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를 향한 혁신!

연세답다!

2020학년도 정시모집요강

연세대학교 미래캠퍼스

26493 강원도 원주시 연세대길 1
TEL 033-760-2828(입학안내) FAX 033-760-2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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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를 향한 혁신,
연세답다!
연세답다는 것은

미래를 향해 혁신한다는 것

변화를 넘어 새로움을 선도한다는 것

연세대학교 미래캠퍼스의 젊은 리더들이

연세답게 세상을 움직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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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학년도 연세대학교 미래캠퍼스 정시모집

미래를 향한 혁신!

연세대학교 미래캠퍼스

2020학년도 신입생 정시모집
본 내용은 연세대학교 미래캠퍼스 2020학년도 정시모집요강 중 주요사항을 부분 발췌한
내용으로 참고용 자료입니다. 정확하고 자세한 사항은 연세대학교 입학안내 홈페이지에 게재한
2020학년도 정시모집요강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04 공통사항
05 전형일정

06 모집단위 및 모집인원
07 제출서류

08 전형안내

구분

일시

장소

인터넷 원서접수

2019. 12. 27.(금) 10:00 ~12. 31.(화) 17:00

연세대학교 입학홍보처 홈페이지
(http://admission.yonsei.ac.kr/mirae)

직접 접수는
하지 않음

￭ 직접제출
・ 미래캠퍼스 입학홍보처(대학본부)
・ 서울캠퍼스 접수 불가
￭ 주소
(우) 26493
강원도 원주시 연세대길1 연세대학교
입학홍보처 정시모집 담당자 앞

해당자에 한함
[7쪽 참조]

연세대학교 미래캠퍼스 청송관

13:30 이후
입실불가

디자인
예술학부
(예체능)
전형
글로벌
엘리트
학부전형

합격자
발표

11 ｢나｣군 글로벌엘리트학부 전형

13 장학금

￭ 등기우편
2019. 12. 31.(화) 소인까지 유효

오리엔테이션
실기시험
공개평가

면접대상자 발표
면접시험

정시일반
디자인예술학부(예체능)
동아시아국제학부
글로벌엘리트학부
합격자 등록

10 ｢나｣군 실기 전형 : 디자인예술학부(예체능)

12 전형료

￭ 직접제출
2019. 12. 27.(금) ~ 12.31.(화)
09:00 ~ 17:00
※ 일요일은 접수하지 않음

지원자격 서류 및
기타서류 제출

08 ｢가｣군 의예과 / ｢나｣군 인문/사회/자연/국제 계열

12 안내사항

전형일정

1차
2차
충원
합격자
발표
/
등록

3차
4차
5차
6차
이후

2020. 1. 15.(수) 12:30 ~ 13:30

2020. 1. 15.(수) 13:30 ~ 18:00
2020. 1. 15.(수) 19:30

2020. 1. 13.(월) 17:00

2020. 1. 18.(토) 13:00

우리은행 및 모든 금융기관

2020. 2. 11.(화) 08:00

발표
등록
발표
등록
발표
등록
발표
등록

면접대상자 발표 시 공지

2020. 2. 5.(수) 09:30 ~ 2. 7.(금) 16:00

발표
등록

연세대학교 입학홍보처 홈페이지

연세대학교 입학홍보처 홈페이지

2020. 2. 8.(토) 08:00

등록

연세대학교 미래캠퍼스 대학교회 3층

2020. 1. 31.(금) 17:00

발표

비고

수시모집 결원에
한하여 선발함

2020. 2. 8.(토) 09:30 ~ 2. 10.(월) 16:00
2020. 2. 11.(화) 09:30 ~ 16:00
2020. 2. 12.(수) 08:00

2020. 2. 12.(수) 09:30 ~ 16:00
2020. 2. 13.(목) 08:00

￭ 발표
연세대학교 입학홍보처 홈페이지
￭ 등록
우리은행 입금 전용계좌

2020. 2. 13.(목) 09:30 ~ 16:00
2020. 2. 14.(금) 08:00

2020. 2. 14.(금) 09:30 ~ 16:00

2020. 2. 14.(금) 18:00 ~ 2. 17.(월) 21:00
2020. 2. 15.(토) 09:30 ~ 2. 18.(화) 16:00

전화 충원

우리은행 입금 전용계좌

등록금은
입금전용계좌로
송금(인터넷
뱅킹, 계좌이체,
폰뱅킹 등)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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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집단위 및 모집인원
대학

인문
예술
대학

전공(학과)

국어국문학과

*영어영문학전공
역사문화학전공
철학전공

산업디자인학전공
시각디자인학전공
디지털아트전공

정경
대학

*경제학전공
글로벌행정학전공
국제관계학전공

과학
기술
대학

*수학전공
*물리학전공
*화학및의화학전공
정보통계학전공
*생명과학전공
응용생명과학전공

보건
과학
대학

경영학전공

패키징학과

컴퓨터공학전공
정보통신공학전공
환경공학전공
친환경에너지공학전공
의료시스템공학전공
바이오융합공학전공
보건행정학과
임상병리학과
물리치료학과
작업치료학과
방사선학과

원주
의과
대학

의예과

*간호학과
치위생학과

East Asian Politics and Culture
East Asian Economy and Business
한국문화·경영전공

모집단위

모집
계열

국어국문학과

인문

인문과학부

인문

디자인예술학부(인문)

모집
정원

-

12

112

-

37

인문

27

-

10

예체능

40

-

40

사회과학부

사회

166

-

50

경영학부

사회

162

-

48

자연과학부

자연

152

-

44

생명과학기술학부

자연

75

-

22

컴퓨터정보통신공학부

자연

69

-

19

-

22

디자인예술학부(자연)

디자인예술학부(예체능)

패키징학과
환경공학부
의공학부

보건행정학과
임상병리학과

물리치료학과(인문)
물리치료학과(자연)
작업치료학과(인문)
작업치료학과(자연)
방사선학과

자연

자연
자연
자연
사회
자연
사회

36

모집인원
‘가’군
‘나’군

9

28
76
75
46
46
8

자연

29

자연

25

사회
자연

12
36

-

-

의예과

의예

94

29

간호학과(자연)

자연

30

-

치위생학과(자연)

자연

27

-

간호학과(인문)

치위생학과(인문)
동아시아국제학부

글로벌엘리트학부

합 계

사회

사회
국제

국제

20

10

5

7

23
12
12
4

･ 직접제출 : 미래캠퍼스 입학홍보처(대학본부 104호) * 서울캠퍼스에서는 접수하지 않습니다.

1. 전형별 필수 제출서류

전형

｢나｣군 일반 전형(인문/사회/자연 계열)

｢나｣군 실기 전형 : 디자인예술학부(예체능)

｢나｣군 일반 전형 : 동아시아국제학부(국제계열)

｢나｣군 글로벌엘리트학부 전형

-

-

5

8
7

-

※

1,470

29

419

※

1. 학부로 지원하는 경우, 입학 후 해당 모집단위에 속한 전공을 선택합니다.
2. *표시된 전공(학과)은 교직과정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3. 전공(학과)별 교육과정 및 학사운영에 관한 사항은「연세대학교 홈페이지(http://www.yonsei.ac.kr)-대학소개」를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일반전형(국제계열) 동아시아국제학부, 글로벌엘리트학부 전형은 수시모집 결원에 한하여 정시모집 ｢나｣군에서 선발합니다.

1. 국내고 졸업(예정)자 및 검정고시 합격자 : 제출 서류 없음

※ 단, 온라인 제공 미동의자는 학교생활기록부, 검정고시 합격증명서를 제출
2. 해외고 졸업(예정)자 : 성적증명서, 졸업(예정)증명서 각 1부 제출

 해외고 졸업(예정)자 : 성적증명서, 고교 졸업(예정)증명서, 자기소개서(한글) /
추천서, 기타서류(5개)
※ 추천서와 기타서류는 제출할 경우 평가에 반영함(단, 필수 제출서류는 아님)

※ 해당 서류를 기간 내에 제출하지 않을 경우 별도의 통보 없이 불합격 처리함
※ 지원자격별 심사과정에서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추가서류를 요청할 수 있음
※ 한글이나 영어로 기재되지 않은 서류는 반드시 한글로 번역·공증하여 제출함

2. 기타 제출서류

구분

불일치하는 자

9

제출서류

｢가｣군 일반 전형(의예과)

7

5

수시모집 합격자의 등록 상황에 따라 모집인원이 변경될 수 있으므로 최종 모집인원은 2019. 12. 21.(토) 17:00에
연세대학교 입학홍보처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등기우편 : (우) 26493 강원도 원주시 연세대길1 연세대학교 입학홍보처 정시모집 담당자 앞

원서, 학생부, 수능 성적표상

4

-

-

･ 모든 제출서류의 우측 상단에 원서접수 시 부여된 수험번호를 기재합니다.

7

55
5

･ 제출서류는 등기우편[2019. 12. 31.(화) 소인까지 유효], 직접[2019. 12. 31.(화) 17:00까지] 제출합니다.

제출서류

성명 또는 주민등록번호가

제출서류
• 지원자정보 수정요청서 1부(입학홍보처 홈페이지 자료실에서 내려 받아 작성)

※ 개명, 외국인 등록 등으로 인하여 입학원서, 학교생활기록부 및 대학수학능력시험

성적표에 기재된 성명 또는 주민등록번호가 서로 일치하지 않는 지원자에 한하여 작성

07

08

2020학년도 연세대학교 미래캠퍼스 정시모집

미래를 향한 혁신!

전형안내 _ ｢가｣군 일반 전형(의예과), ｢나｣군 일반 전형(인문/사회/자연/국제 계열)
1. 지원자격

2020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에서 모집계열별 필수 응시영역에 응시하고 아래의 가, 나 조건 중 하나에 해당하는 자
가. 국내·외 정규 고등학교 졸업자 또는 2020년 2월 졸업예정자
나. 국내 고등학교 졸업학력 검정고시 합격자 또는 법령에 의하여 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된 자
※ 해외 고등학교 졸업(예정)자는 국내·외에서 12년 학제 이상의 학교 교육과정을 수료한 자를 원칙으로 하며, 해당
국가별 학제 및 학기 등을 고려하여 지원자격을 종합적으로 판단합니다.
▣ 대학수학능력시험 필수 응시영역
모집계열

필수 응시영역

인문

사회/국제
자연/의예

국어, 영어, 탐구(사회 또는 과학), 한국사
국어, 수학(가), 영어, 과학탐구, 한국사

의예과

비고

- 과학탐구 영역은 2과목 반영

2. 모집단위 및 모집인원 : [6쪽 참조]

대학수학능력시험

국어, 수학, 영어, 탐구

전 모집계열
(인문/사회/국제/자연/의예)

1,000

※ 국제계열(동아시아 국제학부)은 수시모집 결원 인원이 발생할 경우에 한하여 선발합니다.

선발인원
비율

총점

한국사
10

1,010

100%

인문
사회
국제

자연

의예

가

200

200
200

200

200

나
[또는 가]

-

200

100

3002)

-

-

3002)

-

100

탐구
사회 또는
과학
200
200

200

3001)

200

-

100

-

100

-

과학
-

-

200

3003)

합계
500
700

900

800

900

반영점수

1,000
(합계×1,000/500)
1,000
(합계×1,000/700)

1,000
(합계×1,000/900)

1,000
(합계×1,000/800)
1,000
(합계×1,000/900)

국제계열 영어는 등급 환산점수 총점 100점에 3을 곱하여 300점 만점으로 반영함
자연계열 및 의예과의 수학(가)형은 표준점수 총점 200점에 3/2을 곱하여 300점 만점으로 반영함
3)
의예과의 탐구영역은 2과목의 변환점수 총점 200점에 3/2을 곱하여 300점 만점으로 반영함
1)
2)

1

100

10
10

5

6

7

95

90

87.5

80

70

60

40

2

3

4

5

6

10

75

10

10

10

10

9.5

60

40

10

9.5

9.0

8.5

8

9

25

20

12.5

10

7

8

9

9.0

8.0

8.5
7.5

5

8.0
7.0

8. 전형일정 : [5쪽 참조]

전형안내 _ ｢나｣군 실기 전형 : 디자인예술학부(예체능)
1. 지원자격

3. 전형방법 및 전형요소

대학수학능력시험

영어

95

4

※ 실기시험 종목(발상과 표현, 사고의 전환, 기초 디자인)별 지원자 수에 비례하여 선발함

가. 국어, 사회/국제계열 수학(나), 자연계열/의예 수학(가) 영역 : 수능 성적표상의 표준점수를 그대로 적용
나. 탐구(사회/과학), 제2외국어/한문, 사회/국제계열 수학(가) 영역 : 수능 성적표상의 백분위를 활용하여 자체적으로 산출한 ｢변환점수｣를 적용
다. 영어 영역 : 수능 성적표 상의 등급에 따른 아래 반영 방법표의 환산점수를 반영함
▣ 모집계열별 대학수학능력시험 환산성적 산출방법
수학

100

3

2. 모집인원 : 40명

4. 전형요소(대학수학능력시험)

국어
국어

인문/사회/국제/
자연

2

2020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에 응시한 자로서 아래의 가, 나 조건 중 하나를 충족하는 자
가. 국내·외 정규 고등학교 졸업자 또는 2020년 2월 졸업예정자
나. 국내 고등학교 졸업학력 검정고시 합격자 또는 법령에 의하여 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된 자
※ 대학수학능력시험 필수 응시영역 : 국어, 영어

나. 선발방법
1) 전 모집단위의 모집인원을 총점(1,010점) 순으로 합격자를 선발합니다.
2) 미등록 및 등록포기 인원에 따라 충원(추가)합격자는 전형 총점(1,010점) 순으로 선발합니다.
3) 동점자 처리기준 우선순위(다음의 ‘4. 전형요소 가.’ 항에 따른 대학수학능력시험 표준점수·변환점수 기준)
- 인문계열 : ① 국어 ② 영어 ③ 탐구 ④ 한국사
- 사회계열 : ① 국어 ② 수학 ③ 영어 ④ 탐구 ⑤ 한국사
- 국제계열 : ① 영어 ② 국어 ③ 수학 ④ 탐구 ⑤ 한국사
- 자연계열/의예과 : ① 수학 ② 과학탐구 ③ 국어 ④ 영어 ⑤ 한국사
※ 모든 영역 점수가 동점일 경우 한국사 등급 순으로 처리함.

모집
계열

수능등급

1

7. 제출서류 : [7쪽 참조]

3. 전형방법

모집계열

6. 한국사 반영 방법

의예과

※ 의예과 지원자는 과학탐구 4개 과목(물리, 화학, 생명과학, 지구과학) 중 과목명이 다른 2개의 과목에 응시해야 함(같은 과목 I, II는 안됨)

가. 전형요소 및 반영비율

수능등급

인문/사회/국제
자연/예체능

- 탐구(사회/과학)영역은 2과목 반영
-제2외국어/한문은 탐구(사회/과학)영역
1과목으로 인정

국어, 수학(나/가), 영어, 탐구(사회 또는 과학), 한국사

5. 영어 반영 방법

한국사

총점

10

1,010

10

10

10

10

1,010

1,010

1,010

1,010

가. 전형요소 및 반영비율

모집단위

실기시험

디자인예술학부

550

국어
200

영어
100

대학수학능력시험
합계
300

※ 국어는 대학수학능력시험 성적표상의 표준점수를 그대로 반영함
※ 영어는 등급에 따른 환산점수 반영

나. 선발방법

1) 대학수학능력시험 성적과 실기시험 성적을 합산한 총점(1,000점) 순으로 합격자를 선발합니다.
2) 미등록 인원 및 등록포기 인원에 대한 충원합격자는 총점(1,000점) 순으로 선발합니다.

3) 동점자가 발생할 경우에는 ① 실기시험 ② 국어 ③ 영어 성적순으로 합격자를 선발합니다.

반영점수

450
(합계×450/300)

총점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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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형안내 _ ｢나｣군 실기 전형 : 디자인예술학부(예체능)
다. 실기시험

1) 오리엔테이션 일시 및 장소 : 2020. 1. 15.(수) 12:30 / 연세대학교 미래캠퍼스 청송관
2) 실기시험 시간 : 4시간 30분(13:30 ~18:00)

3) 실기시험 종목 : 원서접수 시〈발상과 표현〉,〈사고의 전환〉,〈기초 디자인〉중 하나를 선택하여야 하며, 접수 후 변경할 수 없음
가) 발상과 표현 : 제시된 사물 또는 이미지의 색채 표현

나) 사고의 전환 : 제시된 이미지의 연필소묘와 색채 표현

다) 기초 디자인 : 제시된 사물 또는 이미지의 다양한 표현

4) 실기시험 준비사항 : 연필, 지우개, 붓, 물감, 팔레트, 물통 등 실기도구 일체 개인지참
가) 채색재료 및 보조도구 일체 사용 허용

나) 파스텔을 사용한 경우, 작품 완성 후 제출 시 지정된 장소에서 정착용 픽사티브(본인지참) 사용허용(단, 실기시험 중에는 사용 불허)
다) 작품 최종 제출 시에만 헤어드라이어 사용 허용(헤어드라이어는 고사장별 지정장소에 비치)
라) 준비물(용지 제외) 미지참 시 대학에서 일절 제공하지 않음

5) 실기시험 용지 : 변형 켄트 3절지(645*470mm)는 대학에서 제공
6) 유의사항

가) 오리엔테이션에 반드시 수험생 본인이 참석하여야 합니다(학부모 출입 불가).

나) 수험생은 반드시 지정된 자리에서 실기시험에 응시하고, 고사장 내에서 임의로 자리를 옮겨서는 안됩니다.
다) 소음이 큰 전동기기(전동연필깎이 등)는 실기시험 고사장 내에서 사용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라) 수험생은 반드시 수험표와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학생증)을 지참하여야 합니다.

전형안내 _ ｢나｣군 글로벌엘리트학부 전형

※ 수시모집 결원 인원이 발생할 경우에 한하여 전형 시행

1. 지원자격

2017년 4월 이후 해외 정규 고등학교 졸업(예정)자 또는 2020년 2월 졸업예정자
※ 해외 고등학교 졸업(예정)자로서 12년 학제 이상의 학교 교육 과정을 수료한 자를 원칙으로 하며, 해당 국가별 학제 및 학기 등을 고려하여
지원자격을 종합적으로 판단합니다.
※ 글로벌엘리트학부는 한국어를 기반으로 연세의 특성화 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교육과정으로 해외고 출신만 선발하며 한국문화와 경영을
접목한 융합전공을 기본으로 운영하고, 자신의 진로희망에 따라 부전공 및 이중전공 등을 통해 우수한 글로벌 인재양성을 목표로 함

2. 모집단위 및 모집인원
학부

한국문화・경영

모집인원

수시모집 결원 인원

3. 전형방법 및 전형요소
가. 전형요소 및 반영비율
선발단계

서류

면접

30%

100%

사) 기타 사항은 연세대학교 미래캠퍼스 대학입학전형관리위원회가 정하는 바에 따릅니다.

2단계

70%

5. 전형일정 : [5쪽 참조]

전공

※ 모집인원은 2019. 12. 21.(토) 17:00에 연세대학교 입학홍보처 홈페이지에 공지합니다.

1단계

4. 제출서류 : [7쪽 참조]

글로벌엘리트학부

글로벌엘리트학부

마) 수험표는 인터넷 원서접수 업체 홈페이지에서 출력할 수 있습니다.
바) 실기시험에 미응시 또는 과락일 경우 불합격 처리합니다.

모집단위

-

전형방법

고교성적증명서, 자기소개서, 추천서, 기타서류를 종합 평가하여 모집
인원의 3배수를 면접대상자로 선발함
면접 성적과 서류평가 성적으로 합격자를 선발함
면접시험에 미응시할 경우 불합격 처리됨

※ 각 단계별로 지원자의 평가점수가 미달할 경우 모집인원에 상관없이 선발하지 않습니다.

나. 선발방법
1) 서류평가 성적과 면접평가 성적으로 합격자를 선발합니다.
2) 동점자가 발생할 경우에는 ① 서류평가 ② 면접평가 성적순으로 합격자를 선발합니다.

다. 서류평가
고교성적증명서, 자기소개서, 추천서, 기타서류(교내 외 수상실적 포함, 5개 이내)를 종합적으로 평가함
라. 면접평가 : 인성면접과 전공면접을 한국어 또는 영어로 실시함(지원자가 언어 선택)
1) 인성면접 : 인성가치관 및 의사소통능력 평가
2) 전공면접 : 대학수학에 필요한 학업능력 평가
※ 면접시간 : 제시문 숙지(20분), 면접(10분) 간 진행

4. 대학수학능력시험 성적 : 반영하지 않음
5. 제출서류

가. 입학원서는 인터넷으로 접수합니다(수험표는 지원자가 출력하여 보관하며 면접 시 지참).

나. 자기소개서 및 추천서는 연세대학교 입학홍보처 홈페이지 자료실에서 서식을 내려 받아 직접 방문[2019. 12. 31.(화) 17:00까지] 또는
등기우편[2019. 12. 31.(화) 소인까지 유효] 제출합니다.
1) 추천서는 1부만 반영되므로 교사를 포함하여 지원자를 가장 잘 아는 한 분이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2) 추천서는 추천인이 반드시 밀봉･날인한 후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학력입증서류 : 전 학년 성적증명서(Official Transcript) 및 졸업(예정)증명서 1부
1) 원본 제출이 원칙이나 사본 제출 시에는 원본을 가지고 제출서류 접수 장소에서 원본대조필 확인을 받아 제출합니다.
2) 합격자는 졸업증명서 또는 졸업장(DIPLOMA)에 대한 아포스티유(Apostille) 확인서 또는 영사확인서를 2020. 2. 28.(금)(단, 일본 고교
출신자의 경우 3월말)까지 미래캠퍼스 입학홍보처로 반드시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하지 않을 경우 입학을 취소합니다.
※ 지원 시 제출한 졸업증명서 또는 졸업장(DIPLOMA)에 대한 아포스티유(Apostille) 확인서 또는 영사확인서를 제출한 합격자,
교육부의 인가를 받은 재외 한국학교 출신 합격자, 중국교육부 학력및 학위인증센터 발행 학력 및 학위인증보고서
(www.cdgdc.edu.cn)를 제출한 합격자(중국 내 학력 취득자에 한함)는 다시 제출할 필요가 없습니다.
라. 기타자료
1) 재학 기간[10학년(13학년제는 11학년) 이후] 중 취득한 서류를 5개 이내에 한하여 제출 가능합니다.
2) 기타서류는 기타서류 목록표(연세대학교 입학홍보처 홈페이지 자료실에서 내려 받아 작성)에 제출할 순서대로 정리하여 원본과 함께
제출합니다.
※ 원본 제출이 원칙이나 사본 제출 시에는 원본을 가지고 제출서류 접수 장소에서 원본대조필 확인을 받아 제출합니다.

6. 전형일정 : [5쪽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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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형료

1. 전형별 전형료

전형 구분

전형료

「가」군,「나」군 일반 전형

「나」군 실기 전형 : 디자인예술학부(예체능)
「나」군 글로벌엘리트학부 전형

30,000원

환불대상자
반환금
(아래 안내 참조)

95,000원
95,000원

25,000원
90,000원
90,000원

전형료 반환

비고

2. 신입생장학금
장학금명

일괄합산

1단계 불합격자 30,000원

일괄합산
단계별

※ 접수가 완료된 경우 지원을 취소할 수 없으며 전형료는 반환하지 않습니다. 다만, 전형료를 납부한 후 천재지변, 질병, 기타 사고 등 수험생의
귀책이 아닌 사유로 전형에 응시할 수 없는 경우에는 전형료 환불 신청서 및 증빙서류를 제출하여 심의를 거친 후 해당 전형료의 일부 또는
전액(수수료 제외)을 환불 받을 수 있습니다.
※ 전형료 환불 안내
국민기초생활수급자, 국가보훈대상자, 북한이탈주민은 본교 정시모집에 지원한 경우 접수 완료 후 관련 증빙서류와 함께 전형료 환불신청서를
2020. 2. 3.(월)까지 제출하면 전형료를 추후 환불합니다(단, 기본전형료 5,000원 공제).
※ 전형료 환불신청서는 입학홍보처 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 가능함

우수 신입생 장학금

2. 전형료 반환 안내

[고등교육법시행령(대학입학전형 관련 수입·지출의 항목 및 산정에 관한 규칙) 교육부 발표사항]

우수 신입생 입학
장학금
(원주의과대학 제외)

• 입학전형료의 반환 사유 및 금액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 입학전형에 응시한 사람이 착오로 과납한 경우: 과납한 금액

- 대학의 귀책사유로 입학전형에 응시하지 못한 경우: 납부한 입학전형료 전액

- 천재지변으로 인하여 입학전형에 응시하지 못한 경우: 납부한 입학전형료 전액

선발기준

정시 최초합격자(원주의과대학 제외) 중
• 인문·사회·예체능계열 : 국어, 수학(가) 또는
수학(나), 사회 또는 과학탐구 영역 백분위 합이 285
이상인 자 (단, 영어 1등급인 자)
• 자연계열 : 국어, 수학(가), 과학탐구 영역 백분위
합이 280 이상인 자 (단, 영어 1등급인 자)
※ 탐구영역은 반영과목 2과목 평균 백분위 점수
반영함

정시 최초합격자 중
• 단과대학별 대학수학능력시험(국· 수· 탐 백분위)
성적 최고득점자 / (단, 영어 1등급인 자)

• 입학전형료를 반환하는 경우, 지원자는 학교를 직접 방문하는 방법 또는 반환 대상자가 지정하는 금융기관의 계좌로 이체하는 방법 중 하나를

한국인

반드시 선택하여야 한다.

반환하지 아니할 수 있다.

동아시아국제학부
장학금

장학금

1. 저소득층 장학금
장학금명

국가장학금(1,2유형)
+
교내장학금(자유장학금)

선발기준
소득분위
0~8분위

성적기준 및 지급조건

신입생, 편입생, 재입학생 : 성적기준 없음

재학생 : 직전학기 12학점 및 성적 2.4/4.3 이상

장학금액
소득분위별로 차등지급
(등록금 전액 ~ 60만원)

※ 저소득층 장학금은 국가장학금(1,2유형)을 포함하여 지급되므로 반드시 국가장학금을 신청하여야 합니다.(단, 등록금 범위 내에서만 중복수혜 가능)
※ 국가장학금의 성적기준 및 지급조건은 매학기 한국장학재단 기준에 따릅니다.

등록금 전액(입학금 포함)
1학기 지원
입학금 상당금액
1학기 지원

다음의 각 언어가 모국어가 아닌 경우
일본어 JLPT N1급, 중국어 신 HSK 매학기 직전학기 12학점 이상
6급 또는 HSK 고급회화, 러시아어 이수 및 평점 3.5/4.3 이상
토르플(TORFL) 4급 이상 취득자
TOEIC 960점 이상 또는 TOEFL(IBT)
116점 이상

정원 외
재외국민 및
외국인

다양한 장학제도 - 신입생, 저소득층 및 성적우수자 장학금 확대
연세대학교 미래캠퍼스는 다양한 장학제도를 통하여 많은 재학생들에게 수혜혜택을 주고 있습니다.
특히 저소득층 및 사회소외계층 학생들에게 소득분위별로 장학금을 지원함으로서 등록금 마련이 어려운 학생들이 학업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고 있으며, 성적우수자에게 지급되는 장학금과 신입생 대상 장학금을 확대하여 균형 잡힌 장학제도 실현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등록금 전액(입학금 포함)
2학기 지원

매학기 직전학기 12학점 이상
정시모집 합격자 중 수능성적(3개 이수 및 평점 3.5/4.3 이상
영역 이상 1등급) 제출자

- 단계적으로 실시하는 입학전형에 응시하였으나 최종 단계 전에 불합격한 경우 : 납부한 입학전형료 중 응시하지 못한 단계의 입학전형에 드는 금액

• 금융기관의 계좌로 이체하는 방법을 선택한 지원자에게 반환하는 경우 금융기관의 전산망을 이용하는 데 드는 비용이 반환할 금액 이상이면

매학기 직전학기 12학점 이상
이수 및 평점 3.5/4.3 이상

입학성적 상위 15% 이내인 학생

• 입학전형 관련 수입·지출에 따른 잔액은 해당 학년도 4월 30일까지 입학전형에 응시한 사람이 납부한 입학전형료에 비례하여 반환하여야 한다.

반환할 수 있다.

등록금 전액(입학금 포함)
8학기 지원

정시 최초합격자 중
• 학부(과)별 대학수학능력시험(국· 수· 탐 백분위)
성적 상위 20% 이내인 자 / 영어는 제외

납부한 입학전형료 전액

장학금액

매학기 직전학기 12학점 이상
이수 및 평점 3.5/4.3 이상

정시 최초합격자 중
• 학부(과)별 대학수학능력시험(국· 수· 탐 백분위)
성적 최고득점자 / 영어는 제외

- 질병 또는 사고 등으로 의료기관에 입원하거나 본인의 사망으로 입학전형에 응시하지 못한 경우(해당 사항을 증명할 수 있는 경우만 해당한다):

• 반환 대상자가 금융기관의 계좌로 이체하는 방법을 선택하는 경우에는 반환할 금액에서 금융기관의 전산망을 이용하는 데 드는 비용을 차감하고

성적기준 및 계속지급조건

입학성적 상위 20% 이내인
학생 중에서 선발

매학기 직전학기 12학점 이상
이수 및 평점 3.5/4.3 이상

입학성적 차상위 30% 이내인
학생 중에서 선발

매학기 직전학기 12학점 이상
이수 및 평점 3.5/4.3 이상

등록금 전액(입학금 포함)
8학기 지원

등록금 전액(입학금 포함)
4학기 지원
등록금 전액(입학금 포함)
1학기 지원
등록금 전액(입학금 포함)
8학기 지원
등록금 전액(입학금 포함)
4학기 지원

연세한마음 장학금

• 매학기 차상위계층 이하
• ‘연세한마음’ 전형으로 입학한 자
자격유지
• 장학금액에는 국가장학금(1,2유형)이 포함되므로
• 직전학기 12학점 이상 이수
반드시 매학기 국가장학금 신청
및 평점 2.4/4.3 이상

등록금 전액 (입학금 포함) 및
기숙사비 지원

자치단체장 장학금

• ‘강원인재’ 전형으로 입학한 자 중 자치단체장
추천을 받은 자(매학기 국가장학금 신청 필수, 출신
지자체 사업참여 여부에 따라 지원학기 변동가능)

등록금 전액 (입학금 포함) 및
기숙사비 지원

직전학기 12학점 이상 이수 및
평점 2.8/4.3 이상

기타 장학금 관련 공지 및 문의는 학생복지처 홈페이지 또는 전화로 문의바랍니다.
• 홈페이지 : http://wsw.yonsei.ac.kr
• 전화문의 : 033-760-2674, 2675
• 방문문의 : 학생회관 235호

※ 기숙사비는 매지학사 기준이며,
원주생활관 사정에 따라 변동 가능

※ 기숙사비는 매지학사 기준이며,
원주생활관 사정에 따라 변동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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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를 향한 혁신!

연세답다!

미래캠퍼스
미래형 혁신인재 양성의 미래캠퍼스

연세대학교
미래캠퍼스

다원적 특성화 전략 추진 체계 및 목표

지속가능발전 클러스터
대학
대학간
융합전공
(예시)

기존대학
소속전공

글로벌창의
융합대학
문화예술콘텐츠학
글로벌아시아학
글로벌한국학

과학기술
융합대학

한국어정보학

한국대중매체와 담화분석
PPE

메디컬헬스 클러스터

계산과학

환경ICT융합학

글로벌환경경영정책학

글로벌미디어문화

디지털헬스케어
융합대학
비즈니스애널리틱스

패키징물류정보분석학

첨단헬스케어패키징

기계학습기반의료시스템

IT디자인(UX,UI)

양자생명과학물리학

보건의료빅데이터분석

의광학

정밀의학

의생명학

국제보건개발융합학

미래가치를
창조하는
자율융합대학

문학과매체예술

디지털문학창작

소프트웨어문학창작

인문콘텐츠학부
경영 · 창업학부
국어국문학, 영어영문학
사회과학부
역사문화학, 철학
경제학, 국제관계학
디자인예술학부
글로벌행정학
산업디자인학
동아시아국제학부
시각디자인학
디지털아트학

지속가능소재공학

환경에너지공학부

생명과학기술학부
물리및공학물리학
화학및의화학
패키징물류시스템학

친환경신소재

소프트웨어학부

미래가치
창조

헬스케어학부
의공학부

데이터사이언스학

임상병리학
물리치료학
작업치료학
방사선학

RC융합대학
2개 클러스터, 5개 대학

자율
융합

빅데이터기계학습기반디지털의료영상

보건행정학부
보건행정학
보건의료정보관리학

의예/의학과

키워드

기능별 특성화

· 무전공 광역모집 및 전공선택제 시행
· 2개 전공 의무화
· 융합·미래지향 전공 창출 기반 확보
· 혁신적 교수학습법 확산 및 고도화
· Big data 기반 학생 밀착 지원

학문 분야별 특성화

· 디지털 헬스케어
· 지속가능 발전

대학기본
역량강화
전략적
특성화
미래형 창의인재
양성체계
구축특성화

교육부 대학혁신
지원사업 목표

미래 사회 변화에
자율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대학기본역량
강화 및 전략적 특성화
국가혁신 성장의
토대가 되는
미래형 창의인재
양성 체계 구축

무전공 광역모집 및 전공선택제 시행 체계

간호학과

치위생학과

특성화 전략

키워드

디자인브랜딩 글로벌금융학 IT금융학 창업학 기술창업학 나노소재학 나노바이오융합학 건강/의료정보커뮤니케이션 (Health Communication)

글로벌엘리트학부

1학년

원주
의과대학

캠퍼스비전

입학전형
· 수시 · 정시 4개
계열로 모집

* 2021학년도 입시부터 반영

1학년

2학년

전공선택후

'RC융합대학' 소속
공통교육 이수

정원 제한 없이
학내 개설된
전공 자유 선택

전공 선택 후에도
전공 변경 자유

대학혁신지원사업 (2019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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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를 향한 혁신!

연세답다!
3.0

리더를 만든다
RC프로그램 ● Residential College Program

2007년 국내 최초로 RC도입, RC 3.0으로 확대 시행

연세는 국내 최초로 도입한 기숙형 교육 프로그램인 RC로부터 시작합
니다. 신입생들에게 자기 주도적 생활과 학습방법을 가르치고 미래를

- 생활밀착형 교육시스템
- 학년별 특성에 맞춘 다양하고 체계적인 프로그램
- 입학에서 취업·진학까지 지원하는 Total Care System

설계하며 준비된 자로서 경험을 쌓아가게 합니다. 시작부터 다른 연세
만의 교육은 사회의 리더로서 시대가 요구하는 지성과 인성을 겸비한
우수한 인재를 만듭니다.

감성을 겸비한 섬김의 리더십

- 리더십 개발(1학기)과 리더십 실습(2학기) 진행
- 팀워크 및 인성함양을 목표로 하는 리더십 교육
- 감성과 예술적 감각을 깨워주는 다양한 문화체험

즐거운 지적탐색 콜로키아

- 전공지도교수와 함께 하는 진로 탐색
- 창의적인 팀별활동 및 문제해결 프로젝트
- 해외봉사 기회 제공

내 삶의 목표, 내 옆의 멘토

RC3.0

입학에서 취업·진학까지
책임지는

Total Care System

1

학년

· 섬김의 리더십
· 전인교육
· 사회봉사
· 전공탐색

2

학년

· 진로설계
· 자기주도적학습
· 역량 강화 지도

3

학년

· 직무능력함양

4

학년

· 취업/진학 지도

- 자기 주도적 진로탐색 및 경력개발 지원
- RC 마스터 교수 및 RA선배들과 함께 진로설계
- 원활한 대학생활을 위한 멘토링 지원시스템
- 전공분야 졸업생 멘토제
- CEO와의 교류를 통한 최고전문인력양성

RC(Residential College) 프로그램이란?

RC프로그램은 단순한 거주공간인 생활관을 생활체험 교육의 공간으로 전환하여 주간 학습활동과 방과
후 공동체 활동을 융합하여 국제화 교육, 창의교육을 실현할 수 있는 통합형 교육체제입니다. 어려운

이웃을 위한 봉사활동으로 섬김의 연세정신을 함양하고, 폭넓은 독서와 문화예술 체험을 통한 지적탐색
활동으로 미래사회가 요구하는 따뜻한 마음과 창의적 역량을 갖춘 섬김의 리더를 양육합니다.

Residential College Progr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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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를 향한 혁신!

연세답다!

융합을 이끌다

◀

선택의 폭이 다양한 캠퍼스 간 학사교류
◀

◀

재학생 복수전공제도

- 희망 전공을 자유롭게 공부하는 제도
- 계열 및 캠퍼스에 상관없이 제 2전공 선택
- 하나의 학위증서에 복수의 전공 기재

졸업예정자 복수전공제도

미래 캠퍼스

◀

◀

재학생 복수전공

▶

졸업예정자 복수전공

▶

연계전공

학·석사 통합과정

캠퍼스 간 소속변경

▶

▶

▶

▶

서울 캠퍼스

- 캠퍼스 구분 없이 전공을 추가하는 제도
(졸업사정에 통과한 졸업예정자에 한함)

- 복수전공 이수 후 2개의 학위증서 취득

캠퍼스 간 소속변경제도

- 소속캠퍼스 및 전공을 변경하는 제도
- 계열에 관계없이 희망 전공 선택 가능
(의대, 치대, 체대, 음대 제외)

MIRAE
CAMPUS

- 2학년·3학년 말 소속변경 신청 가능

(연 모집인원 : 신촌캠퍼스 편입정원의 20%내)

연계전공제도

- 소속캠퍼스 및 계열에 관계없는 제도
- 복수의 학과(전공)가 연합하여 개설한
전공을 제2전공으로 선택하여 ‘연계학위’를
취득할 수 있는 제도
캠퍼스 간 학사교류 시스템 ● Inter-Campus Exchange

미래캠퍼스와 서울캠퍼스. 하나의 연세!

캠퍼스 간 학사교류 시스템을 통하여 보다 넓고 큰 세상을 볼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다가올 미래를 이끌어 갈 차세대 융복합 인재로 성장합니다.

Inter-Campus Exchan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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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를 향한 혁신!

글로벌 프로그램 ● Global Program

연세대학교 미래캠퍼스는 차원이 다른 글로벌 프로그램으로
세계를 향해 날아오를 수 있는 연세인을 만듭니다.

연세답다!
세계를 품다
우수인증대학(9년 연속)

외국인 유학생
유치관리 역량 평가_ 2018년 135명

외국어 인증제
원어민 교수 수업
주 6시간 이수

교환학생제도

- 70개국 670여개 대학과 교류협정 체결
- 파견대학 취득학점, 본교 학점으로 인정

글로벌빌리지 (Global Village)

- 각국 외국인들과 함께 기숙사 생활
- 외국어 실력 향상 및 국가별 문화체험

맞춤식 어학 프로그램

- 일주일에 6시간씩 원어민 강사의
영어교육 실시
- 학생 수준에 맞춘 독자적 영어교육
프로그램 제공
- 중국어·일본어 회화 등 국제교육원
심화학습 진행

Global Progr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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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를 향한 혁신!

연세답다!
중심에 서다

핵심 캠퍼스 ● Core Campus

대한민국의 중심, 우수한 잠재력 및 접근성을 지닌 원주에 보금자리를 마련한
연세대학교 미래캠퍼스는 새로운 비전을 갖고 세계로 향하는 특성화 대학의
모델로서 열정의 기록을 만들고 있습니다.

Core Campus
대형 정부지원 사업 선정

산학협력 선도대학(LINC+) 2단계
- 산학협력 고도화형

- 지역연계 산학협력의 세계적 모델
- 스마트헬스케어 고도화 연계
총사업비

120

억 / 3년

대학 BK21 플러스 사업
- 대학 연구역량 강화
- 6개 사업단(팀)
지원금액

18.7

억/년

잘 가르치는 대학
대학자율역량강화지원사업(ACE)
- RC교육 혁신을 통한 학부교육
역량 강화 지원

지원금액

18.6

억/년

인문한국플러스(HK+) 사업
- 근대한국학 연구지원
지원금액

14.7

억/년

SW중심대학 선정

· SW-디지털헬스케어 융합대학 신설, SW학부 확대 개편
· 'Ready-to-Work' SW융합 혁신인재 양성
· SW중심사업을 통한 소프트웨어 프론티어 육성
· 산업체 등 수요자 중심의 인력 양성
(국내외 현장실습/인턴, 연구프로젝트 등)
· 사업 요약
- SW교육과정 교육체계 개선
- 전공트랙제 운영
(AI빅테이터, AI미디어, AI계산과학, 스마트IoT, 정보보호)
- 디지털헬스케어학부 학부 내 헬스케어SW,
헬스케어인포매틱스 전공 신설
- SW교육을 위한 최고 수준의 인프라 확보
- 전공별 핵심 SW역량 강화를 위한 전공별 특화 SW교육 제공
- 디지털헬스케어 분야 특성화를 위한 융합/연계/복수전공
활성화
- 2020학년도 컴퓨터정보통신공학부 우수신입생
장학금 지급(10명 1년 전액 장학금)
- 2021학년도 수시모집 창의인재전형신설
(15명 4년간 전액 장학금)
총사업비

114

억 / 4년

대학혁신지원사업

· 다원적 특성화를 통한 학생중심 미래지향 융합교육 플랫폼 구축
· 사업주요사항

- 학생중심 미래지향 교육체계 기반 확보

- 4차 산업혁명 시대를 선도하는 융합교육 확대 및 양산
- 교육과정 및 교수-학습 지원체제 기반 확보

· 주요내용

- 2개 전공 이수 본격 시행

- 융합전공 중심의 학사 구조 확립

- 국내 융합교육 최우수대학 위상 확립

· 기대효과

- 창의 융합 인재 육성을 통해 혁신성장산업 발전에 기여

- 학생 중심 융합교육 우수 모형 확산 및 미래캠퍼스 교육
정체성 확립

- 입학경쟁률, 중도탈락률, 학생 충원율, 취업율 등
주요 교육지표 향상

- 교육 ~ 연구 ~ 산학 협력 선순환 구조 정착으로
특성화 교육 성과 증대

더욱 가까워진 연세

KTX고속철도
KTX(만종역) ~ 청량리역 : 46분
KTX(만종역) ~ 서울역 : 60분
제2영동고속도로
서울 - 경기광주 - 원주(60분)

열차
서울(청량리) - 남양주 - 원주(60분)

수도권전철
2023년 개통예정
서울(강남역) - 분당 - 여주(개통) - 원주(60분)

통학버스
등교 : 신촌/광화문, 잠실종합운동장역,
분당(월) 영등포/일산/노원/사당/광화문(일)
하교 : 서울강변역, 노원/일산/분당/강남(금)
셔틀(원주) : 원주고속터미널, 만종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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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를 향한 혁신!

연세답다!
문화를 선도하다

국내 최고의 친환경시설 힐링 생활관

- 신입생 전원생활관 입사(Residential college program)

- 생활관은 상벌점 제도로 입사자를 선발하고 있으며 상벌점
문화선도대학

●

Leading Cultural University

삶과 배움이 함께 가는 Life & Learning 대학

미래캠퍼스는 건전하고 품위 있는 대학문화를 선도합니다.

관리를 잘할 경우 신청자 대부분 입사 가능
(총 수용인원 : 4,500여명)

- 재학생 대비 61% 수용율

: 의과대 기숙사 신축(2019년 신축, 의대소속 학생 736명 기숙사 입사)

최첨단 교육시설 및 학생복지시설

- 실내수영장, 헬스장, 스쿼시, 골프연습장, 필라테스실 등을
갖춘 스포츠센터

- 은행, 서점, 편의점 등 다양한 생활편의시설
- 학생건강공제회를 통한 의료비 혜택

품격있는 문화

- 8만평의 매지호수와 어우러진 55만평의 매머드급 에코캠퍼스
- 술 없는 오리엔테이션 및 축제

- 연세 클래식콘서트 등 다양한 문화행사
- 기숙사 내 하우스 프로그램

- 믿음에 기반한 자율적 무감독 시험

Leading Cultural University

신입생 전원

생활관 입사

생활관 수용인원

약 4천6백 여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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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를 향한 혁신!

미래인재 허브 ● Future Talent Hub

취업과 진학 경쟁력부터 남다른 미래캠퍼스! 젊은 연세의

연세답다!
미래를 준비하다

도전정신을 바탕으로 미래를 이끌어갈 인재로 비상합니다.

탁월한 취업프로그램 운영

우수인재배출

- 취업을 위한 전폭적인 재정 지원 (연102억여원)
- 취업협력 지원시스템 구축

(인재개발원, LINC사업단, K-Move스쿨, IPP사업단,
창업보육센터, 첨단의료기기테크노센터)

- 연세 글로벌엘리트 경력관리프로그램(YGEMS)

- 전국 최고 수준의 취업 및 진학률
- 의료·보건 특성화분야 전국 최다 대학교수 및
연구인력 배출
- 대한민국 인재상 4년 연속 수상
- 원주혁신도시 이전 공공기관(13개) 지역인재 취업

2022년부터 지역인재 채용

- 분야별 집중 취업교육

- 창업지원 및 교육프로그램

30% 의무화

- 30만 연세동문 네트워크

- 기타 1:1 맞춤형 컨설팅, 취업캠프, job카페, 취업스터디
그룹 등 다양한 취업프로그램 운영

- '대학일자리센터'운영사업 최고등급 "우수"평가
(고용노동부 5년간 년 6억원 지원)

(혁신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 2018 취업통계조사 결과
기업형태별 취업현황(2017.12.31.기준)

47.9

연세대학교 미래캠퍼스

■ 조기 진로지도/취업지원서비스

44.7

전국 대학교

■ One-Stop 취·창업지원 플랫폼 구축

서울권 대학교

37.2

강원권 대학교

■ 진로지도 C-Cafe(커리어 카페) 운영

29.9

29.9
19.5

18.2
13.1

9.6 10.8 10.5

15

10.19.9 8.6 11.2 10.0

9.4

4.9

4.6

대기업

중견기업

국가/지자체

6.4
4.0

공공기관
및 공기업

중소기업

비영리법인

0

1.8 1.8

3.3

기타

· 우리대학은 공공기관/국가기관등 공공행정분야의 진출이 활발하며, 특히 공공기관은 전체대학 평균 2배이상의 수치

· 대기업과 중견기업은 전체 대학평균보다 낮은 편이나, 비영리법인(사립학교, 의료기관, 사회복지기관)으로의 진출이 매우 활발

▶ 진로지도 서비스 _ i-DESIGN

DISCOVER

14.8
12.8

DESIGN

DEVELOP

DEPLOY

FutureTalent Hu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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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세다운 젊음들이
세상을 움직입니다

대학 및 전공 소개

인문예술대학
• 국어국문학과
• 인문과학부

• 디자인예술학부

남들이 가지 않은 길을 스스로 개척해 나아가는 열정

세계를 향해 비상하며 새로운 역사를 만들어가는 젊음

연세대학교 미래캠퍼스는 누구보다 연세다운 리더를 키웁니다

정경대학

COLLEGE OF GOVERNMENT AND BUSINESS

• 사회과학부
• 경영학부

- 경제학 / 글로벌행정학 / 국제관계학
- 경영학

과학기술대학
• 자연과학부

• 생명과학기술학부
• 패키징학과

• 컴퓨터정보통신공학부
• 반도체시스템공학부
(계약학과)

보건과학대학
• 환경공학부
• 의공학부

• 보건행정학과

COLLEGE OF HEALTH SCIENCES

- 환경공학 / 친환경에너지공학

- 의료시스템공학 / BIO융합공학

• 임상병리학과

원주의과대학

COLLEGE OF HUMANITIES AND ARTS

- 영어영문학 / 역사문화학 / 철학

- 산업디자인학 / 시각디자인학 / 디지털아트학
융합디자인학 연계전공

COLLEGE OF SCIENCE AND TECHNOLOGY

- 수학 / 물리학 / 화학및의화학 / 정보통계학
- 생명과학 / 응용생명과학

- 컴퓨터공학/정보통신공학
- 반도체공학/산업공학

WONJU COLLEGE OF MEDICINE

• 의예·의학과
• 간호학과

• 치위생학과

• 간호학과 학사학위특별과정(RN-BSN)

• 물리치료학과
• 작업치료학과
• 방사선학과

• 보건과학부(특별학사학위과정)

동아시아국제학부

EASTASIA INTERNATIONAL COLLEGE(EIC)

• EastAsia Politics and Culture

• EastAsia Economy and Business

글로벌엘리트학부
• 한국문화·경영전공

Global Elite Division(G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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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문예술대학

인문예술대학은 인문적 사유와 예술적 직권을 갖추고, 인문학적 통찰력과 조형적

구상력을 겸비하여 시대를 이끌어가는 창의적 인재양성에 힘을 모으고 있습니다.

인문과 예술의 전문화된 전공교육 및 두 분야가 접목된 학제 간 연구를 바탕으로
교육의 새 지평을 열어가고 있는 인문예술대학은 국어국문학과, 인문과학부, 디자
인예술학부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국어국문학과 _ ywkll.yonsei.ac.kr

영어영문학 _ web.yonsei.ac.kr/engys

역사문화학 _ web.yonsei.ac.kr/historyculture
철학 _ web.yonsei.ac.kr/sofia

산업디자인학 _ id.yonsei.ac.kr

시각디자인학 _ vd.yonsei.ac.kr
디지털아트학 _ yd.yonsei.ac.kr
융합디자인학 연계전공

DEPARTMENT of KOREAN LANGUAGE and LITERATURE

국어국문학과

치단체에서 다양하게 활동하고 있습니다.

한국어 및 한국문학의 보편성과 특수성을 근대

철학

회과학의 각 분야에 두루 기여할 수 있는 유능

는 학문이자, 모든 과학의 기초가 되고 있습니

한국어문학을 중심으로 교육함으로써 인문사

한 교양인과 우수한 한국학 전문가를 양성합니
다. 특성화 전략에 맞춘 과감한 혁신으로 정규

교과과정을 재편하고, 다양한 특별 프로그램 운

영으로 자기주도적 경험중심의 교육을 추구하
고 있습니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배출된 전문

학술연구자 및 창의적 문화기획자는 한국어문
학의 전통을 계승하고, 더 나아가 널리 세계에
알리는 데 앞장설 것입니다.

DIVISION of HUMANITIES SCIENCE

인문과학부
영어영문학

실용적 영어 지식과 활용 능력을 향상시킴으
로써 수준 높은 영어 실력을 갖추도록 세 가지

영역에서 심도 있는 교육을 시행합니다. 첫째,

영문학 영역에서는 다양한 문학 텍스트 연구
를 기반으로 인문학적 사고와 창의력을 함양
시키고, 둘째, 영어학 영역에서는 언어의 구조

와 문법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분석적 사고
와 논리력을 배양합니다. 셋째, 영어교육 영역

에서는 영어교육에서 필요로 하는 지식을 습
득하게 하고 TESOL 프로그램을 통해 영어교
육자로서의 능력과 자질을 갖추게 합니다. 졸

업 후에는 매우 다양한 분야에 진출할 수 있으

며, 교직과정을 이수한 자는 공립 또는 사립 중
등학교의 교사로도 활동할 수 있습니다.

역사문화학

깊이 있는 역사학적 지성에 바탕하여 21세기
의 인문, 문화콘텐츠를 만들어갈 창의적 인재

College of
Humanities and Arts

역사관련 공직 등의 역사 전문 기관과 지방자

가 역사문화학과가 추구하는 인재상입니다.

이를 위해 역사문화학과 에서는 심층적 역사

학연구에 기초한 인문학 교육과 함께 문화콘
텐츠 기획, 박물관학 교육 등의 응용 문화학을
교육하고 있습니다. 졸업생들은 문화기획자,

사회조사전문가, 국립박물관, 문화재관리국,

철학은 인류 역사상 가장 오랜 전통을 자랑하
다. 복잡하고 급변하는 오늘날의 사회에서 인

간의 삶과 직결되는 철학적 문제들과 다양한
해결 시도들을 시대별, 주제별, 지역별 등 체계
적 커리큘럼으로 탐구하고 있습니다. 또한 고

전적 철학 이론과 현대의 문화 흐름을 비판적
으로 독해하고, 합리적 기준에 따라 주도적으

로 판단 가능한 사고능력의 함양을 교육목표

디지털아트학

컴퓨터 기술과 디지털미디어 기술을 매개로

과학, 인문학, 예술과 디자인을 연계, 융합하는
미래지향적인 융복합 디자인예술 분야입니다.

예술과 디자인 분야에서 사람들과의 상호작용
과 의사소통, 예술적 감성과 물리적 구현에 관

한 새로운 형식의 표현을 컴퓨터 중심의 테크
놀로지로 개념화하고 구체화해 예술과 과학,

기술과 디자인이라는 여러 영역과 연계하고

있습니다. 디지털 시대에 능동적으로 대응하

는 새로운 차원의 디자인예술 교육 프로그램
을 지속적으로 성장, 발전시켜 나갈 것입니다.

로 하고 있습니다.

융합디자인학 연계전공

DIVISION of DESIGN and ARTS

공학, 디자인예술학이 협력하여 융합 교육을

디자인예술학부
산업디자인학

첨단기술과 디지털테크놀로지의 내용과 기법

을 체계적으로 이해하고 이를 창의적 조형능
력과 합리적인 설계능력과 융합함으로써, 미

적으로 또 기능적으로 우수한 제품과 공간을
설계할 수 있는 인재를 양성하고 있습니다. 특
히 미래 캠퍼스의 첨단 의공학 지식기반 및 기

술체계를 의료기기디자인에 적용하고 있습니

다. 교육과정에서 전문적인 제품설계, 개발, 사
용성연구(UI - UX), 공간디자인 등을 가르치며
여러 기업 및 의료기기 개발 생산업체 100여
곳과 활발한 산학협동을 해오고 있습니다.

시각디자인학

시각디자인학은 정보와 인간의 의사 그리고

사물의 이미지를 시각적 언어를 통해 효과적
으로 표현하고 전달하는 창작 및 문제해결 활
동입니다. 또한 미래의 정보화된 지식기반 사

회에 공헌하는 디자이너를 배출하기 위해 창
조적 감성 및 과학적 사고능력을 배양합니다.

실무 중심적 교육과 함께 다양한 실험성을 추

구하고 실무 분야에서 디자인 문제해결 능력
과 리더십을 발휘할 수 있는 디자인 인재양성
을 목표로 합니다.

디자인을 매개로 인문학, 경영학, 의공학, 환경
제공하며 문화, 마케팅, 기술 및 디자인의 이해
로 미래 산업과 문화 발전을 위한 창의적 문제

해결 능력의 융합형 인재 양성을 목표로 합니
다. 인간, 생명, 환경 중심의 가치관을 형성하
고, 구체적인 실천방식을 찾아서, 비즈니스화

가능성을 모색하는 신개념의 디자인교육을 구
현합니다. 융합디자인학 연계전공과정 학생들

을 대상으로 캠퍼스아시아 디자인 리더십 프로
그램(2016~2020)에 참여 자격이 주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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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경대학

정경대학은 사회과학부와 경영학부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조직을 이끌어 갈 민주시민의 기본

소양을 배양하고 이론과 실제의 통합을 통해 문제 해결 능력이 뛰어난 인재를 양성합니다. 이
를 위해 학문의 역사성과 현대성을 고려한 균형 있는 교육과정을 교수하며 급변하는 국내외 정
세에 부합하는 학문적, 교육적 발전을 도모하고 있습니다.

• 해외 대학과의 교류프로그램 : 미국 오하이오의 마이애미대학, 일본의 고베대학, 메이지 대학,

중국의 푸단대학, 서남교통대학과의 대학 및 학과차원의 교환학생, 복수학위, 온라인강의, 연
구협력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 해외기업취업 프로그램 : 대우세계경영연구회의 일명‘김우중 사관학교’와 연계된 연세 글로
벌 기업가양성 프로그램을 통하여 졸업과 함께 해외기업 취업이 가능합니다.

• 해외봉사 프로그램 : 필리핀 가나안 농군학교와 연계된 정경대학 글로벌 봉사프로그램에 참
여해서 겨울방학에 10일 동안 필리핀 디나루피안 지역의 초등학교에서 교육과 근로봉사를
할 수 있습니다.

• 신촌캠퍼스와 온라인 강의 공유 : 수강범위를 확대하고, 글로벌 마인드 함양을 위해 신촌캠퍼
스 개설과목에 대해서 온라인으로 강의를 공유합니다.
경제학 _ econ.yonsei.ac.kr

글로벌행정학 _ gpad.yonsei.ac.kr
국제관계학 _ ir.yonsei.ac.kr
경영학 _ msb.yonsei.ac.kr

DIVISION of SOCIAL SCIENCE

사회과학부
경제학

무한한 인간의 욕망과 유한한 자원 사이의

경제학의 실용성을 교과목에 접목시키고 있

를 도모하기 위해 필요한 정책을 개발하는

용성을 높이기 위하여 정치외교와 경제사회

사학위를 취득한 유능한 교수님들께서 강의

할을 할 수 있습니다. 글로벌행정학과는 기

지 언어능력 및 데이터베이스 프로그램을 활

으며, 미국이나 유럽의 유수한 대학에서 박
와 연구에 열정적으로 임하고 있습니다.

긴장관계에서 발생하는 선택 문제를 연구하

글로벌행정학

릴 정도로 사회과학 중 가장 치밀하고 논리

안목에서 연구분석하여 바람직한 정책방안

는 학문 분야이며, 사회과학의 여왕이라 불
적인 학문입니다. 이런 점 때문에 경제학의

이론과 방법은 다른 사회과학에도 광범위하
게 응용되고 있으며, 경제학을 전공하면 다

른 분야에서도 두각을 나타낼 수 있는 소양
을 기를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경제적 분석

의 유용성은 날로 확대되는 추세에 있습니
다. 본 전공에서는 기초적인 경제이론의 습

득과 이론의 광범위한 응용을 강조함으로써

정부와 관련된 현실적인 문제들을 국제적인
들을 모색하는 학문입니다. 특히 최근 공공

부문에서 발생하는 많은 문제를 해결하는 과

일 등을 학습하면 장차 사회의 기둥으로 역
존의 행정학전공에 국제개발트랙을 추가하
여 한국 행정학의 세계화와 국제개발행정

의 발전에 기여합니다. 특히 한국국제협력단
(KOICA)의 재정지원 하에 재학 중 해외봉사,

해외진로탐방, 인턴십의 기회를 통해 국제경
험을 극대화하고 있습니다.

정에서 국제적인 안목이 필요하기 때문에 글

국제관계학

우 중요합니다. 한국 정부와 공공기관은 매

요성은 더욱 커지고 있습니다. 국제관계학과

로벌 관점에서 공공문제를 이해하는 것은 매
우 거대한 조직체이며, 국민 생활 곳곳에 커
다란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따라서 거대

규모의 조직을 관리하는 일, 국민 생활 편의

21세기 세계화 시대에 국제관계 전문가의 중
의 교과과정은 크게 국제정치, 국제정치경
제, 비교정치, 그리고 지역연구의 네 분야로

나누어집니다. 국제지역연구의 전문성과 실

영역을 종합적으로 분석하는 접근방법과 현
용한 시사정보 분석이 강조됩니다. 학생들의

DIVISION of BUSINESS ADMINISTRATION

경영학부
경영학

현지 체험을 위한 동아시아 탐방 프로그램이

글로벌화와 디지털화 시대를 주도할 전문경

되면서 각 업종별로 국제문제 전문가가 요구

식을 함양하고, 글로벌 리더로서의 자질을

연도별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세계화 시대가
되므로 국제관계학 전공자의 전망은 매우 밝
습니다.

영자에게 필요한 학문적, 실천적, 도구적 지

키우며, 윤리의식을 갖춘 경영자를 양성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경
영학 전공교육, 융합기반 특성화 교육, 실천

교육, 글로벌교육 등의 다양한 교육 프로그

램을 제공하고 있으며, 변화하는 사회 및 교

육 환경에 발맞추어 사회가 요구하는 인재를

적시에 배출할 수 있는 트랙형 교육 프로그
램도 운영하고 있습니다. 경영학부의 교육은
외국어, 정보, 논리 교육 등을 포함하는 전공

기초교육과 인사/조직, 마케팅, 경영전략, 재

무, 회계, 생산/물류, 경영정보시스템 등 경영
학 각 분야별 전공심화교육으로 구성되어 있

습니다. 이와 함께 금융 트랙, 마케팅 트랙, 매
니지먼트 트랙, 창업 트랙, 회계 트랙, BA 트

랙, SCM 트랙 등 최적의 융복합 자율 적응형

교육 프로그램과 경영학술활동, 인턴십, 봉
사활동 등의 실천교육 프로그램, 교환학생,
해외학술활동, 해외봉사활동 등의 글로벌 교
육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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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학및의화학

응용생명과학

정보통신공학

세대 신산업을 주도하는 나노 및 생명공학기

미생물학, 발효공학 등의 연구와 교육을 통해

효율적인 활용에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화학은 신소재, 대체에너지, 신약 개발 등 차

술의 기반이 되는 학문입니다. 화학및의화학
과는 물리화학, 유기화학, 무기화학, 생화학 등

화학의 기초분야는 물론 심화과정으로 의약화

학, 생무기 화학, 의용소재화학 등 의료기술 분

야로의 응용학문도 함께 교육합니다. 광범위
한 분자세계의 이해 및 응용에 중점을 두어 창

조적인 연구능력을 함양하며 전문 인력을 양
성합니다.

정보통계학

사회의 각 분야에서 발생하는 정보를 수집하
여 분석하고 해석하는 방법론을 개발하는 학

과학기술대학

문으로 21세기 정보화 사회에 더욱 발전하고

있는 분야입니다. 정보분석 능력을 활용하여
과학기술대학은 자연과학, 생명과학 및 컴퓨터기술 분야의 교육과 연구의 선구자적 역

할을 담당합니다. 기초과학, 전공지식과 더불어 창의력과 과학적 사고력을 겸비하며 책
임감과 국제화 능력을 갖춘 과학인재를 양성하고, 과학기술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최고
의 교육 및 연구기관으로 발전해 나갈 것입니다.
수학 _ web.yonsei.ac.kr/ymath

물리학 _ web.yonsei.ac.kr/physics

화학및의화학 _ web.yonsei.ac.kr/wchem/index.htm
정보통계학 _ infostat.yonsei.ac.kr

생명과학/응용생명과학 _ bst.yonsei.ac.kr

패키징학과 _ pkg.yonsei.ac.kr/packaging

컴퓨터공학/정보통신공학 _ it.yonsei.ac.kr

자연과학부
수학

수와 함수 그리고 공간 등을 연구하는 학문

리적인 체계, 분석능력과 어려움을 대처해

분야(전자, 재료, 신소재 등)대학원 진학, 관

으로, 수학의 엄격한 논리체계 및 사물을 인

물리학

서 자연과학, 공학은 물론, 인문과학과 사회

른 속도로 산업에 응용되기 때문에 차세대

식하고 이해하는 방법은 모든 과학의 언어로

최근 물리학에서 개발된 새로운 기술들은 빠

터 분석의 기반이 되는 통계 이론과 데이터마

이닝 이론의 전문지식을 바탕으로 산업 현장
에서 적용 가능한 교육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DIVISION of BIOLOGICAL SCIENCE and TECHNOLOGY

생명과학기술학부

포생물학, 생화학, 생리학 등의 측면에서 탐구
첨단 과학기술 개발을 주도할 지도자적 인력

나가는 능력을 배우게 됩니다.

을 갖춘 전문 인력을 배양합니다. 특히 빅데이

생명의 발생, 성장, 분화 그리고 유전과정을 세

과학까지 광범위하게 이용됩니다. 각 분야에

서 발생하는 여러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논

이해하고, 각 학문 발전에 공헌할 수 있는 역량

생명과학

반도체공학/산업공학

DIVISION of NATURAL SCIENCE

점점 복잡해지는 현대사회의 구조와 현상을

양성에 주력합니다. 물리분야뿐 아니라 공학
련분야 및 정부출연연구소, 전문기업체, 교
직과목 이수를 통한 중·고교 교사 등으로 진
출 할 수 있습니다.

합니다. 분자생물학, 유전체학, 단백질체학, 생
물정보학, 노화생물학, 약리독성학, 면역학, 바

이러스학 등 생명현상의 기초적 원리에 대해
분자-세포학적 교육과 연구를 수행합니다. 생

명과학 관련 연구소 및 정부출연 연구소, 전문
기업체 및 교직과목 이수를 통한 중·고교 교사

신소재 생물자원 및 공학, 동식물 육종학, 응용
작물생산시스템개발, 신약개발, 식량자원개
발, 생태복원공학 등 BT의 응용성과 실용성에
초점을 둔 교육과 연구를 수행합니다. 이러한

교육을 통해 응용생명과학 분야의 고급인력을

양성하고 생명과학 관련 대기업체 및 국공립
연구소, 식품 관련 등 폭넓은 관련 기업체에 적
합한 인재로 키웁니다.

DEPARTMENT of PACKAGING

패키징학과

국내 유일의 4년제 패키징 전공학과입니다.
패키징학은 물리, 생물, 화학 등의 기초과학을
바탕으로, 공학, 디자인, 마케팅 및 사회심리학
이 연결되어 있는 복합응용 학문입니다. NT,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정보의 원활한 유통 및
전문 인력을 양성합니다. 통신시스템, 신호처

리, 디지털통신 등의 정보통신 기반기술 분야,
차세대 인터넷, 이동 및 무선통신, 초고속통신,

광통신, LTE, 5G 등의 정보통신망 기술 분야와
디지털미디어 콘텐츠 제작, 사물인터넷, 멀티

미디어 데이터 압축, 멀티미디어통신, 정보보

호 등의 정보통신기술 응용 분야로 나누어집
니다.

DIVISION of SEMICONDUCTOR SYSTEMS
ENGINEERING
(Special Degree Program in Association with SK HYNX inc.)

반도체시스템공학부(계약학과)
반도체공학

BT, IT, ET가 접목된 첨단과학기술 분야로 다

최근의 반도체 산업 동향에 근거한 철저한 수

용적이고 미래지향적인 학문 분야입니다.

련 기초 지식, 반도체 재료와 소자, 반도체 공

양한 관점에서 포장을 연구·개발하는 매우 실

DIVISION of COMPUTER and
TELECOMMUNICATION ENGINEERING

컴퓨터정보통신공학부
컴퓨터공학

요자 중심의 교육을 실시함으로써 반도체 관
정, 반도체 장비, 반도체 회로 및 설계 분야의
전문연구능력 및 실무능력에 기반을 갖추고

공학적 사고력 뿐만 아니라 정보통신 및 디지

털 경제 환경을 이해하는 창의적 반도체 전문
가 양성을 목표로 합니다.

컴퓨터시스템 설계에 필요한 하드웨어 및 소

산업공학

다. 전자상거래나 정보검색시스템 개발을 위

위한 시스템의 설계, 설치 및 개선을 다루는 학

프트웨어 기술에 관하여 전반적으로 교육합니

한 웹 컴퓨팅 기술과 인공지능, 빅데이터 및 정

보보안 기술에 대해서도 심도 있게 교육합니
다. 또한 같은 학부에 소속된 정보통신공학전

공과 유기적인 관계를 유지하여 정보기술 분
야에 대한 폭넓은 지식을 습득할 수 있도록 합

급변하는 기술 환경에서 ‘시스템의 최적화’를

문으로 하이테크 산업의 발전 및 개선을 위하
여 다양한 현장사례를 분석해 봄으로써 ‘나무
와 숲’ 모두를 볼 수 있는 창의적 시스템 전문
가 양성을 목표로 합니다.

니다.

등 차세대 생명과학 분야의 고급 인력을 양성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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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과학대학

보건과학대학은 1979년 국내 최초로 설립된 4년제 보건과학 분야 교육 및 연구기관

환경공학/친환경에너지공학 _ envi.yonsei.ac.kr

입니다. 의료 서비스의 질과 비용의 합리적 관리 및 운영 능력을 배양하고, 의학과 공

의료시스템공학/BIO융합공학 _ bme.yonsei.ac.kr

학기술을 접목시켜 첨단의료기기를 개발합니다. 또한 산업화로 야기된 위해한 환경에

보건행정학과 _ white.yonsei.ac.kr

서 건강상태를 관리할 수 있는 지식과 기술 능력을 가르칩니다. 보건과학대학은 환경

임상병리학과 _ bmls.yonsei.ac.kr

공학부, 의공학부, 보건행정학과, 임상병리학과, 물리치료학과, 작업치료학과, 방사선

물리치료학과 _ yspt.yonsei.ac.kr

학과, 보건과학부(특별학사학위과정)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작업치료학과 _ ot.yonsei.ac.kr
방사선학과 _ rad.yonsei.ac.kr

보건과학부

DIVISION of ENVIRONMENTAL ENGINEERING

DIVISION of MEDICAL ENGINEERING

환경공학/친환경에너지공학

의료시스템공학

바이오융합공학

발전에 따른 종합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광역,

에 따른 기능장애, 뇌 신경계 질환, 근골격계

환경공학부

환경과 에너지자원 문제를 해결할 전문가를

양성합니다. 환경공학 전공은 대기, 수질, 토양
오염, 소음진동, 환경 분석, 환경영향평가 및

계획 분야의 교육을 수행하며, 친환경에너지
공학 전공은 화석연료 사용에 의한 지구 온난

화, 폐기물 에너지화, 친환경에너지 확보 등에
대한 이론과 기술을 교육하고 있습니다.

의공학부

첨단 전자의료장비의 개발 분야, 정보산업의
재택진료시스템 분야, 의료영상, 나노바이오,
생체역학 등의 다양한 연구를 기반으로 효과
적인 진단과 치료를 위한 학문입니다. 생체시

스템 분석, 생체신호처리, 의료영상처리, 인공
지능 등의 연구 분야가 있습니다.

의학과 공학 등을 결합시켜 운동장애나 노화
질환을 극복하기 위한 제반기술 및 방법에 대
해 연구하는 학문입니다. 연구 분야로는 의공

학부의 기초과목을 바탕으로 하여 의용재료,
인공장기, 세포 및 조직공학, 뇌 신경공학 등이
있습니다.

DEPARTMENT of PUBLIC HEALTH ADMINISTRATION

DEPARTMENT of PHYSICAL THERAPY

DEPARTMENT of RADIOLOGICAL SCIENCE

최소의 비용으로 건강을 관리하고 양질의 의

신체적 손상, 기능적 제한, 불능을 가지고 있는

의학과 첨단과학의 접목으로 발전해 온 방사

보건행정학과

료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이론과 다양한 방
법론을 학습합니다. 졸업생들은 주로 병원 및

의료경영 분야, 제약회사, 공무원, 국제보건분

야, NGO단체 등으로 진출하며, 대학원에서는

보건의료계에서 중추적 역할을 수행할 교수,
연구요원을 배출하고 있습니다.

DEPARTMENT of BIOMEDICAL LABORATORY SCIENCE

임상병리학과

임상병리학은 인간의 건강 증진을 목표로 생
체기능과 질병과의 관계를 연구하는 학문으로
질병의 진단, 치료, 경과 및 예후 등을 판단하

는 데 필요한 다양한 의생명 분야가 융합된 응
용학문입니다. 임상병리학과에서는 급속하게
발전하는 의학과 생명과학의 고도의 지식을

접목시켜 임상병리학 전반에 첨단 지식을 갖
춘 전문의료인과 의생명과학자를 양성하고 있

습니다. 고도화된 전문 교육프로그램과 다양
한 현장 체험 및 실습을 통해 진단과학 분야 최

고의 전문가를 양성하고 있습니다. 졸업생들
은 최고의 임상병리사로서 다양한 보건의료계

물리치료학과

사람이 손상된 기능을 회복하거나 최적의 신
체적 기능을 발달·유지할 수 있도록 운동 또는

물리적인 요소를 이용한 치료를 통해 도와주
는 보건의료의 전문 영역입니다. 1979년 최초

로 4년제 학부로 개설되어 국내에서 가장 긴
전통을 갖고 있으며, 또 국내 최초로 석·박사과

정을 개설하여 많은 우수한 전문 인재들을 배
출하고 있습니다.

DEPARTMENT of OCCUPATIONAL THERAPY

방사선학과

선학은 질병의 진단과 치료에 필수적인 위치
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전공은 크게 방사선진

단, 치료, 핵의학, 계측학, 영상정보 분야로 급
변하는 방사선의료 분야에 능동적이고 창의적
으로 대처합니다. 국내 방사선학 분야를 선도

하는 리더십과 국제적인 경쟁력을 갖춘 방사
선 전문 인력 육성을 목표로 합니다.

작업치료학과

DIVISION of HEALTH SCIENCE
(Special Degree Program)

치료를 제공하고 사회참여를 돕는 보건의료

보건계전문대학 이상 졸업자들에게 평생교육

복귀 등 작업치료서비스를 통해 삶의 질을 향

학사학위과정으로 개설하였습니다. 분자진단

신체적, 정신적 장애를 가진 사람들에게 재활
전문분야로 독립적 일상생활, 신체재활, 직업

상시켜줍니다. 1979년 국내 최초로 설립된 작

업치료사 교육기관으로 국내 최초로 세계 작
업치료연맹으로부터 교육과정을 인증 받은 졸
업생들은 해외에서 전문가로서 매우 활발히

보건과학부(특별학사학위과정)
과정을 통하여 재교육의 기회를 주고자 특별
과학전공, 재활보건학전공이 있으며, 합격자

들은 3학년으로 편입됩니다. 각 전공은 해당 분
야 졸업자(예정자 포함)가 지원할 수 있습니다.

활동하고 있습니다.

에서 국민의 건강을 책임지는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College of Health Scienc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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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예·의학과 _medical.yonsei.ac.kr

간호학과 _nursing.yonsei.ac.kr
치위생학과 _dh.yonsei.ac.kr

간호학과 학사학위특별과정(RN-BSN)

연세대학교 원주의과대학은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

하며 역량 있고 신뢰받는 자랑스러운 보건의료인
을 양성합니다. 이를 위하여 우수한 교수진과 첨단

의료장비 및 860여 병상을 갖춘 상급 의료기관인

원주세브란스기독병원, 현대적인 기숙사와 교사
등 훌륭한 교육시설을 구비하여 조기 임상 교육을

통해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교육을 시행하고 있습
니다. 원주의과대학은 의예·의학과, 간호학과, 치위

생학과, 간호학과 학사학위특별과정(RN-BSN)으
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REGISTERED NURSE-BACHELOR of SCIENCE
in NURSING
(RN-BSN)(Special Degree Program)

원주의과대학
DEPARTMENT of MEDICAL SCIENCE

의예·의학과

기독교 정신과 민주교육의 근본에 입각하여

의학의 심오한 이론과 응용방법을 교수·연구

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며 역량 있
고 신뢰받는 자랑스러운 보건의료인 양성을

위하여 다음과 같은 졸업 인재상을 목표로
교육합니다.

*주도적으로 자기계발을 하는 능력 있는 의사
*나눔과 섬김으로 소명을 다하는 어진 의사
*공동체와 소통하며 국민건강증진을
추구하는 의사

*시대의 흐름을 앞서가는 열린 의사

DEPARTMENT of DENTAL HYGIENE

간호학과

연세 건학이념과 인간 존중을 바탕으로 과학적
원리와 전문성에 입각한 치료적 돌봄관계를 통

해 인간의 안녕을 증진시키는 능력을 갖춘 간호
사를 배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졸업 후

국내외 유수의 병원과 지역사회의 다양한 현장

에서 임상간호사, 보건교사, 지역사회보건간호
사, 산업보건간호사 등으로 국민 건강과 안녕을
위하여 소임을 다하고 있으며, 대학원 과정을 통

해 석·박사 학위를 취득한 졸업생들은 전문간호
사, 간호교육자 등으로 활약하고 있습니다.

간호학과 학사학위특별과정
(RN-BSN)

학사학위 취득을 위한 전문인 교육과정으로

3년제 간호대학을 졸업한 간호사 면허 소지

자들을 대상으로 합니다. 최신 간호전문지식
DEPARTMENT of NURSING

치위생학과

1965년에 시작된 국내 치위생학 교육의 효시
이며, 2002년에 국내 최초로 4년제 학부과정

으로 개설된 학과입니다. 기독교 정신을 바탕

으로 국민의 구강건강증진과 치위생(학)계의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전문적인 능력과 소양
을 갖춘 치과위생사 양성을 교육 목표로 합니

과 학습 연구능력을 겸비한 인재를 양성하고

있습니다. 자율학습과 능력중심 교육을 통
해 학습자 스스로 적극적이며 능동적인 역할

을 하도록 할 뿐만 아니라 의사소통, 문제해
결능력, 분석적 사고, 창의적 사고, 통합력 및
지도자적 역할을 함양하여 보다 수준

높은 간호 전문인을 배출하고 있습니다.해
석·박사 학위를 취득한 졸업생들은 전문간호사,
간호교육자 등으로 활약하고 있습니다.

다. 졸업 후 임상가, 교육자, 연구자 등으로 각

지에서 중추적인 역할을 수행하고 있으며 대
학원 석·박사 학위과정을 통하여 치위생학의
발전을 위한 인재를 배출하고 있습니다.

Wonju College of Medici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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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시아국제학부(EIC)

동아시아국제학부_eic.yonsei.ac.kr

동아시아국제학부는 21세기 동아시아를 이끌어 갈 글로벌 경쟁력과 지도자적 자질을 갖춘 인재를 육성합니다. 4년간의 모든 교육과정이 영어로

진행될 뿐만 아니라 동아시아 언어 중 하나를 필수 제2외국어로 이수하게 하여 전문가로서의 국제적 마인드와 현장감각을 갖추도록 하고 있습니
다. 동아시아국제학부는East Asian Politics and Culture, East Asian Economy and Business를 2개의 세부전공 분야로 두고 있습니다.

글로벌엘리트학부(GED)

글로벌엘리트학부는 대학 경쟁의 세계화와 학문의 융합화가 날로 심화되는 변화와 도전의 시대에 부응할
미래형 글로벌 인재를 양성하기 위하여 학제 간 연계 교육의 가능성 실현을 위해 신설된 융합전공학부로,

우수한 외국인들과 재외교포들에게 한국 내의 지역 네트워크 구축을 통해 세계로 진출할 수 있는 다양한 기회를 제공합니다.

Global Elite Division(GED)

EASTASIA International College(EIC)
EIC 교육목표

수합니다.(예 : 정치외교학, 경제학, 사회·문

전문지식을 갖춥니다.

최고 전문가 양성

• On-site learning

풍부해 이를 바탕으로 인적 네트워크가 축적

학부수준에서 동아시아 지역학의
21세기 동아시아 지역의 비중이 상승하고 지
역 전문가의 필요성이 증대하고 있습니다.

또한 학문적 통합 시대에 사회과학 분야의
다차원적 통합교육의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
는 상황에서 동아시아국제학부는 지역학의
최고 전문가 양성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EIC의 장점
• Sense of Direction

화학 일부, 경영학 일부)

재학 중에 지역전문가로서 풍부한 경험을
갖추도록 각종 현장 방문교류 행사와 학사
지원 제도가 운영됩니다..

• International Outlook

국제학부답게 모든 강의가 영어로 진행되
며, 외국인 교원의 비율이 높고 우수 외국인
학생 유치와 다양한 해외교류를 위한 학사
제도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전공체계가 동아시아의 정치/문화와 경제/

졸업생의 경쟁력 요인

동아시아(중국, 일본, 극동러시아 등) 지역

최고 수준의 영어 능력을 갖춥니다.

비즈니스로 구성되어 있으며 전체적으로
연구에 맞추어져 있습니다.

• Emphasis on Interdisciplinary Studies

주 전공 분야에 관계없이 동아시아 연구를

위해 사회과학의 기본 과목들을 필수로 이

첫째, 국제학부 학생으로서 학부 차원에서
둘째, 중급 이상의 동아시아 언어 능력을 습
득합니다.

셋째, 정치학 및 경제학의 기본 이론+동아시
아 정치/문화/경제/비즈니스

글로벌엘리트학부_ged.yonsei.ga

넷째, 해외 및 동아시아 현장 경험의 기회가
됩니다.

졸업 후 진로

• Business Track

동아시아 관련 해외기업, 국내기업의 해당
부서에 진출합니다.

• Public Track

동아시아 관련 국제기구나 국제 민간조직,

GED교육목표

• 한국문화와 경영의 융합을 통해 미래 산업
의 핵심가치 창출에 기여할 창의적 문화경

대한 심화된 이해를 바탕으로 국제무대에서
활약할 인재를 양성합니다.

• 한국적 가치를 미래의 세계문화를 이끄는

화브랜드를 발굴하고 확산할 수 있는 글로

성된 한국문화 등에 대한 인문학적 소양을

영능력 획득

• 한국의 문화콘텐츠를 바탕으로 세계적 문
벌 문화인재의 양성

• 문화의 다양성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소

통과 섬김의 리더십을 실천할 수 있는 전인
적 문화소통인재양성

글로벌 엘리트학부는 기본교육과정에서 형

토대로 다변화된 글로벌 환경을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창의적으로 국제 사회에 공헌할

수 있는 융복합형 글로벌 경영인재를 양성합
니다.

자기설계전공

국내외 정치학, 경제학, 국제학, 동아시아지

글로벌엘리트학부는 해외에서 성장하고 수

목한 융합전공을 기본적으로 이수한 후 각자

진학합니다.

학습으로 전문가로서의 능력 배양

심화전공

교육과정의 특징

역학 대학원이나, MBA, Law School 등에

• 한국의 언어와 사회문화에 대한 심화된

영인재 양성

정부기구 등에 진출합니다.

• Graduate Track

핵심가치

기본과정

학한 우수한 외국인 학생 및 재외동포 학생
을 선발대상으로 합니다. 기존 국내대학의
국제화 프로그램과 차별적으로, 한국의 문

화, 사회, 역사, 예술, 사상 등 한국적 가치에

글로벌엘리트학부는 한국문화와 경영을 접

의 희망에 따라 졸업 후의 진로와 연관되는
학문을 자기설계전공으로 이수할 수 있는 기
회를 보장합니다.

동력으로 발전시킬 수 있는 국제적 문화경

• 한국의 지역네트워크를 기반으로 세계에
도전하는 미래형 글로벌리더 지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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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학년도 연세대학교 미래캠퍼스 정시모집

미래를 향한 혁신!

캠퍼스 안내도
Campus Map

내 안에 숨은 더 큰 나를 깨워 세상을 가슴 뛰게할
푸른 열정들이 내일을 향해 역동하고 있습니다.
놀라움은 언제나 우리로부터 시작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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