발간
- 2011. 06 농업생명환경대학 4개연구소 통합논문집 발간

- 2011. 09 농업생명환경대학 4개연구소 통합논문집 발간
- 2011. 12 농업생명환경대학 4개연구소 통합논문집 발간

- 2012. 03 동물생명과학연구논문 제4권 발간
- 2013. 06. 30 동물생명과학연구논문집 제5권 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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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4. 06. 30 동물생명과학연구논문집 제6권 발간
- 2015. 06. 30 동물생명과학연구논문집 제7권 발간

 4) 세미나 개최
축산분야에서 연구의 폭을 넓히고 새로운 연구 분야를 개발하기 위해 매년 국내외 저명

인사들을 초청하여 세미나를 개최하여 왔다. 그 예로, 2008년 7월과 11월에는 국제 심
포지엄을 개최하여 국내외 저명인사들로부터 다양한 연구정보를 얻을 수 있는 중요한 

계기가 되었으며 계속적으로 축산분야 발전을 위해 축산업관련 세미나 개최와 학술회의 
개최지원을 확대할 예정이다. 

바. 동물생명과학연구소 향후 발전계획

현재까지 동물(가축)을 대상으로 생명과학 및 산업화관련 연구와 지역 축산농가의 애로
사항 해결에 중점을 두었으나 향후 5년 이내에 연구 분야를 농업생물소재 개발로 크게 확

대할 것을 고려중이며, 그렇게 될 경우 생명공학 기법이 요구되는 미래의 첨단 농업생물소
재 개발이 중점연구의 중심으로 될 것이다. 



1. 학술연구

2. 연구비

3. 해외연수

4. 외국대학과의 학술교류

Ⅸ. 연구활동 및 

학술교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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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학술연구
  대학에서의 연구활동은 교수에게는 중요한 업무이며 전문분야에 관한 학술적 이론이나 

그의 응용방법에 많은 관심을 기울이고 연구를 추진하고 있다. 연구의 방법이나 종류에 있
어서도 개인연구를 비롯하여 공동연구, 협동연구에 이르기까지 다양하고 연구비 재원도 여

러가지이다.
  교수의 연구활동을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제반 여건 조성이 필요하다. 연구 시설 확충, 

재정지원, 연구시간확보 등 모든 여건을 충족시킨 가운데 연구에 정진하여야 하나 이러한 
여건이 부족한 상태여서 본교에서는 연구에 종사하는 교수들의 연구편의를 도모하기 위하

여 연구조성위원회, 발전기금재단, 각종 연구소를 운영하여 체계적인 연구활동이 될 수 있
도록 지원하고 있다.

2. 연구비
  본교 교수들에게 지급되는 학술연구비는 교육부 및 연구재단, 충북대학교발전기금재단, 

정부·지방자치단체, 민간기업 등이 있다. 연구비 지급대상자는 본교 전임교원으로서 연구
자가 연구계획서를 작성하여 지원기관의 지원계획에 의거 신청하면 선정 절차에 따라 연

구과제를 선정하여 연구비를 지원하고 있으며 수혜현황은 다음과 같다.

[연도별 연구비 수혜 현황 비교표]
(금액단위 : 천원)

구
분

지원기관
2014년
(과제수)

2015년
(과제수)

2016년
(과제수)

2017년
(과제수)

2018년
(과제수)

2019년
(과제수)

2020년
(과제수)

연

구

비

충북대학교
4,588,117
(541)

3,942,379
(387)

2,028,000
(69)

1,945,548
(71)

1,645,900
(76)

1,835,100
(87)

1,874,200
(82)

중앙정부
55,460,459

(622)
47,044,703

(538)
52,162,876

(595)
54,537,667

(627)
57,378,293

(613)
58,929,718

(660)
74,724,038

(682)

지자체
5,810,397

(56)
1,642,955

(50)
8,097,537

(68)
7,830,706

(66)
2,549,619

(62)
5,162,906

(60)
4,808,766

(49)

민간기업
10,376,486

(279)
21,585,019

(294)
8,630,303

(200)
9,324,976

(146)
12,339,922

(168)
8,969,747

(146)
7,231,485

(170)

계
76,235,459

(1498)

74,215,056

(1269)

70,918,716

(932)

73,638,897

(910)

73,913,734

(919)

74,897,471

(953)

88,638,489

(983)

 

※ 본 자료는 정보공시 자료를 기준으로 작성되었으며, 충북대학교 연구비에는 교내대응자금을 포함

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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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해외연수

  교수의 자질을 향상시키고 해외의 학술과 문화를 연구하게 하여 국내의 교육발전을 도
모하고자 본교에서는 국비, 충북대학교 발전기금재단, 국내·외의 각 단체 등의 지원에 의

거, 교수의 연구, 유학, 시찰 등 해외연수를 활발하게 진행하고 있으며 해외연수 현황은 다
음과 같다.

[해외연수현황]
(단위 : 명)

               지역
  연도 미국 캐나다 일본 중국 유럽 기타 계

‘83
‘84
‘85
‘86
‘87
‘88
‘89
‘90
‘91
‘92
‘93
‘94
‘95
‘96
‘97
‘98
‘99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8
계

39
24
25
20
25
66
37
57
22
58
43
61
12
88
87
69
43
45
54
60
69
91
56
41
38
51
104
123
136
89

1,733

4
0
4
1
0
2
0
9
0
6
3
4
3
6
20
6
3
3
8
11
19
14
4
7
8
3
16
15
17
14
210

28
21
23
29
24
31
32
52
22
35
32
42
52
40
52
38
36
38
53
47
63
74
10
22
21
18
66
99
81
56

1,208

2
1
6
1
5
7
6
10
4
18
35
25
12
29
20
19
10
17
30
22
41
53
18
22
28
34
118
102
101
48
844

7
14
10
10
10
17
20
24
13
27
28
39
39
101
48
30
20
32
26
59
10
9
30
36
35
43
94
92
114
88
1,125

1
3
3
4
9
5
11
29
4
22
9
13
32
102
35
27
17
21
20
36
48
32
20
25
23
23
112
134
123
97
1,031

81
63
71
65
73
128
106
181
65
166
150
184
150
366
262
189
129
156
191
235
250
273
138
153
153
172
510
565
572
392
6,1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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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외국대학과의 학술교류

가. 국제교류 프로그램

  충북대학교는 55개국 281개 대학과 학술교류협정을 체결하고 활발한 교류 사업을 실시

하고 있다. 특히 영미권, 유럽 및 오세아니아권 대학과 신규학술교류협정을 확대하여 장, 
단기 교환학생파견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자매대학과의 실질적인 교류를 극대화하고 학생

들에게 국제적인 감각을 제고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또한, 미국 일리노이공대와 안젤로주립대 등과의 복수학위과정과 독일 힐데스하임과 오

스트리아 그라츠대학과의 공동학위과정의 지속적인 추진을 통해 우리대학 학생들의 글로
벌 인재양성실현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향후 전 세계 한국어과가 설치된 학교를 대상으로 

한국어를 매개로 한 신규 학술교류협정을 체결함으로써 교환학생파견과 더불어 교환학생 
유치사업도 확대해 갈 예정이다.

나. 국가별 현황

국 가 미국 중국 영국 프랑스 캐나다 일본

대학수 29 54 12 10 6 13

국 가 우즈베키스탄 키르기즈스탄 호주 베트남 인도 몽골

대학수 4 1 9 16 4 8

국 가 아르헨티나 에티오피아 탄자니아 나이지리아 태국 헝가리

대학수 1 3 3 1 4 1

국 가 뉴질랜드 말레이시아 싱가폴 튀니지 터키 니카라과

대학수 3 5 1 1 1 2

국 가 폴 란 드 벨로루시 대 만 러 시 아 핀란드 인도네시아

대학수 3 2 6 15 2 7

국 가 우크라이나 스페인 독일 칠레 오스트리아 카자흐스탄

대학수 2 2 13 1 1 2

국 가 필리핀 남아공 케냐 에스토니아 우간다 리투아니아

대학수 9 1 1 1 1 1

국 가 멕시코 캄보디아 라오스 루마니아 네팔 엘살바도르

대학수 2 4 1 2 1 1

국 가 과테말라 코스타리카 페루 크로아티아 모로코 알제리

대학수 1 2 1 1 1 1

국 가 이탈리아

대학수 1

합계 55개국 281개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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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대학별 현황

체결
순위 국가 대학명 체결일자 체결내용

1 미  국 메인대학교
(University of Maine) 1988.10.4 교직원교환, 학생교환, 공동연구 및 

세미나개최

2 일  본 이바라키대학교
(Ibaraki University) 1991.5.8 교직원 및 학생교류, 공동연구 및 

세미나개최, 학술자료 교화

3 미  국 세인트존스대학교
(St. John's University) 1992.3.5 교직원 및 학생교환, 공동연구 및 

세미나개최

4 미  국 콜로라도주립대학교
(Colorado State University) 1992.3.9 교직원 및 학생교환, 정보교환 및 

공동문화행사, 공동연구 및 세미나개최

5 폴란드 바르샤바대학교
(Warsaw University) 1992.10.19 교직원교환, 학생교환, 공동연구 및 

세미나개최

6 우즈백
공화국

타쉬켄트니자미국립사범대학교
(Tashikent Nizami State 

Teachers Training Institute)

1993.4.19
2004.2.2

교수 및 학생교환, 공동연구 및 
세미나개최, 정보교환 및 공동문화행사

7 중  국 남경사범대학교
(Nanjing Normal University) 1993.6.11 교직원교환, 학생교환, 공동연구 및 

세미나개최

8 영  국 글래스고우대학교
(University of Glasgow) 1993.7.14

교수 및 학생의 정기적교류, 교환교수 및 
학생에게 편의제공, 연구결과 및 

학술자료교환

9 영  국 웨일즈대학교
(University of Wales Cardiff) 1993.7.17 교직원 및 학생교환, 공동연구 및 

세미나개최, 정보교환 및 공동문화행사

10 중  국 서안교통대학교
(Xian Jiaotong University) 1994.2.2 교수 및 학생교환, 공동연구 및 

세미나개최, 학술자료 및 연구 결과 교환

11 영  국 레딩대학교
(University of Reading) 1994.6.24

교수 및 학생교환, 공동연구 및 
공동세미나 개최, 연구결과 및 

학술자료교환

12 중  국 길림성 사회과학원
(Gilim Sicence Academy) 1995.5.2

교수 및 연구원교환, 공동연구 및 
공동세미나 개최, 연구결과 및 

학술자료교환

13 캐나다 빅토리아대학교
(University of Victoria) 1997.4.3 학자 및 연구원교환, 공동연구 및 

공동세미나 개최

14 프랑스
마른라발레대학교
(University de 

Marne-La-Vallee)
1997.10.17 교수 및 학생교환, 공동연구 및 

공동세미나 개최

15 미  국
럿거스대학교

(Rutgers-The State 
University of New Jersey)

1993.7.22
1998.11.24

교직원 교환, 학생교환, 공동연구 및 
세미나 개최, 연구결과 및 학술자료 교환

16 중  국
화중과기대학교

(Huazhong University of 
Science and Technology)

1999.5.10 교직원 및 학생교환, 공동연구, 자료교환

17 프랑스 ENSAM 1999.10.29
학생, 교직원 교류, 공동연구, 자료교환, 
기업체에서의 상화 방문 및 훈련을 위한 

학생교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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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결
순위 국가 대학명 체결일자 체결내용

18 캐나다 캘거리대학교
(University of Calgary) 1999.11.24 학생, 교직원, 연구원 교류, 공동연구, 

자료 교환

19 키르기
즈스탄

비슈케크인문대학교
(BishkekHumanities 

University)
2000.3.15 학생, 교직원, 연구원 교류, 자료교환

20 미  국
워싱턴주립대학교
(Washington State

University)

1995.5.23
2005.9.5
(재협정)

교수 및 학생교환, 공동연구 및 
공동세미나 개최, 정보교환 및 

공동문화행사

21 호  주 그리피쓰대학교
(Griffith University) 2000.7.11 학생, 교직원, 연구원 교류, 자료교환

22 일  본
동경농공대학교

(Tokyo University of
Agriculture and Technology)

2000.9.1
2005.10.24
(재협정)

교원 및 학생 교류, 공동연구, 간행물 
교환

23 중  국
대련이공대학교

(Dalian University of
Technology)

2000.10.12
교원 및 학생 교류, 공동연구, 간행물교환, 

공동 학술활동(세미나, 교과과정, 
심포지움, 강의 등)

24 중  국 상해대학교
(Shanghai University) 2000.10.13

교원 및 학생 교류, 공동연구, 간행물교환, 
공동 학술활동(세미나, 교과과정, 

심포지움, 강의 등)

25 베트남
베트남국립대학교
(Vitnam National
University, Hanoi)

2000.10.16
교원 및 학생 교류, 공동연구, 간행물 
교환, 공동 학술활동(세미나, 교과과정, 

심포지움, 강의 등)

26 인  도 굴바가대학교
(Gulbaga University) 2000.10.27 학생, 교직원, 연구원 교류, 자료교환

27 몽  골
몽골국립대학교

(The National University of 
Mongolia)

2000.11.7 학생, 교직원, 연구원 교류, 자료교환

28 중  국
연변과기대학교

(Yanbian University of
Science and Technology)

2000.12.1 학생, 교직원, 연구원 교류, 자료교환

29 호  주
퀸즐랜드대학교

(The University of 
Queensland)

2000.7.10
2001.2.5 학생, 교직원, 연구원 교류, 자료교환

30 우  크
라이나

우크라이나 국립기술대학교
(National Technical 

University of Ukraine, "Kyiv 
Polytechnic Institute")

2001.2.7 학생, 교직원, 연구원 교류, 자료교환

31 남아공 남아프리카대학교
(University of South Africa) 2001.11.27 학생, 교직원, 연구원 교류, 자료교환

32 케  냐 나이로비대학교
(University of Nairobi) 2001.11.30 학생, 교직원, 연구원 교류, 자료교환

33 중  국 북경사범대학교
(Beijing Normal University) 2002.7.15 학생, 교직원, 연구원 교류, 자료교환

34 중  국 연변대학교
(Yanbian University) 2002.7.17 학생, 교직원, 연구원 교류, 자료교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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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결
순위 국가 대학명 체결일자 체결내용

35 러시아
쌍뜨뻬쩨르부르그대학
(Saint-Petersburg State 

University)
2003.2.13 학생, 교직원, 연구원 교류, 자료교환

36 스페인
카스티야 라 망차대학

(University of Castilla La 
Mancha)

2003.2.17 학생, 교직원, 연구원 교류, 자료교환

37 러시아 이르쿠츠크대학
(Irkutsk State University) 2003.2.18 학생, 교직원, 연구원 교류, 자료교환

38 독  일 하노버대학
(University of Hannover) 2003.5.6 학생, 교직원, 연구원 교류, 자료교환

39 칠  레
발파라이소카톨릭대학

(Universidad Catolica de 
Valparaiso)

2003.8.14 학생, 교직원, 연구원 교류, 자료교환

40 카자흐
스  탄

카자흐 아블라이한
국제외국어대학교

(Kazakh Ablai khan University of 
International Relations and World 

Languages)

2004.2.4 학생, 교직원, 연구원 교류, 자료교환

41 아르헨
티  나

코르도바 대학
(Universidad Nacional de 

Cordoba)
2004.6.3 학생, 교직원, 연구원 교류, 자료교환

42 탄  자
니  아

다르 에스 살람 대학
(The University of
Dar Es Salaam)

2004.6.29 학생, 교직원, 연구원 교류, 자료교환

43 에티오
피  아

아디스 아바바 대학
(Addis Ababa University) 2004.7.1 학생, 교직원, 연구원 교류, 자료교환

44 나이지
리  아

조스 대학
(University of Jos) 2007.7. 2 학생, 교직원, 연구원 교류, 자료교환

45 태  국
킹 몽쿠스 톤부리 기술대학

(King Mongkut's University of 
Technology Thonburi)

2004.12.22 학생, 교직원, 연구원 교류, 자료교환

46 러시아
블라디보스토크 국립경제대학
(Vladivostok State University 
of Economics and Service)

2005.1.17 학생, 교직원, 연구원 교류, 자료교환

47 중  국
화동사범대학

(East China Normal 
University)

2005.2.28 학생, 교직원, 연구원 교류, 자료교환

48 폴란드

마리아 퀴리-스클로도프스카 
대학

(Maria Curie-Sklodowska 
University)

2005.3.3 학생, 교직원, 연구원 교류, 자료교환

49 미  국
네브라스카-링컨 주립대학

(University of 
Nebraska-Lincoln)

2005.4.26 학생, 교직원, 연구원 교류, 자료교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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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 헝가리
부다페스트 기술·경제대학
(Budapest University of

Technology and economics)
2005.4.11 학생, 교직원, 연구원 교류, 자료교환

51 중  국 하남이공대학
(Henan Polytechnic University) 2005.4.26 학생, 교직원, 연구원 교류, 자료교환

52 필리핀
팜팡가 농업대학

(Pampanga Agricultural 
College)

2005.10.6 학생, 교직원, 연구원 교류, 자료교환

53 미  국
남일리노이-카본데일대학

(Southern IIIinois 
University-Carbondale)

2005.10.24 학생, 교직원, 연구원 교류, 자료교환

54 일  본 명치대학
(Meiji University) 2005.10.28 학생, 교직원, 연구원 교류, 자료교환

55 러시아
크라스노야르스크 주립대학

(Krasnoyarsk State 
University)

2005.10.30 학생, 교직원, 연구원 교류, 자료교환

56 벨  로
루  시

벨로루시 국립대학
(Belarusian State University) 2005.11.3 학생, 교직원, 연구원 교류, 자료교환

57 벨  로
루  시

벨로루시 국립기술대학
(Belarusian State 

Technological University)
2005.11.3 학생, 교직원, 연구원 교류, 자료교환

58 폴란드 루찌대학
(University of Lodz) 2005.11.10 학생, 교직원, 연구원 교류, 자료교환

59 중국 심천대학
(Shen Zhen University) 2006.2.21 학생, 교직원, 연구원 교류, 자료교환

60 중국
북경제2외국어대학
(Beijing International 
Studies University)

2006.3.28 학생, 교직원, 연구원 교류, 자료교환

61 중국
하얼빈공정대학교

(Harbin Engineering 
University)

2006.11.2. 학생, 교직원, 연구원 교류, 자료교환

62 중국
호남농업대학

(Hunan Agriculture
University)

2006.12.12. 학생, 교직원, 연구원 교류, 자료교환

63 대만
중국문화대학

(Chinese Culture
University)

2007.2.1 학생, 교직원, 연구원 교류, 자료교환

64 러시아

모스크바철강주립대학교
(Moscow State Institute of 

Steel and Alloys
/Technological Universit)

2007.3.30 학생, 교직원, 연구원 교류, 자료교환

65 우크라
이  나

오뎃사해양대학교
(Odessa National Maritime 

University)
2007.10.30 학생, 교직원, 연구원 교류, 자료교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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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6 일본 북해도대학
(Hokkaido University) 2007.12.6 학생, 교직원, 연구원 교류, 자료교환

67 일본 야마가타대학
(Yamagata University) 2008.6.5 학생, 교직원, 연구원 교류, 자료교환

68 우즈베키
스탄

타쉬켄트 국립동방학대학교
(Tashkent State University of 

Oriental Studies)
2008.10.6 학생, 교직원, 연구원 교류, 자료교환

69 필리핀 벵겟주립대학교
(Benguet State University) 2009.1.12 학생, 교직원, 연구원 교류, 자료교환

70 영  국 임페리얼컬리지
(Imperial College London) 2009.3.12 학생, 교직원, 연구원 교류, 자료교환

71 중  국 천진상업대학
(Tianjin University of Commerce) 2009.5.5 학생, 교직원, 연구원 교류, 자료교환

72 미  국
미주리주립대학-세인트루이스
(University of Missouri - St. 

Louis)
2009.8.31 학생, 교직원, 연구원 교류, 자료교환

73 인도
네시아

반둥공과대학
(Institut Teknologi Bandung) 2009.10.28 학생, 교직원, 연구원 교류, 자료교환

74 중  국

베이징사범대·홍콩침회대-연
합국제대학

(Beijing Normal University 
-Hong Kong Baptist 

University, United International 
College)

2009.11.11 학생, 교직원, 연구원 교류, 자료교환

75 필리핀
라살아라네타대학

De La Salle Araneta 
University

2010.1.21 학생, 교직원, 연구원 교류, 자료교환

76 일  본 아이즈대학
University of Aizu 2010.3.9 학생, 교직원, 연구원 교류, 자료교환

77 중  국
서북정법대학

Northwest University of 
Politics Law 

2010.4.6 학생, 교직원, 연구원 교류, 자료교환

78 미국
캘리포니아주립대학,머시드
(University of California, 

Merced)
2010.7.5 학생, 교직원, 연구원 교류, 자료교환

79 중국
수도사범대학과덕학원
(Kede Colleg of Capital 

 NormalUniversity)
2010.7.15 학생, 교직원, 연구원 교류, 자료교환

80 필리핀 불라칸주립대학
(Bulacan State University) 2010.7.22 학생, 교직원, 연구원 교류, 자료교환

81 베트남

베트남국립호치민자연과학대
학 (The University of 

Science -Vietnam National 
University 

- Hochimin City)

2010.11.1 학생, 교직원, 연구원 교류, 자료교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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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2 필리핀 세부닥터스대학
(Cebu Doctors' University) 2011.2.14 학생, 교직원, 연구원 교류, 자료교환

83 필리핀 비사야스대학
(University of the Visayas) 2011.2.15 학생, 교직원, 연구원 교류, 자료교환

84 필리핀

돈호노리오벤추라국립대학
(Don Honorio Ventura 
Technological State 

University)

2011.2.15 학생, 교직원, 연구원 교류, 자료교환

85 몽골
몽골생활과학대학

(Mongolian University of Life 
Sciences)

2011.4.13.
2017.2.20. 학생, 교직원, 연구원 교류, 자료교환

86 핀란드
센트리아응용과학대학
(Central University of 
Applied Science)

2011.5.25 학생, 교직원, 연구원 교류, 자료교환

87 핀란드 오울루대학
(University of Oulu) 2011.5.25 학생, 교직원, 연구원 교류, 자료교환

88 오스
트리아

인스브루크대학
(University of Innsbruck) 2011.5.25 학생, 교직원, 연구원 교류, 자료교환

89 에스
토니아

탈린대학
(University of Tallinn) 2011.5.25 학생, 교직원, 연구원 교류, 자료교환

90 미 국
일리노이공과대학
(Illinois institute of 

Technology)
2011.11.3 학생, 교직원, 연구원 교류, 자료교환

91 프랑스 프랑슈콩테대학
(Universite de Franche-Comte) 2011.9.30 학생, 교직원, 연구원 교류, 자료교환

92 영국 쉐필드대학
(University of Sheffield) 2011.11.15 학생, 교직원, 연구원 교류, 자료교환

93 일본 구마모토대학
University of Kumamoto 2012.1.26 학생, 교직원, 연구원 교류, 자료교환

94 프랑스 리옹2대학
Universite de Lumiere Lyon2 2012.1.9 학생, 교직원, 연구원 교류, 자료교환

95 필리핀 웨스트네그로스대학
University of West Negros 2012.5.30 학생, 교직원, 연구원 교류, 자료교환

96 미국
캘리포니아국제경영대학
California International 
Business University

2012.7.1 학생, 교직원, 연구원 교류, 자료교환

97 미국
캘리포니아주립대학, 노스리지
Califonia State University, 

Northridge
2012.8.1. 학생, 교직원, 연구원 교류, 자료교환

98 영국
뉴캐슬대학교

University of New Castle 
Upon Tyne

2012.07.09 학생, 교직원, 연구원 교류, 자료교환

99 중국 광서대학교
Guanxi University 2012.07.17 학생, 교직원, 연구원 교류, 자료교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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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 우간다 쿠미대학교
Kumi Univeristy 2012.08.31 학생, 교직원, 연구원 교류, 자료교환

101 독일
보이트기술대학교

Beuth Hochschule fur 
Technik Berlin

2012.09.03 학생, 교직원, 연구원 교류, 자료교환

102 미국 영스타운주립대학
Youngstown State University 2012.10.16 학생, 교직원, 연구원 교류, 자료교환

103 미국 안젤로주립대학
Angelo State University 2013.01.10 학생, 교직원, 연구원 교류, 자료교환

104 미국
매사추세츠주립대학-로웰

University of Massachusetts 
Lowell

2013.01.22 학생, 교직원, 연구원 교류, 자료교환

105 영국 에지힐대학
Edge Hill University 2013.01.23 학생, 교직원, 연구원 교류, 자료교환

106 중국 광동해양대학
Guangdong Ocean University 2013.02.06 학생, 교직원, 연구원 교류, 자료교환

107 리투아니
아

샤울레이대학Šiauliai university 2013.04.17 학생, 교직원, 연구원 교류, 자료교환

108 중국 절강수인대학
Zhejiang Shuren University 2013.05.06 학생, 교직원, 연구원 교류, 자료교환

109 뉴질랜드 유니텍대학
UnitecInstitute of Technology 2013.05.15 학생, 교직원, 연구원 교류, 자료교환

110 말레이시
아

말라야대학
University of Malaya 2013.06.25 학생, 교직원, 연구원 교류, 자료교환

111 태국 치앙마이대학
Chiang Mai University 2013.07.01 학생, 교직원, 연구원 교류, 자료교환

112 싱가폴 난양폴리텍대학
Nanyang Polytechnic 2013.08.19 학생, 교직원, 연구원 교류, 자료교환

113 말레이시
아

사라왁스윈번대학
Swinburne University of 

Technology Sarawak Campus
2013.10.14 학생, 교직원, 연구원 교류, 자료교환

114 카자흐스
탄

카자흐국립기술대학
Kazakh National University 

of Technology
2013.10.14 학생, 교직원, 연구원 교류, 자료교환

115 미국
루이지애나먼로주립대학
University of Louisiana at 

Monroe
2014.03.31 학생, 교직원, 연구원 교류, 자료교환

116 러시아 극동연방대학
Far East Federal University 2014.04.29 학생, 교직원, 연구원 교류, 자료교환

117 말레이시
아

헬프대학
HELP University 2014.07.17 학생, 교직원, 연구원 교류, 자료교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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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8 대만 난화대학
Nanhua University 2014.08.19 학생, 교직원, 연구원 교류, 자료교환

119 캐나다 랑가라대학
Langara College 2014.09.02 학생, 교직원, 연구원 교류, 자료교환

120 미국 괌대학
University of Guam 2014.10.17 학생, 교직원, 연구원 교류, 자료교환

121 중국
청도농업대학

Qingdao Agriculture 
University

2014.10.31 학생, 교직원, 연구원 교류, 자료교환

122 중국 서북대학
Northwest University 2014.11.11 학생, 교직원, 연구원 교류, 자료교환

123 중국 연태대학
Yantai University 2014.11.14 학생, 교직원, 연구원 교류, 자료교환

124 일본 센슈대학
Senshu University 2014.12.18 학생, 교직원, 연구원 교류, 자료교환

125 뉴질랜드 휘티레이아대학
Whitireia Polytechnic 2015.01.15 학생, 교직원, 연구원 교류, 자료교환

126 영국 브라이튼대학
University of Brighton 2015.01.22 학생, 교직원, 연구원 교류, 자료교환

127 중국
안휘공업대학

Anhui University of 
Technology

2015.05.18 학생, 교직원, 연구원 교류, 자료교환

128 중국 영남사범대학
Lingnan Normal University 2015.05.20 학생, 교직원, 연구원 교류, 자료교환

129 에티오피
아

알시대학
Arsi University 2015.06.22 학생, 교직원, 연구원 교류, 자료교환

130 튀니지 카르타고대학
University of Cartage 2015.07.09 학생, 교직원, 연구원 교류, 자료교환

131 몽골
몽골국제대학

Mongolia International 
University

2015.07.23 학생, 교직원, 연구원 교류, 자료교환

132 몽골
몽골국립의과대학

Mongolian National University 
of Medical Sciences

2015.07.23 학생, 교직원, 연구원 교류, 자료교환

133 미국
웨스턴워싱턴대학

Western Washington 
University

2015.08.22 학생, 교직원, 연구원 교류, 자료교환

134 미국 유타주립대학
Utah State University 2015.08.23 학생, 교직원, 연구원 교류, 자료교환

135 미국 플로리다대학
University of Florida 2015.08.25 학생, 교직원, 연구원 교류, 자료교환

136 몽골
몽골과학기술대학교 

Mongolian University of 
Science and Technology

2015.10.12 학생, 교직원, 연구원 교류, 자료교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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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7 몽골
몽골국립문화예술대학교

Mongolian State University of 
Arts and Culture

2015.10.12 학생, 교직원, 연구원 교류, 자료교환

138 프랑스
보르도몽테뉴대학

Universityt of Bordeaux 
Montaigne

2015.11.11 학생, 교직원, 연구원 교류, 자료교환

139 중국
곤명이공대학

Kunming University of 
Science and Technology

2015.11.16 학생, 교직원, 연구원 교류, 자료교환

140 중국
삼협대학

China Three Gorges 
University

2015.11.18 학생, 교직원, 연구원 교류, 자료교환

141 중국 절강관광전문대학
Tourism College of Zhejiang 2015.11.20 학생, 교직원, 연구원 교류, 자료교환

142 인도네시
아

보고르농업대학
Bogor Agricultural University 2016.01.19 학생, 교직원, 연구원 교류, 자료교환

143 말레이시
아

노팅험대학(말레이시아캠퍼스)
The Nottingham University 2016.01.20 학생, 교직원, 연구원 교류, 자료교환

144 말레이시
아

멀티미디어대학
Multimedia University 2016.01.20 학생, 교직원, 연구원 교류, 자료교환

145 태국 시나카린위롯대학
Srinakharinwirot University 2016.01.22 학생, 교직원, 연구원 교류, 자료교환

146 터키 이스탄불게리심대학
Istanbul Gelisim University 2016.01.25 학생, 교직원, 연구원 교류, 자료교환

147 몽골 후레대학
Huree University 2016.03.10 학생, 교직원, 연구원 교류, 자료교환

148 중국
중국화동정법대학

East China University of 
Political Science and Law

2016.04.20 학생, 교직원, 연구원 교류, 자료교환

149 중국
연태문경대학교

College of Culture and 
Economy,Yantai University

2016.04.25 학생, 교직원, 연구원 교류, 자료교환

150 중국 연태남산대학교
Yantai Nanshan University 2016.04.25 학생, 교직원, 연구원 교류, 자료교환

151 미국 코반대학
Corban University 2016.05.01 학생, 교직원, 연구원 교류, 자료교환

152 니카라과

니카라과국립대학
Universidad Nacional 

Autonoma de Nicaragua, 
Managua

2016.06.03 학생, 교직원, 연구원 교류, 자료교환

153 니카라과
니카라과국립농업대학
Universidad Nacional 

Agraria(UNA) Nicaragua
2016.06.03 학생, 교직원, 연구원 교류, 자료교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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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4 멕시코
푸에르토바야르타고등기술대학

Instituto Tecnologico 
Superior Puerto Vallarta

2016.06.07 학생, 교직원, 연구원 교류, 자료교환

155 멕시코
비즈카야대학

Universidad Vizcaya de las 
Americas

2016.06.08 학생, 교직원, 연구원 교류, 자료교환

156 미국
센트럴오클라호마대학
University of Central 

Oklahoma
2016.06.30 학생, 교직원, 연구원 교류, 자료교환

157 러시아
러시아국립인문학대학

Russian State University for 
the Humanities

2016.07.22 학생, 교직원, 연구원 교류, 자료교환

158 일본 가고시마대학교
Kagoshima University 2016.08.18 학생, 교직원, 연구원 교류, 자료교환

159 인도네시
아

머큐부아나대학
MercuBuana University 2016.08.25 학생, 교직원, 연구원 교류, 자료교환

160 중국 광서사범대학
Guangxi Normal University 2016.08.29 학생, 교직원, 연구원 교류, 자료교환

161 미국
위스콘신리버펄스
The University of 

Wisconsin-RiverFalls
2016.09.02 학생, 교직원, 연구원 교류, 자료교환

162 우즈베키
스탄

타쉬켄트약학대학
Tashkent Pharmaceutical 

Institute
2016.09.02 학생, 교직원, 연구원 교류, 자료교환

163 프랑스 앙제대학교
University of Angers 2016.09.22 학생, 교직원, 연구원 교류, 자료교환

164 러시아

모스크바국립대학교러시아어
문화대학

Institute of Russian 
Language and Culture of 
Moscow State University

2016.09.28 학생, 교직원, 연구원 교류, 자료교환

165 스페인 말라가대학교
University of Malaga 2016.10.17 학생, 교직원, 연구원 교류, 자료교환

166 캄보디아 바탐방대학교
University of Battambang 2016.10.17 학생, 교직원, 연구원 교류, 자료교환

167 러시아
국립푸쉬킨언어대학교
Pushkin State Russian 
Language Institute

2016.11.07 학생, 교직원, 연구원 교류, 자료교환

168 태국 신라빠꼰대학
Silpakorn University 2016.11.21 학생, 교직원, 연구원 교류, 자료교환

169 중국 안휘삼련대학
Anhui Sanlian University 2016.11.22 학생, 교직원, 연구원 교류, 자료교환

170 일본 야마구치대학
Yamaguchi University 2016.12.23 학생, 교직원, 연구원 교류, 자료교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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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1 독일 힐데스하임대학교
University of Hildesheim 2016.12.28 학생, 교직원, 연구원 교류, 자료교환

172 캄보디아 민쩨이대학교
Mean Chey University 2016.12.28 학생, 교직원, 연구원 교류, 자료교환

173 중국
하북경무대학교

Hubei University of 
Economics and Business

2017.01.17 학생, 교직원, 연구원 교류, 자료교환

174 라오스 라오스국립대학교
National University of Laos 2017.02.09 학생, 교직원, 연구원 교류, 자료교환

175 미국 미주리주립대학교
Missouri State University 2017.02.09 학생, 교직원, 연구원 교류, 자료교환

176 필리핀
산호세대학교
University of 

SanJose-Recoletos
2017.02.09 학생, 교직원, 연구원 교류, 자료교환

177 중국
중개농업공정대학교
Zhongkai University of 

Agriculture and Engineering
2017.02.09 학생, 교직원, 연구원 교류, 자료교환

178 중국 남개대학교
NankaiUniversity  2017.03.01 학생, 교직원, 연구원 교류, 자료교환

179 프랑스
폴발레리몽펠리에제3대학교
Paul Valery University, 

Montpellier3  
2017.03.07 학생, 교직원, 연구원 교류, 자료교환

180 대만
대만국립체육운동대학

National Taiwan University of 
Sport

2017.03.29 학생, 교직원, 연구원 교류, 자료교환

181 인도네시
아

인도네시아국립대학
Universitas Indonesia 2017.04.11 학생, 교직원, 연구원 교류, 자료교환

182 러시아 남연방대학교
Southern Federal University 2017.04.24. 학생, 교직원, 연구원 교류, 자료교환

183 미국 뉴저지시립대
New Jersey City University 2017.04.26 학생, 교직원, 연구원 교류, 자료교환

184 대만
국립타이베이과학기술대

National Taipei University of 
Technology

2017.05.12 학생, 교직원, 연구원 교류, 자료교환

185 독일 카셀대
Universitat Kassel 2017.05.30 학생, 교직원, 연구원 교류, 자료교환

186 러시아
모스크바국립언어대학교
Moscow State Linguistic 

University
2017.06.06 학생, 교직원, 연구원 교류, 자료교환

187 베트남
호치민사범대

HoChiMinhCity University of 
Education

2017.06.06 학생, 교직원, 연구원 교류, 자료교환

188 중국 강소대
Jiangsu University 2017. 08.18 학생, 교직원, 연구원 교류, 자료교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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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9 베트남
백화대

HoChiMinhCity University of 
Technology

2017. 08.29 학생, 교직원, 연구원 교류, 자료교환

190 베트남
홍방국제대

Hongbang International 
University

2017. 08.30 학생, 교직원, 연구원 교류, 자료교환

191 베트남
휴테크대

HUTECH University of 
Technology

2017. 08.30 학생, 교직원, 연구원 교류, 자료교환

192 베트남
호치민국립인문사회대

HoChiMinhCity University of 
Education

2017. 08.31 학생, 교직원, 연구원 교류, 자료교환

193 중국
절강외국어대

Zhejiang International 
Studies University

2017. 09.20 학생, 교직원, 연구원 교류, 자료교환

194 중국 동화대
Donghua Univerisity 2017.09.27 학생, 교직원, 연구원 교류, 자료교환

195 중국 중경대
Chungqing University 2017. 09.28 학생, 교직원, 연구원 교류, 자료교환

196 중국
석유대

China University of 
Petroleum(EastChina)

2017. 09.28 학생, 교직원, 연구원 교류, 자료교환

197 대만 유안제대
YuanZe University 2017. 10.24 학생, 교직원, 연구원 교류, 자료교환

198 러시아
하바롭스크경법대

Khabarovsk State University of 
Economics and Law

2017. 11.09 학생, 교직원, 연구원 교류, 자료교환

199 러시아
북동연방대

North-Eastern Federal 
University

2017. 11.09 학생, 교직원, 연구원 교류, 자료교환

200 러시아
북극연방대

Northern Arctic Federal 
University

2017. 11.09 학생, 교직원, 연구원 교류, 자료교환

201 베트남 두이탄대
DuyTan University 2018.01.19 학생, 교직원, 연구원 교류, 자료교환

202 인도 사티야바마대
Sathyabama University 2018. 02.09 학생, 교직원, 연구원 교류, 자료교환

203 중국
하북공정대

Hebei University of 
Engineering

2018. 02.20 학생, 교직원, 연구원 교류, 자료교환

204 인도네시
아

우수대
Universitas Sumatera Utara 2018.02.21 학생, 교직원, 연구원 교류, 자료교환

205 인도네시
아

람부몽크랏대
Lambung Mangkurat 

University
2018.02.23 학생, 교직원, 연구원 교류, 자료교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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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6 인도 마드라스크리스찬대
Madras Christian University 2018.02.28 학생, 교직원, 연구원 교류, 자료교환

207 대만
난타이과기대

Southern Taiwan University of 
Science and Technology

2018.03.09 학생, 교직원, 연구원 교류, 자료교환

208 일본 고베대
Kobe University 2018.03.30 학생, 교직원, 연구원 교류, 자료교환

209 중국 길림농업대
Jilin Agricultural University 2018.05.14. 학생, 교직원, 연구원 교류, 자료교환

210 베트남

다낭외국어대
University of Foreign Languag 
studies, The University of 

DaNang 

2018.05.21. 학생, 교직원, 연구원 교류, 자료교환

211 탄자니아

넬슨만델라
아프리카과학기술대

Nelson Mandela Africa 
Institute of Science and 

Technology

2018.06.19. 학생, 교직원, 연구원 교류, 자료교환

212 중국 목단강사범대
Mudanjiang Normal University 2018.07.02. 학생, 교직원, 연구원 교류, 자료교환

213 루마니아
디미트리칸테미어크리스천대
Dimitrie Cantemir Christian 

University
2018.07.17. 학생, 교직원, 연구원 교류, 자료교환

214 캄보디아 파나사스트라대
Pannasastra University 2018.07.30. 학생, 교직원, 연구원 교류, 자료교환

215 베트남
이스턴인터내셔널대
Eastern International 

University
2018.07.30. 학생, 교직원, 연구원 교류, 자료교환

216 중국
강소과학기술대

Jiangsu University of 
Science and Technology

2018.08.08 학생, 교직원, 연구원 교류, 자료교환

217 인도 폰디체리대
Pondicherry University 2018.8.17 학생, 교직원, 연구원 교류, 자료교환

218 독일 아헨공대
RWTHAachen University 2018.10.18. 학생, 교직원, 연구원 교류, 자료교환

219 독일 베를린공대
Technische Universitat Berlin 2018.10.18. 학생, 교직원, 연구원 교류, 자료교환

220 독일
브라운슈바이크공대

Technische Universitat 
Braunschweig

2018.10.18. 학생, 교직원, 연구원 교류, 자료교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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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1 독일
다름슈타트공대

Technische Universitat 
Darmstadt

2018.10.18. 학생, 교직원, 연구원 교류, 자료교환

222 독일
드레스덴공대

Technische Universitat 
Dresden

2018.10.18. 학생, 교직원, 연구원 교류, 자료교환

223 독일 하노버공대(라이프니츠)
Leibniz Universitat Hannover 2018.10.18. 학생, 교직원, 연구원 교류, 자료교환

224 독일
칼스루에공대

Karlsruher Institutfar 
Technologie

2018.10.18. 학생, 교직원, 연구원 교류, 자료교환

225 독일
뮌헨공대

Technische Universitat 
Manchen

2018.10.18. 학생, 교직원, 연구원 교류, 자료교환

226 독일 슈투트가르트공대
Universitat Stuttgart 2018.10.18. 학생, 교직원, 연구원 교류, 자료교환

227 프랑스 엑스마르세유대
Aix-Marseille University 2018.11.13. 학생, 교직원, 연구원 교류, 자료교환

228 중국 천진공대
Tianjin Polytechnic University 2018.11.13. 학생, 교직원, 연구원 교류, 자료교환

229 러시아

상트페테르부르크건축토목주
립대

Saint Petersburg State 
University of Architecture 
and Civil Engineering

2018.12.12. 학생, 교직원, 연구원 교류, 자료교환

230 중국 남창대
Nanchang University 2018.12.31. 학생, 교직원, 연구원 교류, 자료교환

231 엘살바도
르

엘살바도르국립대
The University of ElSalvador 2019.1.31. 학생, 교직원, 연구원 교류, 자료교환

232 캄보디아
왕립프놈펜대

Royal University of 
PhnomPenh

2019.2.21. 학생, 교직원, 연구원 교류, 자료교환

233 중국
닝보직업기술대

Ningbo Polytechnic 
Vocational College

2019.3.8 학생, 교직원, 연구원 교류, 자료교환

234 네팔 카트만두대
Kathmandu University 2019. 3. 15 학생, 교직원, 연구원 교류, 자료교환

235 캐나다 셰리단대
Sheridan College 2019. 3. 27. 학생, 교직원, 연구원 교류, 자료교환

236 캐나다 구엘프대
Guelph University 2019. 3. 28 학생, 교직원, 연구원 교류, 자료교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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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7 중국
길림외국어대

Jilin International Studies 
University

2019. 5. 24 학생, 교직원, 연구원 교류, 자료교환

238 미국 델라웨어주립대
Delaware State University 2019. 5. 29 학생, 교직원, 연구원 교류, 자료교환

239 미국 인디애나폴리스대
Indianapolis University 2019. 5. 29 학생, 교직원, 연구원 교류, 자료교환

240 영국
리젠츠런던대

Regent's University of 
London

2019. 5.30 학생, 교직원, 연구원 교류, 자료교환

241 과테말라
산카를로스대

Universidad de San Carlos 
de Guatemala  

2019. 6. 3 학생, 교직원, 연구원 교류, 자료교환

242 코스
타리카

국립코스타리카대
Universidad de Costa Rica 2019. 6. 4 학생, 교직원, 연구원 교류, 자료교환

243 코스
타리카

평화대
University of Peace 2019. 6. 4 학생, 교직원, 연구원 교류, 자료교환

244 중국 하북북방대
Hebei North University 2019. 6. 19 학생, 교직원, 연구원 교류, 자료교환

245 중국 란주대
Lanzhau University 2019. 6. 21 학생, 교직원, 연구원 교류, 자료교환

246 베트남 반랑대
Van Lang University 2019. 7. 9 학생, 교직원, 연구원 교류, 자료교환

247 베트남
재정경제대

The University of Economics 
and Finance

2019. 7. 9 학생, 교직원, 연구원 교류, 자료교환

248 베트남 기아딘대
Gia Dinh University 2019. 7. 10 학생, 교직원, 연구원 교류, 자료교환

249 호주 모나쉬대
Monash College 2019. 11. 8 학생, 교직원, 연구원 교류, 자료교환

250 호주 로열멜버른공과대
RMIT University 2019. 11.15 학생, 교직원, 연구원 교류, 자료교환

251 프랑스 투르대
Universite de TOURS 2019. 11.1 학생, 교직원, 연구원 교류, 자료교환

252 에티
오피아

아디스아바바과학기술대
Adds Ababa Science & 
Technology University

2019. 11.4 학생, 교직원, 연구원 교류, 자료교환

253 탄자니아
소코이네농업대

Sokoine University of 
Agriculture

2019. 11.11 학생, 교직원, 연구원 교류, 자료교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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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4 베트남 타이응우옌대
Thai Nguyen University 2019. 12.18 학생, 교직원, 연구원 교류, 자료교환

255 베트남 외상대
Foreign Trade University 2019. 12.19 학생, 교직원, 연구원 교류, 자료교환

256 중국 나이아가라대
Niagara College 2019. 12.26 학생, 교직원, 연구원 교류, 자료교환

257 캐나다
산동대(위해)

Shandong University 
(Wei hai)

2019. 12.27 학생, 교직원, 연구원 교류, 자료교환

258 일본 소카대
Soka University 2020. 1.15 학생, 교직원, 연구원 교류, 자료교환

259 페루
페루공과대

Universidad Nscionsl De 
Ingenieria 

2020.4.29 학생, 교직원, 연구원 교류, 자료교환

260 미국
샌프란시스코주립대
San Francisco State 

University
2020.5.31 학생, 교직원, 연구원 교류, 자료교환

261 호주 빅토리아대학교
Victoria University 2020. 06. 29. 학생 교환

262 호주
스윈번공과대학교

Swinburne University of 
Technology

2020. 06. 29. 학생 교환

263 호주 모나쉬대학교
Monash University 2020. 07. 01. 학생 교환

264 뉴질랜드
오클랜드공과대학교

Auckland University of 
Technology

2020. 07. 14. 학생, 교직원, 연구원 교류, 자료교환

265 몽골 이데르대학교
IDER University 2021. 02. 05. 학생, 교직원, 연구원 교류, 자료교환

266 루마니아 부쿠레슈티대학교
University  of Bucuarest 2021. 02. 10. 학생, 교직원, 연구원 교류, 자료교환

267 호주 디킨대학교
Deakin University 2021. 04. 12. 학생, 교직원, 연구원 교류, 자료교환

268 알제리
콘스탄틴 3 대학교

University of constantine3, 
Salah boubnider 

2021. 03. 11. 학생, 교직원, 연구원 교류, 자료교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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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9 크로
아티아

풀라대학교
Juraj Dobrila University 

of Pula
2021. 04. 20. 학생, 교직원, 연구원 교류, 자료교환

270 영국 리즈대학교
The University of Leeds 2021. 05. 05. 학생, 교직원, 연구원 교류, 자료교환

271 영국
울버햄튼대학교
University of 

Wolverhampton
2021. 05. 19. 학생교환

272 이탈리아
시에나외국인대학교
The University for 
Foreigners of Siena 

2021. 05. 22. 학생, 교직원, 연구원 교류, 자료교환

273 일본
나가사키외국어대학교

Nagasaki Uniuversity of 
Foreign Studies

2021. 05. 24. 학생, 교직원, 연구원 교류, 자료교환

274 리투
아니아

빌뉴스대학교
Vilnius Universit 2021. 05. 26. 학생, 교직원, 연구원 교류, 자료교환

275 베트남 톤득탕대학교
Ton Duc Thang University 2021. 05. 31. 교원교류

276 영국 리버풀대학교
The University of Liverpool 2021. 06. 15. 학생 교환

277 모로코
모하메드6세보건대학교

Mohammed VI University of 
Health Sciences

2021. 10. 25. 학생, 교직원, 연구원 교류, 자료교환

278 미국
하와이주립대마노아

The University of Hawaii at 
Manoa

2021. 12. 29. 학생교환

279 프랑스 CY세르지파리대학교
CY Cergy Paris Universite 2022. 01. 07. 학생, 교직원, 연구원 교류, 자료교환

280 인도
네시아

가자마다대학교
Universitas Gadjah Mada 2022. 01. 12. 학생, 교직원, 연구원 교류, 자료교환

281 우즈
베키스탄

코칸드대학교
Kokand University 2022. 03. 14. 학생, 교직원, 연구원 교류, 자료교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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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과대 일본 이바라기대학공과대학 1991.5.8
교원 및 연구자의 교류, 

학생 및 정보교류

공과대 중국 시안지아통대학 1994.2.1 학술교류, 교수 및 학생교류

공과대 캐나다 빅토리아대학 공과대 1996.10.10 학술교류, 교수 및 학생교류

공과대 일본 야마구치대학공학부 2001.10.10
학술교류, 정보교환 및 물적교류, 

학생교류

공과대 미국 네브라스카대학 2005.10.18 교류 활성화 및 학생교류

공과대 일본
북해도대학대학원공학연

구과 
2007.12.06

교원 및 연구자의 교류, 

학생 및 정보교류

공과대 필리핀
산크롤로스대학 

공과대학
2008.12.14 교원 교류, 학생교류 및 연구과제

공과대 일본

류큐대학

(University of the 
Ryukyus)

2010.6.10

연구과제공동협력 및 

연구원상호교류 
안전분야상호조사

공과대 일본 돗토리대학 2011.8.24 학술교류, 인적교류, 학생교류

전자
정보대

캐나다

브리티시콜럼비아대학교

The University of 
British Columbia

2005.10.28 학술교류, 인적교류

전자

정보대
중국

하얼빈공과대학
Harbin Institute of 

Technology

2006.3.10 학술교류, 인적교류

전자

정보대
호주 

Elabs,

Technology park
2006.2.22 학술교류

전자

정보대
몽골

몽골국립대학교
National University of 

Mongolia

2006.9.20 학술교류, 인적교류

전자

정보대
중국

절강대학교

Zhejiang University
2006.12.15 학술교류, 인적교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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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

정보대
독일 Intermudien  GMBH 2007.4.5 학술교류

전자

정보대
중국

서안전자과학대학

(Xidian University)
2007.5.15 학술교류, 인적교류

전자

정보대
미국

신시내티대학교

(University of Cincinnati)
2007.8.7 학술교류, 인적교류

전자

정보대
호주 

울릉공대학

(University of Wollongong)
2007.11.12 학술교류, 인적교류

전자
정보대

일본
고난대학

(Konan University)
2007.12.10 학술교류, 인적교류

전자
정보대

영국
랭카스터대학

(Lancaster University)
2008.4.7 학술교류, 인적교류

전자
정보대

일본
아이주대학

(University of Aizu)
2008.8.25 학술교류, 인적교류

전자

정보대
미국

캘리포니아대학,머시드
(University of California, 

Merced)

2010.1. 학술교류, 인적교류

전자

정보대
프랑스

EISEE  Paris

(Universitte' Paris-Est)
2010.4.12 학술교류, 인적교류

전자
정보대

일본
류큐대학

(University of the Ryukyus)
2010.6.10 학술교류, 인적교류

농업생명

환경대학
중국

북경임업대학교생명과학

대학
(College of Life Science 

Northeast Forestry 
University)

2008.2.1 
교수교류,

학술활동협력,

학생 및 연구교류등

농업생명

환경대학
몽골

울란바타르대학교

(Ulaan baatar University)
2008.11.10 

교수 및 학생교류,
학문협력증진 및 프로그램개발,

단기강좌공동운영 및 
학술세미나개최

농업생명
환경대학

몽골
몽골국립대학교농과대학

(Mongolian State 

University of Agriculture)

2008.12.16 교수 및 학생교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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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결
대학

국가 대학(기관)명 체결일자 체결내용

농업생명

환경대학

우크

라이나

니꼴라이예프 국립 

농업대학
2010.6.1

과학적교육적제도적문화적연계

고려인대상시설원예, 병충해이론 및 
실습

농업생명

환경대학
중국 연변대학교 식품과학과 2009.8.4

식품공학과년분야의학술교류

학생교류, 공동연구사업추진

농업생명

환경대학

우크

라이나

South  Branch of 

Batinoal University of 
Life and Environmental 

Sciences of Ukraine  
"Crimean Agrotech

nological University"

2011.8.1 학술교류, 인적교류

농업생명
환경대학

중국  심양농업대학 2011.5.20 학술교류, 인적교류, 학생교류

법학전문

대학원
미국 인디애나대학교 2010.03.16. 학점교류, 교환방문,

공동학위과정 운영 등

법학전문

대학원
미국 인디애나대학교 2014.10.28. 

학점교류, 복수학위제, 
겨울방문프로그램, 현지로펌과 

인턴쉽 연계 

법학전문

대학원
미국 럿거스대학교 2007.09.30. 학점교류, 교환방문, 학술교류

법학전문
대학원

미국 노스트웨스턴대학교 2009.07.23. 교환연수, 학술교류, 정보협력

법학전문

대학원
미국 페럴 로펌 2007.11.20. 학생실무교육 및 연수

법학전문
대학원

미국 루카스머켄티로펌 2008.07.25. 지식재산정보협력, 학술교류 등

법학전문
대학원

일본 메이지대학교 2005.10.28. 학점교류, 교환방문, 학술교류

법학전문

대학원
일본 이바라키대학교 2001.07.25. 학점교류, 교환방문, 학술교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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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결
대학

국가 대학(기관)명 체결일자 체결내용

법학전문
대학원

중국 서남정법대학 2006.09.04. 학점교류, 교환방문, 학술교류

법학전문
대학원

중국 연변대학교 2002.07.17. 학점교류, 교환방문, 학술교류

법학전문
대학원

중국 리차드왕앤컴로펌 2007.11.27. 학생실무교육 및 연수

법학전문
대학원

중국 왕진앤컴로펌 2007.11.27. 학생실무교육 및 연수

법학전문
대학원

중국 쫑하오로펌 2007.11.27. 학생실무교육 및 연수

법학전문

대학원
중국 

하북외국어직업학원

국제교류처
2010.07.13.

교원, 연구원 및 학생 교류

도서자료 및 데이터베이스 교류

법학전문
대학원

중국 호남대학교 법학원 2011.10.28. 

교수 및 학생 교환

공동연구 수행, 회의의 공동개최 
등

법학전문

대학원
중국 서북정법대학 민상법학원 2012.05.16. 

교수 및 학생 교환, 학술의 

공동연구, 학술대회의 개최 등

법학전문

대학원
중국 섬서운덕율사사무소 2013.06.20. 

교수와 변호사의 교류, 각국법의 

정보제공 등

법학전문
대학원

중국 
섬서사범대학 
정치경제학원

2013.12.17.
교수 및 학생의 교류, 학술의 
공동연구, 학술대회의 개최 등

법학전문

대학원
중국 

서북정법대학 

사법관교육원
2013.06.20.

교수 및 학생의 교환, 학술의 

공동연구, 학술대회의 개최 등

법학전문
대학원

홍콩 중문대학교 2007.04.25. 공동연구, 교환방문, 학술교류

법학전문
대학원

영국 레딩대학교 1994.06.24. 공동연구, 교환방문, 학술교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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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

국가 대학(기관)명 체결일자 체결내용

법학전문

대학원
호주 퀸즈랜드대학교 2001.02.05. 학생교류, 자료교환 등

법학전문
대학원

러시아 이르쿠츠크대학교 2005.10.25. 공동연구, 교환방문, 학술교류

법학전문

대학원
러시아 시베리아대학교 2008.09.29. 교환방문, 정보교환 등

사범대 베트남 베트남하노이한국학교 2010.12.16
사범대학생 해외교육실습 및 

봉사, 각종학술교류 등

사범대 미국 시카고 아르곤대학 2012.2.16 연구시설 활용 등 연구교류

수의대 베트남 하노이농업대학교 2008.4.23

교육 및 연구관련학생 및 

교수진교류,
공동학술회의, 세미나 및 

연구자들의 상호방문등 인력교류
강연 및 세미나등 교육 관련 

정보교류,
공동연구, 기타 상호 관심분야에 

대한 교류

수의대 캐나다 NTS  Research & Inc 2010.5.10

발전된 교육과 연구를 위한 학생 
및 연구원의 교환,

강의, 연설, 정보교환을 위한 
교수 및 학자의 교환,

상호 관심분야의 공동연구

수의대 베트남 국립수의진단연구소(NCVD) 2012.7.26

교수 및 연구원의 교류,

수의학 진료기술의 교환,
학술 자료, 인쇄물, 정보의 교환,

협동 연구 프로젝트의 진행, 
학회 조직

수의대 중국 연변대학 농학원 2012.8.9

교수, 학생의 교류,
수의학 진료기술의 교환,

학술 자료, 인쇄물, 정보의 교환,
협동 연구 프로젝트의 진행, 

학회 조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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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결
대학

국가 대학(기관)명 체결일자 체결내용

수의대 중국 연변대과학기술대학 2012.8.9

교수, 학생의 교류, 수의학 
진료기술의 교환,

학술 자료, 인쇄물, 정보의 교환,
협동 연구 프로젝트의 진행, 

학회 조직

수의대 필리핀 팜팡가주립대학교 2013.1.24

교수, 학생의 교류

수의학 진료기술의 교환
학술 자료, 인쇄물, 정보의 교환

협동 연구 프로젝트의 진행 학회 
조직

수의대 중국
청도농업대학교 

동물과기학원
2013.11.8

교수, 학생의 교류

수의학 진료기술의 교환
학술 자료, 인쇄물, 정보의 교환

협동 연구 프로젝트의 진행, 
학회 조직

수의대 독일
베를린자유대학교 

수의과대학
2014.7.15

교수, 학생의 교류

수의학 진료기술의 교환
학술 자료, 인쇄물, 정보의 교환

협동 연구 프로젝트의 진행

수의대 터키 Ankara수의과대학 2014.12.12

교수, 학생의 교류
수의학 진료기술의 교환

학술 자료, 인쇄물, 정보의 교환
협동 연구 프로젝트의 진행

수의대 중국 중국과학원 운난영장류센터 2015.8.12

교수, 학생의 교류
수의학 진료기술의 교환

학술 자료, 인쇄물, 정보의 교환
협동 연구 프로젝트의 진행

수의대 베트남 국립수의과학연구수(NIVR) 2016.8.9

교수, 학생의 교류
수의학 진료기술의 교환

학술 자료, 인쇄물, 정보의 교환
협동 연구 프로젝트의 진행, 

학회 조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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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의대 베트남 국립유전체연구소 2017.9.22

학생의 교류

수의생화학, 미생물 및 동물육종, 
등 교환

학술 자료, 인쇄물, 정보의 교환
협동 연구 프로젝트의 진행

약대 일본 도호쿠대학  약학부 1999.5.26

차세대 약학기술의 교육 및 

연구분야에 대한 국제화를 위한 
상호 교류

약대 일본
오사카대학 
단백질연구소

2007.6.1
단백질 입체구조 연구영역에 

전략적 기술 제휴

약대 베트남

하노이약학대학

Hanoi University of 
Pharmacy

2009.1.30
항암제 연구분야 상호파견의 

국제협력

의과대 일본 기후대학교 2009.4.7
학생및교수상호방문

필요시양대학학점교류등

계 15개국  68개 대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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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 연구소와 외국대학(기관)과의 자매결연 현황

연구소 국가 대학(기관)명 체결일자 체결내용

러시아알타이
지역연구소

러시아
국립모스크바
사범대학

2005.1.27
교수 및 학생 교환프로그램, 

공동학술세미나, 학술지 발간, 자료교환

러시아알타이
지역연구소

중국
북경 중앙민족대학 

민족학 및 사회학 대학
2008.2.23 학술교류협력, 연구인력교류

러시아알타이

지역연구소
중국

북경 중앙민족대학 

중국 소수민족연구센터
2008.2.23 DB서비스 협력, 공동학술대회 협력

러시아알타이

지역연구소
중국

중국 내몽고 

예술대학
2008.2.25 학술교류협력, 현지조사 연구협력

러시아알타이

지역연구소
중국

다롄 민족대학교 

동북 소수민족연구원
2008.3.5 학술교류 및 현지조사연구 협력

러시아알타이
지역연구소

러시아
하카스 국립대학 
터키학 연구소

2008.8.19 학술교류, 공동학술대회 교류

러시아알타이
지역연구소

영국
캠브리지대학  몽골 
및 내아시아 연구소

2008.8.20 학술 및 연구인력 교류

바이오연구소 베트남

국립 위생 및 전염병 

연구소(National 
Institute of Hygiene 

and Epidemiology)

2002.2.27
과학자 및 학생 교환, 공동 

연구프로그램 개발, 공동 심포지움 

개최

바이오연구소 베트남

호치민 파스테르 
연구소(Pasteur 

Institute in Ho Chi 
Minh City)

2002.3.1
과학자 및 학생 교환, 공동 

연구프로그램 개발, 공동 심포지움 

개최

의학정보센터 미국

Stanford University

Medical Media &
Information 

Technologies

2005.8.12

의학 매체와 교육콘텐츠의 개발노력 

및 상호 협력, R&D 지원 및 재원확보 
공동 노력, 양 기관 목표와 이해에 

부합하는 프로젝트 공동  추진

산업과학기술

연구소
중국

Northeastern  

University
(東京大學), School of 

Materials & 
Metallurgy

2001.11.21 학술정보 및 인적 교류



� 4.� 외국대학과의� 학술교류� � 603

연구소 국가 대학(기관)명 체결일자 체결내용

산업과학기
술연구소

카자흐
스탄

Al-Farabi Kazakh 

National University,
Institut eof 

Combustion Institute 

2003.9. 8 학술정보 및 인적 교류

첨단원예기

술개발연구
센터

일본
지바대학교

(Chiba University)

1996.10.21

(1999.9.1연
장)

정보 및 인적교류

첨단원예기
술개발연구

센터

일본
지바대학원예학부

(Faculty of Horticulutre, 

Chiba University)

1996.10.22
인적 교류, 공동연구 및 학술세미나 
개최, 정보와 출판물의 교환, 상호 

협의된 기타 사항

첨단원예기
술개발연구

센터

베트남
달랏대학교

(Dalat University)
1998.1.5

Dalat 지역에 운영되고 있는 한국인 
화훼재배 해외 농장의 거점화에 관한 

연구 및 정보 교류

첨단원예기
술개발연구

센터

중국
연변과기대 

동북아농업개원소
1999.1.19 공동연구, 학술정보 및 인적교류

첨단원예기

술개발연구
센터

캐나다

캘거리대학교생물과

학부
(CalgaryUniversity)

1999.11.24 공동연구, 학술정보 및 인적교류

첨단원예기

술개발연구
센터

중국

화동과기대학교
(East China 

University of Science 
& echnology(SKLBE)

2001.11.6 공동연구, 학술정보 및 인적교류

첨단원예기

술개발연구
센터

중국 연변농학원 2003.3.2 공동연구수행

첨단원예기

술개발연구
센터

중국 동북아농업기술원 2003.5.20 공동연구수행

첨단원예기
술개발연구

센터

중국
절강임학원

(Zhejiang Forestry 

University)

2003.12.19 공동연구, 학술정보 및 인적 교류

첨단원예기
술개발연구

센터

인도
Schoolini Institute of Life 
Sciences and Business 

Management(SILB), India

2005.7.1 공동연구, 정보 및 인적교류

9개국  22개 대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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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학생활동

가. 학생회

학생회는 자율적인 자치활동을 통하여 민주시민으로서의 자질을 계발하고 전공분야에서

의 창의적인 학문활동을 영위함으로써 국가사회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으며 
그 구성은 다음과 같다. 

학 생 총 회

총대의원회 총학생회

단
과
대
학
대
의
원

단
과
대
학
학
생
회

동
아
리
연
합
회

교
지
편
집
위
원
회

학
과
학
생
회

나. 동아리 활동

 1) 목표 
  동아리 활동은 개개인의 과외활동으로서 학생상호간 협력과 조화를 통하여 인간적인 성

숙과 정서함양으로 졸업 후 다양화 되어가는 사회에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능력을 
개발해 나가는데 있다.

 2) 현황 

  2022년 4월 1일 현재 46개 동아리가 등록되어 있으며, 교양, 문화, 학술, 봉사, 체육, 종
교 등 각 분야별로 특징을 살려 다양한 활동을 하고 있다.

  등록된 동아리를 분야별로 분류하면 다음과 같다.
 ·교  양 :  2개

 ·문  화 : 16개
 ·학  술 :  3개

 ·봉  사 :  6개
 ·체  육 : 11개

 ·종  교 :  8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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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학년도 학생단체(동아리) 등록 현황
                                   2022년 4월 1일(기준)

순 분과 동  아  리  명

대  표  학  생 지  도  교  수 회
원
수

최초
등록일 

목        표
성 명 학과(부)학년 성 명 학    과

1
교양

2

다이다이 복유진 조형예술학 2 박권수
창의융합교

본
42 20. 4 공예등 DIY 활동을 통한 창의력 향상

2 Roll Dice 이경빈 토목공학부 3
키미타케
하야사키

천문우주 262 17. 4 보드게임을 통한 건전문화 조성

3

문화

16

창문학 동인회 이상헌 경영학부 3 권정우 국어국문 26 64.10 문예창작 및 감상을 통한 인격함양

4 아르페지오 김윤종 정보통신공 2 김태홍 정보통신공 185 89. 5 통기타 음악을 통한 정서함양

5 민속연구회 이돈현 철학과 3 백용식 러시아언어문 20 79. 3 민족문화(풍물)창달 및 공동체

6 블랙홀 김해준 기계공학부 3 조정호 기계공학부 27 88. 3 락 음악을 통한 정서함양

7 극예술(시네씨아) 김동규 국어교육과 2 조만수
프랑스언어

문
119 68. 3 연극을 통한 정서함양, 문화창달

8 소용돌이 김태훈 산림학과 3 심규영 건축학과 20 71. 3 음악을 통한 정서함양

9 홀리보이스 오상미 미생물학과 2 최성호 축산학과 29 84. 3 음악(합창)을 통한 정서함양

10 푸른소리 정세현 영어영문학 4 이계복 기계공학부 54 96. 5 남여혼성 중창을 통한 창작음악

11 폴리포니 유준석
목재종이과학 

2
서범종 교육학과 30 80. 4 고전(클래식)기타를 통한 인격도야

12
징검다리

사진 예술반
고동현 기계공학부 2 최유종 건축학과 60 67. 4 아마추어 사진예술 보급

13 SIVA CREW(댄스) 신승철 생물교육과 4 한재영 화학교육과 139 94. 3 댄스를 통한 건전한 문화의 정착

14 꼴로르(미술) 최현서 식물자원학 2 김지영 의류학과 22 98. 4 미술을 통한 개인의 미적 자아실현

15 소울로직(흑인음악) 유은조 철학과 1 박기순 철학과 44 10. 4 흑인음악 및 관련문화 전파

16 라인 필하모닉 이성빈 행정학과 3 박소영 응용생명공 22 19. 3 관현악단 합주 및 음악적 소통 교감

17 늘해랑 표유진 식물의학과 3 안지영 미생물학과 33 20. 9 액션 치어리딩을 통한 단결심 고취

18 어뮤즈먼트 최준호 화학공학과 양희진 창의융합 25 21. 11 뮤지컬을 통한 학생 문화생활 고취

19
학술

3

한별(천문회) 윤세진 지역건설공 2 김용기 천문우주 554 79. 3 별 관측 및 천문 연구

20 AVES(영어회화반) 이정찬 기계공학 4 나경희 영어교육 94 85. 5 영어 회화력 향상

21 가온(공모전) 정희정 철학과 2 박현정 국제경영 21 11. 3 취업을 위한 실무능력 향상

22

봉사

6

어울림 안혜연 영어영문학 2 한상배 약학과 140 14. 4 지식 및 재능 봉사를 통한 인격함양

23 돌아이 김민교 독일언어문화 3 정수정 독일언어문화 72 10. 3 저소득층 어린이 대상 봉사활동

24 적십자회(RCY) 이소원 식물자원학 2 조완영 수학교육 257 63. 4 적십자 이념 구현 및 봉사활동

25 로타랙트 황재훈 바이오시스템  3 박철호 경영학부 205 80. 4 청소년 자아개발 및 사회 봉사활동

26 위더스 홍다연 주거황경학 3 이재은 행정학과 90 12. 4 집수리 봉사를 통한 희망 나눔

27 ADOZ(환경동아리) 이윤진 지구환경과학 3 김학수 경영학부 117 99. 4 교내 환경에 대한 인식 고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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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 분과 동  아  리  명
대  표  학  생 지  도  교  수 회

원
수

최초
등록일 

목        표
성 명 학과(부)학년 성 명 학    과

28

체육

11

수영사랑 정승주 토목공학과 2 최재완 토목공학과 29 90. 3 수영인구의 저변확대, 친목도모

29 ACE(테니스) 윤희상 고고미술사 2 최중국 의학과 382 79. 3 테니스의 보급과 심신단련

30 물밑세상(스쿠버) 강석진 기계공학과 3 김명준 소프트웨어 37 93. 4 수중 생태계 관찰 및 심신단련

32 화랑검우회(검도) 차지은 환경생명화학 2 안규복 기계공학과 38 89. 3 검도를 통한 심신단련

33 태극태권도연구회 임병찬 경영정보학 2 이재은 행정학과 149 98. 4
태권도를 통한 체력증진, 정신함
양

34 푸른밀가루(농구) 문재환 기계공학부 3 김선웅 농업경제학 66 99. 4 농구실력향상 및 친목도모

35 반쪽날개(농구) 이준혁 축산학과 4 나경아 국제경영학 22 00. 4
농구를 통한 여가선용 및 체력증
진

36 Taurus(야구) 이택관 화학공학과 3 김대수 화학공학과 62 02. 4 야구를 통한 대학의 여가문화선도

37 페가수스(승마) 장민혁 수의학과 4 안병우 수의학과 70 01. 5
승마를 통한 심신수련 및 호연지
기

38 콕콕(배드민턴) 권세용 기계공학부 3 안병철 정보통신공 310 16. 4
배드민턴을 통한 건강증진 및 친

목도모

39 바이펙스(자전거) 장재영 토목공학부 3 김성보 토목공학부 44 16. 4 자전거를 통한 체육문화 확산

40

종교

8

불교 학생회 김대엽 고고미술사 3 정세근 철학과 48 65. 5 불타의 해명을 통한 자아실현

41 SFC(학생신앙운동) 홍성재 역사교육과 3 김지대 경영학부 20 98. 4 전도와 선교운동 양성과 복음화

42 가톨릭 학생회 이치섭 전기공학부 4 이종연 교육학과 27 66.10 신앙심 고취, 캠퍼스 복음화

43
I.Y.F(국제청소년연

합)
안영은 식품영양학 4 우선희 식물자원학 22 01. 5 국제 청소년 선교 및 교육

44 네비게이토 김하민 소프트웨어 4 박형란 간호학과어 37 97. 4 예수 그리스도 사상 전파

45 KSGI(니치렌불법) 김영빈 축산학과 3 정세근 철학과 20 01. 5
니치렌 대성인 불법 캠퍼스 평화

운동

46 C.C.C(대학생선교회) 김병준 식품자원학 4 전익수 농업경제학과 48 67.10 대학생 신앙 선교 및 복음화 

47 I.V.F(기독교학생회) 신영빈 천문우주학 3 이훈수 바이오시스템 20 05. 4 캠퍼스 복음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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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년 동아리 현황                                          
(단위:개,명)

구      분 합  계 교   양 문  화 학  술 봉  사 체  육 종  교 비  고

등 록 수 46 2 16 3 6 11 8

등록인원 4,160 304 855 669 881 1,209 242

신규 동아리
(1개)

 - 체육분과 : 엣지(스키)

미등록 동아리
(4개)

 - 교양분과 : 느티목 바둑반

 - 봉사분과 : 파이오니아

 - 체육분과 : 탁구사랑, 그라운드

※ 2021년, 2022년 비교 현황                                             
(단위:개,명)

구  분
합   계 교   양 문   화 학   술 봉   사 체   육 종   교

2021 2022 2021 2022 2021 2022 2021 2022 2021 2022 2021 2022 2021 2022

등록수 50 47 3 2 16 16 3 3 7 6 13 12 8 8

등록인원 2,254 4,213 64 304 720 855 157 669 480 881 626 1,262 207 242

 3) 활동방법

  각 동아리는 교내·외에서 행사를 개최하고자 할 때는 행사 72시간 이전에 학생과에 행
사(집회) 승인신청서를 제출하여 총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 봉사활동

  대학생에게 바람직한 대학인 상의 정립과 글로벌 인재양성을 위한 봉사정신을 고취시키

고 대학에서 연구 습득한 지식과 기능을 현장교육을 통한 지역사회에 환원함으로서 자기 
개발 및 수련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하여 봉사활동을 실시하고 있다. 

라. 체육활동

  체육활동의 확대로 진취적 기상과 협동·단결심을 함양하여 건전한 대학생상의 확립과 
일체감 조성을 위하여 매년 다음과 같은 체육대회를 개최하고 있다. 

  · 단과대학 종합 체육대회
  · 총장기 학과대항 축구대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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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학생상벌

  재학생중 품행이 단정하고 성적이 우수하며 타의 모범이 되는 학생에게 포상을 실시하
며, 품행과 성적이 불량하며 학칙 및 학생활동규정을 위반한 학생은 징계처분 한다. 

가. 포 상

 1) 포상의 종류
  ·입학포상 : 신입생중 입학성적이 우수한자

  ·졸업포상 : 해당 학위과정 전 기간을 통하여 학업성적이 우수한자. 
  ·특별포상 : 학생회를 통하여 학생자치 활동 등 대학발전에 공로가 있거나 학·내외 

학·예술 및 체육대회에서 입상한 학생, 타학생에게 모범이 될 현저한 공적이 
있는 등 총장이 포상의 필요성이 있다고 인정한 학생

              ※ 대학(원)별 자체 특별 포상 가능
 2) 포상의 기록 및 공고

  포상사항은 학적부에 기록하고 이를 공고한다. 

나. 징 계

 1. 징계대상: 학생이 학칙 또는 제규정을 위반하거나 학생의 본분에 어긋난 행위를 하였을 경우
 2. 징계방법: 대학(원)장은 대학교수회의 또는 대학(원)장이 구성하는 징계위원회 의결을 

거쳐 징계처분
    ※ 2개 대학(원) 이상의 같은 시안에 관련되어 징계의 형평이 필요한 경우 총장이 징계처분

 3. 징계절차 및 세부사항: 각 대학(원)별 학생징계지침에 의한다.

3. 장학제도

가. 장학금 안내

 1) 장학금 취지
  장학금을 지급하는 목적은 학업 성과를 올릴 능력과 자질은 갖추어져 있으나 경제적 

어려움으로 마음껏 공부하지 못하는 학생들의 고충을 덜어주어 열심히 면학에만 열중
하여 재능 있는 학생들이 훌륭하게 성장해서 국가사회의 유익한 인재로 양성되기를 

기대하며 지원하는 경제적 도움이다.
  따라서 장학금을 받는 학생들은 보다 노력하여 다른 학생의 모범이 되도록 해야 할 

것이며, 학업 면에서도 좋은 성과를 내어야 할 것은 물론이려니와 훌륭한 인격을 형성
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2) 장학금 종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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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학금에는 교내장학금과 외부 장학단체로부터 지급받는 교외장학금이 있다. 
(1) 교내장학금

 ·등록금재원장학금
 등록금의 전액 또는 일부를 면제하여 주거나, 근로를 수행한 학생에게 매월 장학금을 

지급한다. 등록금재원장학금에는 성적우수장학금, 복지장학금, 특별장학금, 법정면제
장학금 등이 있다. 2020학년도에는 등록금수입 53,631백만 원 중 12,441백만 원

(23.2%)을 장학금으로 지급하였다.
 ·법인장학금

 재단법인 충북대학교발전기금재단에서 지급하는 장학금으로서 2020학년도 429명에게 
470백만 원의 장학금을 지원하였다. 교육독지가 장학금은 학업성적이 매우 우수하고 

가정형편이 어려우며 장래가 촉망되는 학생에게 지급하고, 그 밖의 장학금은 품행이  
방정하며 학업성적이 우수한 학생에게 지급한다. 

(2) 교외장학금 
 (가) 국가장학금
  ·국가장학금 Ⅰ·Ⅱ유형 장학금
    한국장학재단에서 학자금 지원구간에 따라 지급하는 국가장학금 Ⅰ유형과, 대학의 

자구노력 정도에 따라 지원하는 국가장학금 Ⅱ유형이 있다. 2020학년도에 18,429백
만 원의 국가장학금을 14,078명에게 지급하였다.

  ·대통령과학장학금
    한국장학재단에서 지원하는 장학금으로 학기별 등록금 전액과 학업장려비 250만 원을 

지원하고, 3개 유형(국내, 지역추천제, 해외) 중 1개 유형만 신청 가능하며 재단에서 
심사·선발한다.

  ·국가우수장학금
    한국장학재단에서 지원하는 인문100년장학금(전공확립유형, 전공탐색유형)은 학기별 

등록금전액+생활비 250만 원을, 이공계장학금은 등록금 전액을 지급한다.
  ·중소기업 취업연계 장학금(희망사다리Ⅰ유형)
    3학년 이상인 학생 중 중소·중견기업에 취업 또는 창업을 희망하는 학생을 선발하

며, 학기별 등록금+취·창업지원금 200만 원을 지급한다. 장학금 수혜기간만큼 중소
기업 취업 및 창업 의무가 있다.

  ·고졸 후학습자 장학금(희망사다리Ⅱ유형)
    산업체에서 2년 이상 재직 중인 학생을 선발하며, 학기별 등록금 일부(대기업) 또는 

전액(중소기업)을 지급한다. 장학금 수혜학기 당 4개월간 기업에 재직할 의무가 있다.
  ·푸른등대기부장학금
    한국장학재단에서 각 기업체에서 기부한 기부금으로 지원하는 장학금이며, 장학생 

선발기준 및 장학금액은 각 기업체 기준에 따라 선발하여 지급한다.
 (나) 교외장학재단장학금
     외부장학재단(기관)에서 지급되는 장학금으로 현재 약 100여개 단체에서 연간 689

명에게 학비를 보조하고 있으며, 장학금의 수혜요건(계열, 학년 및 성적) 등은 해
당 재단의 지급규정에 따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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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인장학금 현황]                        (단위 : 원)

장학금명 장학생수 장학금액

김유례장학금 4 7,332,000

신언임장학금 6 14,114,000

신언임충효장학금 5 10,323,000

신언임로스쿨장학금 4 19,648,000

최공섭·전정숙장학금 6 18,324,000

임순득장학금 8 16,980,000

정범모장학금 1 2,030,000

송암박동훈장학금 11 24,625,000

송암박동훈축산장학금 4 8,732,000

일송김기수장학금 2 2,100,000

네패스장학금 5 4,200,000

재직동문회장학금 1 1,733,000

인문대학장학금 1 1,200,000

자연과학대학장학금 2 1,600,000

경영대학장학금 1 1,100,000

으뜸장학금 2 1,400,000

김영래장학금 1 1,200,000

공과대학장학금 4 4,800,000

화학공학과 동문회장학금 1 1,300,000

전자정보대학장학금 5 4,000,000

농업생명환경대학장학금 13 10,000,000

박상일장학금 1 1,300,000

사범대학장학금 5 5,200,000

양미숙장학금 1 600,000

김교민장학금 2 1,900,000

여석대지장학금 1 600,000

생활대 교수·동문 장학금 4 2,700,000

수의대 교수 장학금 1 2,400,000

성연희장학금(’22 신설) 0 0

박정섭장학금 5 1,500,000

의행장학금 2 4,200,000

응조내과장학금 2 1,000,000

대학원장학금 2 800,000

우수신입생 수학보조금 17 26,140,960

개신한가족 장학금 23 11,399,000

호기심장학금 25 25,000,000

인재양성원장학금 85 54,055,758

천사장학금(생활비지원) 79 49,133,000

대학원지정기탁장학금 78 86,573,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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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장학생 자격
  (1) 장학생은 학칙과 규정에 따라 우리대학교 재학생으로서 품행이 방정하고 학업성적

이 우수하며 학비조달이 어려운 학생 중에서 선발한다. 
  (2) 장학생 자격 상실

   다음과 같은 사유가 발생할 때에는 장학생으로서의 자격이 상실된다. 
  ·징계처분을 받은 경우
  ·등록일 이전에 휴학·자퇴하였거나 제적된 경우
  ·기타 학비 보조가 필요 없다고 판정되었을 경우

 4) 장학금 수혜기간
  (1) 장학금 수혜기간은 1개 학기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장학금을 지원하는 자가 자격 

조건을 설정하여 계속 추천을 요하는 등 별도로 정한 경우는 예외로 한다.
 5) 장학생 선발 절차
  (1) 학과장은 적격자를 학장에게 추천한다. 
  (2) 대학장은 각 학과로부터 추천된 장학생 후보자를 선정하여 총장에게 일괄 추천한다. 
  (3) 총장은 대학장이 추천한 장학생 후보자를 최종심사 확정하여 각 대학장에게 통보한다. 
 6) 장학금 지급 방법
등록금재원 장학금은 등록금납입고지서에 장학금액 만큼 사전감면하며, 교외장학금 및 법
인장학금은 등록금납입고지서에 사전감면 또는 현금으로 직접 지급한다. 

나. 학자금 대출

 1) 정부보증학자금 대출제도
  가정형편이 어려워 대출을 희망하는 학생에게 등록금을 마련할 수 있도록 정부학자금
대출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1) 대출종류 
  -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상환기준 이상의 소득이 발생하면 상환 개시)
  - 일반 상환 학자금대출(거치기간 10년 + 상환기간 10년)

장학금명 장학생수 장학금액

인문대학지정기탁장학금 9 13,200,000

사회과학대학지정기탁장학금 14 10,472,000

자연과학대학지정기탁장학금 21 18,000,000

경영대학지정기탁장학금 1 3,000,000

공과대학지정기탁장학금 40 18,470,000

전자정보대학지정기탁장학금 1 500,000

농업생과학대학지정기탁장학금 36 25,000,000

사범대학지정기탁장학금 29 9,699,000

생활과학대학지정기탁장학금 2 1,300,000

수의과대학지정기탁장학금 1 1,000,000

약학대학지정기탁장학금 39 10,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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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대출금액 : 등록금 + 생활비
(3) 대출취급기관 : 한국장학재단

(4) 대출절차 
  - 대출신청 : 학생은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본인 인증을 거쳐 회원 가입 

후 학자금 대출신청서 작성
  - 증빙서류 제출 : 대출 관련 증빙서류는 한국장학재단으로 제출

  - 대출실행 : 대출승인을 통보받은 학생은 대학의 등록금 납부기간 동안 포털사이트
에서 대출실행을 완료하면 등록금은 학교계좌로 생활비는 학생계좌로 입금함

 2) 농어촌출신대학생 학자금융자(무이자)
  농어촌 지역에 주소를 둔 학부모의 대학생 자녀로서 등록금 범위 내에서 융자를 신청할 

수 있으며,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에서 신청 후 선발심사를 거쳐 받을 수 있다. ’18년 
2학기 이후 융자 건에 대하여 거치기간과 상환기간은 최대 10년씩이며 상환 방식은 

월별 균등 분할상환이다.

4. 후생·복지시설

가. 학생회관
학생회관은 학생들의 교내생활에 불편이 없도록 학생자치활동공간 등 제반 편의

시설을 제공함으로써 교내생활을 더욱 편리하게 해주고 후생복지를 증진하기 위해 

지상 3층(연2,000평)의 제1학생 회관과 지상5층(연820평)의 제2학생회관이 있다. 
 1) 편의시설 현황

  (1) 제1학생회관
1층 : 한빛식당, 편의점, 취업지원본부(현장실습지원터)  소비자생활협동조합, 우편취급국, 

복사실, 잡카페
2층 : 별빛레스토랑, 건강센터 보건진료원, 세미나실, 학생위원회실, 대학일자리센터, 잡리쿠

리팅실, 인문액티비티룸
3층 : 신문방송사, 총학생회, 총대의원회, 교지편집위원회, 학생복지위원회, 이발소, 

소극장 터, 인권센터, 양성평등상담소, 건강센터학생생활상담소, 해드림스튜디오,
  (2) 제2학생회관

1층 : 총동아리연합회, 동아리회의실
2층~5층 : 동아리방

 (3) 개신문화관 지하 매장
     종합매장(문구), 커피숍, 제과점, 서점, 안경점, 여행사, 스포츠용품점, 핸드폰점, 구두

수선점, 도장점, 혈액원, 세미나실(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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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소비자생활협동조합

충북대학교 소비자생활협동조합은 2012년 4월 교수, 직원, 학생들이 대학의 복지향상 
및 생활개선을 위해스스로 힘과 협동정신을 바탕으로 설립하여 운영되고 있는 생활공동체

로, 대학 구성원들에게 질 높은 복지서비스를 제공하고 배움과 성장을 지원하는 역할을 하
고 있다.  

 1) 복지서비스
  식당사업(직영 3개소), 매점사업(종합매장, 편의점 2개소), 제과점, 커피점(5개소), 우

편취급국, 서점, 스포츠용품점, 자판기 등을 운영하고 있다.
 2) 생활개선

  짐운송서비스(짐캐리), 학생위원회 활동, 복지시설 모니터링, 고객만족센터 등을 지원
하고 있다.

다. 학생생활관
 1) 청주시 이외지역 출신학생의 면학을 위한 편의제공과 규율과 질서있는 공동생활을 통

하여 협동, 자치정신을 함양하고, 인격도야에 기여하기 위하여 여학생 2,042명, 남학생 
2,079명을 수용할 수 있는 본관, 양현재, 양성재(BTL),양진재(BTL)을 개관운영하고 있

다.(부속기관 소개란참조). 
 2) 입사절차는 매학기 개시전 기간을 정하여 입사원서를 제출받아 소정의 절차를 거쳐 선

발한다. 

라. 건강센터 보건진료원
 1) 주요업무

  - 대면 또는 비대면 건강상담 실시
    (일반 건강상담 및 국가건강검진 검진결과 설명)

  - 일반의약품 제조 및 응급 처치, 상처 소독
  - 체성분검사 및 대사증후군 대상자 관리(운동 및 영양처방)

  - 재학생 음주문화 개선 프로그램 운영

 2) 이용안내

부서명
(261-)

업무내용 및 업무시간

주요업무 요일 업무시간

진료실(2921) 건강 상담 월~금

09:00 ~ 17:00

(점심시간 12:00 ~ 13:00)

약  국(2922) 접수 및 투약 월~금
치료실(2924) 처치 및 치료 월~금
검사실(2923) 보건행정, 체성분검사 월~금
   안정실 월~금

 ※위치: 제1학생회관 2층 건강센터 보건진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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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유헬스케어 운영

  - 학내구성원 연 1~2회 무료 체성분검사 실시
  - 검사결과 설명, 영양섭취 및 운동처방 제공

  - 고위험군 관리: 혈당측정 및 지질검사 실시, 6개월 후 재검사

4) 재학생 음주 문화 개선 프로그램 운영

 - 알코올 의존 설문지 검사 후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상담 요청 및 

   치료 전문 병원 연계 
 - 문의: 학생생활상담소(3558), 보건진료원(2922, 2923)

마. 우편 및 구내금융기관
 1) 우편취급국

 학생생활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신학생회관 1층에 설치·운영하고 있으며 제반 우
편물의 접수, 발송, 우표, 엽서, 소포, 우체국쇼핑몰 등을 취급하고 있다.  

  ·주요 취급업무
    - 우편업무 : 우편, 소포, 등기, 국제특급우편(EMS)

    - 부가업무
      1) e-그린우편(전자우편) : 고객이 작성한 문서를 다수의 수신자에게 우편물을 제작

하여 배달하는 서비스
      2) 경조카드 : 직접 찾아 갈수 없는 분들께 감사, 축하, 위로 등의 마음을 담아 배달

      3) 우체국특산물(우체국쇼핑) : 각지의 다양한 특산물을 생산자와 소비자를 직접 연
결하여 전국 어느곳이든 빠르고 안전하게 배달하는 

서비스
 2) NH농협은행

  가) 일반사항
   (1) 위치 : NH관 1층

   (2) 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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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87. 9. 24 : 출장소 개설(7명)
    - 2013. 1. 1 : 충북대지점으로 승격(11명)

    - 2012. 12.17.: 현위치로 이전
  나) 주요업무

   (1) 수신업무 : 각종예금 및 적금, 적립식 펀드, 퇴직연금 취급
     - 세금이 전혀 없는 상품 : 생계형저축 / 장기저축보험 / 장기주택마련저축

     - 세금을 적게 내는 상품 : 세금우대종합저축
     - 소득공제 혜택 상품 : 장기주택마련저축 / 개인연금신탁·보험 / 연금신탁·보험 / 

주택청약저축
   (2) 여신업무

     - 공무원 가계자금 대출
     - 각종 주택 및 부동산 담보 대출

     - 전자금융 활성화를 위한 e-뱅킹대출
     - 인터넷 대출

     - 급여소득자 신용대출 
     - 기업대출

   (3) 전자 금융 서비스
     - 자동화 기기 설치 

     - 365자동화 코너 운영 : 도서관 현관(동문) 현금입출금기 2대, 농협건물 내 현금입
출금기 6대운영

운영시간 : 오전 8:00 ~ 오후 10:00
     - 점외 자동화 기기 운영 (운영시간 : 오전 8:00 ~ 오후 10:00)

충북대 본부 민원센터내 : 현금입출금기 2대, 양성재 1대, 중문 3대
학연산공동연구원 휴게실내 : 현금입출금기 1대

     - 농협 스마트뱅킹: 스마트폰으로 모든 금융거래 가능
     - 농협 인터넷뱅킹 : 가정이나 사무실, 학내 인터넷 연결 컴퓨터에서 예금의 가입부

터 대출까지 모든 금융거래 가능
     - 공직자전용인터넷뱅킹 : 기존 인터넷뱅킹 보다 특화된 맞춤형 전용뱅킹서비스 제공

     - 자동이체서비스 : 전기요금, 전화요금, 국민연금보험료, 기타 각종 공과금을 예금계
좌에서 자동출금하여 납부하는 서비스

   (4) 방카슈랑스 업무
     - 저축성 보험 : 농협생명 외 7개생명보험사 , 농협손해 외 8개 손행보험사 20종 상

품판매
     - 연금저축 보험 : 농협생명 외 13종 상품 판매

     - 보장성보험 : 13종 상품 판매
   (5) 외환업무

     - 환전 : 미달러 외 7개통화 환전
     - 외화예금: 외화입출금예금, 외화적립식예금, 외화거치식예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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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해외송금
     - 외화대출 및 무역금융

   (6) 우대고객서비스
     - 하나로 가족 고객(매년 분기마다 선정, 통장표시)

     - 혜택 : 대출금리우대, 무보증대출, 예금관련수수료면제, 송금수수료면제, 주말농장
무료분양 등

   (7) 부대서비스 제공
     - 농협신용카드(BC, VISA) 및 NH채움카드, 직불카드, 체크카드 발급

     - 기프트카드 판매
     - 다기능 학생증카드 발급

     - 충북대학교 사랑카드 발급
     - 충북대학교 등록금 수납

     - 기숙사비, 계절학기 수납
   (8) 기  타

     - 충북대학교 발전기금 출연 : 20억원 (2013년도 현재기준)
     - 충북대학교 장학금 지급 : 2억 8천만원(2013년도말 기준)

     - 충북대학교 E-Campus 구축 : 10억원 지원
     - NH관 신축 : 50억 기부채납 2012.11 준공

     - 충북대학교 학사지원과 민원센터 학생증 즉발기 설치 및 대여, 소모품 일체 공급

5. 제123(충북대)학생군사교육단

가. 대학과 학군단
학군단은 초급장교 양성의 도장으로 장차 사회의 지도자적 자질을 향상시키고 올바르고 

건전한 학생생활을 유도하며, 문무겸전의 인격도야와 학군무관 후보생요람으로 자리 잡게 
되었다. 

나. 연 혁
본 제123(충북대) 학생군사교육단은 1964년 03월 12일 제123(충북대) 학도군사훈련단으

로 창설(국일명 제9호)되어 66년도에 학군사관 후보생 4기 99명을 최초로 임관시킨 후, 72
년도 제123(충북대) 학생군사교육단으로 명칭 변경, 76년도 증편되어 청주대 학군단을 분
단으로 인가받은 후 76년 2월 1일부 청주대 학군단 창설 및 분리하였고, 84년 증편되어 
서원대 학군단을 분단으로 인가받았으며, 87년 다시 증편되어 교원대 학군단 후보생 과정
을 인가받은 후, 83년 3월 1일부 교원대 학군단을 창설 및 분리시킨 후, 2000년 12월 29
일 서원대 학군단 분단으로 승격 및 분리 시켰다, 2017년부터 2018년까지 2연속 학군단 
종합평가 우수학군단으로 2020년에는 학군단 운영 우수학군단 선정 현재까지 종합우수 학
군단으로 총 7회 선정되는 등의 연혁을 가지고 있으며,  2022년 현재까지 3,700여명의 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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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 및 중견 간부를 양성, 배출하고 있으며, 사회와 군에서 중추적인 역할을 담당해 오고 
있다. 

다. 주요업무
 1) 학군사관 후보생 모집
  가) 모집인원 : ㅇㅇ명
  나) 지원자격[군인사법 제10조 1항 ·제15조, 육규 107 제2조, 28조]

  - 사상이 건전하고 품행이 단정하며 체력이 강건한 자
  - 임관일 기준 만 20세 이상 27세 이하인 사람
  - 4년제 대학 1,2학년(남·여) 재학생, 5년제 학과 2,3학년 재학생(남·여)
  - 장교임용 결격사유가 없는 자(대학평점 평균 C학점 이상)

  다) 지원서 접수 : 매년 3월(학군단 행정실) 
  라) 선발

  - 1차 : 서류전형(내신·수능, 대학성적), 필기고사 / 인성검사
  - 2차 : 체력인증, 신체검사, 신원조회, 면접평가
  ※ 최종 합격자 발표 : 10월

  마) 특전
  - 소위임관·중위전역 또는 보직연장 및 장기복무
  - 의무복무 기간 : 2년 4개월(장교 중 최단기간 복무) 
  - 국내·외 민간 대학원 국비취학가능(장기지원자) 
  - 장교임관 후 국내·외 석·박사학위 취득 기회부여
  - 희망 및 전공학과 고려 병과분류 보직 활용
  - 전역시 직업보도 교육실시
  - 각종 기업체에서 학군출신 장교우대 선발 및 처우

 
2) 군장학생 모집
  가) 모집인원 : ㅇㅇ명
  나) 지원자격

  - 임관일 기준 만 20세 이상 27세 이하인 사람
  - 4년제 대학 1,2학년(남·여) 재학생, 5년제 학과 2,3학년 재학생(남·여)
  - 장교임용 결격사유가 없는 자(대학평점 평균 C학점 이상)

  다) 지원서 접수
  - 육군모집 일정, 육본통제(매년 4월)

  라) 선발
  - 1차 : 서류전형(내신·수능, 대학성적), 필기고사 / 인성검사
  - 2차 : 체력검정, 면접평가
  - 3차 : 신체검사, 신원조회
  ※ 합격자 발표 : 9월

  마) 특전
  - 학사사관 후보생으로 자동 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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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학군사관후보생 지원자 가산점 부여 및 선발 우대
  - 대학졸업까지 등록금 전액지급
  - 희망 및 전공학과 고려 병과분류 보직 활용
  - 전역시 직업보도 교육실시(대기업체 우대선발 및 처우) 
  - 국내·외 민간대학원 석·박사위탁 교육기회 부여(장기복무 지원자) 

 3) 학사사관 후보생 모집
  가) 모집인원 : ㅇㅇ명
  나) 지원자격

  - 4년제 대학 졸업 및 졸업예정자(만 20 - 27세) 
  - 장교임용 결격사유가 없는 자
  - 각군 사관학교 및 사관후보생 과정에서 퇴교당하지 않은 자
  - 지원서 접수 : 9월~10월(육군모집) 

  다) 선발
  - 1차 : 서류전형(내신·수능, 대학성적), 필기고사 / 인성검사
  - 2차 : 체력검정, 면접평가
  - 3차 : 신체검사, 신원조회
  ※ 합격자 발표 : 익년 3월

  라) 특전
  - 최단시간 교육후 소위로 임관 : 12주 / 육군학생군사학교 입교
  - 국내·외 민간대학원 석·박사 위탁교육 기회 부여(장기복무 지원자)
  - 전역시 일반기업체에 취업 알선

 
4) 병무상담
  가) 상담시간 : 매일 09:00 ~ 17:00(주말 제외) 
  나) 상담장소 : 학군단 행정실(Tel : 043 - 261 – 3097)
     ※ 학군교 인터넷 홈페이지(WWW.army0fficer.mil.kr)
  다) 내용

  - 학군사관, 군장학생, 학사사관 모집안내
  라) 기타 병무상담

  - 종류 : 육·해·공군, 부사관 모집안내 등
  ※ 지방병무청 모병관실(전화 : 274- 3611) 

❚ 업무별 담당자

부서 직위 성명 주요업무 전화번호

학군단

학군단장 조진한 부서업무 총괄 3090

선임교관 정승현 4학년 군사학교육/ 계획 추진업무 3092

훈육관 김민재 3학년 군사학교육/ 재정, 인사업무 3091

행정보급담당 이상윤 3·4학년 교육준비/ 행정업무 30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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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종합서비스센터(TSC) 업무 안내

가. 종합서비스센터(Total Service Center)란?

학생, 교직원 등 이용자에게 각종 행정 편의를 제공하고자 각 부서별 행정서비스를 한 

장소에서 신속·편리하게 처리함으로써 효율적인 One-Stop 업무 제공하는 장소

나. 종합서비스센터 위치 및 업무시간

 · 위치 : 본관 1층
 · 업무시간
 · 평    일 : 09:00 ~ 18:00
 · 홈페이지 : https://www.chungbuk.ac.kr/site/f09/main.do
              (충북대학교 홈페이지에서도 링크가능)
 · 전화번호 : 043-261-3305~8
 · 팩스번호 : 043-275-5820

다. 종합서비스센터에서 하는 일
 1) 학생 서비스
  가) 제증명 발급

   (1) 증명서의 종류
    (가) 학  부

      ·국문 : 재학, 성적, 졸업, 졸업예정, 재적, 휴학, 제적, 수료, 교원자격취득예정, 교
육비납입, 학적부

      ·영문 : 재학, 성적, 졸업예정, 재적, 휴학, 제적, 수료
    (나) 대학원

      ·국문 : 재학, 성적, 학위수여, 학위수여예정, 재적, 휴학, 제적, 과정수료, 과정수료
예정, 교육비납입, 학적부

      ·영문 : 재학, 성적, 학위수여, 학위수여예정, 재적, 휴학, 제적, 과정수료, 과정수료
예정

   (2) 민원우편 증명신청 발급
    ·우편민원으로 각종 증명서를 발급 받고자 하는 경우 가까운 우체국을 방문하여 민

원 우편증명 발급신청서 기재 후 송부하면 회신용 봉투로 증명서 발급
   (3) 어디서나 민원처리제 증명신청 발급

    ·모든 시, 군, 구청, 읍, 면, 동사무소 중 가까운 곳을 방문하여 어디서나 민원 증명
발급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하면 3시간내에 증명서 수령

   (4) 인터넷 신청 익일특급 우편발급
    ·개신누리 로그인하여 인터넷 증명 신청란에 신청하고, 학교에서 지정한 계좌번호(농

협304-01-231231)로 익일특급 우편요금을 14시 이전까지 입금하면 다음 날 수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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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신누리 로그인 (개인번호:학번, 비밀번호:본인이 입력한 9자리이상)→증명발급신청)
    ·개신누리 비밀번호 분실시: 로그인 창에서 이용자가 직접 비밀번호초기화
   (5) 인터넷증명 발급
    · https://certi.cbnu.ac.kr에서 로그인(개신누리 ID/PW 동일)하여 직접출력
  나) 휴학·복학 업무 처리
   (1) 일반 휴학·복학은 신청기간에 개신누리에서 신청, 일반휴학은 학과장 승인 후 처

리, 일반복학은 바로 승인된다.
   (2) 제출서류가 있는(입대휴학, 제대복학, 귀향복학, 입휴대체, 입휴연장, 질병휴학) 경우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신청
       ※ 도서관 도서 대출 있는 학생은 반드시 대출자료 반납 후 휴학 가능
       ※ 파일등록이 어려운 경우 전화상담 후 FAX 처리 가능
  다) 자퇴원 처리
   ·퇴학원을 보증인 연서로 작성한 후, 지도교수, 학과장 상담, 날인 후 제출
     ※ 외국인은 국제교류본부 외국인 담당자 상담 후 소속학과에서 공문 제출
   ·등록금 환불받는 자는 본인 명의 통장을 지참하여 퇴학원과 함께 제출
  라) 학적부 기재사항 정정원 처리
   ·성명, 생년월일, 주민등록번호 등을 변경하였거나 다른 경우 관련서류를 첨부하여 학

적부 기재사항 정정원을 제출하면 학적부 변경
  마) 각종 확인서 발급
   (1) 확인서
    ·입학 성적 확인서(국·영)
   (2) 입학 예정 확인서(국·영)
    ·본교 합격 후 입학예정확인서가 필요한 사람에게 발급
   (3) 합격 확인서(국·영)
    ·본교 합격 후 합격확인서가 필요한 사람에게 발급
   (4) 장학금 수혜 확인서(국·영)
    ·개인별 장학금 수혜 내역 확인서 발급
   (5) 장학금 미수혜 확인서
    ·장학금 미수혜 확인서가 필요한 사람에게 발급
   (6) 등록금 납부 확인서
    ·등록금 납입 내역이 필요한 사람에게 발급
   (7) 법학과목학점취득증명서
    ·사범시험에 응시하는 경우 법학과목으로 35학점 이상 취득했다는 확인서
   (8) 공인회계사학점취득증명서
    ·회계사시험 응시하는 경우 학점취득 확인서 발급
   (9) 체육지도자과목이수증명서
    ·2급 경기지도자 과목이수증명서, 2급 생활체육지도자 과목이수증명서를 발급
   (10) 기타 각종 확인서
    ·영문재입학예정확인서, 영문자퇴확인서, 영문학위기(Haksa Diploma), 교직과목개설

확인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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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 각종 추천서 발급
   (1) 장학생 추천서
    ·교외 장학금 수혜를 위하여 총장 추천이 필요한 사람에게 발급
   (2) 취업 추천서
    ·기업체 및 각 기관에 취업을 위하여 총장 추천을 받고자 하는 경우 발급
  사) 학생증 (재)발급
   ·학생증을 분실하였거나 훼손되어 사용이 불가능하게 된 경우, 충북대 농협(NH관 1층) 

학생증 창구를 방문하여 신청하고 수령한 공카드, 사진, 신분증을 가지고 종합서비스
센터 방문

  아) 교원자격증 재발급(국문, 영문)
   ·교원자격증을 분실한 경우 교원자격증 재발급 신청서, 주민등록증, 재발급 비용 500

원을 제출
  자) 등록금고지서 재발급
   ·등록금 고지서가 필요한 경우 종합서비스센터에서 출력 받을 수 있음
  차) 개신누리 비밀번호 초기화
   ·비밀번호를 잊은 경우 신분증을 지참하고 방문 신청하면 초기화 할 수 있음
  카) 국제학생증 발급
   ·자격 : 재적(휴학생, 재학생)중인 학부/대학원 학생으로 해외 연구 및 관광으로 외국

에 갈 경우 신청 발급
   ·혜택 : 항공권 할인 / 국가별 교통패스 할인 / 박물관, 유적지, 문화재 무료 또는 할

인 연장 / 숙소할인
    ·절차 : 개신누리 로그인하여 신청, 비용(17,000원) 입금하고 종합서비스센터 방문
  타) 교직원증 발급
   ·신분증을 가지고 농협을 방문하여 공카드를 수령하고 사진1장을 가지고 종합서비스 

센터를 방문하면 즉시 발급 가능(강사, Post-Doc, 계약직 등)

라. 학사상담 서비스
 1) 학사상담
 · 상담 분야 : 전과, 교직이수, 휴·복학, 계절학기, 타대학교 수학, 졸업사정, 등록금, 교과

과정, 재이수, 교환학생, 학점/성적, 재입학, 복수전공, 연계전공, 부전공, 평
생교육과정, 각종 제증명, OCU, 유급, 편입학, 자퇴/제적, 학사경고 등 학사
관련 모든 분야(방문, 전화, 홈페이지 학사상담)

 2) 학사상담이용방법

상담 방법 안내 비 고

1.종합서비스센터를 직접 방문 상담 본부 1층

2.씨앗 홈페이지 → 학사상담 및 기타 질문 작성

3.종합서비스센터 학사상담 담당자 전화 043)261-3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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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 학생증 발급

 1) 학생증 기능
 · 학생 신분 증명

 · 자리 배석 시스템
 · 도서 대출

 · 전자 화폐
 · 전자 출석

 · 출입 통제
 · 현금직불카드, 교통카드

 2) 학생증 재발급 절차
 · 복학생 및 재발급자(분실 등)

     - 충북대 농협(NH관 1층)에 신분증 지참하고 방문하여 신청
     - 신분증과 공카드를 종합서비스센터에 제출

 3) 카드관련 문의처
 · 학생과 : 학생증 관리 (261-2021)

 · 종합서비스센터 : 학생증 (재)발급 (261-3305~3308)
 · CAPS상황실 : 건물 출입통제 (261-3650)

 · 농협 충북대출장소 : 학생증재발급, 전자화폐사용, 금융사고 신고 
                        (265-5101,261-3122,1588-2100(A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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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충북대학교 총학생회칙

제정 1985.10.08 규칙 제156호
개정 2005. 04. 01
개정 2006. 04. 03
개정 2014. 12. 02
개정 2017. 03. 24
개정 2018. 03. 22
개정 2018. 09. 13

전면개편 및 개정 2019. 09. 17
개정 2020. 11. 23

제1장 총 칙

제1조(명칭) 본 회는 충북대학교 총학생회(이하“본회”)라 칭한다.

제2조(목적) 본회는 자율적인 자치활동을 통하여 민주시민으로서의 자질을 개발하고 전공 

분야에서의 창의적인 학문 활동을 영위함으로써 국가 사회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설치) 본회는 충북대학교 내에 둔다. 

제4조(회원의 자격) 본회의 회원(이하 “회원”)은 충북대학교의 재학생으로 한다. 다만, 
대학원생은 제외하고 휴학생은 그 기간 동안 자격이 정지된다. 

제5조(권리와 의무) 
  1. 회원은 선거권 및 피선거권을 가지며 본회의 모든 자치활동에 참여할 권리를 가진다.

  2. 회원은 회칙을 준수하며 회비를 납부할 의무를 진다.
  3. 회원은 본회의 운영 전반에 관하여 알 권리를 가진다.

  4. 회원은 본회의 제반 활동에 관련된 사항으로 어떠한 불이익의 처분도 받지 않을 권리
를 가진다.

  5. 회원은 언론, 출판, 집회, 결사의 자유를 가진다.
  6. 회원은 본회의 자체를 부인하는 명백한 침해에 대하여 저항할 권리를 가진다.

  7. 학생활동에 관한 중대한 사항에 대해서는 총학생회장, 총대의장이 해당 교수위원회에 
참석하여 의견을 개진할 수 있다. (단 총학생회장, 총대의장은 중앙운영위원회와 중앙

위원회의 수렴되고 의결된 사항에 한하여 의견을 개진해야 한다.)
  8. 징계에 관한 경우 해당 학생이 자기를 위하여 변론할 수 있다.

제6조(임기) 

  1. 본회의 각급 집행부 임원의 임기는 인준받은 날로부터 익년 1월 말까지로 한다.
  2. 각급 정·부회장은 동일 직에 한하여 연임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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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장 의결기구

제1절 학생총회 

제7조(지위) 학생총회는 본회의 최고의결기구이다.

제8조(구성) 학생총회는 회원 전원으로 구성한다. 

제9조(의장) 학생총회의 의장은 총학생회장이 되고 부의장은 부총학생회장이 된다. 

제10조(업무 및 권한) 학생총회는 학생의 활동에 필요한 중요한 사항을 토의 결정한다. 

제11조(소집) 학생총회는 다음 각 호의 경우 총학생회장이 이를 소집한다. 

  1. 대의원총회의 요구가 있을 때
  2. 회원 500인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3. 운영위원회에서 심의 의결한 사항에 한해 본회의 요구가 있을 때
  4. 긴급을 필요로 할 때(여기에서 긴급이란 충북대학교 학생에 대한 현실적 피해를 야기

할 수 있는 문제가 발생했을 때를 말한다.)

제12조(의결) 학생총회는 회원 1/7 이상의 참석으로 개최하고 참석회원의 2/3 찬성으로 의

결한다. (단, 학생총회는 전체 회원의 투표로 대체할 수 있으며 전체 회원의 과반수의 
투표와 투표 인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2절 대의원총회 

제13조(지위) 대의원총회는 학생총회를 대신할 수 있는 최고 의결기구이다. 

제14조(구성) 

  1. 대의원총회는 본회의 대의원 전원으로 구성한다.
  2. 대의원 정기 및 임시총회에는 총대의원회 의장 및 부의장, 단과대학 대의원회 의장 

및 부의장, 상임 대의원, 일반 대의원만이 의결권을 가지고 참석하며, 일반 대의원은 
사고 시 같은 학과 학우에게 위임할 수 있다.

  3. 상임 대의원은 총대의원회 및 각 단과대 대의원회의 임원으로 한다.
  4. 일반 대의원은 직접선거에 의해 선출된 각 학과 대표로 한다.   ① 각 단과대학은 매 

학기마다 단과대학의 대의원으로서 대표를 선출하여야하며, 일반대의원은 각 단과대
학 대의원회의 의장, 부의장을 포함한 제78조 7항에 따른 임원 임명인준 예정 인원의 

합보다 1인이 초과되도록 선출되어야 한다, (단, 필수적으로 각 학과(부)에서 1인 이상 
선출되어야 한다.)

  ② 단과대학 대의원회의 궐석 시에 제93조 2항에 명시된 단과대학 규모별 임원 수를 적
용하여 일반대의원을 선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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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조(의장) 대의원총회의 의장은 총대의원회 의장이 되고 부의장은 총대의원회 부의장이 
된다. 

제16조(업무 및 권한) 대의원총회는 다음 각 호의 업무 및 권한을 가진다.
  1. 회칙개정의 발의 및 심의 의결권

  2. 학생총회의 소집 요구권
  3. 중앙운영위원회에서 상정한 학생회비의 심의 의결권

  4. 학생자치기구의 사업 계획, 예산안의 심의 승인 및 결산심의권
  5. 학생자치기구의 회계 및 업무 감사권(단, 각 학과(부) 학생회비에 대한 감사는 각 단

대 대의원회의 발의에 한하여 정기감사를 진행할 수 있다. 단과대학 대의원회 궐위의 
경우 총대의원회 중앙사무국으로 인계한다.)

  6. 총대의원회 의장 및 부의장 선출권
  7. 총학생회 총학생회장 및 부총학생회장에 대한 일괄불신임권

  8. 총학생회장 및 부총학생회장과 각 자치기구장의 총회 출석 및 답변 요구권
  9. 본회의 각급 임원 중 감사 결과 부정 행위자가 발견될 때 학칙에 의한 징계 요구권

  10. 학생 자치활동에 관한 학교 당국에 대한 건의권
  11. 총학생회, 총대의원회 및 중앙자치기구 임원 임명 인준권 및 해임의결권(단, 각급 

정·부회장은 제외한다)
  12. 기타 의결을 필요로 하는 사항의 심의의결권

제17조(임기) 상임 대의원과 일반 대의원의 임기는 아래와 같이 규정한다.

  1. 상임 대의원의 경우 해당 대의원회에 소속되며 임기는 직책을 인준받은 날로부터 익
년 1월 말까지로 한다.

  2. 일반 대의원의 경우 학기마다 선출되며 임기는 아래와 같이 규정한다.
    가. 1학기에 선출된 일반 대의원의 임기는 해당 학기부터 2학기가 시작하기 전까지로 

한다.
    나. 2학기에 선출된 일반 대의원의 임기는 해당 학기부터 익년 2월 말까지로 한다.

제18조(소집) 대의원총회는 다음 각 호의 경우 총대의원회 의장이 이를 소집한다. 
  1. 대의원총회는 정기총회 및 임시총회로 한다.

  2. 정기총회는 3, 9, 11월에 의장이 결정하여 소집하되 최소 소집 4일 전에 공고하여야 
한다. (단, 안건이 없는 경우 폐회할 수 있으며, 개회가 불가한 긴급 상황의 경우, 1일 

기준으로 최대 31일 동안 유예할 수 있다.)
  3. 임시총회는 재적 대의원 1/6 이상이 요구가 있거나 중앙위원회의 요구가 있을 시 의

장이 소집하고, 중앙운영위원회의 요구가 있을 시는 중앙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소집
한다. (단, 긴급을 필요로 할 때는 예외로 한다.)

  4. 임시총회의 소집 요구가 있을 때 의장은 7일 이내에 회의를 소집하고, 회의 3일 전까
지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공고하여야 한다. (단, 긴급을 필요로 할 때는 예외로 한다)

  5. 제18조 2항과 3항, 4항에서 단서인 긴급이란 제2장 1절 11조 4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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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조(의결) 
  1. 대의원총회는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재적 대의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 

대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며,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재투표를 진행한다. (단, 
재투표 시 가부동수인 경우는 중앙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한다).

  2. 대의원총회에서 상정된 안건은 20일 이내에 의결하여야 한다.
  3. 제16조의 1항, 7항은 재적 대의원 2/3 이상의 출석과 출석 대의원 2/3 이상의 찬성으

로 의결한다. 

제3장 총학생회

제1절 총학생회장 및 부총학생회장 

제20조(임무) 
  1. 총학생회장은 학생회를 대표하며 학생회의 업무를 통괄하고 학생총회의 의장과 중앙

운영위원회의 위원장이 된다.
  2. 총학생회장은 학생 자치활동에 관계되는 사항에 관하여 학교에 의견을 제시할 수 있

다.
  3. 부총학생회장은 총학생회장을 보좌하며 총학생회장이 부재 시 그 업무를 대행한다.

  4. 총학생회장이 궐위된 경우에는 부총학생회장이 이를 승계한다.

제21조(임기) 총학생회장 및 부총학생회장의 임기는 당해 연 2월 1일부터 익년 1월 말일까

지로 한다. 

제22조(업무 및 권한) 

  1. 집행부 각 임원을 추천하여 대의원총회의 인준을 거쳐 이를 임명한다.
  2. 학생총회, 중앙운영위원회, 확대운영위원회, 집행부 회의를 소집하고 그 업무를 주관

한다.
  3. 필요한 경우 학생 자치활동의 중대한 사항에 대하여 학교 당국에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4. 총학생회의 전체 사업을 기획하고 사업 계획서 및 예산 계획서, 결산 보고서를 편성

하여 대의원총회에 제출한다.
  5. 거교적으로 중대한 사항에 있어서 필요하다고 인정된 경우에는 총학생회장의 직속으

로 특별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다.
  6. 본회의 회칙개정에 발의할 수 있으며 대의원총회에서 개정된 회칙은 3일 이내에 공고

한다.
  7. 대의원총회에서 심의·의결된 안건을 4일 이내에 공고한다.

  8. 대의원총회에서 승인된 예산계획서, 결산 보고서를 회원에게 공고한다.
  9. 집행부의 각 임원을 해임할 수 있으며 대의원총회의 중앙위원회 동의를 얻어 재임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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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 수 있다.
  10. 기타 총학생회장의 직무에 관한 사항을 집행한다.

제2절 중앙운영위원회 

제23조(지위) 중앙운영위원회는 본회의 최고운영 기구이다. 

제24조(구성) 중앙운영위원회는 총학생회장 및 부총학생회장, 총동아리연합회장, 학생인권
위원장, 학생복지위원장, 각 단과대학 학생회장으로 구성된다.

제25조(위원장) 중앙운영위원회의 위원장은 총학생회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부총학생회장
이 된다.

제26조(업무 및 권한) 중앙운영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업무 및 권한을 가진다. 
  1. 학생회비를 책정하여 대의원총회에 상정
  2. 회칙 개정안을 발의하여 대의원총회에 상정
  3. 확대운영위원회 소집 요구권
  4. 대의원총회 소집 요구권(단, 중앙위원회의 심의를 거친다)
  5. 학생총회 소집 요구권
  6. 본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심의
  7. 중앙운영위원은 대의원총회 시 참고 발언을 요구
  8. 회칙 개정이 발의될 경우 중앙위원회와 협의
  9. 긴급을 필요로 할 때, 중요한 사항을 토의하여 의결기구를 대신하여 의결
    가. 긴급이란 충북대학교 학생에 대한 현실적 피해를 야기할 수 있는 문제가 발생했을 

때를 말하며, 중앙위원회의 승인을 거친다.
    나. 의결한 사항에 대하여 24시간 이내 회원에 공표한다.
  10. 3월 대의원 정기총회 이전 임시 임원 인준 승인권
    가. 총대의원회 중앙사무국 임원
    나. 각 단과대학 대의원회 상임위원

제27조(의결) 중앙운영위원회의 의결을 재적 위원 2/3 이상의 출석과 출석위원 2/3 이상의 
찬성으로 한다. 

제28조(소집) 다음 각 호의 경우 총학생회장이 소집한다. 
  1. 총학생회장의 발의
  2. 중앙운영위원 5인 이상의 소집 요구 시

제3절 확대운영위원회

제29조(지위) 확대운영위원회는 중앙운영위원회의 상설기구이다.

제30조(구성) 확대운영위원회는 총학생회장 및 부총학생회장, 총동아리연합회장, 학생인권
위원장, 학생복지위원장, 각 단과대학 학생회장, 각 학과(부) 학생회장으로 구성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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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1조(위원장) 확대운영위원회의 위원장은 총학생회장이 되며, 부위원장은 부총학생회장이 
된다.

제32조(업무 및 권한) 확대운영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업무 및 권한을 가진다.
  1. 확대운영위원회의 업무 및 권한은 중앙운영위원회의 업무 및 권한에 준한다.

  2. 중앙운영위원회에서 확대운영위원회로 제출한 안건 및 기타 확대운영위원회의 의결을 
필요로 하는 사안을 심의, 의결한다.

  3. 정족수 미달 시에는 중앙운영위원회의 전원 찬성으로 의결하여 안건을 중앙운영위원
회로 위임할 수 있다.

제33조(의결) 재적 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의 과반수의 찬성으로 한다.

제34조(소집) 다음 각 호의 경우 총학생회장이 소집한다. 
  1. 총학생회장의 발의

  2. 중앙운영위원회의 요구가 있을 때
  3. 확대운영위원 1/3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제4절 총학생회 집행부 

제35조(지위) 총학생회 집행부는 본회의 최고 집행기구이다. 

제36조(구성) 
  1. 총학생회장 및 부총학생회장

  2. 총학생회장 및 부총학생회장을 제외한 50명 이하의 임원

제37조(업무 및 권한) 
  1. 대의원총회 및 중앙운영위원회에서 결정된 제반 사업과 그 업무의 집행

  2. 대의원총회에 결산보고
  3. 집행부의 운영 및 사업계획서를 대의원총회에 제출

제4장 총대의원회

제1절 총대의원회 의장 및 부의장

제38조(임무)  1. 총대의원회 의장은 총대의원회를 대표하여 총대의원회의 업무를 총괄하
고 대의원총회의 의장이 된다.

  2. 총대의원회 의장은 학생 자치활동에 관계되는 사항에 관하여 학교에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3. 총대의원회 부의장은 총대의원회 의장을 보좌하며 총대의원회 의장이 부재 시 그 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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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를 대행한다.
  4. 총대의원회 의장이 궐위된 경우에는 총대의원회 부의장이 이를 승계한다.

제39조(임기) 총대의원회 의장, 부의장의 임기는 당해 연 2월 1일부터 익년 1월 말일까지로 
한다.

제40조(업무 및 권한)  1. 중앙사무국의 각 임원을 추천하여 대의원총회의 인준을 거쳐 이
를 임명한다.

  2. 대의원총회, 중앙위원회, 중앙사무국 본 회의를 소집하고 그 업무를 주관한다.
  3. 필요한 경우 학생 자치활동의 중대한 사항에 대하여 학교 당국에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4. 대외·대내적으로 필요하다고 인정된 경우에는 총대의원회 의장의 직속으로 특별위원

회를 구성할 수 있다.
  5. 중앙사무국의 각 임원을 해임할 수 있으며 대의원총회의 중앙위원회 동의를 얻어 재

임명할 수 있다.
  6. 기타 총대의원회 의장의 직무에 관한 사항을 집행한다.

제2절 중앙위원회

제41조(지위) 중앙위원회는 총대의원회의 상설기구다.

제42조(구성)  1. 중앙위원회는 총대의원회 의장, 부의장, 중앙사무국장과 각 단과대학 대
의원회 의장으로 구성한다.

  2. 중앙위원회의 위원장은 총대의원회 의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총대의원회 부의장이 된
다.

  3. 의장은 중앙위원회를 대표하며, 부의장은 의장 부재 시 그 직무를 대행한다.
  4. 각 단과대학 대의원회 의장은 해당 단과대학의 대표로서 중앙위원회에서 발언 할 수 

있다.

제43조(업무 및 권한) 중앙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업무 및 권한을 가진다.

  1. 대의원총회에 제출된 안건의 사전 심의권
  2. 본회의 회계 및 업무에 대한 감사를 시행하고 그 결과를 대의원총회에 보고

  3. 대의원총회 소집 요구권
  4. 준예산 및 경정예산 승인권

  5. 총학생회, 총대의원회 및 중앙자치기구 임원 재임명 인준권
  6. 총학생회장 및 부총학생회장과 각 자치기구장의 출석 요구권

  7. 중앙위원회 의장은 중앙운영위원회에 참석하여 발언할 수 있고, 중앙위원회 위원은 
중앙운영위원회의 요구 시 중앙운영위원회에 참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8.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한 안건을 심사하기 위하여 특별위원회를 둘 수 있다. (대의원
총회에서 안건 처리 시까지 존속)

  9. 정기·임시 총회 시 부결된 사항에 대한 최종심의·의결권(단, 총회에서 대의원들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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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터 권한에 대한 위임을 받아야 한다. - 의결 정족 수 과반수의 찬성으로 위임받는
다.)

  10. 충북대학교 학생회칙 개정이 발의될 경우 중앙운영위원회와 협의한다.
  11. 제26조 9항에 대한 승인권(단, 2/3 이상의 출석과 출석위원의 2/3 이상 찬성으로 승

인한다.)
  12. 3월 대의원 정기총회 이전 임시 임원인준 승인권

    가. 총학생회 및 중앙자치기구 집행부 임원
    나. 각 단과대학 학생회 및 학과(부) 학생회 집행부 임원

제44조(소집) 다음 각 호의 경우 총대의원회 의장이 소집한다. 
  1. 중앙운영위원회로부터 상정된 안건의 심의가 필요할 경우

  2. 대의원총회에 상정될 안건의 심의가 필요할 경우
  3. 기타 본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심의가 필요할 경우

  4. 충북대학교 학생회칙 개정이 발의될 경우 중앙운영위원회와 협의한다.
  5. 제26조 9항에 대해 승인해야 하는 경우 

제45조(의결) 중앙위원회의 의결은 재적 위원 2/3 이상의 출석과 출석위원 2/3 이상의 찬
성으로 한다.

제46조(회칙) 감사 및 대의원회 운영에 기타 필요한 사항은 본 회칙의 범위 내에서 자체 

규정을 제정, 운용할 수 있다.

제3절 총대의원회 중앙사무국

제47조(지위) 총대의원회 중앙사무국은 총대의원회의 상설기구로 한다.

제48조(구성)  1. 총대의원회는 의장, 부의장

  2. 총대의원회 의장, 부의장을 제외한 30인 이하의 임원으로 구성한다.

제49조(업무 및 권한)  1. 대의원회 주재 업무 처리

  2. 정기 및 수시 감사 간 학생자치기구에서 제출한 자료의 사전 감사
  3. 학생자치기구의 준예산 및 경정예산 심의권

  4. 기타 전반적인 대의원회의 업무 수행

제50조(재정) 총대의원회의 예산의 일부는 각 단과대학 대의원회 예산으로 분배된다.

제5장 중앙자치기구

제1절 총동아리연합회

제51조(지위) 총동아리연합회는 본교 모든 동아리를 대표하는 학생 자치기구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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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2조(구성) 총동아리연합회는 총동아리연합회에 등록된 동아리에 가입한 재학생으로 구
성한다.

  1. 총동아리연합회 회장 및 부회장
  2. 총동아리연합회 회장 및 부회장을 제외한 20인 이하의 임원

제53조(회장 및 부회장) 
  1. 총동아리연합회 회장 및 부회장은 정등록된 동아리의 회원 5인으로 구성된 선거인단

에서 직접선거에 의해 선출된다.
  2. 총동아리연합회 회장은 총동아리연합회에 등록된 모든 동아리를 대표하며 그 업무를 

통괄하고, 동아리 대표자 회의를 소집하며 의장이 된다.
  3. 총동아리연합회 회장은 당해 본교 모든 동아리를 대표하여 본회 중앙운영위원이 된

다.
  4. 총동아리연합회 회장은 총동아리연합회 임원을 추천하여 대의원총회의 인준을 거쳐 

이를 임명한다.
  5. 총동아리연합회 부회장은 회장의 업무를 보좌하고 부재 시 그 업무를 대행하며, 동아

리 대표자 회의의 부의장이 된다.
  6. 총동아리연합회 회장이 궐위된 경우에는 부회장이 이를 승계한다. 

제54조(업무 및 권한) 총동아리연합회는 총동아리연합회에 등록된 동아리의 발전에 관한 

모든 제반업무를 담당한다.

제55조(임기) 임기는 당해 년 2월 1일부터 익년 1월 말일까지로 한다.

제56조(회칙) 총동아리연합회의 기타 필요한 사항은 총학생회칙에 상반되지 않는 범위 내
에서 총동아리연합회 회칙을 정해 따른다.

제2절 학생복지위원회

제57조(지위) 학생복지위원회는 회원 전체의 도서관의 사물함 업무와 복지, 문화 활동을 
위한 자치기구이다.

제58조(구성) 학생복지위원회는 본교 재학 중인 재학생으로 구성한다.

  1. 학생복지위원회 위원장 및 부위원장
  2. 학생복지위원회 위원장 및 부위원장을 제외한 20인 이하의 임원

제59조(위원장 및 부위원장) 
  1. 학생복지위원회 위원장 및 부위원장은 회원 전체의 직접선거로 선출된다.  

  2. 학생복지위원회 위원장은 학생복지위원회에 관한 업무를 통괄한다.
  3. 학생복지위원회 위원장은 학생복지위원회를 대표하여 본회 중앙운영위원이 된다.

  4. 학생복지위원회 위원장은 학생복지위원회 임원을 추천하여 대의원총회의 인준을 거쳐 
이를 임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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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학생복지위원회 부위원장은 위원장의 업무를 보좌하며, 부재 시 그 업무를 대행한다.
  6. 학생복지위원회 위원장이 궐위된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이를 승계한다. 

제60조(업무 및 권한) 
  1. 학생복지위원회는 회원의 복지, 문화에 관한 제반 업무를 담당한다.
  2. 본교 관리하에 있는 모든 도서관의 사물함 대여, 반납, 관리에 관한 모든 사항을 담당

한다.

제61조(임기) 임기는 당해 년 2월 1일부터 익년 1월 말일까지로 한다.

제62조(회칙) 학생복지위원회의 기타 필요한 사항은 총학생회칙에 상반되지 않는 범위 내
에서 학생복지위원회 회칙을 정해 따른다.

제3절 교지편집위원회

제63조(지위) 교지편집위원회는 교지에 대한 편집권을 가지며 기타 언론활동을 담당하는 
자치기구이다.

제64조(구성) 교지편집위원회는 본교 외 재학 중인 재학생으로 구성한다.
  1. 교지편집위원회 위원장 및 부위원장
  2. 편집위원 및 수습위원

제65조(위원장 및 부위원장) 
  1. 교지편집위원회 위원장 및 부위원장은 전년도 편집위원에 의하여 선출된다.  
  2. 교지편집위원회 위원장은 교지편집위원회에 관한 업무를 통괄한다.
  3. 교지편집위원회 위원장은 교지편집위원회 편집위원 및 수습위원을 공개모집을 통해 

필기 및 면접시험에 의하여 선출한다. 선출한 편집위원 및 수습위원을 대의원총회의 
인준을 거쳐 이를 임명한다.

  4. 교지편집위원회 부위원장은 위원장의 업무를 보좌하며, 부재 시 그 업무를 대행한다.
  5. 교지편집위원회 위원장이 궐위된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이를 승계한다. 

제66조(업무 및 권한) 교지편집위원회는 교지에 대한 편집권을 가지며 기타 언론활동을 담
당한다. 

제67조(임기) 임기는 당해 년 2월 1일부터 익년 1월 말일까지로 한다.

제68조(회칙) 교지편집위원회의 기타 필요한 사항은 총학생회칙에 상반되지 않는 범위 내
에서 교지편집위원회 회칙을 정해 따른다. 

제6장 단과대학 학생회

제1절 단과대학 학생회

제69조(지위) 각 단과대학 학생회는 각 단과대학의 최고 학생 자치기구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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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0조(구성) 각 단과대학 학생회는 해당 단과대학 소속 재학생으로 구성한다.
  1. 단과대학 학생회장 및 부학생회장

  2. 단과대학 학생회장 및 부학생회장을 제외한 해당 20명 이하의 임원

제71조(단과대학 학생회장 및 부학생회장) 

  1. 각 단과대학 학생회장 및 부학생회장은 해당 단과대학 소속 재학생 전체의 직접선거
로 선출된다.  

  2. 각 단과대학 학생회장은 당해 단과대학 학생회를 대표하며 그 업무를 통괄하고, 각 
단과대학 운영위원회 위원장이 된다.

  3. 각 단과대학 학생회장은 각 단과대학 집행부 임원을 추천하여 단과대학 대의원회의 
인준을 거쳐 이를 임명한다.

  4. 각 단과대학 부학생회장은 각 단과대학 학생회장의 업무를 보좌하며, 부재 시 그 업
무를 대행한다.

  5. 각 단과대학 학생회장이 궐위된 경우에는 부학생회장이 이를 승계한다. 
  6. 각 단과대학 학생회장 및 부학생회장의 임기는 당해 년 2월 1일부터 익년 1월 말일까

지로 한다.
  7. 각 단과대학 학생회장은 당해 단과대학을 대표하여 본회 중앙운영위원이 된다.

제72조(단과대학 운영위원회) 

  1. 각 단과대학의 운영위원회는 당해 각 단과대학 학생회장, 부학생회장, 과(부) 학생회장
으로 구성한다.

  2. 각 단과대학 운영위원회의 위원장은 학생회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부학생회장이 된다.
  3. 각 단과대학 집행부의 업무 진행에 대하여 전반적인 사항을 심의, 검토한다.

  4. 각 단과대학 운영위원회는 각 과(부)의 학생회비와 보조금에 대해 자체적으로 심의 
및 조율한다.

  5. 각 단과대학 운영위원회 위원은 단과대학 대의원회에 참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제73조(단과대학 집행부)  1. 대의원총회 및 단과대학 운영위원회에서 결정된 제반 사업과 

그 업무의 집행
  2. 대의원총회에 결산보고

  3. 집행부의 운영 및 사업 계획서를 대의원총회에 제출

제74조(회칙) 각 단과대학은 총학생회칙에 상반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회칙을 정한다.

제75조(융합학과군 학생회) 융합학과군 학생회의 경우 제6장 제1절 단과대학 학생회 회칙

을 따른다.

제2절 과(부) 학생회

제76조(지위) 각 과(부) 학생회는 당해 학과(부)의 학술활동과 자치활동을 수행하며 각 학

과 최고 학생자치기구이다. 



※� 충북대학교� 총학생회칙� � 637

제77조(구성) 각 과(부) 학생회는 해당 학과(부)의 재학생으로 구성한다.

제78조(과(부) 학생회장 및 부학생회장) 

  1. 각 학과(부) 학생회장 및 부학생회장은 해당 학과(부) 전체 재학생의 직접선거로 선출
된다.

  2. 각 학과(부) 학생회장은 당해 각 학과 학생회를 대표하며 그 업무를 통괄한다. 
  3. 각 학과(부) 학생회장은 각 학과(부) 집행부 임원을 추천하여 단과대학 대의원회의 인

준을 거쳐 이를 임명한다. 
  4. 각 학과(부) 부학생회장은 각 학과(부) 학생회장의 업무를 보좌하며, 부재 시 그 업무

를 대행한다.
  5. 각 학과(부) 학생회장이 궐위된 경우에는 부학생회장이 이를 승계한다. 

  6. 각 학과(부) 학생회장은 해당 단과대학 운영위원이 된다.

제79조(업무 및 권한)  1. 해당 단과대학 대의원회 및 과에서 결정된 제반 사업과 그 업무
의 집행

  2. 단과대학 대의원총회에 결산보고
  3. 집행부의 운영 및 사업 계획서를 단과대학 대의원총회에 제출

  4. 각 과(부) 학생회는 총학생회칙에 위배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독자적인 행사활동 및 
학술활동을 한다.

제80조(재정)  
  1. 각 학과(부)의 재정은 각 단과대학 운영위원회에서 정한 학생회비와 보조금으로 하며 

이를 자체적으로 조율한다.(단, 각 학과(부) 재학생은 회비를 납부할 의무를 가진다.)
  2. 각 학과(부) 학생회비는 자퇴, 편입, 전과 등을 할 경우 회비를 8학기로 나누어 학생

에게 돌려주어야 한다. (학생회비 납부는 반드시 계좌를 통해야 하며 납부 영수증을 
발행한다.)

제81조(회칙) 각 과(부) 학생회는 총학생회칙에 위배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자율적인 회칙
과 조직을 갖는다. 

제7장 단과대학 대의원회

제1절 단과대학 대의원 총회

제82조(지위) 각 단과대학 대의원 총회는 각 단과대학의 최고 의결기구이다.

제83조(구성) 
  1. 각 단과대학 대의원 총회는 해당 단과대학 소속 대의원으로 구성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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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단과대학 대의원 정기 및 임시총회에는 단과대학 대의원회 의장 및 부의장, 해당 단
과대학 소속 상임대의원 및 일반대의원만이 의결권을 가지고 참석 가능하다.

  3. 상임대의원은 단과대학 대의원회 임원으로 한다.
  4. 일반대의원은 직접선거에 의해 선출된 각 단과대학 대표로 한다.(각 단과대학은 매 

학기마다 단과대학의 대의원으로서 대표를 선출하여야 하며, 일반대의원은 각 단과대
학 대의원회의 의장, 부의장을 포함한 임원인준 예정 인원의 합보다 1인이 초과되도

록 선출되어야 한다. 단, 필수적으로 각 학과(부)에서 1인 이상 선출되어야 한다.)
  5. 상임대의원 및 일반대의원 부재 시 그 권한을 위임할 수 없다.

제84조(의장) 
  1. 단과대학 대의원총회의 의장은 각 단과대학 대의원회 의장이 되고 부의장은 각 단과

대학 대의원회 부의장이 된다.2. 단과대학 대의원회 궐석 시에는 총대의원회 부의장
이 단과대학 대의원 총회 의장이 된다.

제85조(업무 및 권한) 
  1. 각 단과대학 회칙 개정의 발의 및 심의 의결권

  2. 과(부) 학생회의 사업계획, 예산안의 심의 승인 및 결산심의권
  3. 과(부) 학생회의 회계 및 업무 감사권(단, 각 학과(부) 학생회비에 대한 감사는 각 단

대 대의원회의 발의에 한하여 정기감사를 실시할 수 있다. 단과대학 대의원회 궐위의 
경우 총대의원회 중앙사무국으로 인계한다.)

  4. 과(부)학생회의 학생회장 및 부학생회장의 총회 출석 및 답변 요구권
  5. 각 단과대학 과(부) 학생회 각급 임원 중 감사결과 부정행위자가 발견될 때 학칙에 

의한 징계요구권
  6. 학생자치활동에 관한 학교당국에 대한 건의권

  7. 단과대학 학생회, 대의원회 및 과(부)학생회의 임원 임명인준권 및 해임의결권 (단, 각
급 정·부회장은 제외하고, 대의원회에 관한 의결에 대해서는 일반대의원들만 투표권

을 가진다)
  8. 기타 의결을 요하는 사항의 심의의결권

  9. 각 단과대학 대의원 총회는 총학생회칙에 위배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대의원 총회의 
회칙에 준하며 그에 상응한 권한을 가지고 있다.

제86조(소집) 단과대학 대의원총회는 다음 각 호의 경우 각 단과대학 대의원회 의장이 이

를 소집한다. 
  1. 대의원총회는 정기총회 및 임시총회로 한다.

  2. 정기총회는 3, 9월에 의장이 결정하여 소집하되 최소 소집 4일전에 공고 하여야 한
다. (단, 안건이 없는 경우 폐회할 수 있으며, 개회가 불가한 긴급 상황의 경우, 1일 

기준으로 최대 31일 동안 유예 가능하다.)
  3. 임시총회는 재적대의원 1/2 이상의 요구가 있을 시 의장이 소집하고, 단과대학 운영

위원회의 요구가 있을 시는 단과대학 대의원회의 심의를 거쳐 소집한다.(단, 긴급을 
요할 때는 예외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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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임시총회의 소집요구가 있을 때 의장은 7일 이내에 회의를 소집하고, 회의 3일전까지
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공고하여야 한다. (단, 긴급을 요할 때는 예외로 한다)

  5. 제2항, 3항, 4항에서 단서인 긴급이라 함은 제2장 1절 11조 4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87조(의결) 

  1. 대의원총회는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재적대의원 과반수 이상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대의원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며,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재투표를 실시한

다. (단, 재투표시 가부동수인 경우는 중앙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 한다).
  2. 단과대학 대의원총회에서 상정된 안건은 20일 이내에 의결하여야 한다.

  3. 제78조의 1항, 5항은 재적대의원 2/3 이상의 출석과 출석대의원 2/3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2절 단과대학 대의원회

제88조(의장 및 부의장)  1. 의장은 단과대학 대의원회를 대표하여 업무를 총괄하고, 단과
대학 대의원 총회의 의장이 된다.

  2. 단과대학 대의원회 의장은 학생자치활동에 관계되는 사항에 관하여 학교에 의견을 제
시할 수 있다.

  3. 단과대학 대의원회 부의장은 단과대학 대의원회 의장을 보좌하며 의장이 부재 시 그 
직무를 대행한다.

  4. 각 단과대학 대의원회의 궐위 시에, 해당 단과대학 대의원회 의장은 총대의원회 부의
장이 되며, 권한은 총대의원회 중앙사무국으로 일임한다.

제89조(임기) 단과대학 대의원회 의장, 부의장의 임기는 당해 년 2월 1일부터 익년도 1월 
말일까지로 한다.

제90조(업무 및 권한)1. 사무국의 각 임원을 추천하여 단과대학 대의원 총회의 인준을 거

쳐 이를 임명한다.2. 단과대학 대의원총회, 사무국 본 회의를 소집하고 그 업무를 주관
한다.3. 필요한 경우 학생자치활동의 중대한 사항에 대하여 학교 당국에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4. 사무국의 각 임원을 해임할 수 있으며, 단과대학 대의원총회의 동의를 얻어 
재임명 할 수 있다.

  5. 각 단과대학 대의원회 의장은 해당 단과대학 대의원회를 대표하여 총대의원회 중앙위
원회 위원이 된다.

  6. 각 단과대학 대의원회 의장은 단과대학 운영위원회에 참석하여 발언할 수 있고, 단과
대학 대의원회의 요구가 있을시, 단과대학 운영위원회 위원은 단과대학 대의원회에 

참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7. 기타 단과대학 대의원회 의장의 직무에 관한 사항을 집행한다.

  8. 각 단과대학 대의원회가 구성되지 않을 경우, 모든 권한은 총대의원회 중앙사무국으
로 일임하며, 단과대학 대의원회 의장은 총대의원회 부의장으로 한다.

  9. 각 단과대학 대의원회는 총학생회칙에 위배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총대의원회의 회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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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준하며 그에 상응한 권한을 가지고 있다.

제91조(융합학과군 대의원회) 융합학과군 대의원회의 경우 제6장 제2절 단과대학 대의원회 

회칙을 따른다.

제3절 단과대학 대의원회 사무국

제92조(지위) 본회는 단과대학 대의원회의 상설기구로 한다.

제93조(구성)  1. 단과대학 대의원회 의장, 부의장
  2. 대규모 단과대학의 경우 11명, 중규모 단과대학의 경우 9명, 소규모 단과대학의 경우 

7명의 임원으로 구성된다.(단, 각 단과대학의 규모는 전년도 예산분배안의 내용 따라 
구분한다.)

제94조(업무 및 권한)  1. 단과대학 대의원회 주재 업무 처리

  2. 정기 및 수시 감사 간 학생자치기구에서 제출한 자료의 감사
  3. 과(부) 학생회의 준예산 및 경정예산 심의권

  4. 기타 전반적인 단과대학 대의원회의 업무 수행

제95조(재정) 단과대학 대의원회의 예산은 총대의원회의 예산에서 일부 지급받는다.

제8장 특별위원회

제1절 비상대책위원회

제96조(총학생회 비상대책위원회) 

  1. 비상대책위원회는 총학생회장 및 부총학생회장의 궐위 기간 동안 총학생회 집행부의 
상시적 업무를 담당하는 기구이다.

  2. 비상대책위원회와 비상대책위원회 위원장단은 총학생회 집행부와 총학생회장단에 준
하는 업무 권한을 갖는다.

  3. 비상대책위원회는 학생총회, 중앙운영위원회, 확대운영위원회의 의결사항을 집행해야 
할 의무를 진다.

제97조(총대의원회 비상대책위원회)  
  1. 비상대책위원회는 총대의원회 의장 및 부의장의 궐위 기간 동안 총대의원회 중앙사무

국의 상시적 업무를 담당하는 기구이다.
  2. 비상대책위원회와 비상대책위원회 위원장단은 중앙사무국과 대의원총회장단에 준하는 

업무 권한을 갖는다.
  3. 비상대책위원회는 대의원총회, 중앙위원회의 안건 사항을 의결해야 할 의무를 진다.

제98조(구성) 비상대책위원회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할 때, 비상대책위원회 설립위원회에 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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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여 구성된다.
   1. 선거가 무산될 때
   2. 회장단이 모두 궐위될 때(단, 잔여임기가 120일 초과할 경우)
   3. 일괄불신임 될 때

제99조(비상대책위원회 설립위원회) 
  1. 비상대책위원회 설립위원회는 제103조(구성) 각 항의 상황이 발생할 경우에 구성하고 

비상대책위원회 설립위원장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공고한다. 단, 임기 시작일 이후 
7일 이내에 구성한다.

    가. 비상대책위원회 설립위원회 구성 사유
    나. 비상대책위원회 설립위원회 구성원
    다. 비상대책위원회 설립 절차 및 일정
  2. 총학생회 비상대책위원회 설립위원회는 중앙운영위원회 전원으로 구성하고, 총대의원

회 비상대책위원회 설립위원회는 중앙위원회 전원으로 구성된다.
  3. 비상대책위원회 설립위원장은 비상대책위원회 설립위원 중 호선 된 1인으로 한다.
  4. 비상대책위원회 설립위원장은 비상대책위원장 및 부위원장 선출 과정에 있어서 후보

자가 될 수 없다.
  5. 비상대책위원회 설립위원회는 1차 회의에서 비상대책위원회 위원장 후보를 선정하여

야 하며 2차 회의에서 간선 투표로 비상대책위원회 위원장을 선출한다.
  6. 제1, 2차 회의의 소집 및 진행은 비상대책위원회 설립위원장이 한다.
  7. 제1, 2차 회의는 비상대책위원회 설립위원회 구성 이후 7일 이내에 실시한다.
  8. 비상대책위원회 설립위원회는 비상대책위원회 위원장 및 부위원장 선출 즉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내용을 공고하고 24시간 이후에 해소된다.
    가. 비상대책위원회 위원장단 선출 과정(후보자 정보·투표 방식·투표 결과)
    나. 비상대책위원회 위원장단 선출 결과(선출자 정보)
    다. 비상대책위원회 설립위원회 해소 공지

제100조(비상대책위원회 위원장 및 부위원장) 
  1. 비상대책위원회 위원장은 비상대책위원회 설립위원회의 간선 투표로 선출한다.
  2. 비상대책위원회 부위원장은 선출된 비상대책위원회 위원장이 비상대책위원회 설립위

원회 위원 중에서 임명한다.
  3. 위원장 후보는 비상대책위원회 설립위원회 위원의 직을 수행하고 있고 비상대책위원

회 설립위원회 위원 중 3인 이상의 추천을 받은 자로 한다.

제101조(임기) 비상대책위원회의 임기는 익년 1월 말일까지로 한다.(단, 보궐선거로 차기 회
장단이 선출될 경우 당선 공고 24시간 이후 해소된다.)

제2절 기록위원회

제102조(지위) 기록위원회는 본회의 1년 임기로 인해 발생하는 한계점인 연속성과 지속성

의 해결과 본교 졸업앨범 제작에 대한 특별위원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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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3조(구성) 기록위원회는 부총학생회장, 총동아리연합회 부회장, 학생인권위원회 부위원
장, 학생복지위원회 부위원장, 각 단과대학 부학생회장으로 구성된다.

제104조(위원장) 기록위원회의 위원장은 부총학생회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기록위원회에서 
호선하여 정한다.

제105조(업무 및 권한) 기록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업무 및 권한을 가진다. 

  1. 본회 모든 업무 및 공약에 대한 생산 또는 접수한 문서 등 모든 형태의 기록정보 자
료를 기록물로 정의하고 지정 및 폐기에 관한 사항을 심의 및 의결한다.

  2. 본회 당해 년에 완료된 업무 및 공약과 그에 대한 기록물은 기록위원회의 의결을 통
해 지정하여 보존한다. 

  3. 본회 당해 년에 완료하지 못한 업무 및 공약과 그에 대한 기록물은 11월 학생 총선거
를 통해 차기 연도에 인수하며 차기 학생회는 이를 이행한다. 승계 여부는 재적회원 

과반수의 투표에 2/3 이상의 찬성으로 결정한다. 
  4. 기록위원회는 인계받은 업무 및 공약에 대해 3월 대의원총회 의결을 통해 인계받지 

않을 권리가 있다.(단, 대의원총회에서 그 이유에 대해 상세히 설명한다.) 
  5. 기록위원회는 각 학과 별 졸업앨범 촬영자의 명단을 구성하고 촬영 시간을 정하여 공

고한다.

제106조(운영) 승계 공약에 대해 기록위원회가 인계받기로 결정하였을 시, 의결을 통해 다

음 각 호에 해당하는 단위에 공약을 위임한다. 
  1. 승계 공약에 대해 이행한다는 직접적인 의사 표명을 하는 단위가 있는 경우 우선적으

로 위임한다.
  2. 승계 공약에 대해 선거 공약 또는 숙원 사업 등의 이유로 공약 이행의 의무가 있는 

단위에 위임한다. 

제107조(의결) 기록위원회의 의결을 재적위원 2/3 이상의 출석과 출석위원 2/3 이상의 찬

성으로 한다. 

제108조(소집) 다음 각 호의 경우 부총학생회장이 소집한다. 
  1. 부총학생회장의 발의

  2. 기록위원회 위원 5인 이상의 소집 요구 시

제3절 장애학생회

제109조(지위) 장애학생회는 장애학생을 대표하는 특별위원회이다.

제110조(구성) 장애학생회는 본교 재학 중인 장애학생으로 구성한다.
  1. 장애학생회 학생회장 및 부학생회장

  2. 장애학생회 학생회장 및 부학생회장을 제외한 20명 이하의 임원

제111조(학생회장 및 부학생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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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장애학생회 학생회장 및 부학생회장은 장애학생 전체의 직접선거로 선출된다.
  2. 학생회장은 당해 장애학생회를 대표하며 그 업무를 통괄한다.

  3. 학생회장은 전체 장애학생회의를 소집하며 의장이 된다.
  4. 학생회장은 본교 재학 중인 장애학생을 집행부 임원으로 임명한다.

  5. 부학생회장은 학생회장의 업무를 보좌하고, 부재 시 그 업무를 대행하며, 전체 장애학
생회의 부의장이 된다.

  6. 학생회장이 궐위된 경우에는 부학생회장이 이를 승계한다. 

제112조(장애학생회 집행부)  1. 집행부의 운영 및 장애학생 전체회의에서 결정된 제반 사

업과 그 업무의 집행

제113조(업무 및 권한) 

  1. 장애학생회는 장애학생들의 평등한 학내 생활을 도모한다.
  2. 장애학생회는 장애학생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대변함에 목적이 있다.

제114조(임기) 임기는 당해 년 2월 1일부터 익년 1월 말일까지로 한다.

제4절 학생인권위원회

제115조(지위) 학생인권위원회는 모든 학생의 인권 자치활동을 위한 총학생회 산하기구이다.

제116조(구성)  1. 학생인권위원회는 충북대학교 인권상담소 운영지침 내에서 규정한 총학

생회 추천자 2명(이하 “학생위원”)이 공동위원장으로 임명된다.
  2. 학교의 중대한 인권침해 사건이 발생할 시, 본교 재학생으로 학생인권위원회를 구성

한다.
  3. 사건 관련자는 학생인권위원회에 구성될 수 없다.

제117조(학생인권위원회 공동위원장) 
  1. 학생인권위원회 공동위원장은 충북대학교 인권상담소 운영지침과 총학생회칙에 상반

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학생인권위원회를 운영한다.
  2. 학생인권위원회 공동위원장 2인은 학생인권위원회에 관한 업무를 통괄한다.

  3. 학생인권위원회 공동위원장은 인권침해 사건 피해자의 보호 조치를 책임질 의무가 있
다.

제118조(업무 및 권한) 학생인권위원회의 업무 및 권한은 다음과 같다.

  1. 학생인권위원회는 인권피해 신고를 접수하여 학교 인권센터 및 인권상담소에 제출할 
수 있다.

  2. 학생인권위원회는 충북대학교 인권상담소 인권위원회가 구성될 시, 인권침해 등에 대
한 사건의 조사 및 중재, 해당 사건의 사실관계 및 해결방안에 대한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제119조(임기)  1. 공동위원장 2인의 임기는 당해 연 2월 1일부터 익년 1월 말 일 까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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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다.
  2. 학생인권위원회의 임기는 인권침해 사건이 발생하여 구성될 때부터 사건이 종료될 때

까지로 하며, 공동위원장의 임기를 넘을 수 없다.

제9장 재정

제120조(학생 회계) 
  1. 학생회의 재정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고 그 운용의 자율성과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학생 회계를 둔다.
  2. 학생 회계의 세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가. 매 학기 등록금과 함께 납부하는 학생회비
    나. 이자수입

  3. 학생 회계의 세출은 학생회의 자치활동에 필요한 모든 경비로 한다.
  4. 학생 회계의 회계 구분은 2개 학기(1학기, 2학기)로 구분한다.

제121조(예산의 편성 및 의결) 
  1. 총학생회장은 회계 구분마다 세입 세출예산안을 편성하여 회계 구분의 개시 후 15일 

이내에 대의원총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2. 대의원총회는 예산안을 접수한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심의·의결하여 총학생회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122조(예산 불성립 시의 예산 집행) 각 기구의 장은 예산안이 소정 기일 내에 예산안이 

의결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예산안이 의결될 때까지 전년도 예산의 1/3에 준하여 집행할 
수 있다. 이 경우 집행된 경비는 해당 연도의 예산이 의결되면 그 의결된 예산에 따라 

집행된 것으로 본다.

제123조(추가경정예산) 총학생회장은 이미 성립된 예산에 변경을 가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하여 총대의원회 의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124조(학생회비의 징수 및 집행) 
  1. 학생회는 자치활동에 필요한 재정을 조달하기 위하여 충북대학교 학생들로부터 학생

회비를 징수할 수 있다.
  2. 학생회비는 학생들의 자발적인 참여를 바탕으로 투명하게 운영하며 회비 납부를 강요

해서는 안 된다.
  3. 학생회비 금액을 책정 및 변경할 경우 총학생회의 발의와 대의원총회의 의결을 거쳐 

확정한다.
  4. 학생회비는 학교가 징수·관리하되 그 집행은 각 기구의 장이 한다.

  5. 학생회비 집행할 경우 「대학 회계 세출예산 집행지침」에 준하여 처리한다.

제125조(결산) 각 기구의 장은 매 학기 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 총대의원회에 제출하여 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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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을 받아야 한다.

제126조(결산상 잉여금의 처리) 학생 회계의 결산상 잉여금은 다음 회계 구분의 세입에 이

입한다.

제127조(예산·결산의 공개 등) 총학생회장은 세입·세출예산 및 결산이 확정된 후 1개월 

이내에 해당 예산, 결산의 내역을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하여야 한다.

제128조(감사) 
  1. 중앙위원회는 학기별로 학생회의 업무와 회계에 대하여 감사하여야 하며 그 시기는 

총대의원회 의장이 정한다.(단, 감사 시 감사위원회는 중앙위원회 위원들과 대의원총
회의 상임위원으로 구성한다.)

  2. 총대의원회에 대한 감사는 감사위원 4명으로 구성하되 2인은 총학생회에서 하고 2인
은 중앙운영위원으로 한다.

제10장 선거

제129조(선거방법) 전조의 선거는 보통, 직접, 비밀, 평등선거로 한다. 

제130조(선거 시기) 모든 자치기구의 대표의 선거는 임기 개시 전년도의 11월 중에 실시하
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제131조(선거관리위원회) 선거를 공정하고 민주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선거관리위원회를 
두며 선거에 관한 모든 업무가 종료될 때까지 존속한다.

제132조(출마 자격) 4학기 이상 7학기 이하 등록한 자로 본교에 재학 중인 전체 학년 이수 

학점 성적평균 2.00이상인 자. 
  1. 편입생의 경우 본교에 2학기 등록한 자로 하며, 재입학생은 이수학기를 기준으로 한

다. 
  2. 각 단과대학 대의원회 부의장은 3학기 이상 등록으로 출마할 수 있다.

  3. 의대·수의대 학생회장 및 부학생회장은 본과 2학기 이상 등록을 필하였어도 출마할 
수 있다.

  4. 각 학생자치기구 집행부 임원은 그 직을 최초 선거 등록 일 3일 전에 사퇴하고 사퇴
한 날은 총대의원회에 통보된 날로 한다.

  5. 동일직에 한하여 연임할 수 없다.
  6. 수시감사와 정기감사에서 제출한 자료의 최종 감사 결과가 ‘F’인 자치기구의 장과 

각 부서장은 출마할 수 없다.

제133조(보궐선거) 

  1. 총학생회장 및 부총학생회장이 모두 궐위된 경우는 궐위된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총
대의원회 의장이 주관하여 보궐선거를 실시한다.



  2. 각 단과대학 학생회장 및 부학생회장이 모두 궐위된 경우에는 궐위된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각 단과대학 대의원회 의장이 주관하여 보궐선거를 실시한다.

  (단, 당해 년에 보궐선거가 이루어지지 않을 시 차기 연도 해당 단과대학 대의원장이 주
관하며, 단과대학 대의원 미구성 시 총학생회장이 주관하여 실시한다.)

  3. 제1항과 제2항의 경우 잔여임기가 120일 이하인 경우에는 사무국장, 기획국장의 순으
로 그 직무를 대행한다.

  4. 보궐선거는 선거 일정을 제외하고 정식 선거에 준하여 실시한다.

제134조(선거 시행세칙) 

  1. 선거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충북대학교 선거 시행세칙에 의한다.
  2. 1항의 선거 시행세칙은 법(선거법)이 정하고 있는 범위 내에서 만들어져야 한다.

제11장 회칙개정

제135조(발의) 본 회칙 개정안은 다음 각 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 발의된다.

  1. 총학생회장의 발의 
  2. 중앙운영위원회 재적 위원 2/3 이상의 출석 시, 출석위원 2/3이 상의 찬성의 발의

  3. 중앙위원회의 발의
  4. 재적 대의원 1/4 이상의 발의

  5. 회원 500인 이상의 참여 발의(단, 회원 1,000명 참여 발의를 서명 발의로 대신할 수 
있으며, 개정 내용을 명시한 문서를 공개하고 반드시 지장 혹은 도장을 받아야 한다.)

제136조(의결) 회칙 개정안은 총학생회장이 공고하고 공고일로부터 20일 이내에 대의원총
회에서 의결하여야 한다. 

제137조(공포) 개정된 회칙은 총학생회장이 개정 의결 후 3일 안에 공포한다.

제138조(적용) 이 회칙은 공고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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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총동문회

1. 총동문회 연혁
1951년 2년제 초급농과대학으로 개교하여 1953년 4년제로 승격된 모교는 1955년에 

첫 졸업생 97명을 배출하였다. 첫 졸업생들은 같은 해 12월 26일 청주농과대학 동문회 발
기인총회를 개최하여 동문회의 첫 걸음마를 위한 준비를 하였고, 이듬해 1월 창립총회에서 

회칙을 제정하고 임원을 선출함으로써 동문회가 창립되었다. 그 동안 국립대학과 종합대학
교로의 승격에 맞춰 충북대학동문회, 충북대학교동문회로 이름을 바꾸면서 현재의 충북대

학교총동문회로 변천하였다. 총동문회는 현재 20만여 식구를 가진 굴지의 동문회로 성장
하여 2022. 4. 7에 68차 정기총회를 개최하였다. 

2. 총동문회 기구 및 사업개요
동문간의 친목을 도모하고 동문과 모교의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설립된 총동문회는 

고문 및 자문위원, 회장, 수석부회장, 부회장, 상임이사, 감사(2명), 사무처장 등의 본부임

원과 단과대학 및 대학원동문회, 학과동문회, 직장별 지회, 지역별지부, 그리고 특수과정 
동문회 등의 산하동문회가 조직되어 운영되고 있다.

동문회의 사업추진을 위하여 장학재단이사회, 자문위원회, 운영위원회, 회보편집위원회, 
대회협력위원회 등  산하직할 기구를 조직하여 운영하고 있다.

3. 총동문회 임원 (2022년 현재~ 2024년 3월)

회  장 : 윤양택
부회장 : 도종환, 김병우, 박경국, 엄태영, 김형근, 김두호, 김진상, 송태영, 이차영, 조기식

최태호, 김수갑, 박종서, 이면재, 이진희, 이한목, 최병윤, 황영호, 김동완, 김사석 
김진균, 박완배, 배득렬, 연경환, 윤종민, 장선배, 최현호, 박종진, 신동엽, 이광형 

이인호, 이장섭, 장윤식, 조성록, 한만혁, 권용봉, 이종영, 고근석, 김동식, 신태수  
권민안, 김정태, 김철문, 노재희, 이범석, 오유식, 양승덕, 임회종, 류근형, 박덕규  

신강일, 이용근, 이현우, 유상용, 이영노, 이재신, 김흥래, 심우용, 정희섭, 변은영  
신효섭, 이현웅, 홍성민, 조성훈, 유용철, 홍종갑, 박완희, 박기수, 이전명, 장동석  

정종홍, 장현봉, 김종복, 장수정, 조남훈, 권호택, 윤현우, 강병권, 노동영, 윤종락  
배바로니, 정봉수

감    사 : 김용은, 정삼균
사무처장 : 황동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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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충북대학교 총동문회 회칙

제 1 장 총 칙

제1조(명칭) 본회는 충북대학교총동문회라 칭한다(이하 "본회"라 칭한다.).

제2조(목적) 본회는 회원 상호간의 친목을 도모하며 모교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소재지) 본회는 본부를 청주시 서원구 충대로1에 두고 각 지역과 주요 직장에 지부 

또는 지회를 둘 수 있다. 
제4조(사업) 본회는 전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의 사업을 한다. 

  1. 회원 상호간의 친목과 우의증진에 필요한 사업
  2. 회원 명부 및 회보 발간사업

  3. 장학사업 및 모교발전에 필요한 사업
  4. 기타 본회의 목적달성을 위한 제반사업

제 2 장 회 원

제5조(회원의 구분) 본회의 회원은 정회원과 특별회원으로 한다. 

제6조(회원의 자격) 본회 회원의 자격은 다음과 같다. 
  1. 정회원은 충북대학교(신입생·전신포함) 및 각 대학원 졸업생과 모교에서 2학기 이상

의 교육과정을 수료한 자로 한다. 
  2. 특별회원은 모교의 현(전)직 교직원과 모교발전에 기여한 자로서 이사회의 승인을 얻

은 자로 한다. 
제7조(회원의 권리와 의무) 본 회원의 권리와 의무는 다음과 같다. 

  1. 정회원은 발언권, 의결권, 선거권, 피선거권을 가지며 회비부담과 회칙준수의 의무를 
진다. 

  2. 특별회원은 총회에 참석하여 발언권을 가지며 입회비 부담의 의무를 진다. 

제 3 장 임 원

제8조(임원) 본회의 임원은 다음과 같다. 

  1. 회장 1인
  2. 부회장은 수석부회장을 포함하여 운영의 효율을 기할 수 있는 적정 다수를 둔다(단, 

가능한 단과대학·대학원 지부 및 지회를 고려하여 선임한다.).
  3. 이사와 상임이사는 운영의 효율을 기할 수 있는 적정 다수를 둔다. 

  4. 감사 2인
제9조(임원의 선임) 본회 임원의 선임방법은 다음과 같다. 

  1. 회장과 감사는 상임이사회에서 선출하여 총회에 보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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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부회장, 상임이사, 이사 선임은 회장에게 위임한다.
제10조(명예회장과 고문 및 자문위원)

  1. 모교의 총장은 명예회장으로 추대한다. 
  2. 고문은 역대 동문회장을 역임한 자로서 이사회의 결의로 회장이 추대하고, 자문위원

은 본 회에 관심과 현저한 공로가 있다고 인정되는 자로 회장이 위촉하며 이사회에 참
석하여 의견을 개진 할 수 있다. 

제11조(임원의 임기)
  1. 본회 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중임할 수 있다. 

  2. 임원의 궐위로 인하여 보궐선임 된 자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 
  3. 차기 정기총회가 지연될때는 임기 만료후라도 그 후임이 선임 될 때까지 그 임기는 

연장된다. 
제12조(임원의 임무) 본회임원의 임무는 다음과 같다. 

  1. 회장은 본회를 대표하고 각급 회의의 장이 되며 회무를 총괄한다. 
  2. 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며 회장 유고 시에는 수석부회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3. 이사는 이사회에 참석하여 본회운영에 관한 주요회무를 심의 의결한다. 
  4. 감사는 본회의 재무사항을 감사하여 이를 총회에 보고한다. 

제 4 장 회 의

제13조(총회) 총회는 다음과 같이 구분하고 참석인원으로 성원되며 참석인원의 과반수 이
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1. 정기총회는 매 회계연도 개시후 3개월 이내에 개최하고 회장이 소집한다. 
  2. 임시총회는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또는 이사회의요청이 있을 때 회장이 소집

한다. 
제14조(총회의 의결사항) 총회는 다음 사항을 의결한다. 

  1. 회칙의 제정과 개정
  2. 예산 및 결산의 승인

  3. 임원의 인준
  4. 사업계획 수립

  5. 기타 본회목적달성을 위한 사항
제15조(이사회) 이사회는 다음과 같이 구분하고 참석인원으로 성원되며 참석인원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1. 이사회는 회장, 부회장, 이사로써 구성하고 회장 또는 상임이사회의 요구가 있을 때 

회장이 소집한다.
  2. 상임이사회는 회장, 부회장, 자문위원, 상임이사로 구성하며 이사회를 대행할 수 있다. 

제16조(이사회의 임무) 이 시회의 임무는 다음과 같다. 
  1. 총회에서 위임받은 사항

  2. 총회에 부의할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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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회장 및 임원의 선임
  4. 고문의 추천 및 특별회원 승인

  5. 예산안 및 결산안 심의
  6. 기타 사업수행에 관한 사항

제 5 장 기 구

제17조(사무국) 본회의 회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사무국을 설치하고 다음과 같이 운영한다. 
  1. 사무국은 사무총장, 간사 약간명과 유급제 직원을 회장이 임명한다. 

  2. 사무총장은 회장의 명을 받아 본회의 제반사항에 관한 회무를 집행한다. 
  3. 사무국 운영에 관한 사항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정한다. 

제18조(위원회) 본회의 사업수행을 위하여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각종위원회를 둘 수 있다. 

제 6 장 지부 및 지회

제19조(지부 및 지회의 설치) 지부는 지역단위로 구성하되 회원 50인 이상으로 하고, 지회
는 직장 단위로 하되 10명 이상으로 구성한다. 

제20조(운영) 지부 및 지회의 운영은 본회 회칙에 준하고 그 특수성에 따라 규정을 따로 
둘 수 있다. 

제21조(등록) 지부 또는 지회를 설치하였을 때는 즉시회칙과 임원 및 회원 명단을 첨부하
여 본회에 보고하고 승인을 받아 등록을 하여야 한다. 

제 7 장 재 정

제22조(재원) 본 회의 재원은 회비와 찬조금 기타 수입금으로 충당하고 부과 금액은 상임

이사회 의결을 거쳐 총회에서 승인 받는다.
  1. 입 회 비 : 30,000원

  2. 연 회 비 : 30,000원
  3. 평생회비 : 300,000원 이상

  4. 임원회비 : 매년 예산편성에 따라 금액을 조정할 수 있다.
제23조(회계년도)

  1. 본 회의 회계연도는 3월 1일부터 2월 말일까지로 한다.
  2. 회계년도 개시후 예산이 편성되지 않을 경우에는 경상비를 전년도 예산범위 내에서 

지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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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 칙

본 회칙은 1978년 5월 11일부터 시행한다. 

  경 과 규 정
제1조 본 회칙 개정 당시의 충북대학 동문회 이사회는 개정된 충북대학교 동문회 회칙에 

의한 총회 및 이사회의 의결사항을 처리한다. 
제2조 본 회칙 개정당시의 충북대학 동문회 임원은 개정된 충북대학교 동문회 회칙에 의

한 임원으로 간주한다. 

  부 칙

이 회칙은 1986년 4월 26일 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회칙은 1989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회칙은 1990년 3월 31일 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회칙은 1992년 4월 4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회칙은 1994년 3월 26일 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회칙은 1996년 3월 16일 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회칙은 1998년 3월 21일 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회칙은 2001년 3월 10일 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회칙은 2002년 3월 16일 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회칙은 2005년 3월 19일 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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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장학재단

1. 장학재단 개요
총동문회는 세계화 및 지식기반 정보화 시대의 급변하는 주변 여건들을 예의관찰 주시

하고, 첨단 및 신기술개발 등의 기술정보를 수집 분석하면서 충북대학교 개신인들의 삶의 
질을 높이는 미래 지향적인 동문회 운영방침을 최우선으로 하고 있다. 또한 후배들이 다양

한 분야에서 훌륭한 인재들로 성장하여 국가발전에 기여하도록 1965년 충북대학교장학회
를 설립하여 운영해 오고 있다.

현재까지 충북대학교 총동문회의 회원은 20만 여명으로 전국 각 시도에 걸쳐 개신인의 
긍지를 갖고 각 분야에서 인정받고 열심히 생활하고 있으며, 이들 중 장학회로부터 해외장

기 유학장학금 수혜자는 13명이고, 학내 장학금의 수혜자는 예체능과 간부학생을 선발하
여 매년 장학금을 지급하고 있으며, 앞으로 충북 개신인들의 지속적인 재능개발 및 발전을 

위하여 장학회는 장학기금조성 및 운영을 확대해 나갈 방침이다. 현재 장학회 운영을 책임
지고 있는 임원진은 이사장(총동문회장), 이사10명, 그리고 감사 2명으로 구성되어 있다.

2. 장학재단 이사회 임원

  이사장 : 윤양택   
  이  사 : 김용은, 양승덕, 심우용, 김철구, 이기수, 김찬중, 김영관, ,서정욱   

  감  사 : 최현호, 김홍구

3. 재단법인 충북대학교총동문회 장학재단정관

제 1 장 총 칙

제 1 조(목적) 이 법인은 공익법인의 설립 운영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따라 충북대학교 

재학생 및 졸업생으로 경제적 사정이 곤란한 자와 우수하고 특수한 재질이 있는 자에게 
장학금을 지급함으로써 국가사회의 발전에 봉사할 수 있는 인재 양성에 기여함을 목적

으로 한다. 
제 2 조(명칭) 이 법인은 "재단법인 충북대학교 동문회 장학재단"이라 한다. 

제 3 조(사무소의 소재지) 이 법인의 사무소는 청주시 서원구 충대로 1  충북대학교내에 
둔다. 

제 4 조(사업) 이 법인은 제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의 목적사업을 행한다. 
  1. 장학금의 지급

  2. 전호의 목적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부대사업
제 5 조(법인공여 이익의 수혜자) ① 이 법인은 목적사업을 수행함에 있어서 그 수혜자에

게 제공하는 이익은 이를 무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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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이 법인의 목적 사업의 수행으로 인하여 제공되는 이익의 수혜자는 충북대학교 재학생 
및 졸업생에 한한다. 

제 2 장 재산과 회계

제 6 조(재산의구분) ① 이 법인의 재산은 이를 기본재산과 보통재산으로 구분한다. 
  ②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재산은 이를 기본재산으로 하고 기본 이외의 일체의 재산

은 보통재산으로 한다. 
  1. 설립시 기본재산으로 출연한 재산

  2. 기부에 의거하거나 기타 무상으로 취득한 재산, 다만 기부 목적에 비추어 기본 재산
으로 하기 곤란하여 감독청의 승인을 받은 것은 예외로 한다. 

  3. 보통 재산중이사회에서 기본 재산으로 편입할 것을 의결한 재산
  4. 세계 잉여금중적립금

  ③ 이 법인의 기본재산은 다음과 같다. 
  1. 설립 당시의 기본 재산은 별지목록 1과 같다. 

제 7 조(재산의 관리) ① 제6조 제2항 기본 재산을 매도, 증여, 임대, 교환하거나 담보에 
제공하거나 의무부담 또는 관리의 포기를 하고자 할 때에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감독

청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법인이 매수, 기부채납, 기타 방법으로 재산을 취득할 때에는 지체없이 이를 법인의 

재산으로 편입, 조치하여야한다. 
  ③ 기본 재산 및 보통 재산의 유지, 보존 및 기타관리(제1항 및 제2항의 경우를 제외한

다)에 관하여는 이사장이 정하는바에 의한다. 
  ④ 기본 재산의 목록이나 평가액에 변동이 있을 때에는 지체없이 별지목록을 변경하여 

정관 변경 절차를 밟아야한다. 
제 8 조(재산의 평가) 이 법인의 모든 재산의 평가는 취득당시의 시가에 의한다. 다만, 재

평가를 실시한 재산은 재평가액으로한다. 
제 9 조(경비의 조달방법 등) 이 법인의 유지 및 운영에 필요한 경비는 기본 재산의 과실, 

사업수익 및 기타의 수입으로 조달한다. 
제 10 조(회계의 구분) ① 법인의 회계는 목적사업 회계와 수입사업 회계로 구분한다. 

  ② 제1항의 경우에 법인세법의 규정에 의한 법인세과세 대상이 되는 수익과 이에 대응하
는 비용은 수익사업 회계로 계리하고 기타의 수익과 비용은 목적사업회계로 계리한다. 

  ③ 제2항의 경우에 목적사업 회계와 수입사업 회계로 구분하기 곤란한 비용은 공동 비
용 배분에 관한 법인세관계법령의 규정을 준용하여 배분한다. 

제 11 조(회계원칙) 이 법인의 회계는 사업의 경영성과와 수지상태를 정확하게 파악하기 위
하여 모든 회계거래를 발생의 사실에 의하여 기업회계의 원칙에 따라 처리한다. 

제 12 조(회계년도) 이 법인의 회계년도는 정부의 회계연도와 같다. 
제 13 조(예산 외의 채무부담 등) 예산 외의 부담 또는 채권의 포기는 이사회의 의결을 받

아 감독청의 허가를 받아야한다. 다만, 당해 회계년도의 수입금으로 상환할 수 없는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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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을 차입(이하 "정기차입금"이라 한다)하는 경우 차입하고자하는 장기 차입금액이 기본
재산 총액에서 차입당시의 부채총액을 공제한 금액의 100분의 5에 상당하는 금액미만으

로서 차입하고자 하는 금액을 포함한 장기차입 금액의 총액이 100만원 미만일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 14 조(임원 및 사무직원 보수 제한 등) 이 법인의 임원에 대한 보수는 지급하지 아니한
다. 다만, 실비의 보상은 예외로 한다. 사무처리를 위하여 사무직원을 두고 보수를 지급

한다. 
제 15 조(임원 등에 대한 재산대여 금지) ① 이 법인의 재산은 이 법인과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관계가 있는자에 대하여는 정당한 대가없이 이를 대여하거나 사용할 수 없다. 
  1. 이 법인 설립자

  2. 이 법인의 임원
  3.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자와 민법 제777조의 규정에 의한 친족 관계가 있는 자, 

또는 이에 해당하는 자가임원으로 있는 다른 법인
  4. 이 법인과 재산상 밀접한 관계가 있는 자

  ② 제1항 각호의 1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도 법인의 목적에 비추어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정당한 대가없이 대여하거나 사용하게 할 수 없다. 

제 3 장 임 원

제 16 조(임원의 종류와 정수) ① 이 법인에 두는 임원의 종류와 정수는 다음과 같다. 
  1. 이사 14인  2. 감사 2인

  ② 제1항의 제1호에 이사에는 이사장과 이사를 포함한다. 
제 17 조(상임이사) ① 제4조에 규정한 사업을 전담하게 하기 위하여 상임이사 1인을 둔다. 

  ② 상임이사의 업무 분장에 관하여는 이사장이 정한다. 
제 18 조(임원의 임기) ① 이사회의 임기는 4년, 감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최초의 임기중 이사반수의 임기는 2년으로, 감사는 1년으로 한다. 
  ② 보선에 의하여 취임하는 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 

제 19 조(임원의 선임방법) ① 이 법인의 임원은 다음과 같이 선임한다. 
  1. 총동문회장은 당연직 이사장이 된다. 

  2. 총동문회 상임부회장은 당연직 상임이사가 된다. 
  3. 이사 및 감사는 이사회에서 선임하여 감독청의 인가를 받아 취임한다. 

  ② 임기전의 임원의 해임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감독청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③ 이사 또는 감사중에 결원이 생긴 때에는 2월 이내에 이를 보충하여야한다. 

제 20 조(임원 선임의 제한) ① 이사회의 구성에 있어서 이사 상호간의 공익법인 설립운영
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특수관계에 해당하는 이사의 수는 제16조의 

이사 정수의 3분의 1을 초과하지 못한다. 
  ② 감사는 감사상호간 또는 이사와 제1항에 규정한 특수관계에 해당하는 자가 아니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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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1 조(이사장 및 이사의 직무) ① 이사장은 이 법인을 대표하고 법인의 업무를 통리한다. 
  ② 이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이 법인의 업무에 관한 사항에 심의 결의하며 이사회 또

는 이사장으로부터 위임받은 사항(상임이사에게 위임한 사항을 제외한다.)을 처리한다. 
제 22 조(이사장의 직무수행)이사장의 유고시 또는 궐위 되었을 때에는 상임이사가 그 직

무를 대행한다. 
제 23 조(감사의 직무) 감사는 다음의 직무를 행한다. 

  1. 법인의 재산상황을 감사하는 일
  2. 이사회의 운영과 그 업무에 관한사항을 감사하는 일

  3. 제1호 및 제2호의 감사결과부정 또는 부당한 점이 있음을 발견한 때에는 이사회에 그 
시정을 요구하거나 감독청에 보고하는 일

  4. 제3호의 보고를 하기 위하여 필요한때에는 이사회의소집을 요구하는 일
  5. 이사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하는 일

  6. 이사회의 회의록에 기명 날인하는 일

제 4 장 이 사 회

제 24 조(이사회의 기능) 이사회는 다음 사항을 심의하여 결정한다. 

  1. 이 법인의 예산, 결산, 차입금 및 자산의 취득처분과 관리에 관한사항
  2. 정관의 개정에 관한 사항

  3. 법인의 해산에 관한 사항
  4. 임원의 임명에 관한 사항

  5. 사업에 관한 사항
  6. 이 정관의 규정에 의하여 그 권한에 속하는 사항

  7. 기타 이 법인의 운영상 중요하다고 이사장이 부의하는 사항
제 25 조(의결 정족수) ① 이사회는 이사 정수의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한다. 

  ② 이사회의 의사는 출석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의장이 결정한다. 

제 26 조(의결 제척사유) 이사장 또는 이사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1. 임원의 취임 및 해임에 있어서 자신에 관한 사항을 의결할 때
  2. 금전 및 재산의 수수를 수반하는 사항으로서 자신과 법인의 이해가 상반될 때

제 27 조(회계) 이사회는 매년 1회 이를 개최하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수시 이를 개최한다. 
제 28 조(이사회의 소집) ① 이사회는 이사장이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이사회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적어도 회의 7일전에 회의 목록을 명시하여 각 이사
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이사 전원이 집회하고 또 그 전원이 이사회 소집을 요구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 29 조(이사회 소집특례) ① 이사장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소집 요구

일로부터 20일 이내에 이사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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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재적 이사과반수로부터 회의 목적을 제시하여 소집을 요구할 때
  2. 제23조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감사가 소집을 요구할 때
  ② 이사회 소집권자가 궐위되거나 또는 이를 기피함으로써 7일 이상 이사회 소집이 불
가능할 때에는 재적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감독청의 승인을 받아 이사회를 소집할 수 
있다. 

제 30 조(서면 결의 금지)이사회의 의사는 서면결의에 의할 수 없다. 

제 5 장 보 칙

제 31 조(정관의 변경) 이 정관을 개정하고자 할 때에는 이사 정수의 3분의 2이상의 찬성
으로 의결하여 감독청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 32 조(해산) 이 법인은 해산하고자 할 때에는 이사 정수의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감
독청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 33 조(잔여 재산의 귀속) 이 법인은 해산하였을 때는 잔여재산은 충청북도 교육위원회
에 귀속한다. 

제 34 조(시행세칙) 이 정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세칙으
로 정한다. 

제 35 조(공고사항 및 방법) 법령의 규정에 의한 사항과 다음 각 호의 사항은 이를 충청일
보에 공고하여 행한다. 

  1. 법인 명칭 및 사무소 소재지변경
  2. 기타 일반에게 알려 신청을 받아야 할 필요성이 있는 사항
제 36 조(설립 당초의 임원 및 임기) 이 법인 설립당초의 임원 및 임기는 별지임원 명부와 같다. 

  부 칙
이 정관은 감독청의 허가를 받은 날(1988. 2. 8)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본 정관은 1991년 1월 15일 부터 시행한다

  부 칙
본 정관은 1992년 9월 9일 부터 시행한다

  부 칙
본 정관은 1992년 12월 31일 부터 시행한다

  부 칙
본 정관은 1998년 2월 12일 부터 시행한다

  부 칙
본 정관은 2000년 5월 15일 부터 시행한다

  부 칙
본 정관은 2002년 2월 28일 부터 시행한다



1. 산학협력단

2. 재단법인충북대학교발전기금재단

Ⅻ. 법인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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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산학협력단

산학협력단은 학술연구부(연구지원1팀, 연구지원2팀, 연구지원3팀), 

산학행정부(운영지원팀, 재무회계팀, 전산구매팀),   

기업지원센터(기술사업화팀, 지식재산권팀, 산학협력지원팀), 

강소특구지원센터(기업육성팀, 사업화지원팀), 창업지원센터(창업지원팀), 

전략혁신팀, 연구감사팀으로 구성되어 있다.

▪ 산학협력단 NH관(E3-1) 2 ~ 4층

❚ 대표전화 : 043)261-3496  ❚ 팩스 : 043)261-3334

❚ 주요연혁
  ∙ 2004. 4. 9. 충북대학교 산학협력단 법인 설립

  ∙ 2020. 9. 1. 제12대 충북대학교산학협력단장 이영성 교수 취임

❚ 조직도

❚ 주요업무
산학협력단은 학술연구부, 산학행정부, 기업지원센터, 강소특구지원센터, 창업지원센터, 

전략혁신팀, 연구감사팀으로 운영하고 있다. 학술연구부는 산학협력사업의 신청‧협약‧관리 

등 연구지원에 관한 사무를 담당하고 산학행정부는 소속 직원에 대한 인사관리와 중앙구

매 및 회계 등을 담당한다. 기업지원센터는 지식재산권의 취득 및 관리와 기술 이전 및 사

업화 촉진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고 강소특구지원센터는 강소특구 육성 사업 기획‧발굴‧운영

과 연구소 기업 설립‧운영 지원을 담당한다. 창업지원센터는 교원 및 학생 창업 지원을 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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괄한다. 또한 전략혁신팀은 국책사업 및 산학연협력 연구개발사업 수주 정책 기획과 학술

연구지원계획 수립 및 운영을 담당한다. 마지막으로 연구김사팀은 연구비 집행 감사와 연

구윤리와 연구보안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 산학협력단의 필요성

❚ 산학협력단의 역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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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재단법인 충북대학교 발전기금재단 정관

제정 1981. 8. 26
개정 1983. 3. 15 1997. 3. 21 2005. 5. 11 2012. 9. 26

1984. 3. 13 1998. 2. 2 2006. 6. 20 2013. 11. 21
1984. 12. 21 1998. 7. 20 2006. 12. 4 2014. 2. 19
1985. 9. 10 1998. 12. 19 2007. 5. 16 2014. 7. 31
1986. 9. 11 1999. 12. 28 2008. 2. 11 2014. 11. 11
1988. 9. 6 2000. 5. 2 2008. 4. 29 2015. 10. 2
1989. 12. 19 2000. 11. 8 2009. 5. 22 2016. 10. 20
1990. 12. 4 2001. 6. 20 2010. 3. 22 2018. 4. 17
1991. 12. 27 2001. 10. 15 2010. 7. 12 2019. 3. 18
1992. 6. 12 2002. 7. 30 2010. 12. 27 2019. 7. 25
1993. 4. 14 2003. 1. 7 2011. 3. 21 2019. 12. 2
1994. 12. 16 2003. 8. 23 2011. 8. 12 2020. 4. 1
1995. 7. 21 2003. 12. 8 2011. 9. 23 2022. 1. 20
1996. 6. 5 2004. 5. 19 2012. 5. 25

제 1 장 총 칙

제 1조(목적) 이 법인은 사회일반의 이익에 공여하기 위하여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
한 법률의 규정에 따라 대학의 발전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 2조(명칭) 이 법인은 재단법인 충북대학교 발전기금재단(이하 "법인"이라 한다)이라 한다.
제 3조(사무소의 소재지) 이 법인의 사무소는 충청북도 청주시 서원구 충대로1(개신동)의 
충북대학교내에 둔다.

제 4조(사업) ① 이 법인은 제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의 목적사업을 한다.
  1. 교육 및 연구활동 지원
  2. 장학 및 복지증진 사업
  3. 국내외 학술교류 및 학술회의 지원
  4. "삭제"
  5. 교육·연구·후생복지 지원 인력 및 시설의 확충
  6. 대학문화활동의 지원
  7. 기타 재단의 설립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업
  ② 제1항의 목적사업 경비에 충당하기 위하여 감독청의 승인을 받아 수익사업을 행할
  수 있다.
  1. 부동산 임대업 및 부대사항 
제 5조(법인공여이익의 수혜자) ① 이 법인이 제4조 제1항에 의한 지원과 목적사업을 수행
함에 있어서 발생하는 이익은 이를 무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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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② 이 법인의 목적사업의 수행으로 인하여 제공되는 이익의 수혜자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충북대학교 교직원과 학생
  2. 학술교류협정이 체결된 국내외 대학의 교직원과 학생

  3. 발전기금재단에서 선발한 해외유학장학생                        

제 2 장 재산과 회계

제 6조(재산의 구분) ① 이 법인의 재산은 이를 기본재산과 보통재산으로 구분한다.

  ②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재산은 이를 기본재산으로 하고, 기본재산 이외의 일체의 
재산은 보통재산으로 한다.

  1. 설립 시 기본재산으로 출연한 재산
  2. 기부에 의하거나 기타 무상으로 취득한 재산. 다만, 기부목적에 비추어 기본재산으로 

하기 곤란하여 감독청의 승인을 얻는 것은 예외로 한다.
  3. 보통재산 중 이사회에서 기본재산으로 편입할 것을 의결한 재산

  4. 세계 잉여금 중 적립금
  ③ 이 법인의 기본재산은 다음과 같다.

  1. 설립당시의 기본재산은 별지목록 1과 같다.
  2. 현재의 기본재산은 별지목록 2와 같다.

제 7조(재산의 관리) ① 제6조 제3항의 기본재산을 매도,증여,임대,교환하거나 담보에 제공
하거나 의무부담 또는 권리의 포기를 하고자 할 때에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감독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② 법인의 매수, 기부채납 기타 방법으로 재산을 취득할 때에는 지체없이 이를 법인의 

재산으로 편입 조치하여야 한다.
  ③ 기본재산 및 보통재산의 유지, 보존 및 기타관리(제1항 및 제2항의 경우를 제외한다)

에 관하여는 이사장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④ 기본재산의 목록이나 평가액에 변동이 있을 때에는 지체없이 별지목록을 변경하여 

정관변경 절차를 밟아야 한다. 
제 8조(재산의 평가) 이 법인의 모든 재산의 평가는 취득 당시의 싯가에 의한다. 다만, 재

평가를 실시한 재산은 재평가액으로 한다.
제 9조(경비의 조달방법) 이 법인의 유지 및 운영에 필요한 경비는 다음의 수입금으로 조

달한다. 
  1. 기본재산의 과실 및 사업수익

  2. 정부 또는 공공단체의 보조금 수입
  3. 기타 수입

제10조(회계의 구분) ① 이 법인의 회계는 목적사업회계와 수익사업회계로 구분한다.
  ② 제1항의 경우에 법인세법의 규정에 의한 법인세 과세대상이 되는 수익과 이에 대응하

는 비용은 수익사업회계로 계리하고 기타의 수익과 비용은 목적사업회계로 계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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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③ 제2항의 경우에 목적사업회계와 수익사업회계로 구분하기 곤란한 비용은 공동비용 
배분에 관한 법인세 관계법령의 규정을 준용하여 배분한다. 

제11조(회계원칙) 이 법인의 회계는 사업의 경영성과와 수지상태를 정확하게 파악하기 위하
여 모든 회계거래를 발생의 사실에 의하여 기업회계의 원칙에 따라 처리한다.

제12조(회계년도) 이 법인의 회계년도는 정부의 회계년도에 따른다.
제13조(예산외의 채무부담 등) 예산외의 채무의 부담 또는 채권의 포기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감독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당해 회계년도의 수입금으로 상환할 수 없는 
자금을 차입(이하 "장기 차입금" 이라 한다)하는 경우 차입하고자 하는 장기 차입금액이 

기본재산 총액에서 차입 당시의 부채 총액을 공제한 금액의 100분의 5에 상당하는 금액
미만으로서 차입하고자 하는 금액을 포함한 장기 차입금액의 총액이 100만원 미만인 때

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14조(임원의 보수제한 등) 이 법인의 임원에게는 보수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다만 실비의 

보상은 예외로 한다.
제15조(임원 등에 대한 재산대여 금지) ① 이 법인의 재산은 이 법인과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관계가 있는 자에 대하여는 정당한 대가없이 이를 대여하거나 사용할 수 없다.
  1. 이 법인 설립자

  2. 이 법인 임원
  3. 제1호 및 제2호의 해당되는 자와 민법 제777조의 규정에 의한 친족관계에 있는 자 또

는 이에 해당하는 자가 임원으로 있는 다른 법인 
  4. 이 법인과 재산상 긴밀한 관계가 있는 자

  ② 제1항 각호의 규정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자의 경우에도 법인의 목적에 비추어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정당한 대가없이 대여하거나 사용하게 할 수 없다. 

                       

제 3 장 임 원

제16조(임원의 종류와 정수) ① 이 법인에 두는 임원의 종류와 정수는 다음과 같다.

  1. 이사 17인
  2. 감사 2인

  ② 제1항 제1호의 이사에는 이사장, 상임이사를 포함한다.
제17조(상임이사) ① 제4조에 규정한 사업을 전담하기 위하여 상임이사를 둔다.

  ② 상임이사의 사무분장에 관하여는 이사장이 정한다.
제18조(임원의 임기) ① 당연직 이사의 임기는 충북대학교 해당 직위의 재임기간으로 하고 

기타 이사의 임기는 4년, 감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② 보선에 의하여 취임하는 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 기간으로 한다.

제19조(임원의 선임방법) ① 이 법인의 임원은 다음과 같이 선임한다.
  1. 충북대학교 총장, 대외협력본부장, 대학원장, 교무처장, 학생처장, 기획처장, 사무국장 

및 산학협력단장은 당연직 이사가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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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이사장은 이사 중에서 호선(互選)하고, 상임이사는 대외협력본부장이 된다.
  3. 당연직을 제외한 이사 및 감사는 충북대학교 교직원과 대학발전에 지대한 공로가 있

는 자 중에서 이사장의 추천으로 이사회에서 선임하여 감독청의 승인을 받아 취임한다. 
  ② 임기전의 임원의 해임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감독청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③ 이사 또는 감사 중에 결원이 생긴 때에는 2월 이내에 이를 보충하여야 한다.
제20조(임원선임의 제한) ① 이사회의 구성에 있어서 이사 상호간에 공익법인의 설립·운

영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특수 관계에 해당하는 이사의 수는 제16조 
이사 정원의 5분의 1을 초과하지 못한다.

  ② 감사는 감사 상호간에 또는 이사와 제1항에 규정한 특수 관계에 해당하는 자가 아니
어야 한다.

제21조(이사장 및 이사의 직무) ① 이사장은 이 법인을 대표하고 법인의 업무를 통리한다.
  ② 이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이 법인의 업무에 관한 사항을 심의 결의하며 이사회 또

는 이사장으로 부터 위임받은 사항(상임이사에게 위임한 사항은 제외한다)을 처리한다.
제22조(이사장의 직무대행) ① 이사장이 사고 또는 궐위되었을 때에는 상임이사가 이사장

의 직무를 대행한다.
  ② 이사장과 상임이사가 동시에 사고 또는 궐위되었을 때에는 제19조 제1항 제1호에 명

시된 당연직 이사의 순으로 이사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제23조(감사의 직무) 감사는 다음의 직무를 행한다.

  1. 법인의 재산상황을 감사하는 일
  2. 이사회의 운영과 그 업무에 관한 사항을 감사하는 일

  3. 제1호 및 제2호의 감사결과 부정 또는 부당한 점이 있음을 발견한 때에는 이사회에 
그 시정을 요구하거나 감독청에 보고하는 일

  4. 3호의 보고를 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이사회의 소집을 요구하는 일
  5. 이사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하는 일

  6. 이사회의 의사록에 기명 날인하는 일

제 4 장 이 사 회

제24조(이사회의 기능) ① 이 법인의 최고 의사결정기구로서 이사회를 둔다.
  ② 이사회는 다음 사항을 심의하여 결정한다.

  1. 법인의 예산, 결산, 차입금 및 자산의 취득 처분과 관리에 관한 사항
  2. 정관의 개정에 관한 사항

  3. 법인의 해산에 관한 사항
  4. 임원의 임명에 관한 사항

  5. 사업에 관한 사항
  6. 이 정관의 규정에 의하여 그 권한에 속하는 사항

  7. 기타 이 법인의 운영상 중요하다고 이사장이 부의하는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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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조(의결 정족수) ① 이사회는 이사 정수의 과반수 출석으로 개회한다.
  ② 이사회의 의사는 재적 이사의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가부 동수인 경우

에는 의장이 결정한다. 
제26조(의결제척 사유) 이사장 또는 이사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1. 임원의 취임 및 해임에 있어 자신에 관한 사항을 의결할 때
  2. 금전과 재산의 수수를 수반하는 사항으로써 자신과 법인의 이해가 상반될 때
제27조(회기) 이사회는 매년 1회 이를 개최하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수시 이를 개최한다.
제28조(이사회의 소집) ① 이사회는 이사장이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이사회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적어도 회의 7일전에 회의목적을 명시하여 각 이사
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이사 전원이 집회하고 또 그 전원이 이사회의 소집을 요구
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29조(이사회의 소집특례) ① 이사장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소집 요구일
로 부터 20일 이내에 이사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1. 재적이사 과반수로 부터 회의의 목적을 제시하여 소집을 요구한 때
  2. 제23조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감사가 소집을 요구한 때
  ② 이사회 소집권자가 궐위 되거나 또는 이를 기피함으로써 7일이상 이사회 소집이 불
가능할 때에는 재적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감독청의 승인을 받아 이사회를 소집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의한 이사회는 출석이사 중 연장자의 사회아래 그 회의의 의장을 선출하여
야 한다.

제30조(서면결의 금지) 이사회의 의사는 서면결의에 의할 수 없다.  

제 5 장 사 무 처

제31조(사무처) ① 이 법인업무의 효율적 수행을 위하여 사무처를 둘 수 있다.

  ② 사무처에는 사무처장 1인과 상근직원을 둘 수 있으며 이사장이 임명한다. 다만, 상근
직원의 정수에 대하여는 감독청의 승인을 받아 정한다. 

  ③ 직원의 보수와 복무에 관한 사항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별도로 정한다.

제 6 장 보 칙

제32조(정관의 변경) 이 정관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이사정수의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여 감독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제33조(해산) 이 법인을 해산하고자 할 때에는 이사정수의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교육부
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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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4조(잔여재산의 귀속) 이 법인을 해산하였을 때의 잔여재산은 충청북도교육청에 귀속 
된다. 

제35조(시행세칙) 이 정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이사장이 따로 정한다.
제36조(공고사항 및 방법) 법령의 규정에 의한 사항과 다음 각호의 사항은 이를 충북대학

교대학신문에 공고하여야 한다. 
  1. 법인의 명칭 및 사무소의 소재지 변경

  2. 법인의 주된 목적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널리 일반의 신청을 받아야 할 필요성이 있는 
사항

제37조(설립당초의 임원 및 임기) 이 법인 설립 당초의 임원 및 임기는 다음과 같다.

직   위 성   명 주           소 임      기

이 사 장

이    사

〃

〃

〃

〃

〃

〃

〃

〃

감    사

〃

정 범 모

정 대 성

정 승 용

권 종 복

손 석 린

채 만 기

이 희 재

안 홍 국

김 흥 곤

정 우 태

박 연 규

김 태 영

 충북 청주시 수곡동80-1

     〃      사직동 605-1

     〃      모충동125-12

     〃      사창동 청우(아) A동 205호 

     〃      사직동 미호(아) 605 

     〃      사창동 청우(아) B동 201호

     〃      사직동 229-6

     〃      사직동 228-16

     〃      사직동 미호(아) 402호

     〃      수동 355-4

     〃      사직동 153-17

     〃      사직동 사직(아) 13동 506호

 재임기간 (총장)

    〃    (교무처장)

    〃    (학생처장)

    〃    (사무국장)

    〃  4년 (인문대학)

    〃  4년(자연과학대학)

    〃  4년(사범대학)

    〃  2년(사회과학대학)

    〃  2년(공과대학)

    〃  2년(약학대학)

    〃  2년(농과대학)

    〃  1년(사범대학)

제38조(사업의 특례) 이 정관변경 이전 재단법인 충북대학교 장학회의 재산수익금은 제4조 

제1항 제2호 사업에만 사용하고 이 정관변경 후 기탁되는 기금의 수익금을 기탁자가 제
4조 제1항의 목적사업을 지정하는 경우 그 사업에만 사용할 수 있다.

    부               칙
정관은 문교부장관의 허가를 받은 날(1981. 8. 26)로 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정관은 1983년 3월 15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정관은 1984년 3월 13일 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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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               칙
이 정관은 1984년 12월 21일 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정관은 1985년 9월 10일 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정관은 1986년 9월 11일 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정관은 1988년 9월 6일 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정관은 1989년 12월 19일 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정관은 1990년 12월 4일 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정관은 1991년 12월 27일 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정관은 1992년  6월 12일 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정관은 1993년 4월 14일 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정관은 1994년 12월 16일 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정관은 1995년 7월 21일 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정관은 1996년 6월 5일 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정관은 1997년 3월 21일 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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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               칙
이 정관은 1998년 2월 2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정관은 1998년 7월 20일 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정관은 1998년 12월 19일 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정관은 1999년  6월 17일 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정관은 1999년 12월 28일 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정관은 2000년 5월 2일 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정관은 2000년 11월 8일 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정관은 2001년  6월 20일 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정관은 2001년 10월 15일 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정관은 2002년  7월 30일 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정관은 2003년  1월  7일 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정관은 2003년  3월  7일 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정관은 2003년  8월 23일 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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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               칙
이 정관은 2003년 12월  8일 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정관은 2004년  5월 19일 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정관은 2005년  5월 11일 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정관은 2006년  6월 20일 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정관은 2006년 12월  4일 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정관은 2007년  5월 16일 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정관은 2008년  2월 11일 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정관은 2008년  4월 29일 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정관은 2009년  5월 22일 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정관은 2010년  3월 22일 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정관은 2010년  7월 12일 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정관은 2010년 12월 27일 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정관은 2011년  3월 21일 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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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               칙
이 정관은 2011년  8월 12일 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정관은 2011년  9월 23일 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정관은 2012년  5월 25일 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정관은 2012년  9월 26일 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정관은 2013년  11월 21일 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정관은 2014년 2월 19일 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정관은 2014년 7월 31일 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정관은 2014년 11월 11일 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정관은 2015년 10월  2일 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정관은 2016년 10월 20일 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정관은 2018년  4월 17일 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정관은 2019년  3월 18일 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정관은 2019년  7월 25 일 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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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               칙   
이 정관은 2019년  12월 2 일 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정관은 2020년   4월 1 일 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정관은 2022년   1월 20 일 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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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목록 1) 

설립당시의 기본재산 목록

재  산  명 수  량 평  가  액 비  고

개발신탁

정기적금

3

1 

   108,084,424원

     8,870,891원

계 4    116,955,315원

(별지목록2)

현재의 기본재산 목록
1. 기본재산 총괄표      

재산명 수량 평가액 비고

현 금 - 9,540,000,000

보 험 - 15,380,566,336

토 지 6필지(1,070,41㎡) 2,214,326,000

건 물 5동(1,750,552㎡) 528,979,360

임 야 6필지(133,951.25㎡) 232,138,539

아파트 1동(104.38㎡) 234,000,000

합 계 28,130,010,235

(2019년 7월 25일 현재)   (단위: 원)

2. 기본재산세부목록표
  1)현금                                   

재산명 소 재 지 수량 평 가 액 비고

현 금 - - 9,540,000,000

보 험 농협(삼성생명) - 13,880,566,336

보 험 우리은행(삼성생명) - 500,000,000

보 험 국민은행(삼성생명) - 1,000,000,000

소 계 - 24,920,566,336

(단위: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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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부동산

순번 부동산의표시 세부면적
연면적

(㎡)

평가액

(원)
비고

1

토지
상당구 남문로2가 55-1

(도로명: 남사로 129)
205 682,650,000

공유지분 

삭제

건물

상당구 남문로2가 55-1

(도로명: 남사로 129)

철근콘크리트조 스라브지붕 2층 

주택,점포 및 사무실

1층 138.15, 

2층 135.16, 

옥탑 4.33

277.64 53,099,040

2

토지

흥덕구 운천동 

1112-2(대지권) 

(도로명: 직지대로 767)

281.5 365,950,000
대지권 

2815/7971

건물

흥덕구 운천동 1112 외 

2필지 제 1112-2호(다동호) 

(도로명: 직지대로 767)

철근콘크리트조 슬래브지붕 

5층 근린생활,업무시설,주택

지하 201.34, 

1층 141.61, 

2층 141.608, 

3층 141.608, 

4층 

141.608, 

5층 141.608

909.382 384,426,120 다동

3

토지
증평군 증평읍 중동리 126

(도로명:장뜰로 46-1)
355 461,500,000

건물

증평군 증평읍 중동리 125 

외2필지

(도로명: 장뜰로 46)

철근콘크리트조 및 

세멘벽돌조 

스라브지붕 2층 점포 및 

주택

1층 227.88, 

2층 186.56
414.44 82,518,600

4

토지

증평군 증평읍 중동리 113-5 

(도로명: 중앙로6길 10)
39.7

294,264,000
증평군 증평읍 중동리 114 

(도로명: 중앙로6길 10)
121.1

건물

증평군 증평읍 중동리 113 

연와조 기와지붕 단층주택 

및 점포

1층 89.26 89.26 5,444,860 2층 멸실

5

토지
상당구 북문로1가 41-13

(도로명: 상당로 65)
68.1 409,962,000 추가

건물

상당구 북문로1가 41-13

(도로명: 상당로 65) 목조 

시멘기와지붕

1층소매점 

52.89, 

1층창고6.94

59.83 3,490,740 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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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번 부동산의표시 세부면적
연면적

(㎡)

평가액

(원)
비고

6 임야
상당구 문의면 

덕유리 산64
39,669 19,080,789

7 임야
진천군 이월면 

중산리 산19-1
3,273 52,368,000

공유지분 

3/4 약 

32730/436

40

8 임야
진천군 이월면 

중산리 산19-7
414.75 10,368,750

공유지분 

3/4 약 

4147.5/5530

9 임야
진천군 이월면 

중산리 산19-10
285 7,980,000

10 임야
진천군 이월면 

중산리 산19-11
259.5 7,266,000

11 임야
충주시 소태면 

구룡리 산 52번지
90,050 135,075,000

12
아파

트

상당구 북문로3가 15-1 

제11층 제1102호 

(도로명: 사북로 164) 철골 

철근콘크리트조

104.38 234,000,000

대지권비율 

18701/2182

500

토지계 1,070.4 2,214,326,000

건물계 1,750.552 528,979,360

임야계 133,951.25 232,138,539

아파트

계
104.38 234,000,000

소계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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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대학교 학칙

제 1 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학칙은 충북대학교의 교육 목표를 설정하고 이를 달성하기 위한 기본 조직
과 학사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교육목표) 충북대학교(이하 "이 대학교"라 한다)의 교육 목표는 심오한 학술 이론과 
그 응용 방법을 교수, 연구, 개발하며, 전문적인 지도자의 자질과 인격을 함양하여 국가
와 사회  발전에 공헌할 수 있는 인재를 양성하는 데 있다.

제3조(교육조직) ① 이 대학교에 대학, 본부 직할 학부 및 학과군(이하"대학"이라 한다), 일
반대학원·전문대학원·특수대학원(이하 "대학원"이라 한다)을 두며, 대학 및 대학원을 
구성하는 기본 단위는 학과 및 학부(이하 "학과(부)"라 한다), 전공으로 한다.  

  ② 제1항의 일반대학원은 학문의 기초 이론과 고도의 학술 연구를, 전문대학원은 전문 
직업 분야의 인력 양성에 필요한 실천적 이론의 적용과 연구 개발을, 특수대학원은 직업
인 또는 일반 성인을 위한 계속 교육을 목적으로 한다.

제4조(학위과정 등) ① 대학에 학사학위과정을, 일반대학원 및 전문대학원에 석사학위과정
과 박사학위과정을, 특수대학원에 석사학위과정을 둔다.

  ② 학부 및 대학원에 학사과정과 석사과정을 통합한 "학·석사학위 통합과정"을 운영할 
수 있으며 이에 관한 세부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

  ③ 학부 및 대학원에 학사과정과 석사과정을 연계한 "학·석사학위 연계과정"을 운영할 
수 있으며 이에 관한 세부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

  ④ 일반대학원에 석사과정과 박사과정을 통합한 "석·박사학위 통합과정"(이하 "통합과정"
이라 한다)을 둘 수 있다. 

  ⑤ 대학원에 학위과정 외에 학위를 수여하지 않는 연구과정, 재교육과정 및 공개강좌를 
둘 수 있다.  

제5조(계약에 의한 학과의 설치·운영 등) ① 이 대학교에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제8조에 따른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산업체 등과의 계약에 따라 직
업교육훈련과정 또는 학과와 산업교육특별과정 등(이하 이 조에서 "계약학과 등"이라 한
다)을 둔다. 

  ② 학사과정 및 석·박사과정에서 계약학과 등의 학생 정원은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③ 계약학과 등의 명칭, 교육과정의 편성 및 운영, 학생 선발의 기준 및 방법, 학생 정
원, 운영 경비, 학생의 수업료, 학기 및 수업 일수, 설치·운영기간 및 운영위원회 등에 
관한 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

제6조(전임교원의 임무, 소속 및 교수시간) ① 전임교원은 학생을 교육, 지도하고 학문을 
연구하되, 학문연구 또는 산학협력만을 전담할 수 있으며, 임용 등에 관한 사항은 총장
이 따로 정한다.  

  ② 전임교원은 대학 또는 대학원의 학과(부)에 소속되며, 필요한 경우 부속시설이나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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밖의 기관에 소속될 수 있다. 
  ③ 총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전임교원의 소속을 변경하거나 겸무를 명할 
수 있다.

  ④ 전임교원의 교수시간은 매 학년도 30주를 기준으로 매주 9시간으로 한다. 다만, 총장
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따로 정할 수 있다.

제6조의2(일반대학원 전임교원 소속에 관한 특례) 일반대학원 소속 전임교원이 대학의 학
과(부)에 겸무하는 때에는 겸무하는 대학의 학과(부) 소속 전임교원으로 본다. 

[본조신설 2020. 5. 6.]
제6조의3(강사) ① 총장은「고등교육법」제14조제2항에 따른 강사를 둘 수 있다.
  ② 강사의 임용 등에 관한 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9. 7. 25.]
제7조(겸임교원 등) ① 총장은 겸임교원·명예교수 및 초빙교원 등을 두어 교육 또는 연구
를 담당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겸임교원 등의 임용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
제8조(평가 등) ① 총장은「교육관련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특례법」제6조 제1항에 따른 
정보 공시와 교육·연구 등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에 대하여 2년마다 1회 이상 자체 
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대학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공시해야 한다.

  ② 자체평가에 관한 중요 사항을 심의하기 위해 평가기획위원회를, 자체 평가의 기획·
운영·조정 및 관리 등을 위해 평가연구위원회를 둔다.

  ③ 자체 평가는 서면 평가로 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현장 방문 평가나 그 밖의 방법으로 
평가할 수 있다.

  ④ 자체 평가의 기준, 절차, 방법 및 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
한다.

제 2 장 조 직

제1절  총장, 교무회의

제9조(총장) ① 총장은 교무를 통할하고 소속 교직원을 감독하며 학생을 지도하고 이 대학
교를 대표한다.

  ② 총장임용후보자의 선정은「교육공무원법」제24조제3항제2호의 교원, 직원 및 학생의 
합의된 방식과 절차에 따르며, 이에 관한 사항은 별도의 규정으로 정한다.

  ③ 총장은 대학 운영상 필요한 경우, 총장 소관사무의 일부를 대학장 또는 부속시설의 

장에게 위임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한 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 
제9조의2(부총장) ① 총장의 직무를 보좌하기 위하여 교학부총장과 대외협력연구부총장을 
둘 수 있다. 

  ② 교학부총장은 교무처, 학생처, 입학본부, 취업지원본부, 교양교육본부 및 교육혁신본
부 업무에 대하여 총장을 보좌하고, 관련 부서장 중에서 겸보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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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③ 대외협력연구부총장은 기획처, 연구처, 대학원정책실, 대외협력본부, 정보화본부, 국
제교류본부 및 안전관리본부 업무에 대하여 총장을 보좌하고, 대학원장 또는 관련 부서
장 중에서 겸보할 수 있다.  

제10조(교무회의) ① 교육에 관한 중요 사항을 종합 심의하기 위해 교무회의를 둔다.

  ② 교무회의는 총장, 교학부총장, 대외협력연구부총장, 대학원장, 전문대학원장, 대학장, 
처·국장, 산학협력단장, 입학본부장, 대외협력본부장, 도서관장, 정보화본부장, 취업지원
본부장, 국제교류본부장, 안전관리본부장, 교양교육본부장, 교육혁신본부장, 사회맞춤형
산학협력선도대학육성사업단장, 창업지원단장, SW중심대학사업단장, 디지털혁신공유대학
사업단장으로 구성한다. 

  ③ 교무회의는 총장이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④ 교무회의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대학, 학과 및 부속기관의 설치와 폐지에 관한 사항
  2. 학칙이나 제 규정의 제정과 개정에 관한 사항
  3. 시험에 관한 사항
  4. 장학금에 관한 사항
  5. 각 위원회의 의결에 관한 사항

  6. 주요 사업 계획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총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2절  교 육 조 직

제11조(대학, 대학원 등) ① 대학으로 인문대학, 사회과학대학, 자연과학대학, 경영대학, 공
과대학, 전자정보대학, 농업생명환경대학, 사범대학, 생활과학대학, 수의과대학, 약학대

학, 의과대학, 바이오헬스공유대학 및 본부 직할로 자율전공학부 및 융합학과군을 둔다. 
  ② 대학원에 일반대학원으로 대학원을, 전문대학원으로 법학전문대학원을, 특수대학원으

로 교육대학원, 세종 국가정책대학원, 산업대학원, 경영대학원, 법무대학원, 수의방역대
학원, 북방농업대학원을 둔다. 

  ③ 대학장 및 대학원장은 교수 또는 부교수로 겸보하되, 전문대학원장과 특수대학원장은 
대학원장 또는 관련 대학장으로 겸보할 수 있다. 다만, 법학전문대학원장은 법무대학원

장을 겸보할 수 있다.  
  ④ 대학장 및 대학원장은 총장의 명을 받아 해당 대학 및 대학원의 교무를 통할하고 소

속교직원을 감독하며 학생을 지도한다.
  ⑤ 대학원의 교육과 학사 관리 등의 업무는 관련 대학에서 처리할 수 있다.

제12조(대학 학과 또는 학부) ① 대학에 별표 1과 같이 학과(부) 및 학과군을 둔다.  
  ② 학과(부)장 및 학과군장은 교수로 겸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불가피한 경우

에는 부교수 또는 조교수로 겸보할 수 있다. 
  ③ 학과(부)장은 대학장의 명을 받아 해당 학과(부)의 교무를 통할하고 소속 교직원을 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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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하며 학생을 지도한다.
제13조(대학원 과정별 학과 및 전공) ① 일반대학원 각 과정의 전공마다 3인 이상의 전임

교원을 둔다.
  ② 대학원에 각 학과(전공)마다 부교수 이상의 주임교수를 두되, 경우에 따라서는 조교수

로 보할 수 있다.
  ③ 주임교수는 해당 대학장 또는 대학원장의 명을 받아 소속 학과의 수업과 연구 지도

에 관한 사항을 담당한다.

제3절  행 정 조 직

제14조(처, 국, 실, 과) ① 이 대학교에 교무처, 학생처, 기획처, 연구처, 사무국 및 대학원
정책실을 두며, 각 처·실장은 교수 또는 부교수로 겸보하고, 국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

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
  ② 각 처·실장 및 국장의 분장 사무는 별표 2와 같다. 

  ③ 교무처에 교무과 및 학사지원과를, 학생처에 학생과를, 기획처에 기획과 및 평가지원
과를, 연구처에 연구지원과를, 사무국에 총무과, 재무과 및 시설과를 둔다.  

  ④ 각 과장은 서기관, 기술서기관, 행정사무관, 공업사무관 또는 시설사무관으로 보한다.
제15조(대학·대학원 행정실) ① 대학, 전문대학원, 특수대학원의 운영을 지원하기 위해 별

표 3과 같이 행정실을 두되, 2개 이상의 대학(대학원을 포함한다)의 행정실을 통합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삭제 
  ③ 자율전공학부 운영을 위한 행정지원은 교양교육본부에서 담당한다.  

  ④ 행정실장은 서기관, 행정사무관, 공업사무관 또는 시설사무관으로 보한다.
제15조의2(기타 행정조직 등) ① 교육 및 연구활동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제14조 및 제

15조에서 규정하지 않은 보좌기관 등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별도로 정한다.
  ② 「국립학교 설치령」제9조제3항 및 제5항에 따라 정하지 않은 과·담당관 및 행정실

의 기타 행정조직은 별표 10과 같이 한다. 
제16조(사무분장) 과 및 행정실 등 보조 기관의 사무 분장에 관한 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

한다.  

제4절  산학협력단, 학교기업

제17조(산학협력단) ① 이 대학교에 산학협력에 관한 업무를 관장하는 충북대학교 산학협

력단(이하 "산학협력단"이라 한다)을 두되, 법인으로 한다.
  ② 산학협력단에는 단장을 두며, 단장은 교수 또는 부교수로 겸보한다. 

  ③ 산학협력단장의 분장 사무는 별표 2와 같다. 
  ④ 산학협력단의 업무, 조직, 운영에 관한 사항은 총장이 법인의 정관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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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조(학교기업) ① 이 대학교에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제36
조에 따라 학교기업을 둘 수 있다. 

  ② 학교기업의 명칭, 사업종목, 관련 학과(부)와 소재지는 별표 9와 같다.
  ③ 학교기업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따로 정한다.

제5절  교육기본시설, 부속시설 및 부설학교

제19조(교육기본시설 및 부속시설) ① 이 대학교에 두는 교육기본시설 및 부속시설은 별표 
4와 같다. 

  ② 교육기본시설 및 부속시설에 장을 두되, 장은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는 관련 대학, 대학원, 학과(부)장 및 학과군장이 겸보한다.  

  ③ 교육기본시설 및 부속시설의 장은 총장의 명을 받아 소관 사무를 통할하고 소속 교
직원을 감독한다. 다만, 대학 관련 부속시설의 장은 해당 대학장의 명을 받아 소관 사무

를 통할하고, 소속 교직원을 감독한다. 
  ④ 총장은 「대학설립·운영 규정」 제4조제1항에 따른 연구시설, 부속시설(공통시설을 

제외한다)과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에 대하여는 매 2년마다 해당시설의 운영 실적을 
평가하여 존속 또는 폐지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⑤ 제1항 교육기본시설 및 부속시설의 조직, 운영, 평가, 사무분장 등에 관한 사항은 총
장이 따로 정한다.

제20조(도서관) ① 「대학설립·운영규정」에 따른 교육기본시설로 도서관을 두며, 도서관
에 자료지원과를 둔다. 

  ② 과장은 서기관, 행정사무관 또는 사서사무관으로 보한다.  
  ③ 「대학도서관진흥법」 및 「대학도서관진흥법 시행령」에 따라 도서관 발전 계획의 

수립, 직원, 예산, 조직, 자료의 수집 및 관리, 시설 및 자료 등의 이용, 그 밖의 도서관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 

  ④ 도서관 운영에 관한 주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도서관운영위원회를 두며,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 

제20조의2(산학연구본부) 삭제 
제20조의3(입학본부) ① 입학본부에 본부장을 두고, 본부장은 부교수 이상으로 겸보한다.  

  ② 입학본부에 입학과를 두며, 입학과장은 서기관 또는 행정사무관으로 보한다. 
  ③ 입학본부의 사무분장에 관한 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 

제20조의4(사회맞춤형산학협력선도대학육성사업단) ① 산학협력체제 강화를 위하여 사회맞
춤형산학협력선도대학육성사업단을 총장 직속기구로 한다. 

  ② 사회맞춤형산학협력선도대학육성사업단의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은 따로 정한다. 
제20조의5(창업지원단) ① 창업지원체제 구축 및 활성화를 위하여 창업지원단을 총장 직속

기구로 둔다. 
  ② 창업지원단의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은 따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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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조의6(SW중심대학사업단) ① SW융합인재 양성체계 구축 및 강화를 위하여 SW중심대
학사업단을 총장 직속기구로 둔다. 

  ② SW중심대학사업단의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은 따로 정한다. 
제20조의7(충북바이오헬스산업혁신센터) ① 대학과 연계된 바이오헬스분야 지역혁신활동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충북바이오헬스산업혁신센터를 총장 직속기구로 둔다. 
  ② 충북바이오헬스산업혁신센터의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은 따로 정한다.

제20조의8(디지털혁신공유대학사업단) ① 디지털 신기술 인재양성체계 구축 및 강화를 위
하여 디지털혁신공유대학사업단을 총장 직속기구로 둔다.

  ② 디지털혁신공유대학사업단의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은 따로 정한다.
제21조(부설학교) ① 사범대학에 다음 각 호의 부설학교를 둔다.

  1. 부설중학교
  2. 부설고등학교

  ② 부설학교의 장은 총장의 명을 받아 해당 학교의 교무를 통할하고 소속 교직원을 감
독하며, 학생을 지도한다.

  ③ 부설학교의 학칙은 학교장이 따로 정한다.  

제6절  위  원  회

제22조(대학원위원회) ① 대학원과정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대학원위원회를 둔

다. 대학원위원회는 당연직인 대학원장, 전문대학원장, 대학장, 교무처장, 학생처장, 기획
처장, 연구처장, 입학본부장, 대학원정책실장과 총장이 지명하는 5인 이내의 교수 또는 

부교수를 위원으로 구성하되, 대학원장을 위원장으로 한다.  
  ② 당연직 위원을 제외한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③ 대학원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입학, 수료 및 학위수여에 관한 사항

  2. 학과 또는 전공의 설치와 폐지, 학생 정원에 관한 사항
  3. 교육과정에 관한 사항

  4. 대학원에 관한 규정의 제정과 개정에 관한 사항
  5. 공개강좌 및 연구과정 등의 운영에 관한 사항

  6. 그 밖의 대학원 운영에 관한 중요 사항
  ④ 대학원위원회는 필요에 따라 위원장이 소집하고 위원장이 그 의장이 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리한다. 대학원위원회는 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그 출석 위원 3분의 2 이상

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전문대학원 및 특수대학원의 학사업무를 원활하게 처리하기 위하여 대학원별로 운영

위원회를 두며 운영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은 해당 대학원장이 따로 정한다. 이 
운영위원회에서 심의한 사항은 대학원위원회에서 심의한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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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조의2(대학원기획위원회) 대학원 발전을 위하여 대학원기획위원회를 두며, 위원회의 
기능, 조직,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

제22조의3(대학원교육과정혁신위원회) 대학원 교육과정 혁신을 추진하기 위하여 대학원교
육과정혁신위원회를 두며, 위원회의 기능, 조직,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

한다.
제23조(기획위원회 및 연구조성위원회) ① 중·장기 교육 계획의 수립에 대한 자문을 위해 

기획위원회를, 학술 연구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해 연구조성위원회를 둔다.
  ② 기획위원회 및 연구조성위원회의 구성, 임무, 운영에 관한 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

제24조(대학인사위원회) ①「교육공무원 인사위원회 규정」 제10조에 따라 대학인사위원회
(이하 인사위원회라 한다)를 두되, 인사위원회는 교무처장, 학생처장, 기획처장, 연구처

장, 산학협력단장, 대학원장, 전문대학원장, 대학장과 총장이 지명하는 10인 이내의 부교
수 이상의 교원으로 구성한다. 

  ② 총장이 지명하는 위원은 인사위원회 전체 대비 여성 위원의 비율이 100분의 20 이상
이 되도록 구성하며, 임기는 1년으로 하되 중임할 수 있다.

  ③ 대학인사위원회의 임무, 운영에 관한 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
제25조(입학전형관리위원회 등)① 입학전형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대학에는 입학전

형관리위원회 및 입학사정위원회를 두고, 전문대학원에는 입학전형관리위원회를, 국제교
류본부에는 외국인입학전형관리위원회를 두며, 각 전문대학원입학전형관리위원회 및 외

국인입학전형관리위원회(대학원 입학전형에 한정한다.)에서 심의한 사항은 대학원위원회
에서 심의한 것으로 본다. 

  ② 대학(원) 및 전문대학원 입학전형을 공정하게 관리하기 위해 공정관리대책위원회를 
둔다.

  ③ 입학전형관리위원회, 공정관리대책위원회, 입학사정위원회, 외국인입학전형관리위원회
의 구성, 임무, 운영에 관한 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  

제26조(교육과정위원회) ① 학사과정의 교육과정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해 교육과
정위원회를 둔다.

  ② 교육과정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 다만, 전문대
학원 및 특수대학원의 경우 각 대학원장이 따로 정한다.

제27조(장애인 특별지원위원회)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제29조에 따라 장애인 특
별지원위원회를 두고 위원회의 기능, 조직,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

제28조(각종 위원회) 이 대학교에 각종 위원회를 둘 수 있으며, 위원회의 기능, 조직, 운영
에 관한 세부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

제 3 장 학 사 운 영

제1절  학사운영 일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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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9조(학년, 학기) ① 학년은 3월 1일부터 다음해 2월 말일까지로 한다.
  ② 학년은 다음과 같이 2개 학기로 나눈다. 다만, 제2학기 수업은 7주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학기 개시일 전에 개강할 수 있다.
  제1학기：3월 1일부터 8월 말일까지

  제2학기：9월 1일부터 다음해 2월 말일까지
  ③ 삭제

제30조(수업 일수) ① 수업 일수는 학교의 수업일수와 교과별 수업일수로 구분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학교의 수업 일수는 매 학년도 30주 이상(매 학기 15주 이상)으로 한다. 

  ③ 총장은 천재지변 또는 그밖에 교육과정의 운영상 부득이한 사유로 제2항에 따른 학
교의 수업일수를 충족할 수 없는 경우에는 매 학년도 2주 이내에서 학교의 수업일수를 

감축할 수 있다. 
  ④ 제1항에 따른 교과별 수업일수는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학교의 수업일수 이내로 하

되, 제52조제2항에 따른 학점당 이수시간을 준수하여야 한다. 
  ⑤ 제4항에 따라 교과별 수업일수를 학교의 수업일수와 달리 정하고자 할 경우, 대학(원)

장 및 관련 부서장은 교육과정 특성 및 적정 수업일수를 고려하여 매 학기 수강신청 시
작일 1개월 전까지 수업(편성)계획서를 제출하고 총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31조(휴업일) ① 정기 휴업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관공서의 공휴일, 근로자의 날 

  2. 개교기념일(9월 27일)
  3. 하기휴가 : 1학기 수업 종료 후부터 8월 말일까지

  4. 동기휴가 : 2학기 수업 종료 후부터 다음해 2월 말일까지
  ② 휴가기일의 변경은 필요에 따라 총장이 정한다.

  ③ 휴업일이라도 필요할 경우에는 강의 또는 실험실습을 할 수 있다.
제32조(수업연한 등)① 학사과정의 수업연한은 4년으로 한다. 다만, 특별 시험을 통과하거

나 소정의 졸업 학점을 취득한 사람의 수업연한을 1년 범위 내에서 단축할 수 있다.  
  ② 공과대학 건축학과의 수업연한은 5년으로 하며, 수의과대학 및 의과대학의 수업연한

은 6년으로 하되, 이를 예과 2년과 본과 4년으로 구분한다.  
  ③ 약학대학 수업연한은 6년으로 하며, 약학대학에서 이수하는 기초·소양교육과정 2년

과 전공 교육과정 4년으로 운영한다. 다만, 변경 전의 교육과정(전공 교육과정으로 한정
한다)을 이수 중인 학생에 대해서는 변경 전의 교육과정으로 운영한다. 

  ④ 학사과정의 재입학자와 편입학자의 수업연한은 해당 학과(부)의 수업연한에서 이수한 
학점에 따라 인정받은 학년(학기)을 제외한 기간으로 한다.

  ⑤ 대학원의 수업연한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일반대학원(대학원)

    o 석사과정 : 2년
    o 박사과정 : 2년

    o 통합과정 : 4년
  2. 법학전문대학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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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 석사과정 : 3년
      o 박사과정 : 학술박사 - 2년

                   전문박사 - 2년
      o 연구과정 : 1년 

  3. 특수대학원
    가. 야간제 : 2년 이상  

    나. 계절제 : 3년
  ⑥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은 대학원(전문대학원 전문석사과정은 제외한다)의 수업

연한을 단축할 수 있으며, 이에 관한 세부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 다만, 각 호간 중
복은 인정하지 않는다.

  1. 전적 대학원의 석사 및 박사과정에서 소정의 학점을 취득한 경우에는 6개월, 통합과
정의 경우에는 1년 범위

  2. 통합과정에서 연구실적이 우수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6개월 

  3. 삭제
제33조(재학연한) ① 학사과정의 재학연한은 수업연한의 2배를 초과할 수 없다.

  ② 학사과정의 편입학자는 인정받은 학기를 통산하고, 재입학자는 이미 경과한 재학연한
을 통산한다. 

[전문개정 2011. 2. 25.]
  ③ 대학원의 재학연한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일반대학원(대학원)
    o 석사과정 : 3년

    o 박사과정 : 5년
    o 통합과정 : 6년

  2. 법학전문대학원 
      o 석사과정 : 5년 

      o 박사과정 : 학술박사 - 8년
                   전문박사 - 7년

      o 연구과정 : 2년
  3. 특수대학원 : 5년

  ④ 일반대학원 및 특수대학원 재입학자의 재학연한은 잔여 수업연한의 2배, 법학전문대
학원 재입학자의 경우에는 3배로 한다. 

  ⑤ 휴학기간은 재학연한에 산입하지 않는다.
  ⑥ 재학연한이 경과해도 소정의 전 과정을 이수하지 못한 사람은 학적을 상실한다. 다

만, 총장이 특별히 인정하는 경우에는 1년의 범위 내에서 연장할 수 있다.
제34조(수업 등) ① 수업은 주.간수업, 야간수업, 계절수업, 방송·정보통신 매체 등을 활

용한 원격수업 및 현장실습수업 등의 방법으로 할 수 있다. 
  ② 총장은 필요에 따라 하기휴가나 동기휴가 중에 계절수업을 실시할 수 있으며, 계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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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에 관한 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
  ③ 방송·정보통신 매체 등을 활용한 원격수업에 관한 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

  ④ 삭제 
  ⑤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재난이 발생하는 등 정상적인 수업

진행이 어려운 경우에는 주간수업, 야간수업 및 계절수업을 원격수업으로 대체할 수 있
다.

제34조의2(조기취업자에 대한 특례) ① 졸업예정자(최종학기 이수 중인 사람)중 조기취업
자는 제30조, 제34조, 제68조, 제69조 등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총장이 별도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② 조기취업자는 취업을 증명할 수 있는 증빙서류를 제출하여 학장의 승인을 받아야 하

며, 학장은 그 결과를 총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34조의3(국가대표 선수로 선수촌에 입촌한 학생에 대한 특례) ① 체육특기자 중 국가대

표 선수로 선수촌에 입촌한 학생은 제30조, 제68조, 제69조 등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총
장이 별도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② 국가대표 선수로 선수촌에 입촌한 학생은 국가대표 및 입촌을 증명할 수 있는 증빙
서류를 제출하여 학(원)장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학(원)장은 그 결과를 총장에게 보고하

여야 한다. 
제35조(임시 휴업) 입학시험이나 졸업식 등의 행사나 그 밖의 사정이 있을 때에는 제30조

에 위반되지 않는 범위에서 임시 휴업을 할 수 있다. 다만, 재해의 발생 등과 같은 부득
이한 경우에는 제30조에도 불구하고 임시 휴업을 할 수 있다.

제2절  입학 및 등록

제36조(대학의 모집단위 및 입학 정원)① 대학 신입생은 모집단위별로 모집하고, 해당 모

집단위에 소속된다. 각 대학의 모집단위 및 입학 정원은 별표 5와 같다.
  ② 모집단위별로 모집한 신입생 등의 학과(부) 선택에 관한 세부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

한다.
제37조(대학원의 학과 또는 전공 및 입학 정원) 대학원에 설치하는 각 과정의 학과(전공) 

및 입학 정원은 별표 6과 같으며, 통합과정의 정원은 학과의 신청을 받아 박사과정 정원
의 범위에서 총장이 따로 정한다. 

제38조(입학 시기) 입학(재입학 및 편입학을 포함한다) 시기는 매 학기 초 20일 이내로 한
다.

제39조(입학 자격) ① 학사과정의 입학 자격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해야 한다.
  1. 고등학교 졸업 또는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된 사람  

  2. 외국에서 12년 이상의 학교 교육과정을 이수한 사람 또는 12년 이상의 대한민국 학교
교육과정에 상응하는 것으로 교육부장관이 인정하는 외국의 교육과정을 이수한 사람  

  3. 약학대학 3학년의 입학자격은 대학에서 2년 이상을 수료한 사람 또는 법령에 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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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된 사람으로서, 해당연도에 실시한 약학대학
입문자격시험을 치른 사람  

  ② 석사과정의 입학 자격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해야 한다.  
  1. 4년제 대학 졸업자(학사학위 소지자) 또는 졸업 예정자

  2. 외국에서 정규의 학사과정을 수료하고 학사학위를 취득한 사람 또는 취득 예정자  
  3. 그 밖의 법령에 따라 제1호와 같은 수준 이상의 자격 또는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 

  4.  삭제
  5. 법학전문대학원 석사과정은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자격을 가진 사람으로서 해당 연

도에 실시한 법학적성시험을 치른 사람 
  ③ 박사과정의 입학 자격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해야 한다.

  1. 국내·외에서 정규의 석사과정을 수료하고 석사학위를 취득한 사람 또는 취득 예정자  
  2. 그 밖의 법령에 따라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 

  3. 법학전문대학원 전문박사 과정의 입학 자격은 법학전문대학원장이 따로 정한다. 
  ④ 통합과정의 입학 자격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해야 한다.

  1. 제2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2. 이 대학교 일반대학원 석사과정 재학생으로서 15학점 이상 취득자 또는 취득 예정자. 

다만, 수료 예정자인 경우에는 해당하지 않는다.
  ⑤   삭제

  ⑥ 법학전문대학원 연구과정의 입학 자격은 제2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해야 한다.

제40조(편입학) ① 학사과정의 일반편입학(정원 내)은 모집단위(전공)별 여석이 있을 때로 
한정하고, 제3학년에 편입학할 수 있되, 수의과대학 수의학과와 의과대학 의학과의 경우

에는 1학년에 편입학 할 수 있다. 지원자격은 대학 2학년을 마쳤거나 법령에 따라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이 있는 경우로 한다.  

  ② 삭제 
  ③ 고등교육법시행령 제29조제4항에 따른 약학대학 편입 및 모집단위 이동은 학칙 제39

조제1항제3호의 입학자격을 갖춘 사람으로 한다. 
  ④ 삭제

  ⑤ 일반대학원 석·박사과정의 편입학은 해당 학년도 입학 정원에서 재학생수를 제외한 
범위 에서 가능하며, 다음 각 호의 자격을 구비해야 한다.  

  1. 석사과정(통합과정 포함)：국내·외 대학원에서 동일하거나 유사한 전공 분야의 석사
과정을 2학기 이상 이수한 사람  

  2. 박사과정：국내·외 대학원에서 동일하거나 유사한 전공 분야의 박사과정을 2학기 이
상 이수한 사람  

  ⑥ 편입학 학생의 선발 절차, 방법, 그 밖의 필요한 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  
  ⑦ 전문대학원 및 특수대학원의 편입학에 관한 사항은 해당 대학원장이 따로 정한다. 

제41조(재입학) ① 학사과정의 재입학은 모집단위별 학생 정원을 합한 총 정원의 범위에서 
여석이 있을 때로 한정하여 재적하였던 모집단위의 같은 학년 이하에 허가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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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교원 및 의료인의 양성과 관련된 재입학의 경우에는 모집단위별 입학 정원의 범위
에서 재입학을 허가한다.

  ② 학사과정의 재입학은 재입학 전 학사경고 3회 또는 유급을 2회 이상(의학과의 경우에
는 3회 이상) 받은 사실이 있는 제적자는 제적(제적처분 전 고의적인 자퇴자 포함) 후 1

년 이상이 경과된 사람으로서 해당 모집단위(전공)에서 수학 능력이 갖추어졌다고 인정
된 경우에 재입학을 허가한다.  

  ③ 석·박사과정의 재입학은 해당 연도 입학 정원에서 재학생수를 제외한 범위에서 허
가할 수 있다. 다만, 유급에 따른 제적자는 1년 이상이 경과된 사람으로서 수학 능력이 

갖추어졌다고 인정된 경우에 재입학을 허가한다.  
  ④ 징계로 제적된 사람 및 재학연한을 초과한 사람은 재입학할 수 없다.  

  ⑤ 재입학자가 이미 이수한 학점은 통산할 수 있다.
  ⑥ 재입학은 재학연한 범위 내에서 1회에 한정하여 허가할 수 있다.  

  ⑦ 제적 당시의 학과(부)·전공이 폐지된 경우에는 유사한 교육과정을 운영하는 모집단
위로 재입학을 허가할 수 있다. 

제42조(정원 외 입학) 대학 및 대학원의 정원 외 입학(편입학을 포함한다.) 지원 자격과 모
집인원은 「고등교육법 시행령」 제29조제2항 및 제30조제7항의 각 호에 따르고, 정원 

외 학생의 입학전형에 관한 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
제43조(지원 절차) 입학을 희망하는 사람은 이 대학교에서 정한 절차와 방법에 따라 소정

의 서류를 갖추어 지원해야 한다. 
제44조(학생선발)① 학사과정 학생의 선발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 학생을 선발할 때에는 출신 고등학교 학교생활기록부와 대학수학능력시험 성적 및 대
학별 고사 성적 등을 입학전형 자료로 활용할 수 있다.  

  2. 사범대학에 입학하려는 사람에 대하여는 제1항제1호 이외에 교직적성과 인성검사 성
적을 추가하여 전형할 수 있다. 

  3. 체육, 문학, 어학, 수학, 과학, 컴퓨터, 예능 등의 특기자 학생을 선발할 때에는 제1항
제1호 이외에 특기 심사를 병행하여 전형할 수 있다.  

  4. 학생 선발을 위한 전형 일정, 전형 방법, 선발 방법, 그 밖의 필요한 사항은 그때마다 
정하여 이를 발표한다. 

  ② 석·박사과정 학생의 선발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 
제44조의2(지역균형인재 선발) 충청권 지역의 우수인재를 선발하기 위하여 지역인재전형을 

실시할 수 있으며, 의과대학(의예과, 간호학과), 약학대학 및 법학전문대학원의 학생 모
집비율은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조 "별표"에 따른

다.  
제44조의3(대학입학전형 선행학습 영향평가) ①고등학교 교육과정의 정상적 운영을 위하여 

대학입학전형에 대한 선행학습 영향평가를 실시하며, 이와 관련된 세부사항은 총장이 따
로 정한다. 

제45조(입학허가 및 절차) ① 입학은 총장이 허가한다.  
  ② 입학이 허가된 사람은 소정의 수업료와 그 밖의 납부금(이하 "등록금"이라 한다)을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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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 기일 내에 납부해야 하며, 총장이 별도로 정하는 입학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③ 제2항을 이행하지 않는 사람은 입학 허가를 취소한다. 

제45조의2(입학취소) ① 입학이 허가된 사람이 이 대학교에서 정한 입학전형 사항을 위반
하였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입학한 사실이 확인된 경우에는 입학을 취소할 수 있다.

  ② 입학이 취소된 경우 이수한 학기의 등록금은 반환하지 아니한다. 다만 등록금을 납부
한 학기가 종료되지 않은 경우의 등록금 반환은 제50조에 따른다. 

제46조(보증인) 학사과정 학생의 보증인은 학생 재학 중의 학비 및 그 밖의 신상에 관한 
모든 사항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제47조(등록) 학생은 매 학기 등록을 해야 하며, 등록은 매 학기 정해진 기간 내에 수강 
신청을 하고 등록금을 납부해야 완료된다. 

제48조(수료후 등록) 대학원의 학위과정을 수료한 학생은 논문준비 등을 위한 등록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필요한 자격, 신청기간, 등록금 등에 관한 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 

제49조(등록금) ① 학생은 매 학기 정해진 기간 내에 등록금을 납부해야 한다.  
  ② 휴학생에 대하여 차기 이후의 휴학기간 중의 등록금(입학금은 제외한다)을 면제한다. 

다만, 납부 기일 전에 휴학한 사람은 그 학기부터 면제한다. 
  ③ 등록금은 결석 또는 정학으로 인하여 면제되지 아니한다.  

  ④ 가정 사정이 어려운 학생은 등록금에 대한 관련 규정에 따라 분할 납부를 신청할 수 
있다. 

  ⑤ 등록금을 책정하기 위하여 등록금심의위원회를 두며, 등록금심의위원회의 구성과 운
영에 필요한 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 

제50조(등록금의 반환)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이하 이 항에서 "반환
사유"라 한다)에는 아래 기준에 따라 이미 납부한 등록금을 반환한다.  

  1. 법령에 따라 입학(재입학 및 편입학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할 수 없거나 학업을 
계속할 수 없는 경우 

  2. 입학 허가를 받은 사람이 입학 포기의 의사를 표시한 경우
  3. 재학 중인 사람이 자퇴의 의사를 표시한 경우  

  3의2. 휴학 중인 사람이 복학하지 않아 제적된 경우 
  4. 본인의 질병·사망 또는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입학을 하지 않거나 

학업을 계속하지 못하게 된 경우
  ② 등록금을 납부한 후 휴학한 경우에는 이미 납부한 등록금을 학생의 신청에 의하여 

제1항의 기준에 따라 반환할 수 있다. 다만, 반환 신청이 없는 경우에는 복학하는 학기
의 등록금으로 이월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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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환사유 발생일 반환금액

해당 학기개시일(입학생의 경우 입학일) 전일까지 등록금 전액 

학기개시일부터 30일까지 입학금을 제외한 등록금의 6분의 5 해당액

학기개시일에서 30일이 지난 날부터 60일까지 입학금을 제외한 등록금의 3분의 2 해당액

학기개시일에서 60일이 지난 날부터 90일까지 입학금을 제외한 등록금의 2분의 1 해당액

학기개시일에서 90일이 지난 날 이후 반환하지 않음

제51조(등록금의 면제 및 감액) ①「대학 등록금에 관한 규칙」제3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등록금을 면제하거나 감액할 수 있다.  
  1. 학업 성적이 우수한 사람  

  2. 경제적 사정이 곤란한 사람  
  3. 그 밖의 총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② 학사과정 학생이 수업연한을 초과하여 등록하고, 수강학점이 9학점 이하인 경우 다음 
기준에 따라 등록금을 감액한다.

구  분 감액기준 감액금액

9학기 이상 등록자
(의예과 및 수의예과는 5학기, 
건축학과는 11학기 이상자)

수강학점이 1학점부터 3학점까지 6분의 5 해당액

수강학점이 4학점부터 6학점까지 3분의 2 해당액

수강학점이 7학점부터 9학점까지 2분의 1 해당액

 

  ③ 석·박사과정 학생이 수업연한을 초과하여 등록하고, 수강학점이 3학점 이하인 경우 
다음 기준에 따라 등록금을 감액한다.  

구  분 감액기준 감액금액

일반대학원
전문대학원
특수대학원

수강학점이 1학점부터 3학점까지 2분의 1 해당액

제3절  교육과정과 이수

제52조(교육과정) ① 학사과정의 교육과정은 교양과목과 전공과목으로 편성하여 운영하고, 

이를 필수과목과 선택과목으로 구분한다. 이 밖에 필요에 따라 교직과목을 둘 수 있다.
  ② 교육과정 이수단위는 학점으로 하되 한 학기당 15시간 이상의 강의를 1학점으로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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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다만, 실험실습, 실기, 체육은 한 학기당 30시간 이상의 강의를 1학점으로 한다.
  ③ 교육과정의 편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 다만, 전문대학원 및 특

수대학원의 경우에는 각 대학원장이 따로 정한다.
제52조의2(국내·외 대학과의 교육과정 공동운영) ① 국내·외 다른 대학과 학사학위과정 

및 석·박사과정의 교육과정을 공동으로 운영할 수 있다. 
  ② 국내·외 대학과의 교육과정 공동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 

제53조(교양과목) 교양과목의 이수학점은 교육과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르며, 교양과목은 
인문과학, 사회과학, 자연과학, 예체능의 각 계열에 속하는 과목으로 균형 있게 편성해야 

한다.
제54조(전공과목 등) ① 전공과목의 이수학점은 교육과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② 부전공은 2학년 1학기부터 신청하여 이수해야 하며, 부전공학과에서 지정한 부전공 
필수과목을 포함하여 21학점 이상을 이수해야 한다. 부전공을 이수한 사람에게는 졸업증

서에 부전공을 표시한다. 다만, 건축학과, 수의예과, 수의학과, 약학과, 제약학과, 의예과, 
의학과, 간호학과는 부전공을 이수할 수 없다. 

  ③ 비사범대학 학생으로서 교직을 희망하는 학생은 2학년 진급 시 및 2학년 중 소정의 
절차에 따라 선발되며, 교직과목을 22학점 이상 이수해야 한다. 

  ④ 평생교육과정의 이수를 희망하는 학생은 매학기 정해진 기간에 신청하여 교육과정에
서 정하는 바에 따라 학점을 이수해야 한다. 

  ⑤ 졸업에 소요되는 학점을 보충하기 위해 교육과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일반선택과
목을 이수할 수 있다.  

제55조(복수전공 등) ① 학사과정의 학생은 모집단위 내에서 하나의 전공을 필수적으로 이
수해야 하며, 다른 학과 전공(이하"복수전공"이라 한다) 또는 둘 이상의 학과, 둘 이상의 

학부, 학과와 학부가 연계·융합하여 제공하는 전공(이하 각각 "연계전공"·"융합전공"이
라 한다)을 신청할 수 있고, 이를 승인받아 이수할 수 있다. 

  ② 학생은 이 대학에 개설된 교육과정 중에서 학생이 구성하여 총장의 승인을 받은 전
공을 이수할 수 있다(이하 "학생설계전공"이라 한다). 

  ③ 최소전공인정학점은 교육과정에서 정하는 학점으로 한다.
  ④ 복수전공 등의 이수 절차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

제56조(선수과목 이수) 대학원에서 하위 학위과정의 학과와 다른 학과에 입학한 사람은 필
요한 선수과목을 이수하게 할 수 있으며, 그 학점은 과정 수료학점 및 성적에 포함되지 

않는다.  
제57조(수업 시간표 등)① 매 학기 수업 시간표는 개강 전 각 대학(원)장이 총장의 승인을 

받아 시행한다.
  ② 각 교과목에 대하여는 교과목 번호를 부여하되 교과목 번호에 관한 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
제58조(수강 신청) ① 학생은 매 학기 수강 신청 기간 내에 수강할 교과목에 대하여 수강 

신청을 해야 하며, 학사과정은 지도교수와 학과(부)장의 지도를 받아야 한다.
  ② 수강 신청한 교과목은 폐강 등 부득이한 경우에 한정하여 소정의 기간 내에 제1항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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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차에 따라 변경하여 신청할 수 있다. 
제59조(학점의 인정 시기) 학점을 인정하는 시기는 매 학기말로 한다.

제60조(학기당 신청 학점) ① 학사 과정에서의 학기당 신청 학점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
만, 다전공 이수학생은 3학점까지 추가로 신청할 수 있다. 

  1. 졸업학점에 따른 수강신청 학점 

졸업학점
학기당 수강신청 

학점 상한

직전 학기 이수성적이 평점평균이 
3.60(A°)이상인 자의
수강신청 학점 상한

120학점인 경우 15학점 18학점

120학점 초과 ~ 120학점 이하인 경우 28학점 21학점

140학점을 초과하는 경우
(졸업학점이 140학점 이하인 
사범대학 및 교직과정 이수자 포함)

21학점 24학점

  2. 학과에 따른 수강신청 학점

학   과 학기당 수강신청 학점 상한

정보통신공학부, 컴퓨터공학과, 지능로봇공학과 21학점

소프트웨어학부, 수의예과, 수의학과,
약학과, 제약학과, 의예과, 의학과, 간호학과 24학점

 

  ② 학생이 평생사제제, 예비대학, RC(Residential College)를 이수한 경우 제1항의 신청 
학점을 초과하여 인정할 수 있다. 다만, 초과 학점 인정에 관한 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

한다. 
  ③ 군사학 과목 학점은 수강신청 상한 대상학점에서 제외한다. 

  ④ 일반대학원의 각 학위과정은 연구윤리 및 연구과제 학점을 포함하여 9학점을 초과하
여 신청할 수 없다. 다만 주임교수의 추천과 총장의 승인을 받아 3학점까지 초과하여 신

청할 수 있다. 
  ⑤ 전문대학원, 특수대학원의 학기당 신청 학점에 관한 사항은 각 대학원장이 따로 정한

다. 
  ⑥ 삭제 

  ⑦ 학사과정의 학점이월에 따른 매학기 신청학점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24학점까지 할 
수 있으며, 그 세부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 

제61조(학점의 인정)① 학사과정은 D° 이상, 석·박사과정은 C° 이상 취득한 학점 및 P
로 인정된 교과목에 대하여 학점으로 인정한다. 다만, 인정된 학점이라도 과오 또는 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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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행위가 있었다고 인정되면 이를 취소할 수 있다.
  ② 학사과정 학생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이 대학교의 학점으로 인

정할 수 있으며, 인정 범위 등 이에 관한 세부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
  1. 국내·외 다른 대학에서 취득한 학점

  2. 「병역법」에 따른 징집, 소집 또는 지원에 따라 입영 또는 복무 중인 사람이 해당 
기관에서 제공하는 교육·훈련과정 중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제3조에 따라 평가

인정을 받은 과정을 이수하여 취득한 학점. 이 경우 다른 대학에서 취득한 학점을 포함
하여 졸업 학점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인정한다.  

  3. 입학 전에 이 대학교와 국내의 다른 대학에서 대학 교육과정에 상당하는 교과목을 이
수하여 취득한 학점  

  4. 입영 또는 복무로 인하여 휴학 중인 사람이 학기당 6학점, 연 12학점 이내의 원격 수
업을 수강하고 취득한 학점 

  5. 여러 사람이 동시에 수강할 수 있도록 설계된 온라인 공개강좌를 이수하여 취득한 학점 
  ③ 삭제

  ④ 전문대학원 및 특수대학원의 학점 인정에 관한 사항은 해당 대학원장이 따로 정한다.  
제62조(과정간의 학점 인정)① 학사과정에 재학 중인 사람이 일반대학원 석사과정의 학점

을 취득하고자 할 때에는 해당 학기 설강 강좌에 한정하여 수강을 허가할 수 있다. 이 
경우 취득 학점은 학사과정의 졸업 소요학점에는 포함되지 않으나 동일 계열의 석사과

정에 입학하는 경우 6학점 이내에서 인정할 수 있다. 다만, 인증프로그램을 수행하고 있
는 학과의 학·석사연계과정에 선발된 학생의 경우 6학점 이내에서 학사과정의 과목을 

석사과정에서, 석사과정의 과목을 학사과정에서 이수 할 수 있으며 이를 각각의 졸업 소
요학점에 포함할 수 있다. 

  ② 일반대학원 석사과정에서 수료학점을 초과 이수하고 박사과정 동일계열에 진학한 경
우 그 초과한 전공학점은 지도교수 및 학과(부)장(주임교수를 포함한다)의 승인 요청에 

따라 박사과정 이수학점으로 인정할 수 있다.  
  ③ 일반대학원 석사과정에서 15학점 이상을 취득한 사람이 통합과정 동일학과에 진학한 

경우 석사과정에서 이수한 학점과 학기는 통합과정의 이수 학점과 이수 학기에 각각 포
함된다.  

  ④  삭제
제63조(다른 학과, 다른 대학원 수강 및 학점 인정) ① 대학원은 다른 학과(다른 전공을 포

함한다. 이하 같다) 및 다른 대학원 간의 공동 강의를 통하여 학점을 상호 인정할 수 있다.
  ② 다른 학과 과목 중 지도교수 및 주임교수가 인정하는 경우에는 석사과정에서는 6학

점, 박사과정 및 통합과정에서는 12학점의 범위에서 전공과목으로 인정할 수 있다.  
  ③ 대학원 재학생은 총장(전문대학원 및 특수대학원의 경우에는 해당 대학원장)의 승인

을 받아 국내외 다른 대학원(군 관련 대학원을 포함한다)에서 학점을 취득할 수 있다. 
이 경우 학점 인정은 전적 대학원에서 취득한 학점을 포함하여 석사과정은 9학점(특수대

학원 포함) 이내, 박사과정은 12학점 이내, 통합과정은 18학점 이내로 한다.  
제64조(재입학생의 학점) 재입학생의 경우 이수한 학점을 통산하여 인정하고 나머지 잔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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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정은 교육과정에 따라 이수해야 한다.  
제65조(전과생의 학점) 전과생에게는 전과 후 학과(부) 또는 전공의 과정과 공통되는 범위

에서 종전의 성적과 학점을 인정하고 잔여 과정을 이수하게 한다.  
제66조(편입학생의 학점) ① 학사과정의 편입학생에게는 종전의 수학 내용 또는 편입학 전

형 결과를 참작하여 최저학점 내지 기본학점을 인정하고 소정의 잔여 과정을 이수하게 
한다.

  ② 석·박사과정의 편입학생에게는 전적대학교 학점을 석사 18학점, 박사과정 및 통합과
정은 30학점까지 인정하고, 소정의 잔여 과정을 이수하게 한다. 다만, 법학전문대학원에 

편입학한 사람의 학점에 관한 사항은 법학전문대학원장이 따로 정한다.
제67조(교육인증 등) ① 교육인증을 받고자 하는 학과(부) 또는 전공은 교육인증에 필요한 

교육과정을 편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교육인증에 관한 세부규정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

제68조(시험) ① 시험은 정기시험과 임시시험으로 나눈다. 정기시험은 학기말에 실시하며 
임시시험은 필요에 따라 수시로 실시할 수 있다.

  ② 질병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제1항의 시험에 응하지 못한 사람에 대하
여 추가시험을 실시할 경우에는 시험 종료 후 10일 이내에 해야 한다. 

  ③ 총 수업 시간의 4분의 3 이상을 출석한 사람이 기말시험에 응시하지 못할 특별한 사
유가 있는 경우에는 조기에 시험을 실시할 수 있다. 

제69조(성적) ① 학사과정의 교과목별 성적 등급과 평점 평균은 다음과 같이 하되, D°급 
이상을 취득 학점으로 하고 F급은 미취득 학점으로 한다. 다만, 현장실습, 사회봉사 및 

그 밖의 총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교과목의 경우에는 "P(PASS) 또는 F(FAIL)로 성적
을 부여할 수 있다.  

등급 평점 평점 평균
성적
(100점

만점 기준)
등급 평점 평점 평균

성적
(100점

만점 기준)

A+
A°
B+
B°
C+

4.5
4.0
3.5
3.0
2.5

4.10이상-4.50이하 
3.60이상-4.10미만
3.10이상-3.60미만
2.60이상-3.10미만
2.10이상-2.60미만

95~100
90~94 
85~89 
80~84 
75~79 

C°
D+
D°
F

2.0
1.5
1.0
0.0

1.60이상-2.10미만
1.10이상-1.60미만
0.60이상-1.10미만
0.00이상-0.60미만

70~74 
65~69 
60~64 

60점 미만

 

  ② 학사과정에서는 이수한 교과목을 재이수 할 수 있으며, 이에 관한 사항은 총장이 따
로 정한다.  

  ③ 학사과정에서 추가시험을 실시한 교과목 성적은 B°이하로 한다. 다만, 추가시험 응
시사유가 학생의 책임이 아닌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④ 석·박사과정의 교과목별 성적 등급과 평점 평균은 다음과 같이 하되, C°급 이상을 
취득 학점으로 하고, D는 미취득 학점으로 한다. 다만, 전문대학원의 성적평가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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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항은 해당 대학원장이 따로 정한다.

등급 평점 평점 평균
성적
(100점

만점 기준)
등급 평점 평점 평균

성적
(100점

만점 기준)

A+
A°
B+
B°
C+

4.5
4.0
3.5
3.0
2.5

4.10이상-4.50이하 
3.60이상-4.10미만
3.10이상-3.60미만
2.60이상-3.10미만
2.10이상-2.60미만

95~100
90~94 
85~89 
80~84 
75~79 

C°
D

2.0
0.0

1.60이상-2.10미만
0.00이상-1.60미만

70~74 
70점 미만 

  ⑤ 학사과정은 총 수업시간의 4분의 3이상, 석·박사과정은 총 수업시간의 3분의 2이상
을 출석하지 않은 때에는 그 교과목의 성적 등급은 학사과정은 F, 석·박사과정은 D로 

하고, 전체 평점평균에 포함되며 성적표에 모두 기재된다.
  ⑥ 석·박사과정에서는 동일 학위과정에서 이미 이수한 교과목을 재이수할 수 있으며, 

이미 취득한 성적은 무효로 하고, 재이수한 성적과 학점을 인정한다.
제70조(학사경고) ① 학사과정은 매 학기 성적 평균평점이 1.75에 미달한 학생에게 학사경

고를 하되, 졸업요건을 충족한 졸업가능자 및 정규학기를 초과한 학생은 예외로 한다. 
다만, 수의예과, 의예과, 수의학과, 약학과, 제약학과, 의학과는 학사경고제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② 학사경고를 연속 3회 받은 사람은 제적한다. 다만, 재입학생의 재입학 이전 발생한 

학사경고는 제외한다.  
  ③ 총장은 학사경고(유급포함) 받은 학생을 확정한 후 다음 학기 등록 전에 보호자(또는 

학생본인) 및 대학장에게 통보한다. 
  ④ 전문대학원의 학사경고에 관한 사항은 전문대학원장이 따로 정한다.  

제71조(유급) ① 학사과정에서 성적이 부진한 학생에 대하여 학력을 보완할 수 있는 기회
를 부여하기 위해 유급시킬 수 있다. 

[전문개정 2011. 2. 25.]
  ② 전문대학원 석사과정 학생에 대하여 학력을 보완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기 위해 

유급시킬 수 있다. 
  ③ 유급에 관한 세부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 다만, 전문대학원의 경우 각 대학원장

이 따로 정한다.

제4절  학적관리

제72조(전과 및 전공 변경) ① 학사과정의 전과는 2학년 학생이 같은 학년의 다른 모집단

위로 소속을 변경하거나, 3학년 또는 4학년 학생이 같은 학년의 다른 학과(부) 또는 전
공으로 소속을 변경하는 것을 말하며, 재학 중 1회에 한정하여 허가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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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② 학사과정의 전과는 모집단위별 입학정원의 100분의 20의 범위에서 허용할 수 있다. 
다만, 공과대학 및 농업생명환경대학은 100분의 10의 범위에서 허용할 수 있으며 수의예

과, 수의학과, 의예과, 의학과, 간호학과는 다른 학과(부) 또는 전공으로의 전과만 허용한
다. 단, 약학대학은 전과를 허용하지 않는다.  

  ③ 학사과정의 전과 시행에 관한 세부사항은 학과(부) 또는 전공별 학생 수용 능력과 교
육여건 등을 고려하여 총장이 따로 정한다.  

  ④ 대학원 석·박사(통합)과정의 전과 및 전공변경은 1학기 이상 이수 학생에 대하여 허
용할 수 있으며, 이수한 학점은 변경된 학과 또는 전공의 교육과정에 해당하는 과목에 

한정하여 인정할 수 있다.  
제73조(전과 및 전공 변경 절차 등) ① 학사과정에서 전과를 지원하는 사람은 소정의 원서

에 해당 대학장 승인서와 성적증명서를 첨부하여 총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전
과를 지원하는 사람은 이동을 희망하는 학과(부) 또는 전공에서 정원 조정을 위한 사정

을 받아야 한다. 
  ② 학사과정에서 전과한 사람의 재학연한은 종전의 재학연한을 통산하며, 전과한 사람은 

취득한 학점에 관계없이 해당 학과(부) 또는 전공 내에서 학생이 선택한 전공의 전공필
수과목 전부를 이수해야 한다. 이 경우 취득한 학점 중 전과한 학과(부) 또는 전공의 전

공과목과 유사하거나 공통되는 과목은 그 이수를 인정할 수 있다. 
  ③ 석·박사과정 및 통합과정에서 전과 및 전공 변경을 신청하는 사람은 전과 및 전공 

변경원을 제출하여 총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전문대학원 및 특수대학원의 경우
에는 각 대학원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74조(휴학) ① 학생이 부득이한 사유로 휴학하고자 할 때에는 해당 학기 수업 일수의 3
분의 1 이내에 휴학원을 제출하여 총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학사과정 신입생의 

경우 첫 학기에는 휴학할 수 없다. 
  ② 제1항의 단서에도 불구하고 군복무, 질병, 천재지변 및 감염병 유행으로 총장이 필요

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신입생도 휴학할 수 있다. 
  ③ 해당 학기 수업 일수 3분의 1 이후에 군복무, 질병 등 부득이한 사유로 휴학하고자 

할 때에는 증빙 서류를 첨부하여 총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④ 학칙 제119조제2항에 따른 징계 기간 중에 있는 학생은 휴학할 수 없다. 다만, 병역

으로 인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⑤ 휴학은 일반휴학, 연속휴학, 입대휴학, 입대휴학대체, 입대휴학연장, 임신·출산·육

아휴학 및 창업휴학으로 구분한다. 
  ⑥ 전문대학원의 휴학에 관한 사항은 해당 대학원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제75조(휴학기간) ① 학사과정의 휴학기간은 2학기 이내로 하되 통산 6학기(의예과 및 수
의예과 2학기)를 초과할 수 없다.  

  ② 대학원 과정의 휴학기간은 이를 통산하여 석사과정은 2학기, 박사과정은 3학기, 통합
과정은 4학기를 초과할 수 없다. 다만, 법학전문대학원의 석사과정 및 학술박사과정은 4

학기, 전문박사과정은 3학기를 각각 초과할 수 없다.  
  ③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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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④ 삭제 
  ⑤ 「병역법」상 복무기간, 임신·출산·육아휴학기간 4학기 이내, 창업휴학기간 6학기 

이내 휴학기간은 제1항 및 제2항의 휴학기간에 통산하지 아니한다. 
  ⑥ 편입학생 휴학기간은 통산 3학기(의학과 및 수의학과 6학기)를 초과할 수 없다.

  ⑦ 학사과정 재입학자는 재입학 이전 휴학기간은 제1항의 휴학 기간에 통산하지 아니하
고, 재입학 허가 학년에 따라 1학년은 6학기, 2학년은 4학기,  3학년은 3학기, 4학년은 

2학기를 초과할 수 없다. 대학원 과정 재입학생은 재입학 이전 휴학기간은 제2항의 휴학 
기간에 통산하지 아니한다. 

제76조(복학) ① 휴학기간이 만료된 사람은 정해진 기간 내에 복학해야 한다. 다만, 전문대
학원 및 특수대학원의 경우에는 개강 후 2주 이내, 제대복학 대상자는 제대 후 1년 이내

의 복학기간에 복학해야 한다.
  ② 휴학한 사람은 휴학기간이 만료되기 전이라도 총장의 허가를 받아 복학할 수 있다. 

  ③ 복학은 일반복학, 제대복학 및 귀향복학으로 구분한다.
  ④ 전문대학원의 복학에 관한 사항은 해당 대학원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제77조(퇴학) 퇴학하고자 하는 사람은 퇴학원을 제출하여 총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78조(제적)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제적한다.  

  1. 휴학 기간 경과 후 정당한 사유 없이 정해진 기간 내에 복학하지 않은 사람 
  2. 정해진 기간 내에 수강신청 또는 등록금 납부를 하지 않은 사람  

  3. 대학의 경우 다른 대학의 학사과정에 입학한 사람 
  4. 질병이나 그 밖의 사유로 학업의 가망이 없다고 인정된 사람 

  5. 이 학칙에서 정한 그 밖의 제적 사유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제5절  수료 및 학위 수여

제79조(졸업학점 및 수료학점 등) ① 학사과정 졸업에 필요한 학점은 130학점 이상으로 하
되, 전자정보대학 정보통신공학부·컴퓨터공학과·소프트웨어학부·지능로봇공학과, 사

범대학, 의과대학 간호학과는 140학점 이상, 수의과대학, 약학대학 및 의과대학 의학과
는 160학점 이상, 건축학과는 162학점 이상, 컴퓨터공학과 및 지역건설공학과 야간과정, 

계약학과는 120학점 이상으로 한다. 다만, 졸업 사정에 있어서는 이수한 전 교과목의 성
적평점 평균이 1.75 이상이어야 한다. 

  ② 인증제를 운영하는 학과(전공)의 인증대상 학생은 졸업에 필요한 학점을 이수하고 별
도의 인증 조건을 충족해야 한다. 

  ③ 학사과정의 모집단위(전공) 학년의 수료를 인정함에 필요한 학점은 다음과 같으며, 의
예과 및 수의예과의 수료에 필요한 학점은 80학점 이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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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료학점  

학년

120학점 ~ 
129학점

130학점 ~ 
139학점

140학점 ~
149학점

150학점 ~
159학점

160학점 ~
169학점

165학점 이상

1 30학점 이상 33학점 이상 35학점 이상 35학점 이상 39학점 이상 36학점 이상

2 60학점 이상 65학점 이상 70학점 이상 75학점 이상 80학점 이상 72학점 이상

3 90학점 이상 98학점 이상 105학점 이상 112학점 이상 120학점 이상 105학점 이상

4 120학점 이상 130학점 이상 140학점 이상 150학점 이상 160학점 이상 138학점 이상

5 - - - - 165학점 이상

  ④ 석·박사과정 수료에 필요한 학점은 석사과정 24학점 이상, 박사과정은 36학점 이상, 
통합과정은 57학점 이상으로, 전 과목 성적 평점 평균이 2.60 이상이어야 한다. 다만, 

전문대학원과 특수대학원은 각 대학원장이 따로 정한다.  
  ⑤ 대학원 석·박사과정 및 통합과정에서는 기초공통과목 또는 각 학과(부)별 전공공통

과목을 이수해야 하며, 부전공과목은 석·박사과정에서는 6학점 이내, 통합과정은 12학
점 이내에서 이수할 수 있다.  

  ⑥ 통합과정을 중도 포기한 사람으로서 석사과정의 수업연한과 수료 학점을 충족한 경
우에는 석사과정을 수료한 것으로 인정하며, 전문대학원의 과정 수료 학점에 관한 세부

사항은 각 대학원장이 따로 정한다.  
  ⑦ 대학원의 연구윤리 및 연구과제는 과정 수료 학점에 포함된다. 다만, 전문대학원 및 

특수대학원은 해당 대학원장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⑧ 대학원 자연과학계, 공학계 및 의학계열 학과(부)의 학생이 석·박사과정을 수료하기 

위해서는 대학에서 제공하는 실험실 안전교육을 석·박사과정에서는 12시간, 통합과정은 
24시간 이상을 이수해야 한다. 

제80조(학년수료증) 해당 학년까지 소정의 등록과 학점을 취득한 사람은 별지 제1호서식의 
학년수료증을 교부할 수 있다.  

제81조(학사과정의 졸업논문) 학생은 최종 졸업학기의 소정의 기일까지 졸업논문을 제출하
되, 실험실습 보고, 실기 발표 또는 졸업 종합시험으로 이를 대체할 수 있으며, 그 운영

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
제82조(학사과정의 종합시험)① 학사학위 취득에 필요한 기초적 지식을 평가하여 기초과정

을 확고히 하기 위해 종합시험을 시행할 수 있다.
  ② 종합시험 실시에 관한 세부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

제83조(학사과정의 졸업 및 학위 수여) ① 소정의 전 교육과정을 이수하고 졸업논문을 제
출하여 논문심사에 통과된 사람에 대하여는 졸업을 인정하고 별지 제2호서식 및 제2-2

호(복수학위)서식의 졸업증서에 따라 학사학위를 수여하며, 학위종별은 별표 7과 같다.  
  ② 복수전공·연계전공·융합전공 및 학생설계전공에 대하여는 별표 7과 같이 전공에 

따라 구별하여 학사학위를 수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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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③ 소정의 전 과정을 이수한 사람이라도 졸업논문을 제출하지 않은 사람, 논문 심사에 
불합격한 사람, 졸업 사정에서 수료자로 판명된 사람은 별지 제1호서식의 수료증서를 교

부할 수 있다.  
  ④ 재학기간 중 6학기 또는 7학기에 4개 학년 전 과정을 이수한 사람 중에서 성적평점

평균이 4.10 이상인 사람은 조기에 졸업을 할 수 있다. 다만, 공과대학 건축학과, 수의과
대학 및 의과대학은 해당되지 않는다.  

  ⑤ 조기 졸업에 관한 세부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
제83조의2(학사학위취득의 유예)   ① 학사과정의 학생은 제83조의 학사학위취득요건이 

충족되어도 본인이 원하는 경우 재학연한의 범위 내에서 학기단위로 학사학위취득의 유
예 신청을 할 수 있으며, 총장은 2개 학기까지 학사학위취득의 유예를 허가할 수 있다. 

  ② 학사학위취득의 유예의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 
제84조(석·박사과정의 학위 수여 요건) ① 학위는 다음 각 호의 논문제출자격 요건을 모

두 충족하고, 학위논문을 제출하여 심사를 통과한 사람에게 수여한다. 다만, 석사학위는 
프로젝트 수행, 학습경험 결과 등 다른 방법에 의할 수 있고, 이에 관한 세부사항은 총

장이 따로 정한다. 
  1. 대학원의 각 학위과정 수료

  2. 학위논문제출 자격시험 합격
  3. 연구윤리 및 연구과제 이수 

  ② 삭제 
  ③ 통합과정을 중도에 포기한 사람으로서 석사학위 수여 요건을 갖춘 사람에 대하여는 

석사학위를 수여한다.  
  ④ 전문대학원 및 특수대학원의 경우, 학위 수여의 요건을 각 대학원장이 따로 정하여 

학위를 수여할 수 있다. 
제85조(석·박사과정의 학위논문 제출자격시험) ① 학위논문제출자격시험은 외국어시험과 

종합시험으로 한다. 
  ② 통합과정을 중도에 포기한 사람으로서 석사과정의 수료 요건을 갖춘 사람은 석사학

위 취득을 위한 학위 논문 제출시험에 응시할 수 있다.  
  ③ 외국어시험은 전공 분야 연구를 수행할 수 있는 능력을 평가하기 위해 영어 및 제2

외국어를 대상으로 하며, 응시 자격, 시험 과목, 그 밖의 시험 실시에 관한 필요한 사항
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

  ④ 종합시험은 전공 분야의 기초 및 전문 지식과 연구 능력을 종합적으로 평가하기 위
해 실시하며, 시험 과목, 시험의 시기, 그 밖의 시험 실시에 관한 필요한 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
제86조(석·박사과정의 수료 및 학위 수여) ① 제61조제1항 및 제79조제4항의 수료 요건을 

충족한 학생에게는 매 학기말에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수료증서를 교부할 수 있다.
  ② 학위수여는 해당 대학원장의 인정에 따라 총장이 별지제4호 서식부터 제8호의2서식

까지의 학위기로 수여한다.  
제87조(박사학위논문의 공표) 박사학위를 받은 사람은 그 학위를 받은 날부터 1년 이내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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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박사학위 논문을 공표해야 한다. 다만, 교육부장관이 공
표하는 것이 적당하지 않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공표하지 않는다.  

제88조(공동학위 및 복수학위) ① 제52조의2에 따라 국내·외 대학과 교육과정을 공동으
로 운영하는 경우 공동학위 또는 복수학위를 수여할 수 있다.  

  ② 공동학위 및 복수학위 수여에 관한 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 다만, 전문대학원 및 
특수대학원의 경우는 각 대학원장이 따로 정한다. 

제89조(명예박사학위의 수여 등) ① 명예박사학위는 학술 발전에 특별한 공헌을 하였거나 
인류 문화의 향상에 특별한 공적이 있는 사람에게 수여한다. 

  ② 명예박사학위의 종별은 이를 받을 사람의 공헌의 성격에 기초하여 대학원위원회에서 
심의한다. 

  ③ 명예박사학위는 대학원장의 추천으로 대학원위원회 심의를 거쳐 총장이 별지 제9호
서식 및 제10호서식에 따른 학위기로 수여한다.  

제90조(학위 종별) ① 대학 및 대학원에서 수여하는 학위 종류는 학생의 학과(부) 또는 전
공에 따라 별표 7 및 별표 8과 같이 구별한다.

  ② 일반대학원에서는 학술학위를, 전문대학원에서는 전문학위 및 학술학위를, 특수대학
원에서는 전문학위를 수여한다.

제91조(학위 등 수여의 취소) ① 학사과정의 졸업생으로서 제61조 제1항 단서에 해당하는 
사실이 발견되었을 때에는 졸업 및 학위 수여를 취소하고 학위를 박탈할 수 있다. 

  ② 석·박사학위를 받은 사람이 해당 학위를 부정한 방법으로 받은 경우 또는 명예박사
학위를 받은 사람이 그 명예를 손상한 경우, 총장은 대학원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각각 

그 학위 수여를 취소할 수 있다. 
제92조(제증명발급) 졸업, 수료, 성적, 재학, 재적 등 제증명 발급에 관한 사항은 총장이 따

로 정한다.

제6절  석·박사학위과정 학위청구논문

제93조(논문 제출 시기) 학위청구논문(이하 "논문"이라 한다)의 제출 시기는 4월 초와 10월 
초로 한다.

제94조(학위논문 추천) 학위논문제출 자격이 있는 사람이 학위논문을 제출하고자 할 때는 
지도교수와 주임교수의 추천을 받아야 한다.  

제95조(논문 제출 시한) 삭제
제96조(지도교수) ① 학생의 논문 및 학사지도를 담당하기 위해 논문지도교수(이하 "지도교

수"라 한다)를 두며, 지도교수는 각 학과 주임교수가 추천하여 총장(전문대학원 및 특수
대학원의 경우에는 해당 대학원장)이 위촉한다.  

  ② 지도교수는 전임교원이 담당하되, 필요한 경우 공동지도교수를 둘 수 있으며 이에 관
한 세부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 

제97조(학위 논문심사위원회) ① 학위논문심사위원회는 석사학위 3인(위원장 1인) 이상, 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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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학위 5인(위원장 1인, 부위원장 1인) 이상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이 대학교 전임교원 
또는 학계의 권위 있는 인사로 한다. 다만, 지도교수는 위원장이 될 수 없다. 

  ② 학위논문심사위원은 학과 주임교수가 지도교수와 협의하여 구성 추천하고, 총장이 위
촉한다. 

  [전문개정 2011. 2. 25.]
  ③ 전문대학원 및 특수대학원의 심사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은 해당 대학원장이 따로 

정한다.
제97조의2(논문 심사 방법) 논문심사방법에 관한 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 

제98조(논문 심사기간) 박사학위 논문심사위원회는 논문심사 개시 후 6개월 이내에 심사를 
완료해야 하며, 심사 결과를 대학원위원회에 보고해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때에는 대학원위원회의 승인을 받아 6개월의 범위에서 그 심사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제99조(논문의 합격 및 통과) ① 석사학위 논문 심사의 합격은 논문 심사위원 3분의 2이상

의 찬성으로 결정한다.
  ② 박사학위 논문 심사의 합격은 논문 심사위원 5분의 4이상의 찬성으로 결정한다.

제100조(구술시험) 삭제 

제7절  공개강좌 등

제101조(공개강좌) ① 이 대학교에 직무, 교양 또는 교육 연구에 필요한 이론과 기술 및 응

용과정을 습득하고자 하는 사람을 널리 지도하기 위해 학생 외의 사람을 대상으로 하는 
공개강좌를 운영할 수 있다. 

  ② 공개강좌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 
제102조(특별강좌) 이 대학교에서는 교육과정 이외에 학생들의 교양 증진과 기술 습득을 

지도하기 위한 특별강좌를 운영할 수 있다.
제102조의2(비교과과정) ① 총장은 학점이 부여되는 정규 교육과정 이외의 봉사활동, 영어

자격기준 설정, 독서, 동아리 활동 등과 같이 전인적 교육을 위한 제반 교육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교육프로그램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  
제102조의3(사회봉사활동) 총장은 학생들의 인성 함양 및 사회발전에 기여하기 위한 사회

봉사활동을 장려하여야 한다. 

제103조(연구과정) ① 실무에 관련된 학문 또는 특수한 과목을 수강하고자 하는 사람을 위
해 석사과정 각 학과에 연구과정을 운영할 수 있다. 

  ② 연구과정을 수료한 학생이 이 대학교 대학원 석사과정에 입학하였을 때 연구과정에
서 이수한 학점은 졸업학점으로 인정할 수 있다.

  ③ 연구과정생으로서 소정의 과정을 이수한 사람에게는 별지 제11호 서식에 따른 연구과
정수료증명서를 교부할 수 있다.  

  ④ 전문대학원 및 특수대학원의 연구과정에 대하여는 해당 대학원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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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4조(협동과정) ① 대학원에 학과간 협동과정 및 연구기관 또는 산업체와의 협약에 따
른 학·연·산 협동과정을 설치할 수 있다.  

  ② 협동과정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관계 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105조(시간제등록생) ① 학사과정에 시간제등록생을 둘 수 있으며, 시간제등록생의 등록 

인원은 다음 각 호의 범위 내에서 선발할 수 있다. 다만, 사범대학, 수의과대학, 약학대
학, 의과대학은 제외한다. 

  1. 이 대학교의 학생과 통합하여 수업을 받는 시간제등록생: 총 입학정원의 100분의 10 
  2. 시간제등록생만을 대상으로 하는 수업을 받는 시간제등록생: 총 입학정원의 100분의 10 

  ② 시간제등록학생의 자격, 선발 방법, 등록금 책정 등의 학사 운영에 관한 사항은 총장
이 따로 정한다.  

  ③ 시간제등록학생이 신청할 수 있는 학점은 매학기 12학점이며, 연간 24학점을 초과할 
수 없다. 

  ④ 제79조 제1항에서 정한 학점을 이수(이 대학교에서 84학점 이상 이수)하고 논문심사 
및 학위수여심사 등을 통과한 시간제등록학생은 제83조에 따른 학사학위를 수여한다.

제106조(학생군사교육단 사관후보생과정) ① 이 대학교에 학생군사교육단 사관후보생과정
의 군사교육을 실시하기 위해 학생군사교육단을 둔다.

  ② 학생군사교육단 사관후보생과정의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

제8절  외국인학생 및 연구원 등

제107조(외국인학생 등) ① 제42조에 해당하는 외국인학생, 위탁학생 및 학사편입학한 학

생에게는 따로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이 학칙을 준용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입학 또는 편입학한 위탁학생이 재학 중 그 직을 사직하였을 때는 제적

한다.
  ③ 국내·외 다른 대학 학생이 이 대학 교과목의 수강을 희망할 경우에는 소정의 절차

를 거쳐 이수하게 할 수 있다.
제108조(연구원) ① 이 대학교의 전임교원이 아닌 사람을 전임연구원, 박사후연구원, 석좌

연구원 등 연구원으로 둘 수 있다. 
  ② 연구원 제도의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 

제4장 대학평의원회, 교수회

제109조(대학평의원회) ① 이 대학교에 교직원과 학생 등으로 구성되는 대학평의원회를 둔다. 
  ② 대학평의원회는 15명으로 하고, 다음 각 호의 평의원으로 구성한다. 

  1. 교수회에서 추천하는 교원 7명
  2. 직원회,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충북대학교지부, 전국대학노동조합 충북대학교지부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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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 1명씩 추천하는 직원 3명
  3. 학사주무관협의회에서 추천하는 학사주무관 1명
  4. 총학생회에서 추천하는 재학생 2명
  5. 총동문회에서 추천하는 졸업생 중 외부인사 1명
  6. 충청북도지사 또는 청주시장이 추천하는 외부인사 1명
  ③ 대학평의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대학 발전계획에 관한 사항
  2. 학칙의 제정 또는 개정에 관한 사항
  3. 교육에 관한 중요사항으로서 의장이 심의를 요구하는 사항
  4. 교육에 관한 중요사항으로서 재적 평의원 3분의 1 이상(제2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에
서 2개 이상의 구성 단위 평의원을 포함하여야 한다)이 심의를 요구하는 사항

  5. 그 밖에 총장이 부의하는 교육에 관한 중요사항
  ④ 대학평의원회는 다음 각 호를 자문사항으로 한다. 
  1. 교육과정의 운영에 관한 사항
  2. 대학헌장의 제정 또는 개정에 관한 사항 
  ⑤ 대학평의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 
제110조(교수회)① 이 대학교에 대학 교수회와 전교 교수회를 둔다.
  ② 교수회는 조교수 이상의 교원으로 구성한다.
  ③ 교수회 회장은 대학 교수회 및 전교 교수회에서 각각 선출한다.
  ④ 교수회의 대의기구로 교수평의회를 둔다.
  ⑤ 교수회 회의는 회장이 소집하고 회장은 그 의장이 되며, 총장의 소집 요구가 있을 때
에는 이에 응해야 한다.

  ⑥ 교수회는 재적인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인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⑦ 교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교수 및 연구에 관한 사항
  2. 대학의 발전 계획에 관한 사항
  3. 학교 예산 및 결산 
  4. 학칙 및 주요 규정의 제정과 개정 
  5. 부총장 및 대학원장의 임명 
  6. 그 밖의 총장이 부의하는 사항
  ⑧ 교수회장이 교수평의회의 의결에 따라 학칙 개정 발의를 
  ⑨ 그 밖의 교수회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  

제 5 장 학 생

제1절  학생활동 및 지도

제111조(학생회 등) ① 학생 자치 활동을 신장하기 위해 총학생회 및 그 밖의 학생 단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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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성할 수 있다.
  ② 총학생회 및 그 밖의 학생단체의 조직과 운영에 관한 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

제112조(행사의 신고 등) 학생 단체 또는 학생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
를 하고자 할 때에는 목적, 개최일시, 장소 및 참가 예정 인원 등에 대하여 총장에게 신

고해야 하며, 시설물을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시설물 사용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
만, 학과(부) 및 대학의 학생회 등이 실시하는 집회 및 행사의 경우에는 소속 대학(원)장

에게 신고해야 한다.
  1. 교내외 10인 이상의 집회

  2. 교내 광고 인쇄물의 첨부 또는 배부
  3. 각 기관 또는 개인에 대한 학생활동 후원 요청 또는 시상 의뢰

  4. 외부인사의 학내 초청
제113조(간행물) 학생 단체가 간행물을 발간하고자 할 때에는 총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학과(부) 및 대학의 학생회 등에서 간행물을 발간하고자 할 때에는 지도교수 또는 
학과(부)장의 추천으로 소속 대학(원)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114조(학생활동의 의무) 학생은 수업, 연구 등 학교의 기본 기능 수행을 방해하는 개인 
또는 집단적 행위와 교육 목적에 위배되는 활동을 할 수 없다.

제115조(학생지도) 대학장 또는 대학원장은 총장의 명을 받아 매 학년 초 학생에 대한 지도 
계획을 세워 학생 지도를 분담시키고, 지도교수는 대학장 또는 대학원장의 명을 받아 학생

을 특별 지도해야 하며, 개별 상담에 응하고 그 문제 해결을 위해 부단히 협력해야 한다.

제2절  장학 및 상벌

제116조(장학금) ① 이 대학교 재학생 중 경제사정으로 학비 마련이 곤란한 사람으로서 품

행이 방정하고 학업성적이 우수한 사람에게는 장학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② 장학금 및 그 지급에 관한 규정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

제117조(결석계 제출) 학생이 질병 등 부득이한 사유로 7일 이상 결석할 때에는 지체 없이 
대학장에게 결석계를 제출해야 한다.

제118조(포상) 총장은 품행이 방정하고 학력이 우수한 사람 또는 선행에 있어서 타의 모범
이 될 만한 사람에 대하여는 포상할 수 있다. 

제119조(징계 처분) ① 학생이 학칙 또는 제 규정을 위반하거나 학생의 본분에 어긋난 행
위를 하였을 경우 대학(원)장은 대학 교수회의 또는 대학(원)장이 구성하는 징계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징계 처분한 후 총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1. 삭제 

  2. 삭제 
  3. 삭제 

  ② 징계는 근신, 유기정학, 무기정학 및 제적으로 구분하며, 이 경우 유기정학은 5일 이
상 30일 미만, 무기정학은 30일 이상의 정학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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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③ 2개 대학(원) 이상의 같은 사안에 관련되어 징계의 형평이 필요한 경우에는 별도의 
징계위원  회의 심의 의결을 거쳐 총장이 징계 처분하고 해당 대학(원)장에게 통보한다.

  ④ 징계 대상자는 징계위원회에 출석하여 진술할 수 있다.
  ⑤ 징계절차 및 세부사항은 각 대학(원)장이 따로 정한다. 

제3절  장애학생 지원 및 특례

제120조(인정 및 적용) ① 장애학생은 「장애인복지법」 제2조에 해당하는 사람과 특별한 
교육적 요구가 있는 사람으로 총장이 인정한 사람(이하 "장애학생"이라 한다)으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장애학생에 대하여는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등 관련법에 따
라 지원한다.

제121조(재학연한 특례) 제33조에도 불구하고 장애학생에 대하여는 재학연한을 제한하지 
않는다.

제122조(학점등록제) ① 장애학생에 대하여 해당 학기에 수강 신청한 학점수를 기준으로 
등록금을 납부하는 제도(이하 이 조에서 "학점등록제"라 한다)를 시행할 수 있다.  

  ② 학점등록제 시행에 관한 세부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
제123조(휴학기간 특례) 제75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장애학생의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제 6 장 학 칙 개 정

제124조(학칙 개정 등) ① 학칙 개정은 총장의 발의로 제안한다.
  ② 총장은 학칙 개정안을 발의한 날부터 10일 이상 공고해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공고기간을 단축 또는 공고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상위 법령 등의 제·개정에 따라 이에 대한 정비가 필요하거나 단순한 집행을 위한 경우
  2. 긴급을 요하거나 공고로 인해 행정의 안전을 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3. 그 밖의 사유로 공고의 필요가 없거나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③ 공고된 학칙 개정안은 법제심의위원회, 교무회의 및 대학평의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
정, 공포해야 한다. 

  ④ 학칙 외 제규정 등의 제·개정에 관한 사항은 제124조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
을 준용한다. 

  ⑤ 삭제  

제 7 장 보 칙
제125조(위임사항) 이 학칙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  

    부칙  
이 학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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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1] 

대학에 설치하는 학과(부)

(제12조제1항 관련)

대    학 학과(부)․개설전공

인문대학   
국어국문학과, 중어중문학과, 영어영문학과, 독일언어문화학과,

프랑스언어문화학과, 러시아언어문화학과, <독어독문학과>, <불

어불문학과>, <노어노문학과>, 철학과, 사학과, 고고미술사학과,

<미술과(서양화, 조소)>

사회과학

대학
사회학과, 심리학과, 행정학과, 정치외교학과, 경제학과

자연과학

대학

수학과, 정보통계학과, <수학․정보통계학부(수학, 정보통계학)>,

물리학과, 화학과, 생명과학과, <생물학과>, 미생물학과, 생화학과,

<생명과학부(생물과학, 생물학, 미생물학, 생화학)>, 천문우주학과,

지구환경과학과, <체육학과>

경영대학 경영학부, 국제경영학과, 경영정보학과 

공과대학 토목공학부, 기계공학부, 화학공학과, 신소재공학과, 건축공학과,

안전공학과, 환경공학과, 공업화학과, 도시공학과, 건축학과

전자정보

대학

전기공학부, 전자공학부(전자공학, 반도체공학), <전자공학부>, 정

보통신공학부, 컴퓨터공학과*, 소프트웨어학부(인공지능, 소프트

웨어), <소프트웨어학과>, 지능로봇공학과, 지능SW융합 학군**,

미래자동차공학과

농업생명

환경대학

식물자원학과, 환경생명화학과, <식물자원환경화학부(식물자원

학, 환경생명화학)>, 식품생명공학과, 축산학과, <식품생명․축산과

학부(식품생명공학, 축산학)>, 식물의학과, 특용식물학과, 원예과학

과, <응용생명공학부(식물의학, 특용식물학, 원예과학)>, 산림학과,

지역건설공학과*, 바이오시스템공학과, 목재․종이과학과, 농업경

제학과

사범대학 교육학과, 국어교육과, 영어교육과, 역사교육과, 지리교육과, 사회교

육과, 윤리교육과, 물리교육과, 화학교육과, 생물교육과, 지구과학

교육과, 수학교육과, 체육교육과, <컴퓨터교육과>

생활과학

대학

식품영양학과, 아동복지학과, 의류학과, <패션디자인정보학과>, 주

거환경학과, 소비자학과

수의과대학 수의예과, 수의학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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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원외 특성화고 졸업 재직자 전형으로 컴퓨터공학과(야간)과 지역건설공학과 농촌관

광개발전공(야간)을 각각 둔다. 

  ** 지능SW융합 학군은 전자정보대학 소속 정보통신공학부, 컴퓨터공학과, 소프트웨어학

부 및 지능로봇공학과의 SW관련 교육과정을 공동으로 운영하는 학사조직으로 둔다. 

  ※ <  >의 학과(부) 및 개설 전공은 재적생이 있는 동안까지 존속 

  ※ (   )는 학과(부)의 세부 개설 전공 

  ※ 미래자동차공학과는 모집정원 없는 학과

  ※ 바이오헬스공유대학의 학과는 모집정원 없는 학과

대    학 학과(부)․개설전공

약학대학 약학과, 제약학과

의과대학 의예과, 의학과, 간호학과

바이오헬스

공유대학
제약바이오학과, 화장품산업학과, 천연물소재학과, 방사광융합학과

융합학과군 조형예술학과(동양화, 서양화, 조소), 디자인학과

자율전공

학부
자율전공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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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2] 

각 처·실장, 사무국장 및 산학협력단장의 분장사무

(제14조제2항 및 제17조제3항 관련)

구분 분    장    사    무 비고

교무

처장

대학․학부․학과 및 과정의 설․폐, 교육과정 작성 및 운영,

교원의 인사관리와 교원 및 대학 학생 정원관리, 교원의 복무,

학적, 학적조회 및 학적부 관리, 제증명 발급, 학위수여, 수강신

청, 수업시간표, 실습 및 수업관리, 교과서 및 교재관리, 교외교

육의 지도, 학점 및 성적관리, 열린사이버대학 운영, 교수평

가, 대학평의원회 지원, 충북대학교 사무분장규정에 따른 교무

과, 학사지원과의 운영지원부서에 대한 업무지원, 그 밖의 교

무․연구에 관한 사항

학생

처장

학생활동의 지도 및 지원, 학생상벌, 학생증발급, 병사업무,

동원 및 훈련, 체육행사, 학생의 복지 및 보건․후생, 소비자

생활협동조합 관리, 장학생선발 및 장학금지급, 학자금관리,

충북대학교 사무분장규정에 따른 학생과의 운영지원부서에 

대한 업무지원, 그 밖의 학생활동 및 복지․장학에 관한 사항

기획

처장

대학발전 및 학사운영에 관한 종합계획, 공간배정 관리, 대학운

영에 관한 분석 및 대내․외 평가, 대학정보공시, 교육통계,

대학정보화, 기구의 설․폐(교육조직 제외), 특성화사업 지원,

교육개혁 및 대학혁신업무, 부속기관(연구소 포함)평가, 주요업

무계획, 충북대학교 사무분장규정에 따른 기획과, 평가지원과의 

운영지원부서에 대한 업무지원, 그 밖의 기획업무에 관한 사항

연구

처장

연구역량강화 정책주립 및 장단기 발전계획, 우수연구성과 도

출 정책 수립 및 연구성과(업적) 관리, 우수 연구인력 확보 및 

지원 정책 수립, 대응자금 운영, 연구소 지원, 전임·박사후 연

구원 등 연구인력 인사 관리, 연구윤리위원회, 생명윤리심의위원

회, 동물실험윤리위원회, 연구관련 각종통계, 국립대학 육성사업 

연구분야, BK사업 연구분야, 그 밖의 연구기획 및 진흥에 관한 

사항

사무

국장

보안, 관인관리, 직원인사, 급여, 문서관리, 법무, 자체감사, 예

산편성 및 집행관리, 회계 및 결산, 국유재산 및 물품관리, 각

종공사 및 시설관리, 직장예비군 및 민방위대원 관리, 비상계

획, 교통관리, 노무관련업무, 상조회 업무, 교무회의 운영, 공익

요원 관리, 교직원주택 관리, 직장어린이집 관리, 충북대학교 

사무분장규정에 따른 총무과, 재무과, 시설과의 운영지원부서에 

대한 업무지원, 그 밖의 다른 처의 주관에 속하지 않은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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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분    장    사    무 비고

산학협력

단장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제2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와 산학협력단 정관에 명시한 업무

대학원

정책실장

대학원 교육·연구 정책 기획 및 제도 개선, BK21 사업의 기

획·운영·성과관리, 대학원의 학과·학부 및 과정 설폐, 대학원 교

육과정 편성 및 운영, 대학원 학적관리, 대학원 학위수여, 대학

원 수업관리, 대학원 학생활동의 지도 및 지원, 대학원 장학생 

선발 및 장학금 지급, 그 밖에 대학원 운영 지원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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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3]

대학 및 전문(특수)대학원에 두는 행정실의 명칭

(제15조제1항 관련)

행정실 명칭 행정지원 대상 대학(원)

제1행정실 인문대학, 융합학과군

제2행정실
사회과학대학, <행정대학원>, 세종국가정책대학원,

법무대학원, 법학전문대학원

제3행정실 자연과학대학

제4행정실 경영대학, 경영대학원

제5행정실 공과대학, 전자정보대학, 산업대학원 

제6행정실 농업생명환경대학, 북방농업대학원

제7행정실 사범대학, 생활과학대학, 교육대학원   

제8행정실  
수의과대학, 약학대학, 의과대학, 바이오헬스공유대학,

<의생명과학경영융합대학원>, 수의방역대학원

  ※ < >의 행정지원 대상 대학(원)은 폐지되었으나 재적생이 있는 동안까지 존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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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4]

이 대학교에 두는 교육기본시설 및 부속시설
(제19조제1항 관련)

교사시설 

구분
구              분

교육기본

시설
도서관, 정보화본부

지원시설 

및 

부속시설

입학본부, 대외협력본부, 건강센터, 인권센터, 기록관, 공동실험실습관,

평생교육원, 신문방송사, 실험동물연구지원센터, 장애지원센터, 박

물관, 천문대, 국어문화원, 공학교육혁신센터, 교육혁신본부, 과학영재교

육원, 교양교육본부, 교직부, 출판부, 학생생활관, 인재양성원, 사회

봉사센터, 취업지원본부, 국제교류본부, 예비군연대, 체육진흥원,

현장실습지원센터, 대학일자리센터, 안전관리본부, 직장어린이집, 충

북SW융합교육원, 지식재산전문인력양성센터, 융합기술경영혁신센터

연 구 시 설 
인문학연구원, 사회과학연구원, 자연과학연구원, 보건의료과학연구원,

정보기술․경영연구원, 건설․산업과학기술연구원, 농업생명과학연구원

단과대학

(원)

부속시설

자연과학대학: 부설과학기술진흥센터

공과대학: 부속공장

농업생명환경대학: 부속농장, 부속동물자원개발센터, 부속학술림,

부설식물종합병원, 부설농업과학기술교육센터

법학전문대학원: 부속리걸클리닉센터

사범대학: 교육연수원, 부속 임용지원센터, 미래교육센터

생활과학대학: 부설어린이집

약학대학: 부속약초원, 부속실습약국

수의과대학: 부속동물병원, 부속수의학교육실

의과대학: 부속의학교육실, 부속임상연구교육지원센터, 부속응용  

해부교육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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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5] 

각 대학 모집단위 및 입학정원 

(제36조제1항 관련)

대학
(본부직할) 모집단위

입   학   정   원

2022
학년도

2021
학년도

2020
학년도

2019
학년도

2018
학년도

2017
학년도

2016
학년도

편제
정원

인문
대학

국어국문학과 
중어중문학과
영어영문학과
독일언어문화학과
프랑스언어문화학과
러시아언어문화학과
철학과
사학과
고고미술사학과

29
27
27
29
26
22
24
22
24

29
27
27
29
26
22　
24
22
24

29
27
27
29
26
22　
24
22
24

29
27
27
29
26
22　
24
22
24

29
27
27
29
26
22　
24
22
24

116
108
108
116
104
88
96
88
96

소계 230 230 230 230 230 　 　 920

사회
과학
대학

사회학과
심리학과
행정학과
정치외교학과
경제학과

28
30
31
29
43

28
30
31
29
43

28
30
31
29
43

28
30
31
29
43

28
30
31
29
43

　
　
　
　
　

　
　
　
　
　

112
120
124
116
172

소계 161 161 161 161 161 　 　 644

자연
과학
대학

수학과
정보통계학과
수학·정보통계학부
(수학전공)
(정보통계학전공)
물리학과
화학과
생명과학과
생물학과
미생물학과
생화학과
생명과학부
(생물학전공)
(미생물학전공)
(생화학전공)
천문우주학과
지구환경과학과

33
33

39
43
37

35
32

27
27

33
33
　
　

39
43

37
35
32

　

27
27

33
33　

39
43

104

　
27
27

66

39
43

104

　

27
27

66

39
43

104

27
27

66
66
132

156
172

37
35
32
312

108
108

소계 306 306 306 306 306 　 　 1,224

경영
대학

경영학부
국제경영학과
경영정보학과 

137
70
45

137
70
45

137
70
45

137
70
45

137
70
45

　
　
　

　
　
　

548
280
180

소계 252 252 252 252 252 　 　 1,008

공과
대학

토목공학부
기계공학부
화학공학과
신소재공학과
건축공학과
안전공학과
환경공학과
공업화학과
도시공학과
건축학과

110
73
36
36
40
33
34
35
42
30

110
73
36
36
40
33
34
35
42
30

110
73
36
36
40
33
34
35
42
30

110
73
36
36
40
33
34
35
42
30

110
73
36
36
40
33
34
35
42
30

　
　
　
　
　
　
　
　
　
30

　
　
　
　
　
　
　
　
　

440
292
144
144
160
132
136
140
168
150

소계 469 469 469 469 469 30 　 1,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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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
(본부직할) 모집단위

입   학   정   원

2022
학년도

2021
학년도

2020
학년도

2019
학년도

2018
학년도

2017
학년도

2016
학년도

편제
정원

전자
정보
대학

전기공학부
전자공학부
(전자공학전공)
(반도체공학전공)
전자공학부
정보통신공학부
컴퓨터공학과
소프트웨어학부
(인공지능전공)
(소프트웨어전공)
소프트웨어학과
지능로봇공학과

60
88

95
35
80

42

60
88

95
35

80
42

60

112
95
35

80

60

112
95
35

80

60

112
95
35

80

240
88

336
380
140

320
42

소계 400 400 382 382 382 　 　 1,546

농업
생명
환경
대학

식물자원학과
환경생명화학과
식물자원환경화학부
(식물자원학전공)
(환경생명화학전공)
식품생명공학과
축산학과
식품생명·축산과학부
(식품생명공학전공)
(축산학전공)
식물의학과
특용식물학과
원예과학과
응용생명공학부
(식물의학전공)
(특용식물학전공)
(원예과학전공)
산림학과
지역건설공학과
바이오시스템공학과
목재․종이과학과
농업경제학과

30
30

31
37

30
24
31

28
29
28
23
29

30
30
  

  31
  37
  
  

  30
  24
  31
  

28
29
28
23
29

  60

  
  
 

  68
 

  

85

28
29
28
23
29

 

  60
  
  
  
  

  68

  

 

  85

28
29
28
23
29

  60
  
  
  

  68
  

  

  85

28
29
28
23
29

30
30
180　

31　
37
204
　
　
30　
24
31
255

112
116
112
92
116

        소계 350 350 350 350 350 　 　 1,400

사범
대학

교육학과
국어교육과
영어교육과
역사교육과
지리교육과
사회교육과
윤리교육과
물리교육과
화학교육과
생물교육과
지구과학교육과
수학교육과
체육교육과

15
25
25
15
15
15
15
15
15
15
15
25
25

15
25
25
15
15
15
15
15
15
15
15
25
25

15
25
25
15
15
15
15
15
15
15
15
25
25

15
25
25
15
15
15
15
15
15
15
15
25
25

15
25
25
15
15
15
15
15
15
15
15
25
25

60
100
100
60
60
60
60
60
60
60
60
100
100

        소계 235 235 235 235 235 　 　 940

생활
과학
대학

식품영양학과
아동복지학과
의류학과
패션디자인정보학과
주거환경학과
소비자학과

22
24
21

19
19

22
24
21

19
19

22
24
21

19
19

22
24

21
19
19

22
24

21
19
19

88
96
42
42
76
76

        소계 105 105 105 105 105 　 　 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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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약학대학 및 의과대학, 소계, 총계 ( ) 인원은 편입학 인원

※ 편제정원은 2021학년도 기준

대학
(본부직할) 모집단위

입   학   정   원

2022
학년도

2021
학년도

2020
학년도

2019
학년도

2018
학년도

2017
학년도

2016
학년도

편제
정원

수의과
대학

수의예과
수의학과

46 46
　

46
　 46

　
46

　
46

　
46

92
184

소계 46 46 46 46 46 46 46 276

약학
대학

약학과
제약학과

25(25)
25(25)

(25)
(25)

(25)
(25)

(25)
(25)

(25)
(25) 　 　 (100)

(100)

소계 50(50) (50) (50) (50) (50) 　 　 (200)

의과
대학

의예과
의학과
간호학과

49

60

49
　
60

49

60

　
49　
60

　
49(15)　
60

　
49　
　

　
34　
　

98
181(15)
240

소계 109 109 109 109 109(15) 49 34 519(15)

자율
전공
학부

자율전공학부 55 55 55 55 55 　 　 220

소계 55 55 55 55 55 　 　 220

융합
학과군

조형예술학과
(동양화전공)
(서양화전공)
(조소전공)
디자인학과

29
(10)
(10)
(9)
9

29
(10)
(9)
(10)
9

29
(9)
(10)
(10)
9

29
(10)
(10)
(9)
9

29
(10)
(9)
(10)
9

　
　
　
　
　

　
　
　
　
　

116
　
　
　
36

소계 38 38 38 38 38 　 　 152

총계 　 2,806
(50)

2,756
(50)

2,738
(50)

2,738
(50)

2,738
(65)

125　 80 11,175
(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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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6] 

대학원 과정별 학과 및 정원
(제37조 관련)

가. 일반대학원(대학원)

과 정 별
입학정원

과 정 별
입학정원

2022 2021 2020 2022 2021 2020
석사학위과정

(5계열 65학과 3학부)

인문․사회계(28학과)

국어국문학과

중어중문학과

영어영문학과

독어독문학과

불어불문학과

노어노문학과

철학과

사학과

고고미술사학과

사회학과

심리학과

행정학과

정치외교학과

경제학과

경영학과

국제경영학과

회계학과

경영정보학과 

농업경제학과

법학과

교육학과

국어교육과

영어교육과

역사지리교육과

사회교육과

윤리교육과

아동복지학과

소비자학과

자연과학계(25학

과1학부)

672 672 682
공학계(7학과2학부)

토목공학과

건축공학과

기계공학과

안전공학과

공업화학과

〈토목시스템공학과〉

정밀기계공학과

건축학과

도시ㆍ에너지ㆍ환경융합학부

(환경공학전공)

(도시공학전공)

(화학공학전공)

(재료공학전공)

전기ㆍ전자ㆍ정보ㆍ컴퓨터학부

(전기공학전공)

(전자공학전공)

(정보통신공학전공)

(전파통신공학전공)

(제어로봇공학전공)

(반도체공학전공)

(컴퓨터과학전공)

(컴퓨터공학전공)

예․체능계(3학과)

체육교육과

조형예술학과

디자인학과

의학계(2학과)

수의학과

의학과

학․연․산 협동과정(18개 기관)
(한국화학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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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학과

통계학과

물리학과

화학과

생명시스템학과

생화학과

천문우주학과

지구환경과학과

농학과

농화학과

특용식물학과

산림학과

지역건설공학과

바이오시스템공학과

임산공학과

축산ㆍ원예ㆍ식품공학부

(축산학전공)

(원예학전공)

(식품공학전공)

농생물학과

과학교육과

수학교육과

식품영양학과

의류학과

<패션디자인정보학과>

주거환경학과

약학과

응용약학과

간호학과

의생명융합학과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

(한국생명공학연구원)

(한국표준과학연구원)

(한국전자통신연구원)

(한국생산기술연구원)

(국립산림과학원)

(충청북도농업기술원)

(식품의약품안전처)

(한국기계연구원)

(한국원자력연구원)

(LS산전전력연구소)

(한국천문연구원)

(농촌진흥청)

(한국건설기술연구원)

(한국기초과학지원연구원)

(질병관리청)

(오송첨단의료산업진흥재단)

학과간 협동과정(20

과정)

(의용생체공학)

(정보산업공학)

(바이오산업)

(빅데이터)

(합성생물학)

(문화재과학)

(산림치유학)

〈(보건의생명융합학)〉

(그린에너지공학)

(국제경영정보과학)

〈(미래사회융합)〉

(정부재정회계)

(스마트카)

(방재공학)

(스마트팩토리학)

(위기관리학)

(융합보안)

(스마트생태산업융합학)

(국제농업개발협력)

(도시재생학)

(바이오미래융합기술경영)

(지식재산 스마트융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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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 정 별
입학정원

과 정 별
입학정원

2022 2021 2020 2022 2021 2020
박사학위과정

(5계열 57학과 3학부)

인문․사회계(23학과)

국어국문학과

영어영문학과

철학과

사학과

고고미술사학과

사회학과

심리학과

행정학과

정치외교학과

경제학과

경영학과

국제경영학과 

회계학과

경영정보학과 

농업경제학과

교육학과

국어교육과

영어교육과

역사지리교육과

사회교육과

윤리교육과

아동복지학과

소비자학과

자연과학계(25학과1학부)

수학과

통계학과

물리학과

화학과

생명시스템학과

생화학과

천문우주학과

지구환경과학과  

농학과

농화학과

특용식물학과

산림학과

312 312 312
공학계(6학과2학부)

토목공학과

건축공학과

기계공학과

안전공학과

공업화학과

〈토목시스템공학과〉

정밀기계공학과

도시ㆍ에너지ㆍ환경융합학부

(환경공학전공)

(도시공학전공)

(화학공학전공)

(재료공학전공)

전기ㆍ전자ㆍ정보ㆍ컴퓨터학부

(전기공학전공)

(전자공학전공)

(정보통신공학전공)

(전파통신공학전공)

(제어로봇공학전공)

(반도체공학전공)

(컴퓨터과학전공)

(컴퓨터공학전공)

예체능계(1학과)

 체육교육과

의학계(2학과)

수의학과

의학과

학․연․산 협동과정(18개 기관)

(한국화학연구원)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

(한국생명공학연구원)

(한국표준과학연구원)

(한국전자통신연구원)

(한국생산기술연구원)

(국립산림과학원)

(충청북도농업기술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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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과간 협동과정 주관대학

 - 의용생체공학,〈보건의생명융합학〉 : 의과대학

 - 정보산업공학, 스마트카, 스마트팩토리학 : 전자정보대학

 - 바이오산업, 문화재과학, 산림치유학, 국제농업개발협력 : 농업생명환경대학

 - 합성생물학 : 자연과학대학

 - 그린에너지공학, 방재공학, 스마트생태산업융합학, 도시재생학 : 공과대학

 - 국제경영정보과학, 정부재정회계, 융합보안, 빅데이터, 바이오미래융합기술경영, 지식재

산스마트융합 : 경영대학

 - <미래사회융합>, 위기관리학 : 사회과학대학

지역건설공학과

바이오시스템공학과

임산공학과

축산ㆍ원예ㆍ식품공학부

(축산학전공)

(원예학전공)

(식품공학전공)

농생물학과

과학교육과

수학교육과

식품영양학과

의류학과

<패션디자인정보학과>

주거환경학과

약학과

응용약학과

간호학과

의생명융합학과

(식품의약품안전처)

(한국기계연구원)

(한국원자력연구원)

(LS산전전력연구소)

(한국천문연구원)

(농촌진흥청)

(한국건설기술연구원)

(한국기초과학지원연구원)

(질병관리청)

(오송첨단의료산업진흥재단)

*학과간 협동과정(18과정) 

(의용생체공학)

(정보산업공학)

(바이오산업)

(빅데이터)

(합성생물학)

(문화재과학)

(산림치유학)

〈(보건의생명융합학)〉

(정부재정회계)

(스마트카)

(방재공학)

(스마트팩토리학)

(위기관리학)

(융합보안)

(스마트생태산업융합학)

(국제농업개발협력)

(도시재생학)

(바이오미래융합기술경영)

(지식재산 스마트융합)

합계 984 984 9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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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전문대학원

대학원명 학과 학위구분
입학정원

2022 2021 2020

법학전문대학원 법학과

전문석사 70 70 70

학술박사 5 5 5

전문박사 10 10 10

다. 특수대학원

대학원명 석 사 학 위 과 정
입학정원

2022 2021 2020

교육대학원

교육행정ㆍ교육정책전공   생물교육전공
<교육행정전공> 지구과학교육전공 
학교상담전공             미술교육전공  
유아교육전공             체육교육전공
국어교육전공             영양교육전공
영어교육전공             외국어로서의 한국어교육

전공
역사교육전공             기술ㆍ가정교육전공
지리교육전공            AI융합교육전공
사회교육전공  

<일반사회교육전공>
윤리교육전공      
수학교육전공          
물리교육전공             
화학교육전공             

154 154 154

〈행정대학원〉 〈행정학과〉 - - -

세종
국가정책
대학원

정책학과 33 33 34

산업대학원

학  과 전  공

81 81 83

건설공학과

토목공학전공
건축공학전공
도시공학전공
글로벌건설엔지니어링
전공
건축학전공

공정공학과
화학공학전공
환경공학전공
공업화학전공

생산공학과

재료공학전공
기계공학전공
안전공학전공
정밀기계공학전공

전기전산공학과

전기공학전공
전자공학전공
정보통신공학전공
반도체공학전공 
전파통신공학전공
컴퓨터공학전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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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 대학(원) 및 개설 전공은 폐지되었으나 재적생이 있는 동안까지 존속

대학원명 석 사 학 위 과 정
입학정원

2022 2021 2020

경영대학원 경영학과 87 87 88

법무대학원
학  과 전  공 

19 19 20
법학과

공법전공    
사법전공

〈의생명과학
경영

융합대학원〉

학  과 전  공

- - -〈의생명과학경영융합학
과〉

〈의생명과학경영융합학전공〉

수의방역대
학원

학  과 전  공 
10 10 -

수의방역학과 수의방역학

북방농업대
학원

학  과 전  공
5 5 -

북방농업학과 북방농산업

계 389 389 3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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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7] 

대학 학부(전공) 또는 학과별 학위명
(제83조제1항 및 제90조제1항 관련)

학 위 명 대    학 학부(전공) 또는 학과

문 학 사 인문대학 

국어국문학과, 중어중문학과, 영어영문학과, 독일

언어문화학과, 프랑스언어문화학과, 러시아언어문화

학과, 독어독문학과, 불어불문학과, 노어노문학과,

철학과, 사학과, 고고미술사학과

사회과학대학 심리학과

사범대학
교육학과, 국어교육과, 영어교육과, 역사교육과,

지리교육과, 사회교육과, 윤리교육과

생활과학대학 아동복지학과

연계전공 공통사회, 통합사회

융합전공 노인복지학, 영·한통역

사회학사 사회과학대학 사회학과

행정학사 사회과학대학 행정학과

정치학사 사회과학대학 정치외교학과

경제학사 사회과학대학 경제학과

농업생명환경대학 농업경제학과

경영학사
(경영학교육인증) 경영대학 경영학부, 국제경영학과, 경영정보학과

이 학 사 자연과학대학

수학과, 정보통계학과, 수학·정보통계학부(수학전공,

정보통계학전공), 물리학과, 화학과, 생명과학과, 생물학

과, 미생물학과, 생화학과, 생명과학부(생물과학전공, 생물

학전공, 미생물학전공, 생화학전공), 천문우주학과, 지구

환경과학과

사범대학
물리교육과, 화학교육과, 생물교육과, 지구과학교육과,

수학교육과, 컴퓨터교육과, 체육교육과

바이오헬스공유대학
제약바이오학과, 화장품산업학과, 천연물소재학과,

방사광융합학과

연계전공 공통과학, 통합과학

융합전공 과학커뮤니케이션

학생설계전공 법유전학

농 학 사 농업생명환경대학

식물자원학과, 환경생명화학과, 식물자원환경화학부

(식물자원학전공, 환경생명화학공학전공), 식품생명

공학과, 축산학과, 식품생명·축산과학부(식품생명공학

전공, 축산학전공), 식물의학과, 특용식물학과,

원예과학과, 응용생명공학부(식물의학전공, 특용식

물학전공, 원예과학전공), 산림학과, 지역건설공학과 

농촌관광개발전공(야간), 목재·종이과학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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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 위 명 대    학 학부(전공) 또는 학과

융합전공 농촌관광개발

생활과학사 생활과학대학 식품영양학과, 의류학과, 패션디자인정보학과,
주거환경학과, 소비자학과

약 학 사 약학대학 약학과, 제약학과

공 학 사 공과대학

토목공학부, 기계공학부, 화학공학과, 신소재공학과,

건축공학과, 안전공학과, 환경공학과, 공업화학과, 도

시공학과

전자정보대학

전기공학부, 전자공학부(전자공학전공, 반도체공학전

공), 전자공학부, 정보통신공학부, 컴퓨터공학과, 컴퓨

터공학과(야간), 소프트웨어학부(인공지능전공, 소프트

웨어전공), 소프트웨어학과, 지능로봇공학과, 미래자동

차공학과

융합전공

스마트자동차공학, 뇌인지공학, 스마트 팩토리, 스마트 도

시, 스마트 전력 IT, 스마트 디자인, 미래자동차시스템,

자율주행, 친환경차

농업생명환경대학 지역건설공학과, 바이오시스템공학과

건축학사
(건축학교육인증) 공과대학 건축학과

미술학사 융합학과군 조형예술학과(동양화,서양화,조소전공), 디자인학과

체육학사 자연과학대학 체육학과

수의학사 수의과대학 수의학과

의 학 사 의과대학 의학과

간호학사 의과대학 간호학과

생활과학사 학생설계전공 패션상품기획

위기관리학사 융합전공 위기관리학

문화재관리학사 융합전공 문화유산관리의 공간정보학

사회정책학사 융합전공 사회적기업

데이터융합학사 융합전공 빅데이터

비교역사문화
학사 융합전공 동북아 역사·문화

벤처비즈니스
학사 융합전공 벤처비즈니스

해외농업개발협력
학사 융합전공 해외농업개발·협력

안전경영관리
학사 융합전공 지능형안전

언론정보학사 융합전공 언론정보

번역출판학사 융합전공 번역출판

문화콘텐츠학사 융합전공 문화콘텐츠

박물관학사 융합전공 박물관전문인력

보안컨설팅학사 융합전공 보안컨설팅

공공데이터 
사이언스학사 융합전공 공공데이터사이언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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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 위 명 대    학 학부(전공) 또는 학과

국제개발학사 융합전공 국제개발협력과 거버넌스

문화관광경영
학사 학생설계전공 문화관광경영

사회학사 학생설계전공 사회기반상담심리

IoT융합학사 학생설계전공 IoT융합전공

생물정보학사 학생설계전공 생물정보학

지식재산학사 융합전공 지식재산 스마트융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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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8] 

대학원 학위 종별
(제90조 제1항 관련)

가. 일반대학원(대학원)
학위
구분 학 위 명 학과 및 협동과정

석사
학위 문학석사

국어국문학과,중어중문학과,영어영문학과,독어독문학과,불어불문학과,노
어노문학과,철학과,사학과,고고미술사학과,심리학과,아동복지학과,미래
사회융합협동과정

사회학석사 사회학과

교육학석사
교육학과,국어교육과,영어교육과,역사지리교육과,사회교육과,윤리교육과,과학교육과,수
학교육과

경제학석사 경제학과,농업경제학과

행정학석사 행정학과

법학석사 법학과

정치학석사 정치외교학과

경영학석사 경영학과,국제경영학과,회계학과,경영정보학과 

이학석사

수학과,통계학과,물리학과,화학과,생물학과,미생물학과,생명시스템학
과,생화학과,천문우주학과,지구환경과학과,의학과(의과학융합전공,신경
의과학전공,정밀의과학전공),의생명융합학과,바이오산업협동과정,합성생
물학협동과정,문화재과학협동과정,산림치유학협동과정,보건의생명융
합학협동과정,연구장비개발학협동과정

체육학석사 체육학과, 체육교육과

미술학석사 조형예술학과, 디자인학과

생활과학석사
식품영양학과,패션디자인정보학과,의류학과,주거환경학과,소비자학
과

공학석사

토목공학과 ,기계공학과 ,화학공학과 ,건축공학과 ,안전공학과 ,환경공
학과,공업화학과 ,도시공학과 ,재료공학과 ,토목시스템공학과 ,정밀기
계공학과,환경·도시·화학공학부,도시ㆍ에너지ㆍ환경융합학부 ,전기
ㆍ전자ㆍ정보ㆍ컴퓨터학부 ,지역건설공학과,바이오시스템공학과,의
용생체공학협동과정,정보산업공학협동과정,빅데이터협동과정 ,그린
에너지공학협동과정,스마트카협동과정,방재공학협동과정, 스마트
팩토리학협동과정, 융합보안협동과정, 스마트생태산업융합학협동
과정, 도시재생학협동과정

건축학석사 건축학과

농학석사
축산·원예·식품공학부,농학과,산림학과,농화학과,특용식물학과,농생물학
과,임산공학과,국제농업개발협력협동과정

약학석사 약학부,임상약학과,약학과,응용약학과

의학석사 의학과(의과학융합전공,신경의과학전공, 정밀의과학전공 제외)
수의학석사 수의학과

간호학석사 간호학과

국제경영정보
과학석사 국제경영정보과학협동과정

정부재정회계석사 정부재정회계협동과정

위기관리학석사 위기관리학협동과정

기술경영학석사 바이오미래융합기술경영협동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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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위
구분 학 위 명 학과 및 협동과정

지식재산학석사 지식재산 스마트융합협동과정

박사
학위

문학박사
국어국문학과,영어영문학과,사학과,고고미술사학과,심리학과,아동복지
학과

철학박사 철학과

사회학박사 사회학과

행정학박사 행정학과

경제학박사 경제학과,농업경제학과

경영학박사 경영학과,국제경영학과,회계학과,경영정보학과 

정치학박사 정치외교학과

교육학박사
교육학과,국어교육과,영어교육과,역사교육과,역사지리교육과,사회교육
과,윤리교육과,과학교육과,수학교육과,컴퓨터교육과

이학박사

수학과,통계학과,물리학과,화학과,생물학과,미생물학과,생명시스템학과,생화학
과,천문우주학과,지구환경과학과,식품영양학과,의학과(의과학융합전공,신경
의과학전공),의생명융합학과,바이오산업협동과정,합성생물학협동과정,문
화재과학협동과정,산림치유학협동과정,보건의생명융합학협동과정

체육학박사 체육학과, 체육교육과

생활과학박사
패션디자인정보학과,의류학과(글로벌패션비즈니스전공 제외),주거환경
학과,소비자학과

공학박사

토목공학과,기계공학과,화학공학과,건축공학과,안전공학과,재료공학
과,환경공학과,공업화학과,도시공학과,토목시스템공학과,정밀기계공
학과,환경·도시·화학공학부,도시ㆍ에너지ㆍ환경융합학부,전기ㆍ전
자ㆍ정보ㆍ컴퓨터학부 ,지역건설공학과,바이오시스템공학과 ,의용
생체공학협동과정,정보산업공학협동과정,빅데이터협동과정 ,스마트
카협동과정 ,방재공학협동과정 ,스마트팩토리학협동과정, 융합보
안협동과정, 스마트생태산업융합학협동과정,도시재생학협동과정

농학박사
축산·원예·식품공학부,농학과,산림학과,농화학과,특용식물학과,농생물학
과,임산공학과,국제농업개발협력협동과정

약학박사 약학부,약학과,응용약학과

의학박사 의학과(의과학융합전공,신경의과학전공 제외)
수의학박사 수의학과

간호학박사 간호학과

정부재정회계박사 정부재정회계협동과정

위기관리학박사 위기관리학협동과정

의류산업학박사 의류학과(글로벌패션비즈니스전공)

기술경영학박사 바이오미래융합기술경영협동과정

지식재산학박사 지식재산 스마트융합협동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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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전문대학원

전문대학원 학 위 명 학과 또는 전공

법학전문

대학원

법학전문석사(법학) 법학과

법학박사(법학) 법학과

법학전문박사(법학) 법학과

다. 특수대학원

특수대학원 학    위    명 학과 또는 전공

교육대학원

교육학석사(교육행정·교육정책) 교육행정·교육정책전공

교육학석사(교육행정) 교육행정전공

교육학석사(학교상담) 학교상담전공

교육학석사(유아교육) 유아교육전공

교육학석사(국어교육) 국어교육전공

교육학석사(영어교육) 영어교육전공

교육학석사(역사교육) 역사교육전공

교육학석사(지리교육) 지리교육전공

교육학석사(사회교육) 사회교육전공

교육학석사(일반사회교육) 일반사회교육전공

교육학석사(윤리교육) 윤리교육전공

교육학석사(수학교육) 수학교육전공

교육학석사(물리교육) 물리교육전공

교육학석사(화학교육) 화학교육전공     

교육학석사(생물교육) 생물교육전공

교육학석사(지구과학교육) 지구과학교육전공

교육학석사(미술교육) 미술교육전공

교육학석사(체육교육) 체육교육전공

교육학석사(영양교육) 영양교육전공

교육학석사(외국어로서의 
한국어교육)

외국어로서의 한국어교육전공

교육학석사(기술·가정교육) 기술·가정교육전공

교육학석사(AI융합교육) AI융합교육전공

행정대학원 행정학석사(행정학) 행정학과

세종 국가 
정책대학원 정책학석사(정책학) 정책학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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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대학원 학    위    명 학과 또는 전공

산업대학원

공학석사(토목공학) 토목공학전공

공학석사(건축공학) 건축공학전공

공학석사(도시공학) 도시공학전공

공학석사(글로벌건설엔지니

어링)
글로벌건설엔지니어링전공

공학석사(화학공학) 화학공학전공

공학석사(공업화학) 공업화학전공

공학석사(환경공학) 환경공학전공

공학석사(재료공학) 재료공학전공

공학석사(기계공학) 기계공학전공

공학석사(안전공학) 안전공학전공

공학석사(정밀기계공학) 정밀기계공학전공

공학석사(전기공학) 전기공학전공

공학석사(컴퓨터공학) 컴퓨터공학전공

공학석사(전자공학) 전자공학전공

공학석사(정보통신공학) 정보통신공학전공

공학석사(반도체공학) 반도체공학전공

공학석사(전파통신공학) 전파통신공학전공

공학석사(건축학) 건축학전공

경영대학원 경영학석사(경영학) 경영학과

법무대학원
법학석사(공법) 공법전공

법학석사(사법) 사법전공

의생명과학
경영융합
대학원

의생명과학경영융합석사

(의생명과학경영융합학)
의생명과학경영융합학전공

수의방역대
학원 수의학석사(수의방역학) 수의방역학전공

북방농업대
학원 농학석사(북방농산업) 북방농산업전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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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9] 

학교기업(제18조제2항 관련)

학교기업 명칭 사업종목 관련 학과
(부) 소  재  지

충북대학교

수의과대학

부속동물병원

수의업
수의예과

수의학과

충북 청주시 서원구 충대로 1

충북대학교 내

충북대학교

환경자원

분석센터

물질성분

검사 및 분석업

환경생명

화학과

충북 청주시 서원구 충대로 1

충북대학교 내

[별표 10] 

기타 행정조직(제15조의2 제2항 관련)

부서명 지원 및 관련부서

비서실 총무과

산학행정부, 학술연구부 산학협력단

대외협력부 대외협력본부

자료운영부 도서관

정보화기획운영부 정보화본부

공동실험실습관 행정실 공동실험실습관

평생교육원 행정실 평생교육원

학생생활관 행정실 학생생활관

취업지원부 취업지원본부

국제교류본부 행정실 국제교류본부

교양교육본부 행정지원실 교양교육본부

안전관리본부 행정실 안전관리본부

대학원행정지원부 대학원정책실

교육혁신본부 행정지원실 교육혁신본부



충북대학교 학칙  731

[별지 제1호서식] 

  제      호

수  료  증  서

                                                                 성명

       년         월         일생

  위 사람은          대학         학과 ( ○학년 , ○○전공 ○○부전공 )

  전 과정을 수료하였음을 증명함. 

년     월      일

충북대학교  ○○ 대학장 (학위)  성명              (인)

    위 증명에 의하여 이 증서를 수여함. 

  충북대학교  총장   (학위)    성명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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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2호서식]

   제      호

졸  업  증  서

                                                                 성명

       년         월         일생

   위 사람은 전과정 (             전공             부전공)을 이수하고

                   학사( * )의 자격을 얻었으므로 이를 증명함.

년     월      일

충북대학교  ○○ 대학장 (학위)  성명              (인)

   위 증명에 의하여 이 증서를 수여함. 

년     월      일

     충북대학교  총장   (학위)    성명              (인)  

   학위번호 : 충북대 학○○○  

 * 공학사 뒤에 “(○○공학 심화전공)”이 표기된 학위명은 공학교육인증 프로그램 이수자임.
 * 경영학사 뒤에 “(경영학교육인증)”이 표기된 학위명은 경영학교육인증 프로그램 이수자임.
 * 건축학사 뒤에 “(건축학교육인증)”이 표기된 학위명은 건축학교육인증 프로그램 이수자임.



충북대학교 학칙  733

[별지 제2-2호서식]

   복수제      호

졸  업  증  서

 

                                                                 성명

       년         월         일생

 위 사람은 우리대학교와 ○○대학간의 복수학위과정에 의거 전과정(      전공  

          부전공)을 이수하고  학사( * )의 자격을 얻었으므로 이를 증명함.

       년      월     일

충북대학교  ○○ 대학장 (학위)  성명                            (인)

   위 증명에 의하여 이 증서를 수여함. 

       년      월     일

     충북대학교  총장   (학위)    성명                             (인)  

   학위번호 : 충북대 복수학○○○  

 * 공학사 뒤에 “(○○공학 심화전공)”이 표기된 학위명은 공학교육인증 프로그램 이수자임.
 * 경영학사 뒤에 “(경영학교육인증)”이 표기된 학위명은 경영학교육인증 프로그램 이수자임.
 * 건축학사 뒤에 “(건축학교육인증)”이 표기된 학위명은 건축학교육인증 프로그램 이수자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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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3호서식]

     제          호

수 료 증 서

                                                            성명

       년         월         일생

   위 사람은          대학원            학위과정  ( *             학과)

의 전과정을  이수하였음을 증명함. 

년     월      일

충북대학교   ○○ 대학원장  (학위)  성명                     (인)

      위의 증명에 의하여 이 증서를 수여함. 

년     월      일

          충북대학교  총장   (학위)     성명                    (인)   

 * 법학전문대학원은 (     학과)를 생략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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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4호서식]

     석사제     호

학    위    기

                                                                 성명

       년         월         일생

     위 사람은          대학원 석사과정을 이수하고 소정의 시험과 논문

심사에 합격하여           학 석사의 자격을 갖추었으므로 대학원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이를 인정함.

년     월      일

     충북대학교  ○○대학원장  (학위)   성명               (인)

     위의 인정에 의하여         학 석사학위를 수여함.

년     월      일

          충북대학교  총장   (학위)     성명               (인)  

  학위번호 : 충북대 ○○  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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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5호서식(전문대학원용)] 

 석(박)사제     호

학    위    기

                                                                 성명

       년         월         일생

   위 사람은        대학원 석(박)사과정을 이수하고 소정의 ( 시험 , 시험

과 논문심사 )에 합격하여          무 석(박)사(    )의 자격을 갖추었으므

로 대학원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이를 인정함.

년     월      일

 충북대학교  ○○대학원장  (학위)   성명               (인)

     위의 인정에 의하여       무 석(박)사(   ) 학위를 수여함.

년     월      일

    충북대학교  총장  (학위)   성명                 (인)

 학위번호 : 충북대 ○○  전문석(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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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6호서식(특수대학원용)]

  석사제     호

 학    위    기

                                                                 성명

       년         월         일생

   위 사람은       대학원 석사과정을 이수하고 소정의 (시험 , 시험과 논

문심사)에 합격하여            학 석사(    )의 자격을 갖추었으므로 대학

원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이를 인정함.

년     월      일

 충북대학교  ○○ 대학원장  (학위)  성명                (인)

  위의 인정에 의하여            학 석사(    ) 학위를 수여함.

년     월      일

    충북대학교  총장  (학위)   성명                   (인)

  학위번호 : 충북대 ○○  전문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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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7호서식(대학원 및 전문대학원 학술학위용)]

   박사제     호

 학    위    기

                                                                     성명

       년         월         일생

     위 사람은 대학원 박사학위과정 ( *        학과       전공)을 이수

하고 논문을 제출하여 대학원위원회의 심사에 통과하고 소정의 시험에 

합격하여       학 박사( ** )의 자격을 갖추었으므로 이를  인정함. 

년     월      일

             충북대학교  대학원장  (학위)  성명              (인)

   위의 인정에 의하여             학 박사( ** ) 학위를 수여함.

년     월      일

  충북대학교 총장  (학위)  성명              (인)

   학위번호 : 충북대 ○○  박 ○○○○     

 * 법학전문대학원은 (   학과   전공)을 생략할 수 있음.

 ** 법학박사 뒤에 (법학)이 표기된 학위명은 법학전문대학원 학술학위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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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8호서식]

영문학위기(석사)

 Dr-No.○○

On the Recommendation of the Faculty 
and by the Board of the Graduate School has conferred upon  

Kil-Dong Hong (영문성명)

The Degree of Master of 
(영문학위명)

With all the rights, privileges and honors thereto appertaining. 
Given at Cheongju, Republic of Korea
August 23, 2018 (학위 수여일자)

                                 (대학원장 서명) 
                              Dean of the Graduate School   
[금박무늬]      

                                  (총장 서명)

                              President of the University

Diploma No. CBNU○○- M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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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8-2호서식]

영문학위기(박사)

 Dr-No.○○

Upon the recommendation of the Faculty 

and by virtue of the authority vested in them

the degree of

Doctor of Philosophy

in Korean Language and Literature (소속학과 영문명)

 is hereby conferred upon 

Kil-Dong Hong (영문성명)

with all the rights, privileges, and honors thereto appertaining.

   Given this day in Cheongju, Republic of Korea, under the seal of 

the university and the signatures of its officers

FEBRUARY 21, 2013 (학위수여일자)

Dean of the Graduate School       President of the University

 Diploma No. CBNU○○-Dr.-○○○○



충북대학교 학칙  741

[별지 제9호서식]

 명박제     호

학       위      기

                                                                 성명

       년         월         일생

      위 사람은                  에 지대한 공헌을 하였기에 대학원위원

회의 심의를 거쳐  명예          학박사의 학위를 수여하여 그 공적을 기

리고자 이에 추천함. 

년     월      일

충북대학교  대학원장(학위)  성명                       (인)

        위의 추천에 의하여 명예                학 박사학위를 수여함. 

년     월      일

        충북대학교  총  장(학위)  성명                       (인)   

 학위번호 : 충북대 ○○ 명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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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10호서식] 

H.Dr-N0.○○

  
On the Nomination of the Board of 

Graduate School, Has Conferred upon

Kil-Dong Hong (영문성명)

The Degree of 
Honorary Doctor of Engineering (학위명)

Together with all the rights, privileges and 
honors thereto appertaining.

Given at Cheongju, Republic of Korea 
on (August 23, 2017 - 학위수여일자)

                 

Dean of the Graduate School              President of the University   

Diploma No. CBNU○○○○ -H.Dr.-○○



충북대학교 학칙  743

[별지 제11호서식]

 제         호

연 구 과 정 수 료 증 명 서

                                                            성명

       년         월         일생

   위  사람은             대학원에서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                    )과정으로 연구하였

음을 증명함.

                   년       월       일

충 북 대 학 교   ○○ 대  학 원 장              (직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