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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약사

․청주 농과 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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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주초급농과대학 설립 인가

8. 청주초급농과대학 설립 인가(2년제) 농학과(정원 160명), 축산학과(정원 80명)

9. 초대 조현하 학장 취임

1951. 9. 현 청주농업고등학교 교사와 시설을 공동 사용하는 방법으로 개교

․청주농과 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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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원 240명), 축산학과(정원 160명)

4. 임학과(정원160명)신설

․도립 충북 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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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충청 학교 농과 학

3. 국립학교 설치령 개정으로 충남대학교와 통합되면서 약학과와 체육학과가 폐지

되고, 충남대학교 농과대학의 각학과와 농산제조학과(정원 100명), 농업토목학

과(정원 100명)을 흡수 병합하여 충청대학교 농과대학으로 직제가 개편됨 

․국립 충북 학

1963. 3. 국립충청대학교 농과대학은 지역여건 등 여러 가지 불합리한 통합이었으므로 대

학의 원상복귀를 강경하게 추진하게 되어 지역사회의 균형발전이라는 측면과 도

민들의 활발한 승격운동에 힘입어 통합된지 1년만에 국립학교 설치령을 개정, 

약학과와 체육학과를 부활하여 7개 학과를 가진 충북대학으로 분리 발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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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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학년의 교양학부와 전공과정을 농학부, 교육학부, 이공학부로 나누고 학부장

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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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75. 3. 교육대학원 설립인가 교육행정, 국어교육, 수학교육, 과학교육, 영어교육, 체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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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 전공(정원 70명)

12. 사회교육과(40명) 신설

전기공학과, 금속공학과, 화학공학과, 임학과, 축산학과, 농공학과, 원예학과, 

농화학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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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충북 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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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0

명), 경제학과(40명), 회계학과(80명), 교육학과(40명), 농생물학과(40명) 

신설

약학과 20명, 건축공학과 150명, 토목공학과 200명 증원, 농업토목학과를 농

공학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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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문

학계 국어국문학과(40명), 철학과(40명), 사회과학대학 사회학과(40명), 심리학

과(40명), 공과대학 전자계산학과(50명), 기계공학과(50명) 신설. 사범대학 과

학교육과(10명), 인문대학 어문학계(40명), 사회과학대학 경상계(20명), 공과대

학 일반공학계(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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물

학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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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영대학경영정보학과(60), 공과대학 도시공학과(40), 농과대학 임산가공

학과(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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계공학

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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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축

산학과(10), 사범대학 교육학과(5), 역사교육과(5), 지리교

육과(5), 사회교육과(5), 국민윤리교육과(5), 과학교육과(5), 

가정교육과(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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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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89. 3. 국립학교 설치령 개정에 따라 연구소 폐지․명칭 변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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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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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과대학 신설 : 생활과학대학 가정관리학과(30명), 식품영양학과(20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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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컴퓨터공학과

로 변경

․ 학과신설: 경영학과 대학원박사과정 : 증원 33명(161 → 194)

․ 이공계철판과학분야 24명, 기타분야 9명

․ 학과신설: 산업안전공학과, 영어영문학과

․ 학과명칭변경 : 금속공학과를 재료공학과로, 전자계산기공학과를 컴퓨터공학

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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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

과) : 정보통신공학과, 미생물학과

교육대학원전공신설 및 증원 : 전자계산교육전공, 상업교육전공 30명 산업대학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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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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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45명>

10. <대학원 학생정원 조정>

․ 대학원 석사과정 증원 29명(571명 → 600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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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원

증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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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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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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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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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표준

과학연구원(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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법정)를 통합하여 건설기술연구소로, 호서문화연구소(법정)와 선사문화연

구소(비법정)를 통합하여 중원문화연구소로, 교육개발연구소(비법정)와 생활

과학연구소(비법정)를 통합하여 교육․생활연구소로, 지역개발연구소(법정)와 

국제관계연구소(비법정) 및 사회과학연구소(비법정)를 통합하여 사회과학연

구소로, 정보통신산업연구소(비법정)와 컴퓨터과학연구소(비법정)를 통합하여 

컴퓨터․정보통신연구소로, 농업과학연구소(법정)와 농촌열에너지연구소(비법

정)를 통합하여 농업과학기술연구소로 통합하였으며, 인문과학연구소(비법정)

를 인문학연구소로 명칭을 변경하였다. 또한 그동안 단과대학 소속이었던 모

든 연구소를 본부(사범대학부속 과학교육연구소는 제외)로 소속을 변경하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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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며 이로써 종전 29개 연구소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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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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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학

부(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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불

어불문학과, 노어노문학과, 철학과, 사학과, 고고미술사학과 

인문학과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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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연과학대학 : 생명과학부, 화학과 생명과학부·화학과군, 물리학과, 천

문우주학과, 지구환경과학과 물리·천문우주·지구환경과

학과군, 수학과, 통계학과, 컴퓨터과학과군, 수학·통계·

컴퓨터과학과군

  - 경영대학 : 경영학과, 회계학과 경영학부, 국제경영학과, 경영정보학과 국

제경영·정보시스템학부

  - 공과대학 : 화학공학부, 재료공학과, 환경공학과, 안전공학과 공정공학과군, 

기계공학부, 컴퓨터공학과, 기계·컴퓨터공학과군, 토목공학과, 

건축공학과, 도시공학과, 구조시스템공학과, 건설공학과군

  - 농과대학 : 원예학과, 농생물학과 환경생물원예학부, 농학과, 연초학과 

농학·연초학과군, 축산학과, 농화학과, 식품공학과 축산·

농화학·식품공학과군, 농공학과, 농업기계공학과 농공·농

업기계공학과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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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3

개학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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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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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9. 6. 1999학년도 2학기 대학원학생 정원 배정

<석사> : 648명 → 657명

․ 정원증원 9명

  - 인문사회계열 3명, 자연계열 6명

<박사> : 220명 → 223명

․ 정원증원 3명

  - 인문사회계열 3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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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

집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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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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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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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1학년도 대학 학생정원 조정 결과>

․ 12개 단과대학, 1개 본부직속학부, 33개 모집단위, 9개 학부, 55개 학과, 모

집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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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식품의약

품안정청 2명, 한국기계연구원 2명, LG산전전략연구소 1명, 한국원자력

연구소 2명)

<박사> : 250명 → 263명

․ 정원증원 4명

  - 의학계 3명

  - 학연산협동과정 1명(한국에너지기술연구소 1명)

․ 학과신설 9명

  - 체육학과 3명

8. 종합서비스센터(TSC) 개소

 - 학연산협동과정 6명(임업연구원 1명, 충청북도농업기술원 1명, 식품의약품

안정청 1명, 한국기계연구원 1명, LG산전전략연구소 1명, 한국원자력연구

소 1명)

<2001학년도 대학원학생 정원조정 결과>

석사 : 5계열, 70개학과, 12학연산협동과정, 2학과간 협동과정

박사 : 5계열, 57개학과, 12학연산협동과정, 1학과간 협동과정

10. 2001학년도 교육대학원 정원조정 결과

․ 전공신설 : 10명

 - 공통사회교육 10명

․ 전공폐지 : 4개 전공

 - 기계공학교육, 화학공학교육, 토목공학교육, 전기·전자공학교육

<2000학년도 교육대학원 정원조정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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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47명 → 257명

2001. 7. 2002학년도 대학 학생정원 조정 결과

․ 정원조정 10명

 - 증원(체육학과 5명, 수의예과 5명)

 - 감원(건설공학과군 10명)

․ 전공신설

 - 건축학전공

 - 패션디자인정보학전공

 - 시각디자인전공

<2002학년도 대학 학생정원 조정 결과>

․ 12개 단과대학, 1개 본부직속학부, 33개 모집단위, 9개 학부, 55개 학과, 모

집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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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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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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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학정보센터, 평생체육연구소, 생물건강산업개발

연구센터

 - 정보기술․경영연구원 : 컴퓨터·정보통신연구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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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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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나노과학기술연구소, 종양연구소 신설

9. 금융수학연구소 신설

10. 2003학년도 일반대학원 학생정원조정결과

<석사> : 698명 → 701명

․ 학과신설 3명

 - 학연산협동과정 3명(농촌진흥청, 한국건설기술연구원, 충청북도농업기술원)

․ 정원조정 4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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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집

정원 3,553명 

2003. 3. 기업정보화지원센터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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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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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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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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과 명칭 변경

  - 가정학과 → 패션디자인정보학과

․ 계열 변경

  - 전자계산학과(자연과학계열 → 공학계열)

<박사> 280명

․ 학과 신설

  - 고고미술사학과, 회계학과, 국어교육과, 수학교육과, 식품영양학과, 

    아동복지학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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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인문학 Ⅰ군 → 국어국문학과 40명, 중어중문학과 35명, 영어영문학과40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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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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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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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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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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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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축산·농화학·식품공학과군 폐지

  - 지역건설·바이오시스템공학과군 폐지

  - 생물자원생산학부 신설(식물자원학전공, 특용식물학전공, 바이오시스템공학전공) 

  - 산림과학·지역건설공학부 신설(산림학전공, 목재·종이과학전공, 지역건설공학전공)

  - 응용생명환경학부 신설(농화학전공, 식물의학전공, 원예과학전공, 축산학전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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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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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집단위 조정

  - 건설공학과군(토목공학과, 구조시스템공학과, 건축공학과, 도시공학과)

    → 건설공학과군(토목공학부(토목공학전공, 토목시스템공학전공), 건축공

        학과, 도시공학과)

<2007학년도 대학 학생정원조정결과>

․ 12개 단과대학, 1개 직속학부, 12개 학과군, 9개 학부, 20개 학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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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보통

신공학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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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보통

신공학과, 전파공학과, 제어계측공학과, 반도체공학과, 전자계산학과)

  - 축산학과, 농화학과, 원예학과, 농생물학과, 식품공학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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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7학년도 일반대학원 학생정원조정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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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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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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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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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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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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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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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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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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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   1 학내 조직 개편 및 명칭 변경

․ 입학장학과 → 입학관리과     

․ 기획과 → 기획평가과

․ 대외협력과 →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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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보통신공학전

공, 컴퓨터 공학전공)

             → 전기공학부 64명, 전자공학부 120명, 정보통신공학부 110명, 컴퓨터공학부 108명

            - 응용생명환경학부 182명(농화학전공, 식물의학전공, 원예과학전공, 축산학

전공, 식품공학전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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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식품공학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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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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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공 신설

  - 석·박사 과정 의학과 전공 신설 → 응급의학 전공 신설

․ 전공 명칭 변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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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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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역  학장  총장

․학장

제1     조 하   1951. 8. 31 - 1957. 4. 17

제2     송재철   1957. 4. 18 - 1960. 7. 16

제3     지 린   1960. 10. 6 - 1961. 9. 30

제4     장 철   1962. 1. 25 - 1962. 4. 16

제5     최재갑   1962. 5. 14 - 1964. 6. 15

제6     연규횡   1964. 6. 27 - 1968. 2. 14

제7     이상조   1968. 2. 23 - 1969. 4. 30

제8     조건상   1969. 5. 21 - 1973. 5. 20

제9     연규횡   1973. 5. 21 - 1977. 5. 20

제10    연규횡   1977. 5. 21 - 1978. 2. 28

․총장

제1     정범모   1978. 3. 1 - 1982. 2. 26

제2     연규횡   1982. 3. 1 - 1986. 2. 28

제3     조성진   1986. 3. 1 - 1990. 2. 28

제4     이택원   1990. 3. 1 - 1994. 2. 28

제5     이낭호   1994. 3. 1 - 1998. 2. 28

제6     주자문   1998. 4. 8 - 2002. 4.  7

제7     신방웅   2002. 4. 8 - 2006. 4.  7

제8     임동철   2006. 5. 1 - 2010. 4. 30

              제9     김승택   2010. 5. 1 - 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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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기구표

기 명 본부 학원 단과 학

부 속 시 설

연구시설 법인 기타교    육
기본시설

지원시설  
부속시설

단과 학
부속시설

기 수 3처 1국 8과 8 13 1 24 12 7개 연구원
(33개 연구소) 2 학교기업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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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기구

가. 본부

․ 교무처 : 교무과, 학사과

․ 학생처 : 학생과

․ 기획처 : 기획평가과, 대외협력과

․ 사무국 : 총무과, 경리과, 시설과

나. 학

(13개 단과대학, 74개 모집단위)

2010학년도 학과(부)별 내역

인문대학 국어국문학과, 중어중문학과, 영어영문학과, 독어독문학과, 불어불문학과, 

노어노문학과, 철학과, 사학과, 고고미술사학과, 미술과

사회과학대학 사회학과, 심리학과, 행정학과, 정치외교학과, 경제학과외

자연과학대학 수학과, 정보통계학과, 물리학과, 지구환경과학과, 화학과, 생물학과, 미생

물학과, 생화학과, 천문우주학과, 체육학과

경영대학 경영학부, 국제경영학과, 경영정보학과, 테크노경영학과 

공과대학 토목공학부(토목공학전공, 토목시스템공학전공), 기계공학부, 화학공학과,

신소재공학과, 건축공학과, 안전공학과, 환경공학과, 공업화학과, 도시공

학과, 건축학과

전자정보대학 전기공학부, 전자공학부, 정보통신공학부, 컴퓨터공학과, 소프트웨어학과

농업생명환경대학 식물자원학과, 축산학과, 산림학과, 지역건설공학과, 환경생명화학과, 특

용식물학과, 원예과학과, 바이오시스템공학과, 식물의학과, 식품공학과, 

목재․종이과학과, 농업경제학과

법과대학 법학부

사범대학 교육학과, 국어교육과, 영어교육과, 역사교육과, 지리교육과, 사회교육과, 

윤리교육과, 물리교육과,  화학교육과, 생물교육과, 지구과학교육과, 수학교

육과, 컴퓨터교육과

생활과학대학 식품영양학과, 아동복지학과, 패션디자인정보학과, 주거환경학과, 소비자

학과

수의과대학 수의예과, 수의학과

약학대학 약학과, 제약학과

의과대학 의예과, 의학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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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학원

․석사학 과정(73학과)

인문·사회계열(24학과) : 국어국문학과, 영어영문학과, 독어독문학과, 불어불문학과, 중어

중문학과, 사학과, 철학과, 노어노문학과, 고고미술사학과, 경제

학과, 행정학과, 정치외교학과, 심리학과, 사회학과, 회계학과, 

국제경영학과, 경영학과, 경영정보학과, 농업경제학과, 법학과, 

교육학과, 지리학과, 아동복지학과, 소비자학과

자연과학계열(26학과) : 수학과, 물리학과, 화학과, 생물학과, 통계학과, 미생물학과, 생화

학과, 지구환경과학과, 천문우주학과, 농학과, 산림학과, 지역건설

공학과, 연초학과, 바이오시스템공학과, 임산공학과, 주거환경․소
비자학과, 식품영양학과, 약학과, 임상약학과, 컴퓨터교육과, 패션

디자인정보학과, 응용생명환경학과군(축산학과, 농화학과, 원예학

과, 농생물학과, 식품공학과)

공 학 계 열(18학과) : 화학공학과, 토목공학과, 건축공학과, 재료공학과, 컴퓨터공학과, 기

계공학과, 안전공학과, 공업화학과, 구조시스템공학과, 정밀기계공학

과, 전기·전자·정보·컴퓨터학과군(전기공학과, 전자공학과, 정

보통신공학과, 전파공학과, 제어로봇공학과, 반도체공학과, 컴퓨터

과학과), 환경․도시공학과

예·체능계열(2학과) : 체육학과, 미술과

의 학 계 열 (2학과) : 의학과, 수의학과

․박사학 과정(68학과)

인문·사회계열(20학과) : 국어국문학과, 영어영문학과, 사학과, 철학과, 고고미술사학과, 경

제학과, 행정학과, 심리학과, 정치외교학과, 경영학과, 회계학과, 

국제경영학과, 경영정보학과, 농업경제학과, 교육학과, 국어교육과, 

영어교육과, 역사교육과, 윤리교육과, 아동복지학과

자연과학계열(27학과) : 수학과, 물리학과, 화학과, 생물학과, 통계학과, 미생물학과, 천문

우주학과, 생화학과, 지구환경과학과, 농학과, 산림학과, 지역건설

공학과, 연초학과, 바이오시스템공학과, 임산공학과, 과학교육과, 

컴퓨터교육과, 약학과, 수학교육과, 패션디자인정보학과, 주거환

경․소비자학과, 식품영양학과, 응용생명환경학과군(축산학과, 농화

학과, 원예학과, 농생물학과, 식품공학과)

공 학 계 열(18학과) : 화학공학과, 토목공학과, 건축공학과, 재료공학과, 컴퓨터공학과, 기

계공학과, 안전공학과, 공업화학과, 정밀기계공학과, 구조시스템공

학과, 전기·전자·정보통신·전산공학과군(전기공학과, 전자공학

과, 정보통신공학과, 전파공학과, 제어계측공학과, 반도체공학과, 

전자계산학과), 환경․도시공학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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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학 계 열(2학과) : 의학과, 수의학과

예 체 능 계(1학과) : 체육학과

․학연산 동과정(석사․박사) 16개 연구소 체결 운

한국화학연구원,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 한국생명공학연구원, 한국표준과학연구원, 한국전

자통신연구원, 한국생산기술연구원, 국립산림과학원, 충청북도농업기술원, 식품의약품안전

청, 한국기계연구원, 한국원자력연구원, LS산전전력연구소, 한국천문연구원, 농촌진흥청, 

한국건설기술연구원, 한국기초과학지원연구원

․학과간 동과정(석사․박사) : 의용생체공학, 정보산업공학, 바이오산업, 바이오

정보기술, 합성생물학, 문화재과학

․교육 학원

교육행정, 학교상담, 유아교육, 초등교육, 국어교육, 영어교육, 역사교육, 지리교육, 일반사

회교육, 윤리교육, 수학교육, 물리교육, 화학교육, 생물교육, 지구과학교육, 가정교육, 미술

교육, 체육교육, 정보·컴퓨터교육, 환경교육, 농업교육, 건설교육, 화공·섬유교육, 기계·

금속교육, 상업교육, 영양교육, 외국어로서의 한국어교육 전공(27개 전공)

․행정 학원

행정학과(1개 학과)

․산업 학원

건설공학과(토목공학, 건축공학, 도시공학, 구조시스템공학, 건축학전공), 공정공학과(화학

공학, 공업화학, 환경공학), 생산공학과(재료공학, 기계공학, 안전공학, 정밀기계공학), 전

기전산공학과(전기공학, 컴퓨터공학, 전자공학, 정보통신공학, 반도체공학, 전파통신공학) 

(4개 학과 18개 전공) 

․경 학원

경영학과(재무관리, 생산관리, 마케팅, 인사․조직, 국제지역, 국제경영, 재무회계정보, 원가․
관리회계, 경영정보시스템) (1개 학과 9개 전공)

․법무 학원

법학과(공공법무, 형사법무, 민사법무, 경영법무) (1개학과 4개 전공)

․의학 문 학원

의학과(1개 학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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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학 문 학원

법학과(1개 학과 )

라. 부속시설

입학관리본부, 도서관, 전산정보원, 종합인력개발원, 기초교육원, 박물관, 학생생활관, 보

건진료원, 장애지원센터, 기록관, 양성평등상담소, 교수학습지원센터, 공동실험실습관, 국

제교류원, 고시원, 교직부, 천문대, 국어문화원, 공학교육혁신센터, 공과대학부속공장, 농

업생명환경대학부속농장, 농업생명환경대학부속동물자원개발센터, 농업생명환경대학부속학

술림, 수의과대학부속동물의료센터, 약학대학부속약초원, 약학대학부속실습약국, 평생교육

원, 출판부, 신문방송사, 실험동물연구지원센터, 농업생명환경대학부설식물종합병원, 농업

생명환경대학부설농업과학기술센터, 사범대학교육연수원, 사범대학부설중학교, 사범대학부

설고등학교, 생활과학대학부설보육교사교육원, 생활과학대학부설보육교사교육원부속어린이

집, 자연과학대학부설과학기술진흥센터, 예비군연대

마. 연구소

소  속 연 구 소 명 소  장 설립년월 비  고

본  부 인문학연구소 배병균 1983. 3

" 중원문화연구소 박걸순 1997. 3

" 러시아·알타이지역연구소 김용화 2003. 6

" 우암연구소 김성기 2007. 2

" 사회과학연구소 최영출 1997. 3

" 법학연구소 박강우 1989. 6

" 교육개발연구소 정영수 2001.10

" 생활과학연구소 권수애 2001.10

" 국가위기관리연구소 이재은 2006.11

" 과학교육연구소 오원근 1981. 3

" 기초과학연구소 정용제 1985. 3

" 바이오연구소 김영창 1986.12

" 나노과학기술연구소 최중범 2002. 8

" 천체물리연구소 한정호 2009. 8

" 금융수학연구소 김영희 2002. 9

" 약품자원개발연구소 이용문 1969.12

" 평생체육연구소 변재경 1984.11

" 의학연구소 김  헌 1994.11

" 동물의학연구소 남상윤 1993.11

" 의학정보센터 강길원 1997.11

" 생물건강산업개발연구센터 이명구 2001. 6

" 종양연구소 배석철 2002. 8

" 산업경영연구소 이사영 1987.11

" 컴퓨터정보통신연구소 송기용 1997.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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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  속 연 구 소 명 소  장 설립년월 비  고

" 기업정보화지원센터 조완섭 2003. 3

" 산업과학기술연구소 김성수 1985.11

" IDEC충북대지역센터 조경록 2010. 6

" 건설기술연구소 허  열 1979. 5

" 그린에너지연구소 김재언 2008.12

" 농업과학기술연구소 사동민 1979. 5

" 연초연구소 임흥빈 1996. 9

" 첨단원예기술개발연구센터 백기엽 1996.3

" 동물생명과학연구소 조성구 2003.5

바. 심의  자문기

교무회의, 평의원회, 교수회, 대학원위원회, 기획위원회, 연구조성위원회, 대학인사위원회, 

입학전형관리위원회, 입학공정관리대책위원회, 교육과정위원회, 교원양성위원회, 장애인특

별지원위원회, 연구윤리위원회, 학생복지시설운영위원회, 학생생할지도위원회, 학사개혁위

원회, 교육환경조성위원회, 교과과정위원회, 법제심의위원회, 정책자문위원회, 동물실험윤

리위원회, 정보화추진위원회, 체육진흥관리위원회, 연구비감사위원회, 일반직등성과급심사

위원회, 정년보장교원심사위원회, 근무성적평정위원회, 기자재구매심의위원회, 산학협동추

진위원회

3. 보직자 

가. 본부

소 속 직 위 직 급 성 명 소 속 직 위 직 급 성 명

교무처

학생처

기획처

총장

비서실장

교무처장

교무부처장

교무과장

학사과장

학생처장

학생과장

기획처장

기획평가과장

대외협력과장

5급

부교수

조교수

4급

5급

부교수

5급

교수

4급

5급

김승택

이종혁

김귀룡

박걸순

조영택

조길환

조완영

전찬주

이희순

배동인

임병철

사무국

산학협력단

사 무 국 장

총 무 과 장

경 리 과 장

시 설 과 장

단   장

부 단 장

산학행정부장

학술연구부장

고위공무원

5급

5급

4급

교수

부교수

4급

5급

윤인재

이기섭

임성식

박철희

차은종

서보석

김영형

임  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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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학원

소 속 직 위 직 급 성 명 소 속 직 위 직 급 성 명

대학원

교육

행정

산업  

원장

원장

원장

원장

교수

교수

교수

교수

김성기

권효식

이순철

하성룡

경영

법무

법학전문

의학전문

원장

원장

원장

원장

교수

교수

교수

교수

정중재

노병호

노병호

최재운

다. 학

인문대학 자연과학대학

학          장
교학담당부학장
행  정  실  장
국어국문학과장
중어중문학과장
영어영문학과장
독어독문학과장
불어불문학과장
노어노문학과장
철  학  과  장
사  학  과  장

고고미술사학과장
미  술  과  장

부교수
조교수
5급
교수
교수

부교수
부교수
교수
교수
교수
교수

조교수
부교수

백용식
이은미
고천영
정효구
노경희
제금희
최도규
김경석
김문황
안상헌
신영우 
이종민
심복섭

지구환경과학과장
체육학과장

과학기술진흥센터장

교수
교수
교수

김지수
최종환
김학용

경영대학

학장
교학담당부학장

행정실장
경영학부장

국제경영학과장
경영정보학과장

교수
교수
5급
교수

부교수
부교수

정중재
김지대
허 경
박한순
송영욱
권순동

공과대학

학장
교학담당부학장

행정실장
화학공학과장
공업화학과장
기계공학부장
토목공학부장

신소재공학과장
건축공학과장
건축학과장

안전공학과장
환경공학과장
도시공학과장

구조시스템공학과장
부속공장장

교수
부교수
5급
교수
교수

부교수
조교수
교수
교수

부교수
교수

부교수
교수
교수
교수

하성룡
정근채
이재춘
이종대
박수길
이석호
홍기남
최재하
김옥규
이상훈
임현교
조영철
황재훈
정경섭
김두현

사회과학대학

학          장
교학담당부학장
행  정  실  장
사 회 학 과 장
심 리 학 과 장
행 정 학 과 장
정치외교학과장
경 제 학 과 장

교수
조교수
5급
교수

조교수
교수
교수
교수

이순철
박홍영
박미환
강희경
정우현
강형기
홍성후
이연호

자연과학대학

학장
교학담당부학장

행정실장
생물학과장

미생물학과장
생화학과장
수학과장

정보통계학과장
물리학과장
화학과장

천문우주학과장

교수
교수
5급
교수

부교수
부교수
교수
교수
교수

부교수
교수

강한영
정대현
남대현
고흥선
이성근
이영희
윤재헌
이성덕
김명원
양민오
김용기

전자정보대학

학장
교학담당부학장

행정실장
전기공학부장
전자공학부장

정보통신공학부장
컴퓨터공학부장

교수
교수
5급
교수
교수
교수
교수

유영갑
유재수
이재춘
김시호
김진훈
황인관
조용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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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생명환경대학 사범대학

학장

교학담당부학장

행정실장

식물자원학과장

축산학과장

산림학과장

지역건설공학과장

농화학과장 

특용식물학과장

원예과학과장 

바이오시스템공학과장

식물의학과장

식품공학과장

목재․종이과학과장

농업경제학과장

농장장

학술림장

동물자원개발센터장

식물종합병원장

농업과학기술센터장

교수

교수

5급

부교수

교수

교수

부교수

조교수

조교수

조교수

조교수

교수

교수

교수

조교수

교수

교수

교수

교수

교수

박종문

박종화

이순석

우선희

최양일

박재인

윤성수

한광현

이문순

김대일

노현권

차재순

김광엽

최태호

윤병삼

조용구

김재수

최양일

차재순

리신호

사회교육과장

윤리교육과장

수학교육과장

물리교육과장

화학교육과장

생물교육과장

지구과학교육과장

컴퓨터교육과장

교육연수원장

조교수

교수

부교수

조교수

교수

교수

교수

교수

교수

오연주

김용환

정환엽

이희정

성은모

이준상

국동식 

황인재

한주성

생활과학대학

학장

교학담당부학장

행정실장

식품영양학과장

아동복지학과장

패션디자인정보학과장

주거환경학과장

소비자학과장

보육교사교육원장

교수

부교수

5급

조교수

교수

조교수

부교수

교수

교수

현태선

최윤정

정명호

주지형

김영희

김지영

최윤정

이희숙

현태선

수의과대학

법학전문대학원 (법과대학) 학장

교학담당부학장

행정실장

수의학과장

수의예과장

동물의료센터장

교수

부교수

4급

부교수

부교수

부교수

양만표

김일화

박윤성

김일화

최경철

강현구

원장

교무부원장

대외협력부원장

행정실장

법학부장

교수

부교수

부교수

5급

부교수

노병호

김광록

김재중

박미환

김광록

약학대학
사범대학

학장

교학담당부학장

행정실장

약학과장

제약학과장

약학·제약학과군장

약초원장

실습약국장

교수

부교수

4급

부교수

부교수

부교수

부교수

부교수

이종길

황방연

박윤성

황방연

정재경

황방연

황방연

정재경

학장

교학담당부학장

행정실장

교육학과장

국어교육과장

영어교육과장

역사교육과장

지리교육과장

교수

조교수

5급

부교수

부교수

교수

교수

조교수

권효식

조일수

정명호

변호승

정충권

유  범

차용걸

강창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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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과대학 직할연구소 및 지원기관

학장

교학담당부학장

행정실장

의학과장

의예과장

교수

교수

4급

교수

교수

최재운

김승렬

박윤성

김승렬

김석용

기초교육원장

교수학습지원센터장

실험동물연구지원센터장

평생교육원장

출판부장

대학신문사주간

학연산공동기술연구원장

공학교육혁신센터장

양성평등상담소장

국어문화원장

인문학연구원장

인문학연구소장

중원문화연구소장

러시아·알타이지역연구소장

우암연구소장

사회과학연구원장

사회과학연구소장

법학연구소장

교육개발연구소장

생활과학연구소장

국가위기관리연구소장

자연과학연구원장

기초과학연구소장

바이오연구소장

과학교육연구소장

나노과학기술연구소장

금융수학연구소장

천체물리연구소장

보건의료과학연구원장

의학연구소장

약품자원개발연구소장

동물의학연구소장

의학정보센터소장

평생체육연구소장

생물건강산업개발연구센터소장

종양연구소장

조교수

부교수

부교수

교수

부교수

교수

교수

교수

교수

교수

교수

교수

교수

교수

교수

교수

교수

교수

교수

교수

부교수

교수

교수

교수

교수

교수

교수

교수

교수

교수

교수

부교수

조교수

교수

교수

교수

박걸순

변호승

안병우

한석수

고봉만

김일수

김재언

이응석

이은희

김진식

배병균

배병균

김춘실

김용화

김성기

최영출

최영출

박강우

정영수

권수애

이재은

정용제

정용제

김영창

류관희

최중범

김영희

한정호

김헌

김헌

이용문

남상윤

강길원

변재경

이명구

배석철

라. 부속시설  연구시설

직할연구소 및 지원기관

도서관 관장

도서관 의대분관장

도서관 법대분관장

도서관 자료지원과장

도서관 자료운영과장

입학관리본부 본부장

입학전형실장

입학관리과장

전산정보원장

박물관장

학생생활관장

보건진료소장

종합인력개발원장

장애지원센터장

공동실험실습관장

국제교류원장

고시원원감

교직부장

천문대장

교수

교수

부교수

5급

5급

교수

조교수

4급

교수

교수

부교수

교수

교수

교수

교수

부교수

부교수

조교수

교수

김영철

김헌식

김재중

남윤범

윤순근

은광식

서상택

류재춘

이충세

김경표

김흥태

김용민

고석하

엄기선

연규황

배득렬

김건호

조일수

이용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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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기술·경영연구원장

컴퓨터정보통신연구소장

산업경영연구소장

기업정보화지원센터소장

건설·산업과학기술연구원장

건설기술연구소장

산업과학기술연구소장

그린에너지연구소장

농업생명과학연구원장

농업과학기술연구소장

연초연구소장 

첨단원예기술개발연구센터소장

동물생명과학연구소장

체육부장

국책대학추진사업실무단장

교수

교수

부교수

교수

교수

교수

교수

교수

교수

교수

교수

교수

교수

교수

교수

송기용

송기용

이사영

조완섭

허열

허열

이동규

고창섭

백기엽

사동민

임흥빈

백기엽

조성구

최종환

유재수

마. 사범 학 부설 ․고등학교

사범대학 부설 중·고등학교

고등학교

중학교

중·고행정실장

교장

교장

6급

변상권

이창근

김명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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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교원

성명     직      공 학

가. 인문 학

○ 국어국문학과

임 동 철 교수 고전문학·구비문학 문학박사

김 성 기 〃 고전문학·한문학 문학박사

한 석 수 〃 고전문학·고전소설 문학박사

강 창 석 〃 국어학·음운론 문학박사

조 항 범 〃 국어학·의미론 문학박사

정 효 구 〃 현대문학·현대시 문학박사

이 익 성 〃 현대문학·현대소설 문학박사

박 연 호 부교수 고전문학·고전시가 문학박사

이 호 승          〃              국어학·통사론                  문학박사

권 정 우        조교수            현대문학·문학비평              문학박사

박 진 숙          〃              현대문학·현대소설              문학박사

송 지 현 조교

○ 어 문학과

   김 인 경         교수 중국음운학(어학)  문학석사

   노 경 희          〃 중국고전시 / 비평  문학박사

   배 병 균          〃 중국고전소설 / 희곡  문학박사

   최 병 덕          〃 중국 현대어법(어학)  문학박사

   배 득 렬        부교수 중국고전문학이론                문학박사

      이 선 옥          〃 중국현대문학  문학박사

    조 성 희         조교

○ 어 문학과

한 기 선 교수 영어학·음성학 문학석사

김 영 남 〃 영문학·시 문학석사

김 성 욱 〃 영어학·통사론 문학박사

임 용 묵 〃 영문학·비평 문학석사

구 연 철 〃 영문학·희곡 문학석사

황 효 식 부교수 영문학·셰익스피어 문학박사

김 진 아 〃 영문학·근대소설 문학박사

제 금 희 〃 영문학·현대소설 문학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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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직      공 학

박 인 규 전임강사 영어학·영어사 문학박사

황 종 윤         조교

○ 독어독문학과

오 제 명 교수 독문학(현대드라마·독일문화) 문학박사

류 종 경 〃 역사언어학 문학박사

정 재 현 〃 독어학(통사론·의미론) 문학박사

이 정 희 〃 독문학·독시·문예학 문학박사

최 도 규 부교수 독어학·통사론 문학박사

문 광 훈 조교수 독문학(소설, 문학이론) 문학박사

정 윤 주 조교

○ 불어불문학과

윤 광 흠 교수 불어학 문학석사

김 경 석 〃 불어학 문학박사

안 영 현 〃 불문학 문학박사

고 봉 만 부교수 불문학 문학박사

이 은 미 조교수 언어학·언어교육학 언어학박사

조 만 수 조교수 불문학 문학박사

유 성 희 조교

○ 노어노문학과

김 문 황 교수 노문학 문학박사

최 성 호 〃 노어학 문학박사

김 용 화 〃 노어학 문학박사

백 용 식 부교수 노문학 철학박사

김 원 한 〃 노문학 문학박사

박 진 희 조교

○ 철학과

유 초 하 교수 동양철학 철학박사

최 세 만 교수 서양철학 철학박사

안 상 헌 〃 사회역사철학 철학박사

정 호 영 〃 인도불교철학 철학박사

정 세 근 〃 중국도가철학 철학박사

김 귀 룡 부교수 서양고대철학 철학박사

박 기 순 조교수 서양근대철학 철학박사

이 명 진 조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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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직      공 학

○ 사학과

이 석 린 교수 조선시대사 문학박사

김 정 화 〃 동양근대사 문학박사

오 광 호 〃 서양근대사 문학박사

신 영 우 〃 한국근대사 문학박사

임 병 덕 〃 동양고대사 문학박사

윤    진 부교수 서양고대사 문학박사

박 걸 순 조교수 사학사 문학박사

탁 태 운 조교

○ 고고미술사학과

박 선 주 교수 체질인류학·고고학 문학석사

박 은 화 〃 중국회화사 철학박사

김 춘 실 〃 한국조각사 문학박사

성 정 용 부교수 역사고고학 문학박사

이 종 민 조교수 한국도자사 문학박사

김 범 철 조교수 선사고고학 문학박사

신 영 순 조교

○ 미술과

윤 우 학 교수 미술사 미술학석사

김 준 근 〃 동양화 미술학석사

진 익 송 〃 서양화 미술학석사

류 경 원 〃 조소 미술학석사

김 재 홍 부교수 시각디자인 미술학석사

이 기 수 부교수 미술교육 교육학석사

심 복 섭 부교수 산업디자인 미술학석사

오 송 규 전임강사 동양화 미술학석사

김 정 희 전임강사 미술교육 교육학석사

홍 종 철 조교

안 준 석 〃

나. 사회과학 학

○ 사회학과

민 경 희 교수 도시사회학·인구학 문학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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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직      공 학

강 희 경 〃 사회계층론 문학박사

서 관 모 〃 지역사회학 문학박사

남 재 봉 〃 사회학·사회통계학 문학박사

허 석 열 교수 사회학·산업사회학 문학석사

이 항 우 조교수 사회학 문학박사

이 지 영 조교

○ 심리학과

임 성 문 교수 상담심리학 문학박사

이 봉 건 〃 임상심리학 문학박사

이 승 복 〃 언어심리학·인지심리학 문학박사

김 혜 리 〃 발달심리학 철학박사

박 광 배 〃 심리측정 및 연구방법론 철학박사

이 순 철 〃 산업 및 조직심리학·교통심리학 철학박사

황 순 택 〃 임상심리학 문학박사

정 우 현 조교수 지각심리학 ․ 실험심리학 철학박사

유 성 은 조교수 임상심리학 철학박사

한 동 일 조교

○ 행정학과

강 형 기 교수 지방자치·문화정책 행정학박사

권 일 찬 〃 재무행정·동양행정 행정학박사

이 기 주 〃 복지행정·행정윤리 행정학박사

최 영 출 〃 정책학 ․ 공공관리 행정학박사

이 재 은 부교수 조직관리론 ․ 위기관리론 행정학박사

한 승 연 조교수 행정사․.․인사행정 행정학박사

이 민 규 전임강사 정부회계 ․ 지방행정 법학박사

김 현 주 조교 

○ 정치외교학과

장 공 자 교수 국제관계·외교사 정치학박사

홍 성 후 〃 국제관계·유럽정치 정치학박사

안 성 호 〃 정치연구방법론 ․비교정치 정치학박사

김 도 태 〃 북한정치 ․ 비교정치 정치학박사

김 일 수 교수 국제관계·미국정치 정치학박사

박 홍 영 조교수 비교정치 ․ 일본정치 정치학박사

정 태 일 전임강사 정치사상 ․ 한국정치 정치학박사

안 치 섭 조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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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직      공 학

○ 경제학과

구 영 완 부교수 국제경제학 경제학박사

김 상 환 부교수 계량경제학 경제학박사

김 성 기 교수 경제사 경제학박사

류 기 철 〃 노동경제학 경제학박사

배 영 목 〃 화폐금융론 경제학박사

이 동 수 〃 산업조직론 경제학박사

이 연 호 〃 거시경제·국제금융 경제학박사

임 병 인 부교수 재정금융 경제학박사

김 상 미 조교

다. 자연과학 학

○ 수학과

최 대 호 교수 기하학 이학박사

오 원 태 〃 기하학 이학박사

이 승 온 〃 위상수학 이학박사

김 영 희 〃 대수학 이학박사

이 석 종 〃 위상수학 이학박사

윤 재 헌 〃 수치해석학 이학박사

지 운 식 부교수 해석학 이학박사

이 훈 희 조교수 해석학 이학박사

선 해 상 조교수 대수학 이학박사

박 민 경 조교

○ 물리학과

유 성 초 교수 자성물리학 이학박사

오 석 근 〃 통계물리학 이학박사

김 명 원 〃 고체물리학 이학박사

이 해 원 〃 입자물리학 이학박사

이 원 식 〃 입자물리학 이학박사

연 규 황 〃 통계물리학 이학박사

김 용 은 〃 원자핵물리학 이학박사

한 승 기 〃 비선형동역학 이학박사

강 희 재 〃 표면물리학 공학박사

정 진 수 〃 응집물리학 이학박사

최 중 범 〃 반도체물리학 이학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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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 기 수 〃 레이저분광학 이학박사

한 정 호 〃 천체물리학 이학박사

강 병 원 부교수 초전도물리학 이학박사

김 동 현 조교수 자성물리학 이학박사

판 더 롱 전임강사 응집물질물리학 이학박사

김 기 채 조교

김 은 주 〃

박 수 정 〃

○ 화학과

박 외 숙 교수 유기화학 이학박사

강 영 기 〃 물리화학 이학박사

유 희 수 〃 물리화학 이학박사

신 재 섭 〃 고분자화학 이학박사

이 효 원 〃 유기화학 이학박사

이 남 수 〃 물리화학 이학박사

권 수 한 〃 분석화학 이학박사

정 용 석 〃 유기화학 이학박사

강 한 영 〃 유기화학 이학박사

양 민 오 부교수 물리화학 이학박사

김 남 준 부교수 물리화학 이학박사

김 영 조 부교수 무기화학 이학박사
김 종 원 조교수 분석화학 이학박사
유 태 수 전임강사 무기화학 이학박사
천 정 숙 조교
박 진 권 조교

○ 생물학과
고 흥 선 교수 포유동물계통분류학 이학박사
양 덕 조 〃 식물생리생화학 이학박사
이 준 영 〃 동물발생생리학 이학박사
김 영 환 〃 조류학 이학박사
오 병 운 〃 식물분류학 이학박사
최 수 영 〃 세포생물학 이학박사
김 수 지 조교
정 수 진 〃

○ 정보통계학과

김 주 성 교수 통계학 이학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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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 중 재 〃 통계학·확률론 이학박사

이 성 덕 〃 통계학 이학박사

김 태 호 〃 응용경제·산업경제 경제학·농학박사

정 대 현 〃 신뢰수명검정론 이학박사

나 종 화 〃 전산통계학 이학박사

김 용 권 조교

○ 미생물학과
이 영 남 교수 미생물생리학 이학박사
김 영 창 〃 미생물유전학 이학박사
임 재 윤 〃 발효미생물학 농학박사
이 찬 희 〃 바이러스학·미생물학 이학박사
이 동 훈 〃 미생물생태학 이학박사
노 동 현 부교수 분자미생물공학 농학박사
이 성 근 〃 환경미생물학 이학박사
김 양 훈 조교수 시스템생물학 공학박사
신 지 혜 조교

○ 생화학과

조 태 주 교수 분자생물학 이학박사
조 남 정 〃 신경생물학 이학박사
장 수 익 〃 물리생화학 이학박사
정 용 제 〃 단백질결성학 이학박사
하 현 정 〃 면역학 이학박사
김 학 용 〃 산호전이생화학 이학박사
이 영 희 부교수 줄기세포학 이학박사
성 현 아 전임강사 신호생화학 이학박사
서 희 아 조교

○ 천문우주학과
정 장 해 교수 천문학 이학박사
이 용 삼 〃 천문학 이학박사
서 경 원 〃 적외선관측 및 항성맥동론 이학박사
김 천 휘 〃 인공위성궤도계산과 측지 이학박사
김 용 기 〃 자기밀집성과 X선천체이론 이학박사
이 대 영 부교수 우주과학 이학박사
장 형 규 조교

○ 지구환경과학과

안 중 호 교수 광물학 이학박사



58  Ⅲ. 교직원

성명     직      공 학

김 지 수 〃 지구물리학 및 물리탐사 이학박사

최 상 훈 〃 광상학 이학박사

이 철 우 〃 층서퇴적학 이학박사

서 용 석 부교수 응용지질학 공학박사

김 윤 섭 조교수 암석학 및 지구화학 이학박사

김 미 화 조교

○ 체육학과

김 현 준 교수 운동영양학 이학박사

김 창 범 〃 운동역학 이학박사

장 봉 우 〃 운동심리학 교육학박사

변 재 경 〃 운동생리학 이학박사

최 종 환 〃 운동과 노화 철학박사

박 종 진 부교수 특수체육 이학박사

최 희 진 〃 스포츠교육학 교육학박사

옥    광 조교수 체육사 철학박사

이 성 일 조교

윤 인 노 〃

최 동 현 〃

라. 경 학

○ 경 학부

백 대 기 교수 원가관리회계 경영학박사

서 도 원 〃 인사조직 경영학박사

곽 병 관 〃 재무관리 경영학석사

정 재 권 〃 원가관리회계 경영학박사

이 장 희 〃 재무회계 경영학박사

구 본 열 〃 재무관리 경영학박사

김 주 엽 〃 인사조직 경영학박사

전 달 영 〃 마케팅 경영학박사

강 성 룡 〃 생산관리 경영학박사

박 유 식 〃 마케팅 경영학박사

박 상 언 〃 인사조직 경영학박사

박 종 일 부교수 재무회계 경영학박사

박 한 순 교수 세무회계 경영학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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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영 진 부교수 마케팅 공학박사

김 병 기 교수 재무관리 경영학박사

김 지 대 〃 생산관리 경영학박사

김 성 홍 부교수 생산관리 경영학박사

이 태 민 〃 마케팅 경영학박사

배 기 수 〃 재무회계 경영학박사

김 찬 중 조교수 인사조직 경영학박사  

정 설 희 조교

김 수 연 〃

○ 국제경 학과

김 영 래 교수 국제경영학 상학박사

이 현 종 〃 국제금융 경제학석사

서 옥 석 〃 경제학 경제학박사

정 중 재 〃 국제물류·국제지역연구 경제학박사

조 강 필 〃 국제경영 경제학박사

이 사 영 부교수 국제재무 경영학박사

임 달 호 〃 국제경영전략 경영학박사

박 상 수 〃 국제지역연구 경제학박사

송 영 욱 〃 국제마케팅 경영학박사

이 형 택 조교수 국제경영학 경영학박사

정 진 섭 〃 국제경영 경영학박사

고 주 연 조교

○ 경 정보학과

고 석 하 교수 계량경영 공학박사

김 상 욱 〃 경영정보학 경영학박사

김 영 렬 〃 경영정보학 경영학박사

김 영 기 〃 경영정보학 경영학박사

조 완 섭 〃 전산학 공학박사

김 태 성 〃 경영정보론 공학박사

권 순 동 부교수 경영정보 경영학박사

광접제임스 한 교수 미디어경영 커뮤니케이션박사

이 은 주 조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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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 공과 학

○ 화학공학과

이 봉 희 교수 화학공학 공학박사

이 종 대 〃 화학공학 공학박사

김 대 수 〃 유기 및 고분자공학 공학박사

신 채 호 〃 석유화학공학 공학박사

김 범 수 〃 생물화학공학 공학박사

나 병 기 부교수 나노화공소재 공학박사

정 상 문 조교수 그린에너지 공학박사

김 유 애 조교

○ 공업화학과

염 경 호 교수 화학공학 공학박사

이 동 규 〃 무기공업화학 공학박사

박 수 길 〃 전기공업화학 공학박사

정 노 희 〃 유기공업화학 공학박사

류 상 욱 조교수 고분자공학 공학박사

이 기 라 조교수 복합나노재료 공학박사      

이 예 니 조교

○ 기계공학부

이 충 구 교수 유체공학 공학박사

이 세 균 〃 열공학 공학박사

김 옥 현 〃 동역학·자동제어 공학박사

조 해 용 〃 CAD/CAM 및 응력해석 공학박사

주 진 원 〃 최적설계 및 고체역학 공학박사

신 응 수 〃 진동 및 생체역학 공학박사

정 규 원 〃 공장자동화 및 CIM 공학박사

이 계 복 〃 유체역학(난류) 공학박사

이 응 석 교수 정밀가공 및 측정공학 공학박사

김 용 연 부교수 극미세전자기계 및 탄성파동 공학박사

이 석 호 〃 이상유동학 공학박사

이 인 환 〃 나노공학 및 MEMS 공학박사

정 소 영 조교

이 선 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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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토목공학과

김 경 호 교수 수공학·수리학 공학박사

이 재 기 〃 측량학 공학박사

한 상 훈 〃 구조공학 공학박사

허    열 〃 토질 및 기초공학 공학석사

전 민 우 〃 수공학·수리학 공학박사

김 성 보 〃 구조해석 및 실험 공학박사

최 석 근 부교수 사진측량학 공학박사

박 형 근 조교수 토목환경공학 공학박사

안 광 국 전임강사 지반공학 공학박사

홍 기 남 전임강사 토목공학 공학박사

이 효 상 전임강사 토목공학 공학박사

고 필 환 조교

박 명 진 〃

○ 신소재공학과

최 재 하 교수 물리야금학 공학박사

김 기 호 〃 화학야금학 공학박사

홍 주 화 교수 재료공학 공학박사

김 명 한 〃 금속공학 공학박사

김 성 수 〃 무기재료 공학박사

장 건 익 〃 전자재료 공학박사

김 주 한 조교수 전자재료 공학박사

성 승 아 조교

○ 건축공학과

서 상 교 교수 건축재료 공학박사

박 찬 수 〃 건축구조 공학박사

곽 순 섭 〃 건축구조 공학박사

한 찬 훈 〃 건축환경 및 건축음향 공학박사

김 옥 규 〃 건축시공 및 건설경영 공학박사

조 재 훈 조교수 건축환경 및 건축설비 공학박사

김 기 수 부교수 건축계획 및 건축설계 공학박사

장 시 영 조교

○ 안 공학과

이 병 곤 교수 기계공학 공학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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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 국 삼 〃 화학공학 공학박사

박 재 학 〃 기계공학 공학박사

신 창 섭 〃 화학공학 공학박사

임 현 교 〃 산업공학 공학박사

김 두 현 〃 전기시스템제어 공학박사

김 현 자 조교

○ 환경공학과

김 광 렬 교수 폐기물처리공학 공학박사

김 학 성 〃 환경화학 이학박사

이 상 일 〃 수처리 공학박사

김 재 용 〃 환경에너지공학 공학박사

전 항 배 〃 상하수도 공학박사

정 세 웅 부교수 수질오염관리 공학박사

조 영 철 부교수 환경생명공학 이학박사

이 상 섭 조교수 대기오염제어 공학박사

유 지 원 조교

○ 도시공학과

이 광 호 교수 환경공학 공학박사

황 희 연 〃 도시계획 공학박사

박 병 호 〃 도시계획·교통계획 공학박사

하 성 룡 〃 도시시스템공학 공학박사

이 만 형 〃 도시계획 공학박사

황 재 훈 〃 도시설계 공학박사

반 영 운 부교수 도시지역계획 도시지역계획학박사

김 윤 환 조교

○ 토목공학부(토목시스템공학 공)

황 진 하 교수 구조공학 공학박사

정 경 섭 〃 구조역학 공학박사

우 경 식 〃 전산구조역학 공학박사

이 재 석 〃 전산응용공학 공학박사

이 승 수 〃 시스템공학 공학박사

정 근 채 〃 산업공학 공학박사

임 현 희 조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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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축학과

한 규 영 교수 건축계획 공학박사

김 경 표 〃 건축사 공학박사

이 강 훈 〃 건축론 공학박사

이 준 표 〃 도시계획 공학박사

이 상 훈 부교수 건축설계·건축계획 공학석사

심 규 영 전임강사 건축설계 건축석사

최 유 종 전임강사 건축설계 건축석사

이 병 연 전임강사 건축계획․친환경건축 공학박사

구 연 각 조교

바. 자정보 학

○ 기공학부

임 기 조 교수 전기전자기능성 재료 및 소자 공학박사

최 재 호 〃 전력전자/전력변환장치개발 공학박사

배 현 덕 교수 디지털 신호처리 공학박사

이 기 영 〃 물리전자/ 반도체 성질 및 소자 공학박사

고 창 섭 〃 전기기기/전자장수치해석 공학박사

김 재 언 〃 전력계통/복합배전시스템해석 공학박사

윤 남 식 〃 플라즈마 물성 및 장치연구 이학박사

김 성 수 〃 디지털통신/신호처리 공학박사

김 시 호 〃 RFID회로개발 공학박사

권 오 민 조교수 제어공학 공학박사

김 지 희 조교

○ 자공학부

이 재 봉 교수 광학 이학박사

송 기 용 〃 컴퓨터공학 공학박사

김 영 철 〃 제어공학 공학박사

유 흥 균 〃 전자공학 공학박사

박 병 우 〃 마이크로파 안테나공학 공학박사

김 남 수 〃 반도체소자 이학박사

조 태 원 〃 컴퓨터 및 집적회로 공학박사

김 영 석 〃 반도체소자물리학 공학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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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형 규 〃 반도체 신소자 및 재료 공학박사

박 근 형 〃 반도체소자 공학박사

김 진 훈 〃 제어공학 공학박사

전 명 근 〃 바이오정보보호 지능시스템 정보보호공학박사

최 호 용 〃 집적회로설계 공학박사

박 태 형 〃 로봇공학 공학박사

박 찬 식 〃 제어계측공학 공학박사

권 오 욱 부교수 전자공학 공학박사

서 보 석 〃 디지털 방송 및 무선통신 공학박사

서 재 원 조교수 동영상 압축 표준 및 보안 공학박사

양 병 도 〃 전자전산 공학박사

김 다 현 조교

구 가 영 〃

윤 상 연 〃

 ○ 정보통신공학부

안 재 형 교수 영상통신 공학박사

정 두 영 교수 데이터통신 공학박사

유 영 갑 〃 컴퓨터구조 공학박사

김    남 〃 광정보처리 공학박사

조 경 록 〃 통신회로설계 공학박사

최 익 권 〃 초고주파공학 공학박사

이 인 성 〃 신호처리 공학박사

안 병 철 〃 전기전자공학 공학박사

유 재 수 〃 데이터베이스 공학박사

황 인 관 〃 이동통신 및 위성통신 시스템 공학박사

신 병 철 〃 통신망공학 공학박사

김 영 주 부교수 통신시스템 공학박사

강 현 수 〃 영상처리 공학박사

김 경 석 〃 이동통신시스템 공학박사

최 성 곤 〃 통신네트워크 공학박사

박 재 형 조교수 광정보처리 공학박사

이 지 은 조교

백 지 은 〃

○ 컴퓨터공학부

이 상 호 교수 컴퓨터네트워크, 정보보호 공학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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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 용 환 〃 멀티미디어통신 이학박사

오 창 석 〃 컴퓨터네트워크, 뉴로컴퓨터 공학박사

전 병 민 〃 컴퓨터 비젼 공학박사

류 근 호 〃 데이터베이스 공학박사

서 영 훈 〃 자연언어처리 공학박사

전 중 남 〃 컴퓨터구조 공학박사

김 석 일 〃 병렬컴퓨팅, 슈퍼컴퓨터응용 공학박사

이 충 세 〃 알고리즘·결함허용계산 이학박사

김 명 준 〃 실시간시스템 공학박사

이 건 명 〃 인공지능 공학박사

박 성 훈 〃 유비쿼터스 이학박사

홍 장 의 부교수 소프트웨어공학 공학박사

김 미 혜 부교수 유비쿼터스게임 이학박사

최 경 주 조교수 컴퓨터비젼 공학박사

윤 은 일 조교수 데이터마이닝·데이터베이스 공학박사

김 성 진        조교수 컴퓨터구조                      공학박사

김 남 중         조교

오 영 은 〃

이 슬 아 〃

사. 농업생명환경 학

○ 식물자원학과

이 철 원 교수 수도작 농학박사

송 범 헌 〃 작물생리학 농학박사

김 홍 식 〃 작물육종학 농학박사

조 용 구 〃 분자유전학 농학박사

우 선 희 부교수 식물생산과학 농학박사

최 의 주 조교

○ 축산학과    

김 내 수 교수 육종학, 축산학 농학박사

정 정 수 〃 가축영양학 농학박사

최 양 일 〃 육가공학, 축산학 농학박사

송 만 강 〃 반추가축영양학 농학박사

조 성 구 〃 가금학 농학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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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남 형 〃 가축번식학 농학박사

김 관 석 조교수 분자발생학 농학박사

조 현 정 조교

○ 산림학과

박 재 인 교수 임목육종학 농학박사

김 재 수 〃 산림토목학 농학박사

신 원 섭 〃 임업경영학 농학박사

구 창 덕 〃 산림생태학 임학박사

김 동 준 부교수 산림환경경제학 임학박사

신 창 섭 조교수 조림학 농학박사

이 우 중 조교

○ 지역건설공학과

리 신 호 교수 측량학 및 토목시공학 농학박사

김 진 수 〃 관개배수학 농학박사

송 창 섭 〃 농업지반공학 및 토질역학 농학박사

박 종 화 교수 농업수리구조학 농학박사

윤 성 수 부교수 농업토목·구조설계 공학박사

맹 승 진 〃 농업환경수문학 및 방재공학 농학박사

서 명 원 조교

○ 환경생명화학과

홍 순 달 교수 토양학 농학박사

김 영 기 〃 생화학 이학박사

사 동 민 〃 식물생리/토양미생물 농학박사

정 근 욱 부교수 농업환경화학 농학박사

경 기 성 〃 농약학 농학박사

한 광 현 조교수 토양환경화학 농학박사

박 주 연 조교

○ 특용식물학과

이 학 수 교수 연초제조학 농학박사

석 영 선 〃 연초건조론 농학박사

정 찬 문 〃 인삼 및 식물조직배양 농학박사

임 흥 빈 〃 생화학 이학박사

이    이 부교수 생물학과 이학박사

이 문 순 조교수 약학 약학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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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 은 아 조교

○ 원 과학과    

백 기 엽 교수 화훼원예학 농학박사

이 철 희 〃 식물학(생물공학) 이학박사

김 대 일 조교수 원예학 농학박사

박 봉 주 〃 조경학 농학박사

오 명 민 전임강사 시설/채소원예학 농학박사

김 나 경 조교

○ 바이오시스템공학과

연 광 석 교수 농업기계학 농학박사

노 수 영 〃 연소공학 공학박사

조 성 찬 〃 농작업기계학 공학박사

조 한 근 〃 농공학 공학박사

한 충 수 〃 농산가공기계학 농학박사

노 현 권 조교수 농공학 공학박사

김 운 호 조교

○ 식물의학과

차 병 진 교수 바이러스병학 농학박사

차 재 순 〃 식물병리학 식물병리학박사

김 길 하 〃 농업해충학 농학박사

조 수 원 〃 계통분류학 이학박사

김 흥 태 부교수 식물진균병방제학 농학박사

우 수 동 〃 곤충병리학 농학박사

최 선 주 조교

○ 식품공학과  

김 광 엽 교수 식품미생물학 농학박사

한 남 수 〃 효소발효공학 농학박사

이 준 수 〃 식품화학 농학박사

김 태 집 부교수 식품분자생물학 농학박사

정 헌 상 〃 식품공학 농학박사

장 금 일 조교수 식품가공학 농학박사

김 민 정 조교

한 규 성 〃 목재화공학 농학박사

박 종 문 〃 종이물성론 및 지류가공학 농학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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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 태 호 〃 목재화학 농학박사

신 수 정 조교수 임산바이오테크놀로지 농학박사

이 근 영 조교

○ 농업경제학과  

유 진 채 교수 자원환경경제학 농업경제학박사

박 종 섭 〃 농업정책 농업경제학박사

이 준 배 〃 농업경제 경제학박사

  송 양 훈 〃 농업경영정보론·농기업경영학 농업경제학박사

  윤 병 삼 조교수 농업경제 농업경제학박사

서 상 택 〃 농업경제 농업경제학박사

석 희 명 조교

아. 법과 학

○ 법학부

이 영 진 교수 국제법 법학박사

노 병 호 〃 사회법 법학박사

허    전 〃 헌법 법학박사

송 종 준 〃 상사법 법학박사

김 수 갑 〃 헌법 법학박사

이 경 재 〃 형사법 법학박사

이 은 희 〃 민사법 법학박사

박 강 우 〃 형사법 법학박사

이 재 룡 부교수 기초법 법학박사

이 재 목 〃 민사법 법학박사

이 동 원 〃 사회법 법학박사

정 현 수 〃 민사법 법학박사

김 원 태 〃 민사소송법 법학박사

김 건 호 〃 민사소송실무 법학석사

오 지 용 〃 민사법 실무 법학석사

문 일 호 조교수 행정법 실무 법학사

신 병 동 〃 상사법 실무 법학사

김 재 중 부교수 형사법 실무 법학박사

류 화 신 조교수 생명과학기술법 법학박사

윤 종 민 〃 과학기술법 법학박사

윤 남 순 〃 국제거래법 법학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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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 석 천 〃 민사법 법학박사

신 혜 은 〃 특허법 실무 법학박사

최 선 웅 〃 행정법 법학박사

김 광 록 부교수 상사법 법학박사

이 비 안 전임강사 행정법 법학박사

김 치 민 조교

오 관 택 〃

자. 사범 학

○ 교육학과

서 영 현 교수 교육철학 교육학박사

정 영 수 〃 교육행정 교육학박사

허 경 조 〃 교육평가 교육학박사

이 재 신 〃 교육심리학 철학박사

이 종 연 〃 교육상담 철학박사

김 영 철 〃 교육사회 교육학박사

나 민 주 〃 교육행정 교육학박사

김 광 민 부교수 교육과정 교육학박사

변 호 승 〃 교육공학 교육학박사

서 범 종 조교수 교육사 교육학박사

손 용 기 조교

○ 국어교육과

전 철 웅 교수 국어학 문학박사

박 노 균 〃 현대문학(현대시) 문학박사

김 승 환 〃 현대문학(현대소설) 문학박사

김 혜 숙 〃 고전문학 문학박사

박 재 승 〃 국어교육 문학박사

김 진 식 〃 국어학(국어음운론,국어문법론 문학박사

국어사,국어의미론)

이 미 순 부교수 현대문학(현대비평론) 문학박사

정 충 권 〃 고전문학 문학박사

박 정 석 조교

○ 어교육과

유 인 호 교수 영문학 문학박사



70  Ⅲ. 교직원

성명     직      공 학

황 철 암 〃 영미비평 문학박사

윤 기 호 〃 영문학 문학박사

유    범 〃 영어교수법 교육학박사

강 승 만 부교수 영어교육 언어학박사

나 경 희 〃 영어교수법 교육학박사

윤 홍 섭 〃 영어학 문학박사

원 지 은 조교

○ 역사교육과

차 용 걸 교수 한국고대사 문학박사

양 기 석 〃 한국고대사 문학박사

신 호 철 〃 한국중세사 문학박사

전 순 동 교수 동양근대사 문학박사

최 병 수 〃 동양중세사 문학박사

이 성 재 조교수 서양근대사 ․ 역사교육 문학박사

추 병 한 조교

○ 지리교육과

한 주 성 교수 경제지리학 이학박사

강 철 성 부교수 기후학 이학박사

강 창 숙 조교수 지리교육 교육학박사

류 연 택 〃 도시지리학 지리학박사

김 종 연 〃 지형학 지리학박사

이 재 호 조교

○ 사회교육과

주 자 문 교수 경제학 경제학박사

이 춘 수 〃 정치학 문학박사

이 재 권 〃 동양철학 철학박사

오 연 주 조교수 일반사회교육 교육학박사

김 민 규 조교

○ 윤리교육과

조 태 훈 교수 철학 철학박사

권 혁 길 〃 국민윤리 교육학박사

김 용 환 〃 종교철학 철학박사

김 대 용 〃 교육학 교육학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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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연 숙 부교수 국민윤리교육 교육학박사

조 일 수 〃 국민윤리교육 교육학박사

이 창 성 조교

○ 수학교육과

김 원 규 교수 해석학 이학박사

은 광 식 〃 기하학 이학박사

윤 주 한 〃 해석학 이학박사

금 상 호 〃 위상수학 이학박사

조 완 영 부교수 수학교육학 교육학박사

정 환 엽 〃 대수학 이학박사

김 정 심 〃 응용수학 및 확률론 이학박사

방 기 홍 조교 

○ 물리교육과

김 익 균 교수 물리교육 교육학박사

양 동 석 〃 고체물리분광학 이학박사

오 원 근 부교수 물리교육 교육학박사

이 희 정 조교수 핵물리학이론 이학박사

이 진 희 조교

○ 화학교육과

김 창 석 교수 유기화학 이학박사

성 은 모 〃 물리화학 이학박사

권 효 식 〃 유기화학 이학박사

한 재 영 조교수 화학교육 교육학박사

강 보 람 조교

○ 생물교육과

김 대 재 교수 분자유전학 이학박사

강 상 순 〃 생물학 이학박사

이 준 상 교수 식물생리학 이학박사

이 재 권 조교수 천연약품학 약학박사

서 강 미 조교

○ 지구과학교육과

국 동 식 교수 지구과학교육 교육학박사

이 창 진 〃 충서고생물학 이학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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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    식 부교수 천문학 이학박사

조 종 현 조교

○ 컴퓨터교육과

이 옥 화 교수 컴퓨터교육론 교육학박사

황 인 재 〃 전산학(병렬처리) 공학박사

류 관 희 〃 전산학(컴퓨터그래픽스) 공학박사

이 재 성 부교수 전자학(자연언어처리) 공학박사

이 종 연 〃 전산학(데이터베이스) 공학박사

박 동 찬 조교

차. 생활과학 학

○ 식품 양학과

김 기 남 교수 영양학 농학박사

김 운 주 〃 식품위생학 이학박사

김 향 숙 〃 식품학 이학박사

현 태 선 〃 응용영양학 이학박사 

이 영 은 조교수 급식경영학 이학박사

주 지 형 〃 기능성식품학 이학박사

임 보 라 조교

○ 아동복지학과

김 영 희 교수 아동․가족상담 철학박사

윤 혜 미 〃 아동․가족복지 철학박사

최 은 영 부교수 사회복지정책 사회정책학박사

한 세 영 조교수 아동발달 철학박사

신 나 리 〃 유아교육 및 보육 철학박사

김 유 진 조교

○ 패션디자인정보학과

권 수 애 교수 피복환경 이학박사

최 종 명 〃 패션소재 이학박사

김 은 영 부교수 패션마케팅 이학박사

김 지 영 조교수 패션디자인 문학박사

강 은 솔 조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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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거환경학과

 박 경 옥 교수 주거계획 학술박사

 최 윤 정 부교수 실내환경.친환경주거 이학박사

 김 미 경 조교수 리모델링 이학박사

 김 선 희 조교

○ 소비자학과

이 희 숙 교수 소비자경제학 철학박사

유 현 정 부교수 소비자교육․정보 가정학박사

김 민 정 전임강사 소비자재무설계 생활과학박사

이 아 름 조교

카. 수의과 학

○ 수의 과

김 초 희 조교

○ 수의학과

윤 영 원 교수 수의생리학 의학박사

강 신 영 〃 수의바이러스학 및 전염병학 수의학박사

   강 종 구 〃 실헝동물의학 농학박사

지 차 호 〃 수의기생충학 수의학박사

허 강 준 〃 수생동물질병학 농학박사

이 완 규 〃 수의세균학 및 전염병학 농학박사

성 연 희 〃 수의약리학 약학박사

양 만 표 〃 수의내과학 농학박사

최 석 화 〃 수의외과학 수의학박사

정 의 배 〃 수의분자생물학 및 생화학 의학박사

나 기 정 〃 수의진단검사의학 및 야생동물의학 수의학박사

남 상 윤 〃 수의해부학 수의학박사

김 일 화 〃 수의산과학 수의학박사

김 대 중 〃 수의조직학 수의학박사

모 인 필 부교수 조류질병학 수의학박사

김 윤 배 〃 수의독성학 수의학박사

강 현 구 〃 수의산과학 수의학박사

이 범 준 〃 수의공중보건학 이학박사

안 병 우 〃 수의병리학 수의학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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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 동 우 〃 수의방사선학 수의학박사

현 상 환 〃 수의생물공학 및 발생학 수의학박사

김 근 형 조교수 수의외과학 수의학박사

최 경 철 부교수 수의생화학 및 면역학 의학박사

강 지 훈 전임강사 수의내과학 수의학박사

박 준 영 조교

홍 은 정 〃

타. 약학 학

○ 약학과

윤 여 표 교수 위생약학 약학박사

이 명 구 〃 임상약학 약학박사

김 영 수 〃 생화학 이학박사

오 기 완 〃 약물학 약학박사

유 환 수 〃 위생약학·공중보건학 약학박사

홍 진 태 부교수 독성학 약학박사

황 방 연 〃 생약학 약학박사

임 성 실 조교수 임상약학 임상약학박사

한 상 배 〃 생물과학 이학박사

이 미 경 〃 생약학 약학박사

최 보 경 조교

○ 제약학과

문 동 철 교수 분석화학 약학박사

한    건 〃 약제학 약학박사

정 연 복 〃 약물동태학 약학박사

이 용 문 〃 분석화학·약학 약학박사

이 종 길 〃 면역학 이학박사

이 희 순 〃 유기약품제조화학 이학박사

박 일 영 〃 물리화학 약학박사

송 석 길 부교수 약품미생물학 이학박사

정 재 경 〃 약화학 약학박사

이 수 재 〃 고분자과학 이학박사

김 동 선 조교

주 선 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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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과 학

○ 의학과

홍 장 수 교수 흉부외과 의학박사

송 영 진 〃 일반외과 의학박사

김 동 호 〃 신경외과 의학박사

김 원 재 〃 비뇨기과 의학박사

엄 기 선 〃 기생충학 수의학박사

송 형 근 〃 해부병리학 의학박사

김 학 순 〃 산부인과 의학박사

신 시 옥 교수 이비인후과 의학박사

김 승 택 〃 내과학 의학박사

궁 성 수 〃 내과학·핵의학 의학박사

안 희 열 〃 가축약리학 동경대박사

김 응 국 〃 생화학 의학박사

차 은 종 〃 의공학 의공학박사

김 석 용 〃 미생물학 의학박사

임 승 운 〃 마취과학 의학박사

이 상 전 〃 외과학 의학박사

김 승 렬 〃 생화학 의학박사

김 미 경 〃 내과학 의학박사

윤 세 진 〃 내과학 의학박사

이 태 수 〃 의공학 공학박사

한 헌 석 〃 소아과학 의학박사

형 성 민 〃 안과학 의학박사

박 길 선 〃 영상의학 의학박사

이 상 익 〃 정신과학 의학박사

조 명 찬 〃 내과학 의학박사

윤 태 영 〃 피부과학 의학박사

김 영 규 〃 신경외과학 의학박사

최 재 운 〃 외과학 의학박사

이 상 수 〃 신경과학 의학박사

이 경 무 〃 재활의학 의학박사

김 성 진 〃 영상의학 의학박사

이 무 섭 〃 신경외과학 의학박사

박 우 윤 〃 방사선종양학 의학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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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헌 〃 예방의학 의학박사

하 태 선 〃 소아과학 의학박사

이 은 영 〃 해부학 의학박사

이 상 진 〃 생리학 의학박사

장 이 찬 〃 외과학 의학박사

차 상 훈 〃 영상의학 의학박사

구 용 숙 〃 생리학 의학박사

배 석 철 〃 생화학 약학박사

김 용 민 〃 정형외과학 의학박사

홍 종 면 〃 흉부외과학 의학박사

김 헌 식 〃 약리학 의학박사

강    훈 교수 마취과학 의학석사

김 동 운 〃 내과학 의학박사

정 은 환 〃 산부인과학 의학박사

최 영 석 〃 이비인후과학 의학박사

김 경 원 〃 치과학 치의학박사

오 태 근 〃 내과학 의학박사

윤 효 영 〃 외과학 의학박사

민 경 수 〃 신경외과학 의학박사

한 기 석 〃 영상의학 의학석사

김 원 동 〃 방사선종양학 의학박사

손 현 준 〃 해부학 의학박사

박 선 미 〃 내과학 의학박사

신 철 진 〃 정신과학 의학박사

이 기 형 〃 내과학 의학석사

최 강 현 〃 내과학 의학박사

이 상 철 〃 비뇨기과학 의학박사

한 윤 수 〃 소아과학 의학박사

이 성 현 〃 신경과학 의학박사

이 영 성 〃 의료관리학 의학박사

박 진 우 〃 외과학 의학박사

최 의 성 〃 정형외과학 의학박사

지 일 운 〃 산부인과학 의학박사

김 원 섭 “ 소아과학 의학박사

손 보 라 “ 진단검사의학 의학박사

김 상 태 “ 마취과학 의학박사

최    웅 “ 약리학 의학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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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직      공 학

강 종 원 “ 예방의학 의학박사

김 혜 영 “ 내과학 의학박사

채 희 복 〃 내과학 의학박사

최 미 영 〃 안과학 의학박사

배 진 호 〃 마취과학 의학석사

이 영 민 〃 미생물학 이학박사

배 일 헌 〃 영상의학 의학석사

손 정 우 〃 정신과학 의학석사

이 동 욱 〃 이비인인후과 의학박사

신 경 섭 〃 진단검사의학 의학박사

방 희 제 〃 재활의학 의학석사

서 제 훈 부교수 해부학 의학박사

김 양 미 〃 생리학 수의학박사

김 영 철 〃 생리학 의학박사

신 은 영 〃 생화학 의학박사

김 형 규 〃 미생물학 이학박사

김 찬 형 〃 약리학 의학박사

박 중 기 〃 기생충학 이학박사

김 용 대 〃 예방의학 의학박사

박 경 진 〃 정형외과학 의학석사

손 현 철 〃 정형외과학 의학석사

권 순 길 〃 신장내과학 의학석사

최 중 국 〃 Molecular Biology 이학박사

김 동 수 〃 정형외과학 의학석사

이 은 영 〃 치의학 치의학석사

이 석 우 〃 응급의학 의학석사

이 기 만 〃 호흡기내과 의학석사

이 용 희 〃 생화학 약학박사

박 연 진 〃 신부인과학 의학석사

황 경 국 〃 내과학 의학박사

최 영 기 〃 virology 수의학박사

이 의 태 조교수 성형외과학 의학석사

김 경 아 〃 의용생체공학 공학박사

이 옥 준 〃 병리학 의학석사

김    훈 〃 응급의학 의학석사

홍 승 화 〃 산부인과학 의학석사

신 동 익 부교수 신경과학 의학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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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직      공 학

강 길 원 〃 의료윤리학 의학박사

김 시 경 조교수 신경정신과학 의학석사

김 지 윤 〃 소아과학 의학석사

김 시 욱 〃 흉부외과학 의학석사

성 노 현 교수 의과학(임상병리학) 의학박사

류 동 희 조교수 외과학 의학석사

심 우 섭 〃 이빈후과학 의학석사

윤 석 중 〃 비뇨기과학 의학박사

이 동 근 〃 성형외과학 의학박사

이 지 연 〃 피부과학 의학박사

김 용 준 〃 비뇨기과학 의학박사

임 병 철 조교수 신경외과 의학박사

배 장 환 〃 내과학 의학박사

이 호 창 전임강사 병리학 의학석사

정 혜 원 〃 내과학 의학박사

김 원 태 〃 비뇨기과 의학학사

윤 순 만 〃 내과 의학박사

채 주 병 〃 안과 의학석사

김 지 선 〃 신경과 의학석사

이 은 경 조교

구 병 기 “

조 용 석 〃

오 준 영 〃

박 선 희 〃

신 지 윤 〃

하. 종합인력개발원

고 석 하 교수(원장) 경영정보학 공학박사 

김 수 현 교수(상담부장) 심리학 문학박사

이 준 수    교수(취업부장)        식품공학 농학박사 

이 명 옥 조교

심 진 섭 〃

홍 창 희 〃

채 주 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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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명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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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수로 추대됨.

소속 성   명 임용일자

법학부 안홍국 1987. 09. 01

약학과 오유진 1988. 09. 01

수학교육과 윤영수 1989. 09. 01

농화학과 조성진 1990. 03. 01

산림과학부 정대성 1990. 09. 01

산림과학부 백승언 1991. 03. 01

산림과학부 이만우 1993. 03. 01

농공학과 김철기 1993. 03. 01

약학과 원정희 1993. 09. 01

농학과 조동삼 1994. 03. 01

축산학과 이택원 1994. 03. 01

국어교육과 이수봉 1994. 03. 01

농생물학과 심재섭 1994. 11. 25

공법학과 오세탁 1995. 09. 01

국제경영학과 김복문 1996. 09. 01

농학과 안장헌 1997. 03. 01

과학교육과(생물) 황긍연 1997. 03. 01

전기전자공학부 이한식 1997. 09. 01

농공학과 남궁달 1997. 09. 01

사회교육과 김태영 1997. 09. 01

화학공학과 이낭호 1998. 03. 01

농학과 김주읍 1998. 03. 01

농생물학과 허  훈 1998. 03. 01

농화학과 육창수 1998. 03. 01

기계공학부 황수철 1998. 09. 01

영어영문학과 곽동벽 1999. 03. 01

축산학과 김종욱 1999. 03. 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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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속 성   명 임용일자

연초학과 변주섭 1999. 03. 01

전기전자공학부 이종하 1999. 09. 01

토목공학과 신봉호 1999. 09. 01

식품공학과 김교창 1999. 09. 01

교육학과 이충원 1999. 09. 01

사학과 김진봉 2000. 03. 01

물리학과 홍성렬 2000. 03. 01

산림과학부 민두식 2000. 03. 01

산림과학부 윤정구 2000. 03. 01

영어교육과 이진환 2000. 03. 01

컴퓨터교육과 이동한 2000. 03. 01

행정학과 이지훈 2000. 09. 01

수학교육과 임종술 2000. 09. 01

독어독문학과 김인관 2001. 03. 01

독어독문학과 이명우 2001. 03. 01

체육학과 김종성 2001. 03. 01

구조시스템공학과 황충열 2001. 03. 01

교육학과 박동준 2001. 03. 01

체육학과 이종각 2001. 09. 01

건축공학과 김흥곤 2001. 09. 01

화학공학부 홍성선 2001. 09. 01

농업경제학과 강신우 2001. 09. 01

농생물학과 정봉구 2001. 09. 01

과학교육학부(화학) 이남기 2001. 09. 01

약학과 김학성 2001. 09. 01

제약학과 한성순 2001. 09. 01

전기전자컴퓨터공학부 김홍기 2002. 03. 01

정치외교학과 박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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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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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속 성   명 임용일자

수학교육과 김태성 2002. 09. 01

약학과 이경순 2002. 09. 01

체육학과 조경욱 2003. 03. 01

화학과 김동원 2003. 03. 01

화학과 이병춘 2003. 03. 01

교육학과 박종삼 2003. 03. 01

미술과(조소) 김수현 2003. 09. 01

체육학과 김태완 2003. 09. 01

화학공학부 남기대 2003. 09. 01

농생물학과 김정화 2003. 09. 01

영어교육과 진선주 2003. 09. 01

국어국문학과 신용대 2004. 03. 01

영어영문학과 박용수 2004. 03. 01

농업경제학과 권원달 2004. 03. 01

식물자원학과 박상일 2004. 03. 01

전기전자컴퓨터공학부 구연설 2004. 09. 01

사회학과 도흥열 2004. 09. 01

경제학과 서민석 2004. 09. 01

경영학부 이동수 2004. 09. 01

토목공학과 심순보 2004. 09. 01

농업기계공학과 송현갑 2004. 09. 01

법학부 김윤구 2004. 09. 01

영어교육과 박주현 2004. 09. 01

국민윤리교육과 김재덕 2004. 09. 01

생명과학부 김치경 2005. 03. 01

지역건설공학과 이순혁 2005. 03. 01

농화학과 이재구 2005. 03. 01

경제학과 조수종 2005. 09. 01

체육학과 이규문 2005. 09. 01

경영학부 양종택 2005. 09. 01

토목공학과 구봉근 2005. 09. 01

기계공학부 김성청 2005. 09. 01

재료공학과 위명용 2005. 09. 01

국민윤리교육과 김   명 2005. 09. 01

전기전자컴퓨터공학부 유정웅 2006. 03. 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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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속 성   명 임용일자

물리학과 문영모 2006. 03. 01

화학과 정용순 2006. 03. 01

화학공학부 김공수 2006. 03. 01

영어교육과 김기홍 2006. 03. 01

물리교육과 안병균 2006. 03. 01

생물교육과 강상준 2006. 03. 01

제약학과 정우태 2006. 03. 01

정치외교학과 유지훈 2006. 09. 01

경제학과 박정수 2006. 09. 01

경영학부 안길상 2006. 09. 01

교육학과 박재문 2006. 09. 01

영어교육과 전홍실 2006. 09. 01

지리교육과 성준용 2006. 09. 01

생물교육과 박인근 2006. 09. 01

아동복지학과 정영숙 2006. 09. 01

약학과 민경락 2006. 09. 01

불어불문학과 천윤호 2007. 03. 01

고고미술사학과 이융조 2007. 03. 01

심리학과 김유진 2007. 03. 01

약학과 노재섭 2007. 03. 01

농업경제학과 성진근 2007. 03. 01

생물자원생산학부 신주식 2007. 03. 01

산림과학.지역건설공학부 김홍은 2007. 03. 01

응용생명환경학부 김재정 2007. 03. 01

토목공학부 안상진 2007. 03. 01

사회교육과 강환국 2007. 03. 01

생물교육과 고성덕 2007. 03. 01

영어영문학과 이계병 2007. 09. 01

미술과(동양화) 홍병학 2007. 09. 01

행정학과 박대운 2007. 09. 01

수학과 임성모 2007. 09. 01

토목공학부 신방웅 2007. 09. 01

건축학과 김낙춘 2007. 09. 01

지리교육과 강영복 2007. 09. 01

불어불문학과 장성중 2008. 03. 01

정치외교학과 민병학 2008. 03. 01

응용생명환경학부 이희봉 2008. 09. 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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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 속 성  명 임용일자

수학과 임동일 2008. 09. 01

경제학과 이영훈 2009. 03. 01

건축학과 이훈 2009. 03. 01

전기전자컴퓨터공학부 조기형 2009. 03. 01

응용생명환경학부 신영철 2009. 03. 01

화학교육과 김두영 2009. 03. 01

국어국문학과 성현자 2009. 09. 01

독어독문학과 오청자 2009. 09. 01

철학과 박완규 2009. 09. 01

철학과 정동호 2009. 09. 01

생화학과 최정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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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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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행정직원

가. 본부

소   속 직   급 성  명

총장실 비서실(실장) 행정사무관

행정주사

조교

이종혁

김선백

김효진

교무처 교무과(과장)

학사과(과장)

서기관

행정주사

행정주사

행정주사보

행정주사보

조교

조교

기능8급사무실무원

기능9급사무실무원

기성회사무원

행정사무관

행정주사

행정주사

행정주사

행정주사보

행정주사보

행정서기

행정서기보

조교

기능8급사무실무원

기능8급사무실무원

기성회사무원

기성회사무원

조영택

박상락

김종진

김영일

권오인

조민기

정태욱

이혜재

홍구표

김연희

조길환

홍성길

김지호

배대식

지석현

조성준

오영옥

박종현

정영훈

남대현

박성희

유문자

연제분

학생처 학생과(과장) 행정사무관

행정주사

행정주사

식품위생주사

행정주사보

행정서기보

조교

조교

조교

기성회사무원

기성회사무원

전찬주

박경애

신청수

채현숙

이민근

이선호

이종희

임원정

박병현

김선영

김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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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   속 직   급 성  명

학생처 학생과 기성회사무원

기성회사무원

고명옥

채금옥

기획처 기획평가과(과장)

대외협력과(과장)

서기관

행정주사

행정주사

행정주사보

행정서기

공업서기

조교

기성회사무원

행정사무관

행정주사

행정주사보

조교

기성회사무원

배동인

김진수

김운영

임병훈

이민경

박용규

정성연

김미경

임병철

정진혁

정찬숙

김명신

김영옥

사무국 총무과(과장) 행정사무관

행정주사

행정주사

사서주사보

행정주사보

행정서기

행정서기

행정서기

기능6급농림장

기능7급기계장

기능8급운전원

기능8급운전원

기능8급운전원

기능8급운전원

기능8급기계원

기능8급열관리원

기능10급운전원

기능10급운전원

기능10급운전원

기능10급기계원

기능8급사무실무원

기능9급사무실무원

기능9급사무실무원

기능10급위생원

기성회사무원

이기섭

상형진

강태희

정숙자

민명기

정현민

박진영

송재철

김형기

연제환

우창성

정상오

신용식

김용수

박부수

이기훈

윤대근

조기중

강현식

공면규

방용집

이지숙

이미원

이진희

박상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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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   속 직   급 성  명

사무국

경리과(과장)

시설과(과장)

시설과

기성회사무원

기성회위생원

기성회위생원

기성회위생원

기성회위생원

기성회위생원

기성회위생원

기성회방호원

기성회방호원

행정사무관

행정주사

행정주사

행정주사

행정주사보

행정주사보

보건주사보

임업주사보

행정서기

행정서기

기능10급화공원

기술서기관

시설사무관

공업사무관

공업주사

공업주사

공업주사

공업주사

환경주사

시설주사

시설주사

시설주사

시설주사

시설주사보

시설주사보

시설서기

기능6급전기장

기능6급기계장

기능6급통신장

기능6급통신장

기능6급전기장

기능6급기계장

이미선

강호갑

최성섭

안이찬

최봉기

김중기

윤영숙

박근택

함광성

임성식

유평모

노재승

신병숙

서정민

유근혁

서해철

임형석

최인숙

최난희

왕형래

박철희

이종성

김상구

안성근

민창기

박흥용

김  학

박주선

김봉기

우종운

김원술

류호관

오미현

우재근

정상인

고적준

장순종

김연배

신  철

고상대

조일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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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   속 직   급 성  명

사무국 시설과 기능7급전기장

기능7급전기장

기능7급통신장

기능7급기계장

기능7급기계장

기능8급기계원

기능8급열관리원

기능8급기계원

기능8급건축원

기능8급전기원

기능8급기계원

기능8급기계원

기능10급건축원

기성회기계원

기성회난방원

왕종은

우종현

김상인

이종의

이상길

추교군

류인기

구헌림

이기봉

김래완

곽영남

곽영봉

김영우

신대호

곽영권

산학협력단 산학행정부(부장)

학술연구부(부장)

서기관

행정주사

행정주사

행정주사보

행정서기

조교

기성회사무원

기성회사무원

행정사무관

공업주사

행정주사

행정주사

조교

조교

기능10급사무실무원

기성회사무원

김영형

임천순

육심홍

신용관

이찬호

신보기

이상미

정태진

임  복

김희욱

전인철

곽선종

정현희

윤승현

김춘환

전미경

입학관리본부 입학관리과(과장) 서기관

행정주사

행정주사

행정주사보

조교

기성회사무원 

기성회사무원

류재춘

이종영

김풍순

박준희

이준호

권의경

이예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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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   속 직   급 성  명

입학관리본부 입학전형실(실장) 조교수 

기성회사무원

입학사정관

입학사정관

입학사정관

입학사정관

입학사정관

입학사정관

서상택

윤지영

임기현

박경석

고성희

유은선

이상희

전경호

충북대학교 충북대학교(파견-국무총리실)

충북대학교(인사교류파견-한국교원대)

충북대학교(육아휴직)

사무국 총무과(육아휴직)

행정사무관

행정주사

행정주사보

행정주사보

행정주사보

행정주사보

행정주사보

기성회사무원

기성회사무원

기성회사무원

임용빈

임동순

유수경

우재성

방명환

박지혜

신지혜

이혜령

한희경

이소현



3. 행정직원  89

나. 학

소   속 직   급 성  명

제1행정실

(인문대학)

행정사무관

행정주사

기능8급사무실무원

기능10급사무실무원

기성회사무원

고천영

이철우

정대희

박혜숙

정숙자

제2행정실

(사회과학대학·법과대학) 

행정사무관

행정주사

행정주사

사회복지주사보

기능7급토목장

기능8급사무실무원

기능8급사무실무원

기능10급사무실무원

기성회사무원

기성회사무원

박미환

이은향

임만섭

이양숙

이윤재

송대호

연숙희

김성호

정진이

김은숙

제3행정실

(자연과학대학)

행정사무관

행정주사

보건주사보

기능8급사무실무원

기능8급사무실무원

기능10급사무실무원

기성회사무원

기성회위생원

남대현

박시현

정태헌

배주식

문자원

최윤정

연은옥

방혜숙

제4행정실

(경영대학)

행정사무관

행정주사

기능7급사무실무장

기능8급사무실무원

기성회사무원

허  경

박순해

안병주

하준용

김정순

제5행정실

(공과대학·전자정보대학)

행정사무관

행정주사

행정주사

공업주사

행정주사보

기능6급기계장

기능8급기계원

기능7급사무실무장

기능8급사무실무원

기능8급사무실무원

기능8급사무실무원

이재춘

김동영

신종우

우갑수

김경희

나기철

정명수

오병헌

송만호

오종순

안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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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   속 직   급 성  명

제5행정실

(공과대학·전자정보대학)

기성회사무원

기성회사무원

기성회사무원

기성회사무원

기성회사무원

기성회위생원

기성회위생원

김미회

안선호

박영희

이자임

유호분

김명자

이정숙

제6행정실

(농업생명환경대학)

행정사무관

행정주사

농업주사

농업주사보

행정서기보

기능6급기계장

기능8급농림원

기능10급농림원

기능8급위생원

기능10급위생원

기능10급위생원

기능10급위생원

기능10급위생원

기성회사무원

기성회위생원

기성회위생원

기성회위생원

이순석 

이대석

이철호

오진수

최지민

노용호

최병구

정현수

류회영

박상경

강준식

이정민

권완구

석미정

정운성

유경석

박승순

제7행정실 

(사범대학·생활과학대학)

행정사무관

행정주사

공업주사

행정서기보

기능7급사무실무장

기능8급사무실무원

기능8급위생원

기성회사무원

기성회사무원

기성회사무원

기성회사무원

기성회사무원

기성회위생원

기성회위생원

기성회위생원

정명호

남순란

류종수

손성섭

신금수

김경식

장향자

유창열

김영희

박서진

송영호

유정우

허명희

권혁자

박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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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   속 직   급 성  명

제8행정실

(수의과대학·약학대학·

의과대학)

서기관

시설주사

수의주사

행정주사

공업주사

의료기술주사보

의료기술주사보

행정서기

기능8급사무실무원

기성회사무원

기성회사무원

기성회사무원

기성회사무원

기성회사무원

기성회사무원

기성회해부실험원

기성회실험원

박윤성

이예목

한태성

연경흠

엄기일

황선종

김  현

연해원

김문배

정선화

박미진

김미영

조미정

정금연

민순옥

홍성룡

한희근

다. 부속시설

소   속 직   급 성  명

도서관

자료지원과

사서사무관

사서주사

사서주사

행정주사보

사서주사보

사서주사보

사서주사보

사서주사보

조교

기능8급사무실무원

기성회사무원

남윤범

정상경

이병국

이동현

우상운

이지영

어지수

이지현

김도우

김대중

이수영

자료운영과 사서사무관

사서주사

사서주사

사서주사

사서주사

사서주사

사서주사

사서주사

윤순근

이상돈

전민호

이영미

강동석

윤효중

양승관

박종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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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   속 직   급 성  명

자료운영과 사서주사

사서주사보

사서서기

기능6급기계장

기능8급사무실무원

김춘식

김봉희

임나리

송재문

이인숙

의·법대분관 사서주사

사서주사

기능8급사무실무원

한화진

김성은

정회금

전산정보원 전산사무관

전산주사

전산주사

전산주사

전산주사

전산주사보

전산서기

전산서기

전산서기

조교

조교

조교

조교

기능7급기계장

기성회사무원

박창열

신진호

강전석

김영우

전해옥

김창회

이승호

안현숙

문정윤

이정진

신상우

박남규

송원호

김영순

이영숙

종합인력개발원 행정사무관

조교

조교

조교

조교

기성회사무원

기성회사무원

이상태

홍창희

채주석

이명옥

심진섭

정윤희

김용석

박물관 학예연구사

기성회사무원

기성회학예원

우종윤

김재원

최정수

학생생활관 행정사무관

시설주사

별정6급

전병련

박  호

김명식

보건진료원 의료기술주사

간호주사보

기능10급간호조무원

김학란

박상임

김정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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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   속 직   급 성  명

공동실험실습관 공업주사

공업주사

공업주사보

공업주사보

조교

조교

조교

기성회사무원

이정희

김동현

원광희

허민선

전정선

채홍철

홍란선

곽옥부

국제교류원 행정주사

조교

조교

조교

기능9급사무실무원

기성회사무원

김경완

이재승

황선영

황태환

김혜미

안현선

실험동물연구지원센터 수의연구사

수의연구사

수의주사

수의주사보

기능9급전기원

기성회사무원

채희열

임용환

지형진

김명환

김두묵

김용섭

부설중·고등학교 행정주사

행정서기

행정서기보

기능8급위생원

기능10급위생원

김명구

이정애

김민성

김호규

한승우

장애지원센터 사회복지주사보

기성회사무원

오윤심

박영순

천문대 공업서기 윤요라

평생교육원 보건사무관

조교

이순동

이병두

신문방송사 조교

기성회사무원

임기정

김정임

예비군연대 예비군연대장

별정7급

참모요원

권재모

정학룡

이종택

교수학습지원센터 기성회사무원 윤영주

체육관리진흥관리위원회 조교 김학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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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직원 황

구  분 정  원 현  원 과△부족

일반직 159 165 6

별정직 2 2

기능직 81 80

총   계 242 247 6

연구직 3 3

(기성회직 : 75명)



Ⅳ. 단과 학  학과

1. 인문 학

2. 사회과학 학

3. 자연과학 학

4. 경 학

5. 공과 학

6. 자정보 학

7. 농업생명환경 학

8. 법과 학

9. 사범 학

10. 생활과학 학

11. 수의과 학

12. 약학 학

13. 의과 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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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인문 학(College of Humanities)

인문대학에는 국어국문학과, 중어중문학과, 영어영문학과, 독어독문학과, 불어불문학과, 

철학과, 사학과, 고고미술사학과, 노어노문학과 및 미술과의 10개 학과가 설치되어 있다. 

인문학 연구영역은 文, 史, 哲이므로, 인문대학은 인문학 전분야를 포괄하고 있는 셈이다. 

인문학은 인간 고유의 가치와 존엄성을 인식하고, 제반 인문현상에 대해 바르게 이해하고 

분석, 평가하여 인류사회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학문이다. 인간의 존엄성은 자유

정신에서 비롯되고, 창조활동은 물론 참된 민주주의도 가능할 수 있으므로, 자유정신 즉 

인문정신의 창달이야말로 더할 수 없이 중요한 의의를 가진다. 그러므로, 인문학을 꽃피울 

때 바람직한 전인적 인간도 형성될 수 있으며, 대학의 이상현실이나 참다운 전통의 발전적 

계승도 가능할것이다. 

오늘날 자연과학은 눈부신 발전을 거듭하고 있다. 그러나 인간소외, 자연환경파괴, 물

질주의 팽배, 인륜도덕의 타락 등 온갖 부정적 측면이 날로 증가됨을 생각할 때, 인문학의 

막중한 사명이 무엇인가는 자명해 진다. 인문학이 모든 학문의 선도적 역할을 담당할 때, 

그러한 모든 문제에 대한 해결책도 강구될 수 있을 것이고, 인류가 염원하는 이상사회도 

실현될 수 있을 것이기 때문이다. 

인문 학

국어국문학과

중어중문학과

영어영문학과

독어독문학과

불어불문학과

노어노문학과

철학과

사학과

고고미술사학과

미술과

 (동양화전공)

 (서양화전공)

 (조소전공)

 (시각디자인전공)

□ 국어국문학과(Department of Korean Language and Literature)

 국어국문학과는 한국 언어와 한국 문학을 중심으로 민족 문화 전반에 대한 학문적 탐구

와 교양인으로서의 자질함양을 목표로 한다. 1981년에 개설되어 현재까지 다양한 측면에

서 학문의 발전을 이룩하며 수많은 인재 양성에 힘써왔다. 국어국문학과의 학생들은 재학 

중에 정규 교과과정을 중심으로 한 학술연마와 더불어 나랏말제, 학술답사, 발표회, 동

아리 활동 등을 통하여 전문적인 실력과 인격을 성장시켜 나아가고 있다. 그리고 졸업 후

에는 대학원 진학, 교사, 언론인, 편집인, 출판인, 공무원, 전문강사, 시인, 작가 등으로 

활동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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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문학과(Department of Chinese Language and Literature)

중어중문학과는 1980년에 설립하여, 중국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각종 분야에서 한중

간의 교류에 종사하는 중국전문가를 양성하여 왔다. 우리학과는 중국전문가 양성을 위하여 

특별히 언어와 문학 교육에 중점을 두어 실시하고 있으며, 중국어의 구조 및 듣기 말하기․
쓰기․읽기 능력을 배양할 수 있는 실용적인 과목을 대폭 실시함과 동시에 중국의 고전문학

과 현대문학을 두루 학습하여 중국에 대한 심도 있는 이해를 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 졸업생들은 대학원 진학, 교직, 정부, 방송국, 신문사, 잡지사, 출판사, 은행, 외국인

회사, 무역회사, 일반기업체 등 분야에서 활동하고 있다.

□ 어 문학과(Department of English Language and Literature)

영어영문학과의 설립취지는, 전공학생들에게 영어학과 영문학 분야의 전공지식을 습득하

는 것은 물론 실용적인 영어구사능력을 기르고 영미문화 전반에 대한 이해의 폭을 넓힐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국제화 시대에 사회에 기여할 수 있는 인재를 양성하는 것이다. 

주요 교과 내용으로 영어학과 영미문학의 여러 분야 및 실용적인 영어 능력 배양 교과

목 등이 포함되며 학사, 석사, 박사 학위 취득이 가능하다. 

1980년 2월에 설립되어 25회에 걸친 졸업생을 배출하였으며, 졸업생들은 교육계, 금융

계, 언론계, 항공업계, 공공기관 등 다양한 분야에서 활약하고 있다.

□ 독어독문학과(Department of German Language and Literature)

충북대학교 독어독문학과는 1980년에 설립되었으며, <독어학>, <독문학>, <외국어로서

의 독일어>, <독일학>에 관해 연구와 강의를 하고 있다.

<독어학> 분야에서는 독일어의 변천사, 독일어의 음운론적, 통사론적, 의미론적 구조와 

형태를 세부적으로 분석하고 연구한다. <독문학> 분야에서는 소설, 희곡, 시, 비평 등 각 

장르의 독일문학을 시대별․작가별로 나누어 다양하고 폭넓게 연구하고 있다. <외국어로서

의 독일어>분야에서는 독일어에 대한 기초적인 지식을 습득시키고, 한국인에게 적합한 어

학실습 단계를 통해 실용적인 독일어 구사 능력을 함양시키고 있으며 <독일학> 분야에서

는 독일의 역사,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등 독일에 대한 전반적인 상황을 다각도로 깊이 

있게 연구하여, 궁극적으로 우리의 사회․문화와 연계하고 있다.

독어독문학과에서 교육을 받은 졸업생은 다양한 분야에서 활동할 수 있다. 우선 언론방

송기관의 PD ․ 기자 ․ 해외특파원, 외교관, 번역가, 통역사, 출판편집인 등 전문직 분야에

서 개인의 능력과 전문지식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다. 

그리고 일반직 분야로는 공공기관, 금융계, 무역업, 기업체를 꼽을 수 있다. 특히 200

여 개의 주한 독일 기업체 및 한독 제휴 기업체에서 활동할 경우에는 그 동안 닦은 독일

어 실력과 독일 사정을 십분 활용할 수 있는 가능성이 열려 있다.

또한 대학원 진학과 유학을 통하여 학자와 교육자의 길로 들어서게 되면 학문발전 및 

후진양성에 이바지할 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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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불어불문학과(Department of French Language and Literature)

불어불문학전공은 프랑스어와 문화를 익히고, 프랑스 문학의 전통을 연구하며, 프랑스 

언어학의 기본적인 이론과 개념을 이해함으로써, 문학과 언어, 인간과 세계를 인식하고 해

석할 수 있는 넓고 깊은 안목을 가진 전문인을 양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불어불문학

과를 졸업한 학생들은 언론방송기관의 프로듀서·기자·아나운서, 항공사 스튜어디스 등 

아주 다양한 분야에서 활동하고 있다. 또한 대학원 진학과 유학을 통하여 학자와 교육자의 

길을 택하여 대학 강단에서 강의하면서 후진양성에 이바지하기도 한다.

□ 노어노문학과(Department of Russian Language and Literature)

노어노문학과는 현대 러시아어의 습득을 기본 바탕으로 하여, 깊이 있는 러시아어학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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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 다양한 

문학관련 과목의 강의를 통하여 러시아 문학작품과 이론뿐만 아니라 러시아 지역의 사회

와 문화에 관한 전반적인 지식을 습득케 하며, 이를 기반으로 러시아문학과 한국문학을 비

교 분석할 수 있는 능력을 함양한다. 이러한 어문학적 전문지식과 전인적 교양을 바탕으로 

졸업 후 사회에 능동적으로 적응하여 사회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유능한 인력을 양성한다. 

□ 철학과(Department of Philosophy)

철학과는 동양과 서양, 그리고 한국의 고대철학에서 현대철학의 제조류에 이르기까지 

철학의 전반을 연구 ․ 교육함으로써 단순한 철학적인 지식을 전달하는데 그치지 않고 폭넓

은 독서와 끊임없는 사색을 통해 비판적인 태도를 함양함과 아울러, 다양한 철학자들의 사

상을 비판적으로 분석함으로써 올바른 가치관의 형성을 교육의 목적으로 한다. 

그러므로 철학과는 다양한 철학을 이해하기 위한 기초적인 외국어 해독 능력을 요구하고 

있으며, 졸업 후에는 대학원 진학, 언론계, 정치계, 교직, 일반기업체로의 진출이 가능하다.

□ 사학과(Department of History)

역사학은 과거에 있었던 역사적 사실을 발굴․비판하여 현재의 상황을 올바로 이해하고, 

인간의 미래에 대하여 종합적이고 합리적인 기초를 제공하고자 하는 데에 그 목표를 둔다

고 할 수 있다.

사학과는 1983년에 설립되었으며, 교과과정은 한국사·동양사·서양사로 나누어져 있

고, 각 분야를 시대순으로 분류하여 고대·중세·근현대사 순으로 강의가 진행되고 있다. 

그리고 고문헌 및 다른 나라의 사서를 공부해야 하는 학문의 특성상 한문 및 외국어 강독

과목을 개설하였고, 연관성이 있는 학과의 교과과목 중 일부를 사학과의 전공과목으로 인

정하고 있다. 또 일년에 두 차례 진행되는 답사를 통하여 전국의 문물과 문화유적지를 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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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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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판분야에서 많

은 활동을 하고 있다.

□ 고고미술사학과(Department of Archaeology and Art Hist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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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각

품·회화 등 미술품의 분석방법을 교육한다.

□ 미술과(Department of Arts and Design)

미술과의 교육목표는 인류의 삶을 풍요롭고 건강하게 제시하는 전문 예술가와 디자이너

를 양성하는데 있다. 이는 궁극적으로 21세기 문화 ․ 예술 시대의 패러다임에 걸 맞는 창

의력과 통찰력을 겸비한 미래의 문화기술(Culture Technology) 지도자를 배출하는 것이

다.

동양화 ․ 서양화 ․ 조소 ․ 시각디자인의 네 개 전공은 인문학의 지식체계와 문화 ․ 예술

의 감성체계를 교차 교육하는 균형 잡힌 교과과정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학생 스스로 진로

를 설계할 수 있도록 열려 있다.

특히 미술디자인교육의 특성에 적합하게 설계된 신축 미술관과 스튜디오에서는 전공별 

특성에 맞는 다양한 미디어 체험교육이 진행된다. 학생들은 저마다의 개인별 창작공간에서 

자신의 작품세계를 구축해 가고 갤러리에서는 수시로 그 과정과 성과를 가늠하는 작품전

이 열린다. 정규 교과과정 외에도 세미나, 워크숍, 특강 등의 프로그램을 통해 명망 있는 

국내외의 작가나 디자이너, 문화평론가 등을 초청하여 세계 문화 ․ 예술의 흐름을 읽을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고 있다. 

또한 엄격한 학사과정을 마치는 소수의 졸업자는 아트디렉터, 미술작가, 디자이너, 교

육자, 큐레이터, 문화기획자 등으로 국내외를 망라한 세계 곳곳에서 왕성하게 활동하고 있

다. 충북대학교 미술과는 이러한 진취적 목표의식과 열정을 통해 미술세계의 중심, 세계미

술의 관문으로써 그 영역을 지속적으로 확장해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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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사회과학 학(College of Social Sciences)

1977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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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대학에서는 전문화와 분업화에 입각하여 

37명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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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히, 본 대학에서는 국가와 지역사회가 요구하는바 여러 가지 현실 문제를 해결하는데 

필요한 지식과 실제 활용 능력과 전문성을 높이기 위해 이론 뿐 아니라 현장교육과 실습

교육을 강조하고 있다. 또한, 세계화와 정보화에 대비하여 학생들에게 어학능력과 컴퓨터 

및 인터넷 활용 능력을 함양시키는데도 역점을 두고 있으며, 이를 위해 멀티미디어실, 첨

단강의실, 실험실습실, 자료실 등을 운영하고 있다.

30여 년의 역사 속에서 배출된 6,000여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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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회과학 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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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궁극적인 목적은 사회현상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는 사회학적 이론을 정립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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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사회학 교육의 목표는 직․간접적인 개인의 경험을 사회구조와의 관계 속에서 조명

하며 사회현실을 과학적으로 탐구하는 능력을 계발하는 것이다. 사회학도들은 현대사회의 

여러 측면을 체계적으로 연구하기 때문에 졸업 후에 다양한 진로를 모색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사회학과 졸업생들은 언론계, 광고 및 조사기관, 공무원, 교육계, 금융기관, 각종 사

회단체 및 복지기관, 그리고 기업체 등으로 진출하고 있다. 최근에는 사회조사분석사와 같

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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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회과학

의 교차점에 위치하여 다양한 분야의 지식들을 인간의 마음과 행동이라는 연구대상으로 

종합하여 적용하는 동시에 심리학의 연구들에서 축적 된 지식들을 다시 다양한 분야들로 

적용하도록 함으로써 여러 현상들의 이해를 도와준다. 심리학은 자연과학대학이나 인문대

학에도 속할 수 있을 만큼 학문의 다양성이 크다. 인간의 마음과 행동을 연구대상으로 하

기 때문에 다루는 주제가 매우 다양하다. 

크게 기초심리학과 응용심리학으로 나눌 수 있다. 기초심리학은 인간의 기초적인 심리

과정을 다루는데, 인지심리학, 지각심리학, 학습심리학, 성격심리학, 생물심리학, 사회심리

학, 언어심리학, 발달심리학 등이 있다. 응용심리학은 기본적인 심리학적 지식을 실제 장

면에 적용시키는 것으로, 임상/상담 심리학, 산업/조직 심리학, 건강심리학, 소비자/광고 

심리학, 범죄심리학 등이 있다. 개인의 정신이나 행동장애를 진단하고 치료하는 임상 및 

상담심리학, 그리고 산업체나 기타 조직 장면에서의 능률과 적응들에 관여하는 산업 및 조

직심리학 등이 대표적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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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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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관리자로서 활약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대학원에 진학하여 석․박사과정을 수료하고 학위

를 취득하여 연구기관의 연구원 또는 대학교수가 되는 길로서 학문에 대한 정열을 가진 

학생들의 지원이 늘고 있다.

□ 정치외교학과(Department of Political Science and International 

Relations)

정치외교학이란 정치와 외교에 관한 문제를 연구하는 학문이다. 정치학은 정치현상, 즉 

정부나 정치과정, 정부형태와 그 목적 등을 체계적으로 분석 서술하고 해명, 비판하는 학

문이며, 외교학은 폭넓은 시각으로 국제정치의 현실을 파악하고 이에 따라 복잡한 국제관

계 속에서 한국의 나아갈 길을 모색할 수 있는 지식을 배우는 학문이다. 

특히, 국제화, 세계화, 지방화, 민주화 등에서 이론과 실천 양면에서 가장 직결되는 최

첨단 학문분야이기도 하다. 따라서 본 학과는 정치외교에 관계 되는 기초이론과 국내정치

의 현실을 파악하는데 중점을 두고 있다. 또한 복잡한 국제관계 속에서 한국의 나아갈 길

을 모색할 수 있는 인재양성을 목표로 정치이론, 정치사상, 외교사, 국제관계이론, 한국정

치론, 비교정치론, 일본정치, 중국정치, 미국정치, 등 다양하면서도 전문적인 지식을 학습

할 수 있는 과목을 개설하고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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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

제행위나 경제정책을 다루는 이론 경제학 뿐만 아니라, 인접학문이 다루는 기업경영, 법, 

정치, 사회, 행정 등 다양한 분야에 응용할 수 있는 많은 응용 경제학 과목을 개설하고 있

으며, 경제학을 깊이 있게 분석하는 데 필수적인 방법론 과목도 동시에 개설하고 있다. 졸

업 후 곧바로 기업, 금융기관, 공기업 등에 진출하는 경우가 가장 많으며, 각종 시험을 통

해 공무원이 되는 경우, 전문 자격증 취득 후 공공기관, 회계법으로 진출하는 경우, 대학

원 진학 후 연구원, 대학교원으로 진출 하는 경우, 개인사업에 직접 종하사는 경우 등 선

택할 수 있는 진로가 매우 넓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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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자연과학 학(College of Natural Sciences)

1978년에 설립된 자연과학대학은 10개 학과로 신입생을 모집하며, 학부에서 수학, 물

리학, 화학, 생물학, 정보통계학, 미생물학, 생화학, 천문우주학, 지구환경과학 등을 전공

한 이학사와 체육학을 전공한 체육학사를 배출한다. 학부와 연계된 대학원의 10개 학과에

서는 석·박사 전문연구 인력을 양성하고 있다. 현재 87명의 교수가 2,000여명의 학부 학

생을 교육하며 200여명의 대학원생과 함께 전문연구를 수행하고 있으며, 대내외적으로 우

수성을 인정받고 있는 교육과 연구 역량으로 미래첨단과학을 선도하고 있다. 

자연과학 학

수학과

물리학과

화학과

생물학과

정보통계학과

미생물학과

생화학과

천문우주학과

지구환경과학과

체육학과

□ 수학과(Department o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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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학원 석․박사 과정에 개설된 대수학, 해석학, 기하학, 위상수학 등 전공분야를 이수하

고 학위를 받아 21세기 정보화 시대에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졸업생들은 대학, 연구

소, 기업체 등에서 전문가로 활동하고 있으며, 교직과정을 이수하고 공․사립 중․고등학교 

교사로 재직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보험회사, 금융회사, 공무원, 일반기업체, 입시전문회

사, 입시학원 등의 분야로도 진출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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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 수 있도록 교육한다.

대학원에서 고에너지·핵물리학, 통계·전산물리학, 응집물리학, 광 및 반도체물리학 

등의 전공을 이수하고 석사학위나 박사학위를 취득한 졸업생들은 고등교육기관, 국가출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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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기관, 산업체연구소나 산업현장에서 활약하고 있으며, 교직과정을 이수하고 중등학교 

교사로도 근무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인접한 여러 과학 기술 분야에서 복수 전공을 하고 

관련 분야에 종사하기도 한다. 

자성 연구 장비, 광·반도체장비, 표면역학 장비, 방사선 분석 장비 등을 갖추고 연구

를 활발히 하고 있다. 1993년 한국대학교육협의회에서 실시한 전국 물리학과 평가에서 우

수학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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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치

료에 사용되는 여러 가지 신약의 개발 등에서 역할이 더욱 더 중요시되고 있는 화학은 물

질의 구조와 성질 및 반응에 관한 기초이론과 이들에 관한 실험을 체계적으로 학습하도록 

교육하고 있다.

대학원에서 물리화학, 유기 및 생화학, 무기 및 분석화학 석․박사과정의 전공을 위하여 

유기화학연구실, 분자설계연구실, 기체반응속도연구실, 고분자연구실, 유기합성연구실, 물

리화학연구실(진동분광학), 분석화학연구실, 유기기능성신물질연구실, 합성유기화학연구실, 

이론화학연구실, 레이져및이온화학연구실, 유기금속화학연구실, 표면전기분석화학연구실 

무기고체재료연구실 등 총 14개의 연구실에서 활발한 연구 활동을 하고 학생들은 졸업 후 

화학계열 연구소와 각종 기업체연구소나 제약회사, 화장품회사, 농약회사, 석유화학 관련

회사 등에 취업하고 있다.

NMR, FT-IR, UV, HPLC, GC, AAS 등의 고가 기자재를 포함하여 다양한 연구실험기

자재를 보유하고 있다. '94년 한국대학교육협의회에서 실시한 전국 화학과 평가에서 우수

학과로 인정받았으며, 졸업생들은 학계, 연구소 그리고 산업현장에서 핵심인력으로 활동하

고 있다.

□ 생물학과(Department of Biology)

[학부] 1978년 생물학과, [석사] 1982년 생물학과, [박사] 1984년 생물학과 설립

   생물학과는 앞으로 도래할 생명과학의 시대에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균형 있는 

교과과정과 철저한 학업관리를 통해 유능한 인재의 양성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다. 본 

학과의 교과과정은 동물학과 식물학을 중심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이들 동식물에 대한 분

류학, 형태학, 발생학, 생리학, 생태학, 세포생물학, 분자생물학, 유전학, 진화학, 유기화학 

및 생화학 등 관련 학문의 전 분야가 균형 있게 편성되어 있다. 

대학원 석․박사과정은 동물과학 및 보전생물학, 식물과학 및 보전생물학 전공이 설치되

어 있다. 연구시설로는 동물분류학 연구실, 식물생리․생화학 연구실, 동물발생학 연구실, 

조류학 연구실, 식물분류학 연구실, 분자유전학 연구실이 있으며 또한 이들 연구실에는 최

신의 실험자재가 충분히 갖추어져 있어서, 이의 효율적인 활용에 따른 우수한 연구 활동의 

결과가 기대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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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원에서 심오한 전공분야를 이수하여 학위를 취득하면 대학, 기업체연구소, 국공립

산하연구소 등의 전문분야에 종사하게 되며, 현재 졸업생들은 산업연구소와 학계에서 활발

하게 활동하고 있다.

□ 정보통계학과(Department of Information Statistics)

[학부] 1979년 계산 통계학과 - 1983년 전산통계학과 - 1987년 통계학과 - 2003 

정보통계학과, [석사] 1984년 전산통계학과 - 1988년 통계학과, [박사] 1989년 전자계산

학과 신설 - 1997년 통계학과 설립

1978년 사회과학대학 통계학과로 시작한 정보통계학과는 산업사회의 발달로 제공되는 

수많은 정보를 수집, 정리, 분석하여 유효적절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방법을 교육 연

구하여 정보사회에서 제공되는 많은 정보를 효율적으로 수집 분석할 수 있는 전문가를 야

성하기 위하여 교육하고 연구한다.

대학원 석․박사과정에 개설된 이론 통계학, 바이오통계학, 금융통계학을 전공하고 학위

를 받은 졸업생들은 통계전문가로서 대학, 기업체, 연구소 등에서 활약하고 있다. 뿐만 아

니라 폭넓은 통계학 응용분야를 복수로 전공한 졸업생들은 은행, 보험회사, 증권회사, 경

제연구소, 통계청 등에 취업하고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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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1 세기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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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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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졸업 후 다양한 진로를 가진다.

□ 생화학과(Department of Biochemistry) 

[학부] 1986년 생화학과,  [석사] 1990년 생화학과, [박사] 1998년 생화학과 설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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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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활용되

고 있다. 이에 따라 21세기 생명과학의 시대에 적합한 인재를 양성, 배출하기 위하여 전문

교육을 실시한다.

대학원 생화학과에 재학하는 대학원생은 분자생물학, 신경생물학, 분자신생혈관/단백질

학, 단백질구조학, 면역학, 신호전이학 및 세포생화학을 포함하는 생화학연구에 전념하면

서 거의 모두가 연구조교로 장학금을 수혜 받고 있다. 현재 20여명의 석・박사과정 학생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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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천문우주학과(Department of Astronomy and Space Science) 

[학부] 1988년 천문우주학과, [석사] 1994년 천문우주학과, [박사] 1996년 천문우주학

과 설립 

지상 망원경을 이용한 천문학, 대기권 밖 인공위성 관측을 통한 우주천문학(X-선 및 

적외선 천문학), 인공위성이나 우주인에 영향을 미치는 우주공간 변화를 연구하는 우주환

경학, 태양의 활동을 전파수신으로 연구하는 전파천문학, 고대 천문 기기 및 천문학사, 그

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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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천군에 설치하여 천문대를 운영 중에 있다.   

 졸업생 중 상당수가 해외 유학 및 대학원 진학을 하고 있는데 대학원은 천문우주학과

정과 대중천문과학과정이 개설되어 있으며, 졸업생들은 국내 천문학의 메카인 한국천문연

구원, 우리별 및 과학위성 개발로 유명한 인공위성연구센터, 국내 우주항공 산업의 중심지

인 항공우주연구원 등에서 프로젝트에 직접 참하여고 있으며 국립과천과학관, 국립고흥청

소년우주체험센터 및 전국의 국․공립시민천문대 등에서 근무하고 있다.

□ 지구환경과학과(Department of Earth and Environmental Sciences)

[학부] 1992년 지구환경과학과, [석사] 1997년 지구환경과학과 설립, [박사]  2000년 

지구환경과학과 설립

인간의 생활터전인 지구의 구성물질에 관하여 탐구하는 물질과학 분야와 지구의 생성부

터 지금까지 일어난 각종 변화과정을 연구하여 미래를 예측하는 지구역사과학 및 환경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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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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 시추기사, 지하수기사, 토양환경기사 등의 자격증을 취득하여 정부 및 산업체 출연연

구소, 무역상사 해외자원부, 농어촌공사, 광물자원공사, 수자원공사, 석유개발공사, 지질환

경 엔지니어링 관련회사 등의 관련분야에 종사하게 된다. 교직과정을 이수하여 중․고등학

교 교사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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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체육학과(Department of Excercise Science)

[학부] 1957년 체육학과, 1969년 사범대학 체육교육과, 1998년 자연과학대학 체육학

과, [석사] 1982년 체육학과, [박사] 1999년 체육학과 설립

53년의 전통속에 1500여명의 졸업생을 배출한 체육학과는 전인교육 실현을 위한 중등

교원양성과 우리나라 스포츠산업을 주도하는 체육지도자의 양성뿐만 아니라, 나아가 세계

화의 흐름인 체육과학의 선도적 전문 지식인을 양성한다. 이를 위해 학사과정에서는 체육

사, 체육원리, 운동생리학, 운동역학, 스포츠심리학 및 운동학습, 스포츠사회학 등 체육의 

이해를 돕는 이론 교과와 체육교육의 현장에서 필요한 체육지도법, 체육교육과정, 체육학

연구법, 트레이닝방법론, 무용, 각종 운동실기 등 이론 및 실기교과들을 다양하게 제공함

으로써 체육인으로서 갖추어야 할 전반적인 이론적 지식과 실기능력을 배양하는데 중점을 

두고 있다. 

체육학과를 졸업 후 진출이 가능한 분야는 중등학교 교사 외에 체육관련 학과의 교수, 

운동건강전문가, 체육관련 기구나 단체, 체육관련 연구직, 체육지도자, 스포츠과학자 등 

다양한 체육전문직에서 자신의 전문성을 유감없이 발휘할 수 있다. 최근에는 특수체육, 재

활. 스포츠 의학, 병원 등 그 활동영역이 점점 넓어지고 있다. 

홈페이지 주소 : http://sports.chungbuk.a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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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경 학(College of Commerce and Business Administration)

1987년도 설치된 경영대학은 당시 모집정원 360명으로 경영학과, 국제경영학과, 회계

학과, 경영정보학과 4개과로 구성되었으며, 1999학년부터 학부제가 도입된 이래 2002학

년도부터는 경영학부와 국제경영․정보시스템학부로 모집단위를 변경하였으며, 현재는 경영

학부와 국제경영학과, 경영정보학과, 테크노경영학과로 균형적 발전과 함께 종합적 면모를 

갖추게 되었다. 

전공분야별로 우수한 교수진이 깊이있는 학문 연구와 강의로 학과발전에 노력하고 있으

며, 산업경영연구소의 활성화를 통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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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 학

경영학부

국제경영학과

경영정보학과

테크노경영학과

□ 경 학부(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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회․
경제적인 문제에 관한 전문지식을 이론적 및 실천적인 면에서 폭넓게 연구․교수하여 학생

들로 하여금 경영상의 문제를 창의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을 배양케 하고 있다. 특히 

사례연구를 통하여 교육과정에서 습득한 지식을 실제의 기업 상황에서 응용할 수 있도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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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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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지도사, 손해사정인, 보험계리인, 물류관리사, 증권분석사, 감정평가사, 회계정보사 등

의 전문 자격증을 취득하여 전문 자유직에도 진출할 수 있다. 

□ 국제경 학과(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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

한 이밖에도 본 학과에는 지역연구, 국제물류 및 운송론, 국제마케팅, 비즈니스영어회화, 

국제경영세미나 등 다양한 전공과목과 함께 수학, 통계학, 전산학 및 경영학, 회계학, 법

학, 정치학, 심리학 등 인접 학문과도 긴밀한 연계성을 확보하여 국제화시대에 국제비즈니

스맨으로서 자생력을 배양하도록 한 것도 본 학과의 특색이다. 

1979년에 80명의 신입생이 입학한 이래, 2010년 현재 2,000여 명 이상의 졸업생이 배

출되어 종합상사, 각 제조업체, 금융업체 및 국영기업체, 정부 주요 부처 등에서 국제경영 

전문가로 활약하고 있다. 세계화·국제화로 표방되는 본격적인 개방경제시대를 맞아 본 학

과 졸업생에 대한 사회적 수요는 더욱 폭넓게 확대될 전망이다. 

□ 경 정보학과(Department of Management Information Systems)

경영정보학과는 컴퓨터를 이용하여 경영정보를 생산, 저장, 갱신, 보급하고 의사결정 

모형 또는 의사결정지원 시스템을 이용하여 경영자의 의사결정활동을 지원하는 경영정보

시스템을 효과적으로 분석, 설계, 구축, 관리 및 운영할 수 있는 전문인력의 양성을 그 목

표로 한다. 

본 학과에서는 경영학과 전산학의 기초이론에 대해서 학습하며, 경영정보시스템에 관련

된 전공학문 분야에 대해서 학습, 연구한다. 특히, 컴퓨터 지식을 기반으로 경영학 전분야

를 접근함으로써 정보화 사회에 적합한 경영기술을 습득한다. 

본 학과에서 습득한 지식은 기업경영뿐만 아니라, 컴퓨터를 이용하는 전 분야에서 활용

될 수 있다. 따라서 졸업 후에는 기업이나 대학원뿐만 아니라 정보화 사회의 핵심 요원으

로 각 분야에 진출할 수 있으며, 벤처기업 등의 자유업에도 종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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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테크노경 학과(Department of Techno-Business Management)

테크노경영학과는 경영대학 내의 3개 학과와 충북지역 우량 산업체인 하이닉스가 공조

하여 2010년 3월 신설되었다. 

  입학생 및 재학생은 현재 (주)하이닉스반도체와 매그나칩반도체의 임직원으로서 국내 대

학의 2학년을 마쳤거나 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인정되는 자로 한정된다. 이들은 실무와 

이론을 겸비한 경쟁력 있는 멀티 경영인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우리 대학 전임교원들의 

수준 높은 교육을 받게 된다.  

  모든 수업은 산업체가 제공하는 장소에서 진행된다. 교육과정은 우리 대학 정규 교과과

정에 준하여 편성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전문성과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교육을 하고 

있다. 따라서 학생들에게 기본적인 경영·경제 지식과 더불어 세계화 및 정보화 관련 지식

을 습득하는 것을 목표로 교육과정을 편성한다. 

  이러한 학과의 전문성으로 인해 테크노경영학과는 학교와 회사의 질을 높이는 상생의 

경영을 실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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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공과 학(College of Engineering)

  충북대학교 공과대학은 21세기 정보화 지식기반 시대에 사회가 요구하는 실력있는 공학

도를 양성하고, 나아가 국가와 인류사회에 공헌할 수 있는 인재를 배출하기 위해 정보화, 

전문화 및 국제화라는 기치아래 미래지향적인 교육 이념을 추구하고 있습니다.

  우리 공과대학은 1967년 화학공학과가 신설된 이후 현재 2개 학부(토목공학부, 기계공

학부)와 8개 학과(화학공학과, 신소재공학과, 건축공학과, 안전공학과, 환경공학과, 공업화

학과, 도시공학과, 건축학과)에서 약 3,000여명의 학생들이 미래를 설계하는 대학으로 성

장하였으며, 80여명의 교수들이 사회가 요구하는 공학도 양성에 혼신의 힘을 다하는 한편 

새로운 학문 연구의 지평을 열어가는 데에도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정부의 공과대학 특성화 사업에 따라 토목공학과와 건축공학과는 1979년 특성화 학과로 

지정되었으며, 1994년도에는 반도체ᆞ정보통신분야 국책공과대학으로 지정되어 IBRD, 

OECD 차관 및 국책공과대학지원에 의한 실험ᆞ실습 기자재의 도입으로 첨단교육 시설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2004년도부터는 NURI(지방대학혁신역량강화) 사업에 선정되어 기계, 

화공, 공업화학, 신소재, 환경분야에 대한 정부의 집중적 재정지원을 받고 있습니다. 또한 

2008년도부터는 산학협력중심대학과 해외건설특성화대학으로 선정되어 글로벌 산학협력 

인재를 육성하고 있습니다. 한편 각종 연구소, 연구센터를 통해 활발히 수행되고 있는 산

업 기술 개발 및 산ᆞ학ᆞ연 공동 연구는 우리 충북대학교 공과대학이 공학교육과 연구의 

전당으로 자리 매김 하는데 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공과 학

토목공학부

*(토목공학전공)

*(토목시스템공학전공)

기계공학부

화학공학과

신소재공학과

건축공학과

안전공학과

환경공학과

공업화학과

도시공학과

건축학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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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토목공학 공(Major of Civil Engineering)

토목공학은 학계나 산업계에 절실히 요청되고 있는 고도의 숙련된 토목기술과 인력양성

을 목표로 1969년 신설되어 현재에 이르고 있다. 이론과 실기를 겸비한 인재를 양성하여 

국토 보존과 확장, 그리고 자연을 인간 생활에 보다 편리하도록 재창조하고, 국제적 건설

요구에 부응할 수 있도록 대학 및 대학원 교육을 연결시켜 그 교육과정과 방법을 발전시

켜 나가고 있다. 또한 공과대학의 중심학과로서 전공분야를 세분화하여 구조공학 및 토목

재료학, 수리학 및 수자원공학, 토질 및 기초공학, 측량학 및 사진측량학 등으로 분리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완벽한 실험, 실습을 갖추기 위한 구체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 토목공학부 토목시스템공학 공(Major of Civil Systems Engineering)

  토목시스템공학전공은 플랜트, 교량, 고층빌딩, 대공간구조물 등의 대형 구조시스템과 

도로, 철도, 공항, 항만 등 사회기반 토목공학시스템 및 국토개발, 건설경영, 공정관리, 기

타 공학시스템의 계획, 분석, 설계, 운용 및 통합 등과 같은 거대 복합 공학시스템의 제반 

문제들을 종합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학문적 연구와 교육에 설립 목표를 두고, 관련 

Project의 계획, 분석, 설계, 개발, 평가, 감리, 전산화, 시스템 통합 등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Engineering 전문가를 양성할 목적으로 설립되었다. 

  교육과정은 구조 및 재료, 수리 및 수자원, 지반 및 측지 등의 전통적 토목공학 분야와 

미래지향적인 시스템공학 및 응용 분야를 중심으로 대폭 보강된 설계·시공분야와 함께 

2009년 국토해양부가 선정한 해외건설 특성화대학으로서의 특화분야 등 4+2체제로 구성

되어 있다. 특히 전산응용공학 및 시뮬레이션기법과 시스템공학 및 프로젝트 관리의 특성 

방법론에 기반을 두고, 구체적 교육 실천 환경 및 방법으로서 전산환경 구축을 통한 시청

각교육과 모형실험장비 및 팀 기반 학습과 충분한 PC실습으로써 전공 지식뿐만 아니라 전

산응용 능력을 기본적으로 갖추게 하며, 국가자격검정시험 제도에 따른 제반 자격을 취득

할 수 있도록 한다.

  학과 명칭과 함께 특색 있고 미래지향적인 교과목 구성은 급격한 학문 발달 및 세계 환

경 변화와 기술 및 시장수요에 앞서 대처하고 선고하기 위한 학과 단위 교육의 독보적 모

델이라 할 수 있다. 당과 졸업생들은 전산응용 능력을 갖춘 구조공학 및 토목시스템공학 

분야의 차세대 전문가라는 독보적인 위상을 갖고 토목시스템 해석 및 설계·국토개발·공

정관리·공학시스템 개발, 운용 및 통합 등과 관련된 제반 업무의 기획, 설계, 개발, 평가, 

감리, 전산화 등의 역할을 훌륭히 수행해 나갈 것이다. 

□ 기계공학부(School of Mechanical Engineering)

기계공학부는 기계가공, 운동과 힘의 관계, 에너지 변환, 물질 유동 제어 등과 같은 각

종 기계의 설계와 제작, 생산에 필요한 지식배양을 교육 목적으로 두고 있다. 

교과 과정을 보면, 1․2학년에서 공학수학, 재료역학, 열역학, 유체역학, 정역학, 동역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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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구학, 기계공작법 등과 같은 기초 역학과목을 공부하게 되고, 3·4학년에서는 전공심화 

및 응용교과목인 기계설계, 기계진동, 공작기계, 자동제어, 메카트로닉스, 자동차공학, 로

봇설계 등과 같은 과목을 공부하게 된다. 

기계공학부에서는 학생들에게 다양한 학습 기회 및 미래 직업 선택의 폭을 넓혀주기 위

하여 창의공학설계ⅰ․ⅱ, 인턴쉽 ⅰ․ⅱ 등의 기업 맞춤형 교과목들을 운영하고 있으며, 본 

교과목들을 통하여 학생들이 취업에 앞서 기업에 친숙한 교육환경에서 현장 체험 교육을 

익힐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고 있다. 

또한 기계공학부는 2009년 기계공학 심화과정으로 한국공학인증원의 예비인증을 획득

하여 산업현장에서 요구하는 현장친화형 인재양성 교육을 실천하고 있다. 

졸업 후에는 기계관련의 다양한 분야의 기업, 공공기관 그리고 연구기관 같은 곳에 진

출하여 기계산업의 중추적인 역할을 담당하고 활동하게 되며, 그리고 대학원 진학을 통하

여 학계에서 우수한 연구활동을 통하여 첨단 기계기술 발전에 일익을 담당하게 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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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동

화, 대체․청정에너지, 나노기술 등의 첨단분야를 포함하는 새로운 연구분야가 끊임없이 창

출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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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 한 세대 동안에 인류는 핵발전소, 고속제트항공기, 위성통신, 칼라TV 등 수많은 

새로운 기술계의 발전을 목격해왔으며, 이러한 기술은 많은 새롭고 특이한 성질을 가진 재

료 개발에 의해 가능했었다. 신소재공학은 재료의 미시적 구조를 이해하고 이를 조절하여 

실제 조건에서 요구되는 기계적․화학적 및 물리적 제 성질을 갖는 신소재의 개발을 지향하

는 학문으로 본 신소재공학과에서는 소재의 주종이 되는 금속재료는 물론 급냉응고합금, 

반도체재료, 분말초경합금, 복합재료, 세라믹 등의 신소재 연구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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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련, 재료가공원

리 및 물성의 이해를 돕도록 편성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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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축공학과(Department of Architectural Engineering)

건축은 모든 사람을 위한 것이고 인간의 생활을 담는 그릇이다. 그러므로 건축은 극히 

인간적이어야 하며, 구체적으로 표현되는 인간생활을 증진시켜 나가는 하나의 자율적인 분

야이다. 건축공학은 공학과 예술의 성격을 띠고 있으며, 여기에 미와 구조와 기능의 3요소

가 기여하는 학문이라 할 수 있다. 

본과에서는 이러한 특성을 포괄적으로 고려하여 2006년도부터 건축공학심화전공 프로

그램인 공학교육인증을 통해 건축분야의 현재 상황을 직시하고 미래의 발전방향을 제시할 

수 있는 올바른 건축관을 가질 수 있도록 한다. 졸업 후 주로 건축설계분야와 시공, 구조

분야에 진출하고 있으며, 그 밖에 다양한 건축사회활동에 종사하고 있다. 

□ 안 공학과(Department of Safety Engineering)

산업의 발전과 함께 날로 증가, 대규모화하는 산업재해로 인한 인적, 물적손실을 예방하

고 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산업안전에 관한 전문인력 양성을 목적으로 1984년 정규대학과

정으로는 국내 최초로 설립된 학과로서 방화방폭, 기계 및 설비안전, 전기안전, 작업환경, 

시스템안전 및 인간공학, 안전관리 등 안전공학분야에 대한 교육 및 연구를 수행한다. 

학과목 이수 후에는 산업안전기사 및 관련자격증을 취득할 수 있으며 유관기관과 각급 

기업체의 안전관리자 및 기술자로서 사업장의 산업재해방지를 위한 업무에 종사한다.

1988년에는 국내 최초로 대학원 석사과정이, 1991년에는 박사과정이 설립되어 안전공

학에 대한 전문적인 연구를 수행하고 있으며, 최근에는 방재, 위기관리 등 연구범위도 급

속도로 확장되고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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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학

적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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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환경시스

템해석 및 모델링, 환경영향평가, 소음․진동제어, 토양 및 지하수 오염 복원 분야, 친환경에

너지개발 분야 등이다.

□ 공업화학과(Department of Engineering Chemistry)

공업화학과에서는 각종 화학제품 생산에 필요한 화학공정개발, 제품의 정제, 가공 등 

공업기술 개발에 필요한 기초과학 및 응용과학, 공학적 이론 등을 실습을 통하여 중점적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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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연구하고 폭넓은 관련지식을 배양시킨다.   

공업화학은 크게 무기공업화학, 유기공업화학, 생물화학공학, 전기공업화학, 고분자화학 

분야로 분류되며, 고분자공업화학, 정밀화학, 기기분석, 공업재료, 무기단위공정, 생물화학

공학, 유기단위공정, 전기화학, 촉매공학 등의 교과목 외에도 이동공정, 단위조작 등 화학

공학의 기본교과목을 학생들로 하여금 이수하도록 하여 화학공업에 관련된 깊은 지식을 

습득하도록 한다. 

졸업 후 화학공업 및 응용화학산업에 관련된 모든 기업체, 국공립 및 기업체 연구소, 

학계, 기술직 공무원 등 관련된 최첨단 신소재 응용화학분야에 취업할 수 있으며 일반대학

원 및 특수대학원에 진학할 수 있다. 

□ 도시공학과(Department of Urban Engineering)

1987년 10월에 설치된 도시공학과는 도시공간의 건전한 이해와 합리적인 토지이용 및 

주택정책 등을 종합적으로 다루는 도시계획분야, 도시의 상·하수도/ 폐기물처리/ 환경영

향평가 등 깨끗한 도시환경 유지를 위한 환경공학적 측면을 연구하는 환경/상하수도 공학

분야, 도시의 교통계획/교통류이론/교통시설의 설계/교통 GIS 및 교통정책을 중점연구하고 

있는 교통공학분야, 체계적인 도시정보의 수집과 분석·관리방법(GIS, 원격탐사, DMB 

등)/컴퓨터를 이용한 도시환경의 시스템적 분석 및 의사결정을 지원하는 전문가시스템 개

발 등을 연구하는 도시시스템공학, 도시재개발/신도시건설 등을 연구하는 도시주택분야, 

도시의 토지이용과 경관을 분석·재조정하여 시가지를 편리하고 아름답게 설계하는데 주

안점을 두고 있는 도시설계분야, 인간이 살고 있는 정주공간으로서 도시와 마을이 생태적

으로 자연환경과 조화를 이루도록 공간적인 분석과 환경경제적인 분석을 통해 그 방안을 

모색하는 데 그 목적을 두고 있는 공간환경 분야로 나뉘어 진다.  

학문의 성격상 비교적 다양한 영역을 요구하는 학제적 성격을 지니고 있어 사회․경제로

부터 토목, 건축 및 통계학에 이르기 까지 광범위한 기초적 지식을 필요로 한다. 본 학과

는 도시의 공간과 시설을 계획하고 관리하는 계획가와 기술인의 배양을 기본 목표로 하고 

있다. 따라서 공공행정 기관의 정책입안자나 고급기술 담당자로서 진출이 기대되며, 관련

연구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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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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자정보 학(College of Electrical and Computer Engineering)

  21세기의 미래는 정보통신, 생명과학, 나노산업 등이 주도하게 됩니다.

본교에서는 1990년대 초부터 전기, 전자, 제어, 반도체, 정보통신, 전파공학 분야의 집중 

육성계획을 수립하였으며, 학교의 이러한 계획과 교육적 비젼을 높이 평가받아 1994

년~1998년에는 반도체, 정보산업분야 국책대학으로 지정되었습니다. 이 사업으로 250여

억원의 국고지원을 받아 최고수준의 교육환경을 갖추게 되었으며 이때 위 6개학과는 공과

대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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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3년부터

는 대규모 전공의 여러 가지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4개의 전공분야 즉, (1) 전기공학, 

(2)전자공학, (3)정보통신공학, (4)컴퓨터공학으로 변경되었습니다.

2009년에 국립대학교중 최초로 IT분야의 학과들이 집적화되어있는 단과대학인 전자정보대

학이 설립되었습니다. 전자정보대학은 전기공학부, 전자공학부, 정보통신공학부 및 컴퓨터

공학부로 구성되어있으며 이 분야의 기반기술 및 응용기술을 교육하고 있습니다.

전자정보대학은 NEW-IT 분야를 선도하는 대학이라는 교육 비젼을 갖고 있습니다. 이 비

젼에 다가가기 위하여 교양에 충실하며 창의성, 전문성, 리더쉽을 갖춘 인재 양성을 교육 

목표로 하고, 체계적인 교육 인프라를 구축하고 각 교육 목표마다 세부 실천방안을 마련하

여 수행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과정을 통하여 교육 및 연구 역량 강화, 수혜자 만족도 극

대화, 그리고 기업 기반 산학협력 중심의 교육 문화 창출을 시도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전자정보대학은 시스템설계기술, 실습, 현장적응력을 강화시키기 위한 교육과정

을 개발하는데 심혈을 기울이고 있으며 다양한 장학제도, 외국어 교육, 동하계 취업 특강 

교육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특히, 미국, 캐나다, 호주 등의 여러 대학과 학생교류프로그램

을 운영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많은 학생들이 장단기 해외연수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또

한, 전자정보대학은 산업체와 연구소에서 풍부한 실무경험을 갖춘 전문가를 겸임교수로 초

빙하여 현장감 있는 교육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전자정보대학    College of Electrical and Computer Engineering

· 전기공학부           School of Electrical Engineering

· 전자공학부   School of Electronics Engineering

· 정보통신공학부   School of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s Engineering

· 컴퓨터공학부         School of Computer Engineer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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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공학부(School of Electrical Engineering)

  전기공학부는 전체적으로 보아 국가 기간산업과 첨단 신기술 분야들을 포함하는 교과과

정이 갖추어져 있으며 분야별로는 스마트그리드, 전기자동차, 신재생에너지, 자동제어, 전

기재료 및 고전압 방전, 전력전자, 디지털 신호처리, 반도체 소자 및 집적회로, 전기기기, 

전력계통/에너지시스템, 플라즈마 응용, 신호 및 영상처리, 디지털 공학 분야 등을 포함하

고 있다.

또한 국책 공과대학 중점지원사업(1995년), BK21사업(2000년), 한전 기초인력양성사업

(2003년), 차세대 전력산업기반기술 인력양성(NURI)사업 (2004년), 2단계 BK사업(2006

년),전력IT(2008년), 으로 이어지는 지속적인 교육사업 수행과 공학교육인증(ABEEK)프로

그램 도입을 통하여 효율적인 전공운영체제와 교육시스템이 정비되어 있으며 다양한 학생 

지원 프로그램이 정착되어 있다.

전기공학부 졸업생들은 국낸 최대의 기업인 한국전력을 위시한 전력기간산업 분야의 여러 

공기업들과 삼성과 LG 그룹으로 대표되는 여러 기업들의 전기 및 전자 기술 분야로 진출

하고 있으며, 점차적으로 반도체 및 디스플레이 관련 첨단 기술 분야를 다루는 기업들로 

그 진출 영역이 확대되고 있다. 또한 대학원 진학을 통하여 보다 깊이 있고 전문적인 공부

와  연구를 계획하는 학생들도 증가하고 있다.

□ 자공학부(School of Electronics Engineering)

  전자공학부는 정보화 사회의 근간을 이루는 통신, 로봇 및 자동화, 반도체 분야의 전문

인력 양성을 최우선 교육목표로 하고 있다. 또 산업체가 요구하는 실무형 인력, 국가와 사

회에 봉사할 수 있는 헌신적인 인력, 세계로 뻗어나가 실력을 발휘할 수 있는 진취적인 인

력의 양성을 교육목표로 하고 있다. 이와 같은 교육목표를 실현하기 위하여 다양한 분야의 

19명의 우수한 교수진을 갖추고 전자공학분야의 폭넓은 기본 지식과 고급 응용 지식을 제

공하고 있다. 

 세부적으로는 통신 및 신호처리, 제어 및 로봇시스템, 반도체, 디지털 시스템 설계 등 4

개 분야의 교과과정을 편성하여, 디지털 통신 및 방송, 안테나, 영상 및 음성 신호처리, 

지능형 자동차, 공장 자동화, 반도체 소자/설계/공정, 디스플레이, 디지털 시스템 설계, 홈 

네트워크 등의 분야로 진출할 수 있는 인력을 양성하고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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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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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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의 통신분야와 컴퓨터 프로그래밍, 

음성 및 영상 등의 멀티미디어 정보처리, 인터넷 서비스 등의 정보분야 기업체 및 연구소, 

대학원으로 진출할 수 있다. 특히 정부의 벤처기업 활성화 정책으로 인해 IT분야 산업의 

신규채용이 확대되고 있으며, 프리랜서나 자택근무, 개인 창업 등 다양한 직업을 선택할 

수 있다.

□ 컴퓨터공학부 (School of Computer Engineering)

  우리 컴퓨터공학부는‘무한경쟁’‘디지털’‘콘텐츠’그리고 변화로 대변되는 21세기 

지식기반 사회를 선도할 인재양성이라는 교육비젼을 가지고 컴퓨터공학 이론과 실습을 통

한 창의적인 전문인력 양성, 다양한 컴퓨터 응용분야에 적합한 실무능력 배양, 그리고 윤

리적이고 국제적 감각이 있는 전문인력 양성을 목표로 교육과정을 운영하고 있다. 또한 이

러한 교육 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학생중심과 수요자 중심의 교육과정을 설계하고 운영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

 컴퓨터공학부와 관련된 교육과정은 그 규모와 양이 방대하여 크게 컴퓨터시스템분야, 컴

퓨터소프트웨어분야, 임베디드시스템분야, 그리고 멀티미디어분야로 교육과정을 세분화하

여 운영하고 있으며, 또한 각 분야 교육의 체계성을 위하여 전공기초단계, 전공기반단계 

그리고 전공심화단계로 구분된 교육 이수모형을 정립하여 운영하고 있다. 

 컴퓨터공학부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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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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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생명환경 학

식물자원학과

축산학과

산림학과

지역건설공학과

원예과학과

바이오시스템공학과

식물의학과

식품공학과

7. 농업생명환경 학(College of Agriculture, Life and Environments 

Sciences)

충북대학교는 농학과와 축산학과를 주축으로 하여 1951년 청주농과대학으로 개교한 이

래 그 동안 50년의 연륜을 쌓으면서 꾸준히 발전하여 우리나라 중부권을 대표하는 대학으

로 성장하였으며, 농업생명환경대학은 충북대학교의 모체로서 현재 다른 대학들을 선도하

는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농업생명환경대학은 3개 학부와 1개 학과에 73명의 유능한 교수진과 20여 명의 직원으

로 구성되어 있으며, 전국 각지에서 모여든 1,800여 명의 우수한 학생들이 우리나라 농업

의 미래를 위하여 열심히 학문에 전념하고 있다. 그 동안 11,534명의 농학사를 배출하였

고, 772명의 농학석사와 198명의 농학박사를 양성하여 60년대와 70년대 우리나라의 식량

자급을 위한 녹색혁명을 성공시키는 데 주도적으로 기여하였으며, 80년대의 경제적 고도

성장기의 기간산업으로서 경제발전에 크게 이바지하여 왔다. 

농업은 인간의 생명활동에 필요불가결한 식량을 생산할 뿐만 아니라 타 산업의 원자재

를 공급하는 산업으로서 국가의 안보적 차원에서도 그 중요성이 타산업과 비교가 될 수 

없을 정도로 대단히 중요하다. 어느 시대 어느 나라를 막론하고 農者는 天下之 大本이

라는 것은 불변의 진리이다. 농업은 생물학, 화학, 물리학, 수학 등을 기초로 하여 농산물

의 생산과 가공에 관련된 문제들을 탐구하는 학문이다. 이제 농업에서도 유전공학과 같은 

첨단연구의 결과가 우리의 주변에서 현실화되고 있고, 농업의 교육과 생산현장에서는 컴퓨

터가 필수적인 도구로 이용되어 농업의 첨단화가 이루어지고 있다. 

현재 우리의 농업은 국제화 개방화라는 변화의 과도기에 처하여 여러 가지로 어려운 문

제들을 당면하고 있어 지난날 녹색혁명을 통하여 우리나라의 농업기술을 세계적으로 발전

시킨 농학도들의 도전의욕을 다시 필요로 하고 있다. 농업의 구조적 개편, 쾌적하고 문화

적인 농촌 환경의 개선, 생산기술분야 뿐만 아니라, 가공, 유통 및 정보문화의 첨단기술 

도입을 통한 농업의 혁신적인 발전을 위해서 농업생명환경대학의 역할은 국가나 사회적으

로 그 어느 때보다도 더 절실히 요구되고 있다. 

우리나라 농업의 미래는 농업생명환경대학의 힘찬 도약에 달려 있으며, 농업생명환경대

학의 도약은 사명감에 불타는 우수하고 유능한 젊은 인재들의 끊임없는 도전의식을 필요

로 하고 있다. 우리 농업생명환경대학은 우리나라 농업의 미래를 담당하고자 하는 의욕에 

찬 젊은이들을 위한 학문의 전당으로서 다른 어느 곳보다도 좋은 시설과 우수한 교수진을 

자랑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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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생명화학과 

특용식물학과 

목재․종이과학과

농업경제학과

□ 식물자원학과(Department of Crop Science)

지구상의 모든 생물은 식물자원의 광합성 작용을 통한 태양에너지의 고정에 생존을 의

존하고 있다. 식물자원의 효율적인 이용은 인류의 생종에 필요한 에너지의 공급뿐만 아니

라 인류의 풍요로운 삶을 위한 원자재의 공급과 쾌적한 환경을 보존하는데 필수적이다. 식

물자원학과에서는 ① 인류의 생존과 번영을 위하여 필요한 식물자원의 탐색, 보존 및 신품

종 개량을 위한 유전육종 ② 식물자원의 효율적 생산을 위한 생리적 연구와 정밀 재배기

술의 개발, ③ 인류의 지속적인 생존을 위하여 필요한 환경과 생태계의 보존을 위한 친환

경적 식물자원의 관리, 생산 및 이용, ④ 21세기의 미래를 좌우할 분자생물학을 기반으로 

한 식물자원의 유전 분석과 유전자조작에 대하여 교수함으로서 인류의 미래를 젊어질 전

문인력의 양성을 목표로 하고 있다. 식물자원학과에서는 식물자원을 기본으로 한 생명과학

의 발전을 통하여 인류의 미래를 책임질 야망과 의욕에 넘치는 젊은이들의 활기찬 도전을 

기대하고 있다.

□ 축산학과(Department of Animal Science)

인류가 이룩한 가장 큰 업적은 “인간이 제공한 환경에 야생동물을 적응시켰다.”는 사

실이다. 바로 이것이 우리 축산 선배들의 업적이고, 또 이 순화된 가축의 생산효율을 극대

화시키는 것이 축산인이 해야할 과제이다. 축산이란 인간과 더불어 살아 숨쉬는 가축과의 

생활이기에 근면과 성실, 끈기와 노력이 요구되며 이는 곧 축산인을 전인적 인간으로서의 

성장으로 유도한다. 특히 본 대학의 축산학과는 1950년에 개교되어 충북대학교와 연륜을 

같이 하고, 1천 200여명 졸업생들은 국가의 큰 도량으로 성장하여 사회 각계에서 활약하

고 있다.

이제 우리의 식탁엔 보다 많은 고기와 알과 우유가 놓이기를 바라고 있지 않은가? 그

러므로 축산학과는 보다 더 야심에 찬 젊은이를 부르고 있다. 축산학을 공부하면 푸른 초

원을 배경으로 한 자기왕국의 건설이 가능한가 하면, 연구소, 교직, 관련회사, 관련협회, 

공무원 등 화이트칼라의 직업 또한 기다리고 있다.

□ 산림학과(Department of Forest Science)

산림의 경제적·공익적 가치를 높임과 아울러 산림생산물의 효과적인 이용을 위하여 국

토 보존에 필요한 산림의 조성 및 보호관리, 경영, 산림이용개발, 녹지의 경관조성과 조경

의 설계 및 시공 등에 관한 이론과 실질적 기술을 교수함으로써 임업 기술자, 연구자 및 지

도자 양성을 목표로 하고 있다. 날로 심각해져가는 대기오염의 문제와 목재부족, 종이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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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가, 산림휴양수요증가 증을 고려할 때, 산림과학전공의 중요성이 점차 높아지고 있다. 

사회진출 방향은 산림청, 지방 산림관리청, 국립산림과학원, 각 도의 산림환경연구소, 

도․시․군청의 산림행정직 및 연구직 공무원과 해외 임업개발회사, 조경회사, 자연휴양림, 

국립공원 관리공단 등 공·사기업에 진출할 수 있으며 양묘사업, 조경사업 등의 자영사업

이 있다. 21세기 웰빙시대를 맞아 자연과 함께 생활할 수 있는 최상의 분야라 할 수 있다.

전문학문 분야로의 진출을 위하여는 대학원에 진학하여 석·박사과정을 밟을 수 있도록 

과정이 마련되어 있다.

□ 지역건설공학과(Department of Agricultural and Rural Engineering)

농산물의 안정적인 생산과 농촌지역 주민들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 국토 및 자연과 

관련되어 자원인 토지, 물, 작물, 마을, 시설물들의 물리적 특성과 지역적 특성을 파악하

고, 이들 사이의 인과관계를 규명하며, 미래 지향적인 생산과 삶의 공간을 만들기 위한 공

학적 지식을 적용하는 학문이다. 농산물의 안정적인 생산을 위해선 수자원의 계획, 댐의 

설계 및 건설, 관개배수 체계의 구성, 농지의 보전관리, 생태와 수질의 보전 등이 필요하

며 이를 위한 시설물을 개발을 통해 농업생산기반을 조성한다. 또한 농촌지역 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 마을의 계획과 설계, 농어촌체험마을의 개발, 농어촌 복지체계, 자연/역

사 자원의 발굴과 개발, 자연순환 에너지개발 등을 공부하여 최적의 농어촌 생활환경을 구

성한다.

지역건설공학과는 한국공학인증원에서 시행하는 공학인증제를 승인, 실시하고 있으며, 

졸업후 농림수산식품부, 국토해양부, 지방자치단체 등 공무원, 한국농어촌공사 등 국가투

자기관, 농촌진흥청 등 국가연구원, 건설 및 설계회사, 중고등학교 교사, 자영업 등의 직

종에 근무하며, 높은 취업률을 보이고 있다.

지역건설공학은 공학전반에 관한 지식을 농업에 적용하는 학문으로 폭넓은 응용 공학을 

교육·연구하며, 진출분야도 매우 다양하다. 현재 지역건설공학과 졸업자는 아래와 같이 

공무원, 연구원 등으로 활약하고 있다.

․ 기술직공무원 : 농림수산식품부, 국토해양부, 항만청 등 국가기관

․ 연   구   원 : 농촌진흥청, 한국건설기술연구원, 국립환경연구원, 국토연구원, 한국교

통연구원, 한국철도기술연구원, 한국지질자원연구원, 한국해양연구원 

등 정부출연 연구소

․ 대 학 교 수 : 국공립 및 사립대학

․ 공  기  업 : 한국농어촌공사, 한국수자원공사, 한국도로공사, 한국토지주택공사, 환

경관리공단 등 공기업

․ 건 설 회 사 : 삼성, 현대, 대우, 대림, LG, SK, 두산, 동부 등

․ 설 계 회 사 : 삼성, 현대, 대우, 신안 등

․ 자  영  업 : 시공회사 및 엔지니어링 용역회사, 유통업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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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환경생명화학과(Department of Environmental and Biological 

Chemistry)

농업의 환경 및 생산성 향상을 위하여 화학 및 생물 등의 기초과학을 토대로 농업전반

에 관하여 심도 있는 교육과 연구를 수행하고 있다. 대학 4년간 교수하는 기초 및 전공과

목은 유기화학, 분석화학, 분석화학실험, 생화학, 생화학실험, 물리화학, 토양학, 토양학실

험, 비료학, 식물영양생리학, 비료․식물영양학실험, 농약학, 농약학실험, 컴퓨터 응용, 토양

물리학, 유전화학, 생화학, 생화학실험, 토양화학, 토양미생물학, 방사선농학, 미생물생태

학, 분자생물학, 생리생화학, 농업환경화학 등이다. 대학원은 석사과정과 박사과정이 활발

하게 운영되고 있으며 그 동안 배출된 많은 인재들이 대학과 연구소 등에서 중추적 역할

을 담당하고 있다.

□ 특용식물학과(Department of Industrial Plant Science and 

Technology)

특용식물학과는 담배 및 인삼산업 발전에 기여할 전문 인재를 양성하고자 1968년 국내

에서 유일하게 대통령령에 의해 연초학과라는 이름으로 설립된 학과이다. 그동안 배출된 

수많은 졸업생은 담배, 인삼뿐만 아니라 농업분야 발전에 크게 기여하고 있다.

본 학과는 담배산업에 대한 사회적 분위기와 국내 생활수준의 향상에 따른 기능성 식품

이나 기능성 물질의 새로운 수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하여 2005년부터 담배와 인삼

은 물론 기능성 물질의 보고인 특용식물자원을 다루는 특용식물학과로 확대 개편하여 특

용식물, 토종식품 등 토종자원의 부가가치 향상과 기능성 물질의 분리 정제 산업화를 위한 

토종생물자원의 기능성 신소재 개발 및 산업화를 선도하고 있다. 

그리고 담배, 인삼, 특용식물 전반에 따른 이론과 실험, 실습을 겸하여 교육과 연구를 

하고 있다. 또한 학과와 밀접한 관계가 있는 기관 연구소 및 산업체와 협동교육 및 연구프

로그램을 활성화하여 학생들에게 살아있는 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 원 과학과(Department of Horticultural Science)

원예학과는 채소, 과수, 화훼 및 조경식물의 생리와 생태, 재배, 유전, 육종, 저장, 이

용 등의 분야를 연구하고 가르친다. 새로운 재배기술 및 원예작물의 개발을 통하여 고품질

의 원예산물을 주년 공급하는 방법을 연구함으로써 국민보건 향상과 세계 식량문제 해결

을 위하여 노력하고 있다.

WTO체계하에서 원예분야는 급속하게 발전하고 있으며, 전문인력의 수요도 날로 증가하

고 농과대학 중 원예분야로는 유일하게 한국과학재단과 충청북도의 지원을 받는 첨단원예

기술개발연구센터가 설립되어 있으며, 농업계 대학 특성화 분야로 포도가 선정되어 있다.

현재 교과과정은 채소원예학, 과수원예학, 화훼원예학, 조경학 외에 여러 전공과목으로 

편성되어 있는데, 선진적인 교수방법을 통하여 첨단원예분야에 대한 해박한 지식과 기술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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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마시킴으로써 경력있는 원예기술자, 지도자, 경영자 및 연구가를 배출하여 국가와 지역

사회 발전에 기여할 것이다.

□ 바이오시스템공학과(Department of Biosystems Engineering)

국내 경제 및 사회의 선진화는 노동력의 급격한 감소를 초래하였고, 국내 농산물 시장의 

개방화 압력은 농업의 구조 개선을 절실히 요청하고 있다. 따라서, 농업 생산성을 극대화하

고, 농산물의 품질을 제고하기 위하여 바이오 관련 작업의 첨단기계화가 필요하다. 본 학과

는 바이오 관련 작업의 첨단화에 관련된 학술적 이론과 응용방법을 교수, 연구 개발하여 우

리 농촌의 농업생산 환경에 알맞은 농업생산, 가공, 에너지 활용과 관련된 기계화와 자동화 

기술의 연구개발에 주력함은 물론, 국가 사회에 공헌할 수 있는 유능한 지도적 인재를 양성

함을 목표로 한다. 또한 과학기술의 세계적인 발전 추세에 부응하기 위하여 공학을 위한 기

초 과학과 바이오시스템공학의 첨단과학 기술과 관련된 교과목을 설강하고 있다.

□ 식물의학과(Department of Plant Medicine)

식물의학과 (Department of Plant Medicine)는 식물의 치료 연구를 하는 곳으로, 기

본적으로 농생물학과와 유사하나, 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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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충 등 곤충의 신속 정확한 분류동정, 병충해

의 정확한 진단 및 치료방법 연구, 병해충의 병리적 기작연구를 통한 새로운 방제방안 연

구, 그리고 국내 최초의 충북대학교 식물종합병원을 중심으로 한 다양한 실습 등을 바탕으

로 적극적인 특성화를 이루고 있다. 

□ 목재․종이과학과(Department of Wood and Paper Science)

 목재와 종이는 Eco-Bio material로 21세기 신성장동력사업의 주체인 녹색성장에 필요한 

지속가능 생물재료이다. 목재․종이과학과의 주된 학문 영역은 수목의 조직 및 수종식별, 목

재의 물리․역학적 특성 구명, 목재의 물리․화학적 개질 처리, 종이 원료 및 제품 생산, 종

이의 물리적․구조적 특성 분석을 통한 품질 향상, 기능성 한지 제조 및 천연물을 이용한 

천연염색 등 목질 바이오매스 전영역을 포함한다. 특성화분야로 목질바이오매스를 이용한 

대체에너지 및 친환경 신에너지 자원개발, 목재 탄화물로부터의 기능성 물질 개발, 미생물

을 이용한 임산 바이오테크놀로지, 전통한지의 고품질화 및 천연염색을 통한 기능화, 고기

능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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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단 소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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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 목질 바이오재료 이용 및 가공분야의 전문인재를 육성하는 것이다.

□ 식품공학과(Department of Food Science and Technology)

우리나라와 지역에서 필요로 하는 식품공학 분야의 우수 인재를 양성, 배출함을 목표로 

1982년 설립된 충북대학교 식품공학과는 생물, 화학 등 순수학문의 기초 위에 농축수산물 

등 천연소재를 활용한 고부가가치 식품생산을 위해 식품가공학, 식품공학, 식품미생물학, 

식품화학, 발효공학, 식품생명공학 등 미래지향적인 응용과학 분야를 폭넓게 교육하고 있

다. 미래 첨단 식품산업분야는 웰빙라이프에 대한 사회적 요구를 반영하여 보다 위생적이

고 안전한 식생활을 보장하고, 천연자원을 고부가가치화하여 다목적 고기능성 식품을 개발

하며, 첨단 식품생명공학기술의 점목을 통한 의약대체 식품 및 소재를 개발하는 방향으로 

발전할 것이다. 따라서 우리 식품공학과에서는 새로운 식품가공 및 저장기술, 식품생산공

정의 개발과 함께 식품미생물학적 안전성 연구, 발효식품 및 미생물대사공학기술 개발, 식

품화학 및 식품신소재의 개발, 식품효소의 특성개선을 통한 기능성 식품소재 개발, 식품의 

물성 및 기능성 개선 등 다양한 연구분야를 통해 산업발전에 기여하고자 한다. 특히 충북

지역은 소비지역과 생산지역의 중간적 입지조건으로 인해 많은 식품관련 산업체들이 위치

하고 있으며, 식품의약품안전청을 비롯한 유수의 국가기관의 오송 생명과학단지 이주와 내

실 있는 관련 기업들의 오창 과학산업단지 입주가 예정되어 곧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식품

보건산업의 중심지로 발돋움할 것이다. 이러한 사회적, 지역적 수요를 기반으로 우리 식품

공학과는 고도의 지식경쟁력을 갖춘 우수한 인력을 공급하는 중추적 역할을 담당할 것이

다.  

□ 농업경제학과(Department of Agricultural Economics)

농업경제학은 경제학이론을 기초로 한 응용경제학 분야이다. 농업경제학과에서는 농업

경제전반에 관한 전문지식 및 그 적용능력과 분석기법을 학습케 하여 국민경제의 발전과 

농촌복지 증진에 기여할 유능한 인재를 양성함을 목표로 한다. 

입학 후 1년간은 교양과정으로 교양에 필요한 필수과목 및 전공과목 이수에 필요한 과

목을 수강하게 한다. 전공과정에는 미시경제학, 거시경제학 등 경제학 기초과목을 비롯하

여 농업경제학, 농업경영학, 생산경제학, 계량경제학, 농업정책학, 환경경제학, 농업금융

론, 농업경영정보관리론, 농업회계학, 농업전산통계학, 농산물전자상거래론, 선물시장론, 

농산물유통론 등을 수강하게 된다. 전공 교과과정은 전공필수 12과목, 전공선택 22과목으

로 총 34개과목이 설강되어 있다. 

농업경제학과는 졸업 후 경제학사를 취득하게 되며 취업분야는 농협, 축협, 시중은행 

등의 금융기관과 농촌진흥청, 행정직공무원, 농어촌진흥공사, 농촌경제연구원 등의 행정기

관과 정부투자기관 및 중소기업 등 다양한 분야에 진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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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법과 학(College of Law)

법과 대학은 사회과학대학의 법학과로 출발하여 1989년 법과대학으로 승격되었고, 공

법학과(40), 사법학과(40) 2개 학과로 운영되어 오다가 1996년부터 법학부로 통합 운영되

고 있다. 

법과대학은 법학전반에 걸친 이론과 실제를 교육함으로써 사회에 공헌할 수 있는 유능

한 인재의 양성을 교육목적으로 하고 있다. 

법과 대학의 교육내용은 다양하다. 우선 기초 법학으로서 법존재론, 법가치론, 법학방

법론 등을 연구하는 법철학, 실정법의 역사적 배경과 성립과정을 탐구하는 법제사 및 비교

법적인 측면에서 외국법의 강좌를 개설하여 실정법의 기초강좌를 수강케 하고 헌법, 민법, 

형법 등 기본법 이외에도 상법, 행정법, 민사소송법, 형사소송법, 사회법, 국제법 등의 전

공과목과 기타의 선택과목을 개설하고 있으며 특히 변화하는 산업사회의 법적 수요에 부

응하는 각종의 강좌를 개설하고 있다. 

법과 대학의 졸업생은 졸업 후 법조계, 학계, 교육계, 언론계, 정·관계 등으로 진출하

여 다양하게 활동하고 있다.

 

학부 School

법학부 School of Law

□ 법학부(School of Law)

법학부는 법학전반에 걸쳐 체계적인 이론과 실제를 교육함으로써 법률전문직에 필요한 

기초적인 법적 소양을 쌓게 하며, 특히 각종 국가고시 및 대학원 진학을 통하여 장차 법조

계는 물론이고, 사회의 각 분야에서 국가의 발전과 법치주의의 확립을 위하여 공헌할 수 

있는 유능한 인재를 양성하는 데 교육목표를 두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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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사범 학(College of Education)

본 대학은 중등교원을 양성하는 교육기관으로서 전문지식과 인격을 겸비한 우수한 교사

를 배출하여 중등교육에 이바지하는 데 그 설립 목적이 있다. 국가의 미래는 교육이 좌우하

며, 교육의 중추적 역할을 하는 교사는 지적인 면에서 학생들에게 기본적이고 새로운 지식

을 전달할 수 있는 전공분야의 포괄적이고 깊이 있는 학문적 지식을 가져야 하며, 인격적인 

면에서 사표가 될 수 있는 행동과 덕망을 가져야 한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올바른 가치관과 

교직자로서의 사명감을 가져야 한다. 본 대학은 이와 같이 지덕을 겸비하고, 진실한 교사적 

양심과 사명을 가진 자질 높은 교사를 양성해야 하는 지대한 국가적 사명을 띠고 있다. 

이를 위하여 본 대학의 교육과정은 폭넓은 교양과정, 순수한 학문 전공과정, 교사전문

직을 위한 기초교직과정과 교과교육 과정으로 구성되어 있다. 본 대학은 13개 학과로 구

성되어 있으며, 종합대학교에 소속되어 있어 폭넓은 학문분야를 이해할 수 있는 강점이 있

다. 

또한 본 대학은 우리 나라의 중심지역에 위치하고 있어 충청북도를 비롯한 전국 각 지

역의 중등교원 수급에 부응할 수 있는 지리적 이점을 가지고 있으며, 실제로 본 대학 졸업

생들은 충북, 서울, 경기도, 강원도를 비롯한 전국 각지에서 중등교원으로서의 소임을 다

하고 있다.

사범 학

교육학과

국어교육과

영어교육과

역사교육과

지리교육과

사회교육과

윤리교육과

물리교육과

화학교육과

생물교육과

지구과학교육과

수학교육과

컴퓨터교육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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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회

학, 심리학 등) 접근방식을 통하여 교육현상에 대한 객관적이고 정확한 이해를 하도록 안

목을 키워주며, 교육실제와 관련된 제반문제를 효율적이고 합리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능

력과 자질을 함양시켜 준다.

그리하여 교육학을 전공하고 졸업하는 교육학도들은 대학원(교육사 및 교육철학 전공, 

교육과정 및 교육방법 전공, 교육심리 및 상담 전공, 교육사회 및 사회교육 전공, 교육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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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 전공) 및 교육대학원(교육행정 전공, 학교상담 전공, 교육학교육 전공)에서 교육학 연

구에 전념할 수 있고, 중등교육계에 교육학 교사로서 봉직할 수 있다. 이러한 교육학과의 

독특한 특성에 비추어 학문적인 풍토조성과 탐구정신의 함양을 위하여 교수, 동료, 선․후배 

간의 연구활동 및 활발한 토의를 중요시한다. 

□ 국어교육과(Department of Korean Education)

국어교육과는 우리 선인들이 얼과 삶이 닮긴 국어국문학의 제 분야를 연구․발전시켜, 다

음 세대에 전수하는 훌륭한 교사를 양성하기 위해 설립된 학과이다. 이런 목표 아래 1972

년 개설된 본 학과는, 1976년 첫 졸업생에게 문학사 학위를 수여한 이래 현재까지 1,179

여 명의 졸업생을 배출하여 전국 각지의 중등학교에서 후진양성의 막중한 임무를 담당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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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습법

을 익힌다. 본 학과는 이런 기본적인 학습활동 이외에 의미있는 대학생활을 위하여 학술활

동을 활발히 전개하고 있다. 마당극을 공연하고, 사물놀이를 연마하며, 독서토론회를 개최

한다.

□ 어교육과(Department of English Education)

영어교육과는 1970년 설립이래 현재까지 29회에 걸쳐 1,028명이 넘는 졸업생을 배출

하였다. 졸업생들은 대부분 충북, 서울, 인천, 경기 등 전국 각지의 중․고등학교에서 교육

자로서 숭고한 사명을 가지고, 맡은 바 교직에 전념하고 있다.

현재 총 113여 명의 재학생들은 9명의 교수들의 가르침 아래 교사로서의 품성을 기르

고 실력 있는 영어교사가 되기 위해 매진하고 있다. 대학에서 배운 것을 중․고등학교에서 

활용 할 수 있도록 이론과 실천적인 면을 적절하게 조화시킨 현행 교과과정은 의사소통을 

목적으로 하는 언어의 기능을 중시하여, 듣고 말하고 읽고 쓰는 4가지 기능을 골고루 익

히는 것을 강조한다. 아울러, 영미문화를 올바르게 이해할 수 있도록 영문학․영어학 등의 

교과목을 골고루 학습하여 균형된 문화인으로서의 교사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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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부와 자치활동을 통하여 

대학생으로서 열정을 불태우고 있으며, 나아가 졸업 후에는 충북교육계는 물론 이 나라 교

육의 주역이 될 것으로 확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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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역사교육과(Department of History Education)

1977년도에 창설되어 현재까지 30회에 걸쳐 630명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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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과는 1980년 사범대학 지리교육과로 신설된 이래 450명의 졸업생이 배출되어 교직

을 비롯한 각 분야에서 활약하고 있으며, 현재 70명의 재학생이 5명의 교수님 지도아래 

학업에 열중하고 있다. 

본과는 장래 교육의 일익을 담당할 수 있는 훌륭한 교사의 양성을 주된 목적으로 하며, 

교수요원, 교육행정요원, 국토계획요원, 도시계획요원 등의 지리교육학 및 지리학에 관련

된 분야의 전문가를 양성함을 목적으로 한다.

교과과정은 지형학, 기후학, 토양지리학 등의 자연지리학분야와 도시지리학, 정치지리

학, 경제지리학 등의 인문지리학분야, 지리교육론, 지리교재연구, 지리과 지도법 등의 교

과교육분야로 되어 있으며, 강의를 통한 이론과 함께 실습실과 지형분석실, 제도실 및 각

종 실습도구를 이용한 실험적 연구를 병행하고 또한 야외답사 등을 통해 실제적 탐구능력

을 배양시키고 있다. 

□ 사회교육과(Department of Social Studies Education)

우리 사회교육과는 중 고등학교에서 사회교과를 담당할 교사 양성을 목적으로 설립된 

학과이다. 

사회과교육의 목표는 사회생활을 영위하는 데 필요한 사회 여러 분야의 지식과 탐구 방

법을 체계적으로 이해시키고 사회 문제의 합리적 해결을 위하여 지식을 활용하는 기능을 

익혀, 자신의 앞날을 개척하고 사회와 국가 및 인류의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바람직한 민

주시민으로서의 자질과 능력을 함양하는데 있다.

이와 같은 사회과의 교육 목표달성을 위하여 정치학, 경제학, 사회학, 법학, 문화인류

학, 윤리철학 등 종합적인 사회과학 분야와 이를 효율적으로 교육하기 위한 사회과교육학

을 다루고 있다. 또한 인격함양을 위하여‘곰’의 지혜를 상징으로 선․후배가 모여 사회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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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제, 야외학술세미나 사회조사 등을 매년 개최하고 있다.

본 과의 졸업생은 중 고등학교에서 사회교과를 담당할 교사로서는 물론 다양한 사회과

학 분야를 다룸으로써 성숙된 사회인으로 사회 발전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 공통사회교육 공과정

공통사회 교육전공은 역사․지리․일반사회 교과와 관련된 과목들을 종합적으로 배우는 전

공으로 역사․지리․사회교육과 학생들이 연계전공으로 이수할 수 있는 새로운 전공이다. 본 

전공을 이수한 학생들은 중학교와 고등학교 1학년에 포함된 모든 사회관련 과목들을 가르

칠 수 있는 공통사회교사 자격증을 부여받을 수 있다. 따라서 본 전공의 교육과정은 역

사·지리․일반사회 영역에서 기본적인 교과목들과 공통사회교육론 등과 같은 통합적인 성

격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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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성하는

데 중점을 두게 된다. 그리고 전공의 특수성을 감안하여 본 전공의 운영은 역사·지리·사

회교육과의 3과가 공동으로 담당하도록 되어 있다.

□ 윤리교육과(Department of Ethics Education)

1981년에 설치된 윤리교육과는 중․고등학교의 도덕 및 윤리 교사의 양성에 일차적 목적

을 두고 있다. 이와 같은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본 학과는 우선 학생들로 하여금 개인 생

활과 사회 생활에 필요한 윤리를 다각적인 관점에서 바라보는 안목을 기르도록 하고 있다. 

그리하여 본 학과는 한국 및 동․서양의 윤리사상, 철학, 사회과학, 종교학 등의 폭 넓고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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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재연

구 및 지도법 등과 같은 강좌들을 통해 학생들로 하여금 교과교육학적 지식과 능력을 구

비하도록 하고 있다.

윤리교육과는 위와 같은 학과 설립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6명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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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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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학교육과(Department of Mathematics Education)

수학교육과는 중등학교 수학교사를 양성을 목적으로 설립되어 현재까지 약 1,100여명

(32회)의 졸업생을 배출하여 충북을 비롯하여 서울, 경기, 인천, 대전 등 전국 각 시·도 

지역에서 훌륭한 교사로서 재직하고 있다.

본과는 졸업후 전국 각 시·도의 중등 교사로 진출하거나 대학원에 진학하여 더욱 깊은 

학문 연구를 할 수 있으며, 또한 수학을 바탕으로 한 많은 분야에 진출이 가능한 학과 이

다. 교육과정은 순수수학의 내용과 병행하여 수학과지도법, 수학교육론, 수학교재연구, 교

육실습 등을 교육함으로써 효과적인 수학지도법과 실제적 실습교육이 이루어지도록 편성

되어 있다. 

□ 컴퓨터교육과(Department of Computer Education)

급변하는 환경 속에서 정보기술은 이제 우리 생활의 필수품이 되었으며, 특히 온라인, 

오프라인, 유비쿼터스와 같은 다양한 프레임워크 환경에서의 교수 학습 시대가 열리고 있

다. 이와 같은 흐름에 맞춰, 충북대학교 컴퓨터교육과는 교육 현장에 필수적이고 실질적인 

컴퓨터 과학 및 멀티미디어 교수․학습 컨텐츠 제작과 같은 전문교과목 교육을 통해 21세기 

IT 컨버전스 시대의 전문적인 교원인력과 연구인력 양성을 교육 목표로 정하고 1994년 설

립되었다. 

컴퓨터교육과는 투철한 사명감으로 폭넓은 교양을 갖추고 우수한 교육을 수행해야 한다

는 사범대학의 설립목적에 따라 미래의 정보화 사회를 이끌어 갈 전문적인 교원인력 양성

을 위하여 컴퓨터 교과교육학 분야의 컴퓨터교육개론, 컴퓨터 교육론, 컴퓨터 교과 지도

법, 컴퓨터 교재연구, 그리고 교과내용학으로 논리화로, 컴퓨터 구조, 교육용 컨텐츠개발, 

객체지향 프로그래밍, 인터넷 프로그래밍, 자료구조, 컴퓨터 알고리즘, 데이터 통신과 컴

퓨터 네트워크, 프로그래밍 언어론, 컴파일러 구성론, 인공지능, 데이터베이스 시스템, 운

영체제, 컴퓨터 그래픽스, 이산수학, 수치해석학 등의 교과목을 개설하여 운영한다. 사회

의 주요 진출 분야는 주로 중고등학교 교사로 진출하며, 뿐만 아니라 국공립 공사/연구소, 

대기업 및 중소 기업체, 그리고 교육 관련 사업 등으로 다양하다. 주요 자격증 취득 분야

는 정보처리기사, 워드 프로세서 1급, 컴퓨터 활용 능력 1급, 사무자동화 산업기사, 전자

상거래 관리사 등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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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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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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멀티미디어 교육자료 제작용 시청각 장비 등을 두루 갖추고 있다. 또한 4명의 전공 교수

들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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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공

으로 세분된다. 또한 1999년 국내 최초로 공통과학교사 자격증 소지자를 배출하였다. 

2009년 과학교육학부에서 화학교육과로 분리하였다. 현대 사회가 보다 다양한 분야에서 

일할 수 있는 인력을 요구함에 따라 교육현장에서도 여러 과목을 가르칠 수 있는 유능한 

교사를 원한다. 이에 학생들을 주전공 외에 연계전공과 복수전공을 이수함으로써 교육현장

에서 원하는 유능한 교사가 되기 위한 폭넓은 지식을 습득하게 된다.

본 전공은 물리화학, 유기화학, 무기화학, 분석화학 등 화학전반에 관한 지식을 습득하

고, 화학교육, 화학과 지도법, 화학과교재연구 등의 과목을 이수하는 과정을 통해 학생들

은 과학이론을 체계화하며 탐구력과 창조력을 신장시킴은 물론, 교사로서의 자질을 향상시

켜 훌륭한 중등학교 과학교사가 될 수 있는 바탕을 마련하게 된다. 졸업 후에는 중등학교 

과학(화학)교사로 근무하거나, 학문으로서의 화학을 연구하기 위하여 대학원에 진학할 수 

있으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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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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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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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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0

명으로 증원되었다. 

 1978년 충북대학교 사범대학 과학교육과로 개편되었으며, 1981년 지구과학전공을 신설

하였고, 이때 모집인원이 70명으로 증원되었다. 

 1989년에는 모집인원이 35명으로 감축되었다가 1994년 55명으로 증원되었다. 

 1997년 국내 최초로 공통과학교육전공과정을 신설하였고, 1998년 과학교육과에서 과학

교육학부로 개편하였으며, 1999년 국내 최초로 공통과학교사 자격증 소지자를 배출하였

다. 

현재 충북대학교 사범대학 과학교육학부로 55명을 모집 정원으로 하였다. 2009년 부터, 

충북대 과학교육학부는 다시 각과로 분리되어 지구과학과로, (지구과학 14명, 물리, 14명, 

화학 14명, 생물 13명) 운영된다. 

 지구과학분야는 전국에 국립대학 분야를 중심으로 11개의 대학이 지구과학과를 개설하고 

있어, 타 분야인, 물리, 화학, 생물분야에 비해 훨씬 내실이 있는 교사 양성기관의 역활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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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우, 교사로 부임의 문호가 더 넓다. 우주의 시대를 맞이하여, 천문 우주 뿐만 아니라 환

경에 까지 폭 넓은 분야에 대한 관심이 집중되는 시기를 맞이하여, 충북대 지구과학교육학

과는 그 소임을 다하고 있다.  

◇ 공통과학교육 공과정

공통과학교육 전공은 중등과학교육에서의 통합 과학 교육 분야의 전공영역의 이론과 실

험 등을 폭넓게 배우고 전문적 능력을 함양함으로써 관련분야에서 활동하고자 하는 학생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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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위해 설립되었다. 따라서 이 전공에서는 과학 교육론과 교수/학습 이론과 현장 교육, 학

생들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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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화

학, 생물, 지구과학을 통합하는 측면에서의 과학교육을 할 수 있는 능력을 기르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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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생활과학 학(College of Human Ecology)

  생활과학대학은 1964년 신설된 가정학과를 모태로 하여 1991년 설립 인가 되었고, 현

재 식품영양학과, 아동복지학과, 패션디자인정보학과, 주거환경학과, 소비자학과의 5개 학

과로 구성되어 있으며, 20여명의 우수한 교수진과 700여명의 학생이 개개인의 역량 강화

와 협력을 통하여 생활과학 학문의 발전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생활과학대학은 개인이 가정과 사회를 둘러싼 환경에 관한 문제를 연구하고 해결방안을 

강구함으로써 개인과 가족의 삶의 질 향상은 물론 사회발전과 생활과학 관련산업에 공헌

할 수 있는 유능한 생활과학 전문인을 배출해 내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식품영양학과, 

패션디자인정보학과, 주거환경학과는 자연계열에, 아동복지학과, 소비자학과는 인문사회계

열에 속해 있으며, 학과별로 학생을 모집하고 있다. 졸업생들은 전국의 기업체와 교육계 

등 사회 각 분야에서 훌륭하게 소임을 다하고 있다.

  생활과학대학의 모든 학과에는 일반대학원 과정으로 석사와 박사과정이 개설되어 있으

며, 교육대학원에는 가정교육전공, 유아교육전공, 영양교육전공이 개설되어 있어, 더욱 깊

이 있는 연구를 하고 싶은 학생들은 학부과정과 연결된 교육을 받을 수 있다. 생활과학대

학의 부설기관으로는 보육교사교육원과 어린이집이 있으며, 어린이집은 본교 아동복지학과 

학생들을 위한 실험ᆞ실습의 장으로서의 역할도 하고 있다.

생활과학 학

식품영양학과

아동복지학과

패션디자인정보학과

주거환경학과

소비자학과

□ 식품 양학과(Department of Food and Nutrition)

식품영양학과는 식품학과 영양학의 기초이론을 바탕으로 과학적이고 합리적인 식생활을 

운영함으로써 지역사회주민은 물론 국민의 질병예방, 건강증진에 기여할 식품영양전문인력

의 양성을 목적으로 한다. 연구분야는 영양학, 응용영양학, 식품학, 식품위생학, 급식경영

학, 기능성식품학 등이 있다.

졸업 후 진출분야는 영양사(병원·산업체·보건소·사회복지시설 등), 영양교사(초·

중·고등학교), 연구원(식품업체 및 급식관련업체 등), 공무원(보건복지부·교육부 등), 영

양상담원(병원․건강증진센터 등), Food Coordinator(식품광고·테이블 코디네이션 등), 음

식평론가 등이 있다. 또한, 대학원에 진학하여 석사 및 박사 학위를 취득하고 연구 및 교

육에 종사할 수 있으며 위의 전문영역에서 보다 높은 수준의 직무를 담당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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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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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장

발달을 도울 수 있는 능력과 기술을 배우고 사회적 해결이 필요한 아동과 가족의 다양한 

문제들(아동발달, 보육, 아동빈곤, 문제아동 상담, 아동·청소년의 사회적 보호, 학교사회

복지 등)에 대해 이해하고 문제 해결의 지식과 사회자원을 동원 할 수 있는 역량 습득을 

목적으로 한다.

졸업 후에는 유치원교사, 보육교사, 상담전문가, 사회복지사, 공무원 및 아동관련산업체

에서 일할 수 있으며 대학원에 진학, 연구 및 교육에 종사할 수 있다.

□ 패션디자인정보학과(Department of Fashion Design Information)

패션에 관한 전문적 지식을 습득하여 21세기 한국패션산업을 이끌어갈 패션 전문인을 

양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매년 패션작품 전시회를 개최하고 있으며, 패션관련 산업체

의 견학과 현장실습, 교직(의상과)과정 프로그램 등을 운영하여 전문성을 강화하고 있다. 

교과과정은 패션디자인, 의류소재의 이해, 인체와 의복, 패션마케팅, 패션과 염색, 패션

제품생산공정, 의복구성, 패션웹사이트기획, 의복과 환경 및 실습, 디자인발상과 표현,패션 

CAD, 패션상품기획, 패션정보분석, 패션소재기획, 패션포트폴리오, 창작의상연구, 패션매

장관리, 패션상품유통론 등이다.

사회진출분야로는 패션디자이너, 패션머천다이저(MD), 코디네이터, 연구원, 스타일리스

트, 패션바이어, 디스플레이어, 패션정보전문가, 직물디자이너, 패션잡지․신문기자, 패션전

문교육자, 교사, 교수, 의류인터넷 쇼핑몰 운영, 패션컨설턴트, 패션광고 및 홍보전문가, 

패션유통업체 경영 및 관리자 등이다.

□ 주거환경학과(Department of Housing and Interior Design)

  주거환경학과(Dept. of Housing & Interior Design)는 사용자의 생활적 관점에서 편리

하고 쾌적한 주거환경 창출을 궁극적 목표로 하며, 인간을 둘러싼 주거와 환경문제를 비롯

한 각종 공간의 기획, 설계, 디자인, 관리에 대한 제반지식과 기술을 습득하여 주거환경의 

질적 향상에 기여하는 전문인의 양성을 목적으로 한다. 

  본 학과는 충북, 충남, 대전광역시 전역의 타 대학교에 개설되어 있지 않은 중부권에 유

일한 학과이므로 주택관련 인력수요에 대해 지역적으로 독점적인 경쟁력을 지니며, 국내외 

주택 및 실내디자인 관련 산업의 수요에 부합할 수 있는 인재를 양성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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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과과정은 주거계획, 주거실내환경, 리모델링 및 실내디자인, 주거복지 및 정책 등의 

교과목과 논리적 사고와 산업체 요구에 대응하기 위한 연구방법, 세미나, 인턴십 분야 등

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중고등학교의 가정과 교사가 될 수 있는 프로그램도 운영하고 있

다. 

  이러한 교과과정을 이수한 주거환경학 전공자의 진출분야는 주택건설산업, 리모델링산

업, 실내디자인산업, 주택마케팅 및 분양산업, 주생활재(부엌설비, 가구 등) 관련산업 등의 

기획 및 디자이너, 주택관리산업의 직원 또는 아파트단지 관리소장, 주택안전 및 환경진단

산업과 주택관련연구소 등의 연구원, 주택관련 공기업과 정부 및 지자체의 주거환경 관련

부서 공무원, 중고등학교의 가정과 교사 등으로 구분된다. 

□ 소비자학과(Department of Consumer Studies)

  소비자학과는 소비자의 복지 향상에 필요한 전문 인력을 양성함을 목적으로 하

고 있다. 소비자가 경제활동의 주체로서 우리 사회에 매우 중요한 존재가 되기 

시작한 것은 20세기부터이며 소비자학 역시 다른 전공에 비하여 새로운 학문이라

고 할 수 있다. 소비자학과는 충청권에서는 유일하게 충북대에만 있으며 전국 국

공립대학 중 충북대와 서울대에만 있는 매우 독특하고 시대에 앞서가는 학문을 

할 수 있는 학과라고 할 수 있다.

소비자학과는 소비자의 경제생활에 필요한 재무관리와 관련된 교과목을 통해 자

산관리  전문인을 양성하고 있으며, 소비자 소비자피해구제와 관련된 교과목을 

통해 소비자상담 전문인을 양성하고 있다. 아울러 중고등학교의 가정과교사가 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으며, 인터넷을 통한 전자상거래가 활발해지면서 

중요하게 부각되고 있는 소비자정보와 소비자 행동을 연구할 수 있는 교과내용이 

제공되고 있다.

  졸업 후 자산관리에 관심이 높은 사람은 주로 금융자산관리사, 투자상담사라는 

자격증을 취득하여 증권사, 은행과 같은 각 금융기관으로 진출할 수 있으며, 신입

사원 중 지방대 학생을 일정비율 선발하도록 하는 제도가 확산되면서 충청권에서 

유일한 충북대 소비자학과의 취업기회가 높아지고 있다. 소비자상담에 관심이 높

은 사람은 국가자격증인 소비자전문상담사라는 자격증을 취득하여 지방자치단체

의 소비생활센터(전국 17개), 한국소비자원, 민간소비자단체를 비롯하여 모든 기

업에서 운영하고 있는 고객만족 센터, 대기업의 콜센터 등으로 진출할 수 있다. 

특히 대기업들은 중부권의 콜센터를 청주에 두고 있어 취업의 기회가 높은 상태

이며 콜센터의 상담사는 물론 메니저로 졸업생들이 활약하고 있다. 아울러, 중고

등학교의 가정과교사, 소비자원의 연구원, 기업의 연구소, 대학원 진학 등의 기회

를 가질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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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수의과 학(College of Veterinary Medicine)

수의과대학은 1989년에 농과대학 수의학과로 발족한 후, 1994년에는 단과대학으로 승

격되었으며, 1998년에는 학제가 6년제로 확대 개편되어 오늘에 이르고 있다. 또한 1993

년에는 대학원 석사과정이, 1996년 부터는 대학원 박사과정이 개설되었다.

부속기관으로는 동물의료센터가 있으며, 협력기관으로는 동물의학연구소, 실험동물연구

지원센터가 설립되어 있다.

수의과대학의 교육목표는 산업동물, 반려동물, 실험동물, 야생동물, 수생동물(어패류) 등 

모든 동물에 대한 질병 예방 및 치료를 위한 전인적인 수의사 양성에 있으며, 이 외에도 축

산식품의 안전성 확보를 담당하는 공중보건전문가, 의약품, 화장품 및 생활용품 등에 대한 안

전성․유효성 평가전문가, 유전공학, 체외수정 및 수정란 이식기술 등을 이용한 발생공학전문

가 등, 동물은 물론 사람의 건강과 복지에 기여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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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농

림수산식품부로터 수의사면허를 취득하게 되고, 수의사로서의 전문적인 활동을 하게 된다. 

수의사의 주된 사회진출방향으로는 임상수의사(동물병원), 식품의약품안전청, 식품의약

품안전평가원, 국립수의과학검역원, 국립보건원, 국립환경연구원, 각 시·도 보건환경연구

원, 각 시․도 축산위생연구소 등의 국·공립 연구기관, 사료회사, 육가공회사, 유가공회사 

등의 축산식품 관련업체, 제약회사, 화장품회사, 생명공학 관련 업체 및 연구소 등에서 검

사원, 연구원 등의 전문가로 활동하게 된다. 

학  과 Department

수의예과              Department of Pre-veterinary Medicine

수의학과 Department of Veterinary Medicine

□ 수의 과(Department of Pre-veterinary Medicine)

수의예과의 1학년은 전문인으로 필요한 기본적인 교양과목을, 2학년은 본과의 전공과목

을 수강할 때 필요한 기초학문을 이해함으로서 공익성과 전문성을 요구하는 수의사의 기

본 자질을 갖추도록 하여 동물을 잘 이해하고 더불어 수의사로서 공공의 역할을 담당할 

수 있는 토대가 될 수 있도록 교육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본 수의예과 과정을 모두 이수한 학생은 수의학과로 진급하여 본격적으로 수의학을 공

부하게 된다. 

□ 수의학과(Department of Veterinary Medicine)

수의학은 포유동물(소, 돼지, 말, 양, 염소, 토끼) 및 조류(닭, 오리, 칠면조) 등의 산업

동물로부터 실험동물(마우스, 랫드, 기니픽, 햄스터, 토끼, 개, 영장류), 반려동물(개, 고양

이, 파충류, 조류 등), 어패류(해산어패류 및 민물어패류), 야생동물(포유동물, 양서류, 파

충류, 조류 등) 및 양봉 등의 곤충에 이르기까지 모든 동물의 질병을 예방하고 치료함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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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론, 반려자로서 인간과 동물의 건전한 관계를 맺을 수 있도록 하는『동물을 대상으로 하

는 전문 의과학』이다. 

따라서 수의학과에서는 수의해부학, 수의조직학, 실험동물의학, 수의생리학, 수의생화

학, 수의독성학, 수의병리학, 수의약리학, 수의발생공학, 수의생물공학 등의 기초수의학 과

목, 수의공중보건학(식품위생학, 환경위생학), 수의바이러스학, 수의세균학, 수의면역학, 

수의전염병학(세균성 및 바이러스성 감염병), 수의기생충학, 조류질병학 등의 예방수의학 

과목, 수의내과학, 수의외과학, 수의산과학, 수의진단검사의학, 야생동물의학, 수의방사선

학, 수의진단영상학, 수생동물질병학 등의 임상수의학 과목은 물론 수의사법규, 논문작성

법, 각 전공별 실습(기초, 예방 및 임상 분야) 및 그 외 전공선택 과목을 단계적으로 이수

하게 되며, 전문적인 지식과 폭 넓은 인격을 겸비한 유능한 수의사를 양성하여 사회에 보

급함으로써 인간생활을 보다 윤택하게 하는 데 도움을 주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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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약학 학(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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병

예방을 위한 보건위생 등에 관한 학술적 이론과 그 광범위한 기술을 연마하고 지도자적 

인격과 사회윤리의식 및 사명감을 갖추어, 생명과학의 중추적 역할을 담당할 인재를 양성

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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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강상담을 담당할 수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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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확

인, 약효평가, 의약품의 배합 및 조제, 병태생리, 의약품정보, 공중보건, 한약학 등에 관하

여 교육과 연구를 진행한다. 이를 위하여 생약학교실, 생화학교실, 약물학교실, 위생약학교

실, 임상약학 교실 등의 연구실을 갖추고 있으며, 이들 연구실을 지원하기 위하여 부속약국

실습실, 약초원, 중앙기기실, 동물실험실 등이 있다. 졸업에 필요한 최저 학점수는 155학점

이다. 졸업 후에 활동할 수 있는 사회적 직능분야에는 약국경영, 병원 및 제약회사, 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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및 연구분야, 식품 및 환경분야, 보건직의행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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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약제

학교실, 유기약학교실 등의 연구실을 갖추고 있으며, 이들 연구실을 지원하기 위하여 부속

약국실습실, 약초원, 중앙기기실, 동물실험실 등이 있다. 졸업에 필요한 최저 학점수는 

155학점이다. 

졸업 후에 활동할 수 있는 사회적 직능분야는 제약회사의 연구 및 생산분야, 약국경영, 

교육 및 연구분야, 제약공업분야 및 정밀화학분야 등에서 활동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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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의과 학(College of Medicine)

충북대학교 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의 교육목적은 진리, 정의, 개척의 건학이념을 바

탕으로 진리를 탐구하고 정의를 추구하며 미래를 개척하는 의사를 양성하는 데 있다.

 1. 진리를 탐구하는 의사(Veritas)

   - 기본의학지식을 익히고 일차진료 능력을 갖추어 인간을 포괄적으로 이해하고 진  

        료한다.

   - 환자와 지역사회에 대한 보건의료 교육능력을 기르고 나아가 의학자로서의 자질  

        을 갖춘다.

 2. 정의를 추구하는 의사(Justitia) 

   - 생명을 존중하고 인간을 사랑하는 가치관을 갖추고, 상호 이해와 존경을 바탕으  

        로 보건의료 문제를 이해하고 해결하는 능력을 기른다.

 3. 미래를 개척하는 의사(Nova Aperio) 

   - 변화하는 의료 및 사회 환경에 대처하는 능력을 기르고 창의적으로 연구하여 발  

        전을 선도하며 나아가서 새로운 미래를 개척한다. 

위와 같은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른 타대학과 달리, 예과 2년을 수료하고 본 대학 

4년과정에 진입하여 기초의학 및 임상의학교육을 받게 한다. 

학 과 Department

의예과                Department of Pre-Medicine

의학과 Department of Medicine

□ 의 과(Department of Pre-Medicine) 

   전문 의료인이 되기를 희망하는 학생들이 의학연구와 진료능력을 습득하기에 앞서 지

성인으로서의 기본소양을 갖추고 의료인으로서의 사명감과 책임감 및 윤리의식을 갖추도

록 하기 위하여 25명의 신입생을 예과를 통해 선발한다.

예과과정에서는 화학, 생물학, 의학개론을 포함하여 교양과목과 의학전공에 필요한 기초필

수과목과 전공 선택과목을 80학점이상 이수한다.  수료생은 의학과에 진입하여 의학을 전

공하고 전문 의료인으로서 국․공립병원, 대학병원, 군병원, 개인병원, 대학, 연구소, 의료행

정 분야 등에서 활약하고 있다. 최근에 의료환경의 변화에 따라 보다 효율적이고 능동적인 

대처를 위해 2009년 3월 1일 부터는 자연과학대학에서 의과대학으로 소속을 변경하였다 .

□ 의학과(Department of Medicine)

의학과는 유능한 전문의료인의 배출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교과과정도 이 목표에 준하

여 우선 기초의학과목을 이수한 후 내과, 외과, 소아과, 산부인과 및 특과임상과목에 대한 

폭넓은 지식과 경험을 쌓아 장차 지역사회에 봉사할 수 있는 의료인의 자질을 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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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도서

가. 개요

대학도서관은 급변하는 지식정보사회에서 학생, 교수, 교직원, 일반연구자들의 정보요

구를 충족시켜주기 위하여 설치.운영하는 대학의 교육기본시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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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달을 

통해 학습·연구의 기능이 확대되고, 나아가 자료의 보존기능, 또한 지역사회에 개방하여 

문화적·사회적 봉사기능까지 수행하고 있다.

나. 연

본 도서관은 1951년 9월 27일 본교의 전신인 청주초급농과대학 부속도서관으로 개설, 

그간 1953년 청주농과대학 도서관, 1956년 충북대학 도서관, 1978년 충북대학교 도서관

으로 개칭하였으며, 1990년 8월 26일 의과대학 분관, 2002년 3월 2일 열람실 전용 건물

인 형설관, 2003년 8월 26일 법과대학 분관, 2003년 9월 5일 전자정보실을 신설하였고, 

2008년 8월에는 학술정보시스템인 아이네크사의 Solars DLi II로 업그레이드 하였다. 현 

도서관은 4층 현대식 건물로써 1985년 11월 1일에 개관하여 연건평 4,168평, 1,311석의 

좌석을 갖춘 3개의 열람실과 147대의 검색용 PC를 갖추고 있고, 1989년 8월부터 개가식 

열람을 하고 있으며, 일반열람실은 24시간 개관하고 있다.

다. 기구

도서관장

운영위원회

서무계

수서계

정리계

전산실

대출반납실

주제자료실

정기간행물실

전자정보실

형설관

의학분관

법학분관

자료지원과 자료운영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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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황

 1) 장서

<2010. 한국교육학술정보원 통계>

단 행 본
국내서 663,323책

875,390책
국외서 212,067책

학 위 논 문 142,485책 142,485책

정 기 간 행 물
국내학술잡지 884종

1,299종
국외학술잡지 415종

비 도 서 자 료 11,132점 11,132점

전 자 자 료 

국내학술데이터베이스 23 패키지
(전자저널 : 8,108종) 58패키지

(12,470종)
국외학술데이터베이스 35 패키지

(전자저널 : 4,362종)

 2) 시설

구 분
중앙도서관

형설관 의  학
도서관

법  학
도서관 계

자료실 열람실 기타 소계

열람석 155 1,116 42 1,313 1,400 12 69 2,794

면적(㎡) 6,940 1,632 5,181 13,753 4,081 356 1,077 19,267

 3) 층별 현황

1층

대출·반납실, 전자정보실, 인터넷학습실, 정보검색실, 이용자교육실

1열람실, 2열람실

관장실, 사무실 (수서·정리계, 서무계, 전산실)

2층
철학·순수과학 자료실, 정기간행물실, 스터디룸

장애우나눔터, 복사실

3층 주제자료실 (인문과학, 사회과학, 어문학, 기술과학·예술 자료실)

4층 서양서, 일서자료실, 보존서고, 3열람실

분관․별관 의학도서관, 법학도서관, 형설관(열람실 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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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 도서  이용시간

 1) 자료실 및 분관

구  분 평   일 토 요 일

중

앙

도

서

관

대출·반납실

주제자료실

학기중 09:00 ~ 19:50 09:00 ~ 12:50

방학중 09:00 ~ 17:50 -

정기간행물실

인터넷학습실
연  중 09:00 ~ 17:50 -

전자정보실 연  중 09:00 ~ 17:30 -

의학도서관 연  중 09:00 ~ 17:50 -

법학도서관
학기중

09:00 ~ 17:50

※ 수요일 : 09:00 ~ 19:50
-

방학중 09:00 ~ 17:50 -

  ※ 일요일, 법정공휴일은 휴실

 2) 열람실     

구  분 이 용 시 간 비   고

중앙도서관 05:00 ~ 24:00 제1, 2열람실 : 24시간 개방(교대로 운영)

형 설 관 05:00 ~ 24:00 시험기간 : 24시간 개방

  ※ 형설관 1층 시험기간 외 일반인 출입허용

바. 도서  서비스

 1) 도서대출 서비스

구    분 책   수 기   간 비  고

학 부 생 5책 10일

대출기간

1회 연장가능

대학원생 10책 30일

교    수 20책 90일

직 원 · 조 교 10책 60일

시간강사 10책 30일

도서관회원 3책 14일

 ‣ 이 용 문 의 : 대출실 ☎ 261-28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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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희망도서신청 서비스

 ‣ 서비스 내용 : 우리 도서관에 소장되어 있지 않은 단행본이 필요한 경우, 희망도서 

신청이 가능하며 자료의 처리 상황을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함 

 ‣ 이 용 방 법 : 도서관 홈페이지→ 로그인 → My library 『희망도서신청』 선택

    ※ 만화, 아동유아도서, 개인수험서, 가제도서 등은 신청이 제외될 수 있음

    ※ 연체도서가 있거나 대출중지기간에는 희망도서 신청이 불가함

 ‣ 이 용 문 의 : 수서계 ☎ 261-2885

 

 3) 우선정리도서 신청서비스

 ‣ 서비스 내용 : 검색 결과 자료가‘정리중’혹은‘정리완료’일 경우, 이용자가 해당 

자료를 우선정리 요청하면 1일 이내에 도서 대출이 가능함

 ‣ 이 용 방 법 : 도서관 홈페이지 → 소장자료검색 → 검색결과가 정리중, 정리완료를 

확인 → [우] 아이콘 클릭 → 로그인 → 신청완료 

 ‣ 이 용 문 의 : 정리계 ☎ 261-2886

 4) 도서예약 서비스

 ‣ 서비스 내용 : 대출하고자 하는 자료가 모두 ‘대출중’ 상태인 경우, 이용자가 자

료를 예약신청하면 자료가 반납될 시 우선 도서 대출이 가능함

 ‣ 이 용 방 법 : 도서관 홈페이지 → 소장자료검색 → 검색결과 내 동일도서가 모두 

‘대출중’확인 → [예] 아이콘 클릭 → 로그인 → 신청완료

 ‣ 이 용 문 의 : 대출․반납실 ☎ 261-2888

 5) SMS 문자서비스

 ‣ 서비스 내용 : 도서 연체사항 ‧ 도서예약 ‧ 우선정리 신청 상황에 대한 정보를 핸드

폰 문자로 알림

 ‣ 이 용 방 법 : 도서관 홈페이지 → 로그인 → 핸드폰 정보 정확히 기입 ˙ ˙ ˙ ˙ ˙ ˙ ˙ ˙ ˙ ˙ → SMS수

신체크

 6) 열람실 자리배석시스템

 ‣ 서비스 내용 : 열람실 자리배석기에서 좌석 배정 후 이용함

 ‣ 이 용 대 상 : 본교 재학생 (학부 및 대학원생)

 ‣ 이 용 시 간 : 05:00-24:00

 ‣ 이 용 방 법 : 학생증을 이용하여 자리배석시스템에서 좌석표 출력

    ※ 이용시간 종료 전에 퇴실할 경우 반드시‘퇴실’처리 바람

 7) 원문복사 서비스

 ‣ 서비스 내용 : 우리 도서관에 소장되어 있지 않은 학위논문 및 학술지 논문을 협력

기관에 의뢰하여 제공함 (유료)

    ※ 전국대학‘외국학술지지원센터’구독자료 이용 시 무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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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 용 방 법 : (1)문헌복사서비스를 운영하는 사이트에 개별적으로 회원가입 → 도

서관 2층 정기간행물실로 방문하여 1회 인증을 거친 후 이용 → 

도서관에 요청자료 도착시 문자통보 → 자료수령

                 (2)개별신청이 곤란하거나 국내소장처가 없는 경우 : 도서관 홈페이

지 → My Library → 원문복사신청 클릭

 ‣ 원문복사서비스 운영 사이트

  - RISS(학술연구정보서비스) : http://www.riss.kr

  - NDSL(국가과학기술전자도서관) : http://scholar.ndsl.kr

 ‣ 자 료 대 상 : 학술지 논문, 학위논문, 단행본 일부분

 ‣ 이 용 문 의 : 정기간행물실 ☎ 261-2891 / 의학도서관 ☎ 261-2890

 8) 국회도서관, 국가전자도서관 원문서비스

 ‣ 서비스 내용 : 학술정보교류협정에 의하여 국회도서관 및 국가전자도서관 자료의 원

문을 관내 지정된 PC에서 열람 및 출력함

    ※ 출력시 인쇄비 및 도서관보상금(저작권료)이 과금됨

 ‣ 국가전자도서관 : 국립중앙도서관, 국회도서관, 법원도서관, 한국과학기술원 과학도

서관,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 한국교육학술정보원, 국가지식포

털, 국방전자도서관, 농촌진흥청 농업과학도서관 (9개 기관 통합

검색 가능)

 ‣ 지정 PC 위치 : 전자정보실, 정기간행물실, 중앙도서관 로비, 법학도서관

 9) 이용자교육

 ‣ 서비스 내용 : 효율적인 자료이용 및 학술정보 검색을 돕기 위하여 이용자교육을 실

시함

 ‣ 교 육 대 상 : 학부생, 대학원생, 교직원 (개인 및 단체 가능)

 ‣ 교 육 장 소 : 도서관 1층 이용자교육실

 ‣ 교 육 내 용 : 도서관 안내, 도서관 홈페이지 이용방법, 문헌복사서비스 이용방법, 

전자정보 활용법, 전자정보 교외이용방법 등

 ‣ 교 육 신 청 : 기본교육은 학기 초에 실시하며 맞춤(수시)교육은 연중 실시함

 ‣ 이 용 문 의 : 전자정보실 ☎ 261-2894

 10) 타대학도서관 이용증 발급서비스

 ‣ 서비스 내용 : 우리 도서관이 소장하지 않은 자료를 타대학도서관에서 이용하고자 

할 경우 타대학도서관 열람의뢰서를 발급받음

 ‣ 이 용 문 의 : 대출·반납실 ☎ 261-2888

 11) 신착도서 전용서가 운영

 ‣ 서비스 내용 : 중앙도서관 3층 자료실 로비에 신착도서 서가에서 최근 도서 경향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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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파악할 수 있음 (매주 화요일 신착도서 제공)

 12) 장애학생 서비스

 ‣ 이 용 시 설 : 장애인 전용주차시설, 휠체어보관소, 장애인용 승강기, 유도블록

   - 2층 장애학생 열람실 : 높낮이 조절 전동 테이블, 조이스틱 특수 마우스, 컴퓨터 

화면확대 및 음성지원 프로그램 PC

   - 3층 자료실 로비 : 저시력자용 탁상형 독서확대기

 13) SDI 서비스

 ‣ 서비스 내용 : 관심 있는 주제분야의 키워드를 등록하면 관련 자료의 최신입수정보

를 E-mail을 통해 정기적으로 제공함

 ‣ 이 용 방 법 : 도서관 홈페이지 → My library 로그인 → SDI 서비스 선택

     ※ 최신입수정보를 수신할 정확한 E-mail 주소를 개인정보에 등록해야 함

 14) 일반회원제 운영

 ‣ 서비스 내용 : 지역주민에게 자료대출 서비스 제공

     ※ 일반회원 가입에는 예탁금 50,000원이 필요하며, 회원탈퇴 시 다시 환불

     ※ 자료열람과 형설관1층 열람실은 회원가입 여부와 관계없이 개방

 ‣ 서비스 대상 : 휴학생, 졸업생, 충북 지역주민

 ‣ 이 용 문 의 : 대출·반납실 ☎ 261-2888

 15) 사물함 제공

 ‣ 서비스 내용 : 중앙도서관 열람실 및 형설관의 사물함을 배정함 

 ‣ 분 양 시 기 : 연 2회 (학기 초 도서관 홈페이지 공지)

 ‣ 분 양 대 상 : 재학생, 졸업생 (예탁금 : 3,000원)

 ‣ 신 청 문 의 : 학생복지위원회 ☎ 261-3081

 16) 무선인터넷 서비스

 ‣ 서비스 내용 : 관내에서 개인 노트북 이용시 무선랜 서비스를 제공함

 ‣ 실 내 지 역 : 열람실을 제외한 도서관 전체, 형설관(1-1, 1-2, 2-4 열람실)

 ‣ 이 용 문 의 : 전산정보원 ☎ 261-2773, http://wlan.chungbuk.ac.kr/

 17) 개신다독상 수여

 ‣ 서비스 내용 : 학생들의 교양 및 인성 함양에 도움을 주고자 매년‘교양 및 양서(良

書) 100선’을 선정하고, 우수 독후감 제출자와 다독자를 선정하여 

개신다독상을 시상함

 ‣ 시       상 : 12월 중 시상, 상장 및 부상 수여

 ‣ 문       의 : 인문과학자료실 ☎ 261-28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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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야, 국내/국외 TITLE

주제전반

국내

- KISS (한국학술정보)

- DBPIA (누리미디어)

- RISS4U (학술연구정보서비스)

- 교보문고 스콜라

국외

- Science Direct

- OUP (Oxford University Press)

- ASP (Academic Search Premier)

- JCR : 전세계 학술지 평가정보

기    타

원문정보

- 창작과 비평

- 한국역대가사문학집성

- 한국인명대사전

- 한국지방사자료총서

- 색의마술

- COS Scholar Universe : 연구자 정보(★)

- CiNii : 일본 학술지 원문, 인용색인정보(★)

- PQDT/DDOD : 학위논문 원문

인문학

국내

- 한국역사문화조사자료데이터베이스

- 조선왕조실록

- 고종순종실록

- 삼국사기

- 사서삼경

- 한국역학대계

- 고려사

-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

- 한국현대문학사전

- 한국복식문화사전

- KRPIA (누리미디어)

국외

- OED : 영문학, 언어학 어휘사전 (★)

- Web of Science (WOS : SSCI & AHCI): 사회과학, 

인문예술분야 논문인용정보 (★)

 18) 비도서, 멀티미디어 자료 이용

    ‣ 전자정보실 : 어학학습, DVD열람, 위성방송 시청 등

    ‣ 인터넷학습실 : 온라인 강좌 시청

 ‣ 문       의 : ☎ 261-2894

사. 학술데이터베이스[ 자정보] 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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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과학

국내
- KOSSDA (한국사회과학자료원)

- 로앤비 : 법학

국외

- RBN : 경영, 경제학

- ERIC : 교육학

- SocINDEX : 사회학 및 사회복지(★)

- D-1 law : 일본법학

- Westlaw : 영미법학

- BSP : 경영, 경제학

자연과학

국내 - ALRIC (농생명과학연구정보센터) : 농업생명과학

국외

- Science journal : 과학

- Nature journal : 과학

- ECC (전자저널 패키지) : 과학

- PML : 의학

- MEM : 의학

- Springer : 의학

- MD Consult : 의학

- Harrison's Online : 의학

- AMA : 의학

- Pubmed : 의학 (★)

- MEDLINE : 의학, 간호학

- Rockefeller University Press : 생명과학

- ACS : 화학

- MathSciNet : 수학

- AGRIS : 농학

- ASM : 미생물학

- IEL(IEEE/IEL) : 전기.전자공학, 컴퓨터공학

- ACM Portal : 컴퓨터분야 (★)

- Wiley+Blackwell

전자책 국외

- Wiley Online Book

- Harrison's Online

- MD Consult

- OCLC netlibrary E-Book (★)

  (★) : 국가라이센스이므로 이용시간의 제한이 있을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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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산정보원

가. 설립목

전산정보원은 컴퓨터 관련 교과목의 교육 및 실습 지원, 교직원의 연구지원, 대학 행정 

업무의 전산화, 정보과학 관련 기술의 연구 및 개발을 목적으로 1978년 3월 15일에 설립

되었다.

급변하는 정보화 시대에 사회 각 분야에서 정보화 수요가 급증하고 있고, 대학교육에서

도 그 중요성이 날로 높아감에 따라, 전 교직원과 학부생 및 대학원생이 컴퓨터를 최대한 

활용할 수 있도록 편의를 제공하고, 효율적 운영을 위해 서버 시스템과 전산망 관련 시설

의 확충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며, 대학 구성원에 대하여  정보화 교육을 실시하고 있

다. 또한 매듭 없는 학사·행정·연구지원을 위한 제반 정보화 서비스를 24시간 365일 장

애 없는 서비스를 실현하고 있다. 

나. 연

1978.  3. 15 충북대학교 전산계산소 설립(훈령 제7조)

1978.  6. 24 HP3000/2 MODEL 6도입

1978.  9. 27 개소식

1983.  4. 16 HP3000/2 확장

1984.  2. 14 VAX-11/750설치(공과대학)

1986.  8. 12 HP3000/58 확장

1989.  7. 21 VAX-11/750 확장

1990.  4. 12 PC실 설치

1990.  7. 26 ELXSI/6400 설치

1991.  5. 29 국산주전산기(TOLERANT) 설치

1994. 10. 18 HP9000/H60 도입

1994. 10. 19 학내전산망구축 완료

1994. 12. 20 HP9000/G70 Server 도입

1995.  1. 10 HP9000/G60 도입

1995.  1. 10 HP9000/E45 도입

1998.  2. 17 HP9000/K570 도입

1998.  2. 28 SUN CE 3000 도입

1998.  2. 28 SUN CE 4000 도입

1999.  8. 19 SUN CE 450․250 도입

1999. 12. 20 HP9000/N4000 도입

2001.  2. Gigabit 전산망 구축 완료

2001.  8. 18 HP9000/N4000 도입

2001.  9. 11 전산정보원으로 명칭변경

2002.  8. 20 웹메일시스템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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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1.  9. 27 충북대학교 종합정보시스템 구축 완료

2002.  9.  3 Sun F 3800 도입

2003. 12. 26 Sun F 6800 도입

2003. 12. 26 학내전산망 시설(UTP CAT.5) 확충

2004.  1. 19 KT 모바일 캠퍼스 협정서 체결

2005. 12. 22 스팸메일차단시스템 구축

2006.  2. 23 침입방지시스템(IPS) 구축

2006.  2. 27 HP9000 Superdome Enterprise 도입

2007.  1. 31 침입차단시스템 업그레이드(기가비트)

2007.  2. 15 소프트웨어 설치 및 패치관리시스템(PMS) 구축

2007.  8. 31 서버보안, DB보안 시스템 도입

2007. 12. 27 수퍼컴퓨팅 교육·연구센터 개소

2008. 12. 5 백본 및  L4 스위치 이중화 구축

2008.  2. 22 웹방화벽 구축 

2008.  2. 27 사이버보안관제센터 구축 

2008. 12. 20 캠퍼스 무선랜 1단계 구축

2009.  9.  1       SUN T5440 서버 2대 도입

2009. 12. 29      캠퍼스 무선랜 2단계 구축

다. 조직  구성

충북대학교의 주요 정보화 사항을 심의하는 정보화추진위원회와 전산정보원 실무 부서

로 학사·행정지원팀, 전산망지원팀, 정보보안팀, 교육·연구지원팀, 슈퍼컴퓨팅교육·연

구센터 및 행정실·정보화 전략팀이 있다. 또한 부속시설로는 사이버보안관제센터, 시스템

실, 제1실습실, 제2실습실, 슈퍼컴퓨팅실습실이 있다.

라. 기능

 1) 학사·행정지원팀

  ․ 학술정보 관리 및 이용 지원에 관한 사항

  ․ 사무자동화에 관한 사항

  ․ 전산화 업무 분석 및 프로그램 개발에 관한 사항

  ․ 학사, 행정, 연구 업무 전산화 계획수립에 관한 사항

  ․ 자료 보관에 관한사항

  ․ 시스템 조작 및 시스템 운영에 관한 사항

 2) 전산망 지원팀

  ․ 학내·외 전산망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사항

  ․ 시스템 운영 관리에  관한 사항

 ·학내 전산망, 서버 유지보수에 관한 사항

 3) 교육·연구지원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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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학생교육, 실습, 교직원 연구과제 지원에 관한 사항

  ․ 전공 및 교양 전산관련과정 학생 실습

  ․ 전산 실습실 관리

  ․ 교육용 및 연구용 소프트웨어 관리

  ․ 전산관련 특강 계획 수립 및 추진

  ․ 학생실습에 관한 매뉴얼 작성

  ․ 위탁교육 및 공개강좌에 관한 사항

  ․ Help Desk 운영에 관한 사항

 4) 정보보안팀

 ·정보통신보안 기획운영

 ·사이버 보안관제 업무

 ·교육행정전자서명인증서 관련 업무

 5) 행정실·정보화 전략팀

  ․ 전산정보원의 행정처리 전반과 기본운영에 관한 사항

 ·대학 정보화 계획수립  

마. 주요 시스템 보유 황

기 종 CPU Memory Disk 서 비 스

HP9000 Superdome 1.5Ghz 12 28G 2T DB(학사행정) 서버

HP9000 rp4440 800Mhz 4 4G 72G 인트라넷(WAS)

HP9000 N4000 550Mhz 2 4G 72G 인트라넷(WAS), 한사이버

SUN FIRE 6800 1.2GMhz 16 32G 420G 전자결재, 자료관

SUN FIRE 3800 750Mhz 4 4G 400G 학교홈페이지

SUN Enterprise 4000 248Mhz 4 1.8G 70G 입시/종합민원실 홈페이지

SUN Enterprise 3000 248Mhz 2 512M 20G 대량메일서버

SUN Enterprise 3000 168Mhz 2 320M 6G 1차 DNS

SUN Enterprise 450 286Mhz 2 1G 100G 개인홈페이지

SUN Enterprise 250 286Mhz 2 512M 32G 웹디스크

SUN Blade 2000 1.2GMhz 1 1G 144G 백업서버

SUN T5440 1.2GMhz 16G 146GX2 개인홈페이지

SUN T5440 1.2GMhz 16G 146GX2 SMT 발송서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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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 산망 황

충북대학교 전산망(CBNET)은 1994년 FDDI Backbone Network으로 설치되어 교육연

구에 활용되어 온 것을 시작으로, 보다 효율적인 인프라 구축을 위해 초고속 전산망(ATM)

을 설치하였고 현재는 학내 모든 지역에 기가비트 이더넷 백본망으로 전환을 통한 효율적

이고 안정된 네트워크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서 강의 및 학사행정 업무처리, 연구지원 등의 

서비스를 지원하고 있다.

 1) 전산망 주요장비

  - 백본 스위치 5개 - - L4 스위치 4 개

  - L3 스위치 : 94 개 - L2 스위치 : 330 개

 2) 전산망 제공 서비스

  - 인터넷 서비스(홈페이지, 이메일 등)

  - 인트라넷 서비스(종합정보시스템, 전자문서시스템 등)

  - 이러닝 서비스 지원

  - 유· 무선랜 서비스

3. 종합인력개발원

가. 설립목

종합인력개발원은 학생의 생활과 취업 및 각종 진로지원을 위한 전문적인 상담과 취업

정보 및 서비스를 제공하며 이를 위한 조사, 연구와 기타 필요한 지원활동을 하는데 목적

이 있다.

나. 연

2005.  3.  1 충북대학교종합인력개발원 설립

2005.  3.  1 초대 조성찬 원장 임명

2007.  3.  1 2 대 박종섭 원장 임명

2008. 10. 16 종합인력개발원 규정 개정

2008. 11.  1 여대생커리어개발센터장 임명

2009.  3.  1       3 대 고석하 원장 임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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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조직 

취 업 부 상 담 부 여대생커리어
개발센터 행정지원실

취 업 팀 경력개발팀 상 담 팀 검 사 팀

원    장

운영위원회

라. 주요사업 

 1) 학생생활과 취업 및 진로에 관한 기획, 교육, 홍보, 자료 및 정보제공, 전산망 구축

 2) 학생생활과 취업 및 진로지원을 위한 연구, 조사, 자료분석 및 출판

 3) 학생생활과 취업 및 진로지원을 위한 개인상담, 집단상담 및 심리·적성 검사

 4) 기타 대학생활의 향상과 취업 및 진로를 지원하기 위한 사업

마. 각 부의 업무 내용

 1) 취업부

  ․ 경력개발 및 관리 프로그램 운영 관리 

  ․ 취업교과목(직업과 사회진출, 직업탐색과 진로목표설정, 코칭파워리더십) 운영관리 

  ․ 직업성향 분석 및 평가 업무 

  ․ 취업특강 및 모의면접, 세미나 개최

  ․ 취업능력 교육관리(고시 및 자격시험 등) 

  ․ 정부지원 취업지원 사업 관리

  ․ 취업 전산망 및 네트워크 관리 등 

  ․ 취업상담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관리  

  ․ 취업 정보수집 및 게시

  ․ 취업상담 지도 및 안내 

  ․ 취업설명회 유지 및 개최 

  ․ 취업 (부직) 추천 및 추천자 교육 

  ․ 기업체 방문 및 홍보 

  ․ 취업 통계조사 및 분석 평가

 2) 상담부 

  ․ 상담  

   - 개인상담

학업, 진로, 성격, 대인관계. 불안, 우울, 성문제, 가족문제 외 기타 심리적 문제

방문상담, 전화상담, 인터넷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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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집단상담

대인불안감소프로그램, 인간관계증진프로그램, 진로탐색프로그램, 자아성장프로그램, 

감수성훈련프로그램, 스트레스관리프로그램, 의사소통훈련 프로그램

  ․ 심리검사 

   - 진로 및 적성관련검사

인적성검사, 심리적성정밀검사, STRONG 직업흥미 검사 

   - 성격관련검사

성격유형검사, 다면적인성검사, 문장완성검사, 기질 및 성격검사

   - 기타검사 

지능검사, 간이진단검사

  ․ 연구, 출판

대학생활안내 웹진 발간, 신입생 실태조사 보고서 발간, 뉴스레터 발간

  ․ 기타활동

- 사례연구 모임

- 정신건강 및 진로관련도서 대여

- 교직원 및 교직원자녀를 위한 심리검사 및 해석면담

 3) 여대생커리어개발센터

  ․ 여대생을 위한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 진로교육 및 커리어관리 프로그램

   - 직무능력 훈련 프로그램

   - 젠더의식 강화 프로그램

   - 경력단절예방 프로그램

   - 지역사회 고학력여성 취업지원 프로그램

  ․ 초청 특강 및 세미나 개최

  ․ 여대생 관련 취업교과목(여성취업과 경력개발) 운영

  ․ 정부지원 여대생 취업지원 사업관리

  ․ 여대생 프로그램 관련 책자 발간 

 4) 행정지원실 

  ․ 회계 관련 업무 

  ․ 일반서무 및 물품관리 

  ․ 보안 및 직인 관리 

  ․ 각 팀 분장업무 외의 지원 업무

  ․ 각종 행사, 기업체 방문, 각종인쇄물 발간 등 지원

  ․ 문서수발 및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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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박물

가. 설립목

박물관은 고고·역사·미술·공예 및 민속에 관한 자료를 조사·수집·연구·진열·전

시하여 교직원 및 학생의 관람과 교육연구자료를 제공하여 우리 역사문화의 이해와 계몽

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나. 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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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81.  5. 14 선사유물실(23동) 확보

1988. 10. 10 대학본부 3층에서 32동 3층으로 이전 통합

1990. 10. 10 역사유물실(대학본부) 및 선사유물실(32동)을 통합

1995.  8. 31 박물관대학 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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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5.  9. 26 옛 대학본부로 독립건물 확보하여 박물관 이전 개관

2010.  3. 22      박물관개관 40주년 기념 특별전『인도의 신화』개최

다. 조직

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학예실(학예1부․학예2부) 및 행정실을 두고 있으며, 

박물관의 운영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운영위원회를 두고 있다.

라. 활동

 1) 지표조사

1975년 6월부터 대청댐수몰지역조사를 시작으로 충주댐(78-80년), 중원문화권(80-84

년), 중부고속도로(85-86년) 등 약 120회에 걸쳐 문화유적 지표조사를 실시함.

 2) 발굴조사

청원 두루봉 동굴 구석기유적(76-83년), 충주댐(82-85년), 청주 신봉동 백제고분군

(82·91·00·03년 등), 단양 구낭굴 유적(86·88·98년), 중원 루암리 고분군

(89-90년), 청원 소로리 유적(98년), 청주 봉명동 유적(98-99년), 충주 금릉동 유적

(2004년), 연기 응암리 유적(2008년) 등 70회에 걸쳐 발굴조사함.

 3) 유해발굴조사

‘한국전쟁 전후 민간인 집단희생 관련 유해발굴’(2007~2009년)을 실시하여 중요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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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류학 연구자료 제공하였고, 국내 유일의 유해발굴·감식·연구기관으로의 위상 강화

됨.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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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

해 상생 평화(2010.06.14~2010.09.30) 등 20회를 개최함.

 5) 연구보고서 간행

청원 두루봉 동굴 구석기유적 발굴조사 보고서(83년), 충주댐 수몰지구 문화유적 발굴

조사 종합보고서(85년), 한국구석기 문화전 도록(86년), 청주 신봉동 고분군 (95년), 

청주시 문화유적 분포지도(98년), 청주 봉명동 유적 발굴조사 보고서 (2004년), 충주 

금릉동 유적 발굴조사 보고서(2007년)등 총 116권을 간행함. 

마. 소장품

 1) 종류와 수량

금속 옥석 토도 골각 목죽조칠 피모지직 서화탁본 기타 총계

1,122 423 1,780 18 466 483 1,351 92 5,735

 2) 국가지정문화재 현황

구  분 지정번호 명  칭 수  량 지정일

보  물 제716호 純誠佐理 四等功臣 綠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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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 향후 발 계획

 1) 중원문화 유적 학술조사의 연차적 실시

 2) 박물관 소장 유물관리의 전산화 추진

 3) 박물관실습 및 실무교육의 내실화 추진 

사. 시실안내

 1) 관람안내

1전시실은 상설전시실로 중원지역의 구석기 중심으로 전시되어 있으며, 2층에 있는 2

전시실은 기획전시실로써 다채로운 특별전이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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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관   별 성   별 정   원(명)

본  관

개성재 진리관 남 220

정의관 남 103

개척관 여 240

계영원 계영원 여 392

소     계 955

B T L

양성재 명덕관 남 651

신민관 남 316

지선관 여 645

소     계 1,612

 2) 관람시간

박물관 전시실의 관람시간은 다음과 같으며, 관장은 필요에 따라 관람시간을 연장 또

는 단축할 수 있다.

○ 평  일 : 09:30~17:30

○ 휴관일 : 토요일․일요일․공휴일(단, 토요일은 예약자에 한해 관람가능)

5. 학생생활

가. 설립목

학생생활관은 외지에서 온 학생을 위한 복지 시설로서, 생활편의 제공은 물론 면학분위

기를 조성하여 건전하고 유능한 사회인을 육성한다는 목표아래 설립되었으며, 생활관생들

로 하여금 생활관 공동생활을 통하여 자주, 자립, 협동정신을 습득케 하며, 건전하고 참다

운 대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운영하고 있습니다.

나. 연

1984.  3.  1 여학생기숙사 장미동 개관 

1985.  9.  1 백합동 개관

1991.  3.  1 남학생기숙사 진리관, 정의관 개관

1993.  3.  1 개척관 개관

2003.  2. 27 신축기숙사 계영원 개관

       9. 29 학생생활관으로 명칭변경

2008.  3. 01 BTL생활관 양성재 개관

       7.  1 분관(양현재) 폐관

2009. 2.  28      유학생생활관 등용관 개관 

다. 생활 생 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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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학생

생활관

    등용관 남 80

여 74

소     계 154

총     계 2,721

라. 자치활동

자치회를 조직하여 자율적으로 운영하고 있으며, 매년 벗사랑 나눔제와 체육행사를 연

례행사로 개최하여 외부인에게 생활관을 개방하고, 관생들간의 화합을 갖는 축제가 열리고 

있습니다.

6. 보건진료원

가. 설립목

보건진료원은 학생과 교직원의 보건관리와 진료를 통하여 건강한 대학생활을 유지․도모

하고자 1978년 12월 20일 설립되었다. 

나. 조직

원장 산하에 진료부와 보건부를 두고 있으며 진료원의 운영을 심의하기 위하여 운영위

원회를 두고 있다. 

원  장

운영위원회

보건부 진료부

진

료

실

치

료

실

약

국

병
리
검
사
실

다. 기능

 1) 진료실 : 질병상담 및 환자진료

 2) 치료실 : 상처소독, 간단한 수술, 주사 , 예방접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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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일
일반진료 전문진료

비  고
진료과목 진료시간 진료과목 진료시간

월

화

수

목

금

일반진료

"

"

"

"

09:30~17:30

"

"

"

" 이비인후과 13:00~15:00

점심시간

12:00~13:00

 3) 약 국 : 처방에 의한 약품조제 및 투약

 4) 병리검사실 : 혈액학적 검사, 혈청학적 검사, 생화학적 검사, 요 검사

라. 진료안내

진료는 일반진료와 전문진료로 구분되며, 전문진료는 충북대학교병원에서 의료진을 파

견하여 진료하고 있다.

마. 이용안내

보건진료원을 방문하여 약국에서 접수한후 진료를 받는다.

바. 검사  방 종

 1) 혈액학적 검사 : 백혈구수, 적혈구수, 혈색소농도, 헤마토크릿트, 혈소판수

 2) 생화학적 검사 : 간기능, 혈당, 혈중단백, 콜레스테롤 등

 3) 혈청학적 검사 : B형간염 검사, HBe항원검사, 매독검사

 4) 요 검사 : 비중, 백혈구, 아질산염, PH, 요단백, 요당, 케톤, 유로빌리로젠, 빌리루빈  

              잠혈     

 5) 혈액형 검사(ABO,Rh)

※ 간염항원 및 항체검사, 간기능검사 결과에 따라 간염예방접종을 실시한다. 

사. 방역소독 사업

실시시기 및 횟수 : 연 5회 실시(4월, 6월, 8월, 10월, 12월)

아. 보건통계

 1) 진료통계 : 대학별, 질병별, 건강검진 통계

 2) 보건진료원 연보 격년 발행

자. 보건진료원 홈페이지(http://web.chungbuk.ac.kr/~health) 개설 가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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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진료원에서는 학생과 교직원의 건강유지와 보건향상을 위하고 건강한 대학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보건진료원 홈페이지’를 개설하여 가동 중에 있다. 

차. 특별사업

 1) 신입생 건강검진

  - 대상인원 : 신인생 전원 - 실시기간 : 매년 3월초

  - 검사항목 : 진찰, 혈압, 체격(신장·체중·비만도), 혈액학적검사, HBsAg, HBsAb, 

GOT, GPT, r-GPT, T-Bil, T-Pro, Alb, BUN, Creatinine, 

T-cholesterol, B-Glucose, 흉부방사선 촬영

 2) 재학생 건강검진

  - 대상인원 : 2,3,4,5학년 재학생 - 실시기간 : 매년 9월

  - 검사항목 : 진찰, 혈압, 체격(신장·체중·비만도), 혈액학적검사, HBsAg, HBsAb, 

GOT, GPT, r-GPT, T-Bil, T-Pro, Alb, BUN, Creatinine, 

T-cholesterol, B-Glucose

 3) 독감예방접종 : 매년 10월중 실시

7. 장애지원센터

가. 설립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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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

2005.    5.  19. 충북대학교 장애학생지원센터 운영규정 공포 및 센터장 임명

2005.    8.   5. 장애학생지원센터 전담직원 배치

2005.    8.  29. 운영위원회의 실시 및 자문위원 위촉

2005.    9.   7. 충북대학교 장애지원센터 개소 

충북대학교병원, 한국장애인고용촉진공단충북지부, 혜원장애인종합

복지관과 상호 협력 협약 체결

2006.    9.    장애학생 학점등록제도 시행 

2007.    5.    장애학생 휴학연한 연장 시행

2008.   12.        한국정보문화진흥원 정보통신보조기기 지원 대학 선정

2009.    3.        2008년 대학 장애학생 교육복지 지원 실태 평가 “최우수” 대학 

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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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조  직

 1) 일반지원체계

센터장

사회복지사1, 직원1, 공익요원1

운영위원회

자문위원

 2) 특별지원체계 : 장애학생 특별지원 위원회가 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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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습지원

  ·장애학생 우선 수강신청제도

  ·장애학생 학점등록제도

  ·장애학생 학습 도우미제도 운영

  ·학습지원협조요청권고 안내문 발송

  ·학습보조기기 지원

  ·청각장애학생 전문속기 지원

  ·청각장애학생 원격(속기)지원 실시

 2) 이동지원

  ·전동휠체어, 수동휠체어 대여 및 수리

  ·이동편의시설제공(엘리베이터, 경사로 등)

  ·휠체어용 책상 비치

 3) 생활·복지지원

  ·장애학생 오리엔테이션(전환교육실시)

  ·상담지원

  ·장애학생 희망장학금 지급

  ·생활 도우미제 운영

  ·장애학생 도우미 간담회

  ·건강한 자기관리 캠프 

 4) 취업지원 및 기타

  ·장애학생 취업 전문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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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애학생 스펙관리프로그램 운영

  ·고용지원 및 취업정보 제공

  ·교직원 ․ 보조인력 등에 대한 교육

  ·장애학생 교육복지 실태조사

마. 시설  보조기구 지원

 1) 이동 ․ 학습 보조기구 대여 : 휴대용 독서확대기, 흰지팡이, 강의지원용 노트북,전동,   

    수동휠체어, 이동형 리프트 등( 43종 119대)

 2) 편의시설 안내도 및 가이드 제작 배포 

 3) 학내 장애인 편의시설 점검 (경사로, 장애인 주차구역)  및 시설 개선 요청

바. 장기발  계획

 1) 장애학생 대학생활 정상화

  ·합동강의실에 경사로 설치

  ·모든 건물에 장애인승강기, 화장실 설치

  ·합동강의실, 세미나실, 공연장 등에 장애인 전용좌석제 실시

  ·강의실에 높낮이 조절식 책상 비치

  ·장애인 화장실, 강의실 도어 놉을 레버식으로 교체

  ·단과대학, 부속기관 등에 자동음성유도기 설치

  ·장애지원센터 공간확충

 2) 장애학생 대학생활의 통합화

  ·장애인 인권 및 인식개선의 날 실시(특강, 토론회, 연극, 영화상영, 장애체험 행사)

  ·교수·직원 대상 장애인식 교육실시와 연1회 수강의무화

  ·지역사회 홍보

 3) 장애학생 학습권 보장

  ·장애학생 튜터링 제도 확립

  ·장애학생 평가제도 개선

  ·노트북 등 학습지원용구 대여확대

  ·장애학생 교수․직원과 1:1 멘토링 제도 실시

 4) 장애학생 능력개발 강화

  ·교수학습지원센터’와 연계, 장애학생 교수법 개발, 교육정보제공

  ·장애학생을 위한 교육과정(점자도서, 오디오 북, 사이버강좌 동시 제공)

  ·장애판정프로그램 개발

  ·장애학생 생활재활체육 프로그램 개발

 5) 지역사회 장애인복지의 HUB 역할 수행

  ·의과대학과 병원 연계, 장애발생예방교육과 활동개발

  ·관련학과와 연계, 조기개입프로그램 연계, 취약계층 장애아동 복지프로그램 연계, 가

족지원프로그램 개발과 장애아동 방과후 프로그램, 사회기술훈련프로그램 등 연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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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이용안내

 1) 위치 : 본관 국제교육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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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학기 중 장애지원센터 쉼터 및 학습지원실 월~금 08:00-19:00 연장 운영)

 4) 공간구성 : 사무실, 쉼터(휴식 및 재활), 상담실, 학습지원실

 5) 홈페이지 : http://supporter.chungbuk.ac.kr

8. 기록

가. 설립목

기록물의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관리를 통하여 행정업무의 능률을 향상시키고 기록정보 

자원인 기록물의 안전한 보존·관리 및 활용을 위하여 기록관을 설립 운영

나. 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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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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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황

 1) 위  치 : 본부 8층

 2) 규  모 : 155.52㎡ (46평)

 3) 장비구축현황

  - 도면스캐너 : 1대, 고속스캐너 : 1대, 바코드리더기 : 1대

  - 칼라프린터 : 1대, 프린터 : 1대, 컴퓨터 : 6대, 전자복사기 : 1대

  - 이동식 서가 : 20개, 고정식 서가 : 3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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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보유 기록물 현황

                                                             (2009. 12 .31. 현재)

구  분 계 영구 준영구 30년 10년 5년 3년 1년

총계(권) 27,348 3,631 1,331 405 2,021 15,344 4,585 31

문서․대장(권) 26,175 3,336 463 405 2,020 15,340 4,580 31

카 드(권) 1,038 160 868 1 4 5

도 면(권) 135 135

마. 주요업무

 - 기록물의 보존․관리 및 활용 등 기록물 관리

 - 중요 기록물 DB 구축

 - 비밀기록물 이관 및 관리

 - 기록물분류기준표 취합 관리 

 - 기록관리시스템 및 행정표준코드 운영 관리

 - 기록물 평가심의위원회 운영

 - 정보공개 접수창구 운영

9. 양성평등상담소

가. 설립목

양성평등상담소는 우리 대학 구성원에 대한 양성평등교육 및 성희롱·성폭력·성매매 

예방 교육을 통하여 양성이 평등한 직장 또는 학교 문화를 정착시키고, 성희롱·성폭력 피

해자의 아픔을 함께 나누고 건강한 삶을 되찾게 함으로써 대학 구성원의 인권을 보호하고

자 설립되었다. 

나. 연  

2006. 10. 12. 충북대학교 성문제대책위원회규정 전부개정규정(안)에 대하여 노경

희 교수 외 10인의 교수들이 종합인력개발원과 기획처에 의견 제

출. 타 대학 성폭력상담소 현황조사

2006. 11. 30. 양성평등상담소 독립기구 설립 제안을 위한 1차 준비모임(교수 5인)

2006. 12. 15. "성상담 전담기구 설치 요구안" 제출(교수 355명 서명)

2007.  4. 10. 학장회의 개최 - 양성평등상담소 설치 계획(안) 통과 - 학장회의 

논의사항 및 여론을 수렴하여 시행(기획처장에게 위임)

2007.  5. 31. 법제심의위원회 개최 - 충북대학교 양성평등 구현과 성희롱·성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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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력의 예방 및 처리에 관한 규정 제정(안) 통과

2007.  7.  1. 김향숙 교수 소장 취임     

2007. 11.  1. 양성평등상담소 상담원 임명

2007. 11. 12. 양성평등상담소 개소 및 기념강연회 개최

2009.  3.  1.      이은희 교수 소장 취임

2010.  4. 28.     충북대학교 양성평등 구현과 성희롱·성폭력의 예방 및 처리에 관  

                      한 규정 개정

2010.  5.  1.      인구보건복지협회충북지회 청주성폭력상담소와 업무협력 협약체결

다. 기구

소  장

상담부

성희롱·성폭력
대책위원회

운영위원회

교육부 행정지원실

라. 주요업무

 1) 성희롱·성폭력 피해 신고접수 및 사건처리 지원

  - 방문(도서관 2층), 전화(261-3425), 메일(help119@chungbuk.ac.kr)을 통한 신고 

접수 

  - 사건처리(비공개, 절차적 권리의 보장, 접수일로부터 30일 내에 완료)지원 

 2) 성희롱·성폭력 피해자 및 가해자 상담

  - 피해자 상담 및 치료를 위한 적절한 조치 지원

  - 가해자 상담 및 치료를 위한 적절한 조치 지원

 3) 양성평등교육 및 성희롱·성폭력·성매매 예방교육 제공

  - 신입생 교육(2월)

  - 재학생 교육(학기중)

  - 교직원 교육(연 2회 이상)

  - 명사 초빙 강연회

4) 양성평등실현을 위한 캠퍼스 문화조성

  - 양성평등정책 구현을 위한 미래지도자 양성캠프(학기말)

  - 영화의 날(매월 셋째주 중)

  - 성년의 날 기념 영화제(5월)

  - 여성주간 기념 영화제(7월)

  - 논문상 공모전(9월~12월)

  - 글짓기 공모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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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성문화 캠페인 

  - 도서 및 DVD 대여

마. 이용안내

 1) 위치 : 충북대학교 도서관 2층(방문상담)

 2) 연락처 : 043)261-3424~3425 / 팩스 : 043)267-3426

 3) E-mail : help119@chungbuk.ac.kr

 4) 이용시간 : 월~금 09:00-18:00

 5) 공간구성 : 양성평등상담소 사무실, 소장실 및 회의실, 개인상담실(고충상담실), 자료실

 6) 홈페이지 : http://gecc.chungbuk.ac.kr

10. 기 교육원

가. 설립목

대학의 고유한 철학을 바탕으로 교양 교육 전반에 걸친 체계화의 필요성이 증대되고, 

시대의 변화에 따른 과목의 유기적 연계와 재배치에 대한 요구에 따라 2010년 9월 1일 

설립되었다. 학생들의 종합적 사고 능력 및 기초 소양을 함양하도록 교양 과목을 조직화하

고 체계화하는 기능을 수행한다.

나. 조직  구성

인문사회부 자연이공부 행  정  실

원  장

운영위원회

기획위원회

비교과과정부

다. 주요 기능

  · 교양 과정 발전계획 수립

  · 교양 과정 개편계획 수립 및 교과목 개발

  · 예비대학 프로그램 개발 및 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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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교수학습지원센터

가. 설립목

지식정보화로 대표되는 현대사회는 과학기술의 발달을 바탕으로 모든 분야의 영역과 경

계를 변모시키고 있고, 이러한 시대적 변화는 대학교육의 핵심기능인 사회에 공헌할 수 있

는 연구활동과 인적자원의 육성을 위하여 그 방법을 달리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본 센터는 시대적 변화에 따라 교수와 학습의 성과를 높이기 위하여 질적으로 향상된 

방법론과 구조적 혁신을 통하여 단순한 지식의 전달과 보유가 아니라 새로운 지식을 산출

할 수 있는 창의적 사고의 능력, 비판적 사고의 능력, 복합적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안

목과 통찰력 등을 가진 인재를 육성하기 위한 교수학습활동에 대한 다양한 지원을 하고 

있다.

나. 연

본 센터는 2008년 1월 3일 본 센터의 전신인 e-Learning 센터와 사범대학 부설 교육

매체센터를 통합하여 교수학습지원센터로 개명하였다.

다. 조직

교수학습지원센터의 운영을 위한 운영위원회와 실무부서로 교수지원부, 학습지원부, 이

러닝지원부, 행정실이 있다. 

센터장

운영위원회

E-Learning지원부교수지원부 학습지원부

라. 주요 기능

 1) 교수지원부

  ·집단별 교수법 워크숍 개최

  ·수업개선 컨설팅 지원

  ·수업 자료 제작 및 배포

  ·교육과정 및 교육방법의 특성화 지원

  ·충북대학교 조직학습 촉진 지원

 2) 학습지원부

  ·학부 신입생을 위한 프로그램

  ·학습개선 프로그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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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습 커뮤니티 지원

  ·학습법 특강

  ·프레젠테이션 워크숍

  ·대학원생을 위한 영어논문작성법 워크숍

  ·디지털 미디어 강좌

  ·학습법 관련 자료 제작 및 배포

  ·학생 연구 참여 프로그램

 3) 이러닝지원부

  ·충북대학교 이러닝 서비스 운영

  ·e-Learning 교육워크숍

  ·콘텐츠 개발 지원

  ·교육 매체 제작 지원

  ·파워포인트 템플릿 다운로드 서비스

  ·온라인 외국어 특강

12. 공동실험실습

가. 설립목

공동실험실습관은 본교의 주요 정밀기기를 공동으로 관리 이용하여 교육, 연구에 기여

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관련 대학간의 고가정밀 분석 기기의 중복구매 방지와 도입된 고가정밀 분석기기를 

집중화하여 효율적으로 관리 운용함으로써 예산의 절감과 활용도를 증진시키고 교육

과 연구에 기여한다. 

 2)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기기마다 관리요원을 배치하여 정밀분석의 정확도를 높이고 기

기관리를 담당케 한다. 

 3) 기기 이용을 위한 교육 및 세미나를 개최한다. 

 4) 지역사회에 시설을 개방하여 산학 협동에 기여한다. 

나. 연

1987.  3. 11. 중앙기기관 설립 준비위원 임명

1987.  9. 11. 중앙기기관 운영규정 제정

1987.  9. 17. 중앙기기관장 농대 축산학과 김종욱교수 취임

1988.  2. 24. 중앙기기관 운영세칙 제정

1988.  6. 13. 교육부에 법제화 신청

1989.  3. 11. 공동실험실습관법제화(대통령령 제12638호) 

1989.  4. 18. 제1대 공동실험실습관장농대 축산학과 김종욱 교수 취임

1991.  9. 12. 제2대 공동실험실습관장 농대 농화학과 육창수 교수 취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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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2. 11. 30. 공동실험실습관신축건물 착공

1993.  9. 11. 제3대 공동실험실습관장 자연과학대학생물학과 이준영 교수 취임

1994.  9. 11. 제4대 공동실험실습관장 자연과학대학생물학과 양덕조 교수 취임

1996.  3. 28. 공동실험실습관 개관식

1996.  9. 11. 제5대 공동실험실습관장 공대 화학공학과 홍성선 교수 취임

1998.  9. 11. 제6대 공동실험실습관장 자연과학대학천문우주학과 이용삼 교수 취임

2000.  9. 11. 제7대 공동실험실습관장 공과대학 안전공학과 신창섭 교수 취임

2002.  9.  1. 제8대 공동실험실습관장 약학대학 제약학과 문동철 교수 취임

2004.  9.  1. 제9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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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조직

관  장

방
사
선
안
전
관
리
실

물

리

기

기

실

화

학

기

기

실

생

물

기

기

실

행

정

실

운영위원회 방사선안전위원회

 

라. 보유기기

품     명 수량 설치장소

3차원영상분석시스템 1 203

고분해능 X-선 회절분석기(HR-XRD) 1 122

고분해능투과전자현미경(HR-TEM) 1 102

고성능사중극자직렬 질량분석기(LC/MS/MS) 1 310

 고속레이져분광기 1 216

광전자분광기(XPS) 1 118

기체크로마토그래피/질량분석기(GC/MSD) 1 311



174  Ⅴ. 부속시설

품     명 수량 설치장소

나노인덴터(Nano Indenter) 1 316

단결정 X-선회절분석기(SC-XRD) 1 123

콘포칼영상분석기(Confocal Image System) 3 203,211,212

범지구위치결정시스템(GPS) 1 207

비표면적기공측정장치(ASAP) 1 306

비행시간형질량분석기(MALDI-TOF) 1 310

삼축압축시험기 1 401

생물질 분리정제기(FPPS) 1 201

생체분자물질반응분석시스템(BIAS) 1 221

에너지여과형투과전자현미경(EF-TEM) 1 101

엑스선회절장치(XRD) 2 117

열분석기(TA) 1 309

오제이전자분광기(AES/SAM) 1 125

오제전자분광기(AES) 1 118

유기원소분석기(EA) 1 317

유도쌍플라즈마방출분광기(ICP-AES) 1 314

 유도결합플라즈마분광광광도계(ICP-OES) 1 314

유세포분석기(FACS) 2 202

전계방출형주사전자현미경(FE-SEM) 1 109

전자스핀공명분석기(ESR) 1 112

주사전자현미경(SEM) 1 108

주사탐침현미경(SPM) 1 316

지반투과레이다(GPR) 1 207

초고진공주사탐침현미경(UHV-SPM) 1 111

초전도저온물성측정기(VSM) 1 112

편광현미경 및 열적특성 장치 1 308

퓨리에변환적외선분광계(FT-IR, FT-RAMAN) 1 317

플로터(Plotter) 1 405

핵자기공명분석기(FT-NMR) 2 110

형광광도계(Fluorescence Spectrometer) 1 308

DNA 칩제조및분석기(Microarrayer) 1 201

초고속 유세포 자동분리기 1 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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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국제교류원

가. 설립목

국제교류원은 우리대학 학생 및 일반인의 영어능력을 키우고, 졸업 후 취업, 진학 및 

유학에 필요한 수학영어뿐만 아니라 원활한 외국어 의사소통 능력향상을 위하여 원어민강

사가 진행하는 영어회화, 영작문, 제2외국어 등을 개설하여 운영하고 있다. 또한 유학 및 

취업 등의 이유로 한국어를 필요로 하는 외국인 및 재외동포를 위해‘한국어연수과정’을 

개설·운영하여 한국어 및 한국문화를 이해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한국어능력을 겸

비한 인재를 양성하고 있다. 

나. 연  

1970.  9. 18. 영어교육과 어학실습실

1978.  3.  1. 충북대학교 어학실습실

1984.  1.  4. 충북대학교 어학연구소

1997.  3.  1. 충북대학교 외국어교육원

2000.  3.  1. 충북대학교 국제교육원

2010.  9.  1.      충북대학교 국제교류원

다. 조직

외국어교육부 한국어교육부 행  정  실

원  장

운영위원회

라. 주요업무

 1) 외국어교육부

  · 외국어능력 및 교육에 관한 연구

  · 외국어 교육계획 수립

  · 교육과정 수립 및 교재개발

  · 어학 세미나에 관한 사항

  · 외국어교육 실습훈련

  · 외국어능력 측정

  · 교직원 및 학생의 실용외국어 교육

  · 일반인에 대한 실용외국어 교육 

  · 위탁강좌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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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영문교정 및 번역서비스 업무

  · 기타 외국어 및 언어교육 훈련에 관련한 사항

 2) 한국어교육부

  · 외국인 및 교포학생에 대한 한국어 연수교육

  · 한국어연수생 유치, 체류관리 및 홍보업무

  · 지역사회 외국인 한국어프로그램 개설 및 운영

  · 외국인전용 교양강좌 운영

  · 기타 한국어연수생 지원에 관한 사항

 3) 행정실

  ·일반 행정업무

  ·예산 및 회계업무

마. 국제교류원시설 황

 1) 국제교류원

실번호 실  명 수용인원 주요 기자재

153 어학실 40
컴퓨터 1대, Cassette Tape Player 40조, 개별 

어학실습 교사용 책상 1대

155 영어회화실Ⅰ 15
어학실습용TV 1대, VTR 1대, 책상 15조, 컴퓨터 

책상 1대, 컴퓨터 1대

156 영어회화실Ⅱ 17
프로젝션 TV 1대, 컴퓨터 1대, VTR 1대, 학생용 

책상 17조

251 어학실 58 컴퓨터 책상 1대, 책상 29개, 의자 58개, 컴퓨터 1대

252 iBT 토플센터 56
컴퓨터본체 51대, 모니터 57개, 컴퓨터용책상 29

개, 책상 1개, 의자 60개 

256 영어회화실Ⅲ 15 학생용책상 15조

257 영어회화실Ⅳ 8 책상 8개, 의자 16개

351 시청각강의실 120 컴퓨터 1대, 설치의자 120석, 앰프시설 1조

352 영어회화실Ⅴ 15 학생용 책상 14조, 컴퓨터 책상 1개

353 영어회화실Ⅵ 15
학생용 책상 3조, 책상 7개, 의자 14개, 컴퓨터

책상 1개, 컴퓨터 1대, TV 1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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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언어교육관

실번호 실  명 수용인원 주요 기자재

110 강의실 21 컴퓨터 1대, 의자 21개, 책상 10개, 빔프로젝터

201 강의실 22 컴퓨터 1대, 의자 22개, 책상 10개, 빔프로젝터

202 강의실 21 컴퓨터 1대, 의자 21개, 책상 10개, 빔프로젝터

203 강의실 18 컴퓨터 1대, 의자 18개, 책상 10개, 빔프로젝터

204 강의실 18 컴퓨터 1대, 의자 18개, 책상 10개, 빔프로젝터

205 강의실 19 컴퓨터 1대, 의자 19개, 책상 10개, 빔프로젝터

206 강의실 20 컴퓨터 1대, 의자 20개, 책상 10개, 빔프로젝터

207 강의실 20 컴퓨터 1대, 의자 20개, 책상 10개, 빔프로젝터

208 강의실 20 컴퓨터 1대, 의자 20개, 책상 10개, 빔프로젝터

바. 시설이용

 1) 개방시간 : 09:00 - 18:00(월~금)

 2) 개방시설 : 시청각실(351)

 3) 이용안내 : 이용자는 시설 이용전에 강의실 사용 신청서를 작성하고 승인후 사용

14. 고시원

가. 설립목

1986년 2월 25일에 발족한 고시원은 법학전문대학원준비반, 의학전문대학원준비반, 사

법고시, 행정고시, 외무고시, 기술고시 및 공인회계사 시험에 대비, 이에 필요한 학식과 

직무수행능력을 배양하게 하여 각종 고시에서 합격생을 배출함으로써 본교의 명예를 드높

임은 물론 건전한 면학기풍을 조성하여 학교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나. 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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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시설 황

현재 고시원은 (구)청주과학대 자리 603동(명현관) 1,2,3층을 사용하고 있고 형설관 4

층 2개실의 정독실과 1개실의 스터디룸을 운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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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원생선발  리

 1) 선발

본교 재학생 및 졸업생중 각종고시 1차합격자 또는 직전학기 성적평균이 B°이상인 

학생 중 고시원에서 시행하는 소정의 선발시험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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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타의 장학금이 지급된다.

 4) 원생지원

서울소재 학원의 동영상강의를 지원하며 서울소재 유명 강사를 초청하여 특강을 개최

함으로써 원생들을 지원하고 있다.

15. 교직부

가. 설립목

교직부는 사범계 및 비사범계(교육대학원포함)의 교직과정 운영전반에 관한 업무를 효

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1984년도에 설립되었다. 

나. 조직

본 교직부는 대학본부 직속으로, 교직부장1인과 교직과정 운영위원회가 있다. 교직부장

은 사범대학 부교수 이상에서 보임하며, 교직과정운영위원은 교직부장이 위촉한다. 

다. 운 황

본 교직부는 이수예정자 선발, 교직과정 이수지도, 교육실습계획 및 성적평가, 교직과

목개설, 교직과정 설폐, 기타 교직과정 운영에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사항을 관장하며, 이

를 교직과정 운영위원회에서 심의한다. 

16. 천문

가. 설립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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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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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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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입

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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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조직

총장이 본교 부교수 이상의 교원 중에서 임명하는 천문대장과 연구부, 기획부 및 운영

관리부를 두어 천문대의 업무를 수행하고 있으며, 각 부의 부장은 대장의 추천으로 총장이 

임명한다. 또한 천문대의 운영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운영위원회가 있는

데 위원장은 천문대장이 맡는다.

대  장

기

획

부

운영위원회
행정실

운
영
관
리
부

연

구

부

라. 운 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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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구활동 가운데 근접쌍성 연구는 국내외적으로 가장 활발한 연구그룹 중에 하나이

다. 근접쌍성 관측활동을 수행하기 위하여 지속적인 관측설비를 확충할 계획이다. 현재 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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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하고 있는 고분해능 CCD 영상자료 관측장치를 설치하고 교육전산망을 연결하여 방대한 

관측 영상자료들을 처리할 수 있도록 완비하여 최상의 근접쌍성의 측광시스템을 갖추어 

관측한 관측자료를 제공하며, 관측자료를 통하여 많은 논문과 연구결과물을 제공한다. 년

차적으로 분광관측을 수행할 수 있도록 고분산 분광기를 설치하도록 이에 필요한 연구비

와 재원을 마련하는 한편 근접쌍성의 시선속도를 관측하여 운동성분을 분석한다. 그 외 교

내 설치되어 있는 태양표면과 홍염관측 장비와 한국천문연구원의 태양전파망원경을 이전

하여 설치 운영한다. 한국천문연구원의 사업으로 추진 중인 지구 근접천체 관측망에 참여, 

지구 근접천체 관측망원경을 충북대학 천문대로 유치하여 설치하도록 추진한다. 아울러 추

후 예산 범위내에서 적외선 영상 관측 및 자료 처리시설을 운영할 계획이다.

17. 공학교육 신센터

가. 설립목

 공학교육혁신센터의 설립목적은 공학교육 내실화, 변화하는 산업구조에의 능동적 대처, 

국가 경쟁력 제고라는 시대적 요구에 발맞추어, 공학교육시스템을 개발하고 이를 운영 관

리하는데 있다. 구체적으로 공학교육인증프로그램의 준비, 지원, 운영, 평가, 지속적 개선 

등의 업무를 수행하며 아래와 같은 구체적인 목표를 가지고 있다. 

 가) 충청북도 차세대 전략산업과 연계한 창의적이고, 국제적인 실무형 공학인 양성 및 공  

     학 교육 혁신프로그램을 개발 

 나) 의사소통 능력, 외국어 능력, 창의력 계발을 위한 효과적인 공학교육 방법론 및 평가  

     기법 확립 

 다) 교수 강의 및 연구실적 평가와 실적에 따른 인센티브제도 개선 및 체계적 행정지원   

     체계 개선 

 라) 충북지역 산업체 기술수요와 애로기술 관련 연구개발 및 기술지원 시스템 구축 

 마) FTA체결에 대비한 충북지역 전략산업 육성을 위한 전문인력 양성과 이를 위한 혁신  

     적인 공학교육 프로그램 개발 

 바) 하이닉스 반도체사, 정밀화학, 디스플레이 분야 등 청주, 충북지역에 새로이 입주하   

     는 산업체를 위한 국제화된 소양을 갖춘 인력양성 

 사) 전인적인 공학인 양성을 위하여 산학과 연계한 새로운 개념의 공학교육 방법론 개발 

 아) 입체적이고 공정한 교수평가 및 인센티브 제공 등으로 연구 및 교육의욕을 고취시키  

     고, 효율적인 행정지원 시스템을 구축 

 자) 충북지역 전략산업 지원 및 수요에 부합하는 연구과제 도출과 기술이전을 위한 산학  

     협력 활성화 

나. 연

2006. 01. 11 연세대, PBL교수방법 워크숍 참석 

2006. 04. 21 충북대학교 공학교육연구센터 규정 제정 (충북대학교 규칙 제728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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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 05. 15 공학교육연구센터장 홍주화 교수 임명

2007. 04. 17 제1차 센터규정개정 (규칙 제779호, 제명 변경)

2007. 12. 31 충북대학교 공학교육인증 운영지침 제정

2008. 02. 01 공학교육예비인증 자체평가보고서 작성 및 공학교육인증원 제출

2008. 05. 18-20 공학교육 예비인증 방문평가, 15개 프로그램

2008. 10. 01 공학교육인증제를 위한 충북대학교 제증명 양식 제정  

2008. 10. 16 제2차 센터규정개정 (규칙 제821호)

2008. 11. 05 충북대학교 공학교육혁신센터 운영 지침 제정

2010. 01. 01 공학교육혁신센터장 이응석 교수 임명

2009. 02. 13-14 2009년도 공학교육인증평가자 교육 참석, 대전 한밭대학교

2009. 01. 08 공학교육예비인증 획득 (3개 단과대학, 14개 프로그램)

2010. 02. 12 제1차 공학교육인증운영규정 제정(규칙 제887호)

2010. 04. 11-13 공학교육인증 방문평가 (3개 단과대학, 13개 프로그램)

-공과대학 : 안전공학, 기계공학, 화학공학, 공업화학공학, 토목공학, 신소재공학, 

             건축공학, 토목시스템공학

-전자정보대학 : 전기공학, 전자공학, 정보통신공학, 컴퓨터공학

-농업생명환경대학 : 지역건설공학

다. 조직 

센 터 장

인증추진위원회 운영위원회 산학협력 위원회

-공학교육프로그램 

및 공학교육시스

템구축에 따른 세

부 프로그램의 효

율적 추진 방안 

수립 및 실행 

-센터 전반의 운

영, 예-결산에 대

한 심의

-센터 규정 개정 

-산업계 수요에 부

합하는 공학교육

과정 개편을 위한 

기초자료 및 아이

디어 제공 

-산업계와 인력 교환

콘텐츠연구부 평가연구부 기획연구부 행정지원부

-공학교육 교수 및 

학습체계 개발

-공학설계기법 및 

교과목 개발

-교육목표 및 학습

성과 평가법 개발

-전산시스템 관리 

및 운영

-중장기 발전 전략 수립

-공과대학 SWOT분석

-산업체 수요조사 및 

분석

-졸업생 진로분석

-신입생 실태조사

-센터의 관리, 서

무회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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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주요 업무

  가) 공학교육 혁신을 위한 교수 및 학습체계 개발 등의 사업수행 및 연구

  나) 공학교육 인증기준에 필요한 창의적 공학설계기법 및 교과목 개발에 관한 사항

  다) 공학계열 각 프로그램의 교육목표 및 학습 성과 평가 법 개발에 관한 사항

  라) 공학교육관련 각종 정보의 수집․분석 및 제공에 관한 사항

  마) 공학교육 관련 학․연․산․관 교류 협력 및 연구에 관한 사항

  바) 그 밖의 공학교육 혁신 및 인증 관련 업무 지원에 관한 사항   

18. 공과 학부속공장

가. 설립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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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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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조직

 1) 부속공장에는 기술지원부, 공학지원부가 있으며

 2) 공학지원부에는 교육지원실, 기기 및 분석실, 재료실험실, 특수장비실, 전산실이 있다. 

라. 황

  1) 기술지원부

공과대학내에 510㎡의 부속공장이 있으며 학생들의 실험실습 교육에 대한 협조, 교수

들의 연구에 필요한 실험편 및 실험장치 제작, 각 학과의 실험기계 및 실험장치의 보

수를 수행한다. 

  - 보유장비 : 1. 기계가공에 필요한 공작기계 : CNC선반 외 15점

               2. 용접장비 : 프라스마용접기외 4점

               3. 목형가공장비 : 띠톱기계

 2) 공학지원부

공학지원센터는 51동 2,312㎡에 위치하고 있으며 기자재 및 설비의 공동운영을 목적

으로 다음과 같은 실험실, 전산실이 있다. 

  가) 기기분석실 : 각종 재료의 화학적 분석을 수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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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요장비 : X-ray Diffractormeter, SIMS, 

  나) 재료실험실 : 공학의 기초가 되는 여러가지 재료의 강도, 경도 등 기계적 실험과 광

재료 등의 물리적 실험을 수행한다. 

   - 주요장비 :  피로시험기, 충격시험기, 만능재료시험기 

  다) 특수장비실 : 전기, 기계, 화학적 정밀기기의 계측 및 실험을 수행한다. 

   - 주요장비 : 플라즈마 화학증착장치, 화학증착장치, T. D. Reflectometer

  라) 기기정비실 : 교육, 연구기기의 보수정비를 담당한다. 

   - 주요장비 : CNC 밀링, 용접기, 탁상드릴머신, 핸드밀러, 그라인더, 원형톱

  마) 전산실 : 공대 모든 교수와 대학원생, 학부 학생들의 교육 및 연구에 필요한 제반 

컴퓨터 관련 업무를 지원한다. 

   - 전산실1(210) : PC 54대를 설치하여 CAD 강의를 주로 하고 있다.

   - 전산실2(209) : PC 50대를 설치 운영하며 Pro-engineer 강의를 주로 

하고 있다. 

   - 전산실3(207) : PC 53대를 설치하여 교양과목 강의를 하고 있다. 

   - 전산실4(206) : PC 40대를 설치하여 전산관련(어학) 강의를 주로 하고 있다.

   - 전산실5(112) : PC 24대와 프린터, 스캐너를 설치하여 오전9시부터 오후

9시까지 자유개방한다.

   - 전산실6(113) : PC 24대와 프린터, 스캐너를 설치하여 오전9시부터 오후

9시까지 자유개방한다. 

  

19. 농업생명환경 학부속농장

가. 설립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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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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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84  Ⅴ. 부속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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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설 황

 1) 포장 : 답작포 9,900㎡, 전작포 15,000㎡, 과수원 7,590㎡

 2) 온실 : 표본온실 1동 89.1㎡, 재배온실 4동 각 56.1㎡

자동조절 유리온실5동 1,126㎡ 및 관리동 736㎡

 3) 농장관리사 : 강의실, 실험실, 행정실 등 5,300㎡

 4) 농기계 창고 : 건조실, 농기계실, 농자재 저장 263㎡

 5) 대형트랙터, 콤바인, 경운기 등 각종 농기계 등 보유

20. 농업생명환경 학부속동물자원개발센터

가. 설립목

동물자원개발센터는 축산학 전반에 걸친 이론과목을 통한 학부학생 현장실습, 기술연마 

및 교수와 대학원생의 실험연구 수행을 기본 목적으로 한다. 

나. 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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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소가

축관리실, 가금관리실, 초지, 사료포관리실을 두며 연구부에서는 가축육종번식, 가축영양

사료, 반추가축, 단위가축, 초지, 축산가공 유전공학, 가축위생 및 방역에 관한 연구를 관

장한다. 

라. 시설  가축 황

관리사무실(9,9㎡), 관사(105㎡), 건초창고(72㎡), 유우사(222㎡), 돈사(136㎡), 유우방

목장(324㎡), 돼지방목장(48㎡), 등이 시설되어 있으며, 교내 첨단동물자원개발센터

(643.10㎡) 2007년 1월 완공, 교외 동물자원개발센터 본관동(1,147.96㎡), 한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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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00.5㎡), 유우사(600㎡), 돈사(612㎡), 계사(343.2㎡), 사슴사, 면양, 마사(450㎡)건초, 

기계창고(288㎡), 축분저장소(148㎡), 기계실(17.5㎡)이 신축예정입니다. 가축사육두수는  

유우 4두, 면양 7두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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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구활

동의 현장으로서 기여한다.

21. 농업생명환경 학부속학술림

가. 설립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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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편 삼림자원의 배양, 국토보전 및 후생적 가치를 증대시킴으로써 국가경제발전에 기여하

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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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치  시설

 1) 위치

충북 제천시 한수면 송계리 1-4구(충북의 명산인 월악산일대, 표고 1,097m) 

 2) 규모

충북 제천시 한수면 송계리산 46-1 외 25필지 2,420.088㏊(수종 125과 270속 398

종 분포) 

 3) 시설

  가) 제1관리사무소

시멘트 벽돌 슬라브 2층, 연건평 528㎡(160평) 강의실, 회의실, 표본실, 식당, 사무

실, 숙직실 각 1실 및 침실 5실, 기타로 구성되어 있다. 

  나) 제2관리사무소

2,833㎡(856.98평), 시멘트 벽돌스레트 단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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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의실 82.06㎡(24.82평) 

사택 27.08㎡(8.19평) 

화장실 14.63㎡(4.42평) 

  다) 묘포장

학술림내 : 2,317㎡(700평 : 조림용 잣나무, 기타) 

대학내 : 9,412㎡(2,847평 : 학생실습용, 조림용, 조경용수목) 

  라) 온실 : 66㎡(20평 : 실험실습용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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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풍치조성을 위한 풍경계획실습

 6) 지적 및 임도설정을 위한 측량실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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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2. 수의과 학부속동물의료센터

가. 설립목

충북대학교 수의학과 교수진과 연구진의 축적된 경험 및 지식을 바탕으로 학생들에게 

수의임상교육을 위한 실습장 역할을 하도록 한다. 지역사회에서는 동물에 대한 2차 진료

기관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하며, 인수공통 전염병을 포함한 질병예방을 통하여 동물과 인류

의 보건향상을 도모한다. 또한 산업동물의 질병치료 및 전염병 예방을 통하여 가축위생 및 

축산분야의 생산성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나. 연

동물의료센터는 국립대학 설치령에 의거 농과대학 부속동물병원으로 1960년 11월에 개

설한 이래 꾸준한 발전을 거듭하여 새로운 의료기기와 인원을 확충하였다. 1994년 3월부

터 수의과대학 부속동물병원으로 개칭한 후 1999년 10월에는 동물병원의 신축으로 소동

물 수술실 및 진료실, 처치실, X-선실, 영상진단실, 임상병리검사실, 입원실, 대동물 진료

실 및 처치실, 약국 등을 따로 확충하였으며, 2004년 7월에는 충북대학교학칙개정 규칙 

제665호에 의거 현재의 동물의료센터학교기업으로 거듭나게 되었다. 동물의료센터는 명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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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걸 맞는 CT 촬영실, 초음파검사실, 진단검사실 등의 시설확충 및 진료․진단장비의 첨단

화를 가속하고 신규 연구․진료인력을 충원하는 등 현대화 및 질적 향상을 이루고 있다.

현재 동물의료센터는 국내의 저명한 수의학 관련교수와 더불어 전임수의사, 전공의 등

과 함께 수의내과, 수의외과, 수의산과, 수의영상진단과, 진단검사의학과, 조류질병과, 야

생동물의학과, 어류질병과, 전염성질병 및 산업동물질병과 등의 다양한 분야에 양질의 수

의기술을 제공하고 있다.

다. 조직

동물의료센터장 하에 진료부, 병성감정부, 행정․교육지원부를 두고 있으며 각부에는 부장

이 위촉되어 담당하고 있으며 세부적으로 진료부에는 내과, 외과, 산과, 피부과, 안과, 응급

의학과, 마취과, 야생동물의학과, 조류질병과, 어패류질병과, 진단검사과, 방사선과, 진단병

리과, 약제과가 있으며, 병성감정부에는 병리검사과, 미생물감정과, 역학조사과, 기생충감정

과, 그리고 행정․교육지원부에는 기획과, 경리과, 원무과, 현장실습관리과, 수련의관리과, 

평생교육과를 두고 있다. 각 과에는 과장이 있으며 강좌 담당교수가 전공과목별로 각종 동

물의 진료․진단검사가 이루어지고 행정․교육지원 등이 포함된다. 또한 동물의료센터에 관한 

주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해 센터장을 포함한 10인 이내의 운영위원회가 설치되어 있다.

진  료  부 병성감정부 행정·교육지원부

수의 내과
수의 외과
수의 산과

수의 피부과
수의 안과

수의응급의학과
수의 마취과

야생동물질병과
조류질병과

어패류질병과
진단검사과

수의 방사선과
진단병리과

약제과

병리검사과
미생물감정과
역학조사과

기생충감정과

기획과
경리과
원무과

현장실습관리과
수련의관리과
평생교육과

동물의료센터장

운영위원회

라. 주요 업무

학부 및 대학원생의 임상실습 교육, 외래 환축의 진료, 입원치료 및 동물질병 진단과 

치료 방법에 대한 체계적인 연구를 수행하여 더욱 향상된 방법들을 개발하는데 힘을 모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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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이러한 신기술을 수의사 평생교육프로그램과 자문을 통해 보급함으로써 수의사의 진료 

기술을 향상시키고 있다. 개업수의사의 의뢰 환축에 대한 2차 진료를 수행하고 이에 대한 

학술적 연구와 교육을 담당한다. 또한 가축 전염병의 파악과 병인학적 진단치료 및 방역 

예방, 축산 및 낙농가에 대한 질병상담 및 자문, 임상학술 교류, 지역사회의 공중보건학적 

자문 및 환경보전업무 등을 통해 동물의 보건과 가축위생의 향상을 위해 교육과 연구를 

하고, 전공 과목별 진료 시스템을 구축하여 양질의 진료 서비스를 제공한다.

23. 약학 학부속약 원

가. 설립목

약초원은 대학 설치기준령 제11조와 충북대학교 학칙 제4조 1항의 규정에 의하여 

1956년 5월에 설립되었으며, 약학도로 하여금 각종 약용식물의 외관에 의한 감별, 생리, 

생태, 분류 재배의 지식을 습득시키며, 채취시기에 따른 식물성분의 변화 시험, 수입생약

의 국산화를 위한 순화재배 시험, 우수품종의 개발을 위한 육종학적 시험 등을 통하여 새

로운 의약품 자원개발과 외화를 절약함으로써 국가이익에 기여하며 우수한 약학도의 양성

을 목적으로 한다. 

나. 조직  황

본 약초원에는 원장 1인과 재배부, 표본부에 각각 부장 1인을 두고 있다. 면적은 시험

포 700평, 재배포 1,500평, 표본포 1,500평을 보유하고 있어 각종 약용식물의 재배시험과 

300여 종 이상의 표본식물을 보존 관리하고 있으며, 12평의 온실에는 각종 열대, 아열대

의 약용식물을 재배 관리하고 있다. 

다. 기능

 1) 생약자원의 표본식물 보존관리

 2) 외부형태에 의한 분류지식 보급

 3) 각종생약의 재배시험 및 가공법 연구

 4) 생약학실험재료 보급

 5) 각종수입생약의 순화 재배시험

 6) 우수품종개발을 위한 육종학적시험

 7) 약학도에게 약용식물 재배기술교육

 8) 희수 등 중국산 약용식물 10여 종의 순화재배시험 및 약효검정시험

라. 주요활동

 1) 주요식물(생약)의 자원 및 분류

 2) 주요식물(생약)의 외부 및 내부 형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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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주요식물(생약)의 분포 및 특산

 4) 주요식물(생약)의 화학구조와 화학적 확인법

 5) 주요식물(생약)의 시험법

 6) 주요식물(생약)의 효용 및 응용, 생약제제, 처방 등에 대한 연구 및 실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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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4. 약학 학부속실습약국

가. 설립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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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조직

운영위원회 학술위원회

조
제
연
구
부

조

제

부

제
제
연
구
부

기

기

실

약 국 장

지도교수

다. 주요활동

본 부속약국은 조제대를 갖춘 실습실을 약학대학 본관 1층에 확보하고 있으며 다음과 

같은 역할을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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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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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5. 평생교육원

가. 설립 목

충북대학교 평생교육원의 교육은“현대사회는 평생 교육이 절실히 요구되고 있어, 누구

나 평생 교육을 받아야 한다.”는 당위성 아래 평생교육을 선도 할 수 있는 지적능력과 정

서적 소양을 갖춘 인간화, 전문화, 정보화, 국제화를 목표로 하여 지역사회와의 긴밀한 연

계교육에 중점을 두고 있다. 이러한 맥락에서“문화적 교양의 함양”과 “새로운 기술·기

능의 연마”, 그리고 “건강증진”이라는 세 축을 중심으로 평생학습의 장을 열어가고 있

으며, 이러한 목표를 위하여 우리 대학교가 가지고 있는 교육용 시설, 전문가, 다양한 설

비와 정보·자료를 공유토록 하면서, 다양하고 구체적인 교육 프로그램으로 성인교육을 수

행함으로써 지역사회 주민들의 자질과 능력을 향상시켜 삶의 질을 높이고 가정과 사회와 

국가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나. 연

 1996. 09. 20 충북대학교 사회교육원 개원

 2001. 03. 01 충북대학교 부설 평생교육원으로 개칭

 2006. 08. 27 충북대학교 평생교육원(604동)으로 이전

다. 조직

행 정 실교육연구개발부

평생교육원장

운영위원회

라. 활동사항

충북대학교 평생교육원은 1996년 9월에 설립하여 평생교육법의 취지에 맞춰 지역주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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들에게 평생학습이 행복한 삶을 영위하는 데 필요한 프로그램을 개발․보급하고 있다. 연간 

230여개의 프로그램, 100여명의 교․강사, 6,000여명의 성인학습자를 교육하는 중부지역 

최대의 평생교육기관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주요 사업으로는 다음과 같다.

 1) 지역사회 주민을 위한 일반교양 및 전문 교육과정의 운영

 2) 지역사회평생학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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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문성제고 프로그램 운영

 8) 평생학습효과 제고 및 지역사회와의 화합을 위한 평생학습축제의 활성화

 9) 한국국공립대학평생교육원연합회에 적극참여 및 민간자격제도 도입

10) 중국 연변대학과 협력관계를 맺고 중국어와 중국문화 보급을 위한 공자학원 운영

마. 평생교육원 강의실 시설 황

실번호 실명 수용인원

B01 강의실 50

101 강의실 30

102 특수강의실 20

103 댄스강의실 20

201 세미나실 80

202 강의실 20

203 강의실 30

204 공자학원 사무실 -

205 공자학원 교·강사실 -

206 강의실 30

207 컴퓨터실 20

208 강의실 30

301 강의실 20

302 강의실 20

303 강의실 30

304 강의실 30

305 예술강의실I 30

306 예술강의실II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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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 기타

 1) 주소 : 충북 청주시 흥덕구 성봉로 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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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6. 출 부

가. 설립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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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육연구처장, 사무국

장, 기획협력처장 외 4인의 위원으로 구성된다.

 1) 편집실은 출판의 기획, 조사연구, 출판의 조정, 출판물의 교정 및 섭외에 관한 사항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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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술․교양도서 간행 황

 1) 교양교재 

도서명 저(편) 자

국어와작문

A Course in Freshman English

한국사의 이해

국어교재편찬위원회

교양영어교재편찬위원회

한국사 연구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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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서명 저(편) 자

교양중국어

한자의 원리와 활용

대학한문

탈현대사회의 가치와 명상

의식 심리학(수정증보)

인간과 노동(재개정)

대학수학

미적분학

행렬대수와 해석기하

볼링의 이론과 실제(증보)

VISUAL BASIC(개정)

즐거운 골프여행

신체활동과 건강

모던과 포스트 모던

현대정치학개론

국가발전의 제문제

인류의 기원과 진화

English Reading

현대생활과 신체활동

운동과 웰니스

테니스의 이론과 실제

개신공학윤리

신체활동과스트레스

충북대 중어중문학과

중북대 중어중문학과

개신어문학회

김용환

ROBERTE ORNSTEN/원, 이봉건/역

노병호 외1인

최대호 외14인

수학교재편찬위원회

수학교재편찬위원회

장봉우

전중남 외9인

평생체육연구소

평생체육연구소

이준표

민병학

권혁길

박선주

영어교재편찬위원회

최종환 외4인

평생체육연구소

최종환

김용환

장봉우

 

 2) 전공교재 

도서명 저(편) 자

전자회로 실험

기초회로 실험

디지털 실험

안전공학 총론

화학공장의 설계와 경제

전업작가로 살아남기

작물재배학원론

숲, 문화 그리고 인간(수정증보)

한국정치사상사원강론

안재형 외2인

안병철 외2인

조경록 외2인

이병곤 외6인

염경호 외1인

진익송

정승근 외8인

김재수 외10인

민병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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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서명 저(편)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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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RP전략&자재관리 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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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외3인

김재수 외11인

조태원 외3인

조경록 외2인

김영렬, 박진서

3) 학술도서 

도서명 저(편) 자

생물공학의 기술과 미래

명왕조 성립사 연구

장미의 고품질 생산기술

녹색교통자전거-계획과 설계-

특수기능고분자

후삼국시대호족연구

동유럽민족문제연구

한국금융사

녹조식물해캄의 생물학

환경이상과 식물장애

현대사회와 윤리문제

안면외상학: 기초에서 응용까지

일본형 기업경영

서양중세의 음식과 축제

생물인류학

김대재

전순동

허정욱, 김태중, 백기엽

박병호

김공수

신호철

안성호

배영목

김영환

차병진

김용환

진홍률

김영래

홍성표

박선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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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서명 저(편) 자

몽유소설

초경질피막의형성원리와공업적응용

영어사의 이해

한중국 근대개혁운동 비교

동양사회의 정신세계

정치사의 이해

사료로 읽는 중국고대 법제사

적대적 M&A의 법리

미국이민의 역사ᆞ이론과 실제

베트남의 세계사

후삼국사

근대러시아 문학사

윤회와 반윤회

아나키즘

고대러시아문학사

세계윤리교육

영국의지역정책

인사관계법

현대민주주의 위기연구

국어 어원론

동양과학개론

한석수

위명용

김성욱

민병학

장공자

민병학

임병덕

송종준

민경희

박홍영

신호철

김문황

정세근

백용식

김문황

김용환

최영출

노병호

안성호

조항범

권일찬

 4) 교양도서

도서명 저(편) 자

도전에는 영광이

- 대학교수의 지구촌 유학체험기-

삶, 학문 그리고 사회

- 대학생을 위한 경험적 철학에세이-

서재여적

다시보는 물리

이성과 자연

간이야기

유토피아 연구와 크리스타볼프의 문학

중국의 전통문화 한국에 미친영향

종교윤리와 정산사상

장수익 외35인

이동한 외32인

노두현 외110인

김대식

김동원

이헌영 외6인

박설호

최병수

김용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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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서명 저(편) 자

역주화양동지

스코틀랜드 분리 독립운동의 역사적 기원

역주 송파유고

충북대학교 우암연구소

홍성표

충북대학교 우암연구소

마. 출 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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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

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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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 발간교재 공  방법

 1) 필수교재의 경우 교과대금 납부고지서에 의하여 은행에 납부 후 교재 교환권 소지자

에게 출판부에서 공급한다.

 2) 출판부 발간 도서는 구내서점 및 전국 주요도시의 22개 서점과 위탁하여 자율적으로 

판매하며, 우편 주문에 의하여도 판매한다.

27. 학신문방송사

가. 설립목

충북대학교 신문방송사는 올바른 대학 문화와 언론 창달, 지식과 교양의 증진을 목적으

로 합니다. 본래 독립되어 있던 충북대신문과 The Chungbuk Times, CUBS교육방송국의 

세 매체가 통합되어 유기적으로 협력하여 대학언론의 사명을 다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

니다.

본 신문방송사는 교수와 학생들의 활동이나 연구동향 및 학술정보, 학내외 소식들을 다

루며, 인터넷 홈페이지를 구축, 다양한 매체의 활용을 통해 멀티미디어 시대에 걸맞는 종

합언론 미디어로서 거듭나고자 합니다. 또한 학생들의 정서함양과 창작의욕의 고취로 문학

에 재능을 가진 학생들의 역량을 개발하는데 이바지하고자‘신문문화상’및‘영어수필

상’,‘학술논문상’도 함께 시행하여 창작활동의 경험과 학술연구활동의 기회를 부여하고 

있습니다. 2009년에는‘UCC특별상’을 신설하여 다양하고 다채로운 창작 욕구를 북돋우

고, 뉴미디어시대에 부흥함으로써 많은 학생들의 참여를 높이고 있습니다. 이로써 본 신문

방송사는 학내 구성원들의 폭넓은 교양 습득과 면학분위기 조성과 새 시대에 대처할 올바

른 삶의 가치관을 갖도록 하는데 일조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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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문방송사를 통해서 다양하고 특별한 대학생활을 원하는 신입생이라면 누구든지 환영

합니다. 

나. 조직

사  장

주  간

부주간

논설위원회

운영위원회

편집자문위원회

행정실 충북대신문 The Chungbuk Times 교육방송국

보

도

부

대

학

부

사

회

부

학

술

부

문

화

부

C
A

M
P

U
S

G
L

O
B

A
L

P
E

O
P

L
E

C
O

VER
 STO

R
Y

C
U

L
T

U
R

E

제

작

부

아
나
운
서
부

보

도

부

기

술

부

인
터
넷
영
상
부

총장을 발행인 및 사장으로 하며, 주간이 본사의 업무운영 전반을 총괄하고, 부주간은 

주간의 업무를 보좌한다. 편집부 및 편성국, 행정실을 둔다. 편집부 및 편성국은 편집실무

를 담당하는 편집간사와 국자신문과 영자신문, 교육방송국에 적당수의 학생기자로 구성되

어 있다. 학생기자는 매년 신입생을 대상으로 실시되는 입사시험을 통해 공개 채용한다. 

한편 신문방송 제작 및 운영을 위한 운영위원과 신문방송 편집, 기획, 제작을 지도하기 위

해 편집자문위원과 사설집필을 위한 논설위원을 두고 있다.

다. 황

주간은 부교수 이상의 교수가, 부주간은 조교수 이상의 교수가 맡고 있다. 편집장과 편

성국장, 기자, 국원 등이 신문·방송제작에 참여하며, 모든 신문과 방송은 기획 및 편집회

의를 거쳐 발간 및 제작된다. 주간을 비롯한 편집간사, 전문기자, 학생기자들이 공동 참여

하여 보다 나은 신문 발간과 방송제작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충북대신문은 년간 15회, 

The Chungbuk Times는 년간 8회 발행되며, 교육방송국은 학기 중 월요일부터 금요일까

지 08:15~08:45(화, 목), 12:10~12:45, 17:50~18:40에 방송하고 있습니다. 

라. 학생기자  국원에게 주어지는 특별한 혜택

 1) 정기자, 정국원에 한하여 소정의 장학금을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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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개인 집필 공간 및 개인PC 제공

 3) 지역 언론사에 근무하는 현직 전문기자를 초빙하여 기자 전문 교육 시행

 4) 동계 및 하계 방학 특별취재·수련회 실시

마. 투고  특집, 방송 로그램

 1) 투고 : 투고를 희망하는 교수나 교직원 및 학생이 원고를 기고하면 심사를 거쳐 게재

하고, 게재된 원고에 대해서는 소정의 원고료를 지급합니다.

 2) 기획 및 특집면 등에 따른 원고 청탁 : 신문방송사 편집·기획회의를 거쳐 선택된 내

용의 원고를 청탁하기도 하며, 게재된 원고에 대해서는 소정의 원고료를 지급합니다. 

 3) 방송은 정규방송, 임시방송, 특별방송으로 구분하여 실시하고 있으며, 학생들의 많은 

참여를 위해 Music Request 및 방송원고 자료도 받고 있습니다. 

바. 신문방송문화제

신문문화상, 영어수필상, UCC특별상에 대한 시상을 하며, 영상제 등 다채로운 행사를 

준비하여 학생들의 참여를 높이고 있습니다. 

사. 기타

본 신문방송사는 학생회관 3층에 있으며, 주간실(☎ 3010), 행정실(☎ 2934), 충북대신

문기자실(☎ 2936), The Chungbuk Times 기자실(☎ 2935), 교육방송국(☎ 2953, 2809)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충북대학교 신문방송사 홈페이지 주소는 http://press.chungbuk.ac.kr/ 

입니다. 

28. 산학 력단부속학연산공동기술연구원

가. 설립목   황

학연산공동기술연구원은 반도체, 정보산업을 중심으로 전기전자공학분야의 종합적이고 

효율적인 학연산 협동연구 및 교육체제의 구축을 위하여, 1999년 3월 교육부의 공과대학

중점지원사업 예산 및 기타 기부금 약 160억원으로, 지하 1층, 지상 9층으로 부지 9,066

㎡, 연면적 12,785㎡(3,867평)의 10층 규모로 현대식 건물로 건립되어 최적의 연구 및 기

술개발환경을 제공하고 있다. 또한, 녹색성장형 IT-BT-ET분야의 기업 집적화와 Green산

업분야의 기술 사업화 추진을 위해 2009년 5월 (구)충북지방중소기업(부지 6,250.7㎡, 연

면적 2,370.20㎡(3,867평)의 본관 3층, 별관2층 규모)부지에 충북녹색산업진흥원을 설립 

운영하고 있다.   

현재 30여개의 산학협동연구수행교수연구실, 40여개 IT관련기업, 중소기업청으로부터 

지원받은“창업보육센터”, 기술혁신형 벤처기업을 보육하고, 산학협동연구(R&D)지원, 기

술이전, 애로기술지원등의 기업맞춤 토털 멘토링으로 녹생성장 기업을 육성하는“충북녹색



28. 산학협력단부속학연산공동기술연구원  199

산업진흥원”, 교수, 대학(원)생, 일반인등이 일정기간동안 기술, 인력, 장비등 창업인프라

를 활용하여 기술창업을 할 수 있게 도와주고 더 나아가 연구개발 결과물의 상품화, 판로

개척, 경영지원 등 중견기업으로의 성장을 돕는 토털 기업 서비스를 지원하는“예비기술창

업자육성사업단”, U-IBT분야의 충청권 거점 연구기관인“유비쿼터스바이오정보기술연구

센터”, BIT융합기술의 지역거점연구기관인“충북BIT연구중심대학육성사업단”, 자동차

+IT융합기술의 대학IT연구센터인“하이브리드자동차에너지회생기술연구센터”, 비메모리 

반도체기술의 연구센터인“IDEC충북대지역센터”,“글로벌스마트바이오칩연구소”,“단백

질칩연구센터”,“캐번디쉬(연)국제협력센터-나노전자분과”등의 다양한 센터와 사업단이 

입주하여 있으며, 창업보육, 기술지도, IT관련 재교육프로그램, 상품화기술개발, 산학협동

교육 및 연구, 첨단과학기술연구, 국가지원 지역거점 교육 및 연구사업을 수행하는 중부권

의 대표적인 Research Park 이다.  

나. 연

1994.  8. 교육부로부터 공과대학중점지원사업 선정 받음

12. 국책대학 학연산공동기술연구원 건립 (주)LG그룹 20억원 기증

1996.  9.23 학연산공동기술연구원장 취임(제1대, 이충구 교수) 

10.15 학연산공동기술연구원 20억 기증공사 협약체결(현대건설.주) 

12.20 학연산공동기술연구원 기공식 

1998.  4.16 중소기업청 ‘98년도 중소기업기술혁신교육기관 지정

 9. 노동부 지원 실업자를 위한 재취업교육 수행기관 지정 및 계약체결

11. 6 학연산공동기술연구원장 취임(제2대, 유영갑 교수) 

1999.  3. 학연산공동기술연구원 준공 및 사용 승인   

 7. 학연산공동기술연구원 건축물관리대장 등재(청주시) 및 국고기부채납

 7. 6 청주시 지원 시민위탁취업교육 수행기관 지정 및 계약체결

1999. 11.23 학연산공동기술연구원 개원

2000.  1. 3 충북대학교 정보통신창업지원센터 지원사업 선정

 3. 학연산공동기술연구원규정 제정

 4.19 학연산공동기술연구원장 취임(제3대, 김영석 교수) 

 4.27 충북대학교 중소기업청창업보육센터 지원사업 선정

 5. 청주상공회의소 전자상거래 기본교육 수행기관 지정

2001. 10. 입주기업지원을 위한 전문경영지원기관(한울특허법률사무소, 안건회계

법인, 에이플러스경영컨설팅)과의 협약체결

2002. 4. 20 학연산공동기술연구원장 취임(제4대, 조태원 교수) 

8. 5 한국생산기술연구원 중부권 기술이전컨소시엄 사업 참여  

9. 1 호서대학교와 멀티미디어컨텐츠분야 발전을 위한 산학협동 협약체결

2003. 6. 20 연구원 일부면적 정보통신부로부터 소프트웨어진흥시설로 지정

6. 30 기술신용보증기금과 벤처기업 육성을 위한 업무협약 체결

10.20 입주기업지원을 위한 전문경영지원기관(주.신한경영컨설팅,)과의 협약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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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3. 12.26 창업지원센터 우수창업보육센터 수상 (충청북도)

2004. 3. 17 창업지원센터 정보통신부 2003년 운영 평가 우수센터 선정

2004. 4. 13 충청북도 중소기업지원센터와 산학협력을 위한 협약체결

2004. 5. 1 입주기업 지원을 위한 전문경영지원기관(김한민법무사사무소)과의 협약체결

2004. 6. 10 충청북도 전자정보부품센터, 반도체장비 및 부품공동테스트센터와 협약체결

2004. 9. 1 학연산공동기술연구원장 취임(제5대, 김영철 교수)

2005. 4. 7 창업지원센터 정보통신부 2004년 운영 평가 우수센터 선정

2005. 5. 입주기업 지원을 위한 전문기관(서경관세사무소)과의 협약체결

2005. 12. 중소기업청으로부터 창업보육센터 통합운영 승인

2006. 2. 청주시 지원 산학협력연구실지원사업(One to One) 선정

3. 연구원 창업보육센터 중소기업청“BI기술혁신네트워크지원사업”선정

4. 연구원 창업보육센터 충북테크노파크“ 우수BI지원사업”선정

4. 연구원 창업보육센터 중소기업청 평가“최우수센터”선정

5. 산업단지공단과 입주기업을 지원을 위한 업무협약 체결

5. [제18회 중소기업 주간행사] 중소기업유공자포상 지원기관부문 중소기

업청장상표창

9. 학연산공동기술연구원장 취임(제6대, 안병철 교수)

2007. 5. 입주기업 특허자문 등의 지원을 위한 전문기관(두호국제특허법률사무

소)과의 업무 협약 체결

11. 연구원 창업보육센터 입주기업 (주)엠비젼 「2007대한민국창업대전」 

“우수창업기업부문”산업자원부장관상 표창

2008. 3. 연구원 창업보육센터 충북도청 평가“최고등급”평가

9. 학연산공동기술연구원장 취임(제7대, 고창섭 교수)

      10. 연구원 창업보육센터 입주기업(주)제이슨알앤드「2008대한민국창업대전」

기술보증기금 이사장상 수상

2009. 2. 청주시 지원 산학협력연구실지원사업(One to One) 선정 (2단계)

3. 연구원 창업보육센터 충북도청 평가“최고등급 ” 평가

3. 중소기업청 예비기술창업자육성사업 주관기관 선정

3. 중소기업청 실험실창업지원사업 주관기관 선정

3. 연구원 창업보육센터 중소기업청 평가“최우수센터” 선정

5. 충북지방중소기업청 지원「충북 Green POST-BI센터」유치

6. 연구원 창업보육센터 입주기업 (주)애플테크「2009대한민국창업대전」 

중소기업청장상 수상

7. 연구원 창업보육센터 입주기업 (주)엠비젼, (주)애플테크「유망창업기

업인상」중소기업청장상 수상

6. 연구원 창업보육센터 입주기업 애플테크(주)「비즈니스지원단 경영애로  

기술지원부문」 중소기업청장상 수상

2010. 3. 연구원 창업보육센터 충북도청 평가“최고등급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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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구원 창업보육센터 중소기업청 평가“최우수센터”선정

3. 중소기업청 예비기술창업자육성사업 주관기관 선정

6.30 학연산공동기술연구원규정 폐지

7. 1 산학협력단 부속기관으로 소속변경

다. 조직 

원    장

　
운영위원회

　

　 　

　 　 　 　

산

학

협

동

부

기

획

홍

보

부

창

업

보

육

지

원

부

행

정

지

원

부

창

업

보

육

센

터

충
북
녹
색
산
업
진
흥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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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학세 대한 연구공간, 연구장비, 연구인력 지원 

 5) 기술혁신 사업 및 창업기업 보육 지원 

 6) 기술문서 및 교육훈련자료 출판 및 보급 

 7) 기타 연구원의 설치목적과 관련되는 사업 

마. 시설 황

(단위 :  m², 실)

구분
교수

연구실
실험실

연구센터/

사업기관

기업

입주실
공용실

전기/

기계실
합계

2010
면적 2,365 1,393 2,536 4,087 3,264 1,220 14,865

실수 29 12 27 52 31 13 164



202  Ⅴ. 부속시설

바. 주요사업실

 ① 연구비 과제 수행 실적

    구  분

연  도
연구과제수 연구비 비  고

2007 3 171,600천원 　

2008 3 117,200천원 재정지원사업

2009 5 1,020,046천원 재정지원사업

2010 3 889,700천원 재정지원사업

 ② 재교육 수행 실적

  구분

연도
과  정  명 모집정원 수료인원 기    간 지원기관

2007
모바일컨텐츠개발자 

양성과정
40 32

2007.6.1 ~ 

8.29
청주시

2009
2009년예비(창업자)

창업교육
40 39

2009.11.04

~11.23
창업진흥원

 ③ 창업보육 현황

연  도 사  업  명 지원업체수 기  간 지원기관

2007 창업보육센터 사업 20 2007. 4. 1~2008.  3. 31 중소기업청

2008 창업보육센터 사업 20 2008. 4. 1~2009.  3. 31 중소기업청

2009 창업보육센터 사업 20 2009. 4. 1~2010.  3. 31 중소기업청

29. 실험동물연구지원센터

가. 설립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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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9. 실험동물연구지원센터  203

나. 연

1999 교육인적자원부 54.86억원 예산으로 전국 국립대학에서 최초 GLP사업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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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충북대학교 부설 실험동물연구지원센터로 등록(규칙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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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8 2대 센터장 김대중 교수 취임

2009. 01 동물실험윤리위원회 설립

2009. 09 실험동물법에 따른 동물실험시설 등록 완료 (식약청 09-2호)

2010. 04 동물실험윤리위원회 현판식 개최

다. 조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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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용자 및 연구인력에 대한 
이론 및 기술교육

동물실험 상담 및 기술 보조

공용실험실 및 동물실의 분양

학술행사의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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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학내구성원 동물실험연구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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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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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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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 주요사업실

 나노물질의 ADME에 대한 연구 등  600여건의 동물실험연구지원 

사. 기 효과

 1) 최근 오송생명과학단지, 첨단의료복합단지, 오창과학단지 등의 조성, 생명‧의학 분야의 

국책연구기관 및 기업체의 충청권으로의 이전 등으로 충청북도를 포함한 중부권이 국

내 바이오산업의 메카로 부상하고 있는 현실에서 생명‧의학 관련 연구 및 신소재의 유

효성/안전성평가에 대한 수요 증가 예상됨.

 2) 바이오산업의 가장 중요한 인프라인 동물실험을 최상의 환경에서 연구지원 할 수 있

는 센터의 적절한 운영을 통하여, 다양한 연구에 대한 기초인프라를 제공하고 생명‧의
학 관련 연구 결과에 대한 신뢰성과 윤리성을 제고하여 신소재의 유효성/안전성평가

에 대한 수요 확대에 적절히 대응하며 결과적으로 국가 생명‧의학 관련 연구 활성화에 

크게 기여함. 

아. 센터주소

 ·충북 청주시 흥덕구 성봉로 410번지 충북대학교 실험동물연구지원센터 (우:361-763)

 ·TEL: 센터장실(043)261-3700, 연구지원실(043)261-3701, 동물실험지원팀(043)261-3702,   

         동물실험윤리위원회 (043)261-3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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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AX : (043)272-2395

 ·Homepage : http://larc.chnu.ac.kr

30. 농업생명환경 학부설식물종합병원

가. 설립목

충북대학교 농업생명환경대학 부설식물종합병원은 식물을 키우는 시민 또는 농업인을 

위하여 농업생명환경대학의 교수들의 전문지식을 이용하여 식물의 병, 해충, 생리 및 환경

적 장해를 진단하고 그에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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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제및 치료방법을 종합적으로 제시하여 다양한 

재해로부터 식물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식물종합병원은 식물을 키우는 

사람들이 여러재해에 대한 전문가의 의견을 얻는 창구로서의 역할뿐만 아니라, 대학에서 

이 분야를 전공하는 학생들에게는 실습 및 현장교육의 기회를 제공하여 교육의 폭을넓히

는 장으로, 그리고 이 분야를 연구하는 연구자에게 현장에서의 문제를 파악하고 연구의 재

료를 얻을수 있는 곳으로 활용되기를 기대하고 있다. 또한 식물의 병, 해충, 생리 및 환경

적 장해 분야의 산학연의 유기적 협동연구의 창구가 되어식물재해의 새로운 진단법 및 방

제법을 비롯한 이 분야의 다양한 연구의 매개체로서의 역할도 기대하고 있다.

나. 연

1991.  9. 식물종합병원 설립 발기인 대회

1991. 12. 대학본부에 식물종합병원 설립 신청

1992.  1. 기획위원회 심의

1992. 28. 학처장회의 의결

1992. 3. 9. 식물종합병원규정(안)의 법제 심의위원회 심의

1992. 3. 11. 식물종합병원 규정안 공포

1992. 4. 충북대학교 농과대학 부설기관으로 설립(국내최초)

1992. 5. 8. 식물종합병원 개원식

1995. 4. 3개년간의 운영실적 평가 통과 후 정식으로 인가, 개원

1996. 10. 제 1차 종합발전계획 수립

1998. 3. 인터넷에 홈페이지 개설 (http://web.chungbuk.ac.kr/~agriph)

1998. 8. 대농민 병해충 진단 및 처방 원격지원사업(WWW) 개시

2004. 4. CJB 저녁 8시뉴스 및 아침마당 식물종합병원 소개

2005. 5. 생명공학연구원 GMO 안정성 연구에 위탁연구 협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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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 5.      “조경식물 보호관리”워크샵 개최

2009. 3. 식물종합병원 및 나무병연구회 심포지엄“식물병해충의 정확한 진단기술”

2010. 5.      “Insect Neuropeptide Hormone, Pheromone and Pest 

Management" 세미나 개최

2010. 8. 홈페이지 개편(http://www.planthospital.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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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
해
실

토
양
및
비
료
실

라. 진료 상  분야

논, 밭 및 특수작물, 원예 및 조경분야, 농약, 비료 및 환경오염, 가공 및 유통분야 그리고 

공원환경을 위한 가로수 및 공원 조경수 등의 병충해 및 생리적 질병 등을 대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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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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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 실

연도별 진단 의뢰되어 처방된 내용은 [표1]과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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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3

2007 5 9 24 38
2008 30 9 13 52

2009년이후 32 15 53 100

계 245 288 293 826

31. 농업생명환경 학부설농업과학기술센터

가. 설립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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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명품쌀, 축산, 원예, 양봉, 농촌관광, 친환경 중 2~3개반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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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모집정원 : 60명

   - 교육기간 : 1년, 32주/년, 매주 4시간 수업

 2) 농촌지역의 컴퓨터 활용도 제고를 위한 대 농업인 현장지도

 3) 친환경농업 교육훈련 사업

 4) 지역 농업에 대한 관련정보 보급

 5) 영농정착교육과정 운영

   - 전공 : 식량작물, 축산, 원예, 농촌어메니티, 농산자원 가공 5개과정 운영

   - 교육대상 : 농업생명환경대학 재학생중 1학년 수료자

   - 교육기간 : 3년 

다. 연락처 : (043) 261-2398, FAX : (043) 271-4698

32. 사범 학 교육연수원

가. 설립목

교육연수원은 고등교육법 제 46조 및 교육공무원법 제39조에 의하여 1970년 5월에 설

립하였으며 중등교원의 시대적 사명감을 고취하고 교원으로서의 역할과 신념을 재확인시

켜 투철한 교육관을 확립시키고, 필요한 소양을 배양하여 사표가 될 품성의 연마를 목적으

로 한다. 

나. 조직

교원 등의 연수에 관한 규정 제 2조 제 3항에 의거 연수원에는 원장을 두되, 원장은 사

범대학의 교수 또는 부교수 중에서 총장이 임명한다. 교원 등의 연수에 관한 규정 제2조 

제4항에 의거 연수원의 강사는 매기 연수계획 수립시 원장이 위촉한다. 

다. 연수종별

연수는 교육의 이론방법 및 직무수행에 필요한 능력배양을 위한 직무연수과정과 상급자

격을 취득하기 위한 자격연수 과정 및 부전공 자격취득을 위한 특별 연수과정을 둔다. 

라. 운 황

교원연수는 각·시도 교육감으로부터 연수대상자를 위탁받아 연수계획을 수립, 하계 

및 동계 휴가기간을 이용하여 실시하며, 자격연수는 통산연수 및 출석연수를 병행하여 실

시한다. 

홈페이지 : http://oldedu.chungbuk.ac.kr/~joongdu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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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 사범 학부설 학교

가. 연

1983. 04. 21. 충북대학교사범대학부속중학교 설립인가(24학급)

1984. 03. 03. 부속중학교 개교 및 입학

1985. 11. 13. 부속중학교 학칙 변경 인가(12학급)

1988. 11. 25.  생활관 신축

1990. 09. 30.  체육관 신축

1991. 03. 01.  부속중․고등학교 분리 인가

1991. 11. 06. 연구실 증축

1992. 05. 30 체육관 부속시설 완공(전기 및 조명시설, 온풍기, 앰프시설, 외부도색)

1992. 06. 16 학칙 변경 인가(18학급)

1992. 12. 08 교실 5실 증축 준공(후관3층)

1993. 12. 17 교실 5실 증축 준공(후관4층)

1994. 09. 14 교실 6실 증축 준공(후관)

2000. 05. 01 어학실 준공

2001. 03. 02 학칙 변경 인가(부속중학교 부설중학교)

2001. 04. 02 전교생 급식 실시

2009. 09. 01 제7대 이창근 교장 취임

2010. 02. 11 제26회 졸업식(239명 총7,577명)

2010. 03. 02 2010학년도 신입생 입학(211명)

나. 학생 황

          학년

  구분
특수 1 2 3 계

학 급 수 (1) 6 6 6 19

학생수
남 (9) 105 113(3) 112(6) 330

여 (4) 106 112(1) 112(3) 330

계 (13) 211 225(4) 224(9) 6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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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교직원 황

  구분

성별

교원 일반직
총

계

학위현황

교

장

교

감

부

장

교

사

소

계

행

정

직

기

능

직

회계

직

기타

소

계

박

사

석

사

학

사

남 1 1 9 3 14 1 1 1 3 17 13 1

여 6 20 26 1 5 6 32 20 6

계 1 1 15 23 40 2 1 6 9 49 0 33 7

교과
국

어

도

덕

사

회

수

학

과

학

체

육

음

악

미

술

기

술

가

정

한

문

영

어

특

수
계

인원 5 2 4 5 5 3 2 1 2 2 1 5 1 38

라. 시설 황

구

분

관리실 특      별      실 기     타

교

장

실

교

무

실

행

정

실

교

실

과

학

실

가

사

실

기

술

실

멀
티
미
디
어
실

음

악

실

미

술

실

도 

서

실 

학
습
도
움
실

보
건
생
활
실 

W
e
e
C
l
a
s
s

학
생
동
아
리
실 

수
준
별
학
습
실

체
육
동
아
리
실

교
육
실
습
실

학
운
위
회
의
실

방

송

실

전

산

실

발

간

실

보
안
경
비
실

화

장

실

강

당

수 1 4 1 18 2 1 1 1 2 2 1 1 1 1 5 7 1 1 1 1 1 1 1 16 1

부 지  면 적  : 34,748.9㎡ 연 건 축  면 적  : 16,431.8㎡

마. 교직원 명단

순 직위 성  명 성별 교과 업무 담임 순 직위 성  명 성별 교과 업무 담임

1 교장 이창근 남 ․ 통  할 ․ 27 교사 이윤미 여 과학 안전 2-5

2 교감 박찬응 남 ․ 교무관리 ․ 28 〃 김현중 여 국어 보건 1-2부

3
보직
교사 김한기 남 미술 교무기획 특수부 29 〃 김영희 여 영어 장학 1-4

4 〃 성기영 남 사회 교육과정 2-2부 30 〃 조영란 여 음악 행사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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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 직위 성  명 성별 교과 업무 담임 순 직위 성  명 성별 교과 업무 담임

5 〃 김창식 남 기술 교육연구 2-4부 31 〃 김상숙 여 한문 연수 2-6

6 〃 민정희 여 국어 교육평가 3-6부 32 〃 이은숙 여 영어 생활 2-1

7 〃 이문재 남 사회 생활지도 1-4부 33 〃 이제성 남 특수 실습 특수

8 〃 김성복 여 사회 교육실습 3-5부 34 〃 최선희 여 과학 탐구 3-2

9 〃 정창희 남 수학 방과후학교 2-6부 35 〃 박지연 여 수학 학적 1-6

10 〃 조성현 남 기술 과학정보 1-6부 36 〃 고명자 여 국어 방과 2-4

11 〃 이영희 여 국어 환경봉사 1-5부 37 〃 김유민 여 영어 학습 1-2

12 〃 이기정 여 가정 상담복지 3-4부 38 〃 이제호 남 과학 방송 3-4 

13 〃 송용선 남 체육 체육교육 3-3부 39 〃 강경옥 여 수학 성적 3-5

14 〃 이천구 남 체육 보건생활 2-3부 40 〃 배자영 여 영어 봉사 3-3  

15 〃 김기홍 남 수학 1학년부 1-3부 41 원어민
Kate 

Davison 여 영어 생활영어 ․

16 〃 김미희 여 도덕 2학년부 2-1부 42
행정
실장 김명구 남 ․ 행정총괄 ․

17 〃 안미애 여 도덕 3학년부 3-1부 43
행정
계장 이정애 여 ․ 행정․예산 ․

18 교사 임공묵 남 체육 체육 1-1부 44 위생 한승우 남 ․ 관리업무 ․
19 〃 송미현 여 역사 도서 2-5부 45 사무 김재은 여 ․ 행정사무 ․
20 〃 최미남 여 수학 일과 3-2부 46 교무 신승연 여 ․ 교무업무 ․
21 〃 김경순 여 가정 복지 1-5 47 과학 윤금주 여 ․ 실험업무 ․
22 〃 전병숙 여 과학 과학 1-1 48 전산 김진규 남 ․ 전산업무 ․
23 〃 임동렬 여 영어 평가 3-6 49 특수 박옥남 여 ․ 특수교육 ․
24 〃 김은숙 여 음악 단체 2-3 50 영양사 인선영 여 ․ 급  식 ․
25 〃 박경숙 여 과학 정보 2-2 51 급식 이선미 여 ․ 급식사무 ․
26 〃 오순례 여 국어 예절 3-1



212  Ⅴ. 부속시설

34. 사범 학부설고등학교

가. 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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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88. 11. 25 생활관 신축 

1989. 02. 14 부속고등학교 제 1회 졸업(221명) 

1989. 09. 01 부속고등학교 제 2대 연기항 교장 취임 

1990. 09. 30 체육관 신축 

1993. 05. 13 부속고등학교 제 3대 권순찬 교장 취임 

1996. 09. 01 부속고등학교 제 4대 김학수 교장 취임 

1998. 11. 07 교실 증축 

1999. 09. 01 부속고등학교 제 5대 한상기 교장 취임 

1999. 12. 14 급식소 신축 

2001. 03. 02 (학칙 변경 인가) 부설고등학교로 교명 변경 

2003. 09. 01 부설고등학교 제 6대 황오연 교장 취임 

2006. 03. 01 부설고등학교 제 7대 김흥식 교장 취임 

2009. 09. 01   부설고등학교 제 8대 변상권 교장 취임

2010. 02. 01   본관 교사 신축 이전

2010. 02. 10 부설고등학교 제 22회 졸업(222명) 연 5,688명 

2010. 03. 04 2010학년도 신입생 입학(6학급, 245명)

나. 학생 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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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19

학  생  수 125 118 243 126 122 248 115 114 229 355 351 14 720

다. 교직원 황

   단위

성별
교장 교감

부장

교사
교사 소계

교 육 행 정 직 사무

보조
영양사 조리원 소계 총계

6급 9급 기능직

남 1 1 13 12 27 1 1 1 1 4 31

여 ᆞ ᆞ 2 15 17 ᆞ ᆞ ᆞ 6 1 8 15 32

계 1 1 15 27 44 1 1 1 7 1 8 19 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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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시설 황

·건평-7,748.83㎥(2,348.1평) ․ 부지 : 34,686.3㎥(10,511.5평) ․ 운동장 -14,446㎥

(4,377.6평)

보통

교실
관리실

교과

전담실
정독실 상담실 양호실 방송실 생활관 체육관 식당 화장실 기타

19 8 8 4 1 1 1 1 1 1 20 4

·교과 전담실 : 과학실(2), 가정․가사실, 컴퓨터실, 음악실, 미술실, 체육실, 도서실.

마. 교직원 명단

직  위 성  명 성  별 담당교과

교장 변상권 남 ․
교감 추인호 남 ․

교무혁신 권오선 남 국어

교육연구 이재성 남 지리

학생생활 이덕찬 남 체육

교육과정 강미영 여 생물

교육평가 김영오 남 수학

교육연수 김진옥 남 물리

문화체험 이일래 남 화학

진로상담 강경식 남 영어

환경봉사 조성원 남 체육

방과후학교 최연희 여 사회

교육복지 신현욱 남 영어

교육정보 이종군 남 컴퓨터

1학년 진영필 남 지구과학

2학년 이충헌 남 국어

3학년 이상민 남 지리

교사 김몽주 여 음악

교사 민순기 남 수학

교사 이종갑 남 프랑스어

교사 김영국 남 생물

교사 정경원 여 가정

교사 최종익 남 윤리

교사 김오선 여 역사

교사 박보영 여 영어

교사 박종국 남 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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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  위 성  명 성  별 담당교과

교사 장종임 여 국어

교사 이윤희 여 국어

교사 곽권영 남 미술

교사 이혜진 여 특수

교사 김진록 남 영어

교사 이근웅 남 기술

교사 이명희 여 한문

교사 지해근 남 수학

교사 최윤정 여 수학

교사 김연희 여 영어

교사 신미연 여 국어

교사 최용익 남 수학

교사 채광희 남 화학

교사 이영미 여 중국어

교사 윤영광 남 역사

교사 김소라 여 수학

교사 고연희 여 영어

교사 최갑순 남 국어

행정실장 김명구 남 ․
9급 김민성 남 ․

기능직 김호규 남 ․
사무보조 심희정 여 ․
사무보조 홍순임 여 ․
특수보조 오덕균 남 ․
사서보조 신정아 여

환경위생원 송난희 여

35. 생활과학 학부설보육교사교육원

가. 설립목

생활과학대학부설 보육교사교육원은 1992년 보건복지부로부터 전문 보육교사 양성기관

으로 위탁인가를 받은 바 보육시설 종사자로서의 기본 자질과 직무수행에 필요한 새로운 

전문지식 및 보육기술을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제공함으로써 보육의 전문성을 높여 영유

아 보육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으며 부속어린이집을 운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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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조직

교육원에는 원장, 전임교수, 사무장(생활대 행정실장), 계장, 사무원 2인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운영위원회와 전임교수회의교‧강사회의를 통하여 교육원 운영의 제반 사항이 의결

된다.

다. 교육과정  기간

 1) 교육과정

보육교사 양성교육과정과 보수교육과정을 둔다.

 2) 교육기간

양성교육과정은 주야간으로 운영하되, 교육기간은 1년간 1,105시간의 표준보육과정에 

의해 25과목, 65학점을 이수하며, 4주간(160시간 이상)의 보육실습을 받아야 한다. 

보수교육과정은 현직 보육교사를 대상으로 일반직무교육과 특별직무교육 및 승급교육 

등의 보수교육과정을 운영하되 직무교육은 40시간, 승급교육은 80시간을 이수하여야 

한다.

라. 운 황

 1) 양성교육과정

  ￮ 정원 :  총 140명(주간 90명, 야간 50명)

  ￮ 기간 :  2010. 2. 26(금) ~ 12. 17(목)

  ￮ 학사관리 : 본 교육원에서는 충북대학교 보육교사교육원 운영규정과 세칙에 의거하여 

출석, 휴학 및 복학, 제적, 평가, 수료 등에 관한 학사관리를 하고 있다. 

  ￮ 원생회 : 본 교육원생들로 구성되며 매학기 초에 주‧야간 각각 대표와 부대표, 총무 

등 임원을 선출하고 대표는 원생을 대표하며 학생회 자치활동을 이끌어 나간다. 

  ￮ 도서실 운영 : 자체 도서실 및 충북대학교 도서관 이용 학생증 발급

   ･ 열람실 : 형설관 1층 개방열람실 이용

  ￮ 홍보물 제작 배포 : 학생들의 수필, 기행문, 시, 보고서자료, 투고된 교수님들 원고를 

비롯한 교육원활동들을 모아 원생회에서 편집위원을 선발하여 매년 1회 소식지를 발

간하고 있다. 

  ￮ 수료자 : 제1기생 ~ 제18기생까지 2,828명이 수료하였으며 2010년 현재 제19기생 

140명이 입학하여 재학 중에 있다. 

  ￮ 수료자 추후관리 : 동문회구성 

  ￮ 홈페이지 : http://isarang.cbnu.ac.kr

 2) 보수교육과정

  ￮ 수료자 현황 : 1992년부터 2010년 현재까지 보육교사 보수교육과정을 운영하여 총 

2187명의 수료생을 배출하였으며 1999년부터 2004년까지 보육시설장 보수교육과정

을 운영하여 총 349명의 수료생을 배출하였다. 1998년부터 2009년까지 보육교사 1

급 승급교육과정 총 1,341명과 2006년부터 2009년까지 보육교사 2급 승급교육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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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 467명의 수료생을 배출하였고 2008년, 2009년 특별직무교육인 방과후 보육과정을 

실시하여 총 87명을 수료생을 배출하였다. 

  ￮ 대상자 선정 : 영유아보육법 제2조에 의거 현직 보육종사자를 대상으로 보육시설 및 

보육정보센터에 근무한 경력과 유아교육법에 의한 종일제유치원에서 원장, 원감, 교사

로 근무한 경력을 기준으로 대상자를 선정하여 보수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 교육과정 편성 : 영유아보육법 제23조제1항제2항의 규정에 의한 보수교육 내용은 보

육기초, 발달 및 지도, 영유아교육, 영유아의 건강, 영양 및 안전, 가족 및 지역사회 

협력, 보육사업의 운영에 관한 영역이 포함되도록 한다. 

  ￮ 보수교육교재 발간 무료보급 : 각 교과목 담당교수님들의 강의 원고를 비롯한 관련 자

료를 모아 각 과정별 자체 교재를 제작하여 교육생 및 강의 담당교수님들에게 활용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 교육생 평가 : 직무교육은 해당 교육시간을 모두 출석한 때에만 이수한 것으로 본다. 

단, 승급교육은 대상자 중 출석기준은 충족하였으나 평가시험에서 80점 이상을 획득

하지 못한 때에는 승급교육을 이수한 것으로 인정할 수 없다.

  ￮ 출석관리 : 해당교육시간을 모두 출석하여야만 수료가 가능하므로 교육생들로 하여금 

지정좌석에 앉도록 하고 매 시간 자리를 체크하는 방식으로 출석점검을 철저히 하여 

출석관리를 하고 있다. 

  ￮ 수요자의 만족도 평가방법 및 개선방안 : 보수교육과정에 대한 수요자의 만족도 평가

를 바탕으로 교육과정의 질적향상과 발전방향을 모색하기 위하여 교육과정 이수자들

을 대상으로 매회 설문조사를 실시하고 있다.

36. 생활과학 학부설보육교사교육원부속어린이집

가. 설립 배경  목

자연속의 넓은 실외놀이 공간과 아담한 2층 건물인 충북대학교 부설 어린이집은 정보

화 및 산업화, 핵가족으로 인한 맞벌이 부부의 증가와 지역 사회의 요구, 영유아 보육 필

요성에 의해 1999년 3월 설립되었습니다. 인근 지역과 본교 교직원 아동들에게 양질의 보

육 기회를 제공하고, 보육교사 교육원, 아동복지학과 학생들에게 학교에서의 학업과 연계

가 이루어지는 현장실습을 경험 할 수 있는 곳으로서, 또한 충북 지역사회에 적합한 영유

아 보육프로그램을 개발·적용하기 위한 실험의 장으로 활용될 것입니다.

나. 연 

1998. 11. 충북대학교 생활과학대학부설 보육교사교육원부속 어린이집으로    

                   설립인가

1999.  3. 8. 충북대학교  생활과학대학부설  보육교사교육원부속 어린이집으로 

          개원

1999.  3. 8. 생활과학대학 김기남 학장님 초대 원장으로 부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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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0.  2. 22. 취학반 14명 졸업

2001.  2. 21. 수박반 19명 졸업(남 8명, 여 11명)

       4. 2층 자료실 증축

2002.  2. 21. 기린반 22명 졸업(남 8명, 여 14명)

2003.  2. 24. 기린반 21명 졸업(남 8명, 여 13명)

2004.  2. 18. 하늘·바다반 32명 졸업(남 14명, 여 18명)

2005.  2. 18. 지구반 20명 졸업(남 11명, 여 9명)

2006.  2. 22. 지구반 19명 졸업(남 10명, 여 9명)

2007.  2. 23. 지구반 26명 졸업(남 14명, 여 12명)

       12.13. 보육실, 놀이실(1,2층) 증축

2008.  2. 26. 다래반 21명 졸업(남 13명, 여  8명)

2009.  2. 20. 해바라기반 18명 졸업(남 8명, 여 10명)

2010.  2. 19. 해바라기반 22명 (남 12명, 여 10명)

                   진달래반 14명 (남 9명, 여10명)졸업

2010.  2. 23. 주방 및 식당 2실, 보육실 2실(2층)증축

다. 교육 목   목표

본 어린이집은 영·유아에게 안전하고 정서적인 환경을 제공하여 기본적인 욕구를 충족

시키며, 인성과 심성 계발에 도움을 주는 프로그램을 실천하여 영유아들의 전인적인 발달

을 이루도록 돕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건강하고 안전한 생활로 신체와 정신의 조화로운 발달을 이루도록 돕는다.

 2) 긍정적인 자아개념과 자율적·협동적인 생활을 하도록 돕는다.

 3) 다양하고 흥미 있는 경험과 발견을 통해 생활 속에서 배우고 주변 세계에 대한 이해, 

경험, 지식을 확장하여 표현할 수 있게 한다.

 4) 자신의 생각과 느낌을 언어로 표현하고 확장 할 수 있게 한다.

 5) 창의적으로 생각하고 탐구할 수 있는 능력과 태도를 갖도록 돕는다.

라. 보육시간  기간

  - 보육시간 : 07:30 ~ 19:30 (월~금요일)

19:30 ~ 21:30 (연장 보육)

07:30 ~ 13:00 (토 요 일)

  - 보육기간 : 연중무휴 

마. 운 방침

 ∙ 건강하고 안전한 위생적인 환경제공

 ∙ 영·유아 발달에 적합한 프로그램 제공

   (인성, 심성, 창의성을 기초로 한 개별화 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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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교사연수(자체, 외부)를 통한 재교육 → 교사가 스스로 연구할 수 있는 환경 제공

 ∙ 다양한 부모 교육 및 대학 부설의 특수성을 고려한 지역사회와 연계한 프로그램 실시

37. 자연과학 학부설과학기술진흥센터

가. 설립목

충북대학교 자연과학대학 부설기관인 본 센터는 교육과학기술부와 한국과학창의재단의 

사이언스코리아 운동의 일환으로 설립되었다. 과학기술진흥을 위한 자료를 개발하여 공급

하고, 도내 교육기관과 자치단체의 과학기술진흥활동을 지원하며, 청소년과학 활동을 지원

하는 등 과학기술기반 구축과 진흥에 필요한 사업을 수행한다. 

나. 연  

2005.  1. 과학기술진흥센터 설립

2005.  3. 한국과학창의재단의 지원으로 청주시 생활과학교실 운영기관으로 선정

2005.  5. 과학기술진흥센터장으로 정진수 교수 임명

2005.  7. 제7회 전국고교생 자연과학탐구캠프 개최

2005.  8. 생활과학교실 여름방학 초등캠프 개최

2006.  1. 생활과학교실 겨울방학 초등캠프 개최

2006.  7. 제8회 전국고교생 자연과학탐구캠프 개최

2006.  8. 생활과학교실 여름방학 초등캠프 개최

2007.  1. 생활과학교실 겨울방학 초등캠프 개최

2007.  4. 청주시 지역특성화 프로그램 운영기관으로 선정

2007.  5. 과학기술진흥센터장으로 정진수 교수 임명

2007.  8. 생활과학교실 여름방학 초등캠프 개최

2007.  8. 제9회 전국고교생 자연과학탐구캠프 개최

2008.  1. 생활과학교실 겨울방학 초등캠프 개최

2008.  7. 제10회 전국고교생 자연과학탐구캠프 개최

2008.  8. 생활과학교실 여름방학 초등캠프 개최

2008. 10. 한국과학창의재단의 지원으로 충북 학교로 가는 생활과학교실 운영기관으로 선정

2008. 11. 한국과학창의재단의 지원으로 과학기술앰배서더 지역분원 시범운영기관으로 선정

2009.  1. 생활과학교실 겨울방학 초등캠프 개최

2009.  7. 제11회 전국고교생 자연과학탐구캠프 개최

2009.  8. 생활과학교실 여름방학 초등캠프 개최

2010.  1. 생활과학교실 겨울방학 초등캠프 개최

2010.  3. 과학기술진흥센터장으로 김학용 교수 임명

2010.  7. 제12회 전국고교생 자연과학탐구캠프 개최

2010.  8. 생활과학교실 여름방학 초등캠프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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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조직  사업 

과학기술진흥센터의 주요 활동으로는 충청북도 권 내 30여개 학교의 학교로 찾아가는 

생활과학교실과 청주시 7개동 사무소에서 운영하는 생활과학교실을 지원하고, 전국고교생 

자연과학 탐구캠프 및 초등학생 방학캠프를 주관하고 있다.

 1) 조 직

  가) 과학교실팀 : 생활과학교실, 주말과학교실, 열린실험실 등의 과학교육에 관한 업무  

                   담당 및 운영

  나) 교재개발팀 : 학교로 가는 생활과학교실 자료개발 및 기타 교재개발 등에 관한 업무  

                   담당 및 운영

  다) 과학홍보팀 : 과학기술앰배서더 및 지역과학문화 행사 등에 관한 업무 담당 및 운영

센터장

운영위원장

과학교실팀 교재개발팀 과학홍보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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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활과학교실 사업  : (한국과학창의재단 지원, 청주시 지원)

Junior 생활과학교실, 미니과학관 체험, 생활과학교실 탐방 

go~go~, 어머니과학교실, 찾아가는 생활과학교실, 지역특별프

로그램(별사랑 축제, 주말과학교실, 오픈랩, 사이언스 매직쇼 등)

 2) 과학기술진흥센터 사업 : (충북대학교 기성회계 지원)

전국고교생 자연과학탐구캠프, 초등학생 여름방학·겨울방학

캠프, 과학강연, 오픈랩

 3) 충북 학교로 찾아가는 생활과학교실 사업 : (한국과학창의재단 지원)

 충청북도 권내에 있는 초등학교의 방과  

후 과학교실 사업 

 4) 과학기술 앰배서더 강연 운영 사업 : (한국과학창의재단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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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 향후 사업계획 

우리나라가 21세기 개방화․세계화 시대에 과학기술의 선진국으로 확고한 위치를 확보하

기 위해서는 기초과학을 활성화해야 한다는 것이 각계의 공통된 의견이다. 이에 부응하기 

위하여 과학기술진흥센터에서는 다음과 같은 향후 사업계획을 수립하여 본 센터의 목표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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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과학문화를 확산

 3) 청소년들에게는 체험 실험을 통하여 과학기술 분야의 재미와 실용성을 알려주면서, 과

학에 대한 흥미를 유발시키는 동기를 제공하고, 우수 청소년 인력을 이공계로 유입

 4) 지역의 고학력 유휴인력을 교육에 활용함으로써, 봉사의식을 중심으로 한 풀뿌리 과학

문화 확산

 5) 교사를 대상으로 실험교재와 교수방법 개발

 6) 학부모와 학생들에게 이공계에 대한 진로지도 및 상담 활동

 7) 충북대학교 홍보 및 과학 교육의 활성화

사. 연락처

   홈페이지 : http://scitech.chungbuk.ac.kr

   전    화 : 043-261-3483 

   팩    스 : 043-263-3488 

38. 비군연

대학직장예비군연대에서는 예비군 및 민방위 대원을 편성․관리하고, 교육훈련을 실시하

며, 학생 병사 업무 및 병사상담, 공익근무요원 복무관리 업무를 실시하고 있다.

가. 비군 업무

 1) 조직편성 관리

대학직장예비군 편성운영 세부지침(예비 925-21)에 의거하여 다음 대상자를 조직·

편성·관리한다.

  가) 대학에 재학중인 예비역 및 보충역 학생

  나) 대학원에 재학중인 예비역 및 보충역 학생 (전문과정, 연구과정, 관리과정 제외)

  다) 대학 및 대학원에 재직중인 교직원

이상과 같은 대상자는 입·복학 및 임용시 14일 이내에 예비군 연대에 대원신고를 

해야 한다(예비군 연대 소정 양식).

 2) 교육훈련

대학 직장예비군에 편성된 자는 연간 8시간 교육훈련을 이수해야 한다(학생 및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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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직원은 연차별 해당 교육시간을 이수해야 한다.

 

나. 민방  업무

 1) 조직편성 관리

  가) 대학에 재직중인 교직원 중 예비군에 편성되지 않은 만20세 이상 40세 이하의 남자

로 편성된다. 그외의 남녀는 지원에 의하여 참여할 수 있다.

  나) 대학에 재학중인 학생은 민방위대 편성제외 대상자로서 만 20세 이상 남학생은 민

방위대 편성 제외대상 신고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예비군연대 소정양식).

 2) 교육훈련

  가) 민방위날(매월 15일) 훈련은 민방공 훈련과 재난 대비훈련을 병행하여 실시한다.

  나) 민방공 대피 훈련은 분기 1회씩 연4회 실시되며, 이 때 민방위대원은 솔선하여 훈

련에 참여하여야 한다.

  다) 민방위대원 비상소집훈련은 연 1회 실시하며 민방위대원중 1~4년차를 제외한 전대

원이 참석하여야 한다(만 40세까지).

  라) 민방위대 편성 후 1년차부터 4년차까지는 일반교육을 연간 4시간 청주시 흥덕구청 

주관하에 받아야 한다.

  마) 화생방요원으로 지정된 대원은 일반교육은 제외되며 충청북도 주관하에 실시하는 화

생방교육을 4시간 받아야 한다.

다. 병사업무

 1) 재학생 입영 연기

  가) 재학생은 병역법 제 52조 및 동시행령 제 91조에 의거 제한연령(대학 24세, 대학원 

26세, 의대본과 27세, 5․6학기 대학원 27세)까지 졸업이 가능한 학생은 학적보유자 

명단을 거주지 지방 병무청으로 발송(예비군연대에서) 연기 처분된다(매년 3월 31

일까지).이를 위하여 학생본인은 병역관계 신고원(예비군연대 소정양식)을 작성 제

출하여야 한다.

  나) 1월~3월중 입영영장이 이미 발급된 자는 재학증명서 또는 입학예정 증명서를 거주

지 지방병무청에 제출하면 입영이 연기된다.

 2) 재학생 입영원 출원

재학중에 군 입영을 원하는 학생은 재학생 입영원을 출원함으로써(병무청 소정양식) 

가능한 한 학업의 중단을 방지하기 위하여 원하는 시기에 입영할 수 있도록 조치하고 

있다.

  가) 출원시기 : 연중 출원 가능(단, 만 19세인 자는 8월 1일 이후 출원)

  나) 출원기관 : 거주지 병무청

 3) 병사상담 안내

  재학생을 대상으로 병사상담을 다음과 같이 실시하고 있다.

  상담시간 : 매일 10:00 ~ 17:00

  상담장소 : 예비군연대 병사상담실(261-29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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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공익근무요원 업무 리

 1) 용어의 정의 : 공익근무요원 이라함은 행정관서요원, 예술․및 국제협력봉사 요원을 말

한다.

 2) 지휘감독 : 공익근무요원 담당직원은 직무수행을 수시로 점검하고 신상관리와 복무기

록사무를 처리 한다.

 3) 공익근무요원 배정요청 : 공익근무요원 활용계획을 매년 4월30일까지 지방병무청장에

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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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달의 

30등분하여 실제근무한 날에 보수만 지급한다. (실제근무일수)×(월보수

액)/30=지급액 결근일수 및 30일 이내의 병가일수에 대한 보수는 보수일

액의 2/3를 감하여 지급한다.



Ⅵ. 연구소

1. 인문학연구원
1) 인문학연구소
2) 원문화연구소
3) 러시아ㆍ알타이지역연구소
4) 우암연구소

2. 사회과학연구원
1) 사회과학연구소
2) 법학연구소
3) 교육개발연구소
4) 생활과학연구소
5) 국가 기 리연구소

3. 자연과학연구원
1) 과학교육연구소
2) 기 과학연구소
3) 바이오연구소
4) 나노과학기술연구소
5) 융수학연구소
6) 천체물리연구소 

4. 보건의료과학연구원
1) 약품자원개발연구소
2) 평생체육연구소
3) 의학연구소
4) 동물의학연구소
5) 의학정보센터
6) 생물건강산업개발연구센터
7) 종양연구소

5. 정보기술․경 연구원
1) 산업경 연구소
2) 컴퓨터․정보통신연구소
3) 기업정보화지원센터
4) IDEC 충북 지역센터

6. 건설ㆍ산업과학기술연구원
1) 산업과학기술연구소
2) 건설기술연구소

7. 농업생명과학연구원
1) 농업과학기술연구소 
2) 연 연구소
3) 첨단원 기술개발연구센터
4) 동물생명과학연구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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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인문학연구원

1) 인문학연구소 

가. 설립목

인문학연구소는 언어, 문학, 역사, 철학, 종교, 미학, 예술, 고고학, 인류학 등 다양한 

인문학 분야의 연구를 수행하고, 국내외 인문학에  관한 동향을 파악하며, 다른 연구기관

들과의 협조를 도모 할 뿐만 아니라, 학내외 인문학연구자들을 지원하는 등의 활동을 통하

여 인류문화 및 민족문화 그리고 지역문화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나. 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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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부소속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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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조직

인문학연구소는 소장을 중심으로 5명의 운영위원, 어학연구부·문학연구부·역사학연구

부·철학연구부 등 4명의 연구부장, 28명의 겸임연구원, 24명의 특별연구원, 1명의 초빙

객원교수, 3명의 연수연구원으로 조직되어 있다. 이 중 어학연구부는 국어학 및 외국 언어

학 이론과 어학 연구동향에 관한 연구와 그것에 대한 지원을, 문학연구부는 국내외 문학의 

이론과 문학사 및 문학 연구동향에 관한 연구 및 지원을, 역사학연구부는 역사학 전반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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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한 연구 및 지원을, 철학연구부는 철학·종교·미학·예술 전반에 관한 연구 및 지원을 

담당한다.

겸임연구원 Post-Doc.

어학연구부 문학연구부 역사학연구부 철학연구부

객원연구원 전임연구원 특별연구원 초빙객원교수 학술연구교수

소  장

운영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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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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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21-11.11목요공개강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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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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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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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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1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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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 홈페이지 : http://humansci.chungbuk.a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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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원문화연구소

가. 설립목

충북대학교 중원문화연구소는 1979년 7월 21일에 대통령령 제9543호 국립학교설치령

에 의거 설립된 호서문화연구소와 1991년 7월 30일 충북대학교 규칙 제277호에 의거 설

립된 선사문화연구소를 1997년 2월 27일 대통령령 제15,291호 국립학교설치령중개정령에 

의거 통합 설립하였다.  

이러한 오랜 전통을 지닌 우리 연구소는 우리나라 7대 문화권의 하나인 중원문화권에 

대한 다각적인 연구로 역사·문화적 의미와 위상의 정립을 도모하고 지역의 역사와 문화

에 대한 심도 깊은 연구로 지역문화 활성화에 기여하며 민족문화의 계승발전과 새로운 문

화창달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위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연구소에는 "선사연구부" "역사연구부" "지역문화연구부" 

"유해발굴센터"를 두어 연구소의 연구비 운영 및 제반 현안을 의결하며, 연구소의 다양한 

연구활동을 조직적이고 체계적으로 전개해 나가기 위하여 교내·외 및 해외의 관련 분야 

석학들을 연구원으로 위촉하여 연구 활동에 전문성과 효율성을 기한다. 

나. 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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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합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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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층 연구공간을 배정받아 연구소 통합 이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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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조직

연구소에는 선사연구부, 역사연구부, 지역문화연구부와 유해발굴센터를 두고 있으며, 

연구소의 운영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운영위원회를 두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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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   장

운영위원회

선사연구부 역사연구부 지역문화연구부 유해발굴센터

라. 학술활동

1997. 9. '97 추계학술회의

11. 제41회 대한체질인류학회 학술대회 공동 개최

1998. 5. 98 춘계학술회의 및 사진전

11. '98 추계학술회의

1999. 5. '99 춘계학술회의

12. 제11회 충북향토사연구 학술대회(충북향토문화연구소공동주최)

2000. 9. 제2회 향토문화학술발표대회 공동주최

11. 제12회 충북향토사연구 학술대회 공동주최

2001. 10. 제13회 충북향토사연구 학술대회 공동주최

11. 제4회 충북학 심포지움(충북학연구소 공동주최)

2002. 11. 02년도 중원문화연구 추계학술대회 및 사진전

2003. 3. 한국성곽연구회 정기학술대회 공동개최

4. 6.25 전사자 유해발굴조사 학술 발표회

5. 한국학술진흥재단 기초학문 연구지원사업 학술발표회

6. 호서사학회 2003년 6월 정기 학술발표회 주관

10. '청주아리랑' 韓·中 학술회의 공동개최

2004. 1. 2004 한불 구석기 워크샵

5. 한국학술진흥재단 기초학문 연구지원사업 학술발표회

10. 간제학회 학술발표회

11. 김득신 탄생 400주년 기념 학술발표회

12. 2004년도 전사자 유해발굴 학술발표회

2005. 6. 한국학술진흥재단 기초학문 연구지원사업 학술발표회

6. 제17회 충청북도 향토문화 학술발표회

2006.   5. 제49회 전국역사학대회

2007.   9. 중원문화연구소․한국중세사학회 공동주최 추계학술대회

        9. 한국고대사학회 주최․중원문화연구소 주관 추계학술대회

        11. 한국 고분문화연구회․중원문화연구소 공동 주최 동계학술대회

2008. 1. 중원문화연구소 주최 동계 학술대회

1. 중원문화연구소 주관 한국고전문학회 동계 학술대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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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호서고고학회 주최․중원문화연구소 주관 춘계 학술대회

        8. 중원문화연구소 주관 학술대회

        8. 고대 인골의 형질 인류학적 연구 학술대회

        11. 중원문화연구소 주관 백제학회 학술대회

        12. 중원문화연구소 주관 관산성 전투 학술대회

        12. 중원문화연구소 주관 학술대회

2009.   3. 중원문화연구소 주관 학술대회

        8. 중원문화연구소 주관 학술대회

        10. 중원문화연구소 주관 학술대회

        11. 중원문화연구소 주관 학술대회

2010.   2.         중원문화연구소 주관 학술대회

        3. 중원문화연구소 주관 학술대회

        4. 중원문화연구소 주관 학술대회

        8. 중원문화연구소 주관 학술대회  

이 외에도 매년 수회 초청강연회 및 공개강좌를 개최하고 있다. 

 □ 1997년부터 2000년까지

  1. 초청강연회 8건

  2. 학술회의 10건

  3. 공개강좌 8건

   총 26건의 학술활동 수행

 □ 2001년부터 현재까지 

  1. 초청강연회 22건

  2. 학술회의 53건

  3. 공개강좌 28건

  4. 세미나 및 워크숍 24건

  5. 기타(심포지엄, 토론회, 전시회 등) 9건

     총 136건의 학술활동 수행

마. 조사활동

 청주 정북동토성 발굴조사 학술용역

 원주 영원산성 지표조사 학술용역

 용인 처인성주변 지표조사 학술용역

 영월 왕검성 지표조사 학술용역

 강화산성 서벽 시굴조사 학술용역

 충주 마산봉수 지표조사 학술용역

 보은 삼년산성 아미지, 수구지, 우물터 발굴조사 지표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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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천 어림산성 시굴조사

 청원 양성산성 원지 발굴조사

 덕주산성 상성 문지 및 문터 서쪽 성벽 문화유적 시굴조사 등 51개 지표조사와 시굴 및  

 발굴조사 학술용역.

 상당산성 사적공원화사업 종합정비 기본조사 학술용역

 봉명 ․ 송정동지 편찬 

 [청주읍지] 번역 발간 학술용역

 디지털 청주문화대전」편찬을 위한 청주지역 특별기획․마을 항목 현지조사연구

 고분벽화와 고고유물을 통해 본 고구려인의 삶과 문화 등 10여개의 사료조사 학술용역.

 일본 홋카이도 슈마리나이 일제 강제징용 희생자 유골 발굴 한․일 대학생 공동 워크샵

 중국 해남도 조선촌 강제징용 희생자 유골 시굴조사

 금정굴 유골 시굴조사 학술용역

 6.25전사자 유해발굴 조사 용역 등 매년 전·후반기 유해발굴조사 학술용역.

 대한제국기 농촌사회 변동과 지주제

 중원지역의 구석기 복원과 시공간DB 구축, 가시화연구

 충북근현대 사회경제 변동 연구

 남한강 유역(忠州․驪州)의 量案과 지역사 자료의 조사 및 전산화 등 한국학술진흥재단 기  

 초사업부분 학술연구용역.

 3도3시군 공동문화․협력사업 연구용역

 이영남 장군 재조명 학술용역

 역사과 대중용 읽기자료 학술용역

 단양향교지 학술용역

 영동군 지명유래 학술용역

 청주의 고지도 학술용역

 □ 1997년부터 2000년까지

  1. 발굴조사 용역 8건

  2. 시굴조사 용역 6건

  3. 지표조사 용역 18건

  4. 유해발굴조사 용역 3건

  5. 문헌조사 용역 3건

   총 38건의 조사활동 수행

 □ 2001년부터 현재까지 

  1. 발굴조사 용역 9건

  2. 시굴조사 용역 7건

  3. 지표조사 용역 11건

  4. 유해발굴조사 용역 3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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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학술진흥재단 용역 7건

  6. 문헌조사 용역 15건

   총 79건의 조사활동 수행

바. 간행도서

 1) 학술조사 보고서

학술용역에 따른 보고서가 현재 58호까지 발간되었으며 계속 발간되고 있다. 

 2) 논문집

13집부터 제명이 중원문화논총에서 중원문화연구로 변경되었으며 매년 1차례 발간하

던 것을 2차례로 증간하여 현재 2010년도 14집까지 발간되었다.

사. 향후발 계획

 1) 연구소의 기본적 기능과 역활을 수행하는데 중점을 연구하는 데 설정한다.

 2) 연구소의 연구활동을 강화하기 위하여 각종 학술대회를 더욱 활성화시킨다.

 3) 우리 연구소와 국내외 연구기관과의 협력관계를 더욱 증진시킨다. 

 4) 전문적인 지식과 능력을 갖춘 연구인력을 확보하도록 노력한다.

우리 연구소는 현재 다년간의 양안 연구를 통하여 차별화된 연구성과 및 DB자료를 축

적하고 있으며, 유해발굴 및 감식 분야에서도 국내에서 독자적인 위치를 확보하고 있다.

이러한 특성화된 연구성과를 더욱 강화,발전시키기 위해서 다양한 연구를 수행하고 우

수한 전임연구인력을 확보하고 육성한다. 또한 연구소의 연구역량을 강화하고 연구소의 연

구성과를 알려기 위해 각종 학술대회를 더욱 활성화시키며, 교육·연수 프로그램의 제공을 

통해서 교육과 연구의 연계를 강화하고, 국내외의 연구기관 및 학술단체와의 교류를 증진

시킨다.

이를 통해서 우리 연구소는 충북지역 역사, 문화 연구를 선도하는 거점연구소로 성장하

고 나아가 세계적으로 독자적인 연구성과를 축적한 특성화된 연구소로 발전한다.

아. homepage://web.chungbuk.ac.kr/~jungwon/index.htm

E-mail : jungwon1@chungbuk.ac.kr

3) 러시아․알타이지역연구소

가. 설립목

충북대학교‘러시아·알타이지역 연구소’는 2003년 6월‘러시아 연구소’로 출발 하

였다. 본 연구소는 한국 학술진흥재단의 <2007년도 인문한국(HK)지원사업> 해외지역분야

에 <중국·러시아·몽골의 알타이지역>이라는 아젠다로 지원하여,‘유망연구소’로 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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되었고, 해당지역에 대한 종합적인 연구진행을 위해 2008년도에‘러시아·알타이지역 연

구소’로 개명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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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전문가’와 축적된‘종합적 지역정보’는 다양한 방식과 사업

을 통해 사회적 서비스로 연결될 것이다. 

나. 연

2003. 2. 연구소 창립 발기인 회의

6. 충북대학교러시아연구소로 출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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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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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회 알타이문화 강연회 개최

4. 제2회 알타이문화 강연회 개최

5. 제3회 알타이문화 강연회 개최

제4회 알타이문화 강연회 개최

11. 제5회 알타이문화 강연회 개최 

다. 조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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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

장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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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산

을 심의/결의한다. 또한 연구소 세부 규정의 제정 및 개폐에 관한 사항

을 심의하며, 연구소 전임 연구원의 임용 및 연구업적 평가를 주관한다.

연 구 부 사 업 부

소  장

편 집 부

운영위원회

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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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체의 연구 및 교육 활동을 지원한다.

 3) 학술지 발간 : 년1회 국제적 수준의 학술지를 발간한다.

 4) 전화: 261-3468: 홈페이지 : http://www.cbnurussia.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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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우암연구소

가. 설립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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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연

2007.  2. 21   충북대학교 우암연구소 설립

2007.  3.  1   초대 소장 김성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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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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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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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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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주 화양동지 발간 기념 학술발표회 : 우암 송시열과    

화양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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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간행도서

  - 2007. 10. 15 『우암평전』1,2,3권(우암학술총서 1) 발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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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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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연구과제

  - 2007. 8. 한국연구재단 <우암 자료 집성 및 정본화 사업> 과제 선정(연구책임

자 이강수, 연구기간 2007.8.1~2010.7.31)

마. 향후 발 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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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

한 디지털 도서관 구축, 연구소 부속 학회 운영과 정례 학술발표회 및 학술지 간행, 국제

학술대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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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

호학파 연구의 총본산지로 자리매김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한다.

바. 홈페이지 주소 : http://www.songja.or.kr

2. 사회과학연구원

1) 사회과학연구소

가. 설립목

사회과학연구소는 국내․외 사회과학적 제현상, 국제관계와 남북한 문제, 지역자원개발과 

지역경제발전에 관한 연구, 지방정부의 경영 및 시민참여의 활성화에 관한 연구, 환경보전

과 환경개발에 관한 연구를 통하여 국가와 지역사회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나. 연

1979. 06. 충북대학교 사회과학대학부설 사회과학연구소 설립

1983. 12. 사회과학연구 제 1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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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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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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 22권 제1호 발행

2005. 10. 04. “영토분쟁과 민족주의” 세미나 개최

2005. 12. 30 사회과학연구 제 22권 제2호 발행

2006. 06. 30 사회과학연구 제 23권 제1호 발행

2006. 12. 30 사회과학연구 제 23권 제2호 발행

2007. 05. 29 "최근 미국정치학도들의 국제정치 관심분야" 학술세미나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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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1 사회과학연구 제 24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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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8. 07. 16 "최근행정과제와 행정(학)의 역할"학술대회개최

2008. 04. 28 "티베트의 평화기원" 국제 토론회

2008. 07. 30 사회과학연구 25권 제1호

2008. 08. 30 "한국-몽골경제발전연구 MOU체결"

2008. 09. 26 "2008년 추계 경제발전학회"학술대회개최

2008. 10. 14 "이영훈교수의 농사짖는 생활이야기"교수세미나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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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 10. 20 "지역사회연계프로그램"청소년미술치료

2008. 10. 29 "사회적기업"포럼개최

2008. 11. 04 "최근금융위기사태"교수세미나개최

   2009. 04. 28.  “국가재정위기” 교수세미나

2009. 04. 30.  “취업위기의시대 젊음의 벤처를 즐겨라” 특강

2009. 05. 06.  “사회적기업대표자 ”간담회

2009. 06. 29.  “지역아동센터장중간평가” 간담회

2009. 04. 03 ~ 2009. 05. 30 “관계향상집단상담” 프로그램(8회)

2009. 04. 03 ~ 2009. 05. 30 “관계향상집단상담”프로그램 (8회)

2009. 06. 12 ~ 2009. 07. 31 “관계향상집단상담”프로그램 (8회)

2009. 06. 12 ~ 2009. 07. 31 “관계향상집단상담”프로그램 (8회)

2009. 05. 13 ~ 2009. 07. 15 “관계향상집단상담”프로그램 (8회)

2009. 07. 30 사회과학연구 26권 제1호

2009. 07. 15 ~ 2009. 07. 20 “한국.몽골 국제학회” 국제학회

2009. 08. 10 ~ 2009. 09. 28 “관계향상집단상담”프로그램 (8회)

2009. 11. 06 ~ 2009. 11. 08 “공감증진”프로그램

2009. 11. 26 “사회조사연구방법”교육

2009. 12. 05  "2009년 정책분석 및 평가제도의 반성과 과제“ 동계학술대회

2009. 12. 30  사회과학연구 26권 제2호

2010. 02. 09   “사회적 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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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회양극화해소방안”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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조직

본 연구소는 사회정책연구센터, 지방자치연구센터, 국제관계연구센터, 지역개발연구센

터, 환경보전연구센터를 두고 있으며 각 센터별로 전문분야의 교수들이 연구원으로서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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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동과 학술활동을 하고 있다. 연구소의 전반적인 업무활동은 소장이 관장하며, 연구소의 

운영계획수립 및 예산결산의 심의를 위하여 10인 이내로 구성된 운영위원회를 두고 있다. 

그 외에 연구논문집 발간을 위한 편집위원회와 자문위원회를 두고 있다.

소  장

편집위원회

정보지원실

운영위원회

행정실

사
회
정
책
연
구
센
터

국
제
관
계
연
구
센
터

지
역
경
제
연
구
센
터

지
방
경
제
연
구
센
터

행
동
과
학
연
구
센
터

사
회
적
기
업
연
구
센
터

재
난
심
리
지
원
연
구
센
터

라. 기능

 국내외 사회과학적 제 문제에 관한 연구 

 각종 정책개발 및 교육프로그램 개발에 관한 연구 

 국제관계 및 현대사상에 관한 연구 

 한반도 통일 및 남북한문제에 관한 연구 

 지방정부의 경영 및 시민참여의 활성화에 관한 연구 

 지역자원개발과 지역경제발전에 관한 연구 

 인류생존을 모색하는 환경보존과 개발에 관한 연구 

 학술발표회, 강연회, 세미나 등의 개최 

 각종 자료의 보존과 연구결과보고서 발간 및 배포 

 기타 연구소의 설치 목적 수행에 필요한 부대사업 수행 

마. 연구활동

연구소 논문집인‘사회과학연구’를 연간 2회 이상 발간하고 있으며, 국제학술세미나, 

국내학술세미나, 초청강연회 등 다양한 학술활동을 개최하고 있으며, 사회과학 관련 서적 

및 참고자료를 연구소 자료실에 소장하고, 교수 및 연구자에게 자료를 제공하고 있다. 그 

외 다수의 학술연구 및 외부기관 위탁 연구 용역을 지원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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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 향후 사업계획

 1) 학술진흥재단 등 학술지원연구비의 확보로 연구 활성화

 2) 우수연구원의 확보

 3) 대학연구소, 민간연구소, 정부출연기관, 외국대학연구소와 공동세미나 활성화

 4) 각 센터의 성격에 맞는 연구 진행 및 학술회의 개최

사. 홈페이지 주소 : http://www.ssri21.or.kr

2) 법학연구소

가. 설립목

법학연구소는 법에 관한 국내의 이론과 실제를 연구 조사하고 법률정보를 수집 관리하

여 법이론과 현실문제를 조화시키며, 각종 세미나와 심포지움 등의 학술발표행사를 개최 

지원함으로써 법과대학의 연구기능을 활성화하는데 그 목적을 두고 있으며, 지역사회에 대

한 법률봉사의 일환으로 법률상담을 실시하여 법률문화창달과 지역사회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하고, 장차 가상법률정보망을 구축하여 국내법을 첨단정보네트워크인 인터넷을 

통하여 세계에 전달하는 작업을 추진하고자 한다.

나. 연

1989. 6. 1. “법과대학 부설 법학연구소”로 설립, 초대 소장 김윤구 교수 취임

1989. 12. 20. 법학연구 창간호 발간

1991. 3. 1. 제2대 소장 장경환 교수 취임

1992. 1. 23. 제1회 한일비교법학 심포지움

1995. 2. 10. 국제문화강연회 개최(충북대 법학연구소 주최)

1995. 3.  1. 제4대 소장 김윤구 교수 취임        

1997. 3. 1. “충북대학교 법학연구소”로 소속 및 명칭 변경

1997. 5. 1. 제5대 소장 송종준 교수 취임

1998. 8. 법학연구소 Home Page 개최

1999. 3.     제6대 소장 이영진 교수 취임

2000. 3. 1. 사회과학분야 연구소 연합체로서 충북대학교 사회과학연구원 개설․활동

2000. 5. 26. 법학연구소 창설 10주년 기념 동ASIA 비교법학 Symposium 개최

2001. 4.     제7대 소장 김중권 교수 취임 

2001. 12. 개신법학 창간호 발간

2002. 9. 6. 제2회 동아시아 비교법학 국제심포지엄 개최

2003. 9. 제8대 소장 김수갑 교수 취임 

2004. 12. 6. 제4회 동아시아 비교법학 국제심포지엄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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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 9. 제9대 소장 이경재 교수 취임 

2007. 9. 제10대 소장 이은희 교수 취임

2009.  9. 제11대 소장 박강우 교수 취임     

다. 조직

 1) 소장(연구소업무 총괄)

 2) 운영위원회(연구소 주요업무 자문)

 3) 간사(소장의 업무보조)

 4) 연구조사부(법이론 및 판례의 연구조사)

 5) 간행부(법학연구 및 기타 출판물의 원고수집과 편집)

 6) 법률상담실(민사, 형사 등에 관한 법률 상담 수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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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사

(1) 연구소 전반에 관한 업무 수행

 3) 연구조사부

(1) 법학 각 분야의 연구사업 수행

(2) 연구발표회 등 주선

(3) 판례연구   

(4) 외국법 연구

 4) 간행부

(1) 논문집 기타 출판물 간행

(2) 연구자료의 수집 정리 보관

 5) 법률상담실

(1) 법률문제의 상담

(2) 법률지식의 보급계몽

마. 연구분야 소개

본 연구소는 1989년 6월 1일 ｢법과대학부설법학연구소｣로 설립되었고 1997년 3월 1일 

｢충북대학교 법학연구소｣로 소속이 변경되어 오늘에 이르고 있다. 법학연구소는 교육과 연

구를 핵심기능으로 하여 각 분야에서 공헌할 수 있는 유능한 인재를 양성하는 대학의 목

적을 실질적으로 추진하고 지원하는 기관이다. 본 연구소가 담당하는 연구분야는 법이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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및 실제에 관련되는 전분야이지만, 그 중 특히 치중하는 부문으로는 헌법 및 행정법 분야, 

민사법 분야, 형사법분야, 상사법분야, 국제법분야, 사회경제법분야, 기초법분야 등을 거론

할 수 있다. 아울러 법학교육에 관련되는 부문도 본 연구소가 관심 갖는 주요 연구분야 중

의 하나이다. 그리고 국제적 학술교류를 지속적으로 확대하고 있다. 법학연구소는 법학교

육 및 연구의 특성화 및 국제적 연구기관으로 발전하기 위하여 5개의 연구센터(과학기술

법연구센터, 공익인권법연구센터,  자산관리법연구센터, 기업금융법연구센터, 형사사법 및 

기초법연구센터)를 설치운영함으로써 실질적인 전문연구소로서의 위상을 높여가고 있다.

3) 교육개발연구소

가. 설립목

교육개발연구소는 교육에 관련한 제 학문을 연구개발함으로써 대학의 사명을 완수하고 

한국의 교육 발전에 기여한다.

나. 연

1979. 9. 충북대학교 사범대학부설 교육개발연구소 설립 

1980. 5. 교육연구논총 창간호 발간 

1997. 3. 충북대학교 연구소 정비 계획에 따라 사범대학 부설 교육개발연구소와 

생활과학대학 부설 생활과학연구소를 통합하요 교육 생활연구소로 개편 

1997. 8. 호주의 아시아교육재단(AEF)과 공식 교사교류 체결 

1998. 5. 충청북도교육청 지정 특수분야 직무연수 기관으로 선정 

2001. 10. 충북대학교 연구소 정비 계획에 따라 기존의 교육․생활연구소를 교육개

발연구소와 생활과학연구소로 분리

11. 박재문 교수 초대 소장으로 임명

2002. 3. 이창진 교수 소장으로 임명

2003. 5. 충북대학교 연구소평가 1위 선정

2004. 3. 박재승 교수 소장으로 임명

2006. 3. 유  범 교수 소장으로 임명

2007. 6. 충청북도교육청 및 청주YMCA와 공동으로‘징검다리 멘토링 프로그램’ 

사업 시행 

2007. 12. 교육과학기술부지정 정책주제형 중점연구소로 선정 

2008. 3. 정영수 교수 소장으로 임명

2008. 11. 한국지방교육연구센터 전국 정책중점연구소평가 1위 선정

2008. 12. 충북대학교 연구소평가 1위 선정

   2009. 12     한국지방교육연구센터 전국 정책중점연구소평가 우수기관 선정

2010. 3. 정영수 교수 소장 연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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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조직  기능

교육기초·정책
연구부

교육과정
연구부

고등교육
연구부

수업
연구부

학교상담
연구부

교육개발연구소 한국지방교육연구센터

운영위원회

학술위원회편집출판위원회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위원 7인 이내로 구성하고, 연구소에는 교육기초․정책연구부, 

교육과정연구부, 고등교육연구부, 수업연구부, 학교상담연구부를 두며, 각부는 다음의 사

업을 한다.

 1) 교육기초․정책연구부 : 교육기초 및 교육정책에 관한 연구

 2) 교육과정연구부 : 각 교과의 교육과정에 관한 연구

 3) 고등교육연구부 : 고등교육에 관한 연구

 4) 수업연구부 : 학교수업에 관한 연구

 5) 학교상담연구부 : 교사 및 학생의 상담에 관한 연구

라. 연구활동

 1) 논문집 및 간행물 발간 : 매년 3회 발간(필요에 따라 시기 및 회수 조정)

 2) 연구 용역과제 수행 

 3) 교육과학기술부 지정 정책주제 중점연구소 지방교육연구센터 운영

 4) 한국-호주 교사교류프로그램(BRIDGE Project) 진행 : 1997년부터 매년 시행

 5) 세미나 및 학술대회 개최

 6) 교육프로그램 실시(특수분야직무연수, 멘토링프로그램)

4) 생활과학연구소

가. 설립목

생활과학연구소의 설립목적은 인간생활과 관련된 학문분야의 연구수행을 통하여 가정생

활의 질적 향상을 높이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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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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활과학연구소

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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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조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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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거학, 식품영양학, 의류학, 가정경영, 

가정과교육 분야 연구와 출판사업을 수행하고 학술대회를 개최한다.

 2) 지역사회활동부：생활과학분야의 정보제공 및 상담프로그램과 지역사회교육활동을 통해 

실생활에 응용할 수 있는 전문적 지식 및 기술을 보급하고 인력을 양

성한다.

라. 연구  학술활동

 1) 연구비 수혜실적

2006. 07 ~ 2006. 11 ‘정보화로 인한 가족의 미래와 복지기능의 변화에 대한 전

망’

2006. 09 ~ 2007. 08 ‘어린이 비만의 예방 및 관리를 위한 웹 기반 맞춤형 영양교

육 시스템 개발’

2006. 08 ~ 2006. 12 ‘충청북도 중장기(2006-2010) 보육계획’

2006. 12 ~ 2007. 11 ‘자녀의 발달단계별 부모교육 프로그램 개발’

2007. 03 ~ 2007. 12 ‘청주시 건강가정지원센터 위탁운영’

2007. 03 ~ 2007. 12 ‘아이돌보미(청주시 건강가정지원센터 위탁운영)’

2007. 04 ~ 2008. 03 ‘기능성이 강화된 김의 제조조건 및 품질 평가연구’

2007. 09 ~ 2008. 08 ‘어린이 비만의 예방 및 관리를 위한 웹 기반 맞춤형 영양교

육 시스템 개발’

2008. 01 ~ 2008. 12 ‘청주시 건강가정지원센터 위탁운영’

2008. 01 ~ 2008. 12 ‘아이돌보미(청주시 건강가정지원센터 위탁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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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 07 ~ 2009. 06 ‘미생물색소를 이용한 천연염색직물의 색채감성 평가’

2008. 07 ~ 2009. 06 ‘라이프스타일 상표확장을 위한 상표자산모델: 베이비부머 대 

y세대 소비자를 향한 전략적 접근’

2009. 05 ~ 2010. 04  ‘어린이를 위한 맞춤형 건강기능식품 정보전달 컨텐츠 개발’

2009. 05 ~ 2010. 04  ‘건강기능식품의 소비자 친화형 사이트 개발’

2009. 06 ~ 2009. 08  ‘T-Gate 상품 선택정보 협업 생산’

2009. 07 ~ 2009. 12  ‘청주시 건강가정지원센터 위기가족상담지원사업’

2009. 07 ~ 2010 .06  ‘3차원 레이져 스캐너를 이용한 인체의 동적치수 측정에 따른 

노년 여성의 골프웨어 슬랙스 패턴설계’

2010. 05 ~ 2013. 04  ‘유방유형별 인체공학적 브래지어 설계와 MTM방식의 제작 

시스템 구축’

 2) 논문집 및 간행물 발간

1994. 2~1997. 2 생활과학연구 1권~4권 발간

1998. 2~2001. 1 생활과학연구논총 1호~5호 발간

2002. 8~2002.12 생활과학연구논총 6권 1호~6권2호 발간

2002. 6~2002.12 생활과학연구 뉴스레터 1호~2호 발간

2003. 생활과학연구논총 7권 1,2호 발간

2004. 생활과학연구논총 8권 1,2호 발간

2005.  생활과학연구논총 9권 1,2호 발간

2006.  생활과학연구논총 10권 1,2호 발간

2007.  생활과학연구논총 11권 1,2호 발간

2008.  생활과학연구논총 12권 1,2호 발간

2009                  생활과학연구논총 13권 1,2호 발간

2010                  생활과학연구 뉴스레터 1호~2호발간

2010. 6               생활과학연구논총 14권 1호 발간  

5) 국가 기 리연구소

가. 설립목

국가위기관리연구소는 국가위기관리에 대한 인식변화 및 수요 증가, 총체적인 국가위기

관리 역량 강화 요구, 국가위기관리 분야의 국제적 경쟁력 확보 방안 대책 요구, 국가위기

관리 전문 학술 기관 및 전문 인력 양성 기관의 필요성 증대 등에 따라 설립하였음. 우리

연구소는 국가위기관리분야의 학술적 발전을 위한 연구기능, 국가위기관리 전문 인력 양성

을 위한 교육기능, 국가위기관리와 관련한 정책의 개발 및 건의 등을 목적으로 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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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립 : 12월 29일 충북대학교 국가위기관리연구소규정(충북대학교 규칙 제766호)이 공포

됨에 따라 설립됨.

2006. 11. 10. 충북대학교 국가위기관리연구소 창립 기념 세미나 및 현판식

             (주제: 미래 포괄적 안보 환경에 적합한 국가 위기관리체계 구축 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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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전관리

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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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 Global Disaster Relief Governance and

Disaster Management Cooperative System for the Civil Protec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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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일국제세미나(주제: 재난관리 최근 경향)

  3. 30. 허베이 스피리트호 기름유출사고 피해지역 자원봉사(3)

  4. 25. 15회 세미나(주제: 국가 위기관리에서의 국민 안전권 보장과 정보 보안)

  5. 2. 16회 세미나(주제: 사회 경제 및 재난의 위기 대책관리: 정책과 법적 논의)

  5. 10. 허베이 스피리트호 기름유출사고 피해지역 자원봉사(4)



248  Ⅵ. 연구소

  5. 22. 17회 세미나(주제: 새정부의 국가 위기관리 선진화 방안)

  5. 24. 허베이 스피리트호 기름유출사고 피해지역 자원봉사(5)

  5. 30. 18회 한중국제세미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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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

민의 삶의 질에 미친 영향)

  9. 26. 22회 세미나(주제: 민방위에 대한 희망 : 시민사회를 지키는 아름다

운 사람들)

     10.16.~18. 23회 국제세미나(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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

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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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역사회

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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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제세미나 (주제: Natural Disaster Prevention and 

Information Technology)

4. 11.  음성군 대소면 농촌자원봉사활동

4. 11~5. 30태안 기름유출 재난피해지역 어린이 심리지원 사업

4. 20.  30회 국제세미나 (주제: Risk, Security, and Emergency 

Management: New Approaches)

5.  7.  31회 세미나 (주제: 국가위기관리와 중앙정부 지방자치단체의 역할)

6. 3.~7. 8. 제1회 위기관리아카데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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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25.  32회 세미나 (주제: U-Society에서의 녹색성장과 위기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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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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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5회 세미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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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0.  4.  2.  38회 세미나 (주제: 국가위기관리에서의 소방방재시스템 효율화 방안)

 4. 17.  괴산군 청안면 문방3리, 읍내1리 자원봉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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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  9.  이재민사랑 자선 음악회

 7. 12.~16.제2기 위기관리아카데미

 7. 22.  39회 세미나 (주제: 국가위기관리에서의 소통을 위한 사회적 자본과 

거버넌스)

10. 14.~16.제4차 ICCEM

다. 조직

연구소는 국민생활위기연구센터, 산업재해연구센터, 위기관리법제연구센터, 분자바이러

스위기연구센터, 도시방재안전연구센터, 갈등관리연구센터를 두고 있으며 각 센터별로 전

문분야의 교수들이 연구원으로서 연구활동과 학술활동을 하고 있음. 연구소의 전반적인 업

무활동은 소장이 관장함. 연구소의 운영계획수립 및 예·결산의 심의를 위하여 10인 이내

로 구성된 운영위원회를 두고 있음. 그 외에 연구논문집 발간을 위한 편집위원회와 학술/

자문위원회를 두고 있음.

편집위원회

운영위원회 학술/자문위원회

객원연구원겸임연구원

국가위기관리연구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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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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술/자문위원회
(5명)

위기관리의 이론과 실천에 대해 자문하기 위하여 교내 법학, 소비자
학, 안전공학 분야의 학장급 중견 교수 및 교외 실무전문성을 갖춘 
인사로 구성

편집위원회
(28명)

위기관리 분야의 제학문적 관점에서 국내 학술교류 진흥을 위해 연
구소 논문집 발간을 위한 교내 관련 학과 교수 11명과 교외 연구소 
및 대학교수 17명으로 구성

겸임연구원
(30명)

위기관리분야의 제학문적 시너지 효과 창출을 위하여 교내의 수의
학, 안전공학, 경제학, 식물의학, 약학, 정치외교학, 도시공학, 교육
학, 지구환경과학, 토목공학, 법학, 전기전자컴퓨터공학, 소비자학, 
아동복지학, 천문우주학 교수로 구성

객원연구원(31명)
위기관리분야의 제학문적 시너지 효과 창출을 위하여 교외 위기관리 
학계 및 실무계의 박사급 전문가로 구성

연구센터
(5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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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년 1회 이상의 해당 위
기분야 현장조사 등을 수행

라. 연구소 목  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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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구 역

연구소 논문집인‘국가위기관리연구’를 연간 2회 이상 발간하고 있으며, 국제학술세미

나, 국내학술세미나, 초청강연회 등 다양한 학술활동을 개최하고 있으며, 위기관리 관련 

서적 및 참고자료를 연구소 자료실에 소장하고, 교수 및 연구자에게 자료를 제공하고 있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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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52  Ⅵ. 연구소

3. 자연과학연구원

1) 과학교육연구소

가. 설립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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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직

본 연구소의 주된 활동 영역은 과학, 수학, 정보과학 분야의 교수 학습 연구, 교수학습 

자료개발, 교육관련 정보의 공유 및 의사소통, 과학영재 교육사업, 지역사회를 위한 과학교

육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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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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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관희 교수 소장 취임

2008. 9. 1. 오원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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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 과학연구소

가. 설립 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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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제적 사회적 어려움과 과학기술계 닥친 이공계 기피현상 그리고 응용과학을 중시하

는 과학기술에 대한 경제논리로 인하여 기초과학의 중요성이 간과되고 있다.

최근의 과학분야는 과거의 단일기술에서 소위 정보통신기술, 나노기술, 바이오기술, 환

경기술들이 접목되는 융합기술의 형태로 전환되는 양상이다. 이런 시대적 흐름에 따라 융

합기술의 원천이 되는 기초과학의 중요성과 투자에 대한 사회적인 공감대를 형성하는 일

은 매우 중대한 일이라 생각된다. 아울러 이러한 이유로 향후 자연과학분야를 연구하는 본 

연구소의 미래는 아주 밝다고 생각된다. 

본 연구소는 이러한 기초과학연구의 질적 향상 및 각 분야의 창조적 연구를 수행하기 위

하여 1978년 설립되어, 충청·대전 지역의 기초과학 분야 거점연구소로서 그 역할을 수행

하고 있으며, 단순한 연구비관리기관으로서의 역할을 탈피하여 연구원의 연구비 및 연구업

적의 효율적인 관리 뿐 아니라 연구과제에 대한 홍보 및 신청지원, 대형국가 과제의 적극 

유치 등 기초과학연구의 종합적인 지원기관으로 발전하기 위하여 부단히 노력하고 있다. 

나. 연

1978. 미생물연구소 설립

1979. 국립학교 설치령 개정령에의하여 미생물학 연구소를 환경과학 연구소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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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칭

1979. 5. 미생물 연구소 직무대리로 김창한 교수 임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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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연구소의 조직  업무

충북대학교 기초과학연구소 규정 제 3, 4, 6, 7, 8, 9조는 자연과학 교육의 질적 향상

과 자연과학의 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기초과학 각 분야의 연구와 이에 관련된 종합적인 

연구를 관장하기 위하여 아래와 같은 위원회, 연구부 및 필요한 부서를 설치하도록 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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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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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실 조교 : 연구소 행정사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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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연구활동

 - 연구소 논문집 발간 

 - 국내외 학술 심포지움 개최

 - 학술세미나 개최

 - 연구과제 협약 및 관리 

 - “찾아가는 자연과학과 인문학 교실” 운영 

마. 인터넷 홈페이지 : http://bsri.chungbuk.ac.kr

3) 바이오연구소

가. 설립목  

세계 각국은 첨단 과학기술이 사회전반의 발전을 주도하게 될 21세기를 맞이하여 생명

과학의 지식을 토대로 하는 두뇌집약형, 에너지 절약형, 고부가가치형, 무공해형 기술인 

바이오기술에 대한 연구를 경쟁적으로 진행하고 있다. 우리나라 정부도 이 분야를 전략 핵

심 산업으로 선정하였고 1983년에 유전공학 육성법을 제정하여 1985년부터 대학 부설 유

전공학 연구소에 연구비를 지원함으로써 국내의 연구기반을 조성, 확대해 나가고 있다. 충

북대학교는 이와 같은 국가적 요구에 부응하고, 이 분야의 가용연구 인력들을 결집하여 유

기적인 연구체계를 구축함으로써 연구의 효율성과 실용성의 극대화, 고급 연구인력의 양성 

및 배출, 지역사회의 균형적 발전에 이바지하고자 유전공학 연구소를 1986년 12월 5일에 

충북대학교 부설기관으로 설립/발족하였다. 이후 1990년 3월 6일에 국립대학 설치규정 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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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령에 의해 법정 연구소로 승격되었다. 최근에는 유전공학연구소의 명칭을 바이오연구소

로 개명하였으며, 포스트게놈 시대의 다양한 생명과학 연구를 능동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나. 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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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정연구

소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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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조직  기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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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단백질칩 연구센터 : 단백질체학 및 단백질칩에 관한 연구

 2) 유전체 연구센터 : 유전체학 및 생물정보학에 관한 연구

 3) 줄기세포 연구센터 : 줄기세포의 생성 기작 및 세포치료제 개발에 관한 연구

 4) RNAi 연구센터 : RNAi의 작동 기작 및 RNAi를 이용한 질병 치료법 개발에 관한 연구

 5) 합성생물학연구센터 : 유전체설계 합성 및 이식 등 합성생물학에 관한 연구

 6) 효능평가센터 : 비임상시험을 통한 기능성평가와 안전성 검증에 관한 연구

 7) 지원사업부 : 연구소 운영 및 행정에 관한 지원 

라. 발 방향

21세기는 생명과학의 시대이다. 본 바이오연구소는 인간게놈 프로젝트가 거의 완성이 

된 시점에서“포스트 게놈시대”를 준비하고자 한다. 포스트 게놈시대에서는 유전자의 산

물인 단백질의 기능을 총체적으로 규명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리고, 인간 이외의 다른 종

에서의 유전체 연구가 필요하다. 아울러 요즈음 각광을 받고 있는 줄기세포에 대한 연구가 

유망할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첨단 질병 치료법으로 화제가 되고 있는 RNAi에 대한 연

구도 필요할 것이다. 이상과 같은 필요성에 의해 본 연구소의 전문화/특성화를 위한 장기

계획(2005~2010)을 다음과 같이 수립하였다.

 1) 센터운영

생명과학의 핵심분야 연구를 수행하는 다음과 같은 연구센터를 운영하면서 연구원간

의 팀웍연구를 지원하고자 한다. 

(1) 단백질칩 연구센터(Protein Chip Research Center) 

(2) 유전체 연구센터(Genomics Research Center)

(3) 줄기세포 연구센터(Stem Cell Research Center) 

(4) RNAi 연구센터(RNAi Research Center)

(5) 합성생물학연구센터(Synthetic Biology Research Center)

(6) 효능평가센터(Effect Evaluation Center)

 2) 공간확보

전임연구교수 및 연구원이 연구소의 중점연구를 수행할 수 있도록 연구공간을 확보하

도록 한다.

 3) 벤처기업 유치 및 연구원의 벤처창업 지원

연구소 내에 벤처기업을 유치하여, 연구원간의 협력연구를 활성화하고자 한다. 그리고 

연구원의 벤처창업을 지원하여 연구결과의 산업화 및 실용화를 촉진한다.

 4) 전임교수 및 연구원의 확보

현재 본 연구소는 충북대학교 자연과학대 생명과학부와 의과대학, 농과대학, 약학대

학, 수의과대학 및 사범대학의 일부 학과의 교수들이 겸임 연구원으로 참여하고 있으

며, 각 교수들은 대학원생(석사 및 박사과정생)을 지도하고 있다. 연구소의 연구기능

을 강화하기 위해, 연구전임교수 및 연구원을 확보할 계획이다. 

 5) 산학 협동 연구의 활성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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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체와의 위탁연구를 활성화할 수 있도록 연구원의 연구 분야, 기술 분야 등을 잘 

홍보할 수 있도록 한다.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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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 학술대회 개최 

지금까지 매년 개최해 오고 있는 유전공학 심포지움은 1996년에 유전공학연구소 개소 

10주년 기념 국제 학술 심포지움을 개최하였고, 매년 수 차례의 학술활동과 더불어 

2000년에는 일본과 미국의 저명한 연사들과 함께 한 '유전공학 심포지움 2000'을 개

최하였다. 그리고 2001년에는 두 번에 걸쳐 Protein Chip 연구회와의 공동 심포지움

과 수차례의 학술세미나를, 2002년에는 일곱 번의 국제 및 국내 심포지움을 개최하였

으며, 2005년에는 합성생물학을 주제로 하여 국제 학술대회를 개최하였다. 앞으로도 

여러 학술대회 개최를 통하여 유전공학 및 바이오 관련분야의 학술교류 기회를 마련

하고자 한다. 

 8) 지역 산업체, 지역사회와의 협력관계 구축

본 연구소는 그 동안 충청북도의 연구비 지원으로 "생물 건강산업 육성연구"를 수행하

였고, 앞으로도 지역사회의 발전을 위해 충청북도와 지속적으로 협력하고자 한다. 

 9) 국내․국외의 공동연구, 인력교환 및 학술활동 수행

본 연구소는 타 연구소와의 협력을 강화하여 연구역량을 높이고자 한다. 본 연구소의 

이에 대한 최근 실적은 다음과 같다. 

·충북대학교 바이오연구소와 베트남 국립 위생 및 전염병 연구소(NIHE), 호치민 파

스테르 연구소와의 협정체결 (2002. 3.)

·충북대학교 바이오연구소와 주성대학 바이오공학과와의 연구인력 교류를 위한 학연 

협약체결 (2003. 5.)

·충북대학교 바이오연구소 보조연구원의 한국생명공학연구원 파견, 공동연구 수행

(2004. 4- 2005. 3)

4) 나노과학기술연구소

가. 설립목

현재 반도체산업에서 마이크로 단위의 집적기술이 서서히 한계성을 드러내면서 물질의 

기본 단위인 원자 및 분자 조작을 통한 기술적 한계 극복은 물론 지금까지 볼 수 없었던 

새로운 기능의 물질을 만들거나 기존 제품을 고성능화할 수 있는 나노기술(Nano - 

Technology : NT)이 21 세기를 이끌 핵심기술로 떠오르면서 전세계가 나노기술을 전략기

술로 선정 , 집중 육성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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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노기술은 40 년대 후반에 개발된 트랜지스터를 점점 작게 만드는 전자 제품 산업과 

반도체 산업의 발전에 기초를 두고 있다 . 물질을 직접 관찰하는 현미경, 힘의 정량화, 새

로운 분석 기술과 측정 도구와 가상 현실 등 모든 과학과 기술이 융합되어 나노기술이 상

상에서 현실로 나타나게 되었다. 나노기술은 전산업에 걸쳐 거의 무한한 가능성을 제공하

고 또한 국내외적으로 주문자에 원하는 새로운 제품을 생산할 수 있기 때문이다.

나노기술육성 관련 국내외 흐름에 비추어 반도체 정보기술(IT)과 생명과학(BT)의 특성

화를 장기발전계획으로 추진하고 있는 충북대학교가 차세대 과학기술인 나노기술(NT)을 

연구센터 설립을 통해 지원함으로써 국가 나노 R&D 사업 유치 및 나노기술인력양성 프로

그램을 추진이 가능하다. 나아가 충북대 나노연구센터 설립은 충북도내의 오창산업단지 및 

오송보건의료과학산업단지와 연계하여 IT, BT 및 ET 등의 핵심 기반 기술분야 개발 및 이

들 기술들과의 접목을 통한 신기술벤처창업을 유도하여 충북대가 중부권 최대의 NT 산업

의 핵심전략지역으로 부상토록 하는데 절대적인 역할을 담당할 수 있다.

나. 조직  기능

 1) 나노소자기술연구부: 나노스케일 전자소자, 광소자 및 소자전산모사 등의 연구개발

 2) 나노소재기술연구부: 나노스케일 유기, 무기, 신소재 합성, 광소재, 전기재료, 나노자

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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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환경센서등의 연구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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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  장

논문발간위원회 운영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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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연구소 핵심추진사업

교내 회원 상호간 연구업적 교류와 공동세미나, 심포지엄 등을 통해 NT 관련 연구를 

진행하며 국가 나노 R&D 및 산학연구 프로젝트유치, 나노인력양성교육프로그램 기획, 나

아가 나노관련 벤처창업을 유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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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이닉스, LG 화학 및 중소 전자소재부품기업과의 나노 관련 산학프로젝

트 유치

  (3) 나노인력양성교육프로그램

   - 대학원 나노기술협동과정, 학부 나노학과설립 추진 기획 

   - 센터내 나노기술교육 프로그램 기획, 시행 

  (4) 나노관련 벤처창업 유도 

   - 충북도 지원으로 오창산업단지 및 오송보건의료과학산업단지와 연 계하여 IT, BT 및 

ET 등의 핵심 나노기반기술분야 개발 

   - 이들 기술들과의 접목을 통한 나노신기술벤처창업을 유도

라. 인터넷 홈페이지 : http://rinst.re.kr, 

                      E-mail : rinst@chungbuk.ac.kr

5) 융수학연구소

가. 설립목

정보화산업이 발달하면서 암호·정보이론, 통신이론, 금융이론 등이 필수적인 연구 분

야로 대두되고 있다. 사회가 발전하여 복잡도가 증가하면서 순수과학, 응용과학 등 많은 

분야의 이론이 복잡하고 다양화되면서 이러한 복잡하고 다양한 여러 현상을 순수이론을 

바탕으로 설명하려는 연구가 전 세계적으로 활발히 수행되고 있다. 또한, 선진 여러 나라

에서 차세대 컴퓨터와 통신망인 양자 컴퓨터, 양자통신의 개발을 위하여 전력을 다하고 있

는 추세이다. 본 연구소는 이러한 학문의 흐름과 사회적 요구에 부합하는 순수이론의 개발

과 실무 적용을 위한 응용이론을 개발하여 순수과학의 발전은 물론 응용과학의 발전에 기

여하고 세계적 연구능력을 갖춘 우수한 연구 인력의 양성에 기여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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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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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조직 

소  장

간사 운영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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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수학연구소 규정에 의하여 수학과 경제학의 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각 분야의 연구

와 이에 관련된 종합적인 연구를 관장하기 위하여 아래와 같이 운영위원회 및 4개의 연구

부를 설치하고 있다. 

 - 연구소장 : 김영희교수 (수학과)

 - 간 사 : 지운식교수 (수학과)

 - 금융수학연구부장 : 금상호교수 (수학교육과)

 - 보험수학연구부장 : 나종화교수 (정보통계학과)

 - 암호수학연구부장 : 이석종교수 (수학과)

 - 대외협력 기술이전부장 : 이연호교수 (경제학과)

 - 운영위원회 : 소장, 간사 및 부장

라. 연구활동

 1) 연구논문집 발간 및 연구소보 발간

본 연구소는 매년 1회 또는 2회 금융수학 학술지와 프로시딩을 발간하여 우수한 학술

논문을 발표 및 수록하고, 연구소보에는 국내외의 학회지에 발표한 논문을 게재한다.

 2) 국내·외 학술 세미나·심포지움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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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년 국내·외 학자를 초청하여 국제 세미나를 개최하여 관련 학문의 교류 및 연구에 

활성화를 촉진한다. 또한, 금융수학분야에 관련된 최신 정보교환, 공동연구를 하기 위

하여 국내외 관련 학자들을 초청하여 세미나를 수시로 개최하여 학제간 연구의 활성

화에 이바지한다.

 3) 연구사항

산업체 위탁연구, 교육부 기초과학 육성 연구비와 대학연구비에 의한 연구과제 수행을 

위하여 학제간 연구와 대한민국 최초의 금융수학 연구소로서의 그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마. 향후 사업계획

21세기 과학기술의 선진국을 지향하는 한국은 기초과학을 활성화해야 한다는 것이 각

계의 공통된 의견이다. 그 중에서도 가장 기초가 되는 수학분야의 발전이 모든 자연과학발

전의 밑거름이 됨은 주지의 사실이다. 수학이 자연과학의 기반이 될 뿐만 아니라 경제학, 

사회학, 공학, 미술, 음악과 같은 예체능계에 이르기 까지 다양하게 응용되어가는 현대의 

사조에 발맞추어 금융수학연구소에서는 다음과 같은 향후 사업계획을 수립하여 본 연구소

의 목표를 달성하고 국내 최초의 금융수학거점연구소로써 수학과 경제학의 발전에 지대한 

공헌을 하고자 한다.

 1) 국제적 수준의 금융수학 관련 연구수행 

 2) Postdoc 및 전임연구원 확보 및 석·박사 양성 

 3) 금융수학 관련 학술 심포지움 및 세미나의 정례화 

 4) 국내외 관련 연구소 및 관련 학자들과 긴밀한 정보 교환 및 주도적인 공동 연구 활성화 

 5) 산학협동을 추진하여 지역 금융산업 발전에 기여

바. 홈페이지

금융수학연구소 홈페이지에서는 금융수학 및 응용수학관련 정보들과 순수수학 관련 자

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 관련링크 : http://rimf.chungnbuk.ac.kr

6) 천체물리연구소

가. 설립목

천체물리연구소는 교육과학기술부와 한국과학재단이 공동으로 선발하는 리더연구자지원

사업인 창의과제 선정을 바탕으로 천체물리 분야에 대한 전문적이고 종합적인 연구수행 

및 이와 관련된 학술, 교육, 사업교류 등을 통해 해당지역과의 관계증진에 기여하고자 설

립하였다. 연구소의 중접 수행사업인 외계행성에 대한 연구는 전문가들뿐만 아니라 일반인

들에게도 중요한 관심의 대상이다. 따라서 본 연구소의 사업을 통해 이룰 성과는 국민들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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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 큰 관심을 불러일으킬 수 있을 것이다. 특히 과학 분야에 처음 노출되거나 입문하는 어

린이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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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

2009.  7.  6   충북대학교 천체물리연구소 설립

2009.  8.  7   연구소장 한정호교수 취임

다. 조직

연구소에 외계행성연구센터, 행성자료분석센터, 지원사업부를 두고 있으며, 연구소 운

영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해 운영위원회를 두고 있다.

외계행성연구센터 지원사업부

소  장

행성자료분석센터

운영위원회

라. 연구분야

  - 천체물리 분야의 연구개발

  - 천체물리 기술보   연구인력 양성

  - 외부기 의 탁용역 연구

  - 학술 정보 교환  학술자료 편찬

  - 국내․외 련 연구기 과의 력

  - 그 밖에 연구소의 목 에 부합되는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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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보건의료과학연구원

1) 약품자원개발연구소

가. 설립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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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   

1969. 12. 충북대학교 약품자원개발연구소 신설, 초대 연구소장 박정섭 교수 취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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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조   직

1) 학술부 : 학술행사 및 약학논문집 발간

2) 기초약품연구부 : 물리, 화학, 생화학 및 면역학 등 생명약학의 기초연구

3) 자원개발부 : 천연 또는 합성물질에서 약품자원의 개발에 관한 연구

4) 약효검정부 : 약품자원의 약효 및 작용기전에 관한 연구

5) 제제개발부 : 새로운 제제의 개발 및 품질관리에 관한 연구

6) 약품분석부 : 약품자원의 분석화학적 연구

7) 안전성연구부 : 약품자원의 안전성에 관한 연구

8) 행정실 : 서무, 보안, 회계에 관한 업무

소  장

운영위원회 편집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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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기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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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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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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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연구활동 개최

  신약개발 심포지움 개최; 신약개발 관련 국내외 전문가를 초청하여 매년 1회 이상 심포

지움을 개최하는 계획을 수립하였다. 2008년과 2009년에는 국제심포지움인 “International 

Symposium on New Drug Development"을 개최하였다.

  전국규모학술대회 공동주관: 국내 저명 학술단체와의 교류를 통하여 학술대회를 공동으

로 주관하는 계획을 수립하였다. 2009년에는 수지상학회 심포지움을, 그리고 한국응용약

물학회 학술대회를 공동으로 주관하였다.

  약학세미나 정기적 개최: 국내외 저명학자를 초청하여 매학기 6회 이상의 세미나를 정

기적으로 개최하여 공동연구의 기회증진 및 활성화는 물론 최근 연구동향을 파악할 수 있

는 기회로 활용하는 계획을 수립하였다. 지난 2년 동안(2008. 9.-2010. 8.)에 국내외 연

사 27명을 초청하여 정기적 세미나를 개최하였다.

  연구소 논문집 및 소식지 발간: 연구소 논문집인 “약학논문집”과 소식지를 매년 1회

씩 발간하는 계획을 수립하였다. 2008년에는 약학논문집 23권, 2009년 12월에는 약학논

문집 24권을 발간하였으며, 해당년도 소식지도 매년 1회씩 발간하였다.

2) 평생체육연구소

가. 설립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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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구하여 학문교류 및 지역사회 봉사에 그 목적을 둔다.

나. 조직  기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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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역사

회의 성인체육에 관한 사항을 포함한다. 

- 여가 및 레크레이션 연구부는 여가선용을 위한 학교, 직장, 사회의 레크레이션 프로

그램이 개발 연구에 관한 사항을 포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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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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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연구활동

본 연구소에서는 학술발표회 및 국내외 유명 학자를 초빙하여 초청강연회를 매년 개최

하고 있다. 현재, 국내외 체육에 관한 제반 연구는 타대학 연구기관과 타학과 연구소, 그

리고 각계 학술학회와 학문교류를 통하여 명실공히 질적 양적으로 자부할 수 있는 큰 연

구로 추진되고 있다. 이외에도, 성인의 체력진단 및 운동처방 프로그램 개발과 그 응용, 

노인 및 장애인을 위한 스포츠교실 운영, 각종 스포츠프로그램 개발, 스포츠기구 개발활동 

등을 추진하고 있다.

라. 홈페이지 주소 : http://sports.cheongju.co.kr

3) 의학연구소

가. 설립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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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학관련 기술의 보급 및 고급 연구인력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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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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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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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64호) 제2대  연구소장 안재호 교수 취임

1996. 8. 1. 제 3대 연구소장 김학순 교수 취임

1997. 3. 1. 충북대학교 ‘부설연구소 정비안’에 따라 충북대학교 의학연구소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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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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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조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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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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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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구성과를 발표

 4) 연구소 논문집인 충북의대 학술지를 매년 2회 발간

 5) 연구소 소식지를 매년 2회 발간하면서 연구원들의 연구성과를 정리 홍보

 6) 연구활동에 도움이 되는 여러 자료를 확보하여 연구원들에게 제공

 7) 의학연구소 홈페이지를 통하여 연구활동을 지원하고 연구정보를 수시로 제공

 8) 기타 연구원들의 연구활동을 지원하며 애로사항을 해결

 9) 생명윤리 심의 위원회 업무 수행

마. 인터넷 홈페이지 : http://inst.cbnu.ac.kr/

4) 동물의학연구소

가. 설립목

동물의학연구소는 수의학, 의학, 약학, 비교생물학 및 발생공학 등의 생명과학과 관련

된 분야 뿐만 아니라 생태계의 구성원인 사람과 동물의 건강을 지키기 위한 환경 감시체

계에 관한 연구 및 의약품과 농약, 동물용 식품 등의 안전성평가, 새로운 질환 모델 동물

의 개발 및 인수공통전염병 등에 관한 연구를 수행함으로써 인류 복지 및 건강증진에 이

바지하는데 그 설립목적이 있다.

나. 연

1993. 11. 16. 충북대학교 농과대학부설 동물의학연구소 설치(충북대학교 규칙 제34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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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충북대학교 동물의학연구소로 소속 변경(충북대학교 규칙 445호)

1998. 03. 01. 제 3대 동물의학연구소장으로 허강준 교수 취임

2000. 03. 01. 제 4대 동물의학연구소 소장으로 정의배 교수 취임

2002. 03. 01. 제 5대 동물의학연구소 소장으로 성연희 교수 취임

2003. 03. 01. 제 6대 동물의학연구소 소장으로 남상윤 교수 취임

2005. 03. 01. 제 7대 동물의학연구소 소장으로 남상윤 교수 재임

2007. 03. 01. 제 8대 동물의학연구소 소장으로 남상윤 교수 재임

2009. 03. 01. 제 9대 동물의학연구소 소장으로 남상윤 교수 재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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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조직  기능

동물의학중점연구소

암·뇌질환치료제 평가를 위한 동물모델시스템 구축 및 적용연구

자문위원회 연구소장

암·뇌질환동물모델연구팀
(중점연구사업단)

운영위원회

편집위원회

연구지원부

자체평가단

교육지원부 행정지원부

대학원협동과정

바이오효능평가학

재생의학연구팀

전염병진단예방연구팀

동물의료연구팀

협력기관

충
북
대
학
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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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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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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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 원회는 연구소장을 당연직 위원장으로 하여 연구소 겸임연구원, 전임연구교수 등으

로 구성하며, 연구소 연구 및 교육 방향 설정 등 제반 연구소 운영에 관한 최종 의사 결

정, 각 부서 간의 업무 분담 및 협력사항 조율, 연구소내 제반 운영의 종합평가 결과에 대

한 후속 조치를 담당

자문 원회는 대학본부, 충북테크노파크, 식품의약품안전청, 국립독성연구원, 한국생명공

학연구원 등으로 구성하여 상설 운용함. 자문위원회는 연구소의 연구, 교육 사업의 방향 

및 운영 방향 등 연구소사업 전반에 대한 자문 등을 담당

편집 원회는 연구소의 겸임연구원, 전임연구교수, 외부 대학 및 연구소의 전문가로 구성

하며, Journal of Biomedical Research의 편집업무를 담당

자체평가단은 연구소의 주요업무와 결과 평가, 연구사업의 결과 평가, 산·학 교류의 기술

보급 및 상호 교육프로그램에 대한 평가를 담당

연구지원부는 충북지역 미래발전방향 및 추진전략 기획, 인력확보 계획수립, 연구소의 중

장기 발전계획의 수립, 예산편성, 각 세부팀의 연구수행, 정기 연구발표, 보고서 및 계획

서 작성 등의 업무를 수행

교육지원부는 대학원협동과정 개발 및 운영, 교과과정 개발, 석박사과정 학술지원, 외부 

인력 단기강좌 및 재교육 지원, 각종 심포지움과 세미나 지원, 소식지 등 홍보자료 발간 

등의 업무를 수행

행정지원부는 중점연구소의 연구시설 계획수립, 고가 연구장비 도입심의, 공동연구시설 운

영관리 및 효과적 활용방안 수립 등의 역할을 수행

력기 은 연구소의 연구와 교육분야에서 상호협력하는 기관으로 충북대학교의 수의과대

학과 실험동물연구지원센터와 함께 산업체협의회로 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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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주요 연구분야

 - 최근 급속한 생태계 파괴 및 폐수공해로 인한 환경오염 등의 방지와 의약품, 화학물

질, 식품첨가물, 기능성 식품 등 새로운 물질 개발에 있어서 실험동물을 기반으로 안

전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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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치료

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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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전공

학 기법에 의한 신약, 백신 및 진단약 개발에 관한 연구

 - 인수공통전염병은 사람과 동물사이에 옮겨지는 질병으로서 약 200종이 알려져 있는데 

이들 중에서 유행성출혈열, 광견병, 일본뇌염, 결핵병 구제역, 조류독감 등이 알려져 

있지만 그 역학조사, 진단, 치료 방법은 미비한 상태이다. 최근 생활수준의 향상에 따

른 축산물의 이용증대와 반려동물의 사육증대에 따라 야생동물과 접촉기회가 증가되

어 이러한 인수공통전염병의 예방과 박멸에 관한 연구

마. 연구활동

 1) 학술활동

  <국내 및 국제 학술대회>

2006. 01. 20. 한국학술진흥재단 중점연구소 선정기념 심포지엄 개최

04. 29. 수의종양학 국제세미나 개최

       07.24~08.25 실험동물기술사 인력양성 교육 프로그램

08. 19. 한국실험동물기술사 워크샵 개최

       09.14~09.15 한국독성병리학회 개최

2007. 06.07~06.08 한국실험동물학회 춘계학술대회 개최

06. 15. 2007 충북대학교 동물의료․생명과학사업단 국제심포지엄 공동개최

07. 21. 한국실험동물기술사 워크샵 개최

09. 13. 한국독성병리학회 개최

2008. 03. 20. 한국수의해부학회 개최

       05.22~05.23 한국실험동물학회 춘계학술개회 개최

07 12 한국실험동물기술사 워크샵 개최

2009. 03. 20. 한국수의해부학회 개최

       05.04~05.05 충북대학교 수의과대학 20주년 학술심포지엄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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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5.22~05.23 한국실험동물학회 춘계학술개회 개최

      11.04~11.06  아시아 수의해부학회 개최

  <초청강연회>

2006. 03. 16. 국민건강을 위한 수의사연대 홍하일

 <수의사의 진로와 현안>

03. 29. 미국 Purdue University 김종민

 <Biomechanical Analysis of Animal Gait>

03. 30. 수의과학검역원 위성환

 <수의역학의 현황과 발전방향>

03. 31. (주)선진브릿지랩 고상억

 <돼지사양관리>

04. 26. 미국 University of Texas MD Anderson Cancer Center 오승현

 <Hypoxia-inducible factor 1alpha and antiangiogenic activity 

         of farnesyltransferase inhibitor SCH66336 in human 

 aerodigestive tract cancer>

04. 26. 미국 University of Missouri-Columbia 이상명

 <Porcine arterivirus activates the NF-kappaB pathway>

04. 27. 동물병원협의회장 강종일

 <소동물 생식기 질환>

05. 24. 캐나다 Guelph 수의과대학 유동완 교수

 <캐나다의 수의학 및 수의과대학 소개>

06. 05. 미국 University of Kentucky 한성수

                 <Phosphatidylinositol 3-Kinase dependent induction of NF-kB 

 and Stat3 controls c-Myc-induced B-cell lymphoma in 

  iMycEu  gene-insertion mice>

07. 10. 광주과학기술원 임신혁, 박지용

 <Development of Immunomodulators for Autoimmune >

07. 20. 동물의학연구소 남상섭

 <Western Blot의 이해 Ⅰ>

08. 03. 동물의학연구소 남상섭

 <Western Blot의 이해 Ⅱ>

12. 06. 한국학술진흥재단 생명과학단장 박광균

         <생명과학분야사업에서 본 연구력 제고-학술진흥재단 지원사업을 중심으로>

2007. 02. 21. 일본 University of Tokyo 교수 N.Manabe

         <The Regulation of Ovarian Granulosa Cell Death by Pro- and 

  Anti-apoptotic Molecules>

03. 28. 중앙대학교 약학대학 주성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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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evelopment of promising natural compounds on 

 neurodegenerative disease: pharmacological and molecular 

 approaches>

03. 28. 충북대학교 약학대학 김택중

 <Function Role of Sphingolipid>

04. 04. 수의과학검역원 방역과장 위성환

 <가축방역과 역학의 이해>

05. 30. 미국 Kansas State University Manhattan KS 김달영

       <The application of a PRRSV reverse genetic system for the 

  study of nonstructural protein(nsp) function>

05. 31. 축산물 HACCP 기준원 원장 곽형근

 <축산물 HACCP 제도>

11. 30. (주)비엠에스 이진주

 <Automated Laser Capture Microdissection System Application>

2008. 02. 14. (주)지노믹트리 김정민

 <Introduction of Microarray Technology>

02. 14. (주)코리아바이오믹스 장재룡 

 <Application of Microarray Tech>

03. 12. 프로테옴텍 부설연구소 연구팀장 조익현

 <Proteomic-based approach to identify novel biomarkers>

03. 27. 전북대학교 교수 조성대

 <Targeting Nur77 Pathway>

05. 02. 경북대학교 교수 이창희

         <Reverse Genetics Approach to Decipher Molecular Biology of 

  Porcine Reproductive and Respiratory Syndrome Virus>

10. 30. 한국생명공학연구원 국가영장류센터 김상현

 <Outer Membrane Vesicle을 이용한 다기능 나노백신 전달체의 개발>

11. 19. 미국 오하이오 주립대학교 이창원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의 현재와 미래>

2009. 02. 16. GE Heathcare Korea기술지원팀 박재면

 <2D 소개 및 Demo>

       02. 17. GE Heathcare Korea기술지원팀 박재면

 <2D 소개 및 Demo>

06. 23. 미국 웨스턴 대학교 이용훈

 <ANESTHETIC MONITORING UTILIZING  PHYSIOLOGIC INSTREUMENTS>

2010. 04. 21. 동물의학연구소 전임연구교수 김종수

 <Dynamics of DNA damage repair in Mammalian cells>

       05. 12. 동물의학연구소 전임연구교수 임 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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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atablishment of Evaluation System of Vascular Stenosis and Development 

of Therapeutic Agents for Atherosclerosis>

       05. 26 동물의학연구소 전임연구원 김태명

 <The Chemopreventive Effects of the Elm Tree Extracts in Cancer>

       06. 09      동물의학연구소 전임연구원 베누고팔

<Antioxidant and anticancer property of ethanol extract of 

Solanum trilobatum against Benzo (a) pyrene-induced lung 

carcinogenesis in experimental animals>

       06.30. 동물의학연구소 전임연구원 한진이

<In vivo Electron Spin Resonance (ESR): Effective New Tool for 

ROS/RNS Measurement>

       07. 21. 동물의학연구소 전임연구교수 연정민

<Expression and Regulation of Intracellular Superoxide 

Dismutases in Postimplantational Mouse Embryos>

 2) 논문집 및 간행물 발간

2006. 06. 30. 동물의과학연구지 제 7권1호 발행

12. 31. 동물의과학연구지 제 7권2호 발행

2007. 12. 31. Journal of Biomedical Research 제 8권1호 발행

2008. 03. 31. Journal of Biomedical Research 제 9권1호 발행

06. 30. Journal of Biomedical Research 제 9권2호 발행

09. 30. Journal of Biomedical Research 제 9권3호 발행

2009. 03. 31. Journal of Biomedical Research 제 10권1호 발행

06. 30. Journal of Biomedical Research 제 10권2호 발행

09. 30. Journal of Biomedical Research 제 10권3호 발행

       12. 30. Journal of Biomedical Research 제 10권4호 발행

 2010.03. 31. Journal of Biomedical Research 제 11권1호 발행

06. 30. Journal of Biomedical Research 제 11권2호 발행

 3) 년도별 연구과제 수혜 실적

2006년도 연구과제 수혜실적: 40과제 (1,876,740,000원)

2007년도 연구과제 수혜실적: 46과제 (2,062,873,600원)

2008년도 연구과제 수혜실적: 43과제 (2,002,370,000원)

   2009년도 연구과제 수혜실적: 37과제 (2,270,364,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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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의학정보센터 

가. 설립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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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궁극적

으로는 국민 보건의 수준을 높여 건강한 사회를 이룩하는데 가장 직접적이고도 필수적으로 

요구되는 정보사업이다. 이는 본 센터가 앞으로 담당해야 할 기능의 막중함을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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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것이다.

나. 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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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종합학술

대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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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보건의료정보화 및  표준화사업에 관한 원격화상 심포지엄 개최

2006. 03. 10 KOREN(광대역통합연구개발망, 155MBps)을 사용한 DVTS 영상실

시간 전송 및 의학 진료 및 연구, 교육에서의 인터넷 초고속망의 활

용 경험과 향후 전망 국제심포지엄 개최 (한국, 미국)

04. 25 미국 최신 의생물학 연구 분야에 대한 원격화상 심포지엄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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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보건의료과학연구원  2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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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2회 국제원격영상세미나 - 의사가 직접 제작할 수 있는 3차원 

의학콘텐츠 제작기술 소개 

11. 22 충청북도 건강증진 포럼 개최 

12. 06 의학교육용 게임개발 사례: 응급실 의학시뮬레이션 프로그램 소개

12. 22 제13회 국제원격영사세미나 - PBL 모듈개발 및 e-PBL 화상 워크샵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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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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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초고속연구망과 가상현미경을 이용한 원격병리 세미나 및 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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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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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지원 및 연구성과 활용

[연구성과활용(사업화 및 후속연구과제등) : 4건

 1. 의학정보대중화연구 바이오현미경사진전 사업 제6회 바이오현미경사진전 이영성 

 2. 의학정보대중화연구 전국바이오실험경연대회 제7회 전국바이오실험경연대회 조수원 

 3. 연구경향분석 연구 : 국가 과학기술 지식지도 구축을 위한 연구연결망 분석 국가 과   

    학기술 지식지도 구축사업 이영성 

 4. 의학정보 문화콘텐츠개발 연구 : 신종인플루엔자 홍보용 캐릭터 및 웹에니메이션      

    (FLASH) 콘텐츠 개발 본 센터 콘텐츠를 기반으로 한 융합문화사업 김경훈 

다. 조직

연구경향 

분석팀
행정기획팀 KMbaseE-medicine

센터장

부소장

운영위원회

자문위원회

고문단

의료정보 

컨텐츠개발실

라. 역할 과 기능

 1) 연구사업 : 한국의학주제어 개발 및 한국 보건학통제어어휘사전 편찬사업과 한국의학

논문데이터베이스를 활용한 의학연구경향 분석사업을 수행하고 있다. 

 2) 교육훈련사업 : 인터넷상에서 학술대회를 개최하여 전문가들이 정보기술을 이용하여 

보다 편리하고 쉽게 학술커뮤니케이션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으

며, 각종 의학교육 애니메이션과 교재를 대한의학회, 질병관리본부와 

함께 제작하여 의학교육 사업을 지원하고 있다. 

 3) 정보서비스 제공 : 본 센터의 한국의학논문데이터베이스(KMbase)는 대표적인 학술정

보서비스로 생·의학 관련 국내 최대 서지 및 초록정보를 제공하

고 있으며, 그 외 일차정보서비스, 가공정보서비스, 건강정보서비

스를 제공하고 있다.

바. 인터넷 홈페이지 : http://www.medric.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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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생물건강산업개발연구센터

가. 설립목

생물건강산업개발연구센터(RCBH, 2001년 설립)는 충북지역의 산·학·연·관의 유기

적 협력체를 바탕으로 충북지역 전략산업인 생물건강산업 관련 연구기술을 발전시켜 지역

산업 기반의 강화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하며, 오송생명과학단지/오창과학산업단지

의 활성화 및 지역혁신사업을 중추적으로 추진하여, 지역 및 국가 생물건강산업의 발전에 

기여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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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조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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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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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구성 : 센터 소장을 위원장으로 하고 각 연구부서의 대표(부장)를 포함하여 7인 이내

로 구성한다.

 2) 장비관리위원회 

  - 주요 기능 : 센터의 장비의 구입, 활용, 운영 전반에 관한 사항에 대한 의사결정과 

진행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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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

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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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봉로410(개신동) 충북대학교 약학대학 21동 310호(우 : 361-763)

 2) 소장 : 이명구 교수(약학대학 약학과)

 3) Tel : 043-261-3421

 4) Fax : 043-276-2754

 5) 이메일 : rcbh2001@chungbuk.ac.kr

 6) 홈페이지 : http://web.chungbuk.ac.kr/~rcbh/

7) 종양연구소

가. 설립목

종양연구소의 30여명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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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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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조직  기능

 운영위원회: 연구소 운영에 중요사항을 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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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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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터넷 홈페이지 : http://www.runx.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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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정보기술․경 연구원

1) 산업경 연구소

가. 설립목

산업경영연구소는 1987년 11월 4일에 충북대학교 경영대학 부설연구소로 설립되어 산

업 및 기업경영에 관한 이론과 실무를 체계적으로 연구함으로써 이들 학문분야와 연관된 

산학협동연구를 통한 산업, 기업 그리고 지역경제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나. 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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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 1. 정보시스템연구센터 설립 (센터장 : 김영렬) 

6. 1. 환경경영연구센터 설립 (센터장 : 김종대) 

9. 1. 벤처창업컨설팅센터 설립 (센터장 : 백대기) 

9. 1. 중소기업경영기술연구센터 설립 (센터장 : 이장희) 

11. 1. 마켓팅연구센터 설립 (센터장 : 전달영) 

11. 1. 금융보험연구센터 설립 (센터장 : 조강필) 

11. 1. 기업IQ연구개발센터 설립 (센터장 : 김상욱) 

1999. 3. 1. 구본열 교수 연구소장 부임 

4. 1. 전자상거래지원센터 설립 (센터장 : 이현종) 

2000. 7. 1. E-business 전략연구센터 설립 (센터장 : 고석하) 

              인사조직연구센터 설립 (센터장 : 김주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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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7. 3. 1. 강성룡 교수님 연구소장 부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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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 11. 프로세스혁신연구센터 (센터장 : 김성홍)

2009.  3.  1.    이사영 교수님 연구소장 부임 

다. 조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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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연구  사업분야 

 1) 목적사업

  - 지역경제의 발전과제에 대한 조사연구 

  - 산학협동을 통한 지역산업의 발전방향 연구 

  - 기업경영의 자문을 통한 지역기업의 활성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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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운영

지원비, 그리고 기타 수입금으로 충당한다.

본 연구소는 21세기 정보화시대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지방화시대에 지역의 자치단체 

및 지역 산업체와 공동 학술연구 및 官, 産, 學협동, 산업정보의 수집 및 분석 등을 효

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사업을 추진한다.

① "산업과 경영" 논문집을 발간하며 질을 향상시키기 위한 외부저자에게 개방과 중

부권지역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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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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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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 연구활동 

 1) 논문집 발간 현황

 「산업과 경영」(연 2회 발간) - 총 45회 발간 (현재 23권 1호) 

 「한국경영경제연구」(연2회 발간) - 총14회 발간 (현재 8권 1호, 2009)

   전국 8개 대학 공동 발간

 2) 산학학술연구활동 

  학술대회 : 연 2회(전국규모)

  세미나 개최 : 연 12회

  초청강연회 개최 : 연 3회 

 3) 연구수행과제

  1994년: 5과제, 50,000천원 

  1995년: 9과제, 29,366천원 

  1996년: 9과제, 92,000천원 

  1997년: 2과제, 140,000천원

  1998년: 15과제, 247,000천원

  1999년: 10과제, 206,315천원

  2000년: 11과제, 101,170천원

  2001년: 21과제, 437,092천원

  2002-2003년: 29과제, 1,143,430천원

  2004년: 14과제, 592,500천원

  2005년: 8과제, 169,227천원

  2006년: 18과제, 4,391,650천원

  2007년: 19과제, 244,940천원

  2008년: 17과제, 506,312천원

  2009년: 17과제, 716,450천원

  2010년~현재: 11과제, 598,297천원

바. 인터넷 홈페이지 : http://business.cbnu.ac.kr/~rii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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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컴퓨터․정보통신연구소

가. 연구소 설립개요  설립목

컴퓨터·정보통신연구소는 첨단산업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1991년 11월에 설립된 자연

대 부설 컴퓨터과학연구소와 공과대 부설 정보통신산업연구소를 통합하여 연구소 조직과 

기능을 새롭게 강화하여 개편․설립하였다. 본 연구소는 컴퓨터 및 정보통신 산업의 기초 

및 응용 연구 개발을 통하여 국가기간연구사업에의 참여, 지역정보화, 학·연·산 사업의 

선도적인 역할을 담당, 컴퓨터 정보통신 분야의 고급인력 양성 등 국가와 지역사회의 발전

에 이바지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나. 연

1991. 11. 13. 4자연대학 부설 컴퓨터 과학연구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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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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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조직

본 연구소에는 소장을 비롯하여 3개 연구부를 두고있으며 연구소의 기본운영계획 등을 

심의하기 위한 운영위원회를 두고 있다. 또한 연구소 논문집인컴퓨터 정보통신연구와 

학술자료의 편찬업무를 다루기 위한 논문발간위원회를 두고 있다. 

 1) 연구기획부 : 연구소 발전 방향, 연구소 주관 외부 과제 제안 등 제반 기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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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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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구활동

 1) 컴퓨터 정보통신 기술의 연구 개발

 2) 컴퓨터 정보통신 기술의 교육, 지도 및 자문

 3) 국내·외 기관 등과의 공동연구 및 외부기관과의 수탁용역 연구

 4) 컴퓨터 정보통신 기술에 관련된 학·연·산 협동

 5) 논문집 발간 및 학술자료 편찬

 6) 학술강연회 및 연구발표회 개최

 7) 기타 본 연구소의 목적에 부합되는 사업

마. 발 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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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140

 2) 팩스 : (043) 263 - 3140

 3) 인터넷 : http://ricic.chungbuk.ac.kr

3) 기업정보화지원센터

가. 센터 소개  설립목

  본 센터는 IT(Information Technology)를 기반으로 한 경영기술 (ERP: Enterprise 

Resource Planning)을 연구, 교육하고 있다. 특히 정보화 시대를 선도할 ERP 기술의 연

구와 교육을 위한 인프라를 구축하며, 이를 바탕으로 재학생 뿐 아니라 지역 산업체 재직

자 교육을 담당한다. 지역의 중소, 중견 기업을 대상으로 IT/ERP 컨설팅과 경영지원시스

템 구축을 지원함으로써 지역 기업들이 기업정보화를 통하여 효율성을 증진하고, 경영 혁

신을 통하여 글로벌 경쟁력을 가지도록 지원한다. 또한, 기업 최고경영자를 위한 

CIO/CEO 등의 연수 코스를 개발하여 정보화와 경영혁신 마인드를 제고하고, 적극적인 산

학공동연구 체계를 구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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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연   연구활동

2002. 05.22 경영대학 ERP 지원단 발족

2002. 05.29 SMERP 산학협력 업무 협약식

2002. 06 ~ 2002.08 (주)대성공업 SMERP 구축

2002. 08 ~ 2002.10 (주)한진전자공업 SMERP 구축

2002. 08 ~ 2002.10 (주)금진화학 SMERP 구축

2002. 09 ~ 2002.10 (주)JNP SMERP 구축

2002. 10 ~ 2002.11 ERP 전문가 양성과정

2002. 11.27 ERP 성공사례 발표회

2002. 11 ~ 2003.03 (주)한국무사시도료 SMERP 구축

2003. 03 ~ 2003. 06 (주)신흥콘트롤 SMERP 구축

2003. 03.08 기업정보화지원센터 설립

2004. 03 ~ 2004.11 중소기업 e-컨설팅 혁신 사업 (중소기업청)

2004. 9.22 학술대회“e-글로벌 시대의 경쟁적전략” 

2005. 5.27 ~ 5.28 학술대회“e-Learning과 글로벌 IT 전략”

2005. 4.1 ~ 2005.5.1 (주)옥산레미콘 경영 프로세스진단

2005. 5.2 ~ 2005.7.11 (주)세미텍 ERP 구축방안 컨설팅

2006. 상시 중소기업 e-Biz 지원 (교육, 컨설팅 등) 

2007.   5.3 충청지역 중소/중견기업 ERP 심포지움

2008. 7.4 ~ 11.4 중소기업현장방문교육((주)프롬투)

   2009.10~2010.2 제 1차 산학연계 SAP ERP 인턴-취업연계 프로그램

                                 (4명 취업)

   2010.5~2010.7 제 2차 산학연계 SAP ERP 인턴-취업연계 프로그램   

                                 (11명 취업예정)

   2009.  12~현재 지역중소기업 ERP 재교육 과정운영; (주)삼화전기 등  

                                 10개사 참여 

   2010.  08.25 지역 중소중견기업을 위한 ERP 구축방안 심포지움 개  

                                 최 (40여명 참여)

다. 조직

소  장

운영위원회

연 구 팀 기 획 팀 지 원 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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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연구팀 : 기업정보화와 관련된 최신정보수집과 학술연구 

 2) 기획팀 : 최적화된 지원사업을 기획

 3) 지원팀 : H/W, S/W, 그리고 경영프로세스 모두에 숙련된 조직

라. 주요사업

 1) 중소기업 정보화 촉진을 위한 기업체 임직원 교육 프로그램 개발

·e-Leaning 프로그램, ERP 팩키지 프로그램

 2) 중소기업 정보화 시스템 구축 컨설팅

·각 기업에 최적화된 정보시스템 컨설팅

·홈페이지, 전자카탈로그, 데이터베이스 구축 및 최적화 지원 

 3) 중소기업 정보화를 위한 경영컨설팅

·각기업의 특성에 맞는 IT전략 컨설팅

 4) 지역 중소기업의 정보화 컨소시엄 지원사업

·CIO들과 학교연구소 정부 담장자 연계 컨소시엄 지원

 5) 지역 중소기업 CEO를 위한 세미나 개최

·지역 경영자들에게 특화된 경영혁신전략 발표

 6) 기업정보화를 주제로 하는 학술대회 개최

·국내외의 저명한 학자와 현업 담당자들 초청강연회 개최

마. 연구보고서

2002. 7. 청주상공회의소 위탁연구 “중소기업 ERP 도입전략”

2003. 9. 바이오스톡 정보화 추진 전략 보고서

9. (주)케어라인 정보화 추진전략 컨설팅 보고서

10. 도창인산업(주) 정보화 추진전략 보고서

12. 최병원 e-컨설팅 수립 보고서

12. (주)유일건설 정보화 추진전략 보고서

12. 광림건설 정보화 추진전략 보고서

11. (주)대안테크 정보화 컨설팅 보고서

2004. 1. 환희개발(주) 정보화 추진전략 보고서

대학정보화를 위한 대학 ERP연구보고서

2005. 성공적인 중소기업 IT 아웃소싱모델 연구보고서

2008.     경영컨설팅/교육 보고서 (혜인엔지니어링 (주))

경영컨설팅/교육 보고서 (산전정밀(주))

경영컨설팅/교육 보고서 ((주)화인텍코리아)

2008.  11. PC기반의 서비스 지향 하이브리드 그리드 시스템 구축 (한국연구재단)

2008.  11.  서비스 지향 구조를 적용한 통합 바이오정보 시스템 구축 (한국연구재단)

2009.   4.  서비스 지향 하이브리드 그리드 구축 (한국산업기술진흥원)

2009.   8. SAP ERP 기술 자문 및 유지보수 컨설팅 (휴먼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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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 인터넷 홈페이지 : http://bizit.chungbuk.ac.kr

4) IDEC 충북 지역센터 

가. 센터 설립개요  설립목

IDEC 충북대지역센터는 대전·충청지역 SoC 설계교육 관련대학 클러스터링을 통하여 

시스템 반도체 분야의 저변확대와 지역내 테크노파크 등 관련기관과 연계하여 중장기 실무 

맞춤형 SoC 설계관련 강좌 개설, 반도체 설계관련 지역특성화 강좌 개발 및 운영, 최신 산업

기술동향 세미나 주관, 클러스팅 대학들의 설계 동아리 육성 및 활성화 지원 등을 통하여 대학

의 칩 설계환경 및 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함으로써 수준 높은 인력 양성을 목적으로 한다. 

나. 연

2010. 06. 11. IDEC 충북대지역센터 설립 

2010. 06. 11. IDEC 충북대지역센터 조경록(교수) 센터장 취임

다. 조직

본 센터에는 센터장을 비롯하여 4개 연구부를 두고 있으며 센터의 기본운영계획 등을 

심의하기 위한 운영위원회를 두고 있다.  

 1) 개발부 : IDEC 충북대지역센터의 발전 방향, 교육 제안 등 제반 기획

 2) 교육부 : 공개강좌, 세미나 개최 등을 통하여 대학 설계 교육 프로그램 보강, 교과 운

영 모델제시, 산업체인력 재교육 수행, 교육과정위원회 운영을 통한 반도체 

설계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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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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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충청지역 TP와 협력을 통한 산학 네트워크 구축 

 

마. 발 계획

 1) 지역 내 참여대학들의 클러스터 운영으로 SoC설계 저변 확대 및 산업방향제시

 2) 다양한 설계관련 교육 및 환경 제공으로 수준 높은 인력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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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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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71 - 2480

 3) 인터넷 : http://idec.chungbuk.ac.kr

6. 건설․산업과학기술연구원

1) 산업과학기술연구소

가. 설립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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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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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4. 9.  1.   산업과학기술연구소 제10대 신창섭(교수) 소장 취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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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 9.  1.   산업과학기술연구소 제11대 이종대(교수) 소장 취임      

2008. 9.  1.   산업과학기술연구소 제12대 김성수(교수) 소장 취임  

   

다. 조직  기능 

 1)  조직 

공업경영부관 리 부학 술 부기 술 부

행정지원인력

연 구 소 장

운영위원회

연 구 부

공정공학분야 생산공학분야 건설공학분야 전기전산공학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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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 주요사업 

 1) 산업과학기술의 연구개발 

교육부, 산자부, 과기부, 한국과학재단, 한국학술진흥재단 등의 정부기관과 충북대학교 

학술연구재단 등으로부터의 연구비 지원으로 공과대학 교수를 중심으로 한 산업과학기

술 제분야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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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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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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건설기술연구소

가. 설립목

건설기술연구소는 1971년 산업기술개발연구소로 설립되어 1978년 종합대학승격과 함

께 공과대학부설 건설기술연구소로 설치되었다. 1979년 본교가 건설특성화대학으로 지정

되고 첨단건설기술산업에 대한 연구개발의 필요성 등이 크게 대두됨에 따라 1985년 법정

연구기관으로 승격인가 되었다. 이후 1997년 수자원·수질연구센터 및 환경안전연구센터

와 함께 통합연구소로 새롭게 발족하였으며 건설정보의 DB 구축 및 서비스제공을 위한 

대규모 시스템을 갖춘 건설정보센터를 연구소에 설립하고, 2005년에는 에너지저장연구센

터, 2007년에는 건설원가연구센터를 신설하여 총 5개의 연구센터가 운영 중에 있다.

나. 조직

연구관리부

논문편집위원회

행 정 실

운영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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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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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기능  연구실

 1) 기능

  건설산업기술의 체계적, 전문적, 종합개발연구

  타연구기관과의 공동연구로 건설기술이전 및 지도보급

  건설계획·설계 및 특수공법 개발

  건설기술에 관한 자문․평가 및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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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환경안전 및 보전에 대한 제반영향 평가와 오염물 제거기술에 관한 조사연구

  본교의 환경오염방지시설의 관리업무와 환경오염방지에 관한 연구업무

  건설분야 정보구축 및 구축된 정보의 대내외 서비스

  도시계획·설계 및 교통관련 연구

  논문집 및 연구보고서 발간

  연구발표 및 각종 학술회의 개최

  국제협력기관과의 공동연구 및 교육

  기타 연구소의 설립목적에 부합되는 사업

 2) 연구실적

2010년 현재 국내·외 산업체 및 관련기관으로부터 위임된 총 800여건의 수탁연구를 

수행하였고, 2010년에는 8월 현재 18건의 연구를 수행하고 있다. 1982년부터 2010년까

지 총 750여편의 학술논문을“건설기술논문집”을 통하여 발표하였다. 국제학술세미나 

개최를 비롯하여 초청강연회와 자체학술대회등 총 120여회의 학술행사를 개최 및 지원 

하고 있다.

라. 발 계획

 1) 국가 건설산업기술의 체계적이고도 전문적인 종합개발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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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 농업생명과학연구원

1) 농업과학기술연구소 

가. 설립목

농업과학기술연구소는 농업의 기초생산기술, 농업환경과 동식물의 보호, 농산물의 가공․
유통, 생산기반조성과 기계화, 기타 농업과 농촌의 발전에 관련된 이론 및 응용연구, 그리

고 국제교류의 확대를 통하여 농업발전과 대학교육 발전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설립되었다. 

따라서 농업과학기술연구소는 우리나라 농업과학기술의 발전을 위한 농학의 기초와 생산

기술 및 농촌개발을 위한 응용과학의 연구에 중점을 두고, 각 연구부의 효율적인 연구활동

을 지원함은 물론 학술활동 지원, 산학협력활동 등의 주요 사업을 추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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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연

1972. 농업과학기술연구소 발족

1975. 과학연구소로 개칭

1979. 5. 충북대학교 규칙 제61호로 농과대학 부설, 농업과학 연구소로 설립

1988. 3. 법정연구소 인가 취득

1992. 10. 용역계약용 고유번호 획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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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 북방농업컨설팅센터, 연륜연구센터 설립 

2002. 3. 농산물가공업체 경영컨설팅사업기관 지정

9. 보은군 농업발전계획 수립

12. 괴산군 농업 발전 실행계획

2003. 5. 학산, 내수 농협 유통활성화 컨설팅

12. 바이오산업체경영컨설팅 센터 설립

2004. 5. 오송농협 유통 활성화 컨설팅

2005. 4. 영양군 농업활성화 컨설팅

2006. 6. 사회인녹색문화 체험교육 실시

8. 사회인녹색문화체험 사업(녹색문화재단)

10. 농업생명과학 센터 설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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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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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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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조직  기능

농업과학기술연구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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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열에너지연구센터 : 농촌열에너지와 농업동력 및 자동화에 관한 연구

 2) 해외농업․국제협력개발센터 : 해외 농업․농촌 개발 및 원조, 바이오 에너지와 생물자원 

개발 및 사업 진출, 농산물 수출 등 무역에 관련된 경영 

컨설팅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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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농업생산부 : 동․식물생산기술에 관련된 연구 

 7) 농업환경부 : 농업환경보전과 동․식물보호에 관련된 연구

 8) 농산가공부 : 농림축산물 주․부산물 이용과 가공에 관한 연구

 9) 경영정보부 : 농업경영과 정보화에 관한 연구 

 10) 기획관리부 : 연구소 운영의 기획업무와 논문집발간, 학술발표회 및 지역농업개발에 

관한 사업과 국제협력에 관한 업무

라. 연구진의 구성

소장 1명, 센터장·부장 및 운영위원 14명, 편집위원 15명, 조교 1명, 자체직원 1명, 

연구원 29명, 전임연구원 3명, 특별연구원 9명, 보조연구원 5명

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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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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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학술논문집 발간, 학술발표회 및 세미나 개최

 5) 기타 연구소 목적과 관련된 사업

바. 세부사업  추진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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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0년 

8월 까지 260여 과제를 협약하였으며, 총 100억여 원의 연구비를 관리하고 있다.

 2) 학술논문집 발간

학술논문집 『농업과학연구보고』 제 1권을 1983년 12월에 발간한 이래 1987년 6월 

까지 총 5권을 발간하였고, 『농업과학연구』로 개칭 후 매년 지속적인 발간을 하여 

2010년 6월 농업과학연구 제26권 1호를 발간하였다.

 3) 학술발표회 및 세미나 개최

학문의 폭을 넓히고 새로운 지식을 습득하기 위하여 매년 고위정책당국자를 초청하여 

세미나를 개최하고 있으며, 전문가 초청 세미나, 부속기관 및 각 학과에서 계획하는 세

미나, 연구과제 수행에 따른 세미나, 국제학술회의 등 각종 학술발표회 및 세미나 개최

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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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연 연구소

가. 설립목

충청북도는 잎담배의 전통적 주산지로서 농가수익과 국가 재정에 절대적으로 기여하고 

있는 담배산업과 관련된 연구, 기술개발 및 보급을 목적으로 1966년 국내 최초로 법정연

구소로서 연초연구소가 충북대학교 내에 설립되었다. 현재는 잎담배 및 권련담배 연구의 

국내외 리더로서 재배, 육종, 가공, 제품생산 및 품질관리에 필요한 핵심 기반기술을 개발

하고, 흡연위생과 관련된 핵심기술역량 확보 및 유지로 잎담배 생산 농가의 수익보전과 애

연가의 건강보호에 기여하는데 있다. 매출액의 측면에서 본다면 담배는 2006년도의 쌀의 

생산액과 비슷할 정도로 거대한 산업이다. 이러한 산업에 대해서 국내 대학에서는 지원할 

수 있는 학과나 연구소가 없었고 오직 전매청 자체적인 연구만으로 유지하였으나 당시 충

북에서 전국 엽연초 생산량의 70%를 생산하는 등 엽연초 생산에 대한 연구 지원이 국가

적으로 필요함에 따라 연초연구소가 설립되었고 그 후 1967년에는 연초학과가 충북대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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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초연구소의 기반위에 설립되었다. 

나. 연

1966. 9. 28. 엽연초연구소 설치 인가

1967. 1.  1. 연구소개설 노두현 교수 소장 취임

1969. 5. 31. 정원채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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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6. 9.  1. 임흥빈 부교수 소장 취임

2008. 9.  1. 이이 부교수 소장 취임

다. 조직  기능

연초연구소장

운영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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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육종연구부: 유전 및 육종에 관한 연구

 재배연구부: 재배, 건조, 생리, 생태 및 물성에 관한 연구

 영양연구부: 토양비료 및 영양생리에 관한 연구

 가공연구부: 재건조, 가공, 제조 및 연초부산물의 이용에 관한 연구

 경영연구부: 연초경영 전반에 관한 연구

라. 연구활동

 1) 연구수행실적

적정수량 생산을 위한 이론체제 확립에 관한 연구(1975-1982) 

연초의 생리 생태에 관한 기초연구(1976-1982) 

육성 및 도입품종의 품질판정 기준 작성(1978-1985) 

엽연초의 생화학성에 관한 연구(1979-1985) 

건조 및 숙성에 관한 연구(1979-1982) 

경영 및 생력화 방안 연구(1975-1982) 

병충해 방제 및 천적이용에 관한 연구(1976-1985) 

재배계절이동 및 만기재배 확립에 관한 연구(1983-1988) 

황색종 담배의 육묘방법 개선에 관한 연구(1989-1991) 

황색종 담배의 엽위별 물질생산에 관한 연구(1993) 

연초경작 기계화 조성촉진을 위한 농업구조개선에 관한 연구(1992-1994) 

석탄회 사용에 관한 연구(1995-1996) 

원료잎담배 생산구조 조정 방안에 관한 연구(1996)

환경보존형 농업생산을 위한 효율적 토양관리에 관한 연구(1996) 

담배액아 억제제효과 시험(1998)

제일제당 공정채소 생산성 및 토양오염에 미치는 영향(1998)

자생허브류에서 기능성 식품소재 및 탑재물질의 생체안정성 평가(1999-2000)

디이젤 배기가스로 유발되는 기도염증에 Nitric Oxide Synthase 억제제의 효과구명(2001-2002)

인삼담배변천사 분석 및 재배체계 확립(2002-2003)

담배모자이크바이러스 방제 실험(2002)

국가공인 담배연기분석센터 설립에 관한 기초연구(2002-2004)

 2) 간행물

논문집: 연초연구 창간호 - 제23집 

단행본(연구보고서): 17종 17권  교재: 3권(연초학, 담배관련연구논문목록집, Tobacco Science) 

 3) 학술대회

매년 한국연초학회 학술발표회 개최 

 4) 초청 강연회 및 세미나

담배 생산분야, 제조분야, 품질분야로 구분하여 유관기관과의 학문 교류를 통한 새로운 

지식을 습득하고 기술을 창출하고자 매년 5회 이상 학내 및 학외의 저명인사를 초청하

여 강연회 및 세미나를 실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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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 인터넷 홈페이지 : http://www.cbnu.-tri.org

3) 첨단원 기술개발연구센터

가. 설립목

1) UR이후 1차 산업으로서 지속가능한 원예산업을 육성 발전시키며 풍요롭고 조화로운 농촌건설

2) 지방소재대학의 연구 역량 증대와 효율적 학·연·산·관 체계 구축

3) 외국농산물 수입개방에 대비한 기술우위 확보 및 과학발전 도모

4) 저투입고품질 생산을 통한 세계시장 진출과 지역의 브랜드화

5) 첨단원예분야에 직접 활동할 수 있는 우수 전문 인력의 양성

나. 조직

1) 센터 참여인력은 충북대외 2개 대학, 7개 연구소에서 100여명이 참여

2) 공공연구기관으로 충북농업기술원, 옥천포도시험장, 시설채소시험장, 마늘시험장이 참여

3) 민간연구소(홍농종묘 육종연구소 외 4개소), 원예관련 산업체 5개소, 영농조합법인 

등 총 16개 단체가참여

(교육훈련실시협회) (농어촌발전심의
및 활성화 대책)

(국외 연구 협력기관)

(국내 연구 협력기관)(산·학협력체제구축)

(연구의 분담과 조정)

(현장으로 과제 발굴)

농협,특수조합협회
영농법인 충청북도 외국관련 연구소

및 대학교

산업체, 작목반
유관관련업체 연구센터 원예연구소 등

공공시험장연구소

농촌지도소

첨단기술보급과 혁신

농업기술원

특화작목시험장(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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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연구분야  내용

 1) 우량종묘 생산 및 신소재 개발 

  (1)수입에 의존하는 영양번식 식물의 무병 우량종묘 생산

 2) 고부가가치성 2차 대사산물의 생산과 상품화

  (1) 고품질 생산기술 개발

  (2) 양액재배 기술도입 등 토지 이용의 최대화와 염류집적 방지를 위한 시비관리 기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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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술활동

 1) 우수인력 확보와 지원으로 지방대학의 한계성 극복 및 외국학생 유치

 2) 소규모의 생물반응기를 제품원료 및 농가실증 실험용으로 산업체와 농가에 보급

 3) 식물병원을 설치하여 병해충의 진단과 방제법 제공

마. 산학 력  국제 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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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성능 액체 크로마토그래피 외 373점의 고가장비보유

사. 특기사항

 1) 생물반응기를 이용한 세포배양 및 기관배양 체계확립

 2) 생물반응기의 자체개발과 이를 이용한 임삼, 장뢰삼, 산삼, 부정근의 대량생산

 3) 원예식물 유용 근류근을 분리 동정하여 재배식물에 이용(동양란 전용 미생물제제)

 4) LED를 이용한 인공광 조사 시스템

아. 센터의 주소

 1) 충북 청주시 흥덕구 성봉로 410 (우 : 361 - 763) 

 2) TEL : (043) 261 - 2529

 3) FAX : (043) 272 - 5369

 4) 설치대학 : 충북대학교

 5) 센터소장 : 백기엽 교수

 6) E - mail : paekky@chungbuk.a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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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동물생명과학연구소

가. 설립목

동물생명과학연구소는 동물 생명과학 분야의 연구를 활성화하고, 충청 지역의 동물자원 

산업인 축산업 발전을 위하여 충북대학교 농과대학 축산학과를 중심으로 2003년에 설립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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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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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ttp://anbioins.chungbhuk.ac.kr)

2008. 06. 00 동물생명과학연구논문집 제1권 발간

2009. 06. 19 동물생명과학연구논문집 제2권 발간

2009. 06. 30 정정수교수 소장 취임

2010. 03. 01 조성구교수 소장 취임

2010. 06. 28 동물생명과학연구논문집 제3권 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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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문가 초청 심포지움 및 세미나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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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조직

충북대학교

동물생명과학(연)

운영위원회

자문위원회

국제협력부산업지원부기획연구부

마. 연구소의 세부사업  추진실

 1) 연구 용역과제 수행

동물생명과학연구소는 연구 용역과제 수행을 위한 연구원들의 노력과 제반 행정사항 및 

연구비 관리의 투명성 제고 등 최근 7년간 양적, 질적으로 크게 발전하고 있다. 연간 평

균 11억원 상당의 연구비를 취득하여 다양한 연구를 수행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축산학

과를 중심으로 가축을 대상으로 하는 영양 및 사양, 개량과 번식, 그리고 가공 등 생산

과 아용 분야의 연구는 물론 첨단 생명공학 연구 분야에 중점을 둘 예정이다. 아울러 민

간기업, 농림부, 과학기술부, 농촌진흥청 바이오그린21사업과 농특과제 등의 연구과제 

수행과 연구소 운영 등에 대한 평가에서 본 연구소의 업적이 우수한 것으로 인정받아온 

바, 향후에도 연구 품질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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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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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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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우 육량.육질 형질에 대한 분자유전학적 특성 분석에 관한연구

한우육 식별 표준 프로토콜 확립과 SNP 검증을 통한 실용화 기술개발에 관한연구

바이오그린21사업 동물유전체연구단장 활동비에 관한연구

한우 육량 육질 형질에 대한 분자유전학적 특성 분석에 관한연구

육질판별 방법 및 평가시스템의 검증 및 최적화에 관한연구

 3) 간행물

동물생명과학연구논문집 제1권(2008. 06)을 발간하고, 앞으로도 계속 『동물생명과학연

구』논문집을 발간 할 예정에 있으며, 또한 동물생명과학소식지 제1권(창간호)도 발간예

정이다.

- 2008.6  동물생명과학연구논문 제1권(창간호) 발간 

- 2009.6  동물생명과학연구 제2권 발간

- 2010.6  동물생명과학연구 제3권 발간

- 2011.1  소식지 제1권(창간호) 발간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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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되었다. 앞으로도 축산분야 발전을 위해 축산업관련 세미나 개최와 학술회의 개

최지원을 확대할 예정이다. 

이에 앞으로도 동물생명과학연구소는 농대 연구원들의 각종 세미나 지원활동을 계속함

으로써 연구소의 활성화를 기하고, 연구 수행과 관련된 각종 학술회의 개최 지원을 통하

여 연구 기능과 축산업 분야 발전에 기여할 예정이다.

바. 동물생명과학연구소 향후 발 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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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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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학술연구

대학에서의 연구활동은 교수에게는 중요한 업무로서 전문분야에 관한 학술적 이론이나 그

의 응용방법에 많은 관심을 기울이고 연구를 추진하고 있다. 연구의 방법이나 종류에 있어

서도 개인연구를 비롯하여 공동연구, 협동연구에 이르기까지 다양하고 연구비 재원도 여러

가지이다.

교수의 연구활동을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제반 여건 조성이 필요하다. 연구 시설 확충, 재

정지원, 연구시간확보 등 모든 여건을 충족시킨 가운데 연구에 정진하여야 하나 이러한 여

건이 부족한 상태여서 본교에서는 연구에 종사하는 교수들의 연구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연구조성위원회, 발전기금재단, 각종 연구소를 운영하여 체계적인 연구활동이 될 수 있도

록 지원하고 있다.

2. 연구비

본교 교수들에게 지급되는 학술연구비는 교육과학기술부 및 연구재단, 충북대학교발전기금

재단, 정부·지방자치단체, 민간기업 등이 있다. 연구비 지급대상자는 본교 전임강사 이상

의 교원으로서 연구자가 연구계획서를 작성하여 지원기관의 지원계획에 의거 신청하면 선

정 절차에 따라 연구과제를 선정하여 연구비를 지원하고 있으며 수혜현황은 다음과 같다.

연도별 연구비 수혜 현황 비교표

(금액단위 : 천원)

구
분

지원기관
2002
년도

(과제수)

2003
년도

(과제수)

2004
년도

(과제수)

2005
년도

(과제수)

2006
년도

(과제수)

2007
년도

(과제수)

2008
년도

(과제수)

2009
년도

(과제수)

연

구

비

교육인적
자원부

학술진흥재단

3,873,917
(69)

4,069,882
(78)

3,224,827
(67)

한국과학재단
5,421,212

(111)
2,960,956

(73)
4,937,361

(83)

충북대학교
128,820

(39)
203,220

(44)
107,589

(25)
3,620,082

(727)
4,257,589

(698)
4,339,930

(711)
4,291,904

(707)
4,413,000

(725)

국·공립기관
7,663,713

(303)

중앙정부
10,037,133

(301)
5,251,163

(109)
22,266,325

(384)
23,498,942

(408)
29,275,291

(443)
34,752,851

(531)
37,003,335

(558)

지자체 및
공공기관

1,991,971
(51)

4,998,023
(123)

1,529,759
(26)

2,102,971
(46)

2,199,282
(56)

1,925,917
(51)

3,069,443
(61)

민간기업
4,346,168

(203)
6,261,962

(229)
5,885,623

(291)
6,444,615

(204)
3,230,244

(191)
4,551,531

(188)

기업 및 
연구소

6,831,379
(276)

6,529,677
(251)

기타
-
-

2,631,309
(83)

계
21,433,830

(725)
26,094,541

(823)
27,679,949

(741)
33,678,128

(1,366)
35,745,125

(1,443)
42,259,118

(1,414)
44,200,916

(1,480)
49,037,309

(1,532)

 ※연구재단(구 학술진흥재단 및 한국과학재단)은 중앙정부에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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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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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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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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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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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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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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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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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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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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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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외국 학과의 학술교류

가. 국제교류 로그램

  충북대학교는 31개국 88개 대학과 학술교류협정을 체결하고, 활발한 교류 사업을 

실시하고 있다. 특히, 영어권 자매대학과의 교환학생파견과 휴가기간을 통한 대규모의 

학생 해외연수를 실시하는 등 자매대학과의 실질적인 교류를 증진하고, 학생들에게 

국제적인 감각을 제고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또한, 지난 20년간의 지속적인 교류를 통하여 실시하고 있는 일본 이바라키대학과

의 교류는 하기휴가중의 2주간의 단기교류와 매년 5명의 교환학생을 유치 또는 파견

하여 상호학점을 인정하고 있어 학생들로부터 많은 호응을 얻고 있다. 향후 더욱 다

양한 국가의 자매대학과 학생교환등의 교류사업을 확대해 갈 예정이다.

나. 국가별 황

국가 미국 중국 영국 프랑스 캐나다 일본 폴란드 남아공 케냐 러시아
인도네

시아

대학수 11 19 4 2 2 6 3 1 1
11

(2기구)
1

국가
우즈베

키스탄

키르기

즈스탄

호주 

 
베트남 인도 몽골

우크

라이나
스페인 독일 칠레

카자흐

스탄

대학수 2 1 2 1 1 1 2 1 1 1 1

국가
아르헨

티나

에티오

피아

탄자

니아

나이지

리아
태국 헝가리 필리핀

벨로

루시
대만  

대학수 1 1 1 1 1 1 4 2 1  

합계 31개국 88개 대학(2개 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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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학별 황

체결

순의
국가 대학명 체결일자 체결내용 기간

1 미  국
메인대학교

(University of Maine)
1988.10. 4

교직원교환, 학생교환, 공동연

구 및 세미나개최
없음

2 일  본
이바라키대학교

(Ibaraki University)
1991. 5. 8

교직원 및 학생교류, 공동연구 

및 세미나개최, 학술자료 교화

5년

자동갱신

3 미  국
세인트존스대학교

(St. John's University)
1992. 3. 5

교직원 및 학생교환, 공동연구 

및 세미나개최
없음

4 미  국
콜로라도주립대학교

(Colorado State University)
1992. 3. 9

교직원 및 학생교환, 정보교환 

및 공동문화행사, 공동연구 및 

세미나개최

5년

5 폴란드
바르샤바대학교

(Warsaw University)
1992.10.19

교직원교환, 학생교환, 공동연

구 및 세미나개최
없음

6
우즈백

공화국

타쉬켄트니자미국립사범대학교

(Tashikent Nizami State 

Teachers Training Institute)

1993. 4.19

2004. 2. 2

(재협정)

교수 및 학생교환, 공동연구 및 

세미나개최, 정보교환 및 공동

문화행사

2년

자동

갱신

7 중  국
남경사범대학교

(Nanjing Normal University)
1993. 6.11

교직원교환, 학생교환, 공동연

구 및 세미나개최
없음

8 영  국
글래스고우대학교

(University of Glasgow)
1993. 7.14

교수 및 학생의 정기적교류, 교

환교수 및 학생에게 편의제공, 

연구결과 및 학술자료교환

없음

9 영  국
웨일즈대학교

(University of Wales Cardiff)
1993. 7.17

교직원 및 학생교환, 공동연구 

및 세미나개최, 정보교환 및 공

동문화행사

없음

10 중  국
서안교통대학교

(Xian Jiaotong University)
1994. 2. 2

교수 및 학생교환, 공동연구 및 

세미나개최, 학술자료 및 연구 

결과 교환

없음

11 영  국
레딩대학교

(University of Reading)
1994. 6.24

교수 및 학생교환, 공동연구 및 

공동세미나 개최, 연구결과 및 

학술자료교환

없음

12 중  국
길림성 사회과학원

(Gilim Sicence Academy)
1995. 5. 2

교수 및 연구원교환, 공동연구 

및 공동세미나 개최, 연구결과 

및 학술자료교환

없음

13 캐나다
빅토리아대학교

(University of Victoria)
1997. 4. 3

학자 및 연구원교환, 공동연구 

및 공동세미나 개최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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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결

순의
국가 대학명 체결일자 체결내용 기간

14 프랑스
마른라발레대학교

(University de Marne-La-Vallee)
1997.10.17

교수 및 학생교환, 공동연구 및 

공동세미나 개최
없음

15 미  국

럿거스대학교

(Rutgers-The State University 

of New Jersey)

1993. 7.22

1998.11.24

(재협정)

교직원 교환, 학생교환, 공동연

구 및 세미나 개최, 연구결과 

및 학술자료 교환

5년

16 중  국

화중과기대학교

(Huazhong University of 

Science and Technology)

1999. 5.10
교직원 및 학생교환, 공동연구, 

자료교환
2년

17 프랑스 ENSAM 1999.10.29

학생, 교직원 교류, 공동연구, 

자료교환, 기업체에서의 상화 

방문 및 훈련을 위한 학생교환

4년

18 캐나다
캘거리대학교

(University of Calgary)
1999.11.24

학생, 교직원, 연구원 교류, 공

동연구, 자료 교환
5년

19
키르기

즈스탄

비슈케크인문대학교

(BishkekHumanities University)
2000. 3.15

학생, 교직원, 연구원 교류, 자

료교환
없음

20 미  국

워싱턴주립대학교

(Washington State

University)

1995. 5.23

2000. 5.30

(재협정)

2005. 9. 5

(재협정)

교수 및 학생교환, 공동연구 및 

공동세미나 개최, 정보교환 및 

공동문화행사

5년

21 호  주
그리피쓰대학교

(Griffith University)
2000. 7.11

학생, 교직원, 연구원 교류, 자

료교환
없음

22 일  본

동경농공대학교

(Tokyo University of

Agriculture and Technology)

2000. 9. 1

2005.10.24

(재협정)

교원 및 학생 교류, 공동연구, 

간행물 교환
5년

23 중  국

대련이공대학교

(Dalian University of

Technology)

2000.10.12

교원 및 학생 교류, 공동연구, 간

행물교환, 공동 학술활동(세미나, 

교과과정, 심포지움, 강의 등)

없음

24 중  국
상해대학교

(Shanghai University)
2000.10.13 " 없음

25 베트남

베트남국립대학교

(Vitnam National

University, Hanoi)

2000.10.16

교원 및 학생 교류, 공동연구, 간

행물 교환, 공동 학술활동(세미나, 

교과과정, 심포지움, 강의 등)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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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결

순의
국가 대학명 체결일자 체결내용 기간

26 인  도
굴바가대학교

(Gulbaga University)
2000.10.27 학생, 교직원, 연구원 교류, 자료교환 5년

27 몽  골

몽골국립대학교

(The National University 

of Mongolia)

2000.11. 7 학생, 교직원, 연구원 교류, 자료교환 3년

28 중  국

연변과기대학교

(Yanbian University of

Science and Technology)

2000.12. 1 학생, 교직원, 연구원 교류, 자료교환 없음

29 호  주
퀸즐랜드대학교
(The University of 

Queensland)

의향서 2000. 7.10 학생, 교직원, 연구원 교류, 자료교환 5년

협정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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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없음

31 남아공
남아프리카대학교

(University of South Africa)
2001.11.27 학생, 교직원, 연구원 교류, 자료교환 없음

32 케  냐
나이로비대학교

(University of Nairobi)
2001.11.30 학생, 교직원, 연구원 교류, 자료교환 3년

33 중  국
북경사범대학교

(Beijing Normal University)
2002. 7.15 학생, 교직원, 연구원 교류, 자료교환 없음

34 중  국
연변대학교

(Yanbian University)
2002. 7.17 학생, 교직원, 연구원 교류, 자료교환

5년
(자동연장)

35 러시아
쌍뜨뻬쩨르부르그대학
(Saint-Petersburg State University)

2003. 2.13 학생, 교직원, 연구원 교류, 자료교환 없음

36 스페인
카스티야 라 망차대학
(University of Castilla La Mancha)

2003. 2.17 학생, 교직원, 연구원 교류, 자료교환 없음

37 러시아
이르쿠츠크대학

(Irkutsk State University)
2003. 2.18 학생, 교직원, 연구원 교류, 자료교환 3년

38 독  일
하노버대학

(University of Hannover)
2003. 5. 6 학생, 교직원, 연구원 교류, 자료교환 없음

39 칠  레

발파라이소카톨릭대학

(Universidad Catolica de 

Valparaiso)

2003. 8.14 학생, 교직원, 연구원 교류, 자료교환 5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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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없음



4. 외국대학과의 학술교류  313

체결

순의
국가 대학명 체결일자 체결내용 기간

41
아르헨

티  나

코르도바 대학

(Universidad Nacional 

de Cordoba)

2004. 6. 3 학생, 교직원, 연구원 교류, 자료교환 5년

42
탄  자

니  아

다르 에스 살람 대학

(The University of

Dar Es Salaam)

2004. 6.29 학생, 교직원, 연구원 교류, 자료교환
5년

(자동갱신)

43
에티오

피  아

아디스 아바바 대학

(Addis Ababa University)
2004. 7. 1 학생, 교직원, 연구원 교류, 자료교환 5년

44
나이지

리  아

조스 대학

(University of Jos)
2007. 7. 2 학생, 교직원, 연구원 교류, 자료교환 5년

45 태  국

킹 몽쿠스 톤부리 기술대학

(King Mongkut's University 

of Technology Thonburi)

2004.12.22 학생, 교직원, 연구원 교류, 자료교환 5년

46

러시아

블라디보스토크 국립경제대학

(Vladivostok State University 

of Economics and Service)

2005. 1.17 학생, 교직원, 연구원 교류, 자료교환 5년

47

크라스노야르스크 국립사범대학

(Krasnojarsk State

Pedagogical University)

2005. 1.19 학생, 교직원, 연구원 교류, 자료교환 5년

48 중  국
화동사범대학

(East China Normal University)
2005. 2.28 학생, 교직원, 연구원 교류, 자료교환 5년

49 폴란드

마리아 퀴리-스클로도프스카 대학

(Maria Curie-Sklodowska 

University)

2005. 3. 3 학생, 교직원, 연구원 교류, 자료교환 5년

50

러시아

크라스노야르스크 국립기술대학
(Krasnojarsk State Technical University)

2005. 4. 6 학생, 교직원, 연구원 교류, 자료교환 5년

51

크라스노야르스크 국립경

제·통상대학

(Krasnojar나 State Institute 

of Economics and Trade)

2005. 4. 6 학생, 교직원, 연구원 교류, 자료교환 5년

52 미  국
네브라스카-링컨 주립대학

(University of Nebraska-Lincoln)
2005. 4.26 학생, 교직원, 연구원 교류, 자료교환 5년

53 헝가리

부다페스트 기술·경제대학

(Budapest University of

Technology and Economics)

2005. 4.11 학생, 교직원, 연구원 교류, 자료교환 5년

54 중  국

하남이공대학

(Henan Polytechnic

University)

2005. 4.26 학생, 교직원, 연구원 교류, 자료교환 5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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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결

순의
국가 대학명 체결일자 체결내용 기간

55 필리핀
팜팡가 농업대학
(Pampanga Agricultural College)

2005.10. 6 학생, 교직원, 연구원 교류, 자료교환 5년

56 미  국

남일리노이-카본데일대학

(Southern IIIinois 

University-Carbondale)

2005.10.24 학생, 교직원, 연구원 교류, 자료교환 없음

57 일  본
명치대학

(Meiji University)
2005.10.28 학생, 교직원, 연구원 교류, 자료교환 5년

58 러시아
크라스노야르스크 국립대학

(Krasnoyarsk State University)
2005.10.30 학생, 교직원, 연구원 교류, 자료교환 5년

59

러시아

크라스노야르스크 메디컬 아카데미

(Krasnoyarsk State

Medicine Academy)
2005.11. 1 학생, 교직원, 연구원 교류, 자료교환 5년

60

크라스토야르스크 에어-스페이스 대학

(Krasnoyarsk State

Air-Space University)
2005.11. 1 학생, 교직원, 연구원 교류, 자료교환 5년

61

크라스노야르스크 국립예술대학

(Krasnoyarsk State 

Institute of Arts)
2005. 4. 6 학생, 교직원, 연구원 교류, 자료교환 5년

62

벨  로

루  시

벨로루시 국립대학

(Belarusian State University)
2005.11. 3 학생, 교직원, 연구원 교류, 자료교환 5년

63

벨로루시 국립기술대학

(Belarusian State 

Technological University)

2005.11. 3 학생, 교직원, 연구원 교류, 자료교환 5년

64 폴란드
루찌대학

(University of Lodz)
2005.11.10 학생, 교직원, 연구원 교류, 자료교환 5년

65 중국
심천대학

(Shen Zhen University)
2006. 2.21 학생, 교직원, 연구원 교류, 자료교환 5년

66 중국

북경제2외국어대학

(Beijing International 

Studies University)

2006. 3.28 학생, 교직원, 연구원 교류, 자료교환 5년

67 미국
아이다호 주립대학

(Idaho State University)
2006. 8.29. 학생, 교직원, 연구원 교류, 자료교환 5년

68 중국

하얼빈공정대학·1교

(Harbin Engineering 

University)

2006.11. 2. 학생, 교직원, 연구원 교류, 자료교환 5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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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결

순의
국가 대학명 체결일자 체결내용 기간

69 중국

호남농업대학

(Hunan Agriculture

University)

2006.12.12. 학생, 교직원, 연구원 교류, 자료교환 5년

70 대만

중국문화대학

(Chinese Culture

University)

2007. 2. 1. 학생, 교직원, 연구원 교류, 자료교환

71 러시아

모스크바철강주립대학교

(Moscow State Institute of 

Steel and Alloys

/Technological Universit)

2007. 3.30. 학생, 교직원, 연구원 교류, 자료교환 무기한

72
우  크

라이나

오뎃사해양대학교

(Odessa National 

Maritime University)

2007.10. 3. 학생, 교직원, 연구원 교류, 자료교환 무기한

73 일본
북해도대학

(Hokkaido University)
2007.12. 6 학생, 교직원, 연구원 교류, 자료교환 5년

74 일본

야마가타대학

(Yamagata

 University)

2008. 6. 5 학생, 교직원, 연구원 교류, 자료교환 10년

75
우즈베

키스탄

타쉬켄트 국립동방학대학교

(Tashkent State

University of Oriental 

Studies)

2008.10. 6 학생, 교직원, 연구원 교류, 자료교환 5년

76 필리핀

벵겟주립대학교

(Benguet State 

 University)

2009.01.1

2
학생, 교직원, 연구원 교류, 자료교환 　5년

77 영  국

임페리얼컬리지

(Imperial College 

London)

2009.03.1

2
학생, 교직원, 연구원 교류, 자료교환 　5년

78 중  국

천진상업대학

(Tianjin University of 

Commerce)

2009.05.0

5
학생, 교직원, 연구원 교류, 자료교환 　5년

79 미  국

미주리주립대학-세인트

루이스 (University of

Missouri - St. Louis)

2009.08.3

1
학생, 교직원, 연구원 교류, 자료교환 　5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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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결

순의
국가 대학명 체결일자 체결내용 기간

80
인도

네시아

반둥공과대학

(Institut Teknologi Bandung)
2009.10.28 학생, 교직원, 연구원 교류, 자료교환 　5년

81 중  국

베이징사범대·홍콩침회대-

연합국제대학

Beijing Normal University 

-Hong Kong Baptist 

University, United International 

College

2009.11.11 학생, 교직원, 연구원 교류, 자료교환 　5년

82 필리핀

라살아라네타대학

De La Salle Araneta 

University

2010.01.21 학생, 교직원, 연구원 교류, 자료교환 　5년

83 일  본
아이즈대학

University of Aizu
2010.3.9 학생, 교직원, 연구원 교류, 자료교환 　5년

84 중  국

서북정법대학

Northwest University of 

Politics Law 

2010.4.6 학생, 교직원, 연구원 교류, 자료교환 　5년

85 미  국
켄터키주립대학

Kentucky State University
2010.5.17 학생, 교직원, 연구원 교류, 자료교환 　3년

86 미국

캘리포니아주립대학,머시드

(University of California, 

Merced)

2010.7.5 학생, 교직원, 연구원 교류, 자료교환 　5년

87 중국

수도사범대학과덕학원

(Kede Colleg of Capital 

 NormalUniversity)

2010.7.15 학생, 교직원, 연구원 교류, 자료교환 　5년

88 필리핀
불라칸주립대학

(Bulacan State University)
2010.7.22

학생, 교직원, 연구원 교류, 자

료교환
　5년

1 기구

The Council of

Rectors of the

Universities of the

Krasnoyarsk Region

(13개 大)

2005.10.30 학생, 교직원, 연구원 교류, 자료교환  

2

The Consortium of

Krasnoyarsk Higher

Education Institution

(8개 大)

2005.11. 1. 학생, 교직원, 연구원 교류, 자료교환

계
31

개국

 88개 대학

 2개 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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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단과 학과 외국 학(기 )과의 자매결연 황

체결

대학
국가 대학(기관)명 체결일자 체결내용

공과대 일본 이바라기대학공과대학 1991.05.08
교원 및 연구자의 교류, 학생 및 

정보교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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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0.06.10
연구과제공동협력및연구원상호교류

안전분야상호조사

전자

정보대
캐나다

브리티시콜럼비아대학교

The University of British 

Columbia

2005.10.28 학술교류,  인적교류

전자

정보대
중국

하얼빈공과대학

Harbin Institute of 

Technology

2006.03.10 학술교류,  인적교류

전자

정보대
호주 

Elabs,

Technology park
2006.02.22 학술교류

전자

정보대
몽골

몽골국립대학교

National University of 

Mongolia

2006.09.20 학술교류,  인적교류

전자

정보대
중국

절강대학교

Zhejiang University
2006.12.15 학술교류,  인적교류

전자

정보대
독일 Intermudien  GMBH 2007.04.05 학술교류

전자

정보대
중국

서안전자과학대학

(Xidian University)
2007.05.15 학술교류,  인적교류

전자

정보대
미국

신시내티대학교

(University of Cincinnati)
2007.0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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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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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결

대학
국가 대학(기관)명 체결일자 체결내용

전자

정보대
영국

랭카스터대학

(Lancaster University)
2008.04.07 학술교류,  인적교류

전자

정보대
일본

아이주대학

(University of Aizu)
2008.08.25 학술교류,  인적교류

전자

정보대
미국

캘리포니아대학,머시드

(University of California, 

Merced)

2010.01. 학술교류,  인적교류

전자

정보대
프랑스

EISEE  Paris

(Universitte' Paris-Est)
2010.04.12 학술교류,  인적교류

전자

정보대
일본

류큐대학

(University of the

 Ryukyus)

2010.06.10 학술교류,  인적교류

농대 일본
야마가타대학(Faculty of 

Yamagata University)
2004.02.25 

상호이해와연구발전노력,

학생및교직원교류,

학술자료및간행물교환등

농대 일본

야마가타대학농과대학

(Faculty of Agriculture 

Yamagata University)

2005.06.27 학생교류

농대 미국

아이오와주립대학교농과

대학 

(College of Agriculture 

Iowa State University)

2007.01.22 
교수및연구교류,

학생교류등

농대 중국

북경임업대학교생명과학

대학

(College of Life Science 

Northeast Forestry 

University)

2008.02.01 

교수교류,

학술활동협력,

학생및연구교류등

농대 몽골

울란바타르대학교

(Ulaan baatar 

University)

2008.11.10 

교수및학생교류,

학문협력증진및프로그램개발,

단기강좌공동운영및학술세미나개최

농대 몽골

몽골국립대학교농과대학

(Mongolian State 

University of Agriculture)

2008.12.16 교수및학생교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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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결

대학
국가 대학(기관)명 체결일자 체결내용

농대
우크

라이나

니꼴라이예프 국립 농업

대학
2010.06.01

과학적교육적제도적문화적연계

고려인대상시설원예,병충해이론및실습

농대 중국 연변대학교 식품과학과 2009.08.04
식품공학과년분야의학술교류

학생교류,공동연구사업추진

법과대 미  국 럿거스대학교 로스쿨 2007.  9.30 학점교류, 교환방문, 학술교류

법과대 미  국
인디애나주립대학교 로스

쿨(의향서)
2007.11.14 공동학위과정운영

법과대 미  국 페럴  로펌 2007.11.20 학생실무연수

법과대 미  국 루카스 메르칸디 로펌 2008.  6.25 국제적 실무교육 및 교류협력

법과대 미  국
인디애나주립대학교 로스

쿨 자매협정
2009.11.  5 공동학위과정운영

법과대 미  국 인디애나주립대학교로스쿨 2010.03.16. 공동학위과정운영

법과대 일  본
국립이바라키(茨城)대학교 

법학과
2001.  7.25 학점교류, 교환방문, 학술교류

법과대 일  본 메이지(明治)대학교 로스쿨 2005.10.28 학점교류, 교환방문, 학술교류

법과대 중  국
남경사범대학 경제법 및 

정치학대학
1998.  5. 2

교수단,학생교류, 학술자료교환 

공동연구

법과대 중  국 연변대학 인문사회과학원 1999.  7.16
교수단,학생교류 학술자료교환 

공동연구

법과대 중  국 연변대학교 법과대학 2002.  7.17
교수단,학생교류 학술자료교환 

공동연구

법과대 중  국 서남정법대학 2006.  9. 4
교수단,학생교류 학술자료교환 

공동연구

법과대 중  국 서북정법대학 2009.  6.23
교수단,학생교류 학술자료교환 

공동연구

법과대 홍  콩 홍콩중문대학교 로스쿨 2007.  4.25 공동연구, 교환 방문, 학술교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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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결

대학
국가 대학(기관)명 체결일자 체결내용

법과대 러시아
이르쿠츠크대학교 

법학연구소
2005.10.25 공동연구, 교환 방문, 학술교류

법과대 러시아 시베리아연방대학 2008. 9.28 학술교류

법과대
우즈베키

스탄

타슈켄트 동방대학 한국

학부
2003. 7. 8

교수 및 학생교환 학점인정 학술자

료등 교환

법과대 영국 레딩대학교 1994. 6.24 교환방문, 학점교류, 학술교류

법과대 호주 퀸즈랜드대학교 2001. 2. 5 학생,직원교류,자료교환등 

수의대 베트남 하노이농업대학교 2008.4.23

교육및연구관련학생및교수진교류

공동학술회의,세미나및연구자들의

상호방문등인력교류

강연및세미나등교육관련정보교류

공동연구

기타상호관심분야에대한교류

수의대 캐나다 NTS  Research & Inc 2010.5.10

발전된교육과연구를위한학생및연구

원의교환

강의,연설,정보교환을위한교수및학

자의교환

상호관심분야의공동연구

약대 일본 도호쿠대학  약학부 1999.05.26
차세대 약학기술의 교육 및 연구분

야에 대한 국제화를 위한 상호 교류

약대 일본 오사카대학 단백질연구소 2007.06.01
단백질 입체구조 연구영역에 전략

적 기술 제휴

약대 베트남

하노이약학대학

Hanoi University of 

Pharmacy

2009.01.30
항암제 연구분야 상호파견의 국제

협력

의과대 일본 기후대학교 2009.4.7
학생및교수상호방문

필요시양대학학점교류등

계 13개국  52개 대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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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 연구소와 외국 학(기 )과의 자매결연 황

연구소 국가 대학(기관)명 체결일자 체결내용

러시아알타이

지역연구소
러시아 국립모스크바사범대학 2005.1.27

교수 및 학생 교환프로그램, 공

동학술세미나, 학술지 발간, 자

료교환

러시아알타이

지역연구소
중국

북경 중앙민족대학 민

족학 및 사회학 대학
2008.2.23 학술교류협력, 연구인력교류

러시아알타이

지역연구소
중국

북경 중앙민족대학 중

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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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터키

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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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 구 소 ( N a t i o n a l 

Institute of Hygiene 

and Epidemiology)

2002.2.27

과학자 및 학생 교환, 공동 연구

프로그램 개발, 공동 심포지움 

개최

바이오연구소 베트남

호치민 파스테르 연구

소(Pasteur Institute in 

Ho Chi Minh City)

2002.3.1

과학자 및 학생 교환, 공동 연구

프로그램 개발, 공동 심포지움 

개최

의학정보센터 미국

Stanford University

Medical Media &

I n f o r m a t i o n 

Technologies

2005.8.12

의학 매체와 교육콘텐츠의 개발

노력 및 상호 협력, R&D 지원 

및 재원확보 공동 노력, 양 기관 

목표와 이해에 부합하는 프로젝

트 공동  추진

산업과학기술

연구소
중국

N o r t h e a s t e r n 

University

(東京大學), School of 

Materials & Metallurgy

2001.11.21 학술정보  및 인적 교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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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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9.1연장)
정보 및 인적교류

첨단원예기

술개발연구

센터

일본

지바대학원예학부

(Faculty of Horticulutre 

,Chiba University)

1996.10.22

인적 교류, 공동연구 및 학술세

미나 개최, 정보와 출판물의 교

환, 상호 협의된 기타 사항

첨단원예기

술개발연구

센터

베트남
달랏대학교

(Dalat University)
1998.  1. 5

Dalat 지역에 운영되고 있는 한

국인 화훼재배 해외 농장의 거

점화에 관한 연구 및 정보 교류

첨단원예기

술개발연구

센터

중국
연변과기대 동북아농업개

원소
1999.  1.19 공동연구, 학술정보 및 인적교류

첨단원예기

술개발연구

센터

캐나다
캘거리대학교생물과학

부(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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3.03.02 공동연구수행

첨단원예기

술개발연구

센터

중국 동북아농업기술원 2003.05.20 공동연구수행

첨단원예기

술개발연구

센터

중국

절강임학원

(Zhejiang Forestry 

University)

2003.12.19
공동연구, 학술정보 및 인적 교

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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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총학생회총대의원회 총여학생회

단
과
대
학
대
의
원

단
과
대
학
학
생
회

학
과
학
생
회

동
아
리
연
합
회

학
생
복
지
위
원
회

교
지
편
집
위
원
회

나. 동아리 활동

 1) 목표

동아리는 과외활동으로서 학생상호간 인간적인 성숙과 정서함양으로 졸업후 다양화 되

어가는 사회에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능력을 길러가는 데에 있다.

 2) 현황 

2010년 4월 현재 63개 동아리가 등록되어 있으며, 교양, 문화, 종교, 학술, 봉사, 체육 

등 각 분야별로 특징을 살려 다양한 활동을 하고 있다.

등록된 동아리를 성격별로 분류하면 다음과 같다.

·교  양 :  6개

·문  화 : 15개

·종  교 : 13개

·학  술 :  5개

·봉  사 :  8개

·체  육 : 16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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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학년도 학생단체 조직 승인현황>

2010년 4월 현재

번호 분과 동아리명
대 표 학 생 지 도 교 수

회원

수

최 초

등록일 
목   적

학 과,  년 성  명 학    과 성  명

1 교양 천자봉(해병전우회) 정보통신 2 오진우 정치외교 홍성후 10 88.3 건전한 대학생활 선도 및 봉사활동

2 벤쳐스카웃 토목공학 3 신동진 바이오시스템 한충수 66 69.5 봉사활동 및 지도자적 자질 향상

3 서도회 경영학과 2 박진숙 국어국문 한석수 21 72.3 서도를 통한 인격도야

4 꽃나무 연구반 토목공학 2 최윤희 사회학과 허석열 20 78.3 자연보호운동을 통한 자연정화 

5 느티목 바둑반 정치외교 3 조민기 영어영문 구연철 20 81.3 바둑을 통한 인내심 및 인격도야

6 유스호스텔 환경공학 3 강정규 경영학부 김주엽 23 81.3 여행을 통한 인격도야

7 체육 맨투맨(농구) 정보통신 2 권영훈 토목공학 김경호 24 86.3 농구인의 저변확대, 심신단련

8 수영사랑 전기공학 2 정춘호 목재종이 김병로 31 90.3 수영인구의 저변확대, 친목도모

9 에이스(테니스) 산림학과 2 주병권 회계학과 이장희 39 79.3 테니스의 보급과 심신단련

10 마당택견 컴퓨터공 3 김명찬 노어노문 최성호 20 88.3 전통 무술 택견의 계승발전

11 정도술 연구회 정보통신 2 배정민 체육학과 장봉우 17 83.3 문무겸비의 인간상 확립

12 산악부 전기공학 2 고태환 교육학과 서영현 19 65.3 산악활동통한 심신단련, 리더쉽향상

13 물밑세상 도시공학 3 조현진 컴퓨터공 김명준 11 93.4 수중스포츠를 통한 심신단련

14 그라운드(축구) 컴퓨터공 3 김효석 체육학과 최종환 30 88.3 축구를 통한 체력단련

15 화랑검우회(검도) 정보통신 3 이근선 고고미술 박선주 20 89.3 검도를 통한 심신단련

16 태극태권도연구회 주거환경 3 한혜숙 행정학과 이재은 22 98.4 태권도를 통한 체력증진, 정신함양

17 푸른밀가루(농구) 토목공학 3 권인혁 산림학과 김병로 20 99.4 농구실력향상 및 친목도모

18 챌린지(스키) 컴퓨터학 4 김성민 체육학과 최종환 21 99.4 스키를 통한 여가활용 및 수련활동

19 반쪽날개 정보통신 3 이명진 토목공학 김경호 29 00.4 농구를 통한 여가선용 및 체력증진

20 Taurus(야구) 정보통신 3 안연규 정보통신 박재형 33 02.4 야구를 통한 대학의 여가문화선도

21 페가수스(승마) 수의학과 4 장종수 수의학과 김대중 24 01.5 승마를 통한 심신수련 및 호연지기함양

22 탁구사랑 전자학과 3 김민욱 식품공학 한남수 24 07.3 탁구를 통한 체력단련과 친목도모

23 문화 창문학 동인회 철 학 과 2 황종문 국어국문 권정우 20 64.10 문예창작 및 감상을 통한 인격함양

24 아르페지오 정보통신 2 이상백 정치외교 홍성후 20 89.5 통기타 음악을 통한 정서함양

25 민속연구회 지구환경 3 최영묵 지역건설공 리신호 22 79.3 민족문화(탈춤,풍물)창달 및 공동체

26 블랙홀 컴퓨터공 2 황경하 식물의학 차병진 17 88.3 락 음악을 통한 정서함양

27 극예술연구회(시네시아) 축산학과 2 신나래 철학과 유초하 19 68.3 연극을 통한 정서함양, 문화창달

28  소용돌이 지역건설공 3 이헌주 식물자원 송범헌 30 71.3 음악을 통한 정서함양

29 홀리보이스 산림학과 2 박태민 영어교육 나경희 21 84.3 음악(합창)을 통한 정서함양

30 푸른소리 국어국문 3 홍성일 국어국문 이호승 20 96.5 남여혼성 중창을 통한 창작음악지향

31 폴리포니 전기공학 2 한명준 교육학과 서범종 18 80.4 고전(클래식)기타를 통한 인격도야

32 광고동아리(ADOZ) 정밀기계 2 신용록 경영학부 박유식 25 99.4 광고에 대한 교육 및 제작

33 징검다리사진반 안전공학 2 한규정 건축학과 이강훈 34 67.4 아마추어 사진예술 보급

34 시바(SIVA)댄스 정보통신 3 곽호민 체육학과 변재경 45 94.3 댄스를 통한 건전한 대학문화의 정착

35 클로버(만화) 기계공학 2 이석용 전기공학 고창섭 20 00.4 만화를 통한 취미생활의 활성화

36 꼴로르(미술) 산림학과 2 어경수 패션디자인 김지영 28 98.4 미술을 통한 개인의 미적 자아실현

37 쏘울로직 수의학과 3 이준호 패션디자인 김지영 27 10.3 교내 흑인음악의 보급 및 감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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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분과 동아리명
대 표 학 생 지 도 교 수

회원

수

최 초

등록일 
목   적

학 과,  년 성  명 학    과 성  명

38 종교 불교 학생회 주거환경 2 김수정 철학과 정호영 15 65.5 불타의 해명을 통한 자아실현

39 학생신앙운동(SFC) 식품공학 4 최아사 건축학과 한규영 21 98.4 전도와 선교운동 리더쉽 양성과 복음화

40 증산도 학생회 컴퓨터교육4 정나라 수의과대 안병우 16 88.3 민족정심함양, 진리공부와 수행

41 I.V.F 법 학 과 3 조호영 물리학과 임기수 32 10.3 선교를 통한 민족과 세계 복음화

42 카톨릭 학생회 공업화학 3 유안나 산림학과 구창덕 39 66.10 신앙심 고취, 캠퍼스 복음화

43 웨슬레 선교회 정보통계 4 최두원 환경공학 김학성 20 89.5 캠퍼스 복음화

44 I.Y.F(국제청소년연합) 토목공학 3 김태현 국어국문 강창석 21 01.5 국제 청소년 선교 및 교육

45 네비게이토 식품공학 3 명노원 컴퓨터공학 김석일 20 97.4 예수 그리스도 사상 전파

46 ESF(기독대학인회) 컴퓨터공 4 김태훈 역사교육 전순동 21 04.4 캠퍼스 복음화, 성서한국, 세계선교

47 기독학생회 화 학 과 4 반정희 기계공학 정규원 17 05.4 대학 내의 복음화 및 전파

48 KSGI(불교) 화 학 과 2 이대표 철학과 정세근 16 01.5 니치렌 대성인 불법 캠퍼스 평화운동

49 UBF(대학생성경읽기) 정밀기계 4 이종일 영어교육 윤기호 19 06.4 성경 읽기를 통한 건전한 인격함양

50 C.C.C 대학생선교회 생물학과 4 김영일 약학과 오기완 46 67.10 대학생 선교 및 복음화 

51 학술 한별(천문회) 전기학과 2 김병오 천문우주 김천휘 29 79.3 별관 측 및 천문 연구

52 아마추어무선국 토목공학 3 임채진 물리학과 김명원 14 79.3 무선을 이용한 학술교류 및 친목도모

53 영어연구회 경영학과 3 장은지 영어교육 윤기호 27 78.3 영어실력 향상과 대인관계도모

54 영어회화반(AVES) 식품영양 2 한예지 영어교육 유인호 19 85.5 영어 회화력 향상

55 타임반 경영정보 3 이형균 농화학과 정근욱 17 85.5 타임지를 통한 영어실력향상

56 봉사 레오(ELO) 정보통신 2 정연호 경영학부 정재권 25 70.3 봉사활동을 통한 리더쉽 향상

57 보이는소리(수화) 기계공학 3 황현창 목재종이 조남석 38 88.3 수화보급을 통한 봉사활동

58 파이오니아 정보통신 2 이한수 컴퓨터공 이상호 19 81.3 사회 봉사활동

59 로타랙트 식품영양 2 임다솔 식품영양 주지형 53 80.4 청소년 자아개발 및 사회 봉사활동

60 질그릇 자활회 토목공학 2 이동현 경영학부 이장희 46 80.9 장애인교육 및 봉사활동

61 적십자회(RCY) 도시공학 2 정기란 안전공학 정국삼 75 63.4 적십자 이념 구현 및 봉사활동

62 유네스코학생회 국어국문 2 유지수 경영학부 이장희 23 68.11 새물결 운동 실천

63 돌아이 행정학과 3 김보미 아동복지 윤혜미 26 10.3 봉사를 통한 자아실현 및 대인관계능력향상

※ 2010년 동아리 현황                                                            (단위: 개, 명)

구      분 계 교  양 체  육 문  화 종  교 학  술 봉  사 비  고

등 록 수 63 6 16 15 13 5 8

등록인원 1,624 160명 384명 366명 303명 106명 305명

신규 가 등록

동아리(8개)

 *학술분과 : 실전투자 동아리 Wiz(24), Non-Fiction(29), 가온(50), 하이브리드 솔루션(26)

 *봉사분과 : 신나래(17)   *체육분과 : Triple Cue(36), 볼링연구회(23), Snow Brothers(20)

제명동아리

(5 개)

 *문화분과 : 왼손잡이, 아리랑연구회, 소리샘  

 *종교분과 : 예수사랑, 예수전도단

※ 2009년, 2010년 비교 현황                                                     (단위: 개, 명)

구  분
합    계 교    양 체    육 문    화 종    교 학    술 봉    사

2009 2010 2009 2010 2009 2010 2009 2010 2009 2010 2009 2010 2009 2010

등 록 수 65 63 6 6 16 16 17 15 14 13 5 5 7 8

등록인원 1,843 1,624 200 160 451 384 403 366 403 303 153 106 233 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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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활 동

각 동아리가 교내·외에서 행사를 갖고자 할 때는 48시간 이전에 학생과에 행사(집회) 

승인신청서를 제출하여 총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 사활동

대학생에게 바람직한 대학인상의 정립과 시대적 사명감을 고취시키고 대학에서 연구 습

득한 지식과 기능을 지역사회 개발에 활용함으로써 자기수련의 기회인 교육연장으로 현장

교육적 효과를 거두기 위한 봉사활동을 실시하고 있다. 

라. 체육활동

체육활동의 기회확대로 진취적 기상과 협동 단결심을 함양하여 체육활동을 통한 건전한 

대학생상의 확립과 일체감 조성을 위하여 매년 다음과 같은 체육대회를 개최하고 있다. 

·단과대학 종합체육대회

·총장기 학과대항 축구대회

·총장배 등산대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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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학사과정 전 기간을 통하여 학업성적이 우수한자. 

·특별포상 : 학생회를 통하여 학생자치 활동 등 대학발전에 공로가 있거나 학·내외 

학·예술 및 체육대회에서 입상한자, 타학생에게 모범이 될 현저한 공적

이 있는 선행 학생

 2) 포상의 기록 및 공고

포상사항은 학적부에 기록하고 이를 공고한다. 

나. 징 계

학칙 제 64조를 위반한 학생은 징계처분을 받으며 징계의 종류는 근신, 유기정학, 무기

정학, 제적으로 구분하며, 징계 적용은 다음과 같다. 

 1. 성행이 불량하여 개선의 가망이 없다고 인정한 자

 2. 시험 중 부정행위를 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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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기타 학칙을 위반 한 자

3. 장학제도

가. 장학  안내

 1) 장학금 취지

장학금을 지급하는 목적은 학업 성과를 올릴 능력과 자질은 갖추어져 있으나 경제적 어

려움으로 마음껏 공부하지 못하는 학생들의 고충을 덜어주어 열심히 면학에만 열중하여 

재능있는 학생들이 훌륭하게 성장해서 국가사회의 유익한 인재로 양성되기를 기대하며 

지원하는 경제적 도움이다.

따라서 장학금을 받는 학생들은 보다 노력하여 다른 학생의 모범이 되도록 해야 할 것

이며, 학업면에서도 좋은 성과를 내어야 할 것은 물론이려니와 훌륭한 인격을 형성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2) 장학금 종류

장학금에는 교내장학금과 외부 장학단체로부터 지급받는 교외장학금이 있다. 

(1) 교내장학금

·국고 및 기성회 장학금

등록금 일부 또는 전액을 면제하여 주는 장학금으로서 입학금, 수업료, 기성회비 면제 

장학금이 있다. 수업료 면제 장학금의 경우 각 대학 등록생수의 30%인원의 범위내에

서 수혜를 받고. 기성회비 면제(기성회비 전액 및 반액 면제) 장학금의 경우 각 대학 

등록생수의 1`1%이내의 범위에서 수혜를 받는다. 

·법인장학금

재단법인 충북대학교 발전기금재단에서 지급하는 장학금으로서 교육독지가 장학금인 

김유례장학금, 신언임장학금, 최공섭․전정숙장학금, 임순득장학금, 양미숙장학금, 여석

대지장학금, 박정섭장학금, 김교민장학금, 정범모장학금과 개신장학금, 발전기금이자

사업비로 지급하는 장학금 등이 있다. 교육독지가 장학금은 학업성적이 극히 우수하

고 가정형편이 어려우며 장래가 촉망되는 학생에게 지급되고, 개신장학금 및 기타 장

학금은  품행이 방정하며, 학업성적이 우수한 학생에게 지급한다. 

(2) 교외장학금

외부단체(별표1)로부터 지급되는 장학금으로써 현재 약104개 단체에서 년간 2,760여

명에게 학비를 보조하고 있으며 장학금의 수혜요건(계열, 학년 및 성적) 등은 해당 

단체의 지급규정에 따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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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외장학금 현황

 (단위 : 원)

구    분 재단(단체) 장학생수 장학금액 비 고

법인장학금 김유례장학금 8 15,222,000

신언임장학금 16 33,815,000 　

신언임로스쿨 10 49,995,000 　

최공섭.전정숙장학금 8 17,904,000 　

임순득장학금 12 25,574,000 　

양미숙장학금 2 3,866,000 　

여석대지장학금 2 3,734,000 　

박정섭 장학금 2 5,086,000 　

김교민장학금 2 3,794,000 　

정범모장학금 3  5,574,000 　

개신장학금 126 126,000,000 　

개신한가족장학금 36 27,700,000 　

사범장학금 2 4,185,000 　

으뜸장학금 2 3,574,000 　

의행장학금 1 3,977,000 　

청람장학금 1 2,974,000 　

체육학과장학금 1 2,158,000 　

특용식물동문장학금 2  4,216,000 　

법인장학금(지정기부금) 18 90,000,000 　

생활대교수동문장학금 3 6,424,000 　

교외장학재단 가송재단 1  5,000,000 

경동송천재단 2   6,000,000 

경원문화재단 2  3,000,000 

공군본부 6 15,707,000 

관정이종환교육재단 2 10,000,000 

교육역량강화사업 860 584,241,500 

국가연구장학생(대학원) 23 114,000,000 

국가장학생(학부) 339 654,647,000 

금호아시아나문화재단 16 34,720,000 

남강장학회 4  8,328,000 

농촌희망재단 57  127,000,000 

농협문화복지재단 10 21,355,000 

누리장학금 304 540,743,000

대한건설협회 2 4,000,000

대한전기협회 1 1,500,000

도곡장학회 3 6,000,000 

동부문화재단 9  19,12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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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재단(단체) 장학생수 장학금액 비 고

교외장학재단 두을장학재단 7  16,896,000 

멘토링장학금 70  24,075,000 

미래드림장학금 434  903,600,500 

미래에셋 박현주재단 10 19,022,000 

미래의동반자재단 8  18,328,000 

미래한국100년인문학장학 31  59113000 

박성연 장학회 1 1,000,000 

벽산장학문화재단 2 5,000,000 

산학협동재단 2 6,000,000 

삼공장학재단 1  1,100,000 

삼성고른기회장학재단 1   1,757,000 

삼원장학재단 1 1,000,000 

삼일문화재단 2  3,746,000 

삼화지봉장학재단 1  1,500,000 

상덕장학회 1  1,000,000 

서울과학장학회 2  6,000,000 

선암장학재단 2  4,000,000 

성보장학회 1  2,000,000 

성북학술재단 2  3,514,000 

성음문화재단 2 2,000,000 

소강민관식육영재단 1 5,000,000 

송파재단 2 5,086,000 

신라문화장학재단 2 4,900,000 

신한은행 청주중앙지점 2 3,400,000 

아산사회복지장학재단 6 15,128,000 

연강재단 4 12,508,000

염곡문화장학재단 1 1,600,000 

오뚜기장학재단 2 4,216,000 

오성장학재단 2   2,000,000 

오운문화재단 4   7,392,000 

우덕재단 6 11,682,500 

월악장학문화재단 2  2,000,000 

윤곡장학재단 4    4,800,000 

인송문화재단 2   3,000,000 

정부초청외국인장학금 4 8,250,000 

정수장학회 15 32,487,000 

제천시(청소년자립지원) 1  1,000,000 

조비경농장학재단 4 8,432,000 

주식회사 태인 1 8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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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재단(단체) 장학생수 장학금액 비 고

교외장학재단 차상위계층(사랑드림)추가 6 2,536,000 

청원군(새마을자녀장학금) 7 5,438,160 

충북인재양성재단장학금 14 70,000,000 

충청에스엔지 1  1,000,000 

충청장학문화재단 1  1,000,000 

키움증권주식회사 2 3,574,000 

튜터링장학금 52  14,475,000 

평창장학회 1 800,000 

평통여성장학재단 1   1,000,000 

하림장학재단 3  4,500,000 

한국반도체산업협회 1   10,000,000 

한국장애인복지진흥회 2 3,000,000 

한국전력공사 1    2,343,000 

한국지도자육성장학재단 2 5,636,000 

한국퀄컴주식회사 1 2,343,000 

해군본부 6  16,020,600 

현대자동차주식회사 4 10,500,000 

형애장학회 2 4,932,000 

혜춘장학회 1 3,000,000 

홍산장학재단 6 7,200,000 

희망드림 장학금 84  92,400,000 

KSD나눔재단 1 1,787,000 

LG연암문화재단 6  12,750,800 

계양소방소 2 2,026,080 

부여소방서 2   1,140,000 

연기소방서 1   570,000 

증평소방서 1  1,300,000 

청주소방서 5 5,927,650 

계 2,760 4,092,666,790 

(3) 법인 해외유학 장학금

재단법인 충북대학교 발전기금재단에서는 모교졸업 또는 재학생 중 매년 유학희망자 

2명을 선발 유학장학금을 지급한다.  

 3) 장학생 자격

  (1) 장학생은 학칙과 규정에 따라 우리대학교 재학생으로서 품행이 방정하고 학업성적이 

우수하며 학비조달이 어려운 학생중에서 선발한다. 

  (2) 장학생 자격 상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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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과 같은 사유가 발생할 때에는 장학생으로서의 자격이 상실된다. 

·징계처분을 받은 경우

·등록일 이전에 휴학·자퇴하였거나 제적된 경우

·기타 학비 보조가 필요없다고 판정되었을 경우

 4) 장학금 수혜기간

  (1) 장학금 수혜기간은 1개 학기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장학금을 지원하는 자가 자격

조건을 설정하여 계속 추천을 요하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5) 장학생 선발 절차

  (1) 학과장은 적격자를 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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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고 및 기성회 장학금은 등록금 납입고지서에 장학금액 만큼 사전감면하며, 교외장학금 

및 법인장학금은 등록금납입고지서에 사전감면 또는 현금으로 직접 지급한다. 

나. 학자  출

 1) 정부보증학자 대출제도

가정형편이 어려워 대출을 희망하는 학생에게 등록금을 마련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정

부학자금대출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1) 대출종류 

  - 취업후 상환 학자금대출(대출 시점으로부터 상환기준 이상의 소득이 발생하면 상

환이 개시되며, 대출원리금 전액상환)

  - 일반 상환 학자금대출(거치기간 10년 + 상환기간 10년)

(2) 대출금액 : 등록금 + 생활비

(3) 대출취급기관 : 농협외 기타금융기관

(4) 대출절차 

- 대출신청 : 학생은 정부학자금 포탈사이트에 접속하여 본인 인증을 거쳐 회원가

입후 학자금 대출신청서 작성.

- 증비서류 제출 : 대출 관련 증빙서류를 재학 중인 대학의 담당부서에 제출.

- 대출대상자 추천 : 접수된 서류를 확인하여 대출대상자로 추천.

- 신용확인 및 통지 : 신용보증기금의 신용정보 확인을 거쳐 최종대출자가 결정되

면 학생은 대출신청시 기재한 이메일․SMS로 대출 심사결과를 통보받아 학자금대

출 포탈사이트에 접속하여 확인.

- 대출약정 체결 및 대출 실행 : 학생은 대학의 등록금 납부 기간동안 은행 영업점

이나 인터넷뱅킹 페이지를 방문하여 대출약정을 체결 한 후 대출실행을 완료하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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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금은 학교계좌로 생활비는 학생개인계좌로 입금.

 2) 한국장학재단 농촌출신 대학생 학자금 융자

농어촌 지역에 주소를 둔 학부모의 대학생 자녀로서 등록금 범위내에서 융자신청할 수 

있으며, 본인의 신청과 총장 추천 후 한국장학재단 선발심사를 거쳐 수혜를 받으며 상환

은 졸업후 1년이 경과한 날이 속하는 다음달부터 학자금대여 받은 기간의 2배에 상당하

는 기간 범위내에서 융자금을 월별, 기별, 일시상환 할 수 있다.

4. 후생 복지시설

가. 학생회

학생회관은 학생들의 교내생활에 불편이 없도록 학생자치활동공간 등 제반 편의시설을 

제공함으로써 교내생활을 더욱 편리하게 해주고 후생복지를 증진하기 위해 지상 3층(연

2,000평)의 제1학생 회관과 지상4층(연820평)의 제2학생회관이 있다. 

 1) 편의시설 현황

  (1) 제1학생회관

1층 : 한빛식당, 매점, 종합인력개발원, 우체국, 복사실

2층 : 별빛레스토랑, 보건진료원, 혈액원, 세미나실, 여학생휴게실

3층 : 소비조합, 신문방송사, 총학생회, 총여학생회, 총대의원회, 교지편집위원회, 

학생복지위원회, 이발소, 미용실, 소극장, 종합인력개발원(상담부, 여대생커

리어개발센터) 

  (2) 제2학생회관

1층 : 달빛식당, 동아리회의실

2층~4층 : 각종 동아리방

  (3) 개신문화관 매장

      종합매장, 커피숍, 제과점, 서점, 농협, 안경점, 여행사, 스포츠용품점, 전자제품, 구

두수선점, 도장점

나. 소비조합

충북대학교 소비조합은 1981년 11월 설립하여 현재까지 교직원과 학생의 후생복지를 

위한 사업을 운영 시장보다 저렴한 가격으로 이용자의 복리증진에 기여하고 있다. 

 1) 사업현황

식당사업(직영4개소), 매점사업[종합매점, 매점(직영1, 임대1), 제과점, 커피숍], 자판기

운영(커피 36, 캔 70, 우유 9개소) 등을 운영하고 있다. 

 2) 식당시설 사용 절차

식당 사용은 학내 공식행사에 한하여 신청서(소정양식)를 작성하여 지도교수 및 대표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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날인을 한 후 학생과(소비조합)에 제출하여 허가를 받은 후 사용한다.(신학생회관 1층 

한빛식당만 사용가능) 

다. 학생생활

 1) 청주시 및 청원군 이외지역 출신학생의 면학을 위한 편의제공과 규율과 질서있는 공

동생활을 통하여 협동, 자치정신을 함양하고, 인격도야에 기여하기 위하여 590명을 

수용할 수 있는 여학생 기숙사 2동과, 749명을 수용할 수 있는 남학생 기숙사 4동을 

개관 운영하고 있다(부속기관 소개란참조). 

 2) 입사절차는 매학기 개시전 기간을 정하여 입사원서를 제출받아 소정의 절차를 거쳐 

선발한다. 

라. 보건진료원

1) 설립목

보건진료원은 학생과 교직원의 보건관리와 진료를 통하여 건강한 대학생활을 유지․도모

하고자 1978년 12월 20일 설립되었다. 

2) 조직

원장 산하에 진료부와 보건부를 두고 있으며 진료원의 운영을 심의하기 위하여 운영위

원회를 두고 있다. 

원  장

운영위원회

보건부 진료부

진

료

실

치

료

실

약

국

병
리
검
사
실

3) 기능

 (1) 진료실 : 질병상담 및 환자진료

 (2) 치료실 : 상처소독, 간단한 수술, 주사 , 예방접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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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일
일반진료 전문진료

비  고
진료과목 진료시간 진료과목 진료시간

월

화

수

목

금

일반진료

"

"

"

"

09:30~17:30

"

"

"

" 이비인후과 13:00~15:00

점심시간

12:00~13:00

 (3) 약 국 : 처방에 의한 약품조제 및 투약

 (4) 병리검사실 : 혈액학적 검사, 혈청학적 검사, 생화학적 검사, 요 검사

4) 진료안내

진료는 일반진료와 전문진료로 구분되며, 전문진료는 충북대학교병원에서 의료진을 파

견하여 진료하고 있다.

5) 이용안내

보건진료원을 방문하여 약국에서 접수한후 진료를 받는다.

6) 검사  방 종

 (1) 혈액학적 검사 : 백혈구수, 적혈구수, 혈색소농도, 헤마토크릿트, 혈소판수

 (2) 생화학적 검사 : 간기능, 혈당, 혈중단백, 콜레스테롤 등

 (3) 혈청학적 검사 : B형간염 검사, HBe항원검사, 매독검사

 (4) 요 검사 : 비중, 백혈구, 아질산염, PH, 요단백, 요당, 케톤, 유로빌리로젠, 빌리루빈

             잠혈

 (5) 혈액형 검사(ABO,Rh)

※ 간염항원 및 항체검사, 간기능검사 결과에 따라 간염예방접종을 실시한다. 

7) 방역소독 사업

실시시기 및 횟수 : 연 5회 실시(4월, 6월, 8월, 10월, 12월)

8) 보건통계

 (1) 진료통계 : 대학별, 질병별, 건강검진 통계

 (2) 보건진료원 연보 격년 발행

9) 보건진료원 홈페이지(http://web.chungbuk.ac.kr/~health) 개설 가동

보건진료원에서는 학생과 교직원의 건강유지와 보건향상을 위하고 건강한 대학생활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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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지할 수 있도록 ‘보건진료원 홈페이지’를 개설하여 가동 중에 있다. 

10) 특별사업

 (1) 신입생 건강검진

  - 대상인원 : 신인생 전원 - 실시시기 : 매년 3월초

  - 검사항목 : 진찰, 혈압, 체격(신장·체중·비만도), 혈액학적 검사, HBsAg, HBsAb, 

GOT, GPT, r-GPT, T-Bil, T-Pro, Alb, BUN, Creatinine, 

T-cholesterol, B-Glucose, 흉부방사선 촬영

 (2) 재학생 건강검진

  - 대상인원 : 2,3,4,5학년 재학생 - 실시시기 : 매년 9월

  - 검사항목 : 진찰, 혈압, 체격(신장·체중·비만도), 혈액학적 검사, HBsAg, HBsAb, 

GOT, GPT, r-GPT, T-Bil, T-Pro, Alb, BUN, Creatinine, 

T-cholesterol, B-Glucose

 (3) 독감예방접종 : 매년 10월중 실시

마. 구내 융기

 1) 우체국

학생생활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신학생회관 1층에 설치·운영하고 있으며 제반 우

편물의 접수, 발송, 우표, 엽서, 수입인지 판매, 우체국쇼핑몰, 우편환, 은행- 보험업무, 

공과금수납 등을 취급하고 있다.  

  ·주요 취급업무

  - 우편업무

      1) e-그린우편(전자우편) : 고객이 작성한 문서를 다수의 수신자에게 우편물을 제

작하여 배달하는 서비스

      2) 경조카드 : 직접 찾아 갈수 없는 분들게 감사, 축하, 위로 등의 마음을 담아 배달

      3) 맞춤형서비스 : 맞춤형편지, 나만의전자그림카드, 맞춤형우편엽서, 나만의우표 

서비스

      4) 우체국특산물(우체국쇼핑) : 각지의 다양한 특산물을 생산자와 소비자를 직접 연

결하여 전국 어느곳이든 빠르고 안전하게 배달하는 

서비스

      5) 국제특급우편(EMS) : 우편을 취급하는 모든 나라 상호간에 긴급한 서류, 물품 

등을 EMS라는 공동명칭의 특별운송망을 통해 가강 신속

하고 안전하게 배달해 주는 제도

    - 금융업무 

      1) 입출금이 자유로운 상품 : 웰빙우대, 주니어우대, 2040+@, 저축예금 등 고객이  

자유롭게 선택

      2) 목돈운영을 위한 상품 : 챔피언예금, 실버우대, 주니어우대, 이웃사랑, 2040+@

정기예금 등 고객의 연령대별로 선택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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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경조환서비스 : 바쁜생활로 각종 경조사에 참석 못하는 경우에 송금인이 신청한 

송금액과 경조카드를 함께 배달해주는 서비스

      4) 365 자동화 코너 운영 : 신학1층(식당옆) 현금입출금기 1대, 현금인출기 1대 운영

                                (운영시간 07~23:30)

      5) 전자금융서비스 : 인터넷뱅킹, 모바일, 폰뱅킹, 자동이체 서비스

    - 보험업무 : 국내 유일의 국영보험인 우체국보험은 보험의 보편화를 통해 국민의 경

제 생활안정과 공공복기 증진에 기여  

  2) 농협

  가) 일반사항

   (1) 위치 : 개신문화관 지하 1층

   (2) 연혁

    - 1987. 9. 24 : 출장소 개설(7명)

    - 2010. 1. 18 : 현 위치로 이전(12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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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성회직 퇴직금담보 대출

     - 각종 주택 및 부동산 담보 대출

     - 전자금융 활성화를 위한 e-뱅킹대출

     - 인터넷 대출

     - 급여소득자 신용대출 

   (3) 전자 금융 서비스

     - 자동화 기기 설치 

     - 365자동화 코너 운영 : 도서관 현관(동문) 현금입출금기 2대, 농협건물 내 현금입

출금기 3대운영

운영시간 : 오전 8:00 ~ 오후 10:00

     - 점외 자동화 기기 운영 (운영시간 : 오전 9:00 ~ 오후 4:00)

충북대 본부 민원센터내 : 현금입출금기 2대, 양성재 1대, 중문 3대

학연산공동연구원 휴게실내 : 현금입출금기 1대

     - 농협 텔레뱅킹 : 전화 한통화로 모든 금융거래 가능

     - 농협 인터넷뱅킹 : 가정이나 사무실, 학내 인터넷 연결 컴퓨터에서 예금의 가입부

터 대출까지 모든 금융거래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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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동이체서비스 : 전기요금, 전화요금, 국민연금보험료, 기타 각종 공과금을 예금

계좌에서 자동출금하여 납부하는 서비스

   (4) 공제(보험) 업무

     - 각종 질병 보장 : 농협CI공제Ⅱ, 농협종신공제Ⅱ, 클리닉 건강 공제, 실손의료비공제 

     - 교통사고 보장 : 농협 운전자 안심공제

     - 높은 이율 및 배당금, 보장을 하나로 혼합한 저축성 공제 :베스트파워연금공제,    

 베스트함지박공제,   

 세테크연금공제

     - 기타 : 내집사랑화재공제 / 일반화재공제

   (5) 우대고객서비스

     - 하나로 가족 고객(매년 분기마다 선정, 통장표시)

     - 혜택 : 대출금리우대, 무보증대출, 예금관련수수료면제, 송금수수료면제, 주말농장

무료분양 등

   (6) 부대서비스 제공

     - 농협신용카드(BC, VISA) 및 플러스카드, 직불카드, 체크카드 발급

     - 기프트카드 판매

     - 다기능 학생증카드 발급

     - 충북대학교 등록금 수납

     - 기숙사비, 계절학기 수납

   (7) 기  타

     - 충북대학교 발전기금 출연 : 17억(2009년도말 기준)

     - 충북대학교 장학금 지급 : 2억 8천 만원(2004년도말 기준)

     - 충북대학교 E-Campus 구축 : 10억원 지원

     - 충북대학교 학사지원과 민원센터 학생증 즉발기 설치 및 대여, 소모품 일체 공급

5. 123학군단

가. 학과 학군단

학군단은 초급장교 양성의 도장으로 장차 사회의 지도자적 자질을 향상시키고 올바르고 

건전한 학생생활을 유도하며, 문무겸전의 인격도야와 학군무관 후보생요람으로 자리잡게 

되었다. 

나. 연 

본 학군단은 1964년 1월 1일 창설되어 66년에 학군 4기를 최초로 임관시킨 후, 70년

에는 증편되어 청주대 학군단을 분단으로 인가받은 후 76. 2. 1 청주대 학군단을 창설, 분

리하였고, 84년 증편되어 서원대 학군단을 분단으로 인가받았으며, 87년 다시 증편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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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원대 후보생 과정을 인가받은 후, 83. 3. 1일 교원대 학군단을 창설 분리시킨 후 2000. 

12. 29 서원대학군단이 분단으로 승격, 분리 시켰으며 97년부터 2002년까지 6년 연속 최

우수 및 우수학군단으로 선정되는 등의 연혁을 가지고 있다. 2010년 현재까지 2,784명을 

임관시킨 전국 상위권 학군단으로 자리 매김하고 있다.

다. 주요업무

 1) 학군사관 후보생 모집

  가) 모집인원 : ᄋᄋ명

  나) 지원자격

만 17 - 23세 이하의 4년제대학 1,2학년 재학생(5년제 학과 재학시 2,3학년 재학생)

장교임용결격사유가 없는 자(대학평점 평균 C학점 이상)

  다) 지원서 교부 / 접수 : 매년 3 - 4월(학군단 행정실) 

  라) 선발

1차 : 서류전형(수능 및 대학성적), 면접, 체력검정

2차 : 신체검사

최종 : 인성검사 / 신원조회

※ 합격자 발표 : 11월

  마) 특전

- 소위임관․중위전역 또는 보직연장 및 장기복무

- 의무복무 기간 : 2년 4개월(장교중 최단기) 

- 국내․외 민간 대학원 국비취학가능(장기지원자) 

- 장교 임관후국내·외 석·박사학위 취득 기회부여

- 희망 및 전공학과 고려 병과분류 보직 활용

- 전역시 직업보도 실시

- 각종 기업체에서 학군출신 장교우대 선발 및 처우

 2) 군장학생 모집

  가) 모집인원 : ᄋᄋ명

  나) 지원자격

1학년 : 만 17세~22세, 2학년 : 만 18~23세(5년제 학과 3학년 재학생 : 19~24세)

장교임용결격사유가 없는 자(대학평점 매학기 평균 C학점 이상)

  다) 지원서 교부 및 접수

전반기 : 3~4월, 후반기 : 9월, 학군단 행정실

  라) 선발

1차 : 서류전형(수능 / 대학성적), 면접, 체력검정

2차 : 신체검사

최종 : 인성검사 / 신원조회

※ 합격자 발표 : 전반기 8월 / 후반기 12월

  마) 특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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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사사관 후보생으로 자동 선발

- 학군사관후보생 선발시 가산점 부여, 선발시우대

- 대학졸업시까지 등록금 전액지급

- 희망 및 전공학과 고려 병과분류 보직 활용

- 전역시 직업보도 실시(대기업체 우대선발 및 처우) 

- 국내·외 민간대학원 석·박사위탁 교육기회 부여(장기복무지원시) 

- 군장학생희망자 : 신입생 병역관계 신고시 지원여부 작성

 3) 학사사관후보생 모집

  가) 모집인원 : ᄋᄋ명

  나) 지원자격

- 4년제대학 졸업 및 졸업예정자(만 20 - 27세) 

- 장교임용 결격사유가 없는 자

- 각군 사관학교 및 사관후보생 과정에서 퇴교당하지 않은 자

- 지원서교부 / 접수 : 9월~10월(학군단 행정실) 

  다) 선발

1차 : 서류전형(수능 / 대학성적), 면접, 체력

2차 : 신체검사

최종 : 인성검사 / 신원조회

※ 합격자 발표 : 익년 3월

  라) 특전

- 최단시간 교육후 소위로 임관 : 12주 / 육군3사관학교 입교(익년 6월)

- 국내·외 민간대학원 석·박사 위탁교육 기회 부여(장기복무 지원시)

- 전역시 일반기업체에 취업 알선

 4) 여군사관 모집

  가) 모집인원 : ᄋᄋ명 

  나) 지원자격

- 대학졸업자 및 졸업예정자(익년 7월 1일 기준 만 20세~27세 이하 미혼여성)

- 신체검사 결과 3급 이내인 자

  다) 지원서 교부 및 접수 : 9~10월, 학군단 행정실

  라) 선발

- 1차 : 서류전형(수능 및 대학성적), 면접, 체력검정

- 2차 : 신체검사

- 최종 : 인성검사 / 신원조회

※ 합격자 발표 : 익년 1월

  마) 특전

- 최단기간 교육 후 소위로 임관

- 교육 중 장교후보생으로서 품위유지에 필요한 충분한 급여, 피복, 급식 일체제공

- 능력과 적성에 따른 전문분야 보직 활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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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내 민간대학원 자비 및 국비 취학 가능

- 우방국 해외유학 및 연수

- 군내 특기분야 교육 : 전산, 공수, 외국어(통역 및 번역교관)

 5) 병무상담

  가) 상담시간 : 매일 09 : 00~17 : 00(주말 제외) 

  나) 상담장소 : 학군단 행정실

Tel : 043 - 261 - 3097 / FAX : 274 - 5126

  다) 내용

학군사관, 여군사관, 군장학생, 학사사관 모집안내

  라) 기타 병무상담

종류 : 육․해․공군, 여군장교, 사병 모집안내 등

※ 지방병무청 모병관실(전화 : 274- 3611) 

6. 종합서비스센터(TSC) 업무 안내

종합서비스센터(Total Service Center)란?

학생, 교직원 및 민원인의 각종행정 편의를 제공하고자 각 기관(부서)별로 업무분장에 

의해 나뉘어진 행정서비스를 한 장소에서 보다 빠르고 편리하게 처리함으로써 이용자에게 

효율적인 One-Stop 서비스를 제공하는 장소이다.

나. 종합서비스센터 치  업무시간

· 위치 : 본관 1층

· 업무시간

· 평    일 : 09:00 ~ 18:00

· 홈페이지 : http://www.chungbuk.ac.kr/kor/u06/f09/index.js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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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육비납입, 학적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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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영문 : 재학, 성적, 졸업예정, 재적, 휴학, 제적, 수료

    (나) 대학원

      · 국문 : 재학, 성적, 학위수여, 학위수여예정, 재적, 휴학, 제적, 과정수료, 과정수 

료예정, 교육비납입, 학적부

      · 영문 : 재학, 성적, 학위수여, 학위수여예정, 재적, 휴학, 제적, 과정수료, 과정수 

료예정

   (2) 증명서 자동 발급기

    (가) 설치장소

      · 도서관 1층 로비(2대) : 매일 24시간

      · 종합서비스센터 내 : 09:00~18:00

   (3) 민원우편 증명신청 발급

   · 우편민원으로 각종 증명서를 발급 받고자 하는 경우 가까운 우체국을 방문하여 민

원 우편증명 발급신청서 기재 후 증명수수료를 동봉하여 송부하면 회신용 봉투로 

증명서 발급

   (4) 어디서나 민원 증명신청 발급

   · 학교를 방문할 여유가 없이 급하게 증명서를 필요로 할 경우 전국의 모든 시, 군, 

구청, 읍, 면, 동사무소 중 가까운 곳을 방문하여 어디서나 민원 증명발급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하면 정해진 시간에 증명서를 발급

   (5) 인터넷 신청 발급

   · 우리대학 홈페이지의 개인종합정보시스템에 로그인하여 인터넷 증명 신청란에 신청

하고, 학교에서 지정한 계좌번호(농협304-01-231231)로 증명료(국문 300원/1장, 

영문 600원/1장)와 익일특급료(3장까지 1,840원, 5장까지 1,930원, 15장까지 

2,050원, 20장까지 2,170원)를 당일 15시 이전까지 온라인 입금하면 다음 날 오전

이나 오후 수령가능

   · 충북대홈페이지:CBNU UIS(종합정보시스템) 로그인 (개인번호:학번, 비밀번호:주민

번호 뒷자리(졸업생)→증명발급신청)

   (6) 웹증명 발급

   · http://chungbuk.certpia.com/에서 회원가입 후 필요한 증명서를 핸드폰결재(신용

카드결재)를 통해 본인의 프린터로 직접 발급

      - 공인인증서가 있는 경우 회원가입하지 않고 공인인증서로 직접 로그인 가능

  나) 휴․복학 업무 처리

   (1) 일반 휴·복학은 휴·복학 신청기간에 홈페이지 개인 종합정보시스템에서 신청하면 

바로 승인된다.

   (2) 제출서류가 있는 (입대휴학, 제대복학, 입휴대체, 입휴연장, 질병휴학)경우는 반드

시 종합서비스센터를 방문하여 신청서와 제출서류를 함께 제출하여 승인받아야 한다.

       ※ 도서관 대출 도서는 반드시 반납 한 후 휴학 가능

       ※ 방문이 어려운 경우 전화상담 후 Fax 처리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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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자퇴원 처리

  · 퇴학원을 보증인 연서로 작성한 후, 지도교수, 학과장 상담날인 후 제출하면 승인처

리 됩니다.(외국인은 대외협력과 외국인 담당자 확인 후 제출)

  · 등록금 환불받는 자는 제적증명서, 등록금납입영수증(교육비납입증명서로 대체가능), 

본인명의 통장, 도장을 지참하여 경리과에서 등록금환불신청서 작성하고 제출하면 된다.

  라) 학적부 기재사항 정정원 처리

  · 성명, 생년월일, 주민등록번호 등을 변경하였거나 틀릴 경우 관련서류를 첨부하여 학

적부 기재사항 정정원을 제출하시면 학적부를 정정하여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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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외부장학금 신청 및 진학 등에 필요한 장학금 수혜 확인서 발급

   (5) 장학금 미수혜 확인서

   · 장학금 미수혜 확인서가 필요한 사람에게 발급

   (6) 부(복)전공 이수 예정 확인서

   · 부(복수)전공 이수 예정 확인서가 필요한 사람에게 발급

   (7) 예비군 편성 확인서

   · 예비군 편성 확인서가 필요한 사람에게 발급

   (8) 등록금 납부 확인서

   · 등록금 납입 내역이 필요한 사람에게 발급

   (9) 법학과목학점취득증명서

   · 사범시험에 응시하는 경우 법학과목으로 35학점 이상 취득했다는 확인서

   (10) 공인회계사학점취득증명서

   · 회계사시험 응시하는 경우 학점취득 확인서 발급

   (11) 체육지도자과목이수증명서

   · 2급 경기지도자 과목이수증명서, 2급 생활체육지도자 과목이수증명서를 발급

   (12) 기타 각종 확인서

   · 모국어로 수학한 사실확인서, 영문재입학예정확인서, 영문자퇴확인서, 영문학위기, 

(의대, 수의대), 영문편입학확인서, 교직과목개설확인서 등

  바) 각종 추천서 발급

   (1) 장학생 추천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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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교외 장학금 수혜를 위하여 총장 추천이 필요한 사람에게 발급

   · 추천서 발급 의뢰원(학과장 날인)을 작성하여 종합서비스센터에 제출

   (2) 취업 추천서

   · 기업체 및 각 기관에 취업을 위하여 총장 추천을 받고자 하는 경우 종합서비스센터  

 를 방문

  사) 학생증 재발급

  · 학생증을 분실하였거나 훼손되어 사용이 불가능하게 된 경우, 전자화폐신청서를 농협

(개신문화관 지하1층)에 제출하고 수령한 공카드, 반명함 사진 1장과 신분증을 가지

고 종합서비스센터 방문

  아) 교원자격증 재발급(국문, 영문)

  · 교원자격증을 분실한 경우 교원자격증 재발급 신청서와 주민등록증을 제출하면 재발

급 받을 수 있다.

  자) 등록금고지서 재발급

  · 등록금 고지서가 필요한 경우 종합서비스센터에서 출력 받을 수 있음

  차) 종합정보시스템 비밀번호 초기화

  · 비밀번호를 잊은 경우 신분증을 지참하고 방문 신청하면 초기화(주민번호뒷자리) 할 수 있음

  카) 국제학생증 발급

  · 자격 : 학부 재적(휴학생, 재학생)생과 대학원 재학생으로 해외 연구 및 관광으로 외

국에 갈 경우 발급 받을 수 있다.

  · 혜택 : 항공권 할인 / 국가별 교통패스 할인 / 박물관, 유적지, 문화재 무료 또는 할

인 연장 / 숙소할인

  · 절차 : 반명함 사진 1장과 재학증명서(타 대학교 학생에 한함), 국제학생증발급 신청

서를 종합서비스센터에 제출

  · 비용 : 14,000원(변동 가능)

  타) 교직원증 발급

  · 신분증을 가지고 농협을 방문하여 공카드를 수령하고 사진1장을 가지고 종합서비스  

     센터를 방문하면 즉시 발급 가능 

다. 학사상담 서비스

 1) 학사상담

 · 상담 분야 : 전과, 교직이수, 휴․복학, 계절학기, 타대학교 수학, 졸업사정, 등록금, 교

과과정, 재이수, 교환학생, 학점/성적, 재입학, 복수전공, 연계전공, 부전

공, 평생교육과정, 각종 제증명, OCU, 유급, 편입학, 자퇴/제적, 학사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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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등 학사관련 모든 분야(방문, E-mail, 전화)

 2) 학사상담이용방법

상담 방법 안내 비 고

1.종합서비스센터를 직접 방문하여 상담한다. 본부 1층

2.홈페이지 학사정보→학사정보→학사상담 간단한 질문을 한다.

3.종합서비스센터 학사상담 담당자에게 전화한다. 043)261-3305

4.학사상담 담당자에게 E-mail을 보낸다. cyhoon3@chungbuk.ac.kr

라. 다기능스마트카드학생증발

 1) 다기능스마트카드학생증 기능

 · 학생신분증명

 · 도서관 출입 및 자리 배석 시스템

 · 도서 대출

 · 전자 화폐

 · 전자 출석

 · 출입 통제

 · 현금직불카드 등

 2) 다기능스마트카드학생증 발급절차

 · 신입생

     - 다기능 스마트카드 학생증신청서를 작성(사진 1매 부착)하여 소속 대학 행정실에  

        제출

     - 단과대학 행정실에서는 신청서를 취합하여 학생과로 제출하여 농협중앙회 및 협력

업체에서 제작하여 일괄 발급

 · 복학생 및 재발급자(분실 등)

     - 전자화폐신청서를 농협 충북대 출장소(개신문화관 지하 1층)에 제출하고 공카드   

        수령

     - 신분증과 공카드를 종합서비스센터에 제출하면 즉시 카드 발급

 3) 카드관련 문의처

 · 학생과 : 학생증 관리 (261-2019~2022)

 · 종합서비스센터 : 학생증 (재)발급 (261-3305~3308)

 · 종합상황실 : 건물 출입통제 (261-3650)

 · 농협 충북대출장소 : 학생증재발급, 전자화폐사용, 금융사고 신고 

                        (265-5101,261-3122,1588-2100(A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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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충북 학교 총학생회칙

제정 1985.10. 8. 규칙 제156호

제2차 개정 2006. 4. 3.

제 1 장  총   칙

제 1 조(명칭) 본 회는 충북대학교학생회(이하“본회”)라 칭한다. 

제 2 조(목적) 학생회는 자율적인 자치활동을 통하여 민주시민으로서의 자질을 개발하고 

전공분야에서의 창의적인 학문활동을 영위함으로서 국가사회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3 조(설치) 학생회는 충북대학교내에 둔다. 

제 4 조(기구) 본 회는 제2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총학생회, 총여학생회, 대의원총

회, 단대학생회, 단대대의원회, 동아리연합회, 교지편집위원회, 학생복지위원회를 둔다.

제 5 조(회원의 자격) 학생회의회원(이하“회원”)은 충북대학교의 재학생으로 한다. 다만, 

대학원생과 휴학생은 제외한다. 

제 6 조(권리와 의무) 

1. 회원은 선거권·피선거권을 가지며 학생회의 모든 자치활동에 참여할 권리를 가진다. 

2. 회원은 회칙을 준수하며 회비를 납부할 의무를 가진다. 

3. 본회의 회원은 본회의 운영전반에 관하여 알 권리를 가진다. 

4. 본회의 회원은 본회의 제반활동에 관련된 사항으로 어떠한 불이익의 처분도 받지 않을 

권리를 가진다.

5.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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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총대의원장이 해당교수위원회에 

참석하여 의견을 개진할 수 있다.(단 총학생회장, 총대의원장은 중앙운영위원회와 중앙

위원회의 수렴되고 의결된 사항에 한하여 의견을 개진해야 한다.)  

8. 징계에 관한 경우 해당 학생이 자기를 위하여 변론할 수 있다. 

제 7 조(임기) 

1. 본회의 각급 임원의 임기는 1년에 한한다. 

2. 각급 정·부회장은 동일직에 한하여 연임할 수 없다. 

제 2 장  학생총회

제 8 조(구성) 학생총회는 본회의 최고의결기구이며 회원전원으로 한다. 

제 9 조(업무 및 권한) 학생총회는 학생의 활동에 필요한 중요한 사항을 토의 결정한다. 

제10조(의장) 학생총회의 의장은 총학생회장이 되고 부의장은 총부학생회장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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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소집) 학생총회는 다음 각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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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할 때(여기서의 긴급이란 충북대학교 학생에 대한 현실적 피해를 야기 시

킬 수 있는 문제가 발생했을 때를 말한다.)  

제12조(의결) 학생총회는 회원 1/7이상의 참석으로 개최하고 참석회원의 2/3찬성으로 의

결한다. 

제 3 장  의원총회

제13조(지위) 대의원총회는 학생총회를 대신할 수 있는 최고의결기구이다. 

제14조(구성) 

1. 대의원총회은 본회의 대의원 전원으로 구성한다.

2. 대의원은 직접선거에 의해 선출된 각 학과 2, 3학년 학과대표로 하되, 3학년은 정

대의원, 2학년은 부대의원으로 한다. (단, 대의원 정기 및 임시총회에는 단과대학 대의

원회 정·부의장, 상임대의원, 정대의원만이 의결권을 가지고 참석하며, 정대의원 사고 

시 부대의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5조(임기) 대의원의 임기는 당해년 3월 1일부터 익년 2월말일까지 한다. (단, 대의원총

회 임원은 익년도 1학기까지 대의원으로 인정한다.) 

제16조(총·부의장) 

1. 총·부의장은 대의원총회에서 선출한다. 

2. 총의장은 대의원총회를 주재하고 업무를 총괄하며, 부의장은 총의장 사고시 그 직무

를 대행한다. 

제17조 (업무 및 권한) 

1. 회칙개정의 발의 및 심의 의결권 

2. 학생총회의 소집 요구권 

3. 운영위원회에서 상정한 학생회비의 심의 의결권 

4. 본회의 사업계획, 예산안의 심의 승인 및 결산심의권 

5. 본회의 회계 및 업무 감사권(단, 각 단대 학과 학생회비에 대한 감사는 각 단대 대

의원회의 발의에 한하여 단대 대의원회의 정기 감사를 실시할 수 있다.) 

6. 대의원총회 총·부의장 선출권 

7. 총학생회 정·부 학생회장에 대한 일괄불신임권 

8. 총학생회 정·부 학생회장과 중앙운영위원 및 각 자치기구장의 총회 출석 및 답변 

요구권

9. 총학생회 각부장에 대한 임명인준권 및 해임의결권 

10. 본회의 각급 임원중 감사결과 부정행위자가 발견될 때 학칙에 의한 징계요구권 

11. 학생자치활동에 관한 학교당국에 대한 건의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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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중앙자치기구 및 교지편집위원회 임원 임명인준권 및 해임의결권

    (단, 정·부회장은 제외한다) 

13. 기타 의결을 요하는 사항의 심의의결권 

제18조(소집) 

1. 대의원총회는 정기총회 및 임시총회로 한다. 

2. 정기총회는 3, 5, 9, 11월에 총의장이 소집하되 소집 4일전에 공고하여야 한다. 

3. 임시총회는 재적대의원 1/6이상이 요구가 있거나 중앙위원회의 요구가 있을시 총의

장이 소집하고, 운영위원회의 요구가 있을 시는 중앙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소집한다.

(단, 긴급을 요할 때는 예외로 한다)

4. 임시총회의 소집요구가 있을 때 총의장은 7일이내에 회의를 소집하고, 회의 3일전

까지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공고하여야 한다. (단, 긴급을 요할 때는 예외로 한다) 

5. 3, 4항에서 단서인 긴급이라 함은 제2장 11조 4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19조(의결) 

1. 대의원총회는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재적대의원 과반수 이상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대의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하며,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재투표를 실시한다. (단, 

재투표시 가부동수인 경우는 중앙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한다).

2. 대의원총회에서 상정된 안건은 20일 이내에 의결하여야 한다. 

3. 제17조의 1항, 7항은 재적대의원 2/3이상의 출석과 출석대의원 2/3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20조(중앙위원회) 

1. 대의원총회의 상설기구로 중앙위원회를 둔다. 

2. 중앙위원회는 대의원총회 총․부의장과 각 단과대학 대의원의장과 중앙사무국장으로 

구성한다. 

3. 중앙위원회 정·부의장은 대의원총회 총·부의장이 된다. 

4. 중앙위원회의 소집 

가)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한다. 

나) 정기회의는 1주일에 1회하되 그 시기는 중앙위원회에서 정한다. 

다) 임시회의는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 의장이 소집한다. 

라) 의결은 재적위원 2/3이상의 참석과 2/3이상의 찬성으로 한다. 

제21조(중앙위원회의 업무 및 권한) 

1. 대의원총회에 제출된 안건의 사전 심의권 

2. 본회의 회계 및 업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대의원총회에 보고 

3. 대의원총회 소집요구권 

4. 준예산 및 경정예산 승인권 

5. 중앙자치기구 및 교지편집위원회 위원 재임명 인준권

6. 운영위원회위원 및 교지편집위원회위원장 출석요구권 

7. 중앙위원회 의장은 운영위원회에 참석하여 발언할 수 있고, 중앙위원회위원은 운영

위원회의 요구시 중앙위원회에 참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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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한 안건을 심사하기 위하여 특별위원회를 둘 수 있다. (대의원

총회에서 안건처리시까지 존속) 

9. 정기·임시 총회 시 부결된 사항에 대한 최종 심의·의결권(단, 총회에서 대의원들

로부터 권한에 대한 위임을 받아야 한다 - 의결정족수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위임받

는다).

10. 충북대학교학생회칙 개정이 발의될 경우 중앙운영위원회와 협의한다.

제22조(중앙사무국) 대의원총회 상설기구로 중앙사무국을 둔다. 

1. 중앙사무국은 사무국장 및 분과별 사무국원, 서기로 구성된다. 

2. 사무국장 및 사무국원, 서기는 총의장이 임명하여 대의원총회의 동의 얻는다.

3. 사무국장은 중앙위원회의 위원이 된다. 

4. 중앙사무국은 기획, 총무, 홍보, 감사, 섭외분과로 구성된다. 

5. 중앙사무국의 역할은 대의원총회의 업무에 한한다. 

제23조(대의원총회 자체내 규정) 대의원회의 기타 필요한 사항은 본 회칙의 범위내에서 

자체 규정을 제정 운용할 수 있다. 

제24조(재정) 대의원총회의 예산은 독립하여 중앙위원회에서 작성한 예산안을 운영위원회

에서 심의하여 학생회비에 가산한다. 

제 4 장  총․부학생회장

제25조(임무)

1. 총학생회장은 학생회를 대표하며 학생회의 업무를 통괄하고 학생총회와 운영위원회

의 의장이 된다. 

2. 총학생회장은 학생자치활동에 관계되는 사항에 관하여 학교에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3. 부학생회장은 총학생회장을 보좌하며 총학생회장이 사고가 있을 때 그 업무를 대행한다. 

4. 총학생회장이 궐위된 경우에는 부학생회장이 이를 승계한다. 

제26조(임기) 총·부학생회장의 임기는 당해년 3월 1일부터 익년도 2월 말일까지로 한다. 

제27조(업무 및 권한) 

1. 집행부 각 부·차장을 추천하여 대의원총회의 인준을 거쳐 이를 임명한다. 

2. 학생총회, 운영위원회, 집행부 본 회의를 소집하고 그 업무를 주관한다. 

3. 필요한 경우 학생자치활동의 중대한 사항에 대하여 학교 당국에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4. 총학생회의 전체사업을 기획하고 사업계획서 및 보고서, 예산 및 결산안을 편성하여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대의원총회에 제출한다. 

5. 거교적으로 중대한 사항에 있어서 필요하다고 인정된 경우에는 총학생회장의 직속

으로 특별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다. 

6. 본회의 회칙개정에 발의할 수 있으며 대의원총회에서 개정된 회칙은 3일이내에 공고한다. 

7. 대의원총회에서 심의·의결된 안건을 4일이내에 공고한다. 

8. 대의원총회에서 승인된 예산, 결산안을 전체회원에게 공고한다. 

9. 집행부의 각 부·차장을 해임할 수 있으며 대의원총회의 중앙위원회의 동의를 얻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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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임명할 수 있다. 

10. 기타 총학생회장의 직무에 관한 사항을 집행한다. 

제 5 장  앙운 원회

제28조(지위) 본회는 총학생회의 최고운영기구이다. 

제29조(구성) 

1. 중앙운영위원회는 총학생회장 및 부학생회장, 총여학생회장, 단대학생회장, 동아리

연합회장, 학생복지위원장으로 구성된다. 

2. 중앙운영위원회의 위원장은 총학생회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부총학생회장이 된다. 

제30조(업무 및 권한) 중앙운영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업무 및 권한을 가진다. 

1. 학생회비를 책정하여 대의원총회에 상정한다. 

2. 학생회의 사업계획서 및 예산안, 결산안을 검토, 조정하여 대의원총회에 상정한다. 

3. 회칙 개정안을 발의하여 대의원총회에 상정한다. 

4. 대의원총회의 소집요구권(단, 중앙위원회의 심의를 거친다) 

5. 학생총회의 소집요구권 

6. 집행부의 업무 진행에 대하여 전반적인 사항을 심의, 검토한다. 

7. 기타 본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심의할 수 있다. 

8. 중앙운영위원은 대의원총회시 참고발언을 요구할 수 있다. 

9. 충북대학교학생회칙 개정이 발의될 경우 중앙위원회와 협의한다.

제31조(의결) 중앙운영위원회의 의결을 재적위원 2/3이상의 출석과 출석위원 2/3이상의 

찬성으로 한다. 

제32조(소집) 다음 각호의 경우 총학생회장이 소집한다. 

1. 총학생회장의 발의 

2. 중앙운영위원 5인이상의 소집요구시 

제 6 장  총학생회 집행부

제33조(지위) 집행부는 본회의 최고 집행기구이다. 

제34조(구성) 

1. 집행부는 총·부학생회장과 각 부장으로 구성한다.(총학생회는 사무국을 둘 수 있으며 

학생회의 사업을 원활히 하기 위해 필요한 부서를 7개에 한해 유동적으로 둘 수 있다).

2. 각 부장은 업무수행을 위해 1-2명의 차장을 둘 수 있다. 

제35조(업무 및 권한) 

1. 대의원총회 및 중앙운영위원회에서 결정된 제반사업과 그 업무의 집행 

2. 대의원총회 및 중앙운영위원회에 결산보고 

3. 집행부의 운영 및 사업계획보고서를 운영위원회에 제출 

4. 총학생회 예산 중 10%이상은 예산 자치제의 예산으로 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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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7 장  총 여 학 생 회

제36조(지위) 총여학생회는 여학생회의 최고 학생기구이다. 

제37조(구성) 총여학생회는 본교에 재학중인 여학생 전원으로 한다(단, 제적, 휴학생, 대

학원생은 제외된다). 

제38조(회장, 부회장) 

1. 본 회의 회장, 부회장은 총여학생회의 회원의 직선으로 선출한다. 

2. 총여학생회장은 총여학생회를 대표하여 총학생회 중앙운영위원이 된다. 

3. 총여학생회장은 여학생 총회를 주재하여 업무를 총괄하며, 부회장은 회장유고시 그 

업무를 담당한다. 

제39조(업무 및 권한) 총여학생회는 여학생들의 능동적 역할을 위한 제반 업무를 담당한다. 

제40조(임기) 임기는 3월 1일부터 다음해 2월말까지로 한다. 

제41조(집행부) 집행부는 총·부여총학생회장과 각 부장으로 구성한다.(총여학생회의 사업

을 원활히 하기 위해 필요한 부서를 7개에 한해 유동적으로 둘 수 있다).

제42조(상임위원회) 총여학생회 상임위원회는 총여학생회장, 부총여학생회장, 집행부의 각 

부장 및 단대 여학생 부장으로 구성하여 총여학생회 회칙에 준하여 운영한다. 

제43조(재정) 본 회의 재원은 학생회비로 지급되는 예산과 기타 보조비로 한다. 

제44조(회칙) 총여학생회의 기타 필요한 사항은 총학생회칙에 위배되지 않는 범위에서 총

여학생회 회칙을 정해 따른다.

제 8 장  각 단과 학 의원회

제45조(구성) 각 단과대학 대의원회는 각 대학의 최고 의결기구이며 해당 대학 대의원으

로 구성한다. 다만, 대의원수가 20인미만인 경우에는 각 대학특성에 따라 대의원을 구

성할 수도 있다. 

제46조(정․부의장) 

1. 각 단대 대의원회 정·부의장은 각 단대 전체학생들의 직접선거에 의해 선출된다.

(선거에 관한 규정은 선거시행세칙에 따른다)

2. 각 단대 대의원회 의장은 해당 단대 대의원회를 대표하며 중앙위원회 위원이 된다.

3. 각 단대 대의원회 부의장은 의장을 보좌하며, 의장 사고 시 그 직무를 대행한다.

4. 각 단대 대의원회 의장이 필요에 따라서 단대 상임위원회를 구성할 수도 있다.(단, 

단대 정·부의장을 제외한 상임위원수는 5인을 초과하지 못한다).

제47조(업무 및 권한) 

1. 각 단대 대의원회는 총학생회칙에 위배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대의원 총회의 회칙

에 준하며 그에 상응한 권한을 가지고 있다.

2. 각 단대 대의원회는 각 단대 학과 학생회비에 관한 감사 권한을 갖는다.(각 단대 학

과 학생회는 감사에 대한 지적사항 발생 시 제제조치 사항은 총대의원회의 감사세칙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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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9 장  각 단과 학 학생회

제48조(구성) 각 대학 학생회는 각 대학의 최고 학생기구이며, 당해대학의 재학생으로 구

성한다. 

제49조(정․부회장) 

1. 각 대학 학생회장은 당해 대학 학생회를 대표하며 그 업무를 통괄하고 각 대학 집

행부 각 부·차장을 추천하여 단대대의원회의 인준을 거쳐 이를 임명한다. 

2. 각 대학 부학생회장은 각 대학 학생회장의 업무를 보좌하며, 사고가 있을 때에는 그 

업무를 대행한다. 

3. 각 대학 학생회장이 궐위된 경우에는 부학생회장이 이를 승계한다. 

제50조(운영위원회) 각 대학의 운영위원회는 당해대학 학생회장, 부학생회장, 학회장으로 

구성하며 각 대학의 학칙에 준하여 운영한다. 

제51조(업무 및 권한) 

1. 각 대학의 학생회는 당해대학의 자치활동을 독자적으로 수행한다. 

2. 각 대학 학생회장은 당해 각 대학을 대표하며 총학생회 중앙운영위원이 된다. 

제52조(회칙) 각 대학은 총학생회칙에 상반되지 않는 범위내에서 회칙을 정한다. 

제 10 장  학   회

제53조(지위) 학회는 각 학과의 학술활동과 자치활동을 위한 자치기구이다. 

제54조(구성) 각 학과는 해당학과의 재학생으로 구성하며, 기타 제반사항을 각 학과 회칙

에 정한다. 

제55조(정․부학회장) 

1. 학회장 및 부학회장은 각 학회의 직접 선거에 의해 선출한다. 

2. 학회장은 학회원을 대표한다. 

3. 부학회장은 학회장을 보좌하고 학회장 궐위시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56조(업무 및 권한) 각 학회는 본 회칙에 위배되지 않는 범위내에서 독자적인 행사활동 

및 학술활동을 한다. 

제57조(재정) 각 학회의 재정은 학회에서 정한 회비와 보조금으로 한다.(단, 학회원은 회

비를 납부할 의무를 가진다) 

제58조(회칙) 각 학회는 본 회의 회칙에 위배되지 않는 범위내에서 자율적인 회칙과 조직

을 갖는다. 

제11장  동아리연합회

제59조(구성) 동아리연합회는 동아리연합회에 등록된 본교 모든 동아리로 구성된다. 

제60조(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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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동아리 대표자들의 모임에서 직접선거에 의해 선출된다.

2. 동아리연합회를 대표하며 총학생회 중앙운영위원이 된다. 

제61조(업무 및 권한) 동아리 연합회의 필요한 사항은 동아리연합회회칙에 정한다. 

제 12 장  학생복지 원회

제63조(구성) 학생복지위원회의 위원은 학생복지위원장이 선출하고 대의원총회의 인준을 

거쳐 위원장이 임명하는 10인이하 위원들로 구성한다. 

제64조(위원장) 

1. 학생복지위원장 선거권자는 중앙운영위원, 중앙위원회 위원으로 한다.

2. 학생복지위원장 후보는 선거권자 5인 이상의 추천을 받은 자로 한다.

3. (선출방법) 단독일 경우 선거권자의 1/2이상의 지지를 받은 자로 한다.

4. 학생복지위원장은 중앙운영위원회 위원이 된다.

제65조(업무 및 권한) 

1. 학생복지위원회는 전체 학생들의 복지, 인권, 문화에 관한 제반업무를 담당한다.

2. 도서관 업무에 관한 모든 사항을 담당한다.

제66조(임기) 위원장의 임기는 당해년 3월 1일부터 익년 2월말까지로 한다. 

제67조(회칙) 학생복지위원회의 기타 필요한 사항은 학생복지위원회칙에 따라 정한다. 

제 13 장  교지편집 원회

제68조(구성) 교지편집위원회는 편집장 및 편집위원, 수습위원으로 구성한다.

제69조(편집위원장) 편집위원장은 교지편집위원회를 대표하며, 전년도 편집위원에 의하여 

선출한다.

제70조(편집위원 및 수습위원) 편집위원 및 수습위원은 공개모집에 의하여 필기 및 면접

시험에 의하여 선출한다. 

제71조(업무 및 권한) 교지편집위원회는 학생자치 언론기구로서 교지편집에 대한 편집권

을 가지며 기타 언론활동을 담당한다. 

제72조(회칙) 교지편집위원회의 기타 필요한 사항은 교지편집위원회칙에 따라 정한다. 

제 14 장  재   정

제74조(재정) 학생회의 재정은 매학기 등록금과 함께 납부하는 학생회비로 충당한다. 

제75조(회계년도) 학생회의 회계년도는 매년 1학기 개시일로부터 익년도 2학기 종료일까

지로 한다. 

제76조(예산안의 관리 집행) 학생회비는 학교가 징수관리하되 그 집행은 대의원총회의 의

결을 거쳐 각 기구의 장이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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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7조(예산편성) 

1. 학생회의 예산안은 총학생회장이 회계연도 개시 후 15일 이내에 편성하여 대의원총

회에 제출한다.

2. 동일년도 1학기 삭감액은 2학기 총예산으로 이월된다.

3. 전년도 2학기 이월액(삭감액+미집행액)은 차기년도 총예산으로 이월된다.

4. 대의원총회는 예산안을 접수한 날로부터 10일이내에 심의하여 이를 총학생회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5. (가예산) 예산안이 소정기일내에 통과되지 못하여 학생회운영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

된 경우에는 각 기구장의 가예산을 편성하여 중앙위원회의 심의 의결로 필요한 예산을 

집행할 수 있다.(단, 가예산은 1/3을 초과할 수 없다.)

6. (경정예산) 예산수립후 통과한 예산안에 대해 사업을 변경할 필요가 있을때에는 경

정예산을 편성할 수 있으며 대의원총회 총의장의 동의를 거쳐야 한다.(단대는 단대의장

의 동의를 거쳐야 한다.)

7. (집행예산) 예산집행시에는 일체의 경비를 집행 할 때마다 학생회비 지출원칙에 의

한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각 기구는 회계장부를 비치하고 일체의 경비를 기록한다.

제78조(결산) 각 기구장은 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 5월, 11월 대의원 정기총회에 상정하여

야 하며, 대의원총회는 이를 심의하여 각 기구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79조(감사) 

1. 중앙위원회는 학기별로 학생회의 업무와 회계에 대하여 감사하여야 하며 그 시기는 

대의원 총회 총의장이 정한다.(단, 감사 시 감사위원회는 중앙위원회 위원들과 각 단대 

대의원회 상임위원으로 구성한다.)

2. 대의원 총회에 대한 감사는 감사위원 4명으로 구성하되 2인은 일반대의원으로 하고 

2인은 중앙운영위원으로 한다.(단, 추천방식은 총학생회에서 일반대의원 1인과 중앙운

영위원 1인을 추천하고, 총대의원회에서 일반대의원 1인과 중앙운영위원 1인을 추천하

는 방식을 취한다.)

제 15 장  선   거

제80조(총․부학생회장 등) 총·부학생회장 및 각 대학 정·부학생회장은 학생회 회원의 직

접선거에 의하여 선출한다.(단, 단독출마의 경우 선거권자 과반수 이상의 투표와 투표

자의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당선을 확정한다.)

제81조(대의원 총회 총·부회장등) 대의원 총회 총·부의장은 대의원 전원의 직접선거에 

의하여 선출한다.(단, 단독출마의 경우 선거권자 과반수 이상의 투표와 투표자의 과반

수 이상의 찬성으로 당선을 확정한다.)

제82조(선거방법) 전조의 선거는 보통, 직접, 비밀, 평등선거로 한다. 

제83조(선거시기) 

1. 총․부학생회장, 각 대학 정·부학생회장은 임기개시 전학기 11월중에 선출한다. 

2. 대의원 총회 총․부의장 선거는 11월 대의원 정기총회에서 선출하며, 각 단대 대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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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 정․부의장은 11월중에 각 단대 전체 학생들의 직접선거에 의해 선출한다.

제84조(선거관리위원회) 

1. 총․부학생회장 선거관리위원회는 운영위원회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총학생회

장이 된다. 

2. 각 대학 학생회장, 부학생회장 선거관리위원회는 각 대학 운영위원으로 구성하며 위

원장은 각 대학 학생회장이 된다. 

3. 대의원총회 총․부의장 및 단대 대의원회 정․부의장 선거관리위원회는 중앙위원회위원

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대의원총회 총의장이 된다. 

4. 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에 관한 모든 업무가 종료될 때까지 존속한다. 

제85조(출마자격) 본회의 총·부학생회장, 대의원 총·부의장, 각 대학 정·부학생회장, 

각 대학 대의원회 정·부의장은 4학기 이상의 등록을 필하여야 출마할 수 있다.(단, 단

대 대의원회 부의장은 3학기 이상 등록으로 출마할 수 있고 의대·수의대 정·부학생

회장은 본과 2학기 이상 등록을 필하였어도 출마할 수 있다.)

1. 4학기 이상 7학기 이내 등록한 자로 본교에 재학중인 자.

   (단, 편입생은 본교에 2학기 이상 등록한 자로 하며, 재입학생은 이수학기를 기준으

로 한다)

2. 전학년 이수학점 성적평균 2.00 이상인 자.

3. 총학생회 및 각 학생자치기구 집행부 임원은 그 직을 최초선거등록일 3일전에 사퇴

하고 사퇴한 날은 총대의원회에 통보된 날로 한다.

제86조(보궐선거) 

1. 총·부학생회장이 모두 궐위된 경우는 궐위된 날로 부터 15일 이내에 대의원 총회 

총의장이 주관하여 보궐선거를 실시한다. 

2. 각 대학 정·부학생회장이 모두 궐위된 경우에는 궐위된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각 

대학대의원의장이 주관하여 보궐선거를 실시한다.

   (단, 당해연도 보궐선거가 이루어지지 않을시 차기년도 해당대학 대의원장이 주관하

며, 단대 대의원 미구성시 총학생회장이 주관하여 실시한다)

3. 제1항과 제2항의 경우 잔여임기가 120일 이하인 경우에는 기획부장, 총무부장의 순

으로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87조(선거시행세칙) 

1. 선거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선거시행세칙에 의한다. 

2. 1항의 선거시행세칙은 법(선거법)이 정하고 있는 범위 내에서 만들어져야 한다.

제 16 장  회 칙 개 정

제88조(발의) 회칙개정은 총학생회장, 재적대의원 1/4이상 및 회원 500인이상의 발의로 

제안한다. 

제89조(의결) 회칙개정안은 총학생회장이 공고하고 공고일로부터 20일이내에 대의원 총회

에서 의결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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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0조(공포) 개정된 회칙은 총학생회장이 개정 의결 후 3일 안에 공포한다.

제91조(적용) 이 회칙은 공고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제정 1985.10. 8 규칙 제156호) 

1. (시행일) 이 회칙은 공고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개정 2005. 4. 1.) 

제1조(학칙시행 당시의 법령과 조약) 이 학칙 시행 당시의 법령과 조약은 이 학칙에 위배

되지 아니하는 한 그 효력을 지속한다.

부    칙(개정 2006. 4. 3.) 

이 회칙은 공고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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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총동문회

1. 총동문회 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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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창립총회에

서 회칙을 제정하고 임원을 선출함으로써 동문회가 창립되었다. 그 동안 국립대학과 종합

대학교로의 승격에 맞춰 충북대학동문회, 충북대학교동문회로 이름을 바꾸면서 현재의 충

북대학교총동문회로 변천하였다. 총동문회는 현재 10만여 식구를 가진 굴지의 동문회로 

성장하여 2010.3.26에 제56차 정기총회를 개최하였다. 

2. 총동문회 기구  사업개요

동문간의 친목을 도모하고 동문과 모교의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설립된 총동문회는 

고문 및 자문위원, 회장, 수석부회장, 부회장(90명), 상임이사(55명), 이사(200명),감사(2

명), 사무처장 등의 본부임원과 단과대학 및 대학원동문회, 학과동문회, 직장별 지회, 지역

별지부, 그리고 특수과정 동문회 등의 산하동문회가 조직되어 운영되고 있다.

동문회의 사업추진을 위하여 장학재단이사회, 회보편집위원회, 대책위원회, 홈페이지운

영위원회 등의 산하직할 기구를 조직하여 운영하고 있다.

3. 총동문회 임원(2010.3~2012.3)

회  장 : 김주섭

부회장 : 김태훈(수석), 최재형, 유한식, 김종천, 김현필, 남상래, 변상권, 신우인, 

         임상화, 손영철, 신계종, 이경구, 홍순규, 권장하, 김영분, 문상욱, 민경범, 

         이한철, 조재순, 최한기, 김명수, 박노균, 이경로, 하수용, 한창동, 곽소신, 

         김동욱, 손세원, 송석철, 정광용, 허  백, 박재훈, 변재경, 신현옥, 김병우, 

         이명원, 이인수, 송기진, 나명찬, 박경국, 엄태영, 윤의상, 김요식, 김형근, 

         반재홍, 이왕영, 임병덕, 정인철, 김진수, 김현택, 김황호, 박관선, 성석제, 

         유운기, 윤진환, 송태영, 이기동, 장덕수, 조천희, 최영호, 박종서, 신효원, 

         최현호, 신동엽, 윤혜경, 이우호, 이은봉, 이인호, 장윤식, 조성록, 최석근, 

         이기하, 이상수, 양태식, 이범우, 김대수, 유상용, 최현일, 강태원, 서래원, 

         권광택, 신두철, 이풍희, 정내헌, 김민호, 김종복, 장수정, 장순경, 홍순철

감    사 : 조완영, 성기정

사무처장 : 류길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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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충북 학교 총동문회 회칙

제 1 장 총 칙

제 1 조(명칭) 본회는 충북대학교총동문회라 칭한다(이하 “본회”라 칭한다.).

제 2 조(목적)본회는 회원상호간의 친목을 도모하며 모교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3 조(소재지)본회는 본부를 청주시 흥덕구 개신동 산 48번지에 두고 각 지역과 주요 

직장에 지부 또는 지회를 둘 수 있다. 

제 4 조(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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 5 조(회원의 구분) 본회의 회원은 정회원과 준회원 및 특별회원으로 한다. 

제 6 조(회원의 자격) 본회 회원의 자격은 다음과 같다. 

1. 정회원은 충북대학교(전신포함) 및 각 대학원 졸업생과 모교에서 2학기 이상의 교

육과정을 수료한 자로 한다. 

2. 준회원은 재학중인 자로 한다. 

3. 특별회원은 모교의 현(전)직 교직원과 모교발전에 기여한 자로서 이사회의 승인을 

얻은 자로 한다. 

제 7 조(회원의 권리와 의무) 본 회원의 권리와 의무는 다음과 같다. 

1. 정회원은 발언권, 의결권, 선거권, 피선거권을 가지며 회비부담과 회칙준수의 의무

를 진다. 

2. 준회원과 특별회원은 총회에 참석하여 발언권을 가지며 준회원은 입회비 부담의 의

무를 진다. 

제 3 장 임 원

제 8 조(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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 9 조(임원의 선임) 본회 임원의 선임방법은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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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회장은 상임이사회에서 선임하여 총회에 보고하고 감사는 총회에서 선출한다.

2. 부회장, 상임이사, 이사 선임은 회장에게 위임한다.

제 10 조(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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석하여 의견을 개진 할 수 있다. 

제 11 조(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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 12 조(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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 13 조(총회) 총회는 다음과 같이 구분하고 참석인원으로 성원되며 참석인원의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1. 정기총회는 매 회계연도 개시후 3개월 이내에 개최하고 회장이 소집한다. 

2. 임시총회는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또는 이사회의요청이 있을 때 회장이 소집한다. 

제 14 조(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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 15 조(이사회) 이사회는 다음과 같이 구분하고 참석인원으로 성원되며 참석인원 과반

수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1. 이사회는 회장, 부회장, 이사로써 구성하고 회장 또는 상임이사회의 요구가 있을 때 

회장이 소집한다.

2. 상임이사회는 회장, 부회장, 상임이사로 구성하며 이사회를 대행할 수 있다. 

제 16 조(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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 17 조(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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 18 조(위원회) 본회의 사업수행을 위하여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각종위원회를 둘 수 있다. 

제 6 장 지부  지회

제 19 조(지부 및 지회의 설치) 지부는 지역단위로 구성하되 회원 50인 이상으로 하고, 

지회는 직장 단위로 하되 10명 이상으로 구성한다. 

제 20 조(운영) 지부 및 지회의 운영은 본회 회칙에 준하고 그 특수성에 따라 규정을 따

로 둘 수 있다. 

제 21 조(등록) 지부 또는 지회를 설치하였을 때는 즉시회칙과 임원 및 회원 명단을 첨부

하여 본회에 보고하고 승인을 받아 등록을 하여야 한다. 

제 7 장 재 정

제 22 조(재원) 본 회의 재원은 회비와 찬조금 기타 수입금으로 충당하고 부과 금액은 상

임이사회 의결을 거쳐 총회에서 승인 받는다.

1. 입 회 비 : 30,000원

2. 연 회 비 : 30,000원

3. 평생회비 : 100,000원 이상

4. 임원회비 : 매년 예산편성에 따라 금액을 조정할 수 있다.

제 23 조(회계년도)

1. 본 회의 회계연도는 3월 1일부터 2월 말일까지로 한다.

2. 회계년도 개시후 예산이 편성되지 않을 경우에는 경상비를 전년도 예산범위 내에서 

지출할 수 있다. 

부    칙

본 회칙은 1978년 5월 11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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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 과 규 정

제 1 조 본 회칙 개정 당시의 충북대학 동문회 이사회는 개정된 충북대학교 동문회 회칙

에 의한 총회 및 이사회의 의결사항을 처리한다. 

제 2 조 본 회칙 개정당시의 충북대학 동문회 임원은 개정된 충북대학교 동문회 회칙에 

의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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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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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49명에 이르며, 앞으로 충북 

개신인들의 지속적인 재능개발 및 발전을 위하여 장학회는 장학기금조성 및 운영을 확대

해 나갈 방침이다.

현재 장학회 운영을 책임지고 있는 임원진은 이사장(총동문회장), 이사13명, 그리고 감

사 2명으로 구성되어 있다.

2. 장학재단 이사회 임원(2010년 재)

 이사장 : 김주섭

 이  사 : 김태훈, 손영철, 김현준, 권수한, 윤일로, 김상구, 연홍철, 김광렬, 김우성, 신민철, 

임상화, 박노균

 감   사 : 최현호, 김홍구

3. 재단법인 충북 학교총동문회 장학재단정

제 1 장 총 칙

제 1 조(목적) 이 법인은 공익법인의 설립 운영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따라 충북대학교 재

학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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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흥덕구 개신동 산48번지 충북대학

교내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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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

학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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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

산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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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

독청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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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외

한다)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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응

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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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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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받아 감독청의 허가를 받아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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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당해 회계년도의 수입금으로 상환할 수 없는 자금을 차입(이하정기차입금이

라 한다)하는 경우 차입하고자하는 장기 차입금액이 기본재산 총액에서 차입당시의 부

채총액을 공제한 금액의 100분의 5에 상당하는 금액미만으로서 차입하고자 하는 금액

을 포함한 장기차입 금액의 총액이 100만원 미만일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 14 조(임원 및 사무직원 보수 제한 등) 이 법인의 임원에 대한 보수는 지급하지 아니

한다. 다만, 실비의 보상은 예외로 한다. 사무처리를 위하여 사무직원을 두고 보수를 

지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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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유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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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설립운

영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특수관계에 해당하는 이사의 수는 제16조

의 이사 정수의 3분의 1을 초과하지 못한다. 

② 감사는 감사상호간 또는 이사와 제1항에 규정한 특수관계에 해당하는 자가 아니어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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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결

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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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사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이사 전원이 집회하고 또 그 전원이 이사회 소집을 요

구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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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불가능

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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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칙

으로 정한다. 

제 35 조(공고사항 및 방법) 법령의 규정에 의한 사항과 다음 각 호의 사항은 이를 충청

일보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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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명부

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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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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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 칙

본 정관은 2000년 5월 15일 부터 시행한다

부 칙

본 정관은 2002년 2월 28일 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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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충북 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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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론

과 그 응용 방법을 교수, 연구, 개발하며, 전문적인 지도자의 자질과 인격을 함양하여 국

가와 사회  발전에 공헌할 수 있는 인재를 양성하는데 있다.

제3조(교육조직)

  ① 이 대학교에 대학, 일반대학원․전문대학원․특수대학원(이하“대학원”이라 한다)을 두

며, 대학 및 대학원을 구성하는 기본 단위는 학과 및 학부(이하“학과(부)”라 한다), 전공

으로  한다.  

  ② 제1항의 일반대학원은 학문의 기초 이론과 고도의 학술 연구를, 전문대학원은 전문 

직업 분야의 인력 양성에 필요한 실천적 이론의 적용과 연구 개발을, 특수대학원은 직업인 

또는 일반 성인을 위한 계속 교육을 목적으로 한다.  

제4조(학위과정 등) 

  ① 대학에 학사학위과정을, 일반대학원 및 전문대학원에 석사학위과정과 박사학위과정

을, 특  수대학원에 석사학위과정을 둔다.

  ② 일반대학원에 석사과정과 박사과정을 통합한 “석․박사학위 통합과정”(이하 “통합

과정”이라 한다)을, 의학전문대학원에 “복합학위과정”을 둘 수 있다.

  ③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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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학협력촉진에 관한 법률」제8조에 따른 국가, 지방

자치단체 및 산업체 등과의 계약에 의한 직업교육훈련과정 또는 학과와 산업교육특별과정 

등(이하 이 조에서“계약학과 등”이라 한다)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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 기간 및 운영위원회 등에 관

한 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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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전임교원의 임무, 소속 및 교수시간) 

  ① 전임교원은 학생을 교육, 지도하고 학문을 연구하되, 학문 연구만을 전담할 수 있다. 

  ② 전임교원은 대학 또는 대학원의 학과(부)에 소속되며, 필요한 경우 부속시설이나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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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총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따로 정할 수 있다.

제7조(겸임교원 등) 

  ① 총장은 겸임교원․명예교수․시간강사 및 초빙교원 등을 두어 교육 또는 연구를 담당하

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겸임교원 등의 임용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    

제8조(평가 등)

  ① 총장은「교육관련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특례법」제6조제1항에 따른 정보 공시와 

교육․연구 등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에 대하여 2년마다 자체 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

를 대학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공시해야 한다.

  ② 자체평가에 관한 중요 사항을 심의하기 위해 평가기획위원회를, 자체 평가의 기획․운
영․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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부 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

한다.  

 제 2 장  조   직

제 1   총장, 교무회의

제9조(총장) 총장은 교무를 통할하고 소속 교직원을 감독하며 학생을 지도하고 이 대학교

를 대표한다.

제10조(교무회의) 

  ① 교육에 관한 중요 사항을 종합 심의하기 위해 교무회의를 둔다.

  ② 교무회의는 총장, 대학원장, 전문대학원장, 대학장, 처·국장, 산학협력단장, 입학관

리본부장,도서관장, 전산정보원장으로 구성한다. (개정 2009. 8. 7.)

  ③ 교무회의는 총장이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④ 교무회의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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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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밖의 총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 2   교 육 조 직

제11조(대학, 대학원 등) 

  ① 대학으로 인문대학, 사회과학대학, 자연과학대학, 경영대학, 공과대학, 전자정보대학, 

농업생명환경대학, 법과대학, 사범대학, 생활과학대학, 수의과대학, 약학대학, 의과대학(이

하“대학”이라 한다)을 둔다.

  ② 대학원에 일반대학원으로 대학원을, 전문대학원으로 의학전문대학원과 법학전문대학원

을, 특수대학원으로 교육대학원, 행정대학원, 산업대학원, 경영대학원, 법무대학원을 둔다.

  ③ 대학장 및 대학원장은 교수 또는 부교수로 겸보하되, 전문대학원장과 특수대학원장은 

대학원장 또는 관련 대학장으로 겸보할 수 있다. 다만, 법학전문대학원장은 법과대학장 및 

법무대학원장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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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

  ① 대학에 학과(부)를 별표 1과 같이 둔다.

  ② 학과(부)장은 교수, 부교수로 보하되, 경우에 따라서는 조교수로 보할 수 있다. 

  ③ 학과(부)장은 대학장의 명을 받아 해당 학과(부)의 교무를 통할하고 소속 교직원을 

감독하며 학생을 지도한다.

제13조(대학원 과정별 학과 및 전공)

  ① 일반대학원에 대학원장 외에 각 과정의 전공마다 3인 이상의 교원(2인 이상의 부교

수로 하되, 박사학위를 소지한 조교수도 포함될 수 있다)을 둔다.

  ② 대학원에 각 학과(전공)마다 부교수 이상의 주임교수를 두되, 경우에 따라서는 조교

수로 보할 수 있다.

  ③ 주임교수는 해당 대학장 또는 대학원장의 명을 받아 소속 학과의 수업과 연구 지도

에 관한  사항을 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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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   행 정 조 직

제14조(처, 국, 과) 

  ① 이 대학교에 교무처, 학생처, 기획처 및 사무국을 두며, 각 처장은 교수 또는 부교수

로   겸보하고, 국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  

  ② 각 처장 및 국장의 분장 사무는 별표 2와 같다.

  ③ 교무처에 교무과 및 학사과를, 학생처에 학생과를, 기획처에 기획평가과 및 대외협력

과를, 사무국에 총무과, 경리과 및 시설과를 둔다. (개정 2009. 8. 7.)

  ④ 각 과장은 서기관, 기술서기관, 행정사무관, 공업사무관 또는 시설사무관으로 보한다.

  

제15조(대학․대학원 행정실) 

  ① 대학, 전문대학원, 특수대학원의 운영을 지원하기 위해 별표 3과 같이 행정실을 두

되, 2개 이상의 대학(대학원을 포함한다)의 행정실을 통합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대학원 운영을 위한 행정 지원은 교무처에서 담당한다.

  ③ 행정실장은 서기관, 행정사무관, 공업사무관 또는 시설사무관으로 보한다.

제16조(사무분장) 과 및 행정실 등 보조 기관의 사무 분장에 관하여는 총장이 따로 정한다. 

제 4   산학 력단, 학교기업

제17조(산학협력단) 

  ① 이 대학교에 산학협력에 관한 업무를 관장하는 충북대학교 산학협력단(이하 “산학협

력단”  

  이라 한다)을 두되, 법인으로 한다.

  ② 산학협력단에는 단장을 두되, 단장은 이 대학교 전임교원 또는 산학협력 분야의 전문 

식견이 있는 외부 인사 중에서 총장이 임명한다.

  ③ 산학협력단의 분장 사무는 별표 2와 같다.

  ④ 산학협력단의 업무, 조직, 운영에 관한 사항은 총장이 법인의 정관으로 정하며, 「국

립  학교 설치령」제9조제3항에 따른 과 및 담당관을 둘 수 있다. 

제18조(학교기업) 

  ① 이 대학교에「산업교육진흥 및 산학협력촉진에 관한 법률」제36조에 따라 학교기업

을 둘 수 있다.

  ② 학교기업의 명칭, 사업종목, 관련 학과(부)와 소재지는 별표 9와 같다.

  ③ 학교기업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따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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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5   부속시설

제19조(부속시설) 

  ① 이 대학교에 두는 부속시설은 별표 4와 같다.

  ② 부속시설에 장을 두되, 장은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관련 대학, 대

학원,학과(부)의 장으로 겸보한다.

  ③ 부속시설의 장은 총장의 명을 받아 소관 사무를 통할하고 소속 교직원을 감독한다. 

다만, 대학 관련 부속시설의 장은 해당 대학장의 명을 받아 소관 사무를 통할하고, 소속 

교직원을 감독한다.

  ④ 총장은「대학설립․운영 규정」제4조제1항에 따른 연구시설, 부속시설(공통시설을 제

외한다)과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에 대하여는 매 2년마다 해당시설의 운영 실적을 평

가하여 존속 또는 폐지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⑤ 제1항 부속시설의  조직, 운영, 평가 등에 관하여는 총장이 따로 정한다. (개정 

2009. 8. 7.)

제20조(도서관) 

  ① 도서관에 「국립학교 설치령」 제9조제3항에 따른 과를 둘 수 있으며 업무, 조직, 운

영에 관한 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

  ② 각 과장은 서기관, 행정사무관 또는 사서사무관으로 보한다.

제20조의2(입학관리본부) ① 입학관리본부에 본부장을 두고, 본부장은 부교수 이상으로 

겸보한다.

  ② 입학관리본부에 입학관리과와 입학전형실을 두며, 입학관리과장은 서기관 또는 행정

사무관으로 보하고, 입학전형실장은 조교수 이상으로 겸보한다.

  ③ 입학관리본부의 사무분장에 관하여는 총장이 따로 정한다. (조신설 2009. 8.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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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총장이 따로 정한다.

제 6     원  회

제22조(대학원위원회) 

  ① 대학원과정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대학원위원회를 둔다. 대학원위원회는 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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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직인 대학원장, 전문대학원장, 대학장, 교무처장, 학생처장, 기획처장, 입학관리본부장과 

총장이 지명하는 5인 이내의 교수 또는 부교수를 위원으로 구성하되, 대학원장을 위원장

으로 한다.

  (개정 2009. 8.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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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집하며 위원장이 그 의장이 된다. 대학원위원

회는 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그 출석 위원 3분의 2 이상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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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3조(기획위원회 및 연구조성위원회) ① 중·장기 교육 계획의 수립에 대한 자문을 위

해 기획위원회를, 학술 연구에 관한 중요 사항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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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학협력단장, 대학원장, 전문

대학원장, 대학장과 총장이 지명하는 10인 이내의 부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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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및 공정관리대책위원회) 

  ① 대학 및 전문대학원 입학전형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입학전형관리위원회를 두

며, 각 전문대학원 입학전형관리위원회에서 심의한 사항은 대학원위원회에서 심의한 것으

로 본다. (개정 2009. 8. 7.)

  ② 대학(원) 및 전문대학원 입학전형을 공정하게 관리하기 위해 공정관리대책위원회를 

둔다.

  ③ 입학전형관리위원회 및 공정관리대책위원회의 구성, 임무, 운영에 관한 사항은 총장

이 따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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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조(교육과정위원회) 

  ① 학사과정의 교육과정에 관한 중요 사항을 심의하기 위해 교육과정위원회를 둔다.

  ② 교육과정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세부 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 다만, 전문

대학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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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부 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

제28조(각종 위원회) 이 대학교에 각종 위원회를 둘 수 있으며, 위원회의 기능, 조직, 운

영에 관한 세부 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

제 3 장  학  사  운  

제1   학사운  일반

제29조(학년, 학기) 

  ① 학년은 3월 1일부터 다음해 2월 말일까지로 한다.

  ② 학년은 다음과 같이 2개 학기로 나눈다. 다만, 제2학기 수업은 2주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 에서 학기 개시일 전에 개강할 수 있다.

    제1학기：3월 1일부터 8월 말일까지

    제2학기：9월 1일부터 다음해 2월 말일까지

제30조(수업 일수) 수업 일수는 매 학년 30주 이상(매 학기 15주 이상)으로 한다.

제31조(휴업일) 

  ① 정기 휴업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일요일, 그 밖의 국정공휴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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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업 연한) 

  ① 학사과정의 수업 연한은 4년으로 한다. 다만, 특별 시험을 통과하거나 소정의 졸업 

학점을 취득한 자의 수업 연한은 3년까지 단축할 수 있다.

  ② 공과대학 건축학과의 수업 연한은 5년으로 하며, 수의과대학 및 의과대학의 수업 연

한은 6년으로 하되, 이를 예과 2년과 본과 4년으로 구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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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③ 약학대학 수업 연한은 6년으로 하며, 다른 학과(부) 등에서 이수하는 기초․소양교육

은   2년으로 하고, 전공교육은 4년으로 한다. 

  ④ 학사과정의 재입학자와 편입학자의 수업 연한은 해당 학과(부)의 수업 연한에서 이수

한 학점에 의하여 인정받은 학년(학기)을 제외한 기간으로 한다.

  ⑤ 대학원의 수업 연한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일반대학원(대학원)

      o 석사과정 : 2년

      o 박사과정 : 2년

      o 통합과정 : 4년

  2. 전문대학원 

    가. 의학전문대학원

      o 석사과정 : 4년

      o 박사과정 : 2년

      o 복합학위과정 : 6년

    나. 법학전문대학원

      o 석사과정 : 3년

      o 박사과정 : 학술박사 - 2년

                  전문박사 - 2년

      o 연구과정 : 1년 

  3. 특수대학원

    가. 야간제 : 2년 6개월. 다만, 산업대학원은 2년으로 할 수 있다.

    나. 계절제 : 3년

  ⑥ 대학원 석사 및 박사과정에서 소정의 학점(다른 대학원 및 군 관련 대학원에서 취득

한 학점 포함)을 취득한 자는 각각 1학기 범위에서, 통합과정의 경우에는 2학기 범위에서 

수업 연한을 단축할 수 있다. 다만, 전문대학원은 제외한다

제33조(재학 연한) 

  ① 학사과정의 재학 연한은 수업 연한의 1.5배를 초과할 수 없다. 다만, 의과대학의 경

우에는  2배를 초과할 수 없다. 

  ② 학사과정의 편입학자 또는 재입학자의 재학연한은 편입학 또는 재입학한 이후의 잔

여 수업 연한의 2배를 초과할 수 없다. 다만, 재입학자의 재학 연한은 이미 경과한 재학 

연한을 통산한다.

  ③ 대학원의 재학 연한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일반대학원(대학원)   

      o 석사과정 : 3년

      o 박사과정 : 5년

      o 통합과정 : 6년

  2. 전문대학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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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 의학전문대학원

      o 석사과정 : 8년

      o 박사과정 : 5년

      o 복합학위과정 : 12년

    나. 법학전문대학원

      o 석사과정 : 6년

      o 박사과정 : 학술박사 - 8년

                   전문박사 - 7년

      o 연구과정 : 2년

  3. 특수대학원 : 5년

  ④ 일반대학원 및 특수대학원 재입학자의 재학 연한은 잔여 수업 연한의 1.5배, 의학전

문대학원 재입학자의 경우에는 2배, 법학전문대학원 재입학자의 경우에는 3배로 한다. 

  ⑤ 휴학 기간은 재학 연한에 산입하지 않는다.

  ⑥ 재학 연한이 경과해도 소정의 전 과정을 이수하지 못한 자는 학적을 상실한다.

제34조(수업 등)

  ① 수업은 주간수업, 야간수업, 계절수업으로 분류하며, 방송․통신 또는 현장실습의 방법

으로도 할 수 있다.

  ② 총장은 필요에 따라 하기휴가나 동기휴가 중에 계절수업을 실시할 수 있으며, 계절수

업에 관한 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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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득이

한 경우에는 제30조에도 불구하고 임시 휴업을 할 수 있다.

제2   입학  등록

제36조(대학의 모집단위 및 입학 정원)

  ① 대학 신입생은 모집단위별로 모집하고, 해당 모집단위에 소속된다. 각 대학의 모집단

위 및 입학 정원은 별표 5와 같다.

  ② 모집단위별로 모집한 신입생 등의 학과(부) 선택에 관한 세부 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

한다.

제37조(대학원의 학과(전공) 및 입학 정원) 대학원에 설치하는 각 과정의 학과(전공) 및 

입학 정원은 별표 6과 같으며, 통합과정 및 복합학위과정의 정원은 학과의 신청을 받아 

박사과정 정원의 범위에서 총장이 따로 정한다. 

제38조(입학 시기) 입학(재입학 및 편입학을 포함한다) 시기는 매 학기 초 20일 이내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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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9조(입학 자격) 

  ① 학사과정의 입학 자격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해야 한다.

  1. 고등학교 졸업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된 자

  2. 외국에서 12년 이상의 학교 교육과정을 이수한 자 또는 12년 이상의 대한민국 학교

교육과정에 상응하는 것으로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이 인정하는 외국의 교육과정을 이수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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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또는 취득 예정자

  3. 그 밖의 법령에 의하여 제1호와 동등 이상의 자격 또는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자격을 가진 자로서 교육대학원 초등교육전공은 초등교원자

격증 소지자

  5. 의학전문대학원 및 법학전문대학원 석사과정은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자격을 가진 

자로서 해당 연도에 실시한 의학교육입문검사 또는 법학적성시험을 치른 자

  ③ 박사과정의 입학 자격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해야 한다.

  1. 국내․외에서 정규의 석사과정을 수료하고 석사학위를 취득한 자 또는 취득 예정자

  2. 그 밖의 법령에 의하여 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

  ④ 통합과정의 입학 자격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해야 한다.

  1. 제2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2. 이 대학교 일반대학원 석사과정 재학생으로서 15학점 이상 취득자 또는 취득 예정

자. 다만, 수료 예정자인 경우에는 해당하지 않는다.

  ⑤ 복학학위과정의 입학 자격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해야 한다.

  1. 제2항제5호에 해당하는 자

  2. 이 대학교 의학전문대학원 재학생으로서 60학점 이상을 취득한 자

  ⑥ 법학전문대학원 연구과정의 입학 자격은 제2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해야 한다. 

제40조(편입학) 

  ① 학사과정의 일반편입학(정원 내)은 모집단위(전공)별 여석이 있을 때에 한하고, 제3

학년에 편입학할 수 있다. 지원자격은 대학 2학년을 마쳤거나 법령에 의하여 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는 경우로 한다. 

  ② 학사과정의 정원 외 편입학 지원 자격은「고등교육법 시행령」 제29조제2항에 따르

고, 제3학년에 편입학할 수 있되 수의과대학 수의학과의 경우는 1학년에 편입학할 수 있

다. 그 인원은 모집단위별 정원의 100분의 10 이내, 3학년 입학 정원의 100분의 5 이내

로 한다. 다만, 의과대학 의학과는 학사편입학 대상에서 제외한다. 

  ③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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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석사과

정을 2학기 이상 이수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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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박사과정：국내․외 대학원에서 동일하거나 유사한 전공 분야의 박사과정을 2학기 이

상 이수한 자

  ④ 편입학 학생의 선발 절차, 방법, 그 밖의 필요한 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

  ⑤ 전문대학원 및 특수대학원의 편입학에 관한 사항은 해당 대학원장이 따로 정한다. 

제41조(재입학) 

  ① 학사과정의 재입학은 모집단위별 학생 정원을 합한 총 정원의 범위에서 여석이 있을 

때에 한하여 재적하였던 모집단위의 같은 학년 이하에 허가할 수 있다. 다만, 교원 및 의

료인의 양성과 관련된 재입학의 경우에는 모집단위별 입학 정원의 범위에서 재입학을 허

가한다.

  ② 학사과정의 재입학은 재입학 전 학사경고를 받거나 유급을 2회 이상(의학과의 경우

에는 3회 이상) 받은 사실이 있는 제적자는 제적 후 1년 이상이 경과된 자로서 해당 모집

단위(전공)에서 수학 능력이 갖추어졌다고 인정된 경우에 재입학을 허가한다.

  ③ 석․박사과정의 재입학은 해당 연도 입학 정원에서 재학생수를 제외한 범위에서 허가

할 수 있다. 다만, 유급에 의한 제적자는 1년 이상이 경과된 자로서 수학 능력이 갖추어졌

다고 인정된 경우에 재입학을 허가한다. (개정 2009. 8. 7.)

  ④ 징계에 의하여 제적된 자 및 재학 연한을 초과한 자는 재입학할 수 없다.

  ⑤ 재입학자가 이미 이수한 학점은 통산할 수 있다.

제42조(정원 외 입학) 「고등교육법 시행령」 제29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및 제30조제4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선발하는 경우에는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보며, 정원 외 학생의 입학 전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한

다. 

제43조(지원 절차) 입학을 희망하는 자는 이 대학교에서 정한 절차와 방법에 따라 소정의 

서류를 갖추어 지원해야 한다. 

제44조(학생선발)

  ① 학사과정 학생의 선발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 학생 선발에 있어서는 출신 고등학교 학교생활기록부와 대학수학능력시험 성적 및 

대학별 고사 성적 등을 입학전형 자료로 활용할 수 있다.

  2. 사범대학에 입학하려는 자에 대하여는 제1항 제1호 이외에 교직적성과 인성검사성적

을 추가하여 전형한다.

  3. 체육, 문학, 어학, 수학, 과학, 컴퓨터, 예능 등의 특기자 입학에 있어서는 제1항 제1

호 이외에 특기 심사를 병행하여 전형할 수 있다.

  4. 학생 선발을 위한 전형 일정, 전형 과목, 선발 방법, 그 밖의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

는 그때마다 정하여 이를 발표한다.

  ② 석․박사과정 학생의 선발에 관하여는 총장이 따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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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5조(입학허가 및 절차) 

  ① 입학은 총장이 허가한다.  

  ② 입학이 허가된 자는 소정의 납입금을 지정 기일 내에 납부해야 하며, 총장이 별도로 

정하는 입학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③ 제2항을 이행하지 않는 자는 입학 허가를 취소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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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납입금을 납부해야 완료된다.   

제48조(수료후 등록) 대학원의 학위과정을 수료한 학생은 논문준비 등을 위한 등록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필요한 자격, 신청기간, 납입금 등에 관한 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 

제49조(납입금 등)

  ① 학생은 매 학기 정해진 기간 내에 수업료, 입학금, 그 밖의 납입금(이하“납입금 

등”이라 한다)을 납부해야 한다.

  ② 휴학자에 대하여는 차기 이후의 휴학 기간 중의 납입금 등을 면제한다. 다만, 납부 

기일 전에 휴학한 자는 그 학기부터 면제한다. 

  ③ 납입금 등은 결석 또는 정학으로 인하여 면제되지 아니한다.

  ④ 가정 사정이 어려운 학생은 납입금 등에 대한 관련 규정에 따라 분할 납부를 신청할 

수 있다. 

제50조(납입금 등의 반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이하 이 조에서“반환

사유”라 한다)에는 아래 기준에 따라 이미 납부한 납입금 등을 반환한다.  

  1. 법령에 의하여 입학(재입학 및 편입학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할 수 없거나 학업

을 계속할 수 없는 경우

  2. 입학 허가를 받은 자가 입학 포기의 의사를 표시한 경우

  3. 재학 중인 자가 자퇴의 의사를 표시한 경우

  4. 본인의 질병․사망 또는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입학을 하지 않거나 

학업을 계속하지 못하게 된 경우

반환사유 발생일 반환금액

입학일 또는 해당학기 개시일까지 납입금 전액 

학기개시일 30일 경과 전 입학금을 제외한 납입금의 6분의 5 해당액

학기개시일 30일이 경과한 날부터 60일 경과 전 입학금을 제외한 납입금의 3분의 2 해당액

학기개시일 60일이 경과한 날부터 90일 경과 전 입학금을 제외한 납입금의 2분의 1 해당액

학기개시일 90일 경과 후 반환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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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1조(납입금 등의 면제 및 감액)

  ① 대학 수업료 및 입학금에 관한 규칙 제3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

는 자는 수업료 및 입학금 등을 면제하거나 감액할 수 있다.

  1. 학업 성적이 우수한 자

  2. 경제적 사정이 곤란한 자

  3. 그 밖의 총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② 학사과정 학생이 수업 연한을 초과하여 등록하고, 수강학점이 9학점 이하인 경우 다

음 기준에 따라 수업료 및 기성회비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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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③석․박사과정 학생이 수업 연한을 초과하여 등록하고, 수강학점이 3학점 이하인 경우 

다음  기준에 따라 수업료 및 기성회비를 감액한다.  

구  분 감액기준 감액금액

일반대학원

전문대학원

특수대학원

수강학점이 1학점부터 3학점까지 2분의 1 해당액

제 3   교육과정과 이수

제52조(교육과정) 

  ① 학사과정의 교육과정은 교양과목과 전공과목으로 편성하여 운영하고, 이를 필수과목

과 선택과목으로 구분한다. 이 밖에 필요에 따라 교직과목을 둘 수 있다.

  ② 교육과정 이수단위는 학점으로 하되 한 학기당 15시간 이상의 강의를 1학점으로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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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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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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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② 부전공은 2학년 1학기부터 신청하여 이수해야 하며, 부전공학과에서 지정한 부전공 

필수과목을 포함하여 21학점 이상을 이수해야 한다. 부전공을 이수한 자에게는 졸업증서

에 부전공을 표시한다. 다만, 건축학과, 수의예과, 수의학과, 의예과, 의학과는 부전공을 

이수할 수 없다.

  ③ 비사범대학 학생으로서 교직을 희망하는 학생은 2학년 진급 시 소정의 절차에 따라 

선발되며, 교직과목을 22학점 이상 이수해야 한다.

  ④ 평생교육과정의 이수를 희망하는 학생은 2학년 진급 시 신청하여 교육과정에서 정하

는 바에 따라 학점을 이수해야 한다. 

  ⑤ 졸업에 소요되는 학점을 보충하기 위해 교육과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일반선택과

목을 이수할 수 있다. 다만, 수의예과, 수의학과, 의예과, 의학과는 일반선택과목을 이수할 

수 없다. 일반선택과목이라 함은 다른 학과에 개설된 전공과목 및 교양과 전공의 이수기준

학점을 초과한 학점을 의미한다. 

제55조(복수전공 등) 

  ① 학사과정의 학생은 모집단위 내에서 하나의 전공을 필수적으로 이수해야 하며, 다른 

학과 전공(이하“복수전공”이라 한다) 또는 2이상의 학과, 2이상의 학부, 학과와 학부가 

연계하여 제공하는 전공(이하“연계전공”이라 한다)을 신청할 수 있고, 이를 승인받아 이

수할 수 있다.

  ② 학생은 이 대학에 개설된 교육과정 중에서 학생이 구성하여 총장의 승인을 받은 전

공을  이수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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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는 필

요한 선수과목을 이수하게 할 수 있으며, 그 학점은 과정수료학점 및 성적에 포함되지 않

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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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

며, 학사과정은 지도교수와 학과(부)장의 지도를 받아야 한다.  

  ② 수강 신청한 교과목은 폐강 등 부득이한 경우에 한하여 소정의 기간 내에 제1항의 

절차에 따라 변경하여 신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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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9조(학점의 인정 시기) 학점을 인정하는 시기는 매 학기말로 한다.

제60조(학기당 취득 학점) 

  ① 학사과정의 학생은 매 학기 18학점을 이수함을 기준으로 하되 21학점을 초과하여 취

득할 수 없으며, 직전 학기 이수성적의 평점평균이 A°급 이상인 자는 다음 학기에 24학

점까지 이수할 수 있다. 다만, 수의예과, 수의학과, 의예과, 의학과의 이수학점은 매 학기 

20학점을 기준으로 하고 22학점까지 취득할 수 있다. 

  ② 제1학년에 한하여 입학 성적 우수자와 학점 취득 특별시험에 합격한 자는 전항의 이

수학점 외에 9~12학점 범위에서 특정과목의 학점을 초과하여 인정할 수 있다. 다만, 초과 

학점 인정에 관한 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   

  ③ 일반대학원의 각 학위과정은 연구과제학점을 포함하여 9학점을, 특수대학원은 6학점

(연구과제학점을 제외한다)을 초과하여 취득할 수 없다. 다만, 해당 특수대학원장이 인정

하는 경우 에는 9학점까지 취득할 수 있다.

  ④ 전문대학원의 학기당 취득 학점에 관한 사항은 각 대학원장이 따로 정한다.

제61조(학점의 인정)

  ① 학사과정은 D° 이상, 석․박사과정은 C° 이상 취득한 학점 및 P로 인정된 교과목에 

대하여 학점으로 인정한다. 다만, 인정된 학점이라도 과오 또는 부정행위가 있었다고 인정

되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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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부 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

1. 국내․외 다른 대학에서 취득한 학점

2.「병역법」에 따른 징집, 소집 또는 지원에 의하여 입영 또는 복무 중인 자가 해당 기관

에서 제공하는 교육․훈련과정 중「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제3조에 따라 평가인정을 받

은 과정을 이수하여 취득한 학점. 이 경우 다른 대학에서 취득한 학점을 포함하여 졸업 학

점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인정한다.

3. 학사과정 1학년 학생이 입학 전 국내 다른 대학과의 학점인정프로그램운영협약에 의하

여 대학교육과정에 상당하는 교과목을 이수하여 취득한 학점

4. 입영 또는 복무로 인하여 휴학 중인 자가 학기당 3학점, 연 6학점 이내의 원격 수업을 

수강하고 취득한 학점

③ 전문대학원 및 특수대학원의 학점 인정에 관하여는 해당 대학원장이 따로 정한다.

제62조(과정간의 학점 인정)

  ① 학사과정에 재학 중인 자가 일반대학원 석사과정의 학점을 취득하고자 할 때에는 해

당  학기 설강 강좌에 한하여 수강을 허가할 수 있다. 이 경우 취득 학점은 학사과정의 졸

업 소요학점에는 포함되지 않으나 동일 계열의 석사과정에 입학하는 경우 6학점 이내에서 

인정할 수 있다.

  ② 일반대학원 석사과정에서 수료학점을 초과 이수하고 박사과정 동일학과에 진학한 경

우 그 초과한 전공학점은 지도교수 및 학과(부)장(주임교수를 포함한다)의 승인 요청에 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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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여 박사과정 이수학점으로 인정할 수 있다.

  ③ 일반대학원 석사과정에서 15학점 이상을 취득한 자가 통합과정 동일학과에 진학한 

경우 석사과정에서 이수한 학점과 학기는 통합과정의 이수 학점과 이수 학기에 각각 포함

된다.

  ④ 의학전문대학원 의무석사과정에서 복합학위과정에 진학한 경우 의무석사과정에서 이

미 이수한 학점과 학기는 복합학위과정에서 이수한 것으로 본다.

제63조(다른 학과, 다른 대학원 수강 및 학점 인정) 

  ① 대학원은 다른 학과(다른 전공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및 다른 대학원 간의 공동 강

의를 통하여 학점을 상호 인정할 수 있다.

  ② 다른 학과 과목 중 지도교수 및 주임교수가 매 학기 수강신청 이전에 인정하는 경우

에는 석사과정에서는 6학점, 박사과정 및 통합과정에서는 9학점의 범위에서 전공과목으로 

인정할 수 있다.

  ③ 대학원 재학생은 총장(의학전문대학원 및 특수대학원의 경우에는 해당 대학원장)의 

승인을 얻어 국내외 다른 대학원(군 관련 대학원을 포함한다)에서 석사과정은 6학점(특수

대학원은 9학점) 이내, 박사과정 및 통합과정은 12학점 이내에서 학점을 취득 할 수 있으

며, 다른 대학원에서 취득한 학점도 인정받을 수 있다. 다만, 법학전문대학원의 학점 인정

에 관하여는 시행세칙에 따로 정한다. 

제64조(재입학생의 학점) 재입학자의 경우 이수한 학점을 통산하여 인정하고 나머지 잔여

과정은 교육과정에 따라 이수해야 한다.

제65조(전과한 자의 학점) 전과한 자에 대하여는 전과 후 학과(부) 또는 전공의 과정과 공

통되는 범위에서 종전의 성적과 학점을 인정하고 잔여 과정을 이수하게 한다.

제66조(편입학자의 학점) 

  ① 학사과정의 편입학자에 대하여는 종전의 수학 내용 또는 편입학 전형 결과를 참작하

여 최저학점 내지 기본학점을 인정하고 소정의 잔여 과정을 이수하게 한다.

  ② 석․박사과정의 편입학자에 대하여는 전적대학교 학점을 석사 18학점, 박사과정 및 통

합과정은 30학점까지 인정하고, 소정의 잔여 과정을 이수하게 한다. 다만, 법학전문대학원

에 편입학한 자의 학점에 관하여는 법학전문대학원장이 따로 정한다. 

제67조(교육인증 등) 

  ① 교육인증을 받고자 하는 학과(부) 또는 전공은 교육인증에 필요한 교육과정을 편성하

여 운영할 수 있다

  ② 교육인증에 관한 세부규정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

제68조(시험) 

  ① 시험은 정기시험과 임시시험으로 나눈다. 정기시험은 학기말에 실시하며 임시시험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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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요에 따라 수시로 실시할 수 있다.

  ② 질병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제1항의 시험에 응하지 못한 자에 대하여 

추가시험을 실시할 경우에는 시험 종료 후 10일 이내에 해야 한다.

  ③ 총 수업 시수의 4분의 3에 달한 자가 기말시험에 응시하지 못할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조기에 시험을 실시할 수 있다.

제69조(성적) 

  ① 학사과정의 교과목별 성적 등급과 평점 평균은 다음과 같이 하되, D°급 이상을 취

득 학점으로 하고 F급은 미취득 학점으로 한다. 다만, 현장실습, 사회봉사 및 그 밖의 총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교과목의 경우에는“P(PASS) 또는 F(FAIL)로 성적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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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이수할 수 있으며, 이에 관한 사항은 총장이 따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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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

항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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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이상을 

출석하지 않은 때에는 그 교과목의 성적 등급은 학사과정은 F, 석․박사과정은 D로 하고, 

전체 평점평균에 포함되며 성적표에 모두 기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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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⑥ 석․박사과정에서는 동일 학위과정에서 이미 이수한 교과목을 재이수할 수 있으며, 이

미 취득한 성적은 무효로 하고, 재이수한 성적과 학점을 인정한다.

제70조(학사경고) 

  ① 학사과정은 매 학기 성적 평균평점이 1.75에 미달한 학생에게는 학사경고를 하되, 

총장이 다음 학기 시작 전에 학생 및 보호자와 대학장에게 통보한다. 다만, 수의학과, 약

학과, 제약학과, 의학과 학생에게는 이를 적용하지 않는다. 

  ② 학사경고를 통산 3회 받은 자는 제적한다. 다만, 재입학자는 재입학 이전 발생한 학

사경고는 제외한다. 

제71조(유급) 

  ① 학사과정에서는 성적이 부진한 수의예과, 수의학과, 약학제약학과군, 약학과, 제약학

과,  의예과, 의학과 학생에 대하여 학력을 보완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기 위해 유급시

킬 수 있다.

  ② 전문대학원 석사과정 학생에 대하여 학력을 보완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기 위해 

유급시킬 수 있다. 

  ③ 유급에 관한 세부 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 다만, 전문대학원의 경우 각 대학원장

이 따로 정한다. 

제 4   학 리

제72조(전과 및 전공 변경) 

  ① 학사과정의 전과는 2학년 학생이 같은 학년의 다른 모집단위로 소속을 변경하거나, 

3학년 학생이 같은 학년의 다른 학과(부) 또는 전공으로 소속을 변경하는 것을 말하며, 재

학 중 1회에 한하여 허가할 수 있다.

  ② 학사과정의 전과는 모집단위별 입학정원의 100분의 20의 범위에서 허용할 수 있다. 

다만, 공과대학 및 농업생명환경대학은 100분의 10의 범위에서 허용할 수 있으며 수의예

과, 수의학과, 약학대학, 의예과, 의학과는 다른 학과(부) 또는 전공으로의 전과만 허용한

다.

  ③ 학사과정의 전과의 시행에 관한 세부 사항은 학과(부) 또는 전공별 학생 수용 능력과 

교육여건 등을 고려하여 총장이 따로 정한다. 

  ④ 석사과정은 동일계열 내에서 전과 및 전공 변경을, 박사과정 및 통합과정은 소속 학

과 내에서 전공 변경을 인정할 수 있으며, 이수한 학점은 변경된 전공의 교육과정에 해당

하는 과목에 한하여 인정할 수 있다.

제73조(전과 및 전공 변경 절차 등) 

  ① 학사과정에서 전과를 지원하는 자는 소정의 원서에 해당 대학장 승인서와 성적증명

서를 첨부하여 총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다만, 전과를 지원하는 자는 이동을 희망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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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과(부) 또는 전공에서 정원 조정을 위한 사정을 받아야 한다.

  ② 학사과정에서 전과한 자의 재학 연한은 종전의 재학 연한을 통산하며, 전과한 자는 

취득한 학점에 관계없이 해당 학과(부) 또는 전공 내에서 학생이 선택한 전공의 전공필수

과목 전부를 이수해야 한다. 이 경우 취득한 학점 중 전과한 학과(부) 또는 전공의 전공과

목과 유사하거나 공통되는 과목은 그 이수를 인정할 수 있다.

  ③ 석․박사과정 및 통합과정에서 전과 및 전공 변경을 신청하는 자는 전과 및 전공 변경

원을 제출하여 총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다만, 전문대학원 및 특수대학원의 경우에는 

각 대학원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74조(휴학) 

  ① 학생이 부득이한 사유로 휴학하고자 할 때에는 해당 학기 수업 일수의 4분의 1 이내

에 휴학원을 제출하여 총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학사과정 신입생의 경우 군복무, 

질병 이외에는 첫 학기에 휴학할 수 없다. 

  ② 해당 학기 수업 일수 4분의 1 이후에 군복무, 질병 등 부득이한 사유로 휴학하고자 

할 때에는 증빙 서류를 첨부하여 총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③ 학칙 제119조제2항에 따른 징계 기간 중에 있는 학생은 휴학할 수 없다. 다만, 병역

으로 인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④ 휴학은 일반휴학, 연속휴학, 입대휴학, 입휴대체 및 입휴연장으로 구분한다.

  ⑤ 전문대학원의 휴학에 관하여는 해당 대학원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제75조(휴학 기간) 

  ① 학사과정의 휴학 기간은 2학기 이내로 하되 통산 6학기(의예과 및 수의예과 2학기)

를 초과할 수 없다.

  ② 휴학 기간은 이를 통산하여 석사과정은 2학기, 박사과정은 3학기, 통합과정은 4학기

를 초과할 수 없다. 다만, 의학전문대학원 석사과정은 6학기, 박사과정은 3학기, 복합학위

과정은 4학기, 법학전문대학원의 석사과정 및 학술박사과정은 4학기, 전문박사과정은 3학

기를 각각 초과할 수 없다. 

  ③ 휴학 기간이 만료되는 경우라도 수학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2학기의 범

위에서 휴학을 연장할 수 있다. 

  ④ 「병역법」상 복무 기간과 제3항의 사유로 인한 휴학 기간 및 재입학자의 재입학 이

전 휴학 기간은 제1항 및 제2항의 휴학 기간에 통산하지 아니한다.

제76조(복학) 

  ① 휴학 기간이 만료된 자는 정해진 기간 내에 복학해야 한다. 다만, 전문대학원 및 특

수대학원의 경우에는 개강 후 2주 이내, 제대복학 대상자는 개강 후 수업 일수의 4분의 1

이 경과하기 전까지 복학해야 한다.

  ② 휴학한 자는 휴학 기간이 만료되기 전이라도 총장의 허가를 얻어 복학할 수 있다.  

  ③ 복학은 일반복학, 제대복학 및 귀향복학으로 구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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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④ 전문대학원의 복학에 관하여는 해당 대학원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제77조(퇴학) 퇴학하고자 하는 자는 퇴학원을 제출하여 총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78조(제적)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제적한다.

1. 휴학 기간 경과 후 정당한 사유 없이 정해진 기간 내에 복학하지 않은 자 

2. 정해진 기간 내에 수강신청과 납입금 납부를 하지 않은 자

3. 대학의 경우 다른 대학의 학사과정에 입학한 자

4. 질병이나 그 밖의 사유로 학업의 가망이 없다고 인정된 자

5. 이 학칙에서 정한 그 밖의 제적 사유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제5   수료  학  수여

제79조(졸업학점 및 수료학점 등) 

  ① 학사과정 졸업에 필요한 학점은 130학점 이상으로 하되, 자연과학대학은 140학점 이

상, 농업생명환경대학은 145학점 이상, 법과대학 및 사범대학은 150학점 이상, 약학대학

은 154학점 이상, 수의과대학 및 의과대학은 160학점 이상, 건축학과는 165학점 이상으

로 한다. 다만, 졸업 사정에 있어서는 이수한 전 교과목의 성적평점 평균이 1.75 이상이어

야 한다.

  ② 공학교육심화과정 등 인증제를 운영하는 학과(전공)의 학생은 졸업에 필요한 학점을 

이수하고 별도의 인증 조건을 충족해야 한다. 

  ③ 학사과정의 모집단위(전공) 학년의 수료를 인정함에 필요한 학점은 다음과 같으며, 

의예과 및 수의예과의 수료에 필요한 학점은 80학점 이상으로 한다.

  수료학점 

 학년

130학점 ~ 

139학점

140학점 ~ 

149학점

150학점 ~

159학점

160학점 ~

164학점
165학점 이상

1 33학점 이상 35학점 이상 35학점 이상 39학점 이상 36학점 이상

2 65학점 이상 70학점 이상 75학점 이상 80학점 이상 72학점 이상

3 98학점 이상 105학점 이상 112학점 이상 120학점 이상 105학점 이상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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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0학점 이상으로, 전 과목 성적 평점 평균이 2.60 이상이어야 한다. 다만, 전

문대학원과 특수대학원은 각 대학원장이 따로 정한다.  

  ⑤ 대학원 석사과정 및 통합과정에서는 각 학과별로 기초공통과목을 모두 이수해야 하

며, 부전공과목은 석사과정에서는 6학점 이내, 박사과정에서는 9학점 이내, 통합과정은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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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점 이내에서 이수할 수 있다. 

  ⑥ 통합과정을 중도 포기한 자로서 석사과정의 수업 연한과 수료 학점을 충족한 경우에

는 석사과정을 수료한 것으로 인정하며, 전문대학원의 과정 수료 학점에 관한 세부 사항은 

각 대학원장이 따로 정한다. 

  ⑦ 대학원의 연구과제는 과정 수료 학점에 포함되며, 3학기 이후에 3학점을 이수해야 

한다. 다만, 전문대학원 및 특수대학원은 해당 대학원장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80조(학년수료증) 해당 학년까지 소정의 등록과 학점을 취득한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학년수료증을 교부할 수 있다. 

제81조(학사과정의 졸업논문) 학생은 최종 졸업학기의 소정의 기일까지 졸업논문을 제출

하되, 실험실습 보고, 실기 발표 또는 졸업 종합시험으로 이를 대체할 수 있으며, 그 운영

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

제82조(학사과정의 종합시험)

  ① 학사학위 취득에 필요한 기초적 지식을 평가하여 기초과정을 확고히 하기 위해 종합

시험을 시행할 수 있다.

  ② 종합시험 실시에 관한 세부 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

제83조(학사과정의 졸업 및 학위 수여) 

  ① 소정의 전 교육과정을 이수하고 졸업논문을 제출하여 논문심사에 통과된 자에 대하

여는 졸업을 인정하고 별지 제2호서식의 졸업증서에 의하여 학사학위를 수여하며, 학위종

별은 별표 7과 같다.

② 복수전공․연계전공 및 학생 본인이 구성하여 총장의 승인을 받은 전공을 이수한 자에 

대하여는 별표 7과 같이 전공에 따라 구별하여 학사학위를 수여한다.

③ 소정의 전 과정을 이수한 자라도 졸업논문을 제출하지 않은 자, 논문 심사에 불합격한 

자, 졸업 사정에서 수료자로 판명된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수료증서를 교부할 수 있다. 

④ 재학기간 중 6학기 또는 7학기에 4개 학년 전 과정을 이수한 자 중에서 성적평점평균

이 4.10 이상인 자는 조기에 졸업을 할 수 있다. 다만, 공과대학 건축학과, 수의과대학 및 

의과대학은 해당되지 않는다.

⑤ 조기 졸업에 관한 세부 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

제84조(석․박사과정의 학위 수여 요건) 

  ① 학위는 대학원의 각 학위과정을 수료하고 학위논문제출 자격시험에 합격한 후, 논문

을 제출하여 심사를 통과하고 구술시험에 합격한 자에게 수여한다.

  ② 통합과정을 중도에 포기한 자로서 석사학위 수여 요건을 갖춘 자에 대하여는 석사학

위를 수여한다.

  ③ 전문대학원 및 특수대학원의 경우, 학위 수여의 요건을 각 대학원장이 따로 정하여 

학위를 수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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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5조(석․박사과정의 학위논문 제출자격시험) 

  ① 학위논문제출자격시험은 외국어시험과 종합시험으로 한다. 

  ② 통합과정의 중도 포기자로서 석사과정의 수료 요건을 갖춘 자는 석사학위 취득을 위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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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항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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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호 서식에 따른 수료증서를 교부할 수 있다.

  ② 학위수여는 해당 대학원장의 인정에 의하여 총장이 별지 제4호 서식부터 제8호 서식

까지의 학위기로 수여한다. 

제87조(박사학위논문의 공표) 박사학위를 받은 자는 그 학위를 받은 날부터 1년 이내에 

교육 과학기술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박사학위 논문을 공표해야 한다. 다만, 교육과학

기술부장관이 공표하는 것이 적당하지 않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공표하지 않는다. 

제88조(공동학위 및 복수학위) 

  ① 외국대학과의 학술교류협정에 의하여 공동학위 및 복수학위를 수여할 수 있다.

  ② 공동학위 및 복수학위 운영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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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

적이 있는 자에게 수여한다.

  ② 명예박사학위의 종별은 이를 받을 자의 공헌의 성격에 기초하여 대학원위원회에서 

심의한다.

  ③ 명예박사학위는 일반대학원장의 추천으로 대학원위원회 심의를 거쳐 총장이 별지 제

9호 서식 및 제10호 서식에 따른 학위기로 수여한다. 

제90조(학위 종별) 

  ① 대학 및 대학원에서 수여하는 학위 종류는 학생의 학과(부) 또는 전공에 따라 별표 7 

및 별표 8과 같이 구별한다.

  ② 일반대학원에서는 학술학위를, 전문대학원에서는 전문 학위 및 학술학위를, 특수대학

원에서는 전문 학위를 수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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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1조(학위 등 수여의 취소) 

  ① 학사과정 및 석사과정의 졸업생으로서 제61조제1항 단서에 해당하는 사실이 발견되

었을 때에는 졸업 및 학위 수여를 취소하고 학위를 박탈할 수 있다.

  ② 박사학위를 받은 자가 해당 학위를 부정한 방법으로 받은 경우 또는 명예박사학위를 

받은 자가 그 명예를 손상한 경우, 총장은 대학원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각각 그 학위 수여

를 취소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총장은 지체 없이 이를 교육과학기술부장관에게 보고해야 

한다. 

제92조(제증명발급) 졸업, 수료, 성적, 재학, 재적 등 제증명 발급에 관한 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

제 6   석․박사학 과정 학 청구논문

제93조(논문 제출 시기) 학위청구논문(이하“논문”이라 한다)의 제출 시기는 4월 초와 

10월 초로 한다.

제94조(학위논문 추천) 학위논문제출 자격시험에 합격한 자가 논문을 제출하고자 할 때는  

  지도교수와 주임교수의 추천을 받아야 한다.

제95조(논문 제출 시한) 

  ① 일반대학원 석사학위논문은 과정수료 후 4년 이내, 박사학위논문은 과정수료 후 7년 

이내에 제출해야 한다. 다만, 타당한 사유가 인정된 때에는 대학원위원회의 승인을 얻어 1

년에 한하여 연장할 수 있다.

  ② 전문대학원 및 특수대학원 각 학위과정 논문 제출 기한은 해당 대학원장이 따로 정

한다.

  ③ 제1항의 기간에는 군복무 기간을 산입하지 않는다.

제96조(지도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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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정 2009. 8. 7.)

제97조(학위 논문심사위원회) 

  ① 석사학위 논문심사위원회는 이 대학교 교수 또는 학계의 권위 있는 외부 인사 중에

서 해당 대학원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선정된 3인 이상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 중에서 

위원장 1인을 둔다. 다만, 지도교수는 위원장이 될 수 없다. 

  ② 박사학위 논문심사위원회는 이 대학교 교수 또는 학계의 권위 있는 외부 인사 중에

서 해당 대학원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선정된 5인 이상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 중에서 

위원장, 부위원장 각 1인을 두되, 지도교수는 위원장이 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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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③ 전문대학원 및 특수대학원의 경우에는 심사위원회 운영에 관하여 해당 대학원장이 

따로 정한다.

제98조(논문 심사기간) 박사학위 논문심사위원회는 논문심사 개시 후 6개월 이내에 심사

를 완료해야 하며, 심사 결과를 대학원위원회에 보고해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때에는 대학원위원회의 승인을 얻어 6개월의 범위에서 그 심사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제99조(논문의 합격 및 통과) 

  ① 석사학위 논문 심사의 합격은 논문 심사위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결정한다.

  ② 박사학위 논문 심사의 합격은 논문 심사위원 5분의 4이상의 찬성으로 결정한다.

제100조(구술시험) 

  ① 구술시험은 제출된 논문의 타당성과 적격성을 심사한다. 

  ② 구술시험은 100점 만점으로 하여 각 심사위원이 평가한 성적의 평균이 70점 이상인 

경우 합격으로 한다.

  ③ 구술시험 위원은 논문심사 위원이 겸한다

제 7   공개강좌 등

제101조(공개강좌) 이 대학교에 직무, 교양 또는 교육 연구에 필요한 이론과 기술 및 응

용과정을 습득하고자 하는 자를 널리 지도하기 위해 학생 외의 자를 대상으로 하는 공개

강좌를 운영할 수 있다.

제102조(특별강좌) 이 대학교에서는 교육과정 이외에 학생들의 교양 증진과 기술 습득을 

지도하기 위한 특별강좌를 운영할 수 있다.

제103조(연구과정) 

  ① 실무에 관련된 학문 또는 특수한 과목을 수강하고자 하는 자를 위해 석사과정 각 학

과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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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에게는 별지 제11호서식에 따른 연구과정

수료증명서를 교부할 수 있다.

  ④ 전문대학원 및 특수대학원의 연구과정에 대하여는 해당 대학원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제104조(협동과정) 

  ① 대학원에 학과간 협동과정 및 연구기관 또는 산업체와의 협약에 의한 학․연․산 협동과  

정을 설치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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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② 협동과정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관계 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105조(시간제등록생) 

  ① 학사과정에 시간제 등록생을 둘 수 있으며, 시간제등록생의 등록 인원은 모집단위별 

입학 정원의 100분의 10 이내로 한다. 다만, 사범대학, 수의과대학, 약학대학, 의과대학은 

제외한다.

  ② 시간제등록학생의 자격, 선발 방법, 납입금 책정 등의 학사 운영에 관한 사항은 총장

이 따로 정한다.

  ③ 시간제등록학생이 신청할 수 있는 학점은 매학기 12학점이며, 연간 24학점을 초과할 

수 없다. 

  ④ 제79조제1항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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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관후보생과정의 군사교육을 실시하기 위해 학생군사

교육단을 둔다.

  ② 학생군사교육단 사관후보생과정의 운영에 관한 세부 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

제 8   외국인학생  연수연구원 등

제107조(외국인학생 등)

  ① 제42조에 해당하는 외국인학생, 위탁학생 및 학사편입학한 학생에게는 따로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이 학칙을 준용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입학 또는 편입학한 위탁학생이 재학 중 그 직을 사직하였을 때는 제

적한다.

  ③ 국내·외 다른 대학 학생이 이 대학 교과목의 수강을 희망할 경우에는 소정의 절차

를 거쳐 이수하게 할 수 있다.

제108조(연수연구원) 

  ① 박사학위소지자로서 이 대학 교원이 아닌 자를 연수연구원으로 위촉할 수 있다.

  ② 연수연구원 제도의 운영에 관한 세부 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

제 4 장  평의원회, 교수회

제109조(평의원회)

  ① 이 대학교에 평의원회를 둘 수 있다. 

  ② 평의원회에 관한 규정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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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0조(교수회)

  ① 이 대학교에 대학 교수회와 전교 교수회를 둔다.

 ② 교수회는 전임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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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정에 관한 사항

4. 학칙 및 주요 규정에 관한 사항

5. 그 밖의 총장이 부의하는 사항

  ⑧ 그 밖의 교수회 운영에 관한 세부 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

 제 5 장  학   생

 

제 1   학생활동  지도

제111조(학생회 등) 

  ① 학생 자치 활동을 신장하기 위해 총학생회 및 그 밖의 학생 단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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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

위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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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만, 

학과(부) 및 대학의 학생회 등이 실시하는 집회 및 행사의 경우에는 소속 대학(원)장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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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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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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

도 계획을 세워 학생 지도를 분담시키고, 지도교수는 대학장 또는 대학원장의 명을 받아 학

생을 특별 지도해야 하며, 개별 상담에 응하고 그 문제 해결을 위해 부단히 협력해야 한다.

제2   장학  상벌

제116조(장학금) 

  ① 이 대학교 재학생 중 경제 사정으로 학비 마련이 곤란한 자로서 품행이 방정하고 학

업성적이 우수한 자에게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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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없

이 대학장에게 결석계를 제출해야 한다.

제118조(포상) 총장은 품행이 방정하고 학력이 우수한 자 또는 선행에 있어서 타의 모범

이 될만한 자에 대하여는 포상할 수 있다.

제119조(징계 처분) 

  ① 학생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 대학(원)장은 대학 교수회의 또는 대

학(원)장이 구성하는 징계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징계 처분한 후 총장에게 보고한다.

  1. 성행이 불량하여 개전의 가망이 없다고 인정한 자

  2. 시험 중 부정행위를 한 자

  3. 그 밖의 학칙을 위반한 자

  ② 징계는 근신, 유기정학, 무기정학 및 제적으로 구분하며, 이 경우 유기정학은 5일 이

상  30일 미만, 무기정학은 30일 이상의 정학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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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   장애학생 지원  특례

제120조(인정 및 적용)

  ① 장애학생은「장애인복지법」제2조에 해당하는 자와 특별한 교육적 요구가 있는 사람

으로 총장이 인정한 자(이하“장애학생”이라 한다)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장애학생에 대하여는「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등 관련법에 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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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지원한다. 

제121조(재학 연한 특례) 제33조에도 불구하고 장애학생에 대하여는 재학 연한을 제한하

지 않는다. 

제122조(학점등록제) 

  ① 장애학생에 대하여 해당 학기에 수강 신청한 학점수를 기준으로 납입금을 납부하는 

제도(이하 이 조에서 “학점등록제”라 한다)를 시행할 수 있다. 

  ② 학점등록제 시행에 관한 세부 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

제123조(휴학 기간 특례) 제75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장애학생의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제 6 장  학 칙 개 정  

제124조(학칙 개정) 

  ① 학칙 개정은 총장의 발의로 제안한다.

  ② 총장은 학칙 개정안을 발의한 날부터 15일 이상 공고해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

가 있을 때에는 공고 기간을 단축할 수 있다.

  ③ 공고된 학칙 개정안은 법제심의위원회 및 교무회의의 심의를 거쳐 확정, 공포해야 한다.

  ④ 학칙 개정 사항 중「고등교육법 시행령」이 정한 중요한 사항을 개정한 때에는 14일 

이내에 교육과학기술부장관에게 보고해야 하며, 교육과학기술부장관으로부터 시정 요구가 

있을 때에는 이를 반영해야 한다.

  ⑤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이 요구한 시정 사항에 대하여는 15일 이내에 수정된 개정안을 

공고하고 법제심의위원회 및 교무회의의 심의를 거쳐 확정, 공포해야 한다.

제 7 장  보   칙    

제125조(위임사항) 이 학칙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

부      칙( 부개정 2009. 2. 27. 규칙 제837호) 

제1조(시행일) 이 학칙은 2009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2조제3항은 2011학년

도 입학생부터 적용한다. 

제2조(다른 학칙 등의 폐지) 이 학칙의 시행과 동시에 충북대학교 대학원 학칙은 폐지한다. 

제3조(학칙 통합에 따른 적용 특례) 2008학년도 이전 입학자에 대하여는 개정학칙에도 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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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하고 종전 학칙을 적용한다. 다만, 학적 변동으로 인하여 2009학년도 이후 입학자와 같

이 졸업하는 학생은 학생의 선택에 의하여 이 개정 학칙을 적용할 수 있다. 

제4조(다른 규정과의 관계) 이 학칙 시행 당시 종전의 학칙에 의하여 설치된 부속시설과 

각종위원회 및 규정 등은 이 학칙의 해당 규정에 의하여 설치 및 제(개)정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이 학칙 시행 당시 종전의 학칙을 인용하고 있는 경우, 이 학칙 중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을 때에는 종전의 규정에 갈음하여 이 학칙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제5조(모집단위 변경 및 학과 명칭 변경에 따른 경과 조치) ① 모집단위 및 학과(부)가 변

경된 경우 변경 이전의 모집단위 및 학과(부)는 해당 입학년도 입학생이 학적 변동 없이 

졸업하는 학년도까지 존속한다. 

  ② 이 대학교에 입학한 학생이 휴학 또는 제적되었다가 복학 또는 재입학할 경우, 모집

단위 및 학과(부) 명칭 변경으로 해당 모집단위 및 학과(부)가 없을 때에는 명칭이 변경된 

모집단위 및 학과(부)에 재적하는 것으로 본다. 

  ③ 제1항에 따른 모집단위 및 학과(부) 존속 기한 만료 시 해당 모집단위 및 학과(부)에 

재학 중인 학생은 제2항에 따라 명칭이 변경된 모집단위 및 학과(부)에 재적하는 것으로 

본다.

제6조(대학 신설 및 모집단위 조정, 명칭 변경에 따른 교원 소속) 대학이 신설되고 모집단

위가 조정되거나 학과(부)(대학원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명칭이 변경된 경우, 

교원은 신설된 대학 및 조정(명칭 변경을 포함한다)된 학과(부)에 소속한 것으로 본다.

제7조(전자정보대학 신설에 따른 경과조치) ① 전자정보대학 신설에 따라 2009년 3월 1일

부터 전자정보대학장은 전기전자컴퓨터공학부장이 임용된 것으로 본다. 

  ② 제12조제1항의 별표 1에 따라 2008학년도 이전에 전기전자컴퓨터공학부로 입학한 

학생은 2009년 3월 1일부터 전자정보대학에 재적하는 것으로 본다. 

제8조(법학전문대학원 설치에 따른 경과조치) ① 2009년 3월 1일자 법학전문대학원 설치에 

따라 법과대학은 2012년 3월 1일자로 이를 폐지하며, 법학부는 2008학년도 이전 입학생이 

모두 졸업하는 학년도까지 존속 후 폐지한다. 다만, 2009학년도부터 법학부 신입학 및 법학

부로의 전과를, 2010학년도부터 법학부 편입학 및 복수전공을 불허하며, 2011학년도 2학기

까지 법학부 부전공 이수 요건을 충족한 자에 한하여 법학부 부전공 이수자로 한다. 

  ② 법과대학을 제1항에 따라 폐지할 경우 2008학년도 이전에 입학한 학생들의 교육을 

관장하기 위해 법학전문대학원 소속으로 법학부를 운영한다. 

  ③ 2012년 3월 1일 이후의 법학부 학생의 졸업 자격 인정에 대해서는 법학전문대학원

장이 결정하며, 이와 관련된 학사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법학전문대학원장이 따로 정한다. 

제9조(대학 자율화 추진에 따른 경과조치) 대학 자율화 추진에 따라 자연과학대학 수의예

과 및  의예과의 2009학년도 입학자는 제36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2009년 3월 1일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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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의과대학 수의예과 및 의과대학 의예과에 소속하는 것으로 본다. 

부    칙(개정 2009. 8. 7. 규칙 제837호) 

①(시행일) 이 학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학위논문 제출기한 경과자의 한시적 논문제출 허용특례) 이 대학교 대학원과정을 수료

하고 종전 학칙에 따른 논문제출기한이 경과된 자는 제95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논문제

출자격시험(종합시험, 영어시험 등)에 응시할 수 있고, 소속 학과(전공) 지도교수 및 주임

교수의 추천과 대학원위원회(특수대학원은 운영위원회)의 승인을 얻어 2010년 8월 31일까

지 학위논문을 제출할 수 있다.

부   칙(개정 2009. 12. 31. 규칙 제876호)

제1조(시행일) 이 학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1, 별표 5, 별표 6, 별표 7, 

별표 8의 개정학칙은 2010학년도 입학생부터 적용하되, 별표 7의 생활과학사는 2009학년

도 졸업생부터 적용한다.

제2조(경과조치) ① 모집단위 및 학과(부)가 변경된 경우 변경 이전의 모집단위 및 학과

(부)는 해당 입학년도 입학생이 학적 변동없이 졸업하는 학년도까지 존속한다.

  ② 이 대학교에 입학한 학생이 휴학 또는 제적되었다가 복학 또는 재입학할 경우, 모집

단위 및 학과(부) 명칭 변경으로 해당 모집단위 및 학과(부)가 없을 때에는 명칭이 변경된 

모집단위 및 학과(부)에 재적하는 것으로 본다. 

  ③ 제1항에 따른 모집단위 및 학과(부) 존속 기한 만료 시 해당 모집단위 및 학과(부)에 

재학 중인 학생은 제2항에 따라 명칭이 변경된 모집단위 및 학과(부)에 재적하는 것으로 

본다.

제3조(모집단위 조정 및 명칭변경에 따른 교원 소속) 모집단위 조정 및 명칭이 변경된 학

과(학부, 전공 포함)의 교원은 새로이 조정(명칭변경 포함)된 학과(학부, 전공 포함)에 소

속한 것으로 본다. 

부    칙(개정 2010. 2. 12. 규칙 제884호) 

이 학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개정 2010. 4. 28. 규칙 제889호) 

이 학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9조제5항의 개정학칙은 2010학년도 입학생부터 적용한다.

부    칙(개정 2010. 7. 1. 규칙 제897호) 

이 학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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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1]

대학에 설치하는 학과(부)(제12조제1항 관련)

대   학 학과(부) 제공 전공 

인문대학 국 어 국 문 학  과
중 어 중 문 학  과
영 어 영 문 학  과
독 어 독 문 학  과
불 어 불 문 학  과
노 어 노 문 학  과
철      학      과
사      학      과
고 고 미 술 사 학  과
미 술 과  

국 어 국 문 학
중 어 중 문 학  
영 어 영 문 학  
독 어 독 문 학 
불 어 불 문 학  
노 어 노 문 학  
철   학  
사   학  
고 고 미 술 사 학  
동 양 화, 서 양 화, 조 소, 시 각 디 자 인  

사회과학대학 사 회 학 과
심 리 학 과
행 정 학 과
정 치 외 교 학 과
경 제 학 과

사  회  학 
심 리 학  
행 정 학  
정 치 외 교 학 
경  제  학 

자연과학대학 수 학 과
정 보 통 계 학 과
물 리 학 과
지 구 환 경 과 학 과
화 학 과
생 물 학 과
미 생 물 학 과
생 화 학 과
천 문 우 주 학 과
체    육    학   과
(생 명 과 학 부)

수 학  
정 보 통 계 학  
물 리 학 
지 구 환 경 과 학
화 학  
생 물 학
미 생 물 학
생 화 학
천 문 우 주 학  
체 육 학
(생 물 학, 미 생 물 학, 생 화 학)

경영대학 경 영 학 부
국 제 경 영 학 과 
경 영 정 보 학 과 
(국 제 경 영 ․ 정 보 시 스 템 학 부)

경 영 학
국 제 경 영 학 
경 영 정 보 학 
(국 제 경 영 학, 경 영 정 보 학)  

공과대학 토 목 공 학 부
기 계 공 학 부
화 학 공 학 과
신 소 재 공  학  과
건  축  공  학  과
안  전  공  학  과
환  경  공  학  과
공 업 화 학 과
도  시  공  학  과
건 축 학 과
(화 학 공 학 부)
(기 계 공 학 부)

토 목 공 학, 토 목 시 스 템 공 학

화 학 공 학
신 소 재 공 학
건 축 공 학
안 전 공 학  
환 경 공 학  
공 업 화 학
도 시 공 학 
건 축 학
(화 학 공 학, 공 업 화 학) 
(기 계 공 학, 정 밀 기 계 공 학)

전자정보대학 전 기 공 학 부
전 자 공 학 부 
정 보 통 신 공 학 부
컴 퓨 터 공 학 부
(전 기 전 자 컴 퓨 터 공 학 부)

전 기 공 학
전 자 공 학
정 보 통 신 공 학
컴 퓨 터 공 학
(전 기 공 학, 전 자 공 학,
정 보 통 신 공 학, 컴 퓨 터 공 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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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    학 학과(부) 제공 전공 

농업생명환경대학 식 물 자 원 학 과
축 산 학 과
산 림 학 과
지 역 건 설 공 학 과
농 화 학 과
특 용 식 물 학 과  
원 예 과 학 과
바 이 오 시 스 템 공 학 과
식 물 의 학 과
식 품 공 학 과
목 재 ․ 종 이 과 학 과
농 업 경 제 학 과
(응 용 생 명 환 경 학 부)

(생 물 자 원 생 산 학 부)

(산 림 과 학․지 역 건 설 공 학 부)

식 물 자 원 학
축 산 학
산 림 학 
지 역 건 설 공 학
농 화 학
특 용 식 물 학  
원 예 과 학
바 이 오 시 스 템 공 학
식 물 의 학
식 품 공 학
목 재 ․ 종 이 과 학
농 업 경 제 학
(축 산 학, 농 화 학
원 예 과 학, 식 물 의 학
식 품 공 학)
(식  물  자  원 학, 특  용 식  물 학,
바  이   오  시   스   템   공   학)
(산 림 학, 목 재․종 이 과 학,
지 역 건 설 공 학)

법과대학 (법 학 부) (법 학)

사범대학 교 육 학 과
국 어 교 육 과
영 어 교 육 과  
역 사 교 육 과  
지 리 교 육 과
사 회 교 육 과
윤 리 교 육 과
물 리 교 육 과
화 학 교 육 과
생 물 교 육 과
지 구 과 학 교 육 과
수 학 교 육 과
컴 퓨 터 교 육 과
(국 민 윤 리 교 육 과)
(과 학 교 육 학 부) 
   

교 육 학
국 어 교 육 
영 어 교 육
역 사 교 육
지 리 교 육
사 회 교 육  
윤 리 교 육
물 리 교 육 
화 학 교 육
생 물 교 육
지 구 과 학 교 육
수 학 교 육
컴 퓨 터 교 육
(국 민 윤 리 교 육)
(물 리 교 육, 화 학 교 육,
생 물 교 육, 지 구 과 학 교 육)

생활과학대학 식 품 영 양 학 과
아 동 복 지 학 과
패 션 디 자 인 정 보 학 과
주 거 환 경 학 과
소 비 자 학 과
(주 거 환 경 ․ 소 비 자 학 과)

식      품      영      양    학  
아  동  복  지   학
패 션 디 자 인 정 보 학  
주 거 환 경 학
소 비 자 학
(주 거 환 경 ․ 소 비 자 학)

수의과대학 수 의 예 과
수 의 학 과  수 의 학

약학대학 약 학 과
제 약 학 과

약 학  
제 약 학

의과대학 의 예 과
의 학 과 의 학

※ (   )의 학과(부) 및 제공 전공은 재학생이 있는 동안까지만 존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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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2] (개정 2009. 8. 7, 개정 2010. 7. 1.)

각 처장, 사무국장 및 산학협력단장의 분장사무

(제14조제2항 및 제17조제3항 관련)

구  분 분    장    사    무 비  고 

교무처장

대학․대학원․학부․학과 및 과정의 설․폐, 교육과정 작성 및 운영, 교

원의 인사관리와 교원 및 학생의 정원관리, 교원의 복무, 학적, 

학적조회 및 학적부 관리, 제증명 발급, 학위수여, 수강신청, 수

업시간표, 실습 및 수업관리, 교과서 및 교재관리, 교외교육의 지

도, 학점 및 성적관리, 열린사이버대학 운영, 교수평가, 대학원 

및 전문(특수)대학원 업무, 종합서비스센터, 교수학습지원센터, 

교직부, 출판부 관리․운영, 그 밖의 교무․연구에 관한 사항

학생처장

학생활동의 지도 및 지원, 학생상벌, 학생증발급, 병사업무, 동원 

및 훈련, 체육행사, 학생의 복지 및 보건․후생, 소비조합관리, 장

학생선발 및 장학금지급, 학자금관리, 학생생활관, 고시원 관리․운
영, 그 밖의 학생활동 및 복지․장학에 관한 사항

기획처장

대학발전 및 학사운영에 관한 종합계획, 공간배정 관리, 대학운영

에 관한 분석 및 대내․외 평가, 대학정보공시, 홍보, 교육통계, 대

학정보화, 기구의 설․폐(교육조직 제외), 발전기금재단 관리․운영, 

제도개선, 특성화사업 지원, 교육개혁 및 대학혁신업무, 부속기관

(연구소 포함)평가, 주요업무계획, 국제교류, 대외협력, 학술교류

협정, 학생해외유학 및 연수, 종합인력개발원 관리․운영, 그 밖의 

기획 및 대외협력에 관한 사항

사무국장

보안, 관인관리, 직원인사, 급여, 문서관리, 법무, 자체감사, 예산

편성 및 집행관리, 회계 및 결산, 국유재산 및 물품관리, 각종공

사 및 시설관리, 직장예비군 및 민방위대원 관리, 비상기획, 교통

관리, 노무관련업무, 상조회 업무, 교무회의 운영, 공익요원관리, 

교직원주택관리, 그 밖의 다른 처의 주관에 속하지 않은 사항

산학협력단장

대학연구진흥, 교수의 학술․연구활동진흥, 부속연구소의 지원, 학

술지의 발간 및 연구결과평가․관리,「산업교육진흥 및 산학협력촉

진에 관한 법률」제27조 및 동법 시행령 제26조에 명시한 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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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3]

대학 및 전문(특수)대학원에 두는 행정실의 명칭 (제15조제1항 관련)

행정실 명칭 행정지원 대상 대학(원)

제1행정실 인문대학

제2행정실 사회과학대학, 법과대학, 행정대학원, 법무대학원, 법학전문대학원

제3행정실 자연과학대학

제4행정실 경영대학, 경영대학원

제5행정실 공과대학, 전자정보대학, 산업대학원 

제6행정실 농업생명환경대학

제7행정실 사범대학, 생활과학대학, 교육대학원   

제8행정실  수의과대학, 약학대학, 의과대학, 의학전문대학원

  

   

[별표 4] (개정 2009. 8. 7, 개정 2010. 7. 1.)

본 대학교에 두는 부속시설 (제19조제1항 관련)

교사시설구분 구              분

교육기본시설 도서관 

지 원 시 설

입학관리본부, 전산정보원, 학생생활관, 종합인력개발원, 보건진료원, 

기록관, 교수학습지원센터, 양성평등상담소, 공동실험실습관, 국제교육원, 

평생교육원, 출판부, 신문방송사, 실험동물연구지원센터, 장애지원센터

연 구 시 설 
인문학연구원, 사회과학연구원, 자연과학연구원, 보건의료과학연구원,

정보기술․경영연구원, 건설․산업과학기술연구원, 농업생명과학연구원

부 

속

시

설

공통 박물관, 고시원, 교직부, 천문대, 국어문화원 

기타

공학교육혁신센터, 공과대학부속공장, 농업생명환경대학부속농장, 

농업생명환경대학부속동물자원개발센터, 농업생명환경대학부속학술림,

수의과대학부속동물의료센터, 약학대학부속약초원, 약학대학부속실습약국, 

농업생명환경대학부설식물종합병원, 농업생명환경대학부설농업과학

기술센터, 사범대학교육연수원, 생활과학대학부설보육교사교육원,

생활과학대학부설보육교사교육원부속어린이집, 자연과학대학부설과학

기술진흥센터, 예비군연대

* 위 시설 중 교수학습지원센터․교직부․출판부는 교무처 소속으로, 학생생활관․고시원은 학생

처 소속으로, 종합인력개발원은 기획처 소속으로 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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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5]

각 대학 모집단위 및 입학정원(제36조제1항 관련)

대학 모집단위
입   학   정   원

2010학년도 2009학년도 2008학년도 2007학년도

인문대학   국어국문학과 
중어중문학과
영어영문학과
독어독문학과
불어불문학과
노어노문학과
철학과
사학과
고고미술사학과
미술과 
 (동양화전공)
 (서양화전공)
 (조소전공)
 (시각디자인전공)
인문학Ⅲ군 
 (철학과)
 (사학과)
 (고고미술사학과)

36
32
36
36
32
27
32
27
27
60

(15)
(15)
(15)
(15)
-

36
32
36
36
32
27
32
27
27
60

(15)
(15)
(15)
(15)
-

36
32
36
36
32
27

40
(10)
(10)
(10)
(10)
86

36
32
36
36
32
27

40
(10)
(10)
(10)
(10)
86

소계 345 345 325 325

사회과학대학 사회학과
심리학과
행정학과
정치외교학과
경제학과
사회․심리학과군
 (사회학과)
 (심리학과)
 행정․정치외교․경제학과군
 (행정학과)
 (정치외교학과)
 (경제학과)

36
36
36
36
54
-

-

36
36
36
36
54
-

-

-
-
-
-
-
71

127

-
-
-
-
-
71

127

소계 198 198 198 198

자연과학대학 수학과
정보통계학과
물리학과
지구환경과학과
화학과
생물학과
미생물학과
생화학과 
천문우주학과
체육학과
의예과
수의예과
물리학과․지구환경과학과군
 (물리학과)
 (지구환경과학과)
수학과․정보통계학과군
 (수학과)
 (정보통계학과)
화학과․생명과학부군
 (화학과)
*(생물학전공)
*(미생물학전공)
*(생화학전공) 

40
40
46
35
53
44
36
36
34
60
-
-
-

-

-

40
40
-
-
53
44
36
36
34
60
25
46
81

-

-

-
-
-
-
-
-
-
-
34
45
25
46
81

80

169

-
-
-
-
-
-
-
-
34
45
25
46
81

80

169

소계 424 495 480 4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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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 학 모집단위
입   학   정   원

2010학년도 2009학년도 2008학년도 2007학년도

경영대학 경영학부
국제경영학과
경영정보학과 
국제경영․정보시스템학부
 (국제경영학전공) 
 (경영정보학전공) 

165
 82
 49
-

165
 82
 49
-

165
 82
 49
-

165

131

소 계 296 296 296 296

공과대학 토목공학부
 (토목공학전공)
 (토목시스템공학전공)
기계공학부
화학공학과
신소재공학과
건축공학과
안전공학과
환경공학과
공업화학과
도시공학과
건축학과
기계공학부
 (기계공학전공)
 (정밀기계공학전공)
신소재․안전공학과군
 (신소재공학과)
 (안전공학과)
화학공학부․환경공학과군
*(화학공학전공)
*(공업화학전공)
 (환경공학과)
건설공학과군
 <토목공학부>
*(토목공학전공)
*(토목시스템공학전공)
 (건축공학과)
 (도시공학과)

150

88
44
44
50
44
39
44
50
36
-

-

-

-

150

-
44
44
50
44
39
44
50
36
88

-

-

-

-

-
-
-
-
-
-
-
-
38
88

87

126

250

-

-
-
-
-
-
-
-
-
38
88

87

126

259

소계 589 589 589 598

전자정보
대학

전기전자
컴퓨터공학

부

전기공학부
전자공학부
정보통신공학부
컴퓨터공학부
전기전자컴퓨터공학부
 (전기공학전공)
 (전자공학전공)
 (정보통신공학전공)
 (컴퓨터공학전공)
전기전자컴퓨터공학부
 (전기공학전공)
 (전자공학전공)
 (정보통신공학전공)
 (컴퓨터공학전공)

 64
120
110
108
- 402

-

402

-

422

소계 402 402 402 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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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 학 모집단위
입   학   정   원

2010학년도 2009학년도 2008학년도 2007학년도

농업생명
환경대학

식물자원학과
축산학과
산림학과
지역건설공학과
농화학과
특용식물학과
원예과학과
바이오시스템공학과
식물의학과
식품공학과
목재․종이과학과
농업경제학과
응용생명환경학부
 (축산학전공)
 (농화학전공)
 (원예과학전공)
 (식물의학전공)
 (식품공학전공)
생물자원생산학부
 (식물자원학전공)
 (특용식물학전공)
 (바이오시스템공학전공)
산림과학․지역건설공학부
 (산림학전공)
 (목재․종이과학전공)
 (지역건설공학전공)

35
42
40
35
35
27
35
35
35
35
27
35
-

-

-

35
-
40
35
-
27
-
35
-
-
27
35
182

-

-

-
-
-
-
-
-
-
-
-
-
-
35
182

97

97

-
-
-
-
-
-
-
-
-
-
-
35
182

97

97

소계 416 416 411 411

법과대학 법학부 - - 80 80

소계 - - 80 80

사범대학 교육학과
국어교육과
영어교육과
역사교육과
지리교육과
사회교육과
윤리교육과
물리교육과
화학교육과
생물교육과
지구과학교육과
수학교육과
컴퓨터교육과
역사․지리․사회교육학과군
 (역사교육과)
 (지리교육과)
 (사회교육과)
국민윤리교육과
과학교육학부
 (물리교육전공)
 (화학교육전공)
 (생물교육전공)
 (지구과학교육전공)

15
25
25
15
15
15
15
14
14
13
14
25
30
-

-
-

15
25
25
15
15
15
15
14
14
13
14
25
30
-

-
-

15
25
25
-
-
-
-
-
-
-
-
25
30
45

15
55

15
25
25
-
-
-
-
-
-
-
-
25
30
45

15
55

소계 235 235 235 235



412  Ⅹ. 학칙 및 법인정관

대 학 모집단위
입   학   정   원

2010학년도 2009학년도 2008학년도 2007학년도

생활과학대
학

식품영양학과
아동복지학과
패션디자인정보학과
주거환경학과
소비자학과
생활과학과군
 (주거환경․소비자학과)
 (식품영양학과)
 (패션디자인정보학과)

30
30
30
25
25
-

30
30
30
25
25
-

-
27
-
-
-
75

-
27
-
-
-
66

소계 140 140 102 93

수 의 과
대    학

수의예과
<수의학과>

46
<46> <46> <46> <46>

소계 
46

<46>
<46> <46> <46>

약학대학 약학․제약학과군
 (약학과)
 (제약학과)

- - 50 50

소계 - - 50 50

의과대학
의예과
<의학과>

25
<25> <25> <25> <25>

소계 
25

<25>
<25> <25> <25>

총    계       
3,116
<71>

3,116
<71>

3,168
<71>

3,188
<71>

 ※ 2007~2010년도의 입학정원란의 <  >안의 수는 의예과 및 수의예과의 입학정원으로서 <  >밖의 

수에 포함되지 않음. 

 ※ 화학과․생명과학부군 아래의 *표시는 생명과학부내의 전공표시임. 

 ※ 화학공학부․환경공학과군 아래의  *표시는 화학공학부내의 전공표시임. 

 ※ 건설공학과군 토목공학부 아래의  *표시는 토목공학부내의 전공표시임.

 ※ 2010학년도 입학정원에는 약대 미모집인원 한시적 활용인원(50명)이 미술과(12명), 체육학과(12

명), 산림학과(5명), 식품영양학과(4명), 아동복지학과(3명), 패션디자인정보학과(6명), 주거환경

학과(4명), 소비자학과(4명)에 증원되어 있음.(2011학년도 입학정원에서는 조정되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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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6] 

대학원 과정별 학과 및 정원(제37조 관련)

가. 일반대학원(대학원) 

과정별
입학정원

과 정 별
입학정원

2010 2009 2008 2010 2009 2008

석사학위과정
(5계열 73학과)
인문․사회계(24학과)
국어국문학과
영어영문학과
독어독문학과
불어불문학과
중어중문학과
사학과
철학과
노어노문학과
고고미술사학과
경제학과
행정학과
정치외교학과
심리학과
사회학과
회계학과
국제경영학과
경영학과
경영정보학과 
농업경제학과
법학과
교육학과
지리학과
아동복지학과
소비자학과

자연과학계(26학과)
수학과
물리학과
화학과
생물학과
통계학과
미생물학과
생화학과
지구환경과학과
천문우주학과
농학과
산림학과
지역건설공학과
연초학과
바이오시스템공학과
임산공학과
컴퓨터교육과
주거환경학과
식품영양학과
패션디자인정보학과
약학과
임상약학과
응용생명환경학과군
(축산학과)
(농화학과)
(원예학과)
(농생물학과)
(식품공학과)

666 666 629 공학계(19학과)
화학공학과
토목공학과
건축공학과
재료공학과
컴퓨터공학과
기계공학과
안전공학과
공업화학과
구조시스템공학과
정밀기계공학과
전기ᆞ전자ᆞ정보ᆞ컴퓨터학과군
(전기공학과)
(전자공학과)
(정보통신공학과)
(전파통신공학과)
(제어로봇공학과)
(반도체공학과)
(컴퓨터과학과)
환경ᆞ도시공학과
건축학과

예․체능계(2학과)
체육학과
미술과

의학계(2학과)
의학과
수의학과

학․연․산 협동과정(16개 기관)
(한국화학연구원)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
(한국생명공학연구원)
(한국표준과학연구원)
(한국전자통신연구원)
(한국생산기술연구원)
(국립산림과학원)
(충청북도농업기술원)
(식품의약품안전청)
(한국기계연구원)
(한국원자력연구원)
(LS산전전력연구소)
(한국천문연구원)
(농촌진흥청)
(한국건설기술연구원)
(한국기초과학지원연구원)

학과간 협동과정(6과정)
(의용생체공학)
(정보산업공학)
(바이오산업)
(바이오정보기술)
(합성생물학)
(문화재과학)

15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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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 정 별
입학정원

과 정 별
입학정원

2010 2009 2008 2010 2009 2008

박사학위과정
(5계열 68학과)
인문․사회계(20학과)
국어국문학과
영어영문학과
사학과
철학과
고고미술사학과
경제학과
행정학과
심리학과
정치외교학과
경영학과
회계학과
국제경영학과 
경영정보학과 
농업경제학과
교육학과
국어교육과
영어교육과
역사교육과
윤리교육과
아동복지학과

자연과학계(27학과)
수학과
물리학과
화학과
생물학과
통계학과
미생물학과
천문우주학과
생화학과
지구환경과학과  
농학과
산림학과
지역건설공학과
연초학과
바이오시스템공학과
임산공학과
수학교육과
과학교육과
컴퓨터교육과
패션디자인정보학과
주거환경․소비자학과
식품영양학과
약학과
응용생명환경학과군
(축산학과)
(농화학과)
(원예학과)
(농생물학과)
(식품공학과)

273 280 257
공학계(18학과)
화학공학과
토목공학과
건축공학과
재료공학과
컴퓨터공학과
기계공학과
안전공학과
공업화학과
정밀기계공학과 
구조시스템공학과
전기ᆞ전자ᆞ정보ᆞ컴퓨터학과군
(전기공학과)
(전자공학과)
(정보통신공학과)
(전파통신공학과)
(제어로봇공학과)
(반도체공학과)
(컴퓨터과학과)
환경ᆞ도시공학과

의학계(2학과)
의학과
수의학과

예체능계(1학과)
 체육학과

학․연․산 협동과정(16개 기관)
(한국화학연구원)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
(한국생명공학연구원)
(한국표준과학연구원)
(한국전자통신연구원)
(한국생산기술연구원)
(국립산림과학원)
(충청북도농업기술원)
(식품의약품안전청)
(한국기계연구원)
(한국원자력연구원)
(LS산전전력연구소)
(한국천문연구원)
(농촌진흥청)
(한국건설기술연구원)
(한국기초과학지원연구원)

학과간 협동과정(5과정) 
(의용생체공학)
(정보산업공학)
(바이오산업)
(바이오정보기술)
(합성생물학)

10

13

합계 939 946 946

※ (   )의 학과는 해당 모집단위 학과군 소속 표시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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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전문대학원

대학원명 학과 학위구분
입학정원

2010 2009 2008

의학전문대학원 의학과 전문석사 24 24 24

법학전문대학원 법학과
전문석사 70 70

학술박사 5

계
전문석사 94 94 24

학술박사 5
  

다. 특수대학원

대학원명 석 사 학 위 과 정
입학정원

2010 2009 2008

교육대학원

   교육행정전공 생물교육전공
   학교상담전공 지구과학교육전공 
   유아교육전공 가정교육전공 
   초등교육전공 미술교육전공 
   국어교육전공 체육교육전공
   영어교육전공 정보․컴퓨터교육전공
   역사교육전공 환경교육전공
   지리교육전공 농업교육전공  
   일반사회교육전공 건설교육전공
   윤리교육전공 화공․섬유교육전공
   수학교육전공 기계․금속교육전공 
   물리교육전공 상업교육전공
   화학교육전공 영양교육전공 

외국어로서의 한국어교육전공

240 252 252

행정대학원 행정학과 34 34 34

산업대학원

학  과 전  공

76 76 76

건설공학과

토목공학전공
건축공학전공
도시공학전공
구조시스템공학전공
건축학전공

공정공학과
화학공학전공
공업화학전공
환경공학전공

생산공학과

재료공학전공
기계공학전공
안전공학전공
정밀기계공학전공

전기전산공학과

전기공학전공
컴퓨터공학전공
전자공학전공
정보통신공학전공
반도체공학전공 
전파통신공학전공 

경영대학원

학  과 전     공 

91 91 91
경영학과

 재무관리        생산관리
 마케팅          인사․조직
 국제지역        국제경영
 재무회계정보    원가․관리회계 
 경영정보시스템

법무대학원
학  과 전  공 

27 27 27
법학과 공공법무전공,   형사법무전공

민사법무전공,   경영법무전공

계 468 480 4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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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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독어독문학과, 
불어불문학과, 노어노문학과, 철학과, 사학과, 고고미술사학과

사회과학대학 사회학과, 심리학과

사범대학
교육학과, 국어교육과, 영어교육과, 역사교육과, 
지리교육과, 사회교육과, 윤리교육과

생활과학대학 아동복지학과

복수․연계전공 노인복지학, 공통사회

행정학사 사회과학대학 행정학과

정치학사 사회과학대학 정치외교학과

경제학사 사회과학대학 경제학과

농업생명환경대학 농업경제학과

경영학사
(경영학교육인증)

경영대학 경영학부, 국제경영학과, 경영정보학과

법 학 사 법과대학 법학부

이 학 사 자연과학대학
수학과, 정보통계학과, 물리학과, 지구환경과학과, 화학과, 
생물학과, 미생물학과, 생화학과, 천문우주학과

사범대학
물리교육과, 화학교육과, 생물교육과, 지구과학교육과, 
수학교육과, 컴퓨터교육과

복수․연계전공
환경학(환경관리), 농업생명공학, 보건의료생명과학, 
공통과학교육, 나노과학기술

농 학 사 농업생명환경대학
식물자원학과, 축산학과, 산림학과, 농화학과, 특용식물학과, 
원예과학과, 식물의학과, 식품공학과, 목재․종이과학과

복수․연계전공 농촌관광개발

생활과학사 생활과학대학 식품영양학과, 패션디자인정보학과, 주거환경학과, 소비자학과

약 학 사 약학대학 약학과, 제약학과

공 학 사 공과대학
토목공학부(토목공학전공, 토목시스템공학전공), 기계공학부, 
화학공학과, 신소재공학과, 건축공학과, 안전공학과, 환경
공학과, 공업화학과, 도시공학과

전자정보대학 전기공학부, 전자공학부, 정보통신공학부, 컴퓨터공학부 

농업생명환경대학 지역건설공학과, 바이오시스템공학과

*공학사(OO공학 
심화전공)

<공학인증 프로
그램 이수자의
학위명 표기>

공과대학
토목공학부(토목공학전공, 토목시스템공학전공), 기계공학부, 
화학공학과, 신소재공학과, 건축공학과, 안전공학과, 
환경공학과, 공업화학과

전자정보대학 전기공학부, 전자공학부, 정보통신공학부, 컴퓨터공학부 

농업생명환경대학 지역건설공학과

건축학사 공과대학 건축학과

미술학사 인문대학 미술과

체육학사 자연과학대학 체육학과

수의학사 수의과대학 수의학과

의 학 사 의과대학 의학과

생활과학사 학생설계전공 패션상품기획

위기관리학사 연계전공 위기관리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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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8]
대학원 학위종별(제90조제1항 관련)

가. 일반대학원(대학원)

학위구분 학 위 명 학과 및 협동과정

석사학위 문학석사
국어국문학과,영어영문학과,독어독문학과,불어불문학과,중어중문학과,
사학과,철학과,노어노문학과,고고미술사학과,심리학과,사회학과,지리학과,
아동복지학과

교육학석사 교육학과,컴퓨터교육과
경제학석사 경제학과,농업경제학과
행정학석사 행정학과
법학석사 법학과

정치학석사 정치외교학과
경영학석사 회계학과,국제경영학과,경영학과,경영정보학과 

이학석사
수학과,물리학과,화학과,생물학과,통계학과,미생물학과,생화학과,
천문우주학과,지구환경과학과,바이오산업협동과정,합성생물학협동과정,
문화재과학협동과정 

체육학석사 체육학과
미술학석사 미술학과

생활과학석사 주거환경학과,소비자학과,식품영양학과,패션디자인정보학과 

공학석사

화학공학과,토목공학과,전기공학과,재료공학과,건축공학과,
컴퓨터공학과,기계공학과,안전공학과,환경공학과,전자공학과,
정보통신공학과,공업화학과,도시공학과,전파통신공학과,
구조시스템공학과,제어로봇공학과,반도체공학과,정밀기계공학과,
의용생체공학협동과정,정보산업공학협동과정,바이오시스템공학과,
지역건설공학과,컴퓨터과학과,바이오정보기술협동과정,환경ᆞ도시공학과

건축학석사 건축학과

농학석사 농학과,산림학과,축산학과,농화학과,연초학과,원예학과,농생물학과,
식품공학과

약학석사 약학과,임상약학과
의학석사 의학과

수의학석사 수의학과

박사학위
문학박사 국어국문학과,영어영문학과,사학과,심리학과,고고미술사학과,아동복지학과

    철학박사   철학과
행정학박사 행정학과
경제학박사 경제학과,농업경제학과
경영학박사 경영학과,국제경영학과,경영정보학과,회계학과 
정치학박사 정치외교학과

교육학박사 교육학과,역사교육과,윤리교육과,과학교육과,컴퓨터교육과,국어교육과,
수학교육과,영어교육과

이학박사 물리학과,화학과,생물학과,수학과,미생물학과,천문우주학과,통계학과,생화
학과,지구환경과학과,식품영양학과,바이오산업협동과정,합성생물학협동과정

체육학박사 체육학과
생활과학박사 주거환경․소비자학과,패션디자인정보학과

공학박사

화학공학과,토목공학과,건축공학과,전기공학과,재료공학과,컴퓨터공학과,
기계공학과,환경공학과,안전공학과,정보통신공학과,전자공학과,
도시공학과,반도체공학과,의용생체공학협동과정,전파통신공학과,
공업화학과,정밀기계공학과,구조시스템공학과,제어로봇공학과,
바이오시스템공학과,지역건설공학과,컴퓨터과학과,정보산업공학협동과정,
환경ᆞ도시공학과,바이오정보기술협동과정

농학박사 농학과,산림학과,축산학과,농화학과,연초학과,원예학과,농생물학과,
식품공학과

약학박사 약학과
의학박사 의학과

수의학박사 수의학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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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전문대학원

전문대학원 학 위 명 학과 또는 전공

의학전문대학원

의무석사(의학) 의학과

의학박사(의학) 의학과

의무박사(의학) 의학과

법학전문대학원

법무석사(법학) 법학과

법학박사(법학) 법학과

법무박사(법학) 법학과
 

    

다. 특수대학원

특수대학원 학    위    명 학과 또는 전공

교육대학원

교육학석사(교육행정) 교육행정전공

교육학석사(학교상담) 학교상담전공

교육학석사(유아교육) 유아교육전공

교육학석사(초등교육) 초등교육전공

교육학석사(국어교육) 국어교육전공

교육학석사(영어교육) 영어교육전공

교육학석사(역사교육) 역사교육전공

교육학석사(지리교육) 지리교육전공

교육학석사(일반사회교육) 일반사회교육전공

교육학석사(윤리교육) 윤리교육전공

교육학석사(수학교육) 수학교육전공

교육학석사(물리교육) 물리교육전공

교육학석사(화학교육) 화학교육전공     

교육학석사(생물교육) 생물교육전공

교육학석사(지구과학교육) 지구과학교육전공

교육학석사(가정교육) 가정교육전공

교육학석사(미술교육) 미술교육전공

교육학석사(체육교육) 체육교육전공

교육학석사(정보․컴퓨터교육) 정보․컴퓨터교육전공

교육학석사(환경교육) 환경교육전공

교육학석사(농업교육) 농업교육전공

교육학석사(건설교육) 건설교육전공 

교육학석사(화공․섬유교육) 화공․섬유교육전공

교육학석사(기계․금속교육) 기계․금속교육전공

교육학석사(상업교육) 상업교육전공

교육학석사(영양교육) 영양교육전공

교육학석사(외국어로서의 한국어교육) 외국어로서의 한국어교육전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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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대학원 학 위 명 학과 또는 전공

행정대학원 행정학석사(행정학) 행정학과

산업대학원

공학석사(토목공학) 토목공학전공

공학석사(건축공학) 건축공학전공

공학석사(도시공학) 도시공학전공

공학석사(구조시스템공학) 구조시스템공학전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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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무관리) 재무관리전공

경영학석사(생산관리) 생산관리전공

경영학석사(마케팅) 마케팅전공

경영학석사(인사․조직) 인사․조직전공

경영학석사(국제경영) 국제경영전공

경영학석사(국제지역) 국제지역전공

경영학석사(재무회계정보) 재무회계정보전공

경영학석사(원가․관리회계) 원가․관리회계전공

경영학석사(경영정보시스템) 경영정보시스템전공

법무대학원

법학석사(공공법무) 공공법무전공

법학석사(형사법무) 형사법무전공

법학석사(민사법무) 민사법무전공

법학석사(경영법무) 경영법무전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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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9]

학교기업(제18조제2항 관련)

학교기업 명칭 사업종목
관련 

학과(부)
소  재  지

충북대학교

수의과대학부속

동물의료센터

수의업
수의예과

수의학과

충북 청주시 흥덕구 성봉로

410(개신동) 충북대학교 내

충북대학교

환경자원

분석센터

물질성분

검사 및 

분석업

농화학과
충북 청주시 흥덕구 성봉로

410(개신동) 충북대학교 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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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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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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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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

                                                                 성명

       년         월         일생

     위 사람은          대학원 석사과정을 이수하고 소정의 시험과 논문심사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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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

                                                                 성명

       년         월         일생

   위 사람은        대학원 석(박)사과정을 이수하고 소정의 ( 시험 , 시험과 논문

심사 )에 합격하여          무 석(박)사(    )의 자격을 갖추었으므로 대학원위원

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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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

                                                                 성명

       년         월         일생

   위 사람은       대학원 석사과정을 이수하고 소정의 (시험 , 시험과 논문심사)

에 합격하여            학 석사(    )의 자격을 갖추었으므로 대학원위원회의 심의

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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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

                                                                     성명

       년         월         일생

     위 사람은 대학원 박사학위과정 ( *        학과       전공)을 이수하고 논문

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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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r-No.○○

Upon the recommendation of the Faculty 

and by virtue of the authority vested in them

Kil-Dong Hong (영문성명)

has been admitted to the degree of 

Doctor of Philosophy 
in Korean Language and Literature (소속학과 영문명)

and is entitled to all rights and honors thereto appertaining.

Witness the seal of the university and the signatures of its officers

FEBRUARY  20, 2007 (학위수여일자)

Dean of the Graduate School               President of the University

 Diploma No. CBNU○○-D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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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9호서식]

 명박제     호

학             기

                                                                    성명

       년         월         일생

      위 사람은                  에 지대한 공헌을 하였기에 대학원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명예          학박사의 학위를 수여하여 그 공적을 기리고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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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

Chungbuk National University, on the nomination of 

the Board of Graduate School, has conferred upon

Kil-Dong Hong (영문성명)

The Degree of 

Honorary Doctor of Sicence (학위명)

Together with all honors, rights, 

and privileges belonging to that degree.

In witness whereof, this diploma is granted.

Given at Cheongju in Chungbuk Province

this (nineteenth day of October 

in the year two thousand seven.-학위수여일자)

Dean of the Graduate School               President of the University

 Diploma No. CBNU○○-H.D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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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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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구하였음을 증명함.

                   년       월       일

충 북 대 학 교   ○○ 대  학 원 장              (직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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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재단법인 충북 학교 발 기 재단 정

제정 1981.  8. 26

개정 1983.  3. 15 1996.  6.  5 2003. 12.  8  

1984.  3. 13 1997.  3. 21 2004.  5. 19  

1984. 12. 21 1998.  2.  2 2005.  5. 11

1985.  9. 10 1998.  7. 20 2006.  6. 20

      1986.  9. 11 1998. 12. 19 2006. 12.  4

      1988.  9.  6 1999. 12. 28 2007.  5. 16

       1989. 12. 19 2000.  5.  2 2008.  2. 11

       1990. 12.  4 2000. 11.  8 2008.  4. 29

       1991. 12. 27 2001.  6. 20 2009.  5. 22

       1992.  6. 12 2001. 10. 15 2010.  3. 22  

       1993.  4. 14 2002.  7. 30 2010.  7. 12

       1994. 12. 16 2003.  1.  7

       1995.  7. 21 2003.  8. 23

제 1 장  총   칙

제 1조(목적) 이 법인은 사회일반의 이익에 공여하기 위하여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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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흥덕구 개신동 12번지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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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 5조(법인공여이익의 수혜자) ① 이 법인이 제4조 제1항에 의한 지원과 목적사업을 수



2. 재단법인 충북대학교 발전기금재단 정관  433

행함에 있어서 발생하는 이익은 이를 무상으로 한다. 

   ② 이 법인의 목적사업의 수행으로 인하여 제공되는 이익의 수혜자는 충북대학교 교직  

원과 학생으로 하며, 국내외적으로 학술교류 협정이 체결된 대학의 교직원과 학생도 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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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체

의 재산은 보통재산으로 한다.

    1. 설립시 기본재산으로 출연한 재산

    2. 기부에 의하거나 기타 무상으로 취득한 재산. 다만, 기부목적에 비추어 기본재산으

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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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

공하거나 의무부담 또는 권리의 포기를 하고자 할 때에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감독  

청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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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외     

한다)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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응

하는 비용은 수익사업회계로 계리하고 기타의 수익과 비용은 목적사업회계로 계리한다.

   ③ 제2항의 경우에 목적사업회계와 수익사업회계로 구분하기 곤란한 비용은 공동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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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분에 관한 법인세 관계법령의 규정을 준용하여 배분한다. 

제11조(회계원칙) 이 법인의 회계는 사업의 경영성과와 수지상태를 정확하게 파악하기 위

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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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결

을 거쳐 감독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당해 회계년도의 수입금으로 상환할 수 

없는 자금을 차입(이하“장기 차입금”이라 한다)하는 경우 차입하고자 하는 장기 차입

금액이 기본재산 총액에서 차입 당시의 부채 총액을 공제한 금액의 100분의 5에 상당

하는 금액 미만으로서 차입하고자 하는 금액을 포함한 장기 차입금액의 총액이 100만

원 미만인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14조(임원의 보수제한 등) 이 법인의 임원에게는 보수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다만 실비

의 보상은 예외로 한다.

제15조(임원 등에 대한 재산대여 금지) ① 이 법인의 재산은 이 법인과 다음 해당하는 관

계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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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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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당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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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4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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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년이내에서 충북대학교 해당 직위의 재임

기간으로 하고 기타 이사의 임기는 4년, 감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② 보선에 의하여 취임하는 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

제19조(임원의 선임방법) ① 이 법인의 임원은 다음과 같이 선임한다.

   1. 충북대학교 총장, 대학원장,교무처장,학생처장,기획처장,사무국장 및 산학협력단장은 

당연직 이사가 된다.

   2. 이사장은 이사 중에서 호선(互選)하고, 상임이사는 기획처장,교무처장,학생처장,산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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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력단장이 된다.

   3. 당연직을 제외한 이사 및 감사는 충북대학교 교직원과 대학발전에 지대한 공로가    

있는자 중에서 이사장의 추천으로 이사회에서 선임하여 감독청의 승인을 받아 취임한다. 

   ② 임기전의 임원의 해임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감독청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③ 이사 또는 감사중에 결원이 생긴때에는 2월이내에 이를 보충하여야 한다.

제20조(임원선임의 제한) ① 이사회의 구성에 있어서 이사 상호간에 공익법인의설립‧운영

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특수관계에 해당하는 이사의 수는 제16조 

이사 정원의 5분의 1을 초과하지 못한다.

   ② 감사는 감사 상호간에 또는 이사와 제1항에 규정한 특수관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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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임이사인 기획처

장, 교무처장,학생처장,산학협력단장의 순으로 이사장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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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5조(의결 정족수) ① 이사회는 이사 정수의 과반수 출석으로 개회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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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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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

구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29조(이사회의 소집특례) ① 이사장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소집 요구

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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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

제31조(사무국) ① 이 법인업무의 효율적 수행을 위하여 사무국을 둘 수 있다.

   ② 사무국에는 사무국장 1인과 상근직원을 둘 수 있으며 이사장이 임명한다. 다만, 상

근직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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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찬성으

로 의결하여 감독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제33조(해산) 이 법인을 해산하고자 할 때에는 이사정수의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교육

인적자원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제34조(잔여재산의 귀속) 이 법인을 해산하였을 때의 잔여재산은 충청북도교육청에 귀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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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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 대학신문에 공고하여야 한다. 

   1. 법인의 명칭 및 사무소의 소재지 변경

   2. 법인의 주된 목적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널리 일반의 신청을 받아야 할 필요성이 있

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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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

조 제1항 제2호 사업에만 사용하고 이 정관변경 후 기탁되는 기금의 수익금을 기탁자

가 제4조 제1항의 목적사업을 지정하는 경우 그 사업에만 사용할 수 있다.

부               칙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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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               칙

이 정관은 1984년 12월 21일 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정관은 1985년 9월 10일 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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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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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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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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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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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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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목록 1)  

                        설립당시의 기본재산목록

재산명 수 량 평 가 액 비 고

개발신탁 3 108,084,424원

정기예금 1 8,870,891원

계 4 116,955,315원

(별지목록 2)

                         재의 기본재산목록

1. 기본재산 총괄표 (2010년 7월 12일 현재)

재 산 명 수 량 평 가 액 비 고

현  금 31 13,340,027,426

토  지 3필지(811.90㎡) 1,529,050,000

건  물 3동(1,745.33㎡) 520,043,760

임  야 1필지(39,669㎡) 19,080,789

아 파 트 1동(104.38㎡) 234,000,000

합  계 15,642,201,975

2. 기본재산 세부목록표 (단위 : 원)

재 산 명 소재지 수량 금   액 비 고

현 금 농협 16 10,481,807,925

현 금 우체국 10 752,164,596

현 금 우리은행 5 2,106,054,905

소    계 31 13,340,027,426

토 지
남문로 2가 55-1

175.40 701,600,000

건 물 277.64 53,099,040

토 지
운천동 1112-2

281.50 365,950,000

건 물 1,053.25 384,426,120

토 지
증평 중동 126

355.00 461,500,000

건 물 414.44 82,518,600

임 야 문의면 덕유리 산64 39,669.00 19,080,789

아 파 트 북문로 3가 15-1 104.38 234,000,000

토 지 계 811.90 1,529,050,000

건 물 계 1,745.33 520,043,760

임 야 계 39,669.00 19,080,789

아파트계 104.38 234,000,000

합      계 15,642,201,97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