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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하와 
함께 만들어갈 
당신의 내일 

인하대
60주년 기념관
(2016년 2월 완공) 



취업률 우수 대학
2014년 교육부(건강보험 가입자 기준, 

졸업생 3,000명 이상 4년제 대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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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계 관점 평가 우수
2014년 동아일보 청년드림대학 평가

최우수 
청년드림대학 선정

최우수

TOP 5

‘Output’이  좋은 대학
더

대기업 연계 장학제도

삼성전자, LG디스플레이, LG전자,

 SK-하이닉스 등 기업맞춤형 IT 교육과정

7억원 장학혜택

인사담당자가 뽑은 
이공계열 최고 인재 배출대학

2014 한국경제신문&캠퍼스잡앤조이

‘취업역량, 졸업생 저력’ 평가

5TOP

100
TOP 

중앙일보·THE
아시아대학평가 91위

조선일보·QS
아시아대학평가 96위

ASIA

정보통신, 컴퓨터(SW), 정유석유화학 분야

2013년 대교협 



‘꿈’이 이루어지는 대학

특허등록건수 
기술이전 수입료 기준

TOP 7BK21
+

교육부 

BK21 플러스 사업 
9개 사업단 선정

지식재산교육
선도대학
특허청, 한국발명진흥회 타슈켄트 인하대학교(IUT) 설립

우즈베키스탄 
교육수출

연간 장학혜택
한진그룹 장학금 외

490억

교환학생 
교류 대학

278



정시모집 주요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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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술

실기 60%

수능 20%

교과 20%

예체능전형
실기비중 확대

연극영화-연기

실기 60%

수능 40%

사회탐구영역
대체인정

※ 제 2외국어/한문을 사회탐구영역의 

1개 과목으로 인정(인문/예체능계열) 

제 2외국어
한문

사회탐구

수석·정석
장학금

아태물류
장학금

비룡
장학금

하나은행
글로벌 
장학금

환경공학
장학금

글로벌금융
장학금

사회인프라공학

장학금

4년 전액 
장학생 

대폭 선발
(130여명)

수능 100%
수능 70%

학생부 30%

‘수능100’
‘수능학생부’

중 택 1

※일부학과는 ‘수능100’ 전형만 선발

인문/자연
분리모집학과

간호학과 공간정보
공학과

건축학과

글로벌
금융학과

의류
디자인학과

아태
물류학부

※ 인문/자연계열  

모두 지원 가능 

NEWNEW



모집군별 선발학과 안내

정
시

모
집

 주
요

사
항

 요
약

조선해양공학과

산업경영공학과

생명공학과

사회인프라공학과

환경공학과

건축학과(인문/자연)

기계공학과

항공우주공학과

화학공학과

고분자공학과

신소재공학과

건축공학과

에너지자원공학과

융합기술경영학부

유기응용재료공학과

공간정보공학과(인문/자연)

‘가’군 ‘나’군 ‘다’군공과
대학

수학과 통계학과

화학과

생명과학과

물리학과

해양과학과

‘가’군 ‘나’군 ‘다’군
자연
과학
대학

스포츠과학(일반/무용) 시각정보디자인 미술(인물소묘,자유소묘)

연극영화(연기,이론/연출)

‘가’군 ‘나’군 ‘다’군
예술
체육
학부

국어교육과

교육학과

영어교육과

사회교육과

수학교육과

체육교육과

‘가’군 ‘나’군 ‘다’군사범
대학

한국어문학과

사학과

영어영문학과

문화콘텐츠학과

중국언어문화학과

프랑스언어문화학과

문화경영학과

철학과

일본언어문화학과

‘가’군 ‘나’군 ‘다’군문과
대학

경제학과

국제통상학과

‘나’군경상
대학

의예과

간호학과(인문/자연)

‘나’군의과
대학

전기공학과

정보통신공학과

전자공학과

컴퓨터정보공학과

‘가’군 ‘나’군
IT

공과
대학

경영학과 글로벌금융학과(인문/자연)

아태물류학부(인문/자연)

‘가’군 ‘나’군경영
대학

행정학과

언론정보학과

정치외교학과

‘가’군 ‘나’군
사회
과학
대학

식품영양학과 소비자학과

아동학과

의류디자인학과(인문/자연)

‘다’군‘가’군
생활
과학
대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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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학년도 

정시모집 

대학입학전형 

안내



입
학

전
형

안
내

 

정시모집 주요일정

원서 접수 서류 제출기간

실기고사 일시
2015. 1. 6

(화)

스포츠과학-일반

2015. 1. 21
(수)

미술

2015. 1. 7

(수)

스포츠과학-무용

2015.

1.22(목)

~ 24(토)

연극영화-연기

2015. 1. 13
(화)

시각정보디자인 체육교육과

2015.

1.24(토)

~ 25(일)

2014.12.19(금)

09:00 ~ 

23(화) 18:00

2014.12.26(금) 

17:00까지

최초합격자 
등록

2015.1.30(금) 

09:00 ~ 

2.3(화) 16:00

합격자 발표

2015.1.19(월)

14:00

2015.1.29(목)

14:00

일반전형
(수능100,
수능학생부)

특별전형
(농어촌학생,

특성화고교출신자,
특성화고졸재직자)

예체능전형
(연극영화-이론/연출)

예체능전형
(실기고사 전형)

※본교 입학안내 홈페이지 및 ARS 자동응답

※http://www.uwayapply.com ※우편 또는 방문 제출

※등록 장소 및 방법은 본교 입학안내 홈페이지에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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➊ 자연계열

모집단위

가군 나군 다군
(정원외)

나군 하단 주) 참조

수능

100

수능 70

학생부 30

수능

100

수능 70

학생부 30

수능

100

수능 70

학생부 30

특성화

(전문계)

고졸재직자

특성화

(전문계)

고교출신자

농어촌

학생

공과

대학

기계공학과[교직] 28 17

수시 미등록

인원을 이월하여

해당학과 

모집군에서

선발 예정임

항공우주공학과 13

조선해양공학과[교직] 11 9

산업경영공학과 10 8

화학공학과[교직] 11 9

생명공학과 12

고분자공학과[교직] 10 7

유기응용재료공학과[교직] 10 7

신소재공학과[교직] 24 16

사회인프라공학과[교직] 23 15

환경공학과[교직] 10 7

공간정보공학과(자연) 9

건축공학과[교직] 10 8

건축학과(자연)[교직] 10

에너지자원공학과 14

IT

공과

대학

전기공학과[교직] 21 13

전자공학과[교직] 18 11

컴퓨터정보공학과[교직] 39 26

정보통신공학과 28 18

자연

과학

대학

수학과[교직] 13

통계학과 11

물리학과[교직] 10 8

화학과[교직] 10 9

생명과학과[교직] 13

해양과학과[교직] 14

경영

대학

글로벌금융학과(자연) 3

아태물류학부(자연) 3

사범

대학
수학교육과 15

생활과학

대학

식품영양학과[교직] 14 10

의류디자인학과(자연)[교직] 10

의과

대학

의예과 14

간호학과(자연)[교직] 10 6

공과대학 융합기술경영학부 72

소계 152 80 246 109 53 15 72 미정

※ 모집군(가, 나, 다군)별로 1개 학과에 ‘수능100’과 ‘수능학생부’ 중 1개 전형만 지원할 수 있습니다.

※ 모집단위별 모집인원은 수시모집 미등록 결원 등 이월인원에 따라 변동될 수 있으니 최종 모집요강(입학안내 홈페이지에 게재 예정)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주) 농어촌학생 및 특성화(전문계)고교출신자는 수시모집에서 미충원시 모집 예정이며 선발 시 학과별 모집군(가, 나, 다군)은 일반전형 선발학과의 모집시기와 동일합니다.

모집인원



※ 정시모집사항은 변동될 수 있으니 최종 모집요강을 확인바랍니다.

➋ 인문/예체능계열

모집단위

가군 나군 다군 하단 주) 참조

수능

100

수능 70

학생부 

30

예체능
수능

100

수능 70

학생부 

30

예체능
수능

100

수능 70

학생부 

30

예체능

특성화

(전문계)

고교출신자

농어촌

학생

공과

대학

공간정보공학과(인문) 4

수시 미등록

인원을 이월하여

해당학과 

모집군에서

선발 예정임

건축학과(인문)[교직] 2

경상

대학

경제학과[교직] 12 10

국제통상학과 15 10

경영

대학

경영학과[교직] 48 30

글로벌금융학과(인문) 11

아태물류학부(인문) 18 11

사범

대학

국어교육과 15

영어교육과 15

사회교육과 17

체육교육과 29

교육학과 15

사회

과학

대학

행정학과[교직] 18 12

정치외교학과 12 9

언론정보학과 10 6

문과

대학

한국어문학과[교직] 11 9

사학과[교직] 12

철학과[교직] 10 9

중국언어문화학과[교직] 12 10

일본언어문화학과[교직] 20 11

영어영문학과[교직] 14 10

프랑스언어문화학과[교직] 13

문화콘텐츠학과 11

문화경영학과 14

생활

과학

대학

소비자학과[교직] 11

아동학과[교직] 11

의류디자인학과(인문)[교직] 15

의과

대학
간호학과(인문)[교직] 10

예술

체육

학부

스포츠

과학

일반 28

무용 14

시각정보디자인[교직] 30

미술
인물소묘 15

자유소묘 15

연극

영화

[교직]

연기 5

이론/연출 15

소계 156 67 42 149 50 30 71 20 79 미 정

※ 모집군(가, 나, 다군)별로 1개 학과에 ‘수능100’과 ‘수능학생부’ 중 1개 전형만 지원할 수 있습니다.

※ 연극영화-이론/연출 전형방법은 ‘수능100’ 전형이나 수능반영방법은 예체능반영방법을 적용합니다.

※ 모집단위별 모집인원은 수시모집 미등록 결원 등 이월인원에 따라 변동될 수 있으니 최종 모집요강(입학안내 홈페이지에 게재 예정)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주) 농어촌학생 및 특성화(전문계)고교출신자는 수시모집에서 미충원시 모집 예정이며 선발 시 학과별 모집군(가, 나, 다군)은 일반전형 선발학과의 모집시기와 동일합니다.

입
학

전
형

안
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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➊ 일반전형

모집군 전형유형 모집인원
전형방법(%)

비고
 수능 학생부교과

가군
수능100 308 100 -

모집군별로 1개 학과에 

‘수능100’과 ‘수능학생부’ 중 

1개 전형만 지원할 수 있음

단, 일부 모집단위는 ‘수능100’ 

전형으로만 선발함

수능학생부 147 70 30

나군
수능100 395 100 -

수능학생부 159 70 30

다군
수능100 124 100 -

수능학생부 35 70 30

소계 1,168

※  학생부교과 성적 반영시 수능성적 비교내신 적용대상자(2013년 12월 31일 이전 졸업자, 고교졸업 검정고시 합격자 등)는 수능성적 비교내신 환산표에 의하여 

학생부교과 성적을 수능성적으로 반영합니다.(자세한 사항은 모집요강 참조) 

※  모집인원은 수시모집 이월인원 등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니 최종 모집요강(입학안내 홈페이지에 게재 예정)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➋ 예체능전형

모집군 모집단위 모집인원
전형방법(%)

비고
수능 학생부교과 실기

가군 스포츠과학
일반  28

40 30 30
무용  14

나군 시각정보디자인  30 

다군

체육교육과  29

미술
인물소묘  15

20 20 60
자유소묘  15

연극영화
연기   5 40 - 60

이론/연출  15 100 - -

소계 151

※  연극영화-이론/연출 수능반영방법은 예체능 반영방법(대학수학능력시험 반영방법 참조)을 적용합니다.

※  학생부교과 성적 반영시 수능성적 비교내신 적용대상자(2013년 12월 31일 이전 졸업자, 고교졸업 검정고시 합격자 등)는 수능성적 비교내신 환산표에 의하여 

학생부교과 성적을 수능성적으로 반영합니다.(자세한 사항은 모집요강 참조) 

※  모집인원은 수시모집 이월인원 등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니 최종 모집요강(입학안내 홈페이지에 게재 예정)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➌ 특별전형

모집군 전형명 모집인원
전형방법(%)

비고
수능 학생부교과 서류

아래 주) 참조
농어촌학생

아래 주) 참조 70 30 -
특성화(전문계)고교출신자

나군 특성화(전문계)고졸재직자 72 - - 100 융합기술경영학부

주) 농어촌학생 및 특성화(전문계)고교출신자는 수시모집에서 미충원시 모집 예정이며 선발 시 학과별 모집군은 일반전형 선발학과의 모집시기와 동일합니다.

전형방법



※ 정시모집사항은 변동될 수 있으니 최종 모집요강을 확인바랍니다.

➊ 학생부 교과별 반영비율 

구분 국어 수학 영어 사회 과학 비고

인문

일반(아래 학과 제외) 30 20 30 20 -

학년별

가중치

없음

아태물류학부, 글로벌금융학과 25 30 30 15 -

국어교육과 40 10 30 20 -

 공간정보공학과, 건축학과, 간호학과 20 30 30 20 -

자연

일반(아래 학과 제외) 20 30 25 - 25

 수학과 20 40 20 - 20

아태물류학부, 글로벌금융학과 20 40 30 - 10

예체능

체육교육과 40 30 30 - -

 미술, 시각정보디자인 40 - 40 20 -

 스포츠과학 30 20 30 20

※ 스포츠과학은 사회와 과학 교과목의 전 이수단위를 일괄 합산하여 반영합니다.

 

➋ 학생부 등급 점수 환산표

등급 1등급 2등급 3등급 4등급 5등급 6등급 7등급 8등급 9등급

점수 5.0 4.8 4.5 4.0 3.5 2.5 2.0 1.5 0

※  학생부 성적 산출방법 요약  

① 교과목 반영점수 산출 :   반영교과내 이수한 모든 과목을, 각 과목별로 「등급 점수 환산표」로 환산한 점수에 이수단위와 10을 곱한 후 합산함 

합산된 점수를 총 이수단위의 합으로 나누면 교과목의 반영점수가 산출됨 

②  교과목 반영비율 반영 : 교과목 반영점수를 해당 교과목별 반영비율로 곱함

③  학생부교과 반영방법 : ②번의 반영교과 점수 + 기본점수(수능학생부 전형의 경우 250점) → 자세한 사항은 입학안내 홈페이지 모집요강을 참조바람 

학생부교과 반영 방법

전형 계열 세부구분

국어 수학

영어

탐구

비고
A B A B

사회

(2)

과학

(2)

직업

(1)

일반학생

인문

일반 (아래 학과 제외) - 30 20 - 30 20 - -

아태물류학부, 글로벌금융학과 - 25 30 - 30 15 - -

국어교육과 - 40 10 - 30 20 - -

공간정보공학과, 건축학과, 간호학과 - 20 30 - 30 20 - -

자연

일반 (아래 학과 제외) 20 - - 30 25 - 25 -

수학과 20 - - 40 20 - 20 -

아태물류학부 ·글로벌금융학과 20 - - 40 30 - 10 -

예체능

체육교육과 40(A/B) - - 30 30 -

국어B 가중치 5%미술, 시각정보디자인, 연극영화 40(A/B) - - 40 20 - -

스포츠과학 40(A/B) - - 40 20 -

농어촌학생
인문 전 모집단위 - 30 20 - 30 20 - -

자연 전 모집단위 20 - - 30 25 - 25 -

특성화

(전문계)

고교출신자

인문 전 모집단위 30(A/B) 20 - 30 - - 20 국어B 가중치 5%

자연 전 모집단위 20 - 30(A/B) 25 - - 25 수학B 가중치 10%

※  수능성적 반영시 국어·수학·영어영역은 표준점수, 탐구영역은 백분위를 활용한 자체변환표준점수를 반영합니다.

※  인문/예체능계열은 제2외국어/한문을 사탐영역의 1개 과목으로 인정합니다.

※ 2015학년도 수능에 응시할 때 본교에서 반영하는 모든 영역(전형유형, 계열 및 모집단위별)에 응시해야 합니다.

※ 2015학년도 수능 성적만 반영하며, 2015학년도 수능성적이 없는 지원자는 지원자격 미달로 불합격 처리됩니다.

대학수학능력시험 반영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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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하대학교 대표 장학금

정시 장학금 선발 수능 반영영역 ➊ 인문계열 : 국어B, 수학A, 영어, 사탐(2)

  ➋ 자연계열 : 국어A, 수학B, 영어, 과탐(2)

※  사회/과학 탐구영역의 백분위는 2개 과목의 평균을 적용합니다.

※  인문계열은 제2외국어/한문을 사회 탐구영역 1개 과목으로 인정합니다.

등록금
전액

보조금
지급

대학원
등록금
전액

대학원
보조금
지급

교환
학생

수석·정석 
장학금 

• 4년간 등록금 전액 지원 / 매월 보조금 지급

• 첫 학기 생활관 우선 선발 보장(최초합격자에 한함)

• 본교 일반대학원 진학 시(대학졸업 후 1개 학년도 이내 단, 의예과는 2개 학년도 이내) 등록금(4개학기 

이내) 전액 지원 및 매월 보조금 지급 

단, 장학생 중 아태물류학부 입학생이 본교 물류전문대학원 학술 석·박사 과정 진학 시[대학(원)졸업 

후 1개 학년도 이내] 등록금 전액 지원

• 교환학생 및 장·단기 해외 연수학생 선발 시 우대

장학혜택

선발기준 

• 수석장학금 : 정시 인문 / 자연 계열별로 수능반영 점수가 가장 우수한 학생 각 1명

• 정석장학금 : 정시 수능반영영역 중 4개 영역의 백분위 평균이 인문계열 95%이상, 자연계열 94%

이상인 자로서 이공계열(공과대학, IT공과대학, 자연과학대학)은 전원 선발하며, 그 외의 모집단위는 

모집인원의 10%이내에서 선발(최초합격자에 한함)

비룡 
장학금 

장학혜택

선발기준 

87명 등록금
전액

대학원
학비

장학금

교환
학생

• 4년간 등록금 전액 지원

• 교환학생 및 장·단기 해외 연수학생 선발 시 우대

• 본교 일반대학원 진학 시 장학금 특전(학비장학금-입학 전년도에 예비대학원생 신청자만 해당됨)

• 정시 수능100전형 합격자로서 수능반영영역 중 상위 2개영역의 백분위 평균이 96%이상인 자 중 

아래 모집단위별 선발인원 내에서 성적 상위순으로 선발(최초합격자에 한함)

선발학과 인원 선발학과 인원 선발학과 인원

기계공학과 15 사회인프라공학과 1 경제학과 4

항공우주공학과 5 환경공학과 1 국제통상학과 7

화학공학과 10 전자공학과 15 경영학과 20

생명공학과 7 수학과 2



※ 신입학장학금은 변경될 수 있으니,  최종 모집요강 또는 장학금 지급규정 및 관련 시행세칙을 확인바랍니다.

장
학

금
 안

내

아태물류
장학금

장학

혜택

• 4년간 등록금 전액 지원

• 본교 물류전문대학원 학술 석·박사 과정 진학 시(대학(원)

졸업 후 1개 학년도 이내) 등록금 전액 지원

• 교환학생 및 장·단기 해외 연수학생 선발 시 우대

선발

기준

• 정시 나군 수능100전형 아태물류학부 합격자로서 수능반영

영역 중 상위 2개영역의 백분위 평균이 96%이상인 자 중 

상위 15명(인문 13명, 자연 2명) 

• 정시 나군 수능학생부전형 아태물류학부 합격자 중 상위 5명

하나은행
글로벌
장학금

장학

혜택

• 4년간 등록금 전액 지원

• 첫 학기 생활관 우선 선발 보장(최초합격자에 한함)

• 본교 일반대학원 진학 시(대학졸업 후 1개 학년도 이내)  

등록금(4개학기 이내) 지원

• 교환학생 및 장·단기 해외 연수학생 선발 시 우대

선발

기준

• 정시 나군 수능100전형 글로벌금융학과(인문) 합격자로서 

수능반영영역 중 상위 2개영역의 백분위 평균이 96%이상

인 자 중 최상위 1명

글로벌금융
장학금

장학

혜택

• 4년간 등록금 전액 지원

• 첫 학기 생활관 우선 선발 보장(최초합격자에 한함)

• 본교 일반대학원 진학 시(대학졸업 후 1개 학년도 이내)  

등록금(4개학기 이내) 지원

• 교환학생 및 장·단기 해외 연수학생 선발 시 우대

선발

기준

• 정시 나군 수능100전형 글로벌금융학과 합격자로서 수능

반영영역 중 상위 2개영역의 백분위 평균이 96%이상인 자 

중 5명(인문은 차상위 2위이하 4명, 자연은 최상위 1명)

환경공학
장학금

장학

혜택

• 4년간 등록금 전액 지원

• 본교 일반대학원 진학 시 장학금 특전(학비장학금-입학 전

년도 예비대학원생 신청자만 해당됨)

선발

기준

• 정시 가군 수능100전형 환경공학과 합격자로서 수능반영

영역 중 상위 2개영역의 백분위 평균이 96%이상인 자 중 

최상위 1명 

사회인프라공학
장학금

장학

혜택

• 4년간 등록금 전액 지원

• 본교 일반대학원 진학 시 장학금 특전(학비장학금-입학 전

년도 예비대학원생 신청자만 해당됨)

선발

기준

• 정시 가군 수능100전형 사회인프라공학과 합격자로서  

수능반영영역 중 상위 2개영역의 백분위 평균이 96%이상

인 자 중 최상위 1명 

농·어촌자녀
특별전형 
장학금

장학

혜택

• 입학학기 수업료의 1/3

• 재학중 수업료의 2/3, 1/3

  (직전학기 성적에 따라 차등지급)

선발

기준
• 농어촌학생 특별전형으로 입학하는 학생 전원

※ 환경공학장학금과 사회인프라공학장학금은 학과 자체 조성 장학금입니다.

※ 정석장학금, 비룡장학금은 최초합격자에 한하여 선발 예정입니다.

※ 두 개 이상의 장학금 수혜 대상인 경우 수험생에게 유리한 하나의 장학금만 선정하여 지급합니다.

※ 농·어촌자녀 특별전형 장학금을 제외한 모든 장학금은 일반전형 학생에게 지급합니다. 

특성화학과 장학금 및 

학과조성 장학금

등록금
전액

대학원
학비

장학금

등록금
전액

대학원
학비

장학금

입학생
전원

수업료
지원

등록금
전액

대학원
등록금
전액

생활관
우선 선발

교환
학생

20명
등록금
전액

물류전문
대학원

등록금전액

교환
학생

등록금
전액

대학원
등록금
전액

생활관
우선 선발

교환
학생



인하사랑장학금 등 50여개 교내 장학금 운영

신입학장학금을 비롯한 성적우수 장학금, 인하사랑 장학금, 봉사 장학금 등 50여 종류의 교내 장학금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특히 가계가 곤란한 학생들의 학업 지원을 위한 학비보조 장학금 등 가계곤란성 장학금의 환원율을 30% 이상 유지하고 

있습니다. 

전액 한진그룹장학금 등 225개의 교외 장학금 확충

우리 대학 재단인 한진그룹 장학금을 비롯한 인하대학교총동창회 장학금, 우리 대학 설립자 우남 이승만박사 장학금 등 국

가·지방자치단체·산업체·민간 장학재단·학과(전공) 발전기금 장학금 등 225개의 교외장학금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학과발전기금 장학금 연간 2억 7천만원 지원

우리 대학 각 학과에서는 우수인재가 학과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각종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특히 학과발전기금

을 운영하여 우수인재로 선정되는 학생들이 장학금을 수여받을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2013년 248명에게 2

억 7천만원 이상의 장학금을 배정하였습니다. 

전폭적인 

재학생 장학지원

(단위 : 명, 백만원)

연간 490억원 장학혜택

2012학년도부터 국가장학금 시행과 교내 장학금 지원으로 연간 490억원에 이르는 교내외 장학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우리 대학은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학생들이 학업을 지속할 수 있도록 후원하며, 학업성적과 재능이 우수한 학생에게는 

보상과 격려를 아끼지 않는 맞춤형 장학정책을 실천하고 있습니다. 

최근 3년간 장학금 지급 현황

연도 2011년 2012년 2013년

구분 수혜인원 장학금액 수혜인원 장학금액 수혜인원 장학금액

교내장학금 15,905  18,546 16,899 19,408  21,064 21,579

교외장학금 4,136 7,685 23,517 15,319 31,648 28,290

계 20,041 26,231 40,416 34,727 52,712 49,869

490억

50

225

2.7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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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입학장학금은 변경될 수 있으니,  최종 모집요강 또는 장학금 지급규정 및 관련 시행세칙을 확인바랍니다.

장
학

금
 안

내

기업맞춤형교육과 

연계된 장학제도

삼성전자

2억

삼성전자 STP •  삼성전자 인턴채용시 STP트랙을 이수한 학생 우대

•  삼성전자는 인턴실습 종료 후 최종합격자 중 우수한 STP 이수 학생을 

 선발하여 장학금 지급

삼성SW인력양성

프로그램

•  전공자과정(SST, Samsung Software Track)

 - S/W관련학과 전공자 대상의 장학생 선발 및 양성과정

 - 전공자과정 이수자는 삼성전자 인턴 선발 시 우대

•  비전공자과정(SCSC, Samsung Convergence S/W Course)

 - S/W 비전공자 대상의 S/W 기본역량 확보 과정

 - 비전공자 과정 이수자는 삼성전자 공채 지원 시 우대

연 5명 선발

(1,000만원/인)

전공자 과정

연 15명 선발 

(1,000만원/인)

비전공자 과정

소정인원 선발

LG디스플레이

2.5억

LGenius 

산학협력 프로그램

•  2~3학년 재학생 대상으로 LG디스플레이가 별도로 제시하는 

 프로그램 이수 기준에 따라 전공별 학습목표를 성취하게 함

•  산학협력을 통해 디스플레이 각 분야의 전문가 양성

연 25명 선발

(1,000만원/인)

삼성SDS

0.5억

삼성SW인력양성

프로그램

•  전공자과정(SST, Samsung Software Track)

 - 컴퓨터정보공학과 대상 장학생 선발 및 양성과정

 - 졸업 후 삼성SDS 입사 기회 부여

연 5명 선발

(1,000만원/인)

LG전자

1억 

연 10명 선발

(1,000만원/인)

LG전자 

산학협력 프로그램

•  LG전자와 MOU 체결

 1) 과학기술분야 공동연구 수행

 2) 산업체 인턴십 운영

 3) 산학장학생 운영

•  맞춤형 교육과정 운영

 1) 학부 과정

 - 4학년 2학기 대상 학점 인정 장기 인턴십 프로그램 운영

 - LG전자 맞춤형 교육과정(LG트랙) 및 4학년 대상 장학생 프로그램 운영

 2) 대학원 과정

 - 대학원생 대상 산학장학생 프로그램 운영

SK-하이닉스

1억 

연 20명 선발

(500만원/인)

반도체 모듈 

프로그램

•  특별교육과정(하이닉스 Module) 개설 및 운영

•   하이닉스 장학생 중 졸업생 20%내에서 전공 교수 지도하에 석사과정 진학 

허용. 하이닉스 석사장학생은 석사 졸업시까지 장학금 및 학비보조금 지원

IT공과대학 기업맞춤형 교육과정 

※ 재학 중 해당 장학생 선발



연계전공명 주관학과 연계학과
신청자격

주 복수 부

금융분석 통계학과 경영학과 ◯ ◯ ◯

정보분석 통계학과 컴퓨터정보공학과 ◯ ◯ ◯

문예창작 문화콘텐츠학과 한국어문학과, 영어영문학과, 프랑스언어문화학과, 철학과, 중국언어문화학과, 일본언어문화학과 ◯

외식산업경영 식품영양학과 경영학과 ◯ ◯

국제지역학 정치외교학과 국제통상학과, 경영학과, 중국언어문화학과, 일본언어문화학과, 프랑스언어문화학과 ◯

멀티미디어 언론정보학과 시각정보디자인, 미술, 정보통신공학과 ◯ ◯ ◯

광정보통신 물리학과 정보통신공학과 ◯ ◯ ◯

나노공학 고분자공학과 공과대학, IT공과대학, 자연과학대학 전체 학과 ◯

항공전자 항공우주공학과 전자공학과, 전기공학과 ◯

생물정보학 생명과학과 통계학과, 컴퓨터정보공학과, 정보통신공학과 ◯ ◯ ◯

자연환경관리학 생명과학과 공간정보공학과, 환경공학과 ◯ ◯ ◯

IT경영학 경영학과 컴퓨터정보공학과, 정보통신공학과 ◯

체형관리 식품영양학과 스포츠과학 ◯ ◯

IT물류 아태물류학부 전자공학과, 전기공학과, 컴퓨터정보공학과, 정보통신공학과 ◯ ◯

영미통상 영어영문학과 국제통상학과 ◯ ◯

패션비즈니스 의류디자인학과 경영학과 ◯ ◯

무대의상디자인 의류디자인학과 연극영화 ◯ ◯

패션그래픽디자인 의류디자인학과 시각정보디자인 ◯ ◯

고객관리 소비자학과 통계학과 ◯ ◯

소비문화콘텐츠 소비자학과 문화콘텐츠학과, 언론정보학과 ◯ ◯

중국소비자학 소비자학과 중국언어문화학과 ◯ ◯ ◯

유아움직임 아동학과 스포츠과학, 체육교육과 ◯ ◯ ◯

금융공학 글로벌금융학과 통계학과 ◯

공간정보비지니스 공간정보공학과 경영학과 ◯

행정공간정보 공간정보공학과 행정학과 ◯

위치기반IT 공간정보공학과 정보통신공학과 ◯

물류공간정보 공간정보공학과 아태물류학부 ◯

해양공간정보공학 공간정보공학과 해양과학과 ◯

해양플랜트특성화 조선해양공학과 에너지자원공학과, 화학공학과, 신소재공학과, 전기공학과 ◯

소프트웨어융합공학
전기공학과, 전자공학과, 
컴퓨터정보공학과, 정보통신공학과

공과대학, 자연과학대학, 경상대학, 경영대학, 사회과학대학, 문과대학, 생활과학대학, 
예술체육학부 각 전공

◯ ◯ ◯

※ 신청자격 : 해당 연계전공 주관학과 또는 연계학과를 ‘주’-주전공하는 학생, ‘복’-복수전공하는 학생, ‘부’-부전공하는 학생 

전과 비율 30%로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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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2회

본인의 적성과 

진로를 고려한 

2회의 응시 기회

입학정원의 

30% 전과 가능

전 과 본인의 적성 및 진로 등에 따라 재적 중인 학과에서 다른 학과로 학적을 이전

지원기회 2, 3학년 각 1회, 총 2회 응시 기회

  (과거에 전과한 경력이 있는 경우에는 응시할 수 없으며, 전과는 재학 중 1회만 가능함) 

선발인원 입학정원의 30%(단, 전자공학과는 40%, 사범대학은 입학정원의 10% 내외)

학제간 다양한 연계전공 프로그램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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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년 연속 취업률 TOP 5
우리 대학은 최근 교육부에서 발표한 졸업생 3,000명 이상 4년제 대학(일반대) 중 취업률 5위를 기록했습니다. ‘최근 4년간 취

업률 TOP 5’를 달성하며 명실상부 잘 가르치는 대학, Output이 강한 대학임을 입증해 나가고 있습니다. 

취업률 우수대학으로 입지를 공고히 다질 수 있었던 것은 재학생의 직업능력 DNA를 자극하는 실용학풍 교육과정과 체계적인 

취업지원 시스템을 갖추고 있기 때문입니다. 앞으로도 양질의 채용정보와 취업전략, 직업교육, 상담 등 적극적인 행정지원을 

통해 기업이 요구하는 핵심인재 양성에 앞장설 예정입니다.

순위
2014 2013 2012 2011

학교명 취업률(%) 학교명 취업률(%) 학교명 취업률(%) 학교명 취업률(%)

1 고려대 69.3 성균관대 69.3 성균관대 68.9 서울과기대 73.5

2 성균관대 66.5 고려대 69.1 원광대 66.8 성균관대 68.7

3 연세대 64.1 서울과기대 67.2 고려대 66.6 연세대 65.5

4 서울대 61.0 연세대 64.2 인하대 65.4 고려대 64.9

5 인하대 60.2 인하대 63.2 연세대 65.2 인하대 64.6

6 한양대 58.7 한양대 62.6 한양대 62.7 한양대 64.4

※  교육부는 2014년 8월 29일 전국 531개 고등교육기관 졸업자 55만 7,236명에 대한 결과를 발표하고 대학별 취업률 현황을 

정보공시 사이트인 ‘대학 알리미(www.academyinfo.go.kr)’에 공개했다. 교육부는 현재 2013년 8월 및 2014년 2월 졸업자 

대비 직장 건강보험 가입자의 비율로 통계를 산출했으며, 우리 대학은 1,836명이 취업하여 60.2%의 취업률을 달성했다.

인사담당자가 뽑은

‘이공계열 최고인재 배출대학’ TOP 5
우리 대학은 인사담당자가 뽑은 ‘취업역량 교육’과 ‘졸업생 저력’ 부문에서 

수도권 사립대 중 5위로 선정되었습니다. 이번 평가는 한국경제신문과 ‘캠

퍼스 잡앤조이’가 전국 주요 기업 인사담당자와 헤드헌터 309명을 대상으로 

‘가장 뛰어난 인재를 배출하는 대학’을 설문조사하는 방식으로 진행되었습

니다. 

대한민국 기업의 인사를 책임지는 인사담당자에게 직접 평가받은 결과인 만

큼 다시 한 번 Output이 강한 대학임을 입증한 결과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당신의 꿈과 미래를

펼칠 수 있는 인하!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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졸업생 3,000명 이상, 4년제 대규모 대학(건강보험 기준)

이공계열 최고 인재 배출대학

순위 수도권 사립대

1 연세대

2 한양대

3 고려대

4 성균관대

5 인하대

5

※   ‘취업역량, 졸업생 저력’ 평가 

한국경제신문, 캠퍼스 잡앤조이(2014. 9. 16)

TOP 5

TO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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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 동아일보 청년드림대학 평가 결과 

최우수 TOP 10 대학 선정
동아일보와 채널A가 딜로이트컨설팅과 함께 실시한 2014년 청년드림대학 선정 결과, 우리 대학은 최우수 청년드림대학으로 

선정되었습니다.

우리 대학은 특히 2006년부터 실시한 ‘해외 인턴십‘이 좋은 평가를 받았습니다. 해외 인턴십은 미주 지역 동문 기업들과 연계

해 재학생들에게 인턴십 기회를 제공하는 프로그램으로, 학점 인정과 해외 인턴 기회를 통해 국내 유수 대기업과 금융권 등으

로 취업 문호를 넓히고 있습니다.

※  청년드림 대학평가는 대학가와 산업계에서 새로운 관점으로 대학을 들여다본 평가라는 반응을 받았다. 대학의 입시 성적 

순위, 교수의 논문 수, 법인의 재정 상태 등에 따라 대학이 서열화 되는 평가가 아니라 교직원들이 학생을 위해 발로 뛰는 

결과가 반영되고, ‘학생이 원하는 교육을 위해 노력하는 대학’을 발굴한다는 긍정적인 평가를 받고 있다. 또한 기존 대학 평

가와 달리 대학의 취업과 창업 노력에 초점을 맞추고 있어 순위도 역동적으로 변한다는 것이 청년드림 대학평가의 특징으

로 꼽히고 있다.

취업지원 프로그램

•취업교과목 개설 운영

•기업 채용설명회 및 캠퍼스 리크루팅

•주요기업 인사담당자 초청 취업특강

•기업체 방문 홍보

•각종 심리검사

•취업 Study 모임 및 잡 카페 운영

•취업역량강화 프로그램

•취업전략캠프

경력개발 프로그램

•동문기업 해외 인턴 장학생 선발

•청년 직장체험 프로그램

취업지원 제공서비스

•취업 추천 알선 및 취업정보 제공

•취업 및 진로상담

•아르바이트 추천 및 알선

종합인력개발센터가 제시하는 취업 Solution 
종합인력개발센터는 우리 대학 재학생 및 졸업생의 현명한 진로선택, 성공적인 사회진출을 위한 양질의 채용정보와 취업전

략, 직업교육 및 상담 등 품격 높은 서비스 제공은 물론, 기업이 요구하는 핵심인재 양성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실용학문체계 구축과 직업능력개발로 성공적인 사회진출과 취업률 제고에 정진하고 있습니다.

SOLUTION

최우수



Rank 
Institution 

아시아 국내   

5 1 Pohang University of Science and Technology

8 2 Seoul National University

10 3 Korea Advanced Institute of Science and Technology

20 4 Yonsei University

23 5 Sungkyunkwan University

28 6 Korea University

64 7 Kyung hee University

74 8 Hanyang University

78 9 Sogang University

79 10 Pusan National University

84 11 Kyungpook National University

91 12 Inha University

92 13 Konkuk University

94 14 Chung-Ang University

※ THE(Times Higher Education)는 영국 대학교육 전문 매체임.

대외적으로 

인정받는 교육 선두 주자!

2013 동아일보 인문사회 분야 연구능력 순위 

정치외교학 2위, 한국어문학 3위, 경제학 13위

대학 및 기관을 포함한 동아일보 2013 인문사회분야 연구능력 분석결과에서 크게 두각을 나타내었습니다. 

논문 및 참고문헌 등을 지표로 하는 정치외교학, 한국어문학, 경제학 등 인문분야 평가에서 우수한 성과를 보여주었습

니다. 우리 대학은 인문과 공학의 조화로운 발전을 통해 명문사학으로 정진하고 있습니다.

조선일보·QS

‘2014 아시아 대학평가’ 96위

6년 연속 TOP 100

우리 대학은 2014년 실시된 ‘2014 조선일보·QS 아시아 대학평가’에서 96위에 올랐습니다. 2009년부터 6년 연속 아시

아 100위권에 진입한 것으로 국제무대에서 우리 대학의 가치를 증명하고 있습니다. 

‘2014 조선일보·QS 아시아 대학평가’는 4개 영역 9개 지표로 아시아 지역 대학들을 평가합니다. 4개 영역은 ▲ 연구

영역(60%) ▲ 교육여건(20%) ▲ 졸업생 평판도(10%) ▲ 국제화 영역(10%)으로 구분되며, 전 세계 학자 4만 3,370명과 

전 세계 기업 인사 담당자 8,003명의 온라인 인터뷰를 통해 진행되었습니다. 

96
TOP

중앙일보 & THE 

아시아 대학평가 

아시아 91위, 

국내 12위 

우리 대학은 영국의 글로벌 대학교육전문매

체인 THE(Times Higher Education)가 최근 

발표한 ‘아시아 100대 대학 평가’에서 91위

(국내대학 12위)를 기록했습니다. 이번 아시

아 100대학 평가는 ▲ 교육여건(30%) ▲ 연

구실적(30%) ▲ 논문 피인용도(30%) ▲ 국제

화수준(7.5%) ▲ 지식이전 수입(2.5%) 등 5개 

부문 13개 지표를 활용해 진행되었습니다. 

91
TO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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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국 글로벌 대학평가기관 QS 발표

언론정보학(커뮤니케이션학) 100위권, 

화학공학 150위권 진입

우리 대학 화학공학과와 언론정보학과가 영국의 글로벌 대학평가 기관인 QS(Quacquarelli 

Symonds)가 발표한 ‘2014 세계대학 학문분야별 평가’에서 각각 150위권과 100위권에 진입

함으로써 전년 200위권 진입에 이어 지속적으로 좋은 성과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올해 ‘QS 세계 대학평가 학문분야별 순위’는 전 세계 2,858개 대학을 대상으로 학계 평가, 졸

업생 평판도, 교원 당 논문 인용 수, H인덱스 등 네 가지 지표를 이용해 총 30개 학문 분야별

로 200위까지 발표했습니다. 1998년 신설된 언론정보학과가 16년 만에 국내·외 명문학과들

과 어깨를 나란히 하게 되었다는 것은 아주 고무적인 일이라 할 수 있습니다. 

2013 대교협 산업계 관점 평가

정보통신, 컴퓨터(SW), 정유석유화학 

우수(A+) 평가

대교협 산업계 관점 평가 결과발표(2014. 5)에 따르면 우리 대학은 정보통신, 컴퓨터(SW), 정

유석유화학 분야 등 3개 분야에서 우수 대학(A+)으로 선정되었습니다. 지난해 자동차, 조선, 

토목 분야에서 최우수 대학 선정에 이은 주목할 만한 성과입니다. 

올해 산업계 관점 평가는 전국 43개 대학 112개 학과를 대상으로 ▲ 산학연계 교육인프라 ▲ 

산업계 요구와 교육과정 일치도 ▲ 교육 및 기술개발 성과 등 3개 영역으로 나눠 진행되었습

니다. 평가는 삼성전자, GS칼텍스, LG전자 등 32개 대기업 및 중소기업이 평가 대상을 요구

분석한 후 2,163개 기업의 설문과 대학정보공시자료 분석을 통해 이뤄졌습니다. 따라서 이번 

평가는 산학연계 교육에 대한 기업들의 선호도를 잘 보여주는 결과이며, 인하대가 배출하는 

인재의 우수성을 기업들로부터 직접적으로 평가받은 결과라고 할 수 있습니다. 

중앙일보 이공계열 학과 평가 ‘상’ 등급

간호학과, 전자공학과

정치외교학과, 경제학과, 기계공학과, 물리학과

2014 중앙일보가 실시한 이공계열 학과평가(2014. 9)에서 우리 대학의 간호학과와 전자공학

과가 ‘상’ 등급으로 선정되었습니다. 이는 지난해 정치외교학과, 경제학과, 기계공학과, 물리

학과가 ‘상’ 등급을 획득한 데 이은 성과입니다. 특히 간호학과는 노인 간호와 치매 연구에 집

중한 지역밀착형의 연구·교육으로 학과의 우수한 경쟁력을 인정받았습니다. 향후 지속적으

로 우수한 성과를 나타낼 수 있는 발전적인 모습을 만들어가고자 합니다.

중앙일보의 학과평가는 ▲교원 1인당 학생수 ▲전임 1인당 논문 ▲전임 1인당 국제논문 ▲전

임 1인당 자체연구비 ▲전임 1인당 교외연구비 ▲재학생 1인당 장학금 ▲취업률 ▲중도탈락률

의 8개 영역의 주요 평가지표를 통해 진행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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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연도

(발표방식)
평가결과 발표일

2013년

(등급)

정보통신, 컴퓨터(SW), 정유석유화학 우수(A+)

전자반도체 양호(A)
2014. 5

2012년

(등급)

자동차, 조선, 토목 최우수(A++)

일반기계 우수(A+)
2013. 5

2011년

(등급)
금속철강, 신소재 우수(A+) 2012. 5

2010년

(순위)

컴퓨터 1위

전자반도체, 정보통신 2위
2011. 3

※ 4년 연속 산업계 관점 평가 우수 대학 선정(2010~2013)



연구비, 특허, 

산학협력 분야 선두 주자

교육부 BK21 플러스 사업 

9개 사업단 선정 
2013년부터 2019년까지 총 7년간 진행되는 BK21 플러스 사업 최종 사업단 선정결과 발표에서, 우리 대학은 총 9개 사업

단(과학기술 1개, 융복합 1개, 사업팀 7개)이 선정되어 약 30억원의 국고를 수주받아 운영되고 있습니다. 

우리 대학은 본 사업을 통해 대학원 교육 및 연구력을 획기적으로 제고하여 창조경제를 이끌어나갈 핵심인재를 키우는 

세계 수준의 대학으로 발돋움 할 것입니다.

현재 기계공학, 화학공학, 고분자공학, 신소재공학, 컴퓨터공학, 생명과학, 환경공학, 다문화 관련 분야에서 두각을 나타내

고 있으며, 다양한 분야의 특화된 전문 엘리트를 양성하도록 지원할 예정입니다.

연구비 수주 상위권 대학 

수도권 4년제대학 연구비 상위대학 현황  

순위 
수도권 대학 

학교명  교원수 연구비 

1 서울대학교 2,237 474,853

2 연세대학교 2,030 316,950

3 한양대학교 1,405 235,807

4 고려대학교 1,746 212,186

5 성균관대학교 1,399 200,773

6 이화여자대학교 1,024 125,004

7 경희대학교 1,538 88,459

8 중앙대학교 1,036 81,321

9 인하대학교  858 80,428

10 아주대학교 666 69,188

11 건국대학교 1,168 67,540

12 서강대학교 459 60,196

13 가톨릭대학교 1,205 51,5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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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위:명, 백만원)

※ 2013 전국대학 대학연구활동 실태조사 분석보고서(한국연구재단) 

BK21+



특허가 강한 대학, 지식재산교육 선도대학 
우리 대학은 특허청과 한국발명진흥회가 지원하는 지식재산교육선도대학사업을 유치해 지식재산 교육의 내실화를 꾀하고 

있습니다. 학생들 또한 관심이 높아 특허청과 한국공학한림원에서 주최하는 ‘캠퍼스 특허전략 유니버시아드’에서 5년 연속

(2009~2013년) ‘최다응모 대학상’을 받았습니다. 2014년에는 최고상인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상 수상자를 배출하는 한편 참

가 대학 중 최다 수상자를 배출하는 대학으로 이름을 올렸습니다. 앞으로도 ‘특허가 강한 대학’을 목표로 지식 재산 교육에 

박차를 가할 예정입니다.

기술이전건수 TOP 4 

특허등록건수 TOP 7 

       

미래창조과학부 

대학 IT연구센터(ITRC) 선정(48.1억원) 
미래창조과학부 산하 정보통신산업진흥원에서 지정하는 대학 IT연구센터(ITRC) 육성사업에 우리 대학의 ‘지능형 스펙트럼 

엔지니어링 연구센터’가 선정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4년간 총 48.1억원의 연구비를 지원받게 되어, 스펙트럼 및 전파 분야의 

산.학.연 공동연구를 추진하여 창의적 전파활용을 통한 창조경제를 위한 ICT(Information & Communication Technology: 

정보통신기술) 기반을 구축하게 되었습니다.

본 연구에는 우리 대학이 주관기관으로 총 16명의 교수(인하대 11명, 연세대 3명, 한양대 1명, 고려대 1명)와 8개의 기업체가 

참여하여 개방형 스펙트럼 공학, 주파수효율 고도화, 생활친화형 전파응용, 근거리인식 레이더개발 및 스몰셀 기술연구를 집

중적으로 수행합니다.

순위 학교명 기술이전(건수) 

1 서울대학교 104

2 성균관대학교 86

3 경북대학교 74

4 인하대학교 70

5 전남대학교 68

6 부산대학교 62

7 고려대학교 60

8 강원대학교 59

9 공주대학교 59

10 전북대학교 59

※ 2014. 10. 30(교과부 대학알리미 공개발표)  

순위 학교명 특허등록(건수)

1 서울대학교 565

2 고려대학교 492

3 연세대학교 407

4 성균관대학교  360

5 한양대학교 336

6 포항공과대학교 302

7 인하대학교 278

8 경북대학교 201

9 경희대학교 191

10 전남대학교 183

※ 2012. 8. 23(교과부 대학알리미 공개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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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과로 인정받는 

글로벌 대학

국내대학의 새로운 해외진출 모델 제시 

우리 대학은 우즈베키스탄 정부의 요청에 따라 우즈벡 타슈켄트市에 대학교 설립을 지원하고 교육프로그램을 운영합니다.

‘타슈켄트 인하대학교(IUT-Inha University in Tashkent)’는 지난 10월 1일 개교했으며 우즈벡 정부가 부지와 건물 및 재정

을 출연하여 설립되었습니다. 우리 대학은 설립자문 및 IT기술·소프트웨어 공학 분야교육의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역할을 

수행하게 됩니다. 

IUT 학생들은 우리 대학에서 파견되는 우수한 교수진에 의해 한국과 동일한 학사운영으로 교육받게 됩니다. 향후 현지 대

학생들이 한국에서도 수업을 받을 수 있는 교육과정을 개발하고, 기존의 ICT 분야에 추가해서 본교의 강점인 공학, 물류분

야 등의 프로그램도 확대 개설할 예정입니다.

이번 사업은 우리 대학의 우수성을 널리 알려 중앙아시아 교육시장 진출과 산학협력의 교두보 역할을 할 뿐만 아니라, 우

즈벡 내 IT 산업체와의 협력을 통한 수익창출에 있어서도 큰 기대를 모으고 있습니다.

자매대학 대폭 확대

278개 대학에 교환학생 파견

동북아 물류의 허브인 인천에 위치한 지리적 이점을 살려 글로벌 명문대학과 공동연구, 학술협의, 학생교류 등을 시행할 

수 있도록 국제교류협정을 맺은 대학이 현재 278개 대학에 이르고 있습니다. 글로벌 캠퍼스를 육성하여 글로벌 스탠다드 

교육과정 아래 경쟁력을 갖춘 인재를 양성하고 있습니다. 국내뿐만 아니라 해외 우수인재까지 수용하여 배출하는 커리큘

럼 등을 통해 세계적인 명문사학으로 발전하고 있습니다.

최근 5년간 교환학생 및 국제교류 대학 현황

구분 2010 2011 2012 2013 2014

교환학생 파견 235 254 273 318 346

교환학생 초청 150 151 269 293 316

자매대학 156 216 231 245 278

IU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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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학 분야 최고 권위의 

AACSB(국제경영대학 발전협의회) 

인증 획득 

우리 대학 경영대학이 2014년 3월 4일 AACSB 인증(경영학 교육 국제 인증)을 획득하였습니다. 

AACSB(Association to Advance Collegiate Schools of Business International : 국제경영대학 발전협의회) 인증은 경영학 

분야의 가장 권위있고 대표적인 국제 인증으로 평가되고 있으며, AACSB에서는 전략 운영, 교수진, 교과과정, 학습목표 성취 

등에 관한 21가지의 기준과 주요 필수지표(전공과목 전임교원 강의비율, 적격 교원 충족도 등)에 의거하여 고등교육 기관의 

경영학 분야(경영학, 회계학)에 대한 평가, 심사 및 인증을 수여하고 있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5% 미만의 대학, 미국에서는 10% 미만의 대학만이 AACSB 인증을 취득했습니다. 2014년 새롭게 AACSB 인

증을 취득한 대학은 우리 대학을 포함하여 전 세계적으로 7개 대학입니다. 인문사회 분야의 글로벌 교육 리더 양성을 통해 

해외에서도 인정받는 대학으로 발전해 가고 있습니다. 

건축학과, 

한국건축학교육인증원 국제인증 획득

우리 대학 건축학과가 1월 31일자로 인천 최초로 한국건축학교육인증원(KAAB)의 국제인증(5년 인증)을 획득했습니다. 

국제인증 획득으로 인해 우리 대학 건축학과 졸업생들은 건축사 예비시험을 면제받으며, 5년에서 3년으로 단축된 실무수련

을 받으면 건축사 자격시험을 응시할 수 있습니다. 또한 캔버라 협약(Canberra Accord)에 따라 미국, 캐나다 등 선진국가의 

졸업생들과 동등한 자격(학위 취득, 건축사 취득 등)을 부여받게 됩니다.

이번 국제인증 평가 절차에서 우리 대학은 인하국제워크숍, 마스터스워크숍, 국제교환스튜디오 등 국제화 교육 프로그램의 

우수성을 인정받았으며 앞으로도 국제적인 건축 전문가 양성을 위한 교육 프로그램을 발전시켜 나갈 예정입니다.

AACS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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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년 인하가 자랑하는

동문들의 발걸음

박창규
토목공학 / 70학번

롯데건설 대표이사 사장

장석효
무역학 / 77학번

한국가스공사 사장

황철주
전자공학 / 78학번

주성엔지니어링 대표이사

조현정
전자공학 / 78학번

비트컴퓨터 대표이사 회장

이상철
산업공학 / 78학번

삼성전자 부사장

민경주
고분자공학 / 71학번

나로우주센터장

이영하
화학공학 / 73학번

LG전자 사장

이만영
건축공학 / 70학번

한진중공업 대표이사 사장

김흥식
산업공학 / 70학번

한국공항 대표이사

김담
경영학 / 85학번

경방 부사장

윤문균
조선공학 / 74학번

현대중공업 부사장

최영주
영어교육 / 88학번

SBS 아나운서

인하대학교는 1952년 설립 이래

대한민국과 세계 곳곳에 많은 인재를 배출해 왔습니다. 

인하는 자랑스런 그들과 함께 명문사학의 선도대학으로

창의적 연구 중심 대학으로 글로벌 인재양성과 특성화 교육의 리더로 성장해 왔습니다.  

이제 여러분과 함께 창조의 내일을 향해 달려가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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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하에서

배우고

세계에서

펼치자



단과대학별

학과 소개 

인하에서

배우고

세계에서

펼치자



세계최고를 꿈꾸는 

공학도들의 무대 

기계공학과는 2단계 BK21사업에 차세대 수송기계부품 공동사업단을 수행한 바 있

으며(2006~2009), 2013년 9월부터 향후 7년간은 BK21플러스 사업을 통하여 지

속가능한 기계시스템분야 고급인재 양성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지식경제부 자동

차 동력계 부품 지역혁신센터, 한국연구재단 창의연구단 등의 국가지원 연구사업

단을 운영하고 있다. 기계공학과는 전자, 전기, 정보통신, 바이오, 나노기술 등이 발

전하면서 기계공학 기술이 접목된 융합학문 및 기술 수요 증대에 맞춰 산업체 기술

수요에 대응한 교과과정을 운영하여 기계접목 분야인 자동차, 스마트기계시스템, 

지능형로봇, 무인항공기 분야 등에서 두각을 나타내고 있다.

최근 2012 국제 PACE 포럼에서 세계 11개국 약 30개교가 7개의 팀을 이뤄 대회에 

참가하였고, 우리 대학 기계공학과 자동차 연구회 소속의 김인준(4학년) 외 재학생

들이 새로운 개념의 지속가능한 도시형 차량을 설계하고, 실제 제작과정을 분석해 

보는 프로젝트를 수행한 결과 최종 SUT부문에서 종합 1위로 우승하였다. 또한, 기

계공학과 주현철 교수 연구팀은 직접메탄올 연료전지로 작동하는 무인항공기를 제

작, 약 30분 동안 시험 비행하는데 성공하였다.

2014 취업률(건강보험DB): 90.2%

전공트랙 : 고체·생산 분야, 열·유체 분야

기계공학과 나군

차세대 지속가능형 

기계시스템분야 연구리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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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과대학 



항공우주공학과는 유인 항공기, 무인기, 발사체 및 우주선, 유도무기 등의 설계, 해

석, 시험평가 등과 관련된 시스템 종합 학문을 다루고 있다. 1972년 학과 창립 이래 

이러한 교육과정을 통해 양성된 인재들은 현재 국내 항공우주분야에서 중추적 역

할을 담당해오고 있으며, 항공우주분야 이외에도 종합학문의 특성을 살려 IT, 자동

차, 전자, 플랜트 산업 분야 등으로 활발히 진출하고 있다.

항공우주공학과에서는 학생들의 각종 전공 관련 활동을 장려하고 있으며, 격년으

로 AEROPIA 학술제를 개최하고 있다. 학부생 소모임인 항공기 연구회(AREC)는 

제9회 국제 마이크로 로봇 비행체 대회에 출전하여 장기체공 부문에서 9.4cm 기

체로 15분을 비행, 세계 신기록을 세우며 1위를 차지한 바 있다.

또한 항공우주공학과에서는 국내의 한국항공우주연구원, 국방과학연구소, 대한항

공, 한국항공우주산업주식회사, LIG, 한화 등 국내 연구소 및 유관 산업체와 달착륙

선 연구, 한국형 발사체 연구, 한국형 헬리콥터 수리온 연구, 중형항공기 연구 등을 

수행함은 물론 세계적 항공기 제작사인 보잉 및 에어버스와의 공동연구를 통해 국

내 항공우주분야 연구를 선도하고 있다.

2014 취업률(건강보험DB) : 67.9%

전공트랙 : 항공역학분야, 구조역학분야, 비행제어분야, 추진분야, 항공교통분야

항공우주공학과 나군

우주시대를 선도할 항공우주의 주역

조선해양공학과는 선박 및 해양구조물의 설계와 생산에 관련된 전공 교육과 연구

를 통하여 세계 1위의 조선해양산업을 이끌어 가는 엔지니어를 양성하고 있다. 또

한 ‘차세대선박설계생산 인력양성사업’과 ‘해양에너지 인력양성사업’을 성공적으로 

운영하고 있으며 최근 산업통상자원부의 ‘해양플랜트 특성화대학사업’을 유치하는 

등 선박 및 해양플랜트 인력 양성과 연구 분야의 수도권 거점대학으로 도약하고 있다.

조선해양공학과는 2012년 중앙일보 대학평가에서 조선해양공학과를 보유한 25개 

4년제 대학 중에서 서울대에 이어 2위를 차지한 바 있으며 3,600여명의 졸업생이 

대형 조선소, 국제선급, 공공기관 및 정부출연연구소 등에서 활약하고 있다.

졸업생 취업률은 84.7%(2014년 건강보험 DB기준)로, 졸업 후 현대중공업, 삼성중

공업, 대우조선해양과 같은 글로벌 대기업 등에 취업하고 있어 취업의 질도 매우 

높은 수준이다. 특히 최근 현대중공업, 삼성중공업 및 대우조선해양의 연구소 및 

엔지니어링 핵심부서가 수도권으로 이전함에 따라 본 학과가 수도권 조선해양산업

의 고급엔지니어 양성을 선도할 것으로 기대된다.

2014 취업률(건강보험DB) : 84.7%

전공트랙 : 유체공학분야, 구조공학분야, CAD 및 생산공학분야, 해양플랜트공학분야

조선해양공학과 가군

수도권 조선해양산업 고급 엔지니어 양성

학
과

 소
개

 

산업경영공학과는 제조업 및 서비스산업 생산관리와 공급사슬관리 외에도 스마트 미디어 서비스 및 유비쿼

터스 응용 연구, 인간공학분야, 데이터 베이스 및 특허, 기술경영분야를 특화하고 있다.

‘2012 중앙일보 대학평가 이공계열 학과평가’에서 산업공학과의 취업률이 전국 산업공학과 중 1위(2010년 

86.4%, 2011년 82.1%)를 차지했다.

최근 3년간 현장실습을 살펴보면, 총 41명의 산업공학전공 재학생들이 삼성, LG, SK 등의 기업 현장실습에 

참여했다. 특히 이중 22명의 학생들은 하계방학 중 ㈜인스피드(중국 강소성 무석시)의 해외인턴십에 참여

하여 ‘Intelligent Restaurant System’과 의류회사를 위한 재고관리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을 개발하는 등 큰 

성과를 거뒀다. 이러한 교과과정을 바탕으로 김한빛(2학년) 외 2명이 인하창업지원센터에서 개최한 2012년 

창업동아리 아이템 개발 지원 사업에 참가하여 우수상을 수상하고, 양재영(4학년) 외 2명은 2013년 현대모

비스 수요예측기법공모전 단기예측 부문에서 1위를 수상하는 등 재학생들의 교내외 수상 실적도 이어지고 

있다. 또한 산업경영공학과에서는 기업의 CEO 및 사회의 지도층 인사로 자리잡은 졸업생들을 초청하여 재

학생들의 취업과 진로를 위한 세미나를 개최할 뿐만 아니라, 재학생들의 취업을 돕기 위한 졸업생들과의 개

인별 멘토링 프로그램을 구축해 가고 있어 앞으로 더 높은 취업경쟁력을 기대하고 있다.

2014 취업률(건강보험DB) : 68.8%

전공트랙 : 산업공학분야, 제조업분야, 정보산업분야 

산업경영공학과 가군 

2012 중앙일보 학과평가 

산업공학 취업률 전국 1위

※ 모집단위의 소속 단과대학 등은 대학구조개편에 따라 일부 변경될 수 있으므로 최종 모집요강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생명공학과는 1986년에 국내 최초로 개설된 학과로, 그 동안 우수한 교육 및 연구활동을 통한 인력양성 결과, 현

재 약 800여명에 이르는 졸업생들이 국내·외 생명공학분야의 교육/연구 및 바이오 산업현장에서 중추적인 역

할을 수행하고 있다. 본 학과의 대표적인 교육연구기관으로서, 2000년도 초에 설립된 과학기술부 지정 우수연

구센터(ERC)와 학술진흥재단 지정 생물산업기술 중점연구소는 생물산업의 핵심기술인 정밀생물분리기술 및 생

물산업 실용화의 교육 및 연구를 주도적으로 수행해왔으며, 2006년에는 교육부 지정 BK21 생물공학융합 해양

자원산업화 대형사업단을 유치하여 특성화된 전문 인력 양성에 이바지하고 있다. 또한 2009년에는 지식경제부 

지정 의약바이오 인력양성사업 및 국토해양부 지정 해양바이오에너지 특성화대학원도 유치하는 등, 국내 최고의 

생명공학 관련 교육/연구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운영하고 있다. 이를 반영하듯, 2008년에 최초로 실시된 중앙

일보 생명공학 분야 평가에서, 학생교육 및 성과 전국 1위, 교수 SCI 논문 피인용도 전국 1위 등 거의 모든 평가 

항목에서 국내 생명공학 Top 3 학과로 선정되었다. 우리 대학 생명공학과는 ‘전통 바이오공정 분야 수월성 유지, 

첨단의약바이오 분야 및 생의학공학 분야 활성화 가속, 미래 바이오에너지 분야 특성화 선점’ 등의 중장기적인 

발전목표를 세우고 국내 최고의 생명공학과로 발전하고 있다.

고분자공학과는 유기 재료 분야의 핵심인 거대 분자(고분자)에 대한 새로운 학문을 통해 인재를 양성하고자 

1969년 국내에서 최초로 개설되었으며, 기존의 정유, 플라스틱, 고무, 섬유, 접착 및 도료용 재료, 종이 등의 용

도 외에, 최근 들어 디스플레이를 포함한 전기/전자 통신, 태양전지 및 이차전지와 같은 에너지, 항공우주 복합

재료, 바이오메디칼 및 나노 산업 등의 신소재가 필요한 산업 분야에서 핵심적으로 활용되고 고분자재료에 대한 

교과과정을 분야별 전문 교수진과 함께 운영하고 있다. 고분자 분야를 선도할 인재를 양성하기 위해 기초 학문 

및 다양한 세부 전공분야의 교육 그리고 관련 산업분야의 교육을 강화하고 있다. 졸업생들은 크게 화학, 정유 및 

고분자, 전기/전자, 나노 및 유기 재료 분야의 기업체(삼성, LG, 현대자동차, GS, SK, 한화, 두산, 코오롱, 효성 

등)에 진출하거나, 대학원에 진학하여 심도 있는 전공분야를 학습하여 다양한 기업 연구소 및 국책연구기관(한국

과학기술연구원, 한국화학연구원, 한국전자통신연구원, 한국생산기술연구원 등)에서 전문가로서 일하고 있다. 특

히, 90년대부터 정부에서 지원하고 있는 BK사업을 1단계부터 시작하여 2단계를 거쳐 현재 3단계인 BK플러스사

업까지 선정이 된 명실공히 국내 고분자관련 최우수 연구중심학과이다. 현재 9명의 교수진과 60여명의 대학원

생이 연구에 매진하고 있으며, 실험, 실습에 필요한 기본 장비 및 각종 첨단장비 등을 갖추고 내실 있는 실험실

습을 진행하고 있다.

화학공학과는 석유정제, 플랜트 엔지니어링, 에너지 환경, 정보/전자 소재, 정밀화학, 고분자 재료, 생활화학/화

장품, 제약/식품, 자동차 등 화학기반 산업의 현재와 미래의 핵심기술을 담당할 화학공학 및 공업화학의 전문 인

력을 양성한다. 우리 대학의 화학공학과는 2013년 조선일보와 영국 대학평가기관인 QS가 공동으로 발표한 세계

대학평가에서 국내 8위를 차지하였으며, 세계 150위권에 진입하였다. 또한, 1954년에 설립된 이후 지금까지 약 

6,000명 이상의 동문을 배출하였으며, 정부, 연구소, 대학 및 산업계의 다양한 분야에서 국내 화학공학산업의 

중추적인 역할을 담당하며 활발히 활동하고 있다. 최근 3년간 화학공학과 대부분의 졸업생들(88%)이 국내·외 

유명 대기업에 취업하였다.

재학생들의 활동으로 2012 캠퍼스 특허전략 유니버시아드에서 선행조사부문 1위, 특허전략수립부문 공동 1위를 

달성하였다. 특히, 화학공학과에서는 특허전략수립부문에서 특허청장상, 지도교수상 등을 수상했다. 또한, 2012 

여성과학기술인 육성지원사업 운영기관으로 WISET사업단(단장: 최순자 교수)이 인천지역 대표사업단으로 선정

되어, 여학생 이공계 전공체험지원 프로그램, 공과대학 여학생 전공능력 강화지원프로그램, 멘토링 프로그램 등

을 운영하여 우수한 여성과학기술인을 집중 육성하고 있다.

2014 취업률(건강보험DB) : 72.7%

전공트랙 :   고분자합성 및 고분자화학 관련분야,  

고분자재료 및 고분자가공 관련분야

2014 취업률(건강보험DB) : 82.5%

전공트랙 : 석유화학, 정밀화학, 전자소재, 에너지환경

2014 취업률(건강보험DB): 54.2%

생명공학과 가군 

생명공학의 모태에서 

생명산업기술의 메카로

고분자공학과 나군 

IT, NT, BT, ET 첨단기술 

교육과 연구의 핵심

화학공학과 나군 

차세대 화학공학 분야 

핵심 인력 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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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기응용재료공학과에서는 첨단 전자 장비에서 실생활에 이르는 유기기반의 전자·정보·통신, 

에너지·바이오, 나노공학, 기능성파이버 소재의 개발 및 생산에 필요한 전문가를 양성하고 있

다. 유기재료공학의 기초가 되는 수학, 화학, 물리 및 역학을 바탕으로 전자·정보, 에너지·바이

오, 나노공학, 기능성파이버 소재관련 전공심화 트랙을 이수하게 된다. 또한, 학부과정에서 이론

적 학습으로 습득하기 어려운 실질적인 응용 부분에 대해서 1년에 걸쳐 심화 실험/실습을 필수로 

이수하게 하여 학생들의 학업 및 사회로의 진출에 필요한 지식과 능력 개발에 힘쓰고 있다. 

유기응용재료공학과 졸업생은 주로 석유화학제품 및 전자재료 등의 소재 산업체에 취업을 하고 

있는데, 삼성, LG, SK하이닉스 등의 전기·전자 산업체를 비롯하여 SK, 삼성, LG, KCC 등의 정

밀화학업체 뿐 아니라 제일모직, 효성, 코오롱 등 고기능성 유기재료 업체 등의 재료산업 전분야

로 진출하고 있다. 학부졸업생들은 취업 이외에도 대학원에 진학하여 전문적인 심화 학습과 연구

를 병행할 수 있다. 대학원생들이 학습과 연구를 원활히 할 수 있도록 학부과정과 연계성이 강화

된 대학원 교과과정이 개설되어 있으며, 유기재료 응용분야별 연구실 지원을 통한 인재양성을 목

표로 하고 있다.

2014 취업률(건강보험DB) : 60.9%

전공트랙 :   전자·정보, 에너지·바이오, 나노,  

기능성파이버 소재 및 응용분야

유기응용재료공학과 다군 

세대를 뛰어넘는 

유기소재 산업의 선두주자

신소재공학에서는 급속도로 발전하는 현대사회에서 나노기술(NT), 정보통신기술(IT), 에너지

환경기술(ET), 우주항공기술(ST), 바이오기술(BT) 등의 첨단기술을 뒷받침하는 핵심 신소재를 

개발하는 전문 인력을 양성하고 있다. 본과는 1954년 인하공대의 출범과 함께 설립되었으며 

6,330여명의 졸업생이 산.학.연 각 분야에서 신소재 개발의 중추적인 역할을 하고 있는 역사와 

전통을 자랑하는 학과이다.

신소재공학과의 커리큘럼은 1) 빠르게 변화하는 기술 needs에 신속하게 대응하기 위한 융합형 

교과목 중심의 운영, 2) 실험실습 및 설계 교과목 강화, 3) 산업체 현장실습 교과목 (인턴십 프

로그램 포함) 운영 등을 특징으로 하고 있으며, 신소재관련 전문지식, 인성, 현장 경험을 겸비한 

글로벌 인재를 배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신소재공학과는 2012년 교육과학기술부 대학취업률 조사에서 전국평균 취업률 66.4%를 훨씬 

웃도는 87%의 취업률로 전국 3위를 기록하였으며, 최근 5년간 삼성, LG, SK, 현대자동차, 포스

코 등 5대기업 취업률이 80%를 넘을 정도로 취업의 양과 질을 동시에 만족하고 있다. 2013년 

삼성SDI 혁신제품 IDEA 경진대회 우수상 (박민준), 한국공학인증원 주최 2013년 전국학생포트

폴리오 경진대회 대상 (임혜지), 2012 The Merck 젊은과학자상 (박세엽)을 수상한 바 있다. 또

한 미래창조과학부로부터 소재경량화 기술혁신센터를 유치하여 10년에 걸쳐 관련 전문 인력을 

배출하였으며, 2013년 9월에는 BK21플러스 사업팀에 선정되어 반도체소재 관련 연구개발과 인

력양성에 힘을 쏟고 있다.

신소재공학과 나군 

2012 교육과학기술부 

전공별 대학취업률 전국 3위

2014 취업률(건강보험DB) : 69.2%

전공트랙 :   반도체/디스플레이 관련 전자/정보소재 분야,  

제철/제강 등 금속 제조 및 공정 분야,  

이차전지/연료전지/태양전지 관련 에너지환경소재 분야, 

항공/우주/원자력 등 구조재료 및 세라믹스 분야

※ 모집단위의 소속 단과대학 등은 대학구조개편에 따라 일부 변경될 수 있으므로 최종 모집요강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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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공학과 가군 

자원의 개발과 보전의 조화에 입각한 새 시대의 공학

사회인프라공학과는 인류에게 쾌적하고 안전한 생활환경을 제공하기 위해 도로, 교량, 터널, 철도, 항만, 공항, 

수자원, 상하수도, 에너지, 방재, 주거시설 등 공공성과 공익성에 기반한 사회기반시설을 계획, 설계, 시공, 유지

관리 할 수 있는 전문 인력을 양성한다. 최근에는 사회변화에 발맞추어 바이오, 케미칼, 첨단신소재, 기후변화, 

환경 및 생태계 등을 고려하는 그린인프라 구축을 교육에 접목하고 있다. 사회인프라공학과는 2006년 공학교육

인증 프로그램을 도입하여 2012년에는 인하대학교 공과대학 15개 학과 중 공학교육 1위를 차지하였고, 교육부

에서 주관한 2013년 산업계 관점 전국 대학평가에서 토목분야 ‘최우수’학과로 선정되었다. 성적우수 입학생 2명

에게 지급하는 4년 전액 장학금을 비롯하여, 재학생의 10%에 해당하는 성적우수 장학생에게 등록금 전액, 2/3

액, 1/3액 등을 장학금으로 지급하고 35%의 학생에게는 학비보조장학금을 지원하는 등 다양한 장학제도를 운

영하고 있다. 특히 학과 동창회에서는 ‘후배사랑장학금’을 통하여 15명에게 연간 300만원씩의 장학금을 지원하

고 ‘선후배 간의 대화’ 등의 프로그램을 개최하여 재학생의 사회진출을 돕고 있다. 1960년 학과 설립 이후 배출

된 3,900여명의 졸업생은 국내·외 대학교수, 중앙 및 지자체 공무원, 공사 및 공단의 공기업, 국책연구소, 건설

회사, 엔지니어링 회사 등 관련 분야로 진출하여 활약하고 있으며, 특히 최근 2년간 한국도로공사에 취업한 인재 

중 우리 대학 사회인프라공학과 졸업생들이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하는 등 전문분야에 폭넓게 활동하고 있다.

사회인프라공학과 가군 

인류문명을 창조하는 사회기반시설 전문 인력 양성

2014 취업률(건강보험DB) : 60.6%

2014 취업률(건강보험DB) : 61.2%

전공트랙 : 수질환경분야, 대기환경분야, 폐기물분야, 토양 및 지하수 오염 분야, 환경경영 분야

2014 취업률(건강보험DB): 56.3%

전공트랙 : GIS/원격탐사 분야, 측량/위성측위 분야, 공간정보컴퓨팅 분야 

현대 산업 사회에서 삶의 질을 악화시키는 대부분의 환경문제는 오히려 생활수준을 높이려는 인간의 활동, 즉 

에너지 및 자원의 이용, 제조업, 건설, 교통, 일상생활 등에서 기인한다. 환경공학과는 이러한 모든 문제를 해결

하고 전체적인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현재의 다양한 환경문제의 해결과 미래의 쾌적한 환경의 추구를 목

적으로 한다. 우리 대학 환경공학과에 세계수준의 연구중심대학(World Class University, WCU) 연구팀의 논문

이 환경과학 및 공학 분야 최고의 권위지인 ‘환경과학기술(Environmental Science and Technology)’의 2011년 

‘올해의 특집논문(first-runner up feature article)’으로 선정됐다. WCU 연구팀(단장 : 배재호 교수)은 한국연구

재단으로부터 5년간 총 10억의 연구비를 지원받아 생물학적 수처리 공정의 세계적인 권위자인 스탠포드대 페리 

멕카티(P L. McCarty) 교수를 초빙하여 혐기성 공정에 기반한 새로운 패러다임의 하수처리공정에 대한 연구를 

수행해 왔다. 전기준 교수는 촉매 없이도 수소 저장능력이 월등하고 공기 중에 안정적인 마그네슘 나노복합체를 

개발, 2011년 세계적인 과학 저널인 “네이처 머티리얼스(Nature Materials)”지의 표지논문으로 발표하였다. 환경

공학과 주요 연구분야로는 수질오염제어, 대기오염제어, 폐기물처리, 소음 및 진동, 토양오염제어, 막분리 기술, 

신재생에너지 변환 및 저장, CO2제어 등이 있다.

공간정보공학과 다군

GIS, 위성영상분석, GPS, 3차원 모델링, 

위치기반 정보 분석 관련 국내 최고 학과

공간정보공학은 전통적인 지도 제작 및 활용 기술에 지리정보시스템(GIS), 원격탐사, 위성측위시스템(GPS), 수

치사진측량, 공간정보 컴퓨팅 기술 등을 접목한 융합 학문으로, 차량용 내비게이션, 포털지도 서비스, 모바일 위

치기반 서비스, 3차원 영상 지도 등 실생활의 다양한 분야에서 활용되는 첨단 학문이다. 전세계적으로 공간정보

산업은 ICT, 모바일 등 첨단 기술과의 융복합, 물류·문화 등 다양한 분야와 접목하여 급성장중이다. 이러한 공

간정보 융복합시장에서의 신규 인력수요는 2017년에는 7천명을 상회할 것으로 국토교통부에서 추정하고 있으

며, 정부에서는 국가 공간정보 창의인재 양성 계획을 수립하는 등 국가 차원의 집중 육성이 지속될 전망이다. 우

리 대학 공간정보공학과는 1994년 국내 최초로 공간정보 특성화학과로 설립되어 세계 최고 수준의 공간정보 분

야 첨단기술 연구와 창의적 인재 양성을 선도하고 있다. GIS, 원격탐사, 측량, GPS 등의 이론과 더불어 공간정보

에 ICT 기술을 접목한 위치기반 정보 서비스, 국토공간정보시스템, 3차원 지도 제작, 인공위성 영상 활용, 공간

빅데이터 활용 등에 즉각적으로 접목할 수 있는 실용적인 교과과정을 운영하고 있다. 또한 아태물류학부, 경영학

과, 행정학과, 정보통신공학과, 해양과학과 등과의 연계전공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소프트웨어융합공학 연계전공

에 참여함으로써 다학제적 융합학문으로서의 특화된 교육기회를 제공하고 있다. 그리고 지능형국토정보기술혁

신사업단, 영상정보특화연구센터, GIS교육센터, 각종 대학원 인력양성 프로그램 등을 유치하여 활발한 연구활동

을 펼치고 있다. 졸업 후에는 공간정보 관련 중앙부처와 지자체, 대한지적공사 등의 공기업, 공간정보연구원 등

의 정부출연연구원, 정보통신/물류유통 등의 대기업, 공간정보 관련 산업체 등의 다양한 분야로 진출하고 있다.



건축학과는 국제적 수준의 5년제 건축학 프로그램(B.Arch)을 운영하고 있으며 2014년 KAAB(한국건

축학교육인증원)로부터 인증을 획득하였다. 전통과 현대, 지역사회와 국가의 가치 인식을 바탕으로 

미래의 건축문화를 창조하는 국제적 소양의 전문 건축가 양성을 교육목표로 하고 있다. 이에 따라 건

축계획 및 설계, 건축 역사·이론·비평, 건축기술, 건축실무 분야의 다양한 전공교과 프로그램을 운

영하고 있으며, 국제화 프로그램, 산학협력 프로그램 등의 특성화 프로그램을 실시하여 이론과 실무

지식을 겸비한 전문적, 전인적 교육을 제공하고 있다.

▶ 5년제 건축학 교육프로그램 : UIA, KAAB의 인증 기준에 부합하는 건축전문 학사학위 프로그램 운영

▶   국제화 프로그램 : 전공교과 영어강의, 인하국제워크숍, 마스터스워크숍, 국제교환스튜디오, 국제

교류 프로그램 운영

▶   산학협동 프로그램 : 국내·외 유수 건축, 도시설계회사 및 시공회사와의 MOU체결을 통한 실무

교육강화 프로그램 운영

▶   비교과 프로그램 : 국내·외 공모전 및 전시회 참여, 졸업설계 전시회 및 작품집 발간, 강연회 및 

세미나 개최

▶ 장학금 프로그램: 안길원 성적우수 장학금, akky foundation 여행 장학금 등 다양한 기회 제공

건축공학과 나군 

이론과 실무가 조화된 

건축공학전반에 대한 

실무형 인재

2014 취업률(건강보험DB): 57.6%

전공트랙 :   건축구조 Track, 건축시공 및 건설관리 Track,  

건축환경 및 설비 Track 

건축학과 가군

국제적 소양의 

전문 건축가 양성

2014 취업률(건강보험DB): 57.7%

전공트랙 :   건축설계 및 계획 분야, 도시설계 및 계획 분야,  

건축 역사·이론·테크놀로지 분야, 건축 실무 분야

에너지자원공학과 나군 

해외에너지자원개발 

전문 인력 양성 

융합기술경영학부 나군 

기계, IT, 경영의 융합형 

인재 양성의 요람

2014 취업률(건강보험DB) : 66.7%

전공트랙 : 광물자원, 석유

건축공학과는 건축공학에 관한 기초학문 연구와 건축구조, 건축재료, 건축시공 및 건설관리, 건축환경 

및 설비 등의 전공분야로 구성되어 있다. 건축공학과는 다양한 교육프로그램 및 산.학.연 공동연구를 

통해 이론과 실무가 조화를 이루고 건축공학전반에 대한 과학기술의 습득과 책임감 있는 실무능력의 

함양을 통하여 보다 질 높은 인간 정주환경을 창출해 내는 미래 지향적인 전문건설인의 양성을 목적

으로 한다. 

이와 동시에 한국공학교육인증(ABEEK)에 기반한 이론과 실무를 바탕으로 다양한 교육프로그램을 개

발, 운영해오고 있으며 급격하게 변화하는 현대사회의 환경 속에서 미래의 발전적인 건설 환경을 창

조할 수 있는 능력을 배양시키고자 건축공학 교육과정의 개선과 발전을 위한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건축공학전공의 교육목표는 다음과 같다. 

▶ 창의력과 전공지식을 이용하여 종합설계를 할 수 있는 능력 

▶ 미래 지향적이며 세계화에 부응할 수 있는 능력 

▶ 윤리 의식과 직업적 책임감을 존중하는 인성 

국제적 수준의 교육인프라 구축과 세계 유수 대학의 커리큘럼을 벤치마킹하며 자원개발 분야의 전문

성을 갖춘 창의적 글로벌 리더 양성을 목표로 2010년 공과대학 내 신설된 에너지자원공학과는 2014

년 2월 첫 졸업생을 배출, 공기업과 대기업 등의 취업 성과를 일궜다.

국내 최고의 교수진으로 구성된 에너지자원공학과는 지하 및 해저에 부존하는 광물자원과 석유·가

스 자원뿐 아니라 향후 중요한 에너지원으로 이용될 비전통에너지자원의 탐사, 개발, 환경 및 광해방

지 분야와 엔지니어 CEO 배출을 위한 자원경제 및 정책 분야까지 포괄하여 다루고 있으며, 세계 자

원개발 분야에서 일익을 담당한 국제적 수준의 인재 육성과 취업기회 확대 및 고용의 질 향상을 위

해 국내·외 인턴십 프로그램, 해외석학 초청 단기교육, SURP(Summer Undergraduate Research 

Program) 등 내실화된 특성화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에너지자원공학은 학문 성격상 활용 영역이 매우 넓어 개인의 적성에 맞는 특정 분야를 선택할 수 있

다는 장점이 있다. 졸업 후 진출분야로는 국영기업체, 정부출연기관 및 연구소, 해외 자원개발 참여 

민간기업, 건설·토목분야 민간기업, 자원개발펀드 운영사 등이 있다.

에너지자원공학과는 2009년 산업통상자원부 지정 [자원개발 특성화대학]으로 선정되어 지난 5년간 

정부 및 한국석유공사, 한국가스공사, 한국광물자원공사로부터 약 30억 원 규모의 재정적 지원을 받

았으며, 2014년 하반기부터 시작되는 2단계 [자원개발 특성화대학]으로 연속 선정되어 향후 4년 6개

월간 정부의 재정 및 교육적 지원을 받게 될 예정이다.

▶ 국내 인턴십 및 현장견학을 병행한 현장 중심형 프로그램 운영

▶ 국내·외 자원개발 분야의 기업체와 함께 해외 인턴십 프로그램 운영(캐나다, 미국 등)

▶ 해외대학 교환학생 프로그램 운영

▶ 해외석학 초청 단기교육 및 세미나 개최

▶ 전공교과목 영어강의 개설 비율 50% 이상

▶ Summer Undergraduate Research Program(SURP)

▶ 재학생의 약 70% 이상 장학금 지원(2013학년도 기준)

융합기술경영학부는 이론과 실무를 겸비한 전문엔지니어 양성을 교육목표로 하고 있다. 특히 공학적 

지식과 더불어 경영학적 지식을 갖춘 창의적인 인재양성을 위하여 우리나라 최초로 기계, IT 및 경영

을 융합한 맞춤형 교육과정을 개발하여 운영하고 있다. 대학교육을 통해 습득한 이론과 실무적인 지

식을 곧바로 산업현장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교육의 주된 목적이다.

융합기술경영학부는 특성화고졸재직자 전형으로 학생을 선발하고 있으며, 산업체 근무경력이 3년 이

상인 재직자를 대상으로 수능 성적 없이 서류전형을 통해 미래의 융합인재로 성장할 실무중심의 인

재를 선발하고 있다.

공학과 경영학적 지식 함양을 통해 재직 중인 기업의 경쟁력 향상에 기여할 수 있으며, 국내·외 산

업분야 재직자들과의 다양한 네트워크 교류의 기회도 얻을 수 있으며, 본인의 적성에 따라서 대학원 

진학도 가능하다.

※ 모집단위의 소속 단과대학 등은 대학구조개편에 따라 일부 변경될 수 있으므로 최종 모집요강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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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공학과 가군

맞춤형 인재 육성을 위한 명품 교육모델

수도권대학 특성화사업 선정

(5년간 총 25억 원)

2014 취업률(건강보험DB) : 79.6%

전공분야 : 전기자동차, 신재생 에너지 플랜드, 스마트그리드

전기공학과는 전기에너지, 전력시스템, 전력전자 등의 국가기간산업은 물론 제

어, 지능로봇, 정보, 컴퓨터, 디스플레이, 반도체, 광학, 바이오전자 등 차세대 

첨단 분야에서 요구되는 전기공학의 주요영역에 대한 기초 교육과정을 제공하

고 있으며, 창의력을 바탕으로 선도적 역할을 담당할 전문가를 양성하고 있다. 

2014 지능형 모형차 경진대회에서 전기공학과 연합팀으로 구성된 ‘호박벌팀’이 

대상을 받았으며, 국제대회인 ‘제 1회 글로벌 지능형 모형차 경진대회’ 한국대표 

출전자격을 얻었다. 

산업계 맞춤형 과정으로는 삼성전자, SK하이닉스, LG디스플레이, LG전자 등과 

연계된 교과과정 트랙을 운영하고 있다. 주요 연구 분야로는 전기에너지, 스마트

그리드, 고전압, 전력전자, 컴퓨터제어, 계측, 진단, Robotics, 회로소자, 디스플

레이, 레이저, 전기자동차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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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교육·연구의

국제적 선도

COLLEGE OF 
INFORMATION TECHNOLOGY 
AND ENGINEERING

I T공과대학 

전자공학과 나군

고도 산업정보화 시대 

전자공학 특화 실현

2014 취업률(건강보험DB) : 79.7%

전공트랙 :   차세대 반도체분야(반도체소자, 반도체공정, 반도체설계),  

차세대 통신 및 네트워크, 차세대 디스플레이분야,  

임베디드 시스템 및 VLSI, 신호처리분야

전자공학과는 전자공학기술과 전자산업발전을 목적으로 첨단 전자공학 분야의 이

론과 기술을 효율적으로 교육하고 연구하는 첨단 전문성에 역점을 두고 있다. 대외

적으로 2014년 중앙일보 전국 전자공학과 평가에서 ‘상’ 등급의 우수한 결과를 이

룩한 바 있다.

전자공학과에서는 전자공학 전반에 걸쳐 철저한 이론과 개념을 정립할 수 있는 교

과목을 제공하고, 창의적인 설계능력을 배양할 수 있도록 실험실습을 강화하고, 공

학교육인증 프로그램을 실시하여 전문공학인 양성에 힘을 기울이며 현장실습을 통

한 산업체와의 연계 교육프로그램도 실시하고 있다. 산업체 연계 과정으로는 삼성 

STP 트랙, SK하이닉스 반도체 트랙, LG디스플레이 트랙, LG전자 트랙 등을 운영

하고 있다.

주요 연구 분야로는 반도체 및 VLSI, 신호처리 및 제어, 컴퓨터시스템, 통신 및 네

트워크 등이 있다.



컴퓨터정보공학과 나군 

2010 대교협 산업계 관점 평가 컴퓨터 분야 1위

※ 모집단위의 소속 단과대학 등은 대학구조개편에 따라 일부 변경될 수 있으므로 최종 모집요강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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컴퓨터정보공학과는 빠르게 변화되는 컴퓨터공학분야에서 문제를 독립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을 배양하는 것을 목표로 국내·외의 IT분

야를 이끌어갈 차세대 인재를 양성하고 있다. 2010년 대교협 산업계 관점 평가에서 산업계가 평가한 IT 분야별 우수대학으로 컴퓨터 부문 1위

를 기록하며 대외적으로 학과교육의 우수성을 다시 한 번 입증하였으며, 코드게이트 2013 국제해킹방어대회에서 재학생 이정훈, 이종호 군이 

우승하고 미래창조과학부의 차세대 보안리더 6인에 김종민 동문 선정, 미래창조과학부 주최 2013 DB 매쉬업 공모전에서 구재성 동문이 장관

상을 수상하는 등 교육 성과를 인정받고 있다. 주요 연구분야는 프로그래밍 환경, 데이터베이스, 빅데이터 마이닝, 소프트웨어 시스템, 인공지

능, 바이오 컴퓨팅, 네트워크, 정보보호, 멀티미디어, 임베디드 시스템 등이다.

2014 취업률(건강보험DB) : 74.6%

전공트랙 : 소프트웨어 시스템, 인터넷 및 모바일 컴퓨팅 시스템, 멀티미디어 시스템, 임베디드 시스템

정보통신공학과는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가 긴밀히 결합되는 최근의 정보통신시스템의 발전방향에 그 초점을 맞추고 있다. 정보통신공학과

는 집적회로 및 반도체 설계, 유무선/인터넷 통신, 광통신, 멀티미디어, 임베디드/정보통신 소프트웨어 등 5개 분야로 이루어지는 교과과정을 

통해 학생들에게 하드웨어뿐만 아니라 소프트웨어를 설계할 수 있는 능력을 배양한다. 이러한 교육을 바탕으로 정보통신공학과는 2010년 대

교협 산업계 관점 평가에서 산업계가 평가한 IT 분야별 우수대학으로 정보통신 분야 2위를 차지하였으며 학생들은 각종 하드웨어 및 소프트

웨어 설계대회에서 우수한 성적으로 입상하는 실적을 보이고 있다. 그 중 한 예로 지식경제부가 주최한 웨어러블 컴퓨터 경진대회에서 정보통

신공학과는 60여개 팀과 경합을 벌여 지정공모부문 대상을 수상하였다. 정보통신공학과는 산업체와 연계하여 상위과정 트랙을 운영하고 있

으며 이 트랙에 참여하는 학생들은 재학 중에는 장학금을 지급받고 졸업 후에는 관련 대기업에 취업하는 혜택을 받는다. 현재 운영되는 트랙

에는 삼성 STP, 삼성전자 SW 전공자 과정, SK하이닉스 반도체 트랙, LG디스플레이 트랙, LG전자 트랙 등이 있다.

2014 취업률(건강보험DB) : 84.0%

전공트랙 :   멀티미디어 및 게임영역, 광정보 시스템영역, 임베디드 시스템 및 VLSI영역,  

정보통신 소프트웨어영역, 통신 및 네트워크영역, 차세대 디스플레이 모듈

정보통신공학과 가군 

하드웨어·소프트웨어의 결합 



최고의 교육환경에서 실현되는 

기초과학의 미래

물리학과는 자연과학과 이공계 모든 분야의 기초가 되는 학문인 물리학의 여러 중요과목을 습득하고 

연마함으로써 졸업 후 사회에 진출하여 첨단과학기술 산업의 어느 분야에서나 쉽게 적응할 수 있는 기

본소양의 함양과 관련산업 발전을 이끌어 나갈 지도자적 과학기술인의 배양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물리학과 졸업생들의 취업률은 자연과학 분야에서 가장 높으며, 2012년도 물리학 분야에서 전국 2위

권을 달성한 바 있다. 광학, 응집물리, 핵물리, 통계 물리, 나노 소자 분야에서의 첨단 연구와 더불어 대

기업 및 연구소, 외국 연구 기관등과의 활발한 연구 및 교육 교류를 통해 졸업생들의 다양한 진로가 이

루어지고 있다, 더욱이 선진국 대열에 들어가는데 있어서는 첨단 원천 기술의 필요성이 커져가고 있어 

모든 공학의 기초학문인 물리학의 중요성이 부각되어 향후 관련 전문 인력 수요가 커져가고 있는 학문 

분야이기도 하다.

물리학과에서는 역학, 전자기학, 양자역학 등 기초과목을 이수하고 전산 물리학, 광학, 고체물리학, 반

도체물리학 등 첨단산업과 연관 깊은 전공선택 과목을 광범위하게 개설하여 사회 각 분야에서 기여하

는 창의적 인재로 양성하고 있다.

수학과 가군 

논리력과 계산능력을 통한 

창의적 사고를 갖춘 인재 양성 

물리학과 다군 

기초과학의 핵심 Brain

통계학과 나군 

금융, 공학, 의학 분야 등의 

정보분석 전문가 배출 

2014 취업률(건강보험DB): 53.1%

전공트랙 : 응용통계학, 금융분야, 전산 관련 분야, 산업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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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LLEGE OF NATURAL SCIENCES

자연과학대학 

21세기 정보화시대는 대용량의 데이터를 분석하고 이를 활용하여 유용한 정보를 낼 수 있는 분석 전문

가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고 있다. 통계학은 생명과학, 의학 등의 기초과학 및 공학분야는 물론 경제학, 

사회학, 심리학 등 사회과학 전반에 이르기까지 광범위한 분야에서 활용되고 있다. 

통계학과는 지식정보사회 시대의 흐름에 발맞추어 정보, 금융, 생명, 품질산업 분야에 교육역량을 집중

하고 다른 전공과의 연계된 융합적 지식을 갖출 수 있도록 교육체계를 구축하여, 경쟁력 있는 통계분석 

전문가를 양성하는 것을 기본 목표로 하고 있다.

경쟁력 있는 현장 친화적 실습교육을 통해 다양한 실무경험을 할 수 있고, 이를 바탕으로 재학생들은 

2012 제10회 SAS 마이닝 챔피언십 등의 다양한 데이터 분석 경진대회에서 수상을 하였다. 통계학과 

졸업생들은 주로 정보, 금융, 품질관리 산업 분야로 진출하고 있다.

수학은 자연현상과 사회현상을 표현하고 이해하는 필수적인 언어이자 도구이다. 수학과에서는 백만 달

러 문제와 같은 난제에 도전하기 위한 수학적 방법을 배울 뿐 아니라, 이를 활용하여 암호, 날씨 예측, 

금융 분야의 핵심 문제를 해결하는 능력을 배양한다. 수학과 졸업생은 중등 및 대학교육, 정보통신, 전

산, 보험 및 금융과 관련된 여러 분야에 진출하고 있다.

교수진에는 인하대 1호 석좌교수이자 한국과학상을 수상한 강현배 교수와 저명한 외국인 수학자 겐 나

까무라 교수를 포함한 17명의 교수가 있다. 수학과는 최근 BK21 플러스 사업에 선정되어 연구 및 교육 

활동에 더욱 전념하고 있다.
전공트랙 :   순수수학, 수치해석 관련 응용 수학,  

보험 및 금융분야, 컴퓨터 정보보호분야 

2014 취업률(건강보험DB): 50.0%

전공트랙 :   광전자분야, 광정보통신분야, 광학분야,  

반도체산업분야, IT·BT·NT산업분야,  

재료산업분야, 물리학과의 이론 및 물성물리전공 

(물성물리, 통계물리, 핵물리)



화학과는 화학과 관련된 여러 분야의 전반적인 학문적 기초지식 습득과 아울러 급

변하는 사회에 알맞은 응용능력을 갖춘 인재를 배출함을 목표로 하고 있다.

최근 빠른 시대적 변화에 따라 깊은 지식과 변화에 대한 적응력을 함께 갖춘 인재

를 요구하고 있다. 화학은 현대 산업의 밑바탕이 되는 학문 분야이며 따라서 사회

의 요구에 부응하는 이론과 실제를 겸비한 인재를 양성하고자 한다.

화학분야에는 다양한 분야의 업적을 통해 대외적인 경쟁력을 갖추고 있다. 2013년

도 우리 대학의 이완인 교수를 단장으로 전국 최상위 화학과에서만 유치할 수 있는 

BK21플러스 사업단 및 2014년도 수도권대학 특성화사업인 CK-Ⅱ 사업단(미래 선

도형 화학 인력 양성 사업단)에 선정되어 국내 학부 및 대학원 화학분야에서 선도 

연구 집단으로 인정받고 있으며, 17인의 우수 교수진을 중심으로 화학분야의 창의

적인 연구 및 교육을 위하여 매진하고 있다.

※ 모집단위의 소속 단과대학 등은 대학구조개편에 따라 일부 변경될 수 있으므로 최종 모집요강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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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

 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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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세기는 해양광물과 생물자원개발, 해양에너지 이용, 해양·기후환경 연구, 친환경 해양공간 활용, 해양생물다

양성 및 해양생태계 보존과 복원 등 막대한 부가가치를 가진 신 해양산업을 창출하는 시대이다. 우리나라는 삼면

이 바다로서 신 해양시대를 선도하기 위한 해양기초·융합과학 분야의 전문 인력 양성이 절실하게 필요하다. 해

양과학과는 인천에 위치한 지리적 이점을 활용하여 21세기 신 해양시대가 요구하는 선도적인 해양기초·융합과

학기술의 연구인력과 해양산업 및 수산양식 관련 관, 공, 민간산업분야의 전문인력을 육성하고, 환경 친화적인 해

양공간 이용과 연안생태계의 보존과 복원 기술 개발을 통해 신 해양산업 창출에 기여하고 있다. 

출범 35년째인 인하대 해양과학과는 그동안 약 1,200여 명의 졸업생과 300여 명의 석·박사를 배출했다. 실용적 

학풍이 강조되는 인하대에서 졸업생들을 중심으로 활발한 해양관련업체가 창업되었으며 이는 학과의 높은 취업

률과 연계되고 있다. 학과의 교육 및 연구 방향은 크게 연안과 극지분야의 두 축으로 구성되어 있다.

극지분야는 과거 기후복원 등에 관련된 연구성과를 Nature, Science 등에 발표하는 등, 국제적인 연구수준을 인

정받고 있다. 송도에 위치한 극지연구소와 연계하여 NEEM(그린란드 빙하시추 국제공동프로젝트) 등에 참여하는 

등, 전 지구적 기후변화를 분석 예측하는 연구 및 교육에 많은 역량을 보유하고 있다. 특히 2013년 출범한 녹색기

후기금(GCF)과의 연계를 통해 향후 우리나라를 해양강국으로 이끌어 가는 중추적 역할을 맡고 있다.

학과의 또 다른 연구축인 연안분야에서는 경기만의 해양-수산 자원의 친환경적 개발-보전 및 하구특성에 관한 

국내 최고수준의 연구역량을 보유하고 있으며, 이러한 연구활동은 다양한 활동을 통해 지역사회와 소통하고 있

다. 특히 해양과학과는 해양수산부에서 경기씨그랜트 사업단을 지정받아 지역사회의 해양현안해결, 어민복지증

진 등 대민활동을 선도하고 있다. 인하대는 인천이라는 태생적 인연과 맞닿아 있다. 통일 해양 시대의 원대한 꿈

을 실현하기 위하여 해양과학과는 이러한 지리적 인연을 필연으로 만들어 가고 있다.

2014 취업률(건강보험DB): 61.9%

전공트랙 :   해양공학분야, 해양환경분야,  

수산양식산업분야, 해양산업조사분야,  

해양자원개발분야 

해양과학과 다군 

21세기 해양산업을 

선도하는 인재 육성

화학과 나군 

현대산업과 함께 발전하는 

응용능력을 갖춘 화학도 양성

생명과학과 나군 

미래 BT산업의 엘리트 인재 발굴

2014 취업률(건강보험DB): 50.0%

전공트랙 : 물리화학분야, 유기화학분야, 무기화학분야, 분석화학분야, 생화학분야

2014 취업률(건강보험DB): 57.1%

전공트랙 :   BT·ET분야, 세포분자생물학분야, 생태분야

생명과학과는 급속도로 발전하는 현대 생물학 및 연구방법을 체계적으로 교육함으

로써 생물과 관련된 기초, 응용분야에 이바지할 인재를 양성한다. 생물학의 지식습

득과 더불어 실험과 실습을 통하여 생명현상을 이해하게 하여 졸업 후 생물학 분야

의 학계, 연구소, 산업체, 벤처기관에서 연구자뿐만 아니라 생물학을 응용하는 인

접분야와 산업분야에 진출하여 전문직 요원으로서의 역량을 충분히 발휘하도록 교

육한다. 대외 수상실적으로 2010 한국여성공학기술인협회 주관 WATCH21 프로젝

트 시상식에서 생명과학과 이은지(4학년) 외 2명이 최우수상을 수상했다. 이 프로

젝트는 글로벌 고급 여성인력양성을 목표로 시행되었다. 2013년 생명과학과 조장

천 교수는 동해에서 전 지구의 최다 바이러스를 배양하는 데 성공하여 미국국립과

학회보(PNAS)에 논문을 게재하는 등 12인의 교수진은 다양한 분야의 연구업적을 

통해 경쟁력 있는 연구성과를 창출하고 이를 다시 교육에 활용하기 위해 매진하고 

있다. 이러한 노력으로 생명과학과는 2013년 BK21 PLUS 사업에 선정되어 향후 7

년 동안 약 18억을 정부로부터 지원받아 대학원생 장학금을 비롯한 수월성 연구와 

교육에 사용할 예정이다.



경제학을 사회과학의 꽃이라 부른다. 그 이유는 경제이론들이 엄밀한 논리를 갖추고 철저한 실증을 거칠 뿐만 

아니라, 경제학이 인간의 삶 중에서도 물질적 욕구에 의해 나타나는 현상을 규명함으로써 개인과 사회 내의 많

은 문제에 해답을 제시하기 때문이다. 이러한 경제학의 과학성과 실용성을 함께 습득시키는 것이 경제학과의 교

육목표다. 인간은 기술과 제도의 진화를 통해 경제적 풍요를 이루긴 했으나 경제적 해방을 이루지는 못했다. 경

제는 개인적 영역과 사회적 영역 모두에서 그 중요성이 더 커지고 있으며 그 내용은 점점 복잡해지고 변화는 더

욱 빨라지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는 현상의 원리를 파악하고 변화에 대처하는 능력이 중요하며, 그 능력은 경

제학의 과학성과 실용성을 함께 습득함으로써 가질 수 있다고 믿는다. 우리 대학 경제학과는 1979년에 경제학과

로 출범하여 매년 70여명의 졸업생을 배출했으나, 1996년에 무역학과와 통합하면서 경제통상학부로 개편되었다

가 2001년 이후 다시 경제학과로 개편되었다.

경제학과 나군 

사회과학의 꽃, 

논리와 철저한 실증분석

2014 취업률(건강보험DB) : 65.8%

국제통상학과 나군 

무역이론과 실무를 겸비한 

국제통상전문가 양성 

2014 취업률(건강보험DB) : 73.2%

이론과 실무를 
겸비한 
유능한 인재배출

40
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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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대학 

국제통상학과는 무역 2조 달러 및 FTA시대를 맞이하여 한국의 국제통상을 책임질 글로벌 무역전문가를 양성하

고 있다.

교과과정은 기본교육, 심화교육, 현장실습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교육부 및 고용노동부 해외 인턴지원 사업을 통

하여 홍콩, 싱가포르, 미국, 중국, 동남아시아 국가에 매년 40명 이상 2-6개월의 해외인턴을 파견하고 있다. 학

생들의 실무능력을 배양하고 취업을 돕기 위해 3학년까지 졸업에 필요한 학점을 이수하고 6개월 이상 기업에서 

인턴을 하고 취업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산업통상자원부 및 인천광역시로부터 2007년부터 글로벌무역전문가 양성사업단(2014년부터 해외지역무역전문

가 양성사업단으로 변경)으로 지정되어 매년 2억원의 국비 및 지방비를 지원받아 무역전문가 양성(네이버 인하

대 GTEP 검색)을 하고 있다. 국비를 지원하여 매년 20회 이상의 학생들이 홍콩, 말레이시아, 싱가포르, 미국, 터

키 등에서 직접 해외 마케팅 실습을 하고 있다.

국제통상학과는 산업통상자원부가 주최하는 대학평가에서 매년 최우수 또는 우수상을 수상하여 프로그램의 우

수성이 입증되고 있다.

학생들의 진로는 KOTRA, 무역협회와 같은 무역관련 공기업과 무역금융을 담당하는 은행, 무역을 담당하는 종

합상사 및 개별 기업의 해외 마케팅 담당, 무역물류기업 등이다.



※ 모집단위의 소속 단과대학 등은 대학구조개편에 따라 일부 변경될 수 있으므로 최종 모집요강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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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대학 21세기 
미래경영인, 
그 비전을 향하여

경영학과 가군 

AACSB 인증을 통한 

세계적 수준의 경영인재 배출

글로벌금융학과 나군 

차세대 금융 실무 전문가의 교두보

경영학과는 인사조직, 마케팅, 회계, 파이낸스, 경영정보 등의 전공분야에서 다양한 과목을 

설강하고 있으며, 산업계의 새로운 교육수요를 반영하여 전공간 융합트랙인 SSOM(Service 

& Supply Chain Operations Management), CSR(사회책임경영), 혁신경영을 운영하고 있다.

각 트랙을 선택하여 이수한 학생들에게는 진로 선택과 취업에 활용될 수 있도록 공식적인 

인증서가 수여된다. 또한, IT경영학, 금융분석학, 패션비즈니스, 외식산업경영 등 관련 학과

와의 다양한 연계전공도 이수할 수 있다.

경영학 분야의 대표적인 국제인증인 AACSB 인증을 취득하여 글로벌 스탠다드 충족의 전환

점을 마련하는 계기가 되고 있으며, 외국인 교수진의 지속적인 채용과 함께 외국인 유학생 

유치 및 전공과목의 원어강의도 점진적으로 확대되고 있다. 또한, 자체 경력개발센터가 별도

로 운영되어 재학생들의 진로 탐색, 경력 개발, 취업률 향상에 유익한 프로그램들이 체계적

으로 시행되고 있으며, 경영학과 동문회 네트워크를 통해서 졸업생과의 1:1 취업전략 멘토링 

결연이 활성화되어 있다.

글로벌금융학과는 “금융분야의 최고 인재양성”을 목표로 국내 최초로 출범한 금융기관 경

영 및 재무금융 전문학과로서, 금융전공 지식의 심화와 금융기관과 기업체의 니즈를 반영

하여 설계된 금융실무 전문가의 양성을 위한 맞춤 교과과정을 운영하고 있다. 또한, 통계학

분야와의 연계성을 지닌 교과과정을 통하여 금융공학과 관련된 심화학습을 할 수 있다. 글

로벌 경쟁력 강화를 위해 전공수업의 60~70%를 영어로 진행하고 교류협정을 맺은 외국대

학과의 학생교류 및 복수학위제를 활발히 운영하고 있으며, CFA(국제재무분석가), CFP(국

제재무설계사), FRM(재무위험관리사) 등의 국제자격증을 취득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그리고 금융현장의 실무지식 습득 및 경험축적을 위해, 국내·외 유수금융기관 및 기업체

의 인턴십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실무에 강한 금융인재의 배출을 지향하고 있다.

아태물류학부 나군

21세기 물류혁신을 주도할 

아시아 태평양 물류인재 

교육부 BK21 플러스 사업–물류분야 국내유일 선정

 

물류학은 글로벌 경쟁시대에 기업의 생산, 유통 활동에 수반되는 상품, 서비스, 정보 및 지

식의 흐름을 최적화함으로써 비용의 절감과 고객서비스의 향상을 통해 경쟁우위를 달성하

기 위한 전략과 기법을 연구하고, 나아가 국가의 경쟁력 제고를 위해 항만, 공항, 도로, 철

도 등 물류체계에 대한 정책, 계획과 운영을 연구하는 학문 분야이다.

아태물류학부는 CJ 대한통운, 삼성SDS 등 국내 최고의 물류기업과 산학협력 MOU를 체결

하여 물류산업경쟁력 강화 및 물류 전문 인력 양성을 위해 힘쓰고 있으며, 정부의 물류인력

양성사업에 지속적으로 선정되어 많은 재학생들이 정부장학금 및 글로벌 인턴십 참여의 혜

택을 누리고 있다.

해외 단기연수 프로그램으로 2006년도부터 매해 중국, 일본, 홍콩 등 아시아 물류시스템을 

탐방하고 글로벌물류에 대해 현지 특강을 실시함으로써 국제물류전문가로 성장할 수 있는 

기반을 제공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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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 취업률(건강보험DB) : 59.1%

전공트랙 :   인사조직, 마케팅, 회계, 파이낸스,  

SSOM(Service & Supply Chain Operations Management),  

경영정보, CSR(사회책임경영), 혁신경영

2014 취업률(건강보험DB) : 79.0%

전공트랙 : 공급사슬물류, 물류시스템·정보, 국제물류, 물류 산업·경제



전문적 능력과 
교육자적 품성을 지닌 
교사교육의 중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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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범대학 

국어교육과 가군

올바른 국어교육과 

올바른 인격 양성

국어교육과는 국어학, 고전문학, 현대문학, 국어교육학 전반에 걸쳐 내실있는 강의와 학습을 통하여 유능한 중등

학교 국어과 교사 양성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현재 많은 졸업생들이 전국의 중등학교 교사로 진출하여 국어교

육을 통한 올바른 인격양성에 매진하고 있다.

2011년 2월 인천 지역에서는 유일하게 문화체육관광부 ‘국어문화원’에 선정되어, 우리말을 올바르게 사용하도록 

교육하고 안내하는 기관으로서 전국 18개 대학 및 민간기관을 지정해 운영해 오고 있다. 국어문화원과 국어교육

과는 인천 6개 고등학교와 상호교류 협력을 협약하여 인천의 중등교육 질 제고와 교육력 향상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영어교육과 나군

이론과 실제의 균형에 

바탕을 둔 교수능력 배양

영어교육과는 국가와 시대의 요청에 따른 올바른 교육관과 투철한 사명감을 지닌 교육자 양성을 위해 영어 교

육, 영어학 및 영문학 등에 걸친 폭넓은 학문적 교육활동으로 학생들로 하여금 교양과 전공을 고루 갖추도록 지

도하고 있다. 그 예로 재학생의 유창한 영어 구사력을 위하여 다양한 수준의 영어회화 및 영작문 학습을 강조하

고 있다.

사회교육과 나군

사회과학 전반을 통찰하는 

교육 인재 배출

사회교육과는 정치·경제·법률·사회·문화에 걸친 사회과학의 학문적 지식을 폭넓게 수렴하고 통합적인 시각

에서 바라봄으로써 사회문제를 능동적으로 해결할 줄 아는 인재를 양성하는데 목적이 있다. 민주시민 교육을 담

당하고 훌륭한 인격과 품성을 지닌 교육자 양성의 요람이며, 교육·언론·법조계 등 사회의 다양한 분야에서 실

천적 지성을 발휘하고, 봉사하는 인재를 발굴하기 위하여 끊임없이 노력하고 있다.



체육교육과는 학생들에게 체육, 스포츠, 운동에 관한 과학

적 지식을 교육하고 다양한 스포츠 실기능력을 갖추어 졸

업 후에 지덕체를 겸비한 중등학교 체육교사로 진출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학과의 다양한 이론과 실기교과는 장

차 체육교사로서 학생들을 지도할 때 요구되는 관찰, 분석, 

지도, 평가, 실습, 현장 연구 능력을 기를 수 있도록 구성되

어 있다. 멀티미디어 활용수업, 마이크로티칭, 교육실습, 소

규모 프로젝트 수행 등의 경험을 통해 체육과 스포츠에 관

한 과학적 지식을 체육 지도 현장에 응용하는 방법을 배운

다. 정규교육과정 이외에 학생들은 축구(남·여), 테니스, 

농구, 수영, 배구, 배드민턴, 체조 등의 동아리 활동을 하며, 

학생회 활동도 활발하다.

교육학과 가군

다양한 전공영역에 대한 

지식을 활용할 인재 육성  

수학교육과 나군

기초수학의 흐름을 이해하는

중등 수학교육의 이정표 

체육교육과 다군 

과학적 스포츠 지식을 

겸비한 체육 지도자 배출 

※ 모집단위의 소속 단과대학 등은 대학구조개편에 따라 일부 변경될 수 있으므로 최종 모집요강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교육학과는 교육학 이론 및 실제에 기반으로 한 학문적 지

식을 통해 학교 및 사회에서 요구되는 교육전문성을 길러 

학교, 기업 등 다양한 교육현장에서 활동할 수 있도록 교육

전문가를 양성하기 위한 커리큘럼을 제공하고 있다.

교과 내용 전문성을 갖춘 교사뿐만 아니라 학교 컨설팅, 심

리상담치료 및 특수교육, 교육매체 제작 및 활용 그리고 사

회의 평생교육 개발 및 관리, 기업의 인력개발 전문성을 갖

춘 인재를 배출하는데 교육 목적을 두고 있으며, 졸업생들은 

중등학교 교사·교육행정가·기업교육 및 연수담당자·교

수설계자·평생교육사 등 다양한 영역으로 진출하고 있다. 

수학교육과는 미래를 선도할 인재교육에 필요한 전문적 능

력과 교육자적 품성을 지닌 중등 수학교사 양성을 목적으

로 한다. 수학교육과의 교과는 해석학, 대수학, 위상수학, 

기하학, 응용수학 등의 수학이론과 수학교수·학습의 이론

과 실제에 대한 수학교육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다, 기초수

학교육을 바탕으로 실생활에서 발생하는 문제를 수학적으

로 추론하고 해결하는 것을 통해 도전과 탐구정신을 지니

고 학생들을 이해할 수 있는 품성을 지닌 교육자 양성에 앞

장서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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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화 시대가
요구하는 
창조적 사회인

행정학과 가군 

행정 이론과 현실의 접목을 통해

공공문제의 해결에 능동적으로 대처하는 전문 행정인의 양성

행정학과는 행정이론과 행정현상의 이해를 통해 공공문제의 해결을 모색하는 글로벌 전문 행정인 양성을 목적으로 한다. 현대화와 산업화에 따른 

행정기능의 확대에 대응하는 전문 행정인력의 양성은 정부나 공기업과 같은 공공섹터에서는 물론 민간섹터에서도 중요한 과제로 인식되고 있다.

행정학과는 1977년 설립된 이래, 글로벌 시대의 전문 행정인 양성을 목표로 조직, 인사, 지방자치, 정책, 복지, 전자정부, 도시계획, 환경, 재정 및 

NGO 등 다양한 분야를 교육하고 있다. 이론과 실무의 접목을 지향하는 교과과정은 정부, 공기업뿐만 아니라, 사기업에서 공공가치의 실현을 목표

로 운영되고 있다.

정치외교학과 나군 

개방화시대 외교문제 핵심 키워드 인재 제시

2014 취업률(건강보험DB): 51.8%

정치외교학과는 정치외교학의 폭넓은 지식을 습득하고 현대사회의 복합적 도전에 잘 대응해 나갈 인재를 양성하기 위해 동서고금의 정치현상에 대

한 폭 넓은 이해를 바탕으로 민주화, 정보화, 세계화, 지방화 시대를 능동적으로 이끌어 갈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다.

정치외교학과는 특히 국제화에 부응하는 다양한 교육과정과 연구기관을 운영 중이며 그 중 국제관계연구소(소장:김의곤 교수)는 세계적인 영문학술

지 ‘Pacific Focus’를 발간하고 있으며, 2008년부터 9년 동안 한국연구재단 중점연구소로 지정되어 중앙아시아 등 지역연구에 선도적인 역할을 담

당하고 있다. 또한 정치외교학과는 KOICA, 법무부, 국회, 선거관리위원회 등 국가기관과 협력하여 개발원조, 이민자통합, 외교, 선고 등의 분야에서 

관학협력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언론정보학과 가군 

커뮤니케이션학 분야 세계 100위권 진입

2014 취업률(건강보험DB): 54.2%

언론정보학과는 정보화 시대에 언론, 방송, 광고, 뉴미디어 등 다양한 매체 분야에서 활약할 전문가를 양성하고자 한다. 언론정보학과의 커리큘럼은 이

론교육과 실습교육의 조화를 추구하며, 학생들은 학회활동을 통해서 실습과목을 통해 배운 지식과 기술을 직접 활용하는 기회를 가진다.

언론정보학과는 영국의 글로벌 대학평가 기관인 QS(Quacquarelli Symonds)가 발표한 ‘2014 세계 대학 학문분야별 평가’에서 100위권에 진입함으

로써 작년에 이어 좋은 성적을 거뒀다. 2014년 ‘QS 세계 대학평가 학문분야별 순위’는 전 세계 2,800여개 대학을 대상으로 학계 평가, 졸업생 평판

도, 교원 당 논문 인용 수, H인덱스 등 4가지 지표를 이용해 총 30개 학문 분야별로 200위까지 발표했다. 커뮤니케이션학 분야는 4개 영역 모든 지

표에서 점수가 향상되어 2013년도 200위권에서 100위권으로 진입하였다.

COLLEGE OF SOCIAL SCIENCE

사회과학대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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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어문학과는 한국어문학 연구를 현실 생활에서 활용할 수 있는 인재를 양성하고자 한다. 2012년 

한국어문학 동문 3명이 각종 문학상을 수상하며, 문단에 올랐다. 정지은(00학번) 동문은 제2회 사회 

인문학평론상에 당선되는 등 대외적으로 우수한 성과를 나타내고 있다. 우리시대 최고의 비평가 최

원식 한국어문학과 교수는 ‘제국 이후의 동아시아’로 제2회 임화문학예술상을 수상하기도 했다.

제 인생은 인하대학교 사학과에 와서 교수님들을 만나기 전과 후로 나뉩니다.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은 우리 학과에서 삶의 지혜와 학문을 배우는 저입니다. (1학년 이○우)

어렸을 때부터 역사에 관심이 많았습니다. 꿈도 문화재청에서 일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하대학교 

사학과에 진학했습니다. (1학년 오○회)

중국 남경 대학에 교환학생으로 온지 어느덧 1년이 다 되어갑니다. 이 1년은 저의 인생에 있어서 엄

청난 기회였습니다. (4학년 서○익)

철학과는 현대사회가 안고 있는 문제점들을 철학적 입장에서 해명, 현실의 문제를 선도적으로 해결

하여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데 그 목표를 두고 있다. 인류 문화의 토대로서 동서양 사상문화가 수행

해 온 역할과 현대 사회에서 부딪치는 문제들에 대하여 생산적으로 탐구한다. 이를 통해 한국 사회

의 사상문화를 발전시키는 데 기여하고 다양한 문화권 사이의 교류에 능동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전

문인을 양성한다.

중국언어문화학과는 유창한 중국어 구사 능력을 갖추고 중국의 현대 사회와 문화에 대한 심도 있는 

이해와 분석능력을 갖춘 대중국 관계 전문가를 배출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중국언어문화학과

의 교수진은 2006년부터 2013년까지 총 13억 5천만원의 연구비를 수주하였으며 연구의 우수성을 

인정받아 인문사회 기초연구 10년 대표성과로 선정되어 교육부 장관으로부터 우수성과 인정패를 수

여받는 등 활발한 연구활동을 이어 가고 있다. 또한 우수교육상을 수상하여 교육에서도 교수진의 우

수성을 인정받고 있다. 졸업생들도 사회 각계에 진출하여 활발히 활동하면서 중국언어문화학과의 명

성을 이어 가고 있다.

인문과 어문 그리고
문화가 공존하는 대학

※ 모집단위의 소속 단과대학 등은 대학구조개편에 따라 일부 변경될 수 있으므로 최종 모집요강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COLLEGE OF HUMANITIES

문과대학

한국어문학과 가군 

한국학의 이해와 

정체성을 갖춘 인재 양성

사학과 가군 

학문적·사회적인 나를 찾는

즐거움과 행복을 누리는 곳

철학과 다군 

동서양 사상적 전통에 대한

비판적 성찰능력 함양

학
과

 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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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 취업률(건강보험DB): 53.1%

2014 취업률(건강보험DB): 58.5%

중국언어문화학과 나군 

중화권 강세에 동행하는 

리더십 인재 배출



일본언어문화학과 다군 

역동적인 동북아시대에 앞서가는 인재 양성

2014 취업률(건강보험DB): 54.2%

일본언어문화학과는 일본에 대한 전반적 이해와 전문적 소양을 지닌 인재 양성을 목표로 국제화 시대에 보다 

능동적으로 활동할 수 있는 인재를 배출해 내고 있다. 일본언어문화학과는 사회적 요구에 부응하는 일본어 전

문 인력 양성, 한일간 이해증진에 기여하는 균형있는 국제인 양성, 학문 발전에 기여하는 전문 지식인 양성을 

추진하고 있다.

영어영문학과 가군 

영미권 문화에 대한 깊은 이해와 인문사고 함양 

2014 취업률(건강보험DB): 54.2%

영어영문학과는 영어영문학 분야에서 독자적이고 창의적인 연구를 수행할 수 있는 영어학자, 영문학자 혹

은 영미권의 문화에 대한 깊은 이해를 바탕으로 문화교류 및 한국문화와 문학의 해외 소개를 담당하며 국

가발전을 위해 봉사할 수 있는 인재를 배출한다. 능숙한 영어구사력을 바탕으로 영어 정보를 정확하게 선

별, 수용하고 창의적으로 이용, 보급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춘 인재를 양성한다.

프랑스언어문화학과 나군 

프랑스를 이해하는 안목을 가진 인재 양성 

프랑스언어문화학과는 프랑스어 교육과 프랑스 문화에 대한 체계적이고 심층적인 연구를 통해서, 프랑스

와 유럽의 현실과 상황을 인식하고 해석할 수 있는 깊은 안목을 지닌 전문인을 양성하고 있다. 프랑스 언

어와 문화를 폭넓고 깊게 공부함으로써, 국제 사회에서 중요한 위상을 차지하는 프랑스는 물론, 프랑스어

권에 속하는 많은 나라들에 관한 다양한 전문가를 양성한다. 

대외 실적으로 프랑스언어문화학과 이홍 교수가 2013년 4월 프랑스 언어 문화의 교육 및 전파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아 주한 프랑스 대사관에서 프랑스 교육부가 수여하는 교육공로훈장을 수여받기도 하였으

며, 아름다운 한국음식 도서의 불어판 출간을 통해 2010 구르망 세계요리도서상 심사위원 특별상을 수상

받기도 했다.

문화콘텐츠학과 가군 

독창성과 창의성을 갖춘 문화콘텐츠 발굴 양성 

2014 취업률(건강보험DB): 65.7%

문화콘텐츠학과는 인문학과 문화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문화콘텐츠의 가능성을 탐색한다. 스토리 창작, 

문화콘텐츠 이론, 문화콘텐츠 응용 영역으로 나누어 전통적인 인문학적 교양은 물론 외국어 구사능력, 현

대문화 산업의 동향에 대한 철저한 분석력, 멀티미디어 등의 첨단매체의 활용능력 등이 요구된다.

우수한 교수법으로 2009년 4월에 개최된 음식문화콘텐츠 스토리텔링 공모전에서 문화콘텐츠학과 백승국 

교수가 지도한 5개팀 모두가 대상, 은상, 동상, 입선의 쾌거를 이루기도 했다. 문화콘텐츠 기획과 마케팅 

전략 수립에 대한 실전경험을 통해 참신한 기획안으로 좋은 성과를 이뤄냈다.

문화경영학과 나군 

문화를 생산하고, 비평하고, 움직이는 인재들

전공트랙 : 문화경영학, 문화마케팅, 문화브랜딩, 문화정책

문화경영학과는 인문학의 가치를 계승하고, 그 성과를 현실에 맞게 응용하여 실용적 영역에서 필요한 통

찰력, 분석력, 표현력, 비판력, 응용력을 갖춘 통섭지식인의 양성을 목표로 설립되었다.

문화경영학과는 이론중심적이고 지식중심적인 지성인 양성을 지양하고, 인문학적 질적분석방법론을 현실

에 맞게 응용하여 인문학의 실용적 가치를 극대화시킬 수 있는 교육을 지향한다. 이를 통해 문화콘텐츠의 

창작 및 생산, 문화비평능력 함양, 문화기획 콘텐츠 경영 및 유통 능력을 갖춘 글로벌 문화인재를 양성하

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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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LLEGE OF HUMAN ECOLOGY

생활과학대학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는
전문인 양성

소비자학과 다군 

소비자중심 시대가 필요로 하는 

소비자전문가 양성 

2014 취업률(건강보험DB) : 65.8%

전공트랙 :   가계경제와 소비자금융, 소비자재무설계, 소비자상담과 교육,  

소비자보호와 정책, 소비트렌드와 문화, 소비자 정보와 유통

소비자학과는 소비자중심시대를 맞이하여 소비자의 욕구와 선호를 파악하고 소비

자관련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소비자금융 전문가, 소비자상담/교육전문가, 소비자

유통/정보 전문가, 소비트렌드 전문가를 양성하고 있다. 졸업생들은 금융기관, 정

부기관, 기업, 소비자단체, 각종 미디어(방송, TV홈쇼핑) 등에 진출하고 있다.

관련 자격(인)증으로는 (국가공인)소비자전문상담사 자격증, 소비자업무전

문가 자격인증, 소비트렌드 전문가 자격인증, (국가공인)신용상담사 자격증, 

AFPK(Associate Financial Planner Korea), CFP(Certified Financial Planner) 등

이 있다. 다양한 연계전공이 제공되는데 고객관리 연계전공, 소비문화 콘텐츠 연계

전공, 중국소비자학 연계전공, 소비자분쟁해결 연계전공 등이 그것이다. 또한 기업

과 연계한 산학협력 프로그램과 해외 인턴십 및 다양한 현장실습 기회, 정부기관 

및 소비자단체와 관련된 다양한 프로그램을 제공하여 창의적이며 실제적인 소비자

업무 역량 배양의 기회를 적극적으로 마련하고 있다.

※ 모집단위의 소속 단과대학 등은 대학구조개편에 따라 일부 변경될 수 있으므로 최종 모집요강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식품영양학과 가군

건강한 식생활을 리드하는 

창의적이고 실용적인 식품영양 전문인 양성 

2014 취업률(건강보험DB) : 53.2%

전공트랙 : 식품학분야, 영양학분야, 조리·급식 및 기타 분야

식품영양학과는 질병예방과 건강증진을 위한 효율적인 영양관리, 전통식문화의 계승과 과학화, 식품의 특

성과 기능의 탐색, 새로운 식품자원의 개발 등을 연구하는 학과이다. 교과과정은 식품학, 영양학, 조리 및 

급식에 관한 이론과 실험실습으로 다양하게 구성되어 있으며, 산업체(케이터링 및 외식업체), 학교 등 집단

급식소, 병원, 연구소(식품회사 연구소 및 식품의약품안전처 등)에서의 현장실습을 통해 맞춤형 실무능력

을 증진시킴으로써, 식품과 영양에 관한 학문적 이론과 실용성(현장실무능력)을 겸비한 인재를 양성한다.

또한 경영학과와 연계한 외식산업연계전공과 생활체육학과와 연계한 체형관리연계전공을 운영하고 있다. 

식품영양학과에서는 특히 인천광역시 남구와 동구로부터 건강가정지원센터와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를 

위탁받아 성공적으로 운영하며, 지역사회에서 꼭 필요한 서비스를 지원함과 동시에 학생들에게 현장실습

의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

졸업생은 대부분 삼성에버랜드, 아워홈 등 대기업 급식사업부 영양사, 대학병원 영양사, 영양교사, 농심, 

롯데, CJ 등 식품회사 연구원 및 제품관리 전문인, 식품의약품안전처 및 보건산업진흥원 연구원 등 대기업

이나 국가기관으로 진출하고 있으며 프리랜서인 푸드코디네이터 등으로 활동하고 있다.

아동학과 다군

가족과 사회가 요구하는 아동학 전문가 양성

2014 취업률(건강보험DB) : 65.8%

전공트랙 : 아동보육영역, 아동상담영역, 아동복지영역, 아동산업영역

아동학과는 전면 무상보육 실시로 아동의 양육과 교육기능이 사회로 급속히 이양되면서 체계적이고 전문

적인 교육과 훈련을 받은 아동 전문가를 더 많이 필요로 하는 사회적 요구에 부응하기 위해 신설된 학과이

다. 아동학과는 아동이 가정과 유아기관에서 건강하게 성장·발달하는 것을 돕고, 행복한 부모-자녀관계

를 중시하며, 이를 통해 가정의 일-가정 양립을 지원할 수 있는 아동관련 분야 전문인 양성을 목적으로 한

다. 아동 보육·교육 분야 국가자격증과 아동상담분야 전문자격증을 동시에 취득하도록 설계된 맞춤교육

과정을 운영하며, 위탁어린이집과 인하아동발달센터에서 이루어지는 현장실습을 통해 이론과 실무능력을 

겸비하도록 한다. 졸업 후 유아기관의 교사 및 운영자나 아동상담사 외에 근래 빠른 속도로 다변화되고 있

는 아동분야 전문기관이나 아동관련 산업분야에 진출하게 된다.

의류디자인학과 다군

21세기 패션산업을 주도할 글로벌 패션전문인 

전공트랙 : 의복설계, 의류과학, 패션마케팅, 패션디자인

의류디자인학과는 학문적 이론을 바탕으로, 창의적인 탐구능력 및 실무 능력을 함양하고, 패션산업분야의 

체계적인 기술, 정보, 지식을 습득하여 글로벌 패션 산업을 선도하며, 사회에 공헌할 수 있는 전문인 육성

을 목적으로 한다.

정부 및 한국연구재단, 대기업 등 다양한 산업체의 연구수주 및 논문 집필에 탁월한 성과를 가진 교수진을 

통하여 다양한 소재에 대한 전문지식 습득 및 적용능력을 키우고, 창의력을 바탕으로 디자인 능력을 키우

며, 시장, 소비자 및 트렌드 분석을 통하여 상품기획, 생산, 마케팅 및 유통전략을 세울 수 있도록 이론과 

실습을 병행하여 교육한다.

현재 패션 관련업계와 학계에서 높은 인지도를 가지고 있는 의류디자인학과는 재학생들의 국내·외 학술

대회 논문발표, 단체전시 및 패션쇼 참가, 전국 규모의 공모전 대거 수상 등 우수한 성과를 이루어 왔으며, 

스웨덴, 독일, 프랑스, 핀란드, 포르투갈, 중국, 미국, 호주 소재 대학과의 교환학생 프로그램과 홍콩, 도쿄 

등 국제 패션박람회 참가 등의 국제교류 활동이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 또 국내 30여개 산업체와 미국, 스

웨덴, 중국, 홍콩, 프랑스 등 다양한 외국기업으로의 재학생 인턴십을 파견하여 적극적으로 미래를 준비하

고 있다.

졸업 후 디자이너, 머천다이저(MD), 바이어, 패터너, 에디터, 연구원, 교사, 교수 등의 다양한 직업군으로의 

진출이 가능하다. 최근 한국교육개발원 취업통계조사 분석정보에 따르면 동일 전공 중 전국 최상위권의 

취업률을 보이며, 국내·외의 패션관련 대기업, 중소기업, 연구소, 교육기관 등으로 활발하게 취업이 이루

어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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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집단위의 소속 단과대학 등은 대학구조개편에 따라 일부 변경될 수 있으므로 최종 모집요강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학
과

 소
개

 

인류애를 
실천하는
인격과 덕망을
겸비한 의료인

의예과 나군 

생명존중과 윤리의식을 갖춘 

전문 의료인 양성  

의학전문대학원에서 의과대학으로의 학제 전환에 따른 의예과 신설로 2015학년부터 첫 학과 신입생을 선발하게 된다. 인

격과 덕망을 겸비하고, 탁월한 지식과 기술로 일차 진료를 수행하며, 나아가 의학 연구 및 교육의 발전에 기여하고, 인류

애를 실천하는 의료인을 양성하는 것을 교육 목적으로 하고 있다.

2012년 3주기 의학전문대학원/의과대학 의학교육 평가인증에서 대학의 운영체계, 기본의학 교육과정, 학생영역, 교수영

역, 시설설비영역, 졸업 후 교육영역 등 6개 전 분야에서 우수성을 인정받아 6년 인증(최고 등급)을 획득하였다. 인하대학

교부속병원은 2010년 국내최초로 의료원 전 부문 JCI 국제 인증을 획득하였으며, 2011년 보건복지부 의료기관 인증평가

에서 국내 최초 의료기관 인증마크를 획득하는 등 대외적으로 우수한 평가를 받고 있다. 또한 국제의료활동으로 몽골, 스

리랑카, 베트남, 우즈베키스탄, 우간다 등 다양한 지역에서 지속적인 해외 의료봉사 활동을 시행하고 있다.

이러한 인프라 속에서의 교육과 임상실습을 통해 의예과 입학생들은 일차 진료수행에 필요한 충분한 지식과 기술을 습득

하고, 창의적 연구를 수행할 수 있는 기본적 자질을 갖춘 의사로 성장하게 될 것이다.

간호학과 나군

과학적 지식과 전문적 기술을 조화한

간호인재 양성 

간호학과는 과학적 지식과 전문적 기술의 함양, ‘仁’ 중심의 인성교육을 통한 인간 존중 및 인간 사랑의 윤리관을 바탕으

로 개인, 가족, 더 나아가 지역사회에 속한 모든 대상자와 치료적 돌봄 관계를 수립함으로써 그들이 가진 건강문제를 발견

하여 해결하며 대상자가 처한 현실에서 최적의 안녕 상태를 유지하고 촉진시킬 수 있는 간호를 수행하는 간호사를 육성한다. 

우수한 교육과정을 통해 높은 취업률을 유지하고 있으며, 글로벌 인재 양성을 위하여 매년 학생들을 선발하여 미국의 뉴

욕과 샌프란시스코 및 네팔에서 해외연수 및 국제교류 활동을 실시하고 있다.

현재 졸업생들은 인하대병원 뿐 아니라 서울대학교병원, 세브란스병원, 삼성의료원, 서울아산병원, 가톨릭대학교 서울성

모병원 등 국내 Big 5 의료기관에서 간호사, 간호관리자, 전문간호사, 정보관리간호사로서 역량을 펼치고 있다. 그 외 대

학 교수, 의료보험심사평가원, 건강보험공단, 보건사회연구원, 보건산업진흥원, 의료기관 소속 임상시험센터 등에서 연구

원, 초중고교 보건교사, 지역사회 보건 진료원, 보건교육사 등으로 활동하고 있다.

지역사회 주민을 대상으로 한 사회봉사와 간호이론 적용 및 연구 목적 사업으로 보건복지부 지정/인하대학교 부설 알코

올ㆍ약물 상담센터 (경기수원알코올상담센터/인천알코올상담센터)와 인천광역시 남구치매센터 (남구돌봄의집/학익돌봄의

집), 중구치매센터 (금빛사랑채)를 운영하면서 우리 대학에 특성화된 학생교육은 물론 미래 지역사회 보건 지도자로서의 

역량 강화에도 주력하고 있다.

COLLEGE OF MEDICINE

의과대학 



문화예술,
스포츠과학
전문인력 양성

미술전공 다군

전통예술의 해석과 현대적 표현을 교차한 예술전문인 양성
전공트랙 : 한국화, 현대회화, 입체설치

미술전공은 순수미술 즉, 조형예술을 다루는 학과로서 회화와 입체조형 등의 실기과목과 예술이론과목 등으로 구성된다. 기초 학년에서는 평면조형과 입체조형을 함께 다루게 

되고, 점차 각자의 적성에 따라 고전 및 현대회화, 조소 및 설치, 미디어아트 등의 영역으로 심화시킬 수 있다. 본 전공은 전통적 해석과 다양한 현대적 표현의 연구를 기초로 오

늘날의 사회가 요구하는 새로운 미술 개념을 근본적으로 연구하고 발표한다. 또한 예술의 문화적 연계성을 인지하고 교육과 경영의 능력을 가진 예술전문인을 배출함을 그 목표

로 하고 있다.

시각정보디자인전공 나군

시대변화에 부응하는 멀티 디자인 리더 

시각정보디자인전공은 시각디자인의 영역을 디지털을 기반으로 한 정보디자인의 개념과 통합한 것이다. 그 동안 시각디자인은 아이덴티티 디자인, 타이포그래피 및 편집 디자

인, 광고 디자인, 포장 디자인 등을 중심으로 주로 인쇄매체와 관련된 그래픽 디자인의 영역을 다루어왔으나 디지털 기술의 발전으로 인해 점차 웹디자인, 게임 디자인, 인터랙

티브 디자인, 모션 그래픽, 애니메이션, 영상 디자인, 모바일 디자인 등 뉴미디어 영역을 확장하고 있다. 시각정보디자인전공은 이미지와 텍스트, 사운드 등으로 이루어진 멀티미

디어 시대의 복합적 시각정보를 효과적으로 구성하고 커뮤니케이션할 수 있는 능력을 지닌 전문 디자이너를 배출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스포츠과학전공 가군

이론과 실기를 겸비한 스포츠과학 전문가 배출
2014 취업률(건강보험DB) : 68.0%

스포츠과학전공은 건강에 대한 사회적 관심 증대와 국민들의 삶의 질 향상 측면에서 운동, 스포츠, 레저 및 무용 등에 대한 체계적이고 과학적인 지식과 함께 수준 높은 실기 지

도능력을 겸비한 전문적인 스포츠과학 전문인력을 양성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스포츠과학 전공은 건강운동과학 트랙, 스포츠해양레저 트랙, 무용 트랙으로 특성화되어 있다. 건

강운동과학 트랙은 건강을 위한 운동의 과학적 역할을 탐구하여 일반인 및 각종 질환자들의 건강 증진 및 유지, 운동재활, 엘리트 선수들의 경기력 향상을 위한 임상 운동처방 

및 건강운동과학 전문가를 양성한다. 스포츠해양레저 트랙은 스포츠 해양레저산업의 활성화에 따른 해양스포츠, 레저행정 및 스포츠 경영관리 등의 분야에서 전문적 자질을 갖

춘 스포츠해양레저 전문가를 양성한다. 무용 트랙은 실기과정, 이론과정, 현장적합형 특성화 교육과정으로 학부과정에 차별화를 선도하고 통합예술 전문가를 양성한다.

연극영화전공 다군

끼 있는 인재의 공연예술을 향한 열망 
전공트랙 : 연극영역, 영화영역 

연극영화전공은 관련 이론에 대한 이해와 함께 연극과 영화, 뮤지컬 등의 제작에 실질적으로 필요한 지식을 쌓고 실습을 통해서 실무적 역량을 연마한다. 전공과목은 크게 연극

과 영화, 공연예술의 분야로 구분하여 각 분야에서 이론과 실기를 겸비한 기획자, 연출자, 연기자를 양성한다. 역대 선배로 시크릿 전효성, 슈퍼주니어 최시원, 탤런트 서준영, 개

그맨 정종철, 박휘순 등이 있으며, 최근 탤런트 한보배 등이 본인들의 열정과 끼를 함께 공유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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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RTS AND SPORTS

예술체육학부 



대학 생활

당신과  

함께 

창조하는

인하의 내일



21세기 지식인으로 가는 

대학의 심장

정석학술정보관

정석학술정보관은 총 500억원의 재원으로 마련된 풍부한 정보자원과 편리한 정보접근 

환경을 구축하고, 고도화, 다양화, 전문화로 이용자의 요구를 만족시킬 수 있는 이용자 

중심의 운영과 지속적인 혁신을 통해 세계적 수준의 전자도서관을 지향합니다. 정석학

술정보관은 학습, 교육, 연구 활동에 필요한 최적의 환경을 제공하여 미래를 창조하는 

신 지식인의 양성에 이바지합니다. 

자료 보유 현황

구분 정석학술정보관 법학도서관 의학도서관 합계

도서 단행본 1,469,366권 97,916권 24,007권 1,591,289권

eBook 38,492종 1,422종 2,341종 42,255종

계 1,507,858 99,338 26,348 1,633,544

학술지 인쇄저널 1,382종 106종 99종 1,587종

전자저널 37,074종 1,368종 5,974종 44,416종

Web DB 32종 4종 9종 45종

멀티미디어 81,445점 1,706점 1,347점 84,498점

※ 2014년 2월 28일 기준

이용 시설

구분 시설 개요

지하1층 일반열람실 1,334석의 개인학습 공간 제공

1층 전자정보센터 132석의 PC 및 11개의 그룹스터디룸 제공

국립중앙도서관/국회도서관 원문이용 가능

2~4층 주제정보실 자연/인문/사회과학정보실로 구성되어 있으며 약 60만권의 장서와 

900석의 열람석, 자료 검색용 OPAC 데스크 제공

5층 멀티미디어센터 108석의 PC 및 멀티미디어 플레이어 제공, 5.1 채널 음향시스템으로   

최적화 된 멀티미디어 학습 가능, 강의 노트용 eBook 제작 시스템 및 

DVD 변환 시스템 제공

스마트그룹스터디룸 최신 스마트 TV와 동영상 녹화 시스템 활용으로 면접 및 프레젠테이

션 연습 가능

IT Lab 38석의 PC와 스캐너 및 각종 응용소프트웨어 제공

Language Lab 30석의 All-in-one PC 및 Web Camera, 녹음 시스템 제공

스크린룸 18석의 최고급 홈 씨어터 시스템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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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속에 묻어나는 

가족같은 인하울타리

생활관

첨단 네트워크 연구실 개념의 제1생활관(웅비재), 오대양으로 연결되는 파도의 역

동성과 자연의 조화를 표현한 초현대식 빌딩인 제2생활관(비룡재)은 국내 최고의 

현대식 생활관입니다. 특히, 인하를 사랑하고 인하의 발전을 염원하는 동문들과 기

업체에서 가전제품과 가구, 네트워크 장비 등 90억원의 기부금을 지원하여, 쾌적한 

환경속에서 인하인의 꿈과 이상을 실현하는 공간을 완성하였다는 점에서 큰 의의를 

가집니다.

생활관 시설 현황

구 분 제1생활관 제2생활관

대지면적 1,743평(5,762㎡) 4,232평(13,990.08㎡)

연면적 4,083평(13,497.54㎡) 5,088.25평(16,820.67㎡)

층수 지하 1층 ~ 지상 5층 지하 1층 ~ 지상 13층

수용인원 및 호실 수 2인실(공용) 14명(장애인실 3실 포함)  남12명(6실), 여2명(1실) 

4인실 1,004명  남528명(132실), 여476명(119실) 

남: 540명/138실, 여: 478명/120실 

계: 1,018명/258실

2인실(개별) 54명 (장애인실 6실 포함)  남42명(21실), 여18명(8실) 

2인실(공용) 152명  남96명(48실), 여56명(28실) 

4인실 944명  남624명(156실), 여320명(80실) 

남: 762명/225실, 여: 392명/116실 

계: 1,154명/341실

독서실 51평(168,6㎡)/84석 90평(297.52㎡)/190석  남: 124석, 여: 66석

구내식당 210평(694,21㎡)/320석 280평(925.62㎡)/450석

매점 및 휴게실 매점 16평(52.9㎡) 

휴게실 26평(85.95㎡)

매점 30평(100.54㎡) 

휴게실 28평(89.86㎡)

부대시설 빨래방(위탁운영) 21.78평(72㎡) 

컴퓨터실 23.52평(77.76㎡) 

체력단련실 29.4평(79.2㎡) 

당구장 19.6평(64.8㎡) 

탁구장 69.46평(229.62㎡)

빨래방(위탁운영) 23평(76㎡) 

컴퓨터실 33평(109㎡) 

체력단련실 50평(165.29㎡) 

당구장 20.5평(67.76㎡) 

멀디미디어실 20평(66.11㎡) 40인석

생활관 입사 기준(신입생)

·  신입생  수시, 정시, 재외국민 전형별 구분하여 표준편차 입학성적순으로 생활관생을 선발함

· 모집시기  매년 1월말 ~ 2월초(수시, 정시 같은 기간에 신청)

· 모집학년비율  1학년 40%, 2~4학년 55%, 대학원생 5%

· 생활관생 선발은 매학기 선발을 원칙으로 하며 신청자 중 통학불가능 지역 거주자 70%와 통학가능 지역 거주자 30% 비율 배정 후 성적순으로 선발함



INHA와 MAKING하고

세계와 대화하자

국제교류센터

파견학생

교환학생 

개요  인하대학교 학생이 교류협정을 체결한 외국의 자매대학에 파견되어 재학

기간 동안 외국의 자매대학에서 수학할 수 있는 프로그램으로서 외국 대

학에서 이수한 과목은 인하대학교 학점으로 인정받을 수 있고 교환학생 

장학금 등 각종 장학 혜택을 부여함 

파견기간 1개 학기 또는 2개 학기, 매 학기 초 공고를 통해 선발 

초청학생

개요  인하대학교와 협정을 맺은 외국의 자매대학 학생이 우리 대학에서 수학

하고 이수한 학점을 소속대학 학점으로 인정받는 프로그램

장학금 등록금 전액 장학금 지원. 협정에 따라 일부대학 교환학생에게 생활관비

지급 지원혜택 별도 부여

수학기간 본인의 희망에 따라 1~2개 학기 수학

International Student Lounge

개요  우리 대학은 외국인학생들과 내국인 학생들이 상호 교류하며, 

  Network를 구축할 수 있는 International Student Lounge를 운영

주요 Buddy Program, Language Exchange Program, 문화체험 프로그램

프로그램 •국제처 홈페이지: http://internationalcenter.inha.ac.kr 

  •International Student Lounge (ISL) 홈페이지: http://lounge.inha.ac.kr

우리 대학은 유학생 유치·관리 역량 인증대학으로 선정되는 등 외국인 유학생을 

유치, 관리하는 모범적 기준을 제시하고 있으며 글로벌 명문대학과 공동연구, 학술

협의, 학생 교류 등을 시행할 수 있도록 국제교류협정을 맺은 대학이 현재 278개 

대학에 이르고 있습니다. 국제교류센터는 해외대학과의 교류, 협정, 교환학생(파견, 

초청) 선발 및 지원을 위한 곳으로 다양한 국제교류프로그램을 통해 글로벌 명문대

학의 초석이 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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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본관1호관 9 서호관 17 비룡탑 25 농구장

2 2호관 10 나빌레관 18 체육관 26 정석학술정보관

3 60주년기념관 11 학생실습관 19 인경호 27 로스쿨관

4 4호관 12 벤처창업관 20 정문 28 제2생활관(비룡재)

5 5호관 13 학생군사교육단 21 하이테크센터 29 학생휴게관

6 6호관 14 평생교육원 22 후문 30 창업보육센터

7 학생회관 15 직업훈련센터 23 대운동장 31 해오름동산

8 9호관 16 제1생활관(웅비재) 24 야구장 32 실내야구연습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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셔틀버스

제2경인고속도로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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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

도
로

인하대학교

정문

후문

용현역 
(인하대역)

2015년 개통예정

수인선 

송도역 

수인선 

제물포역

1

도화역

1
주안역

1도원역

1

402-751 

인천광역시 남구 인하로 100 인하대학교 입학처

TEL. 입학관리팀(입학상담 안내) 032-860-7221~5, 입학기획팀(입학전형 안내) 032-860-9231~2
HOMEPAGE  http://admission.inha.ac.kr

인하대학교 오시는 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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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호선 오이도 방면 
인천지하철 1호선 방면 

서울 방면 

주안역     ▶  마을버스 511번 / 시내버스 5-1, 41번

제물포역  ▶  마을버스 512번 / 시내버스 5번

송도역     ▶  시내버스 8번

서초역·강남역·양재역·선바위역  ▶  9200번

광명역·석수역  ▶  3001번

서울 및 수도권 지역과 인하대를 잇는 총 70여 편의 통학버스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전철을 이용하는 경우, 주안역, 송도역에서 학교까지 무료셔틀버스(학기 중 월~금)가 운행됩니다.

주안역 승차위치  ▶  주안역 남광장 왼쪽(한국고시학원 방향)

송도역 승차위치  ▶  송도역 버스승강장

전철 1호선

수인선

버스

통학버스

용현역(인하대역) 개통완료 예정 (2015년)

수원~오이도~용현 / 4호선 사당~오이도(수인선 환승)~용현 



2. 하교버스

　 신촌 4대 강남 2대 가양 5대 안양 4대 수원 2대 안산 1대 분당 3대 김포/서구 2대 일산 6대

1회 17:30 17:30 17:30 　 　 　 17:30

2회 18:30 18:30 18:30 18:30 18:30 18:30 18:30 18:00

3회 　 19:30 　 18:30

4회 　 　 　 　 　 　 19:30

5회 21:30 21:30 21:30 21:30 21:30 21:30 20:30

6회 22:40 22:40 22:40 22:40 22:40 22:40 21:30

7회 22:40

※ 위 내용은 일부 변경될 수 있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본교 홈페이지(http://www.inha.ac.kr) - 인하소개 - 학교 오시는 길 - 학생통학버스 참고

1. 등교버스

신촌목동 4대(3~4분간격) 가양A 2대(5분간격) 안양A 4대(1~2분간격) 김포/서구 2대

신촌 현대백화점옆 골목 07:00-07:15 농협(SBS맞은편) 07:10-07:13 엔씨백화점 정문앞 07:20-07:25 풍무동 양도사거리(S-OIL앞) 06:50

서교동(홍대KT옆 편의점) 07:03-07:18 이조면옥 07:12-07:15 먹자골목(풍성한교회앞육교) 07:23-07:28 풍년마을(김포고버스정류장) 06:57

경남예식장 07:05-07:20 마곡동입구(청구A) 07:14-07:17 무궁화단지건너편(고려학원앞) 07:25-07:30 김포 서초삼거리 건너편 07:00

합정역 9번출구 07:08-07:23 SH아파트  2단지 07:15-07:18 호계사거리,우리은행앞 07:28-07:33 감정동 삼거리 육교 밑 07:02

양평동사거리 농협앞 07:12-07:27 방화사거리 베스트마트 앞 07:17-07:20 산본역(우체국앞) 07:33-07:38 동부아파트(신한은행건너편) 07:04

목동 1단지 상가 07:14-07:29 공항한의원 07:19-07:22 산본농협  앞 07:35-07:40 길훈아파트입구 건너편 07:06

목동 시립 도서관 07:16-07:31 공항시장역 1번출구 07:21-07:25 안양B 2대(5분간격) 검단초 현대오일뱅크 앞 07:08

고속도로옆(주유소 앞) 07:21-07:36 가양B 3대(5분간격) 이마트앞 (비산방면) 07:20-07:25 롯데시네마  버스정류장 07:13

화곡터널고가 앞 (공업사) 07:24-07:39 마포고등학교 앞 07:07-07:14 중화 한방병원 건너편 07:23-07:28 마전삼거리(수약국맞은편) 07:16

일산A 3대(5분간격) 강서구청건너편(대우증권앞) 07:10-07:17 본프라자  앞 육교 07:26-07:31 당하사거리(올포유건너편) 07:18

고양시청 (소방서 앞) 06:50-07:00 성심병원 07:12-07:19 신협건너편(대림자원앞) 07:29-07:34 당하동전자랜드 건너편 07:20

화정역(롯데마트건너편) 06:55-07:05 화곡시장건너편(서울건강원앞) 07:13-07:20 KT앞 (석수동) 07:32-07:37 검암 사거리 버스정류장 07:23

백석역 (퀸스웨딩홀) 07:00-07:10 화곡역 현대증권앞 07:15-07:22 안산 1대 서구청 국민은행(택시정류장) 07:30

마두역 (올림프스) 07:03-07:13 까치산식당(공중전화박스) 07:17-07:24 상록수역(라성호텔앞) 07:05 가정오거리 S-OIL 앞 07:33

일산B 3대(5분간격) 서안복음병원(이조설렁탕앞) 07:20-07:28 중앙역건너편(택시정류장) 07:15 강남 3대(7분~8분간격)

대화역(LG프라자 앞) 07:00-07:10 고속도로입구(주유소버스정류장) 07:23-07:30 고잔역  (버스정류장) 07:18 방배역 (성민교회맞은편) 07:05-07:10

주엽역(백화점 맞은편) 07:05-07:15 영동 1대 안산역 (건너편) 07:25 사당역 7번 출구 07:15-07:20

정발산역(일산구청맞은편) 07:10-07:20 뉴코아주차장(터미널앞킴스클럽) 07:00 분당 3대(5분간격) 낙성대역 8번 출구 07:17-07:22

※ 일산 예비 2대 구반포레져타운앞정류장  07:05 오리역 3번출구 버스정류장 앞 06:45-06:50 서울대입구사거리(택시정류장) 07:20-07:25

흑석동 벧엘교회 앞 07:10 미금역 (GS25시) 06:47-06:52 봉천역 5번 출구 07:22-07:27

노량진역 (육교밑) 07:15 정자역 06:49-06:54 신림4거리 (태평양약국) 07:25-07:30

잠실 1대 대방동공군회관앞 07:18 수내역 06:52-06:57 금천경찰서 옆 골목입구 07:28-07:33

천호사거리(광성교회 앞) 06:50 대림동현대자동차 07:27 서현역한신아파트육교밑 06:55-07:00 독산동고개(LG텔레컴앞) 07:33-07:38

잠실역9번출구(시그마타워) 06:57 하안사거리(국민은행맞은편) 07:40 야탑역 (BYC앞) 07:00-07:05 독산동홈플러스 육교밑 07:36-07:41

문정역  3번 출구 07:05 능촌사거리(화원앞) 07:45 모란시장 (고가밑) 07:10-07:15 시흥우체국앞(시흥사거리) 07:40-07:45

수원 3대(2분간격) 석수역 (SK주유소) 07:50-07:55

수원역건너편한라총포사 07:00-07:05

구운동입구(KT 앞) 07:05-07:10

서울 방면 

[통학버스 문의전화 : 032)860-8628]

인하대학교 통학버스 안내 



2015 학년도 

인하대학교 대학입학전형 안내 및 학과 소개

402-751 인천광역시 남구 인하로 100 인하대학교

입학관리팀(입학상담 안내) 032) 860-7221~5

입학기획팀(입학전형 안내) 032) 860-9231~2

http://admission.inha.ac.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