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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생이 자기주도적으로 도전 과제를 설계하고 실천해 학점을 받는 학기제로 학생들이 하고 싶은 것을 

스스로 찾는 도전을 장려하기 위한 프로그램입니다. 아주대학교의 상징색인 ‘파란(아주블루)’색에서 

따온 이름으로 알(자신의 틀)을 깬다라는 ‘파란(破卵)’과 이런 시도를 통해 사회에 신선한 ‘파란(波瀾)’

을 일으키자는 뜻도 담았습니다.

2016년 처음으로 발걸음을 뗀 파란학기제는 2017-1학기 32개팀 139명의 학생이 하고 싶은 일을 

스스로 찾아 도전과제를 설계하고 이를 성실히 수행하면 정규학점을 받을 수 있는 프로그램으로 

대학가에 ‘파란’을 일으켰습니다. 

파란학기 도전 32개 프로젝트

01 드론이라고 드론니
	 고출력	수직이착륙	VTOL	드론	개발	

02 푸둥
	 자율주행	자동차	개발	프로그램

03 SFAC UP
	 스마트	팩토리	현장	구축	프로젝트

04 상상
	 자립형	패시브	하우스	설계	및	시공	통합	교육

05 젬파이
	 원터치	민원접수	어플리케이션	제작

06 P:Recipe
	 콘텐츠	제작	및	학생들에게	프로그래밍	교육

07 E.S.I.A
	 프로그래밍을	활용한	아이템	창업

08 travr
	 경로	공유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	개발	및	스타트업

09 B2B
	 KFM	경기방송	보이는	라디오	콘텐츠	개발

10 NO!SE
	 능동소음제어	기술을	활용한	건설	소음	저감	시스템	제안

11 파노라마
	 독거노인	응급	안전	알림	디바이스	개발	및	설치

12 블루오션
	 아주대	콘텐츠	페이지	운영

13 스프링 복
	 AR을	적용한	위치기반	SNS	만들기

14 레몬
	 ‘혼밥남녀’	모바일	어플리케이션	제작

15 씨드타임
	 스토리텔링을	중점으로	한	자체제작	휴대폰케이스	판매

16 TT
	 Flying-car	개발

17 SIAO UNNIEZ
	 ‘말레이시아-싱가폴-한국’	삼국	문화교류	유튜브	콘텐츠	제작		

18 Superlazy
	 모바일	게임	ProjectNM	론칭과	라이브	서비스	

19 파란게 프로젝트
	 인디게임	제작	및	상용화	

20 Sunflower
	 인공지능(텐서플로)	기반	모바일	콘텐츠	제작	툴	만들기

21 한국어 교육
	 중국	현지	대학에서의	한국어	교육	및	생활	관련	안내문	제작

22 하얀 지팡이
	 도움을	받는	시각장애인에서	도움을	주는	시각장애인	

23 CIRP
	 창의혁신	촉진	프로그램

24 AIseason2
	 인공지능	활용	보안관제	자동화방안	연구	

25 유통 트랜드 연구
	 소매업체	상표의	확산과	위탁판매제도를	중심으로	한	연구	

26 프리덤
	 현행	역사	교과서의	보완	교재	제작	

27 거북이
	 LPS로	인한	미세아교세포의	활성에	대한	효율적인	길항물질	탐색	

28 Save the Africa
	 Ebola	Virus를	억제하는	치료제	후보물질	개발	

29 AMaDo
	 심리학	학습	게임	개발	

30 스무날비
	 20대의	시선에서	바라본	다문화	다큐멘터리	제작·배급

31 올빼미 픽쳐스
	 대학생	단편영화	제작사	창업	

32 시나브로
	 드라마(총	10부작)	기획,	제작	및	배급	

내가 만들고 아주에서 키운다



Global Internship

그리스 루마니아 헝가리 말레이시아 미얀마 파라과이

한국 미국 중국 일본 호주 독일 싱가포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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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 인턴십은 세계 유수의 기업과 연계하여 학생에게 실무를 미리 경험해 볼 수 있도록 제공되

는 글로벌 교육 프로그램입니다.

다른 사람보다 한발 앞서 경험을 한다는 것은 도전과 용기가 있는 사람만이 가질 수 있는 특별한 

자산입니다. 학교에서는 결코 배울 수 없는, 배울 수 없었던 경험을 세계 유수의 기업에서 실무를 

통해 미리 배울 수 있는 기회와 세계인과 생활하며 부딪히며 느끼는 문화체험은 앞으로 세계인들과 

경쟁해야 하는 아주인에게 큰 자산이 될 것입니다.

글로벌 자동차 기업 BMW,  미국 최대 한인 회계법인 CKP와 2015년부터 진행해온 인턴십 프로그

램입니다. 연간 각 2명의 학생이 BMW와 CKP에서 글로벌 기업의 문화와 실무를 체험하였습니다. 

BMW 인턴십은 BMW 독일 본사 또는 BMW KOREA 본사에서 근무하는 형태로 5개월 이상 현장학

습을 진행합니다. 

CKP(Choi, Kim & Park, LLP)는 캘리포니아를 비롯한 미국 전역에 9개의 지사를 두고 있으며, 미국 

내 아시아계 회계법인 중 가장 큰 회사입니다.

세계한인무역협회(World-OKTA)와 아주대학교가 연계하여 시행하는 인턴십 프로그램. 세계를 무대

로 활동하는 한인 기업에서 글로벌 기업 실무를 경험하게 됩니다. 유럽과 오세아니아, 아시아와 미

국 등 전세계 14개국 30개 회사에서 60명의 아주대학교 학생을 인턴으로 선발했습니다. OKTA 인

턴십 파견시 해외현장학습 인턴십 학점 인정이 가능합니다. 

미국 동부 최대 규모의 아시안 마트인 H Mart와 아주대학교가 16년부터 시작한 인턴십 프로그

램.  뉴저지에 본사를 두고 있는 H Mart는 미국내 50개 이상의 매장을 운영하고 있으며, 연매출 1조 

2000억원, 직원 규모는 3,500명 이상인 유통기업입니다.  H Mart인턴십은 구매, 마케팅, 전산, 디자

인 등의 직무에서 전공 연관성이 높은 현장학습을 진행하며, 파견기간은 총 12개월입니다.

·

AFTER YOU 프로그램은 여러운 환경 탓에 해외연수 기회를 갖기 어려운 학생에게 제공하는 글로

벌 교육경험 프로그램입니다. 참가자를 선발할 때는 꿈과 의지를 기준으로 하며 영어와 학점 등은 

전혀 고려하지 않습니다. 또한 학생 파견을 위한 재원은 전액 외부 기금을 통해 마련하고 있습니다. 

‘사회적 이동성 제고’라는 목표에 공감하는 많은 사람들이 모금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2017년 여름방학동안 “AFTER YOU 프로그램-2017 여름 아주 글로벌 캠퍼스”가 미국과 중국5개 

대학에서 진행됐습니다. 참가자는 세계 명문대학인 미국 미시간대학, 워싱턴대학, 존스홉킨스대학과 

중국 상해교통대학, 북경이공대학에서 진행되는 고강도 집중교육에 참여하게 되며, 지역사회에의 

공헌과 상생의 뜻으로 경기도 소재 타대학 학생도 매년 30여명 이내로 참가하고 있습니다. 꿈과 의

지가 있는 아주인이라면 AFTER YOU 프로그램을 통해 누구라도 세계인으로 성장할 수 있는 값진 

경험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나 보다 네가 먼저

아주의 캠퍼스는 세계다



최고를 위한 최선의 노력

최선을 향한 원대한 포부

내일을 위한 학교, 

아주대학교입니다.

평생교육체제 지원사업 선정 

국방RAM 특화 연구실 사업 선정

ITRC(정보통신연구센터) 사업 선정

중소기업청 연구마을 사업 선정

사회맞춤형 산학협력 선도대학(LINC+) 선정

기술 지주회사 설립

2015 교육부 구조개혁평가 
A등급



09

1
·

아주대학교는 일과 학습을 병행할 수 있는 대학의 평생학습체제 구축을 위한 2016년 평생학

습중심대학 지원사업 및 2017년 평생교육체제 지원사업에 선정되었습니다. 이를 통해 선취업 

후진학자를 위한 특성화고 등을 졸업한 재직자전형 학과로 공과대학 융합시스템공학과 및 

경영대학 글로벌경영학과를 신설하여 평생학습체제 구축에 앞장서고 있습니다.

2014년 아주대학교는 교육부와 한국연구재단이 추진하는 대학특성화(University for Creative 

Korea) 사업에 4개 사업단이 선정되어 2016년 한 해만 총 31억원의 재정지원을 받았습니다. 

대학특성화 사업은 지역의 특성과 강점 분야를 중심으로 대학의 특성화를 유도하고 학부교육

의 내실화를 꾀하여 세계적 수준의 대학을 양성하기 위한 국책사업입니다.

대학특성화 CK 선정 사업단

- 융합전자특성화사업단  

- 미디어 콘텐츠·데이터사이언스 융합인재 양성사업단

- 프랑코포니 전문인력양성 사업단 

- Globiz 인재 양성사업단

교육부가 추진하는 대학 재정지원 사업 중 가장 규모가 큰 LINC+는 ‘산학협력 선도대학

(LINC) 육성사업’의 후속 사업인 ‘포스트 링크’와 최근 신설된 ‘사회맞춤형학과 활성화 사업’이 

통합된 프로젝트로 일반 대학을 대상으로 하는 ‘산학협력 고도화형’ 대학으로 선정되었습니

다. 아주대는 그동안 LINC사업을 통해 진행한 ▲중소기업 수출 판로 개척 지원 ▲취·창업을 

비롯한 산학협력 교육의 도전적 확대 등 독창적이고 차별적인 세부 사업 전략에서 높은 평가

를 받았습니다.

아주대학교의 인재가 두뇌한국을 이끌어갑니다. 아주대학교는 세계 수준의 대학원과 지역 우

수대학을 육성하기 위한 교육부의 BK21(Brain Korea 21) 사업의 후속 프로젝트인 BK21 플러

스사업에 4개의 사업단과 3개의 사업팀이 선정되어 2019년까지 매해 25억 원 안팎의 지원을 

받습니다. 

BK21 플러스 선정 사업단

- 융합기반 미래형 에너지 시스템 사업단 

- 분자과학기술 사업단

- 의생명과학 사업단 

- 혁신적 디지털 제조 시스템

- 신뢰성 있는 모바일 소프트웨어 인력 양성팀 

- 디지털 테라피 융합 인력 양성 사업단

- 이종기기 간 스마트 협업을 위한 자율 네트워크 소프트웨어 창의인재 양성팀

아주대학교는 바람직한 전형을 운영하는 대학으로 고교교육 정상화 기여대학 지원 사업에 

선정되었습니다. 아주대학교는 우수한 인재에게 고른 기회를 부여하기 위해 대입전형을 간소

화해 우선선발을 폐지하고 수능 최저학력 폐지(의학과 제외) 등 수험생들의 진입장벽을 낮추

었습니다.

고교교육 정상화
기여대학

5

두뇌한국21
플러스 사업(BK21+)

4

3 2017 사회맞춤형
산학협력 선도대학
(LINC+) 육성사업

2016년 
평생학습중심대학 지원사업/

2017년
평생교육체제 지원사업 

대학특성화(CK)2

대한민국이 인정한 아주대학교



Integrative 
Systems 
Engineering



Integrative 
Systems 
Engineering

미래 시대를 위한 새로운 도약, 
더 높은 비상을 위한 준비된 약속

아주대학교 
융합시스템공학과



융합시스템공학과

융합시스템공학은	미래	신산업에	대한	융합	학문으로써,	최신	산업	기술들의	시스템적	접근방식과	

다양한	공학기술의	창의적	문제	해결	방안을	탐색하기	위한	학문입니다.	

특히	신융합	산업을	이끌어	낼	수	있는	새로운	기술인	클라우드-데이터	컴퓨팅,	산업	IoT,	

사용자	및	환경	친화형	설계방식이	접목된	세	개의	전공특화	트랙으로	

1) 빅테이터- IT  2) 시스템 경영  3) 스마트 생산	등의	융합	관련	세부	핵심	전공분야를	다루고자	합니다.

또한	본	학과는	평생교육의	다양화와	재직자들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실천	및	동행	전략”으로	교육	인프라를	구성하고	있습니다.	

실천전략으로	성인학습자	맞춤	교수법과	새로운	교육과정	도입,	신융합	산업	연계교과목	개설이	있으며,	

맞춤형	교육과정	운영,	전문적인	학사관리	시스템,	학생과	교수의	동반적	관계유지,	

비교과활동	지원	등의	동행전략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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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
3

4

실무와 이론을 동시에, 
그리고 꼼꼼하게

•  기획, 설계, 개발 능력까지 갖춘 엔지니어로 성장할 수 있는 재직자 맞춤형 

커리큘럼

•  문제해결 능력을 지닌 실용적 융복합 전문인력 육성을 위한 체계화된 맞춤형 

교육 제공

•  이론, 실무, 사례연구가 어우러진 강의 내용으로 산업 현장 실무 능력 증대

•  기본 학습 능력 보강으로 자기 주도 평생학습 및 자기 개발의 토대 마련

•  시간 운용이 어려운 재직자를 위한 주중, 주말, 온라인, 특강 등 다양한 수업  형태

•   IT 융합, 기술경영, 정보, 제조·생산, Human Factor·조직 등 전문 기술 분야 

지식 심화 및 확대

•  공학·실무 분야 최고의 교수진이 교육 프로그램 담당

아주와의 특별한 동행, 
대학 생활부터 미래 설계까지

•  다채로운 자기개발 기회 제공

•  학생별 담당 지도교수 지정, 학기별 상담으로 원활한 대학 생활과 미래 설계 안내

•  선배가 후배를 이끌어 줄 수 있는 멘토단 구성으로 학교생활 조기 정착 지원

•  친목 도모 및 네트워킹 활동에 필요한 다양한 학생 행사 및 활동 지원

•  비교과 활동 지원으로 전공 소학회, 공모전 참가 기회 부여

안심하고 공부할 수 있는 
든든한 장학제도

•  도전과 배려의 정신을 갖고 적극적으로 학업에 전념할 수 있도록 총 수업료의 

20%를 교내장학금으로 지원 예정

•  입학생 전원에게 입학 첫 학기 등록금의 20%를 감면하여 학비부담 경감

•  입학 성적 우수 학생에게 4년 또는 2년간 수업료 50% 면제 

•  소속 회사에서 수업료의 50% 이상을 지원할 경우 본교에서 수업료의 20% 

지원 예정 

 ※ 자세한 사항은 30~31쪽 장학제도 참조

졸업 후 전망 • 융합 산업의 기술 집약적인 차세대 첨단 산업에 기여

• 정보기술과 시스템 통합을 중심으로 한 글로벌 융합 산업 분야에 기여

•  IT 융합, 기술경영, 정보, 제조·생산, Human Factor·조직 등 전문 기술 

분야에 기여



교육목표

모든 산업 분야에서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는 

계층적 구조를 갖는 

산업 데이터를 효과적으로 

처리하여 유용한 정보를 

도출하기 위한 비즈니스 

데이터 융합 기술 제공을 

목표로 한다.

주요 과목 및 개요

데이터분석프로그래밍기초 Basic Data Analysis Programming

•R, 매트랩을 이용한 데이터 분석 프로그래밍 기초를 다룬다. 

• R, 매트랩 프로그래밍을 활용한 기초 숙지, 기본 계산법, 데이터 입출력, 스크립트의 활용,   

그래프 작성을 포함하는 전반적인 내용을 학습한다. 

• 이론과 실습을 통해 학생들이 주어진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계산 및 시각적 표현 방법을 배운다. 

• 데이터 분석 프로그래밍의 반복적인 실습을 통해 주어진 데이터를 효과적으로 분석할 수 있는 

역량을 개발하고자 한다,

자료구조 및 알고리즘 Data Structures and Algorithms

• 대표적인 자료 구조인 Stack, Queue, Tree, Graph, Heap 등의 이해와 구현을 위해 이론과   

실습을 병행한다.

•Data Type의 정의와 각 Type의 차이점을 이해한다.

• Stack, Queue, Tree, Graph, Heap의 개념을 이해하고 구현한다.

•학습한 내용을 통해 프로그램 개발 사례에 응용할 수 있다.

전공특화 트랙별 전공 과목 1

빅데이터 - I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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엔지니어링데이터베이스관리론 Engineering Database Management

• 산업현장에서 다양하게 발생하는 데이터에 대한 문제해결 방법

으로, 데이터베이스 관리를 시스템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방법

을 제시한다.

• 기존의 RDBMS와 모바일 기술에 따른 스마트 제조과정에서   

발생하는 최신 빅데이터 처리에 학생들의 이해 및 실무적용   

기술에 초점을 두고 있다.

• 데이터베이스 시스템 설계 및 구축을 실습하여 데이터 관리를 

효과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역량을 개발하고자 한다.

데이터마이닝입문 Basic Data Mining 

• 데이터마이닝을 위한 기본 개념과 기술을 다루며 수학, 통계적 

지식을 기반으로 한다.

• 데이터마이닝을 통해 주어진 데이터를 분석 및 해석, 실제   

산업현장에서 발생하는 데이터를 처리하는 능력 배양에 초점을 

둔다.

• 데이터마이팅의 주요 이슈와 분류, 클러스터링, 추천 시스템,  

연관 분석 등 기계학습과 데이터 마이닝 기술을 학습한다.

클라우드시스템 Cloud System

• 클라우드 시스템에 대한 개념과 아키텍쳐, 저장 기술에 대해  

다룬다.

• 현대 사회에서 데이터 발생, 트래픽 처리 등에 대해 클라우드  

시스템의 필요성을 소개하고 클라우드 환경에 저장되는 다양한 

데이터와 응용기술 등을 제어하기 위한 방법을 학습한다.

• 최종적으로 주어진 상황을 분석하여 필요한 클라우드 시스템을 

설계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빅데이터프로세싱 Big Data Processing

• 최근 사회 전 영역에서 이슈가 되고 있는 빅데이터 분석을 심층

적으로 다루고자 한다.

• 모바일, 클라우드 컴퓨팅 발달로 데이터의 생산, 수집, 처리과정

이 체계화되면서 우리 주변의 다양한 데이터를 활용하여 의미

있는 결과를 도출해내는 기술인 빅데이터 분석능력은 매우 중

요해지고 있다.

• 빅데이터의 기본 개념과 최신 이슈를 소개하고 빅데이터 분석

을 위한 Hadoop&Spark 프레임 워크를 통해 빅데이터 처리 과

정 이해, 분석 능력 함양을 목표로 한다.

SNS분석 Social Network Service Analysis

• 소셜컴퓨팅과 대규모 데이터 분석 등이 커뮤니케이션 분야에서

도 중요한 이슈로 부상함에 따라 소셜네트워크 시스템의   

기술적, 구조적 특성을 이해할 필요가 있다.

• 소셜네트워크를 분석하는 주요 이론들과 방법론들에 대한 이론 

강의 및 실습을 제공한다.

• 웹기반 기술, 소셜데이터 마이닝 등의 관련 기술에 대한 학습을  

통해 소셜네트워크 데이터를 수집하고 분석하는 방법을   

학습한다.

• 소셜네트워크 분석 시스템 설계 및 구현을 실습하여 소셜네트

워크 서비스에서 유통되는 데이터를 효과적으로 분석하고자  

한다.

정보시스템아키텍처 Information System Architecture

• 정보 및 데이터 처리를 위한 시스템 개발을 위한 방법을   

다룬다.

•정보 시스템을 분석 및 설계할 수 있는 방법을 제시한다.

• 정보 시스템 아키텍처의 이해 및 설계를 통해 학생들이 산업  

현장의 정보 시스템에 대해 이해하고 나아가 산업현장에 적용  

가능한 시스템을 설계하는 것에 초점을 둔다.

• 정보 시스템 아키텍처 이론 및 토의를 통해 정보 처리를 위한  

시스템적 사고 함양을 목표로 한다.

인공지능시스템 Artificial Intelligence System

•인공지능 전반에 대한 개념과 방법론에 대해 학습한다.

• 논리기반, 프레임기반, 확률기반, 신경망기반의 지식 표현과   

추론을 학습하고 JESS를 통해 지식 구축 및 추론을 실습한다.

• 최종적으로 학습한 내용을 바탕으로 지식 기반 응용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전공특화	트랙별	전공과목	1

빅데이터-IT



교육목표

융합산업기반시스템의 

체계적인 분석을 통한 

효율적인 응용 및 합리적인 

의사결정을 하기 위해서 

필요한 시스템 최적화, 

생산운영, 품질, 물류, 안전 등에 

관련된 융합 기술을 익힘으로써 

산업체 문제해결 능력 제공을 

목표로 한다.

주요 과목 및 개요

생산운영관리입문 Introduction to Production and Operations Management

• 생산공장 내에서 생산대상물인 자료, 설비 및 작업원과의 통합된 생산시스템을 계획하고 개선 

및 통제하여 경제적인 생산 작업을 확립하는데 관계되는 제반문제점 분석과 그 해결 방안을 강

구한다.

• 투입(Input)과 산출(Output)의 생산시스템의 최적화로 경영효율과 생산능률 및 생산성 향상을  

도모하기 위한 제 방법설계에 대한 운영과 생산성 향상을 위한 IE 제기법들의 원리 이해 및 그 

활용방법을 배양하여 생산 관리자로서의 생산시스템의 효율적 설계능력 배양과 실습을 통한  

실무능력을 함양한다.

재무회계기초 Basic Finance & Accounting

• 기업회계기준을 중심으로 기업회계 실무의 이론구조를 전개하는 한편, 이와 관련되는 회계관련 

제 법규에 따라 회계의 실제 문제 해결에 필요한 지식을 익힌다.

• 재무회계 전반에 걸친 제무제표의 작성, 자산의 평가, 수익·비용의 인식 및 대응, 물가변동 회계 

및 기타 구체적인 회계처리 방법을 이해한다.

전공특화 트랙별 전공 과목 2

시스템경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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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스템최적화 System Optimization

• 경영과학입문에서 배운 이론적 내용을 바탕으로 산업 및 정보 

시스템의 운용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많은 의사결정 문제들을 

정형화하고 최적해를 구하는 방법들을 다룬다.

• 다양한 최적화 응용분야에 대한 Case Study를 통해 최적화 문

제를 이해하고, 다양한 문제를 풀어봄으로써 문제 해결 능력을 

배양한다.

물류SCM Logistics & SCM

• 정보컴퓨터기술의 발전으로 조직의 모든 업무가 정보화됨에  

따라 제품의 물리적인 수송, 하역, 저장 등의 물류가 오히려   

가장 취약하고 중요한 업무가 되고 있다.

• 기업내, 기업간 및 국가간 발생하는 물류업무를 저비용,  

고효율, 단시간화하기 위해 레이아웃, 자재관리, 자재취급

(Material handling), 창고/물류센터의 설계 및 운영, 수배송, 

물류포장, 수출입 물류, 물류정보시스템, 물류표준화, 

물류코스트, SCM(Supply Chain Management) 및 성과 평가 등

의 주제를 다룬다.

융합서비스경영 Integrative Service Management

• 서비스공학의 개념 정립으로부터 실제 서비스 시스템의 구현에 

이르는 융합서비스공학의 전체 구조를 다룬다.

• 서비스 전략의 수립, 개별 서비스의 설계방법 및 절차 그리고 

성공적인 운영방법을 포함하며 특히 신지식 서비스 산업에서

의 시장상황을 고려한 서비스 요구사항 분석, Service Science, 

Internet의 활용, 그리고 프로젝트 관리, 프로세스 분석, 사용자 

경험관리, 점수제도 등의 도구와 개념들을 설명하고 사례를   

다룬다.

융합품질경영 Integrative Quality Management

• 공업제품의 개발, 설계단계에서 생산 및 서비스 단계에 이르기

까지에 필요한 요구기능 및 품질의 개발, 유지 그리고 개선을 

위한 제 과학적 기법들의 이론과 실제의 공학적 접근 방법론을 

다룬다.

• 품질기능전개(QFD), 설계심사(DR), 7 Tool과 Control Chart를  

중심으로 한 통계적 공정관리론(SPC) 및 공차관리기법, 

6-Sigma Plan 등을 다룬다.

원가관리시스템 Cost Management System

• 경영 및 IE기법 등의 종합 활용과 중점관리로 Cost Reduction을 

기하기 위한 공장 제조원가 중심의 종합관리를 함으로써 개별 

및 부분별 원가계산 방법론을 이해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 표준원가 산출과 비목별 원가계산방법 및 원가절감의 기법,   

그리고 조직적 원가절감 추진체계와 방법들을 현장실무에   

적용할 수 있는 원가 절감을 위한 원가관리 능력을 함양한다.

산업안전관리 Industrial Safety Management

• 산업현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산업재해 예방, 계획의 수립,   

유해 및 위험방지에 관한 사항과 안전 장치 및 보호구의 점검 

등 안전관리자가 갖추어야 하는 다양한 전문 지식 습득을   

목표로 한다.

• 기계안전, 전기안전, 화공안전, 건설안전, 일반관리, 안전작업  

환경에 공학적 지식과 안전관리 기법을 활용할 수 있는 능력을 

배양한다.

융합기술경영 Integrative Technology Management

• 공학도들의 경영학적 마인드를 고취하고 전략적인 사고를   

촉진하여 학교에서 배운 지식을 생산현장 뿐만 아니라 경영  

현장에서도 연결시킬 수 있도록 기술과 경영에 대한   

기초적이고 핵심적인 지식을 제공한다.

• 국내외 기업들의 기술경영 사례 연구를 통해 실무적 관점에서 

기술경영을 이해할 수 있도록 하고, 학습한 방법론들을 주요  

기술혁신 사례에 실제 적용해 봄으로써 이론과 실제를   

연계하는 능력을 배양한다.

전공특화	트랙별	전공과목	2

시스템경영



교육목표

스마트 생산에 대한 

기본 개념을 바탕으로

 IoT, 디지털 생산 및 CPS 등 

미래 4차 산업에 필요한 

주요 기반 기술 및 응용분야

에 대한 기술 제공을 목표로 

한다.

주요 과목 및 개요

스마트생산개론 Introduction to Smart Production

• 스마트생산 트랙의 기초과목으로서 스마트생산의 개념, 방법론, 기술, 발전상의 기본을 소개하여 

스마트생산 트랙에서의 추후 학습의 기반을 마련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 스마트생산의 개념 및 배경, 관련 기술(센서, 데이터 처리, 로봇, 소프트웨어, 3D프린팅 등), 방법

론(자동화, 무인화, 연결화, 가상화, 디지털화, 최적화 등), 형태(시스템, 인간-기계 협동, 분산, 개

인화 등) 등을 학습한다.

CAD/CAM 활용 Application of Computer Aided Design and Manufacturing

• 컴퓨터를 이용한 설계와 제조의 기본 요소와 이론을 설명하고, 관련 소프트웨어의 기초적인  

사용법을 익히는 기회를 제공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 CAD와 CAM이 설계와 생산에서 활용되는 사례를 소개하고, 활용에 따른 타 생산, 제조업무와의 

연관성도 고찰한다.

•CAD/CAM의 최신 발전 경향도 소개한다.

전공특화 트랙별 전공 과목 3

스마트생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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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산자동화활용 Application of Production Automation

• 메카트로닉스와 정보기술의 발전에 따른 생산자동화의 핵심  

주제들을 개괄하고 기초 기술을 습득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생산자동화에 관련된 기초 공학적 지식, 관련된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기술, 프로그래밍 원리, 운영 방법 등을 습득하여 

스마트 제조의 필수 요소인 자동화에 대한 이해를 증진시킨다.

제조공정제어기초 
Foundation of Manufacturing Process Control

• 제조공정제어의 기본 개념, 기술, 실행방법을 소개하고 기초   

프로그래밍을 습득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 PLC, 자동화장비, 센서의 인터페이스에서 나타나는 분산제어 

시스템의 여러 주제를 개괄한다.

• 제조공정 제어에서 대두되는 네트워크와 정보 전달, 생산수행 

시스템과의 연동 문제도 다루어 스마트제조의 필수요소인   

공정제어에 대한 이해를 증진시킨다.

로봇시스템응용 Application of Robot Systems

• 산업용 로봇시스템의 구성 요소와 구조, 작동 원리를 이해하고, 

작동을 위한 기본 프로그래밍 방법론을 습득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 산업용 로봇을 산업현장에서 자동화에 활용할 수 있는 기초를 

확립하며 스마트 생산에 적용할 시 주요 고려사항을 파악할 수 

있게 한다.

• 개인용 서비스 로봇과 관련된 새로운 기술 발전과 활용 방안도 

토의한다.

제품설계공학 Product Design Engineering

• 제품 기획부터 생산까지의 전 단계에서 나타날 수 있는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기초 능력 배양을 목표로 한다.

• 다양한 공학적 지식들이 제품 설계에 어떻게 적용되는지를   

시제품 제작을 통하여 직접 체험한다.

• 신제품 개발의 전 단계를 실습을 통하여 경험하게 하여 신제품 

개발 및 설계할 능력을 배양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설계에서의 제품 비용 산출 방법론 또한 학습한다.

생산시스템소프트웨어응용 
Application of Production System Software

• 생산시스템 시뮬레이션 전용 소프트웨어를 활용하여 생산  

시스템을 모델링하고 시뮬레이션을 수행할 수 있는 기초를   

확립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 생산시스템의 구성 요소를 모델로 작성하고 생산시스템 내의 

물류와 사람의 움직임, 성능 평가 요소를 모델링 할 수 있는   

실력을 배양한다.

• 생산시스템의 성능을 평가하고 개선하는 이론적 방법과 혁신 

사례도 학습한다.

IoT기반 생산응용 IoT-based Production Application

• 사물인터넷의 기초와 사물인터넷을 활용하여 제조시스템을   

모니터링하고 예지 진단하는 방법론을 소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사물인터넷과 제조공학의 기본적인 원리, 기술들을 학습한다.

• 사물인터넷을 스마트 제조시스템 관리에 적용할 수 있는   

기초를 제공한다.

디지털생산 Digital Production

• 제품수명주기 전체를 총괄적으로 모델링하고 관리하는 디지털 

생산의 도구와 방법론의 기초를 습득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 디지털생산의 이론과 실제를 습득하여 스마트 제조시스템을  

제품 구상부터 생산, 사후관리까지 적용할 수 있는 일관된   

기반을 제공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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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partment of 
Global Business 좋은 사람으로 들어와 

더 좋은 사람으로 나가자

아주대학교 
글로벌경영학과



글로벌경영학과

글로벌경영학과는	이전의	경영학	교육이	보여주지	못한	차별화된	교육을	제공하고자	합니다.	

첫째,	교육	과정의	차별화입니다.	글로벌경영학과는	전통적인	경영학과의	필수,	선택과목을	과감하게	축소하고,	

글로벌/혁신/ICT/경영리더십의	4대	핵심역량을	키워주는	새로운	커리큘럼을	제공합니다.	

둘째,	교육	방식의	차별화입니다.	글로벌경영학과의	교육	방식은	현장의	문제해결에	집중하는	PBL(Problem	Based	

Learning),	휴대폰을	통해	스스로	학습이	가능한	모바일	학습	콘텐츠	제공	등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넘는	실무위주의	

탄력적인	내용으로	교육하고자	합니다.	셋째,	운영	방식의	차별화입니다.	

수요자인	학생들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깊이	있는	토론을	거쳐	학과	운영에	적극	반영합니다.	

끊임없는	피드백	루프(Feedback	Loop)가	학과	운영의	기본	틀이	될	것입니다.	

시대에	부응하는	살아있는	배움이	있는	이곳에서	여러분의	행복한	꿈을	실현해	나가시기를	바랍니다.	



Road to CEO 학생들이 원한다면 소속 조직에서 CEO에 오르도록 CDP (Career Development 

Plan) 수립을 돕고 실천으로 옮기도록 뒷받침합니다. 인생철학, 인간관계, 실력 

그리고 체력으로 구성된 CDP는 언제 어디서나 재학생의 길을 밝혀주는 등불이 

될 것입니다.         

학과의 교육목표는 “Change Makers” (변화 창조자)이며 이를 위해 4대 역량 (글

로벌역량, 혁신역량, ICT기술역량, 경영리더십역량) 과목을 집중적으로 교육합니

다. 학과의 계획대로 잘 따라오면 소속 조직에서 인재가 되지 않는 것이 오히려 

이상할 것입니다.

직장인의 여건을 고려하여 스마트폰만으로 100% 제작하는 모바일학습방송국 

(AMON)을 개국하여 재학생이 출퇴근 및 등하교 시간, 그리고 직장 휴식시간에 

휴대폰으로 학습하고 특히 어학공부에 활용하도록 배려합니다. 아주대는 혁신을 

학생에게만 요구하지 않습니다. 

특성화고 출신으로 행정고시를 거쳐 장관에 자리까지 오른 입지전적인 스토리를 

가진 김동연 아주대 전 총장과 학과 신설을 지원한 경영대 교수들의 공통점은 진

정성입니다. 우리는 언행일치에서 한 발 더나가 먼저 행동을 하고 뒤에 꼭 필요

할 경우 말로 이야기합니다. 진정성은 Action입니다.       

특성화 고교 출신이면서 사회적으로 성공한 기업인을 중심으로 글로벌경영학과 

멘토위원회를 구성하여 재학생에게 긴 안목으로 진로지도를 합니다. 단기적인 

대학생활 조언은 학과교수와 대학원생을 중심으로 이뤄집니다. 이미 사회생활 

경험이 있는 글로벌경영학과 학생들은 줄 곧 공부만 해온 타 학과 학생에게 사회

생활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고, 대신 그들에게 학업에 대한 지원을 받는 학생 간

의 양방향 멘토링 프로그램도 있습니다. 무엇이든 그룹으로 해야 승리하고, 혼자

하면 진다는 것이 글로벌경영학과의 정신입니다.  

인구와 면적이 작은 나라인 한국에게 외국과의 활발한 무역은 선택이 아닌 운명

입니다. 한국은 면적으로 전 세계 111위지만 전체무역규모는 세계6위 (WTO, 2016)

로 글로벌 마인드는 한국인에게 네덜란드처럼 생존과 번영을 위한 필수조건입

니다. 한 해 외국에 나가는 한국인 수가 2천만 명을 넘어 인구가 2.5배 많은 일본 

(1700만명) 보다 더 많습니다. 글로벌경영학과는 아주대학교의 3대 이념의 하나

인 ‘세계일가’를 선봉에서 실천하는 학과로서 글로벌 무대에서 더 당당한 인재를 

양성합니다.

Change Makers

Viva AMON!

Authentic education!

Powerful mentoring program

Go glob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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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대학교	글로벌경영학과에서	4년	동안	마음껏	‘공부놀이’를	즐겨봅시다.	

공자는	“아는	자는	좋아하는	자를	이기지	못하고,	좋아하는	자는	즐기는	자를	이기지	못한다”고	했습니다.	

글로벌경영학과에	입학하려면	어떤	방법을	써서라도	즐겁게	공부하겠다고	먼저	마음부터	먹어야	합니다.				



글로벌
역량

국제경영학

글로벌 시대에 국제경영에 필요한 경영이론, 제도 및 기관을 설명하고, 다국적기업의 

조직, 전략, 마케팅 등 경영 전반에 대한 이해를 돕는다.    

중국기업연구

중국은 우리나라의 수출과 수입에서 모두 1위를 차지하는 최대교역국가이다. 중국의 

경제와 산업정책, 시장동향을 학습하고 사례연구에 초점을 둔다. 

해외시장연구

중국 이외에 미국, 일본, 유럽, 러시아, 인도, 베트남, 인도네시아 등 인구가 1억을 넘는 

주변국가의 경제와 시장에 대한 학습을 한다. 현장경험이 풍부한 강사진들로부터 다양

한 사례들을 연구할 수 있다. 

해외기업탐방

학생이 10명 이내로 그룹을 만든 뒤 외국에 나가 관심분야에 대한 현장조사를 실시한

다. 방문할 국가와 연구주제에 대한 계획을 한 학기 동안 수립한 뒤 방학기간을 이용

하여 해외로 나가 현장에서 조사를 실시한다.           

영어, 중국어, 일본어 

재학생들은 영어1, 영어2, 중국어1, 중국어2, 일본어1, 일본어2 가운데 두 개를 선택하여 

학습한다. 어학공부의 생활화를 위하여 모바일학습방송국(AMON)이 스마트폰으로 

외국어회화 프로그램을 편성하여 제공한다.

4대 주요역량별 학과목 소개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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혁신
역량

경영혁신전략

혁신은 기업이 성과를 내기 위해 가장 필요한 기능의 하나이다. 혁신이 기업문화로 

자리 잡기 위해서는 기업 내부에서 혁신에 대한 공감대가 형성되어야 한다. 본 과목은 

기술, 지식 및 혁신에 대한 이론을 학습하고, 실무 도구와 기법을 배우며, 혁신적인 

관리자가 되기 위한 지식을 습득한다. 

경영혁신사례연구

경영혁신전략에서 학습한 혁신이론을 바탕으로 국내외 기업의 혁신 사례를 연구하여 

혁신이론이 현장에서 어떻게 활용되고 있는 지를 성공과 실패 사례를 통해 배운다. 

프로젝트관리

기업의 프로젝트의 준비, 기획, 실행, 통제, 완성의 각 단계에서 필요한 정보, 지식, 

기술, 도구, 기법 등을 체계적으로 습득하며, 수업은 프로젝트관리 실습 위주로 진행된다.  

창업·벤처경영론

벤처기업의 창업, 관리 그리고 장기적인 성공을 위한 방안에 대해 배우는 교과과정이다. 

학생들은 국내외 스타트업 기업에 대한 사례를 연구하면서 직접 사업계획서를 작성하고 

실무자 접촉과 프로젝트 수행을 통해 창업에 대한 실전감각을 익힌다. 

현장혁신프로젝트

문제기반학습(PBL) 방식을 적용한 과목인데, 수강생이 근무하는 회사의 실제 혁신 

과제를 수행하는 과목이다. 경영혁신전략, 프로젝트관리 등 혁신 관련 과목과 그 외 

관련 과목들에서 학습한 이론과 지식을 활용하여 과제를 풀어간다.      

4대 주요역량별 학과목 소개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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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량

경영정보시스템

정보기술과 인터넷에 관련된 모든 주제를 포괄적으로 다루는 입문 과목이다. 정보기술을 

경쟁수단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관련 기본지식 및 활용방안을 배움으로써 정보시대에 

신속히 대처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게 된다. 

디지털마케팅

인터넷, 스마트폰 등 다양한 형태의 디지털 미디어를 통해 제품과 서비스를 소비자에게 

마케팅하는 방안을 학습한다. 이를 위해 온라인 마케팅 개념 및 활용사례, 소셜 미디어 

마케팅 그리고 마케팅 지표 분석 등을 실시한다. 

비즈니스 프로그래밍

비즈니스 환경에서 소프트웨어 및 정보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해 필요한 도구인 프로그

래밍 언어를 다룬다. 이론과 실습을 병행하여 가장 많이 쓰이는 언어인 python 또는 R 

프로그래밍 능력을 갖추게 한다.  

데이터 애널리틱스

본 과목에서는 빅데이터 분석을 위해 필수적으로 익혀야 하는 통계지식을 다룬다. 

수강생들은 기초적인 통계지식을 기반으로 다양한 다변량분석 및 시계열 분석 기법을 

익히게 되며, 실제 현업의 데이터를 활용하여 분석해 봄으로써 이러한 기법들이 어떻게 

실무에 활용할 수 있는 지를 파악하게 된다.     

인공지능경영

인공지능, 머신러닝 그리고 딥러닝 기법에 대한 개념을 이해하고 관련 이론과 사례들

을 학습한다. 수업은 주로 실습과 적용사례들에 대한 연구로 진행된다. 

4대 주요역량별 학과목 소개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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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즈니스코칭

글로벌경제 시스템에서 경쟁이 심화되면서 경영에도 스포츠처럼 목표달성을 위해 

코칭이 필요한 시대가 도래했다. 비즈니스코칭은 회사 구성원들로 하여금 스스로 경영

상의 문제를 정의하고 목표를 수립하고 이를 달성하기 위해 인적, 물적 자원들을 조직

하고 수행해갈 수 있는 역량을 길러주는 과목이다. 대부분의 강의는 실습과 학생참여

로 진행된다. 

협상론

인생은 크고 작은 협상의 연속인데, 협상의 전략가 기법들을 습득한다. 특히 윈윈(win-

win) 합의를 도출하는 방법을 중점적으로 학습하는데, 협상 전 준비사항, 협상전략의 

수립, 초기 탐색전, 상호 정보교환, 양보와 속마음 교환, 윈윈해법의 모색, 마무리 등으

로 이어지는 윈윈협상과정을 주로 실습을 통하여 학습한다.

경영기획실무

기획을 잘 하는 직원이 회사 내에서 가장 많이 인정받고 고속승진을 보장받는다. 본 

과목은 사업 기획에 관련된 업무프로세스를 학습한다. 기획 구상, 환경분석, 목표설정, 

제약조건분석, 일정관리, 기획서작성 등을 실습을 통해 학습한다. 

기업의 사회적 책임

기업은 사회의 한 구성원이며, 건전한 기업은 건강한 자본주의의 근간이다. 본 과목은 

사회적 책임과 기업윤리를 실천하는 국내외 기업들의 사례를 분석하고, 사회적 책임을 

시스템으로 구현하는 방법을 학습한다.        

경영자론

회사의 목적은 무엇인가? 경영자란 누구인가? 자본주의의 꽃은 경영자다. 사장은 개인의 

꿈을 앞세우는 자리가 아니라 직원의 미래와 생활을 책임지는 위치에 있다. 본 과목은 수

강생이 조직에서 중간간부에 머무르지 않고 존경받는 임원이나 CEO로 도약할 수 있도록 

경영자의 자질, 역량, 리더십, 가치관 등을 실제 CEO들과 토론을 하면서 배워가는 과정이다.  

경영자
리더십
역량

4대 주요역량별 학과목 소개 4



특성화고 등을 졸업한 재직자전형 입학안내

1. 지원 자격
   다음 각 호중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서 산업체 근무경력이 3년 이상인 재직자

   가.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76조의2제1호에 따른 일반고등학교에 재학하는 동안 시도교육감이 직업교육훈련 촉진법에 따른 직업교육

훈련기관 중 직업교육훈련위탁기관으로 선정한 기관에서 1년 이상의 직업교육훈련과정을 이수하고 해당 일반고등학교를 졸업한 자

   나.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90조제1항제10호에 따른 산업수요맞춤형 고등학교(마이스터고)를 졸업한 자

   다. 특성화고등학교 등을 졸업한 자

      *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91조제1항에 따른 특성화고등학교 중 자연현장실습 등 체험위주의 교육을 전문으로 실시하는 고등학교를 

제외한 학교(「초・중등교육법시행령」제76조의2제1호에 따른 일반고등학교에 설치된 학과 중 특성화고등학교에서 제공하는 것과 

같은 교육과정으로 운영되는 학과 포함)

   라.  평생교육법 제31조제2항에 따른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 중 특성화고등학교 등에서 제공하는 것과 같은 교육과정을 운영하는 

평생교육시설에서 해당 교육과정을 이수한 자

    ※ 재직기간 및 산업체 인정범위는 모집요강 참조

2. 모집단위 및 모집인원(수시모집 선발)

대학 학과명
모집인원(명)

정원내 정원외 계

공과대학 융합시스템공학과 1 52 53

경영대학 글로벌경영학과 1 52 53

계 2 104 106

 * 수시모집 미충원시 정시모집 선발

3. 수능최저학력기준 :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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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성화고 등을 졸업한 재직자전형 입학안내

4. 전형방법

단계
전형요소	및	반영비율

선발배수
서류종합평가 면접평가

1단계 100% - 3배수

2단계 70% 30%

※ 최초합격예정자를 대상으로 필요 시 실사를 진행할 수 있음

※ 제출서류에 대한 확인이 필요한 경우, 학교나 관련기관 등을 방문하거나 전화를 통해 확인할 수 있음

※ 모집인원에 상관없이 적절한 학력수준에 미치지 못한다고 판단될 경우 입학사정회의의 결정으로 합격자를 선발하지 않을 수 있음

5. 서류종합평가
 교과관련 성취 및 전공적합성, 학교생활충실도, 활동경력, 자기주도성, 인성을 다수의 입학사정관이 학생부 및 자기소개서를 바탕으로 종합평가

6. 면접평가
    가. 개인면접을 통해 서류진실성, 전공적합성, 인성 및 의사소통능력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함

    나. 면접관은 전임입학사정관과 교수위촉사정관으로 구성됨

    다. 복수의 면접관이 지원자 1인 또는 복수의 지원자를 평가하며, 지원자 1인당 면접시간은 10분 내로 진행함

    라. 지원자의 학교생활기록부와 자기소개서를 바탕으로 개별면접질문 도출

    마. 면접 일정 : 면접 세부 사항은 1단계 합격자 발표 시 안내

     ※ 면접평가 결과 과락에 해당하는 성적을 부여받을 경우 예비번호를 부여하지 않고 불합격 처리할 수 있음

7. 선발 인재상

학과/전공 인재상

융합시스템공학과

•비전과 목표를 스스로 설정하며, 이를 달성하는 책임감을 갖춘 인재(주인의식)

•기본에 충실하며, 미래에 도전하고 끊임없는 변화를 선도하는 인재(도전정신) 

•확고한 꿈과 열정을 바탕으로 학습 및 자기 계발을 지속적으로 추구하는 전문능력을 갖춘 인재(전문성) 

글로벌경영학과
•ICT 기술역량, 글로벌역량, 혁신역량, 경영리더십역량 등 4대 핵심역량 함양을 통해 실질적인 변화를 현장에서 일구어

   낼 수 있는 “Change Maker”로 성장할 수 있는 인재

8. 전형료 : 80,000원(1단계 불합격 시 20,000원 환불)

9. 제출서류

제출서류 비고

입학원서 원서접수 시 작성 및 출력하여 제출

학교생활기록부 1부
졸업년도에 관계없이 지원자 전원 우편 제출

(마감일 우체국 소인분까지 인정하며 등기우편, 택배 제출 가능)

자기소개서 1부
인터넷 원서접수 시 입력(별도제출 없음)

※ 원서접수 사이트에서 입력

재직증명서 1부 현재 직장의 전체 재직기간 포함해야 함

경력증명서 1부 현 직장 3년 이하 재직자에 한하여 제출

산업체 4대 보험 가입확인서 

(비고의 1개 항목 이상)

재직 및 경력 증명서를 제출한 산업체 모두 제출

1) 4대보험가입확인서(http://www.4insure.or.kr)

2)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국민건강보험공단 발행)    

3) 국민연금가입증명서(국민연금공단 발행)

4) 고용보험자격이력내역서(고용지원센터 발행)

공적증명서 

(4대 보험 가입대상 사업체가 아닌 경우)
국가ㆍ지방자치단체가 발급한 공적증명서(농업인확인서 등)

복무확인서 또는 병적증명서 군 현역 복무자는 복무확인서(군 복무기간 전체 기재), 전역자는 병적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함

※ 개명(학교생활기록부와 이름이 다를 시), 주민등록번호 변경자는 주민등록초본을 입학처로 제출하여야 함 

※ 공인어학성적 및 교과관련 교외수상실적, 해외봉사실적 제출 불가

※ 서류 미제출자는 입학사정에서 제외함 



장학제도

특성화고 등을 졸업한 재직자전형 신입생 장학

장학명 선발조건 수혜사항

재직자우수인재장학 A •최종등록자 중 수석자 •4년간 수업료 50% 면제

재직자우수인재장학 B •최종등록자 중 차석자 •2년간 수업료 50% 면제

산학지원장학 A •해당학기 등록금 기업지원(50%이상) 대상 학생
•해당학기 수업료 20% 면제

   (1학년 2학기부터 해당함)

산학지원장학 B •최종등록자 전원 •첫 1개 학기 수업료 20% 면제

가족장학
•직계가족 중 아주대학교 학부과정 재학생이 있는 자 또는 

동학년도에 2명 이상 동시에 입학한 자
•1년간 수업료 50% 면제

새터민장학 •북한이탈주민으로서 본교 등록자 전원
•입학금 및 4년간 수업료 전액 면제

  (국비 50%, 교비 50%)

※ 단, 산학지원장학 A의 경우 재학 중 학기당 12학점 이상 이수하고 성적(평점평균)이 2.0이상을 유지해야 함  

※ 장학관련 세부사항은 수시모집요강 및 본교 장학금 지급규칙을 반드시 확인바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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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내 재학생 장학

장학명 선발기준 수혜사항

보훈장학

•보훈장학A : 보훈대상자 직계자녀로 직전학기 성적이 1.60 이상인자

•보훈장학B : 보훈대상자(본인), 성적무관

•보훈청에서 발행하는 증명서 제출 

입학금 및 4년간 수업료

전액 면제(의학과 6년)

타학교지원내역 포함 

최대8학기 지원

대우장학 단과대학별 학년별 수석 자 1개 학기 수업료 전액

율곡장학
•학업성적이 우수하고 품행이 단정한 자

•학년별 직전학기 성적순으로 선발

    (단, 영어성적 소지자를 대상으로 함)

수업료 50% 면제

다산장학 수업료 40% 면제

원천장학 수업료 30% 면제

학장추천장학

자기개발장학
단과대학 특성에 맞도록 운영 단과대학 자율 운영

리더장학

A •학생자치활동으로 대학의 명예를 선양한 자

•리더장학A : 총학생회장 정, 부

• 리더장학B : 단대 학생회장 정, 부 및 이에 준하는 자치기구 임원

• 리더장학C : 학과 학생회장 정, 부 및 이에 준하는 자치기구 임원

1년간 등록금 전액면제

B 수업료 70% 면제

C 수업료 30% 면제

아주복지장학 및 

아주희망장학

• 국가장학금을 신청한 자로서 한국장학재단 소득분위 심사결과 0~8분

위 통과자 (국가장학금을 신청하지 않은 학생은 선발대상에서 제외 함)

• 본 장학은 국가장학금, 성적장학과 등록금 최대 범위 내에서 중복수혜

가 가능함

• 아주복지장학은 별도 신청할 필요 없음

소득분위에 따라

차등 지급

글로벌장학 
각 부서에서 재학생 대상으로 진행하는 해외연수, 국내탐방, 행사 등과  

관련하여 지원되는 장학금으로서 사업 단위별 모집에 의해 선발된 자

사업 특성에 맞는

지원경비

도전학기장학 도전학기 이수자로 장학금 지급 규칙에 해당하는 자
아주도전과목 수강학점에 

따라 일정금액 지급

국가 장학금

기관명 장학명 자격	및	대상 수혜사항

한국장학재단
국가장학

유형 1, 2

• 신규(신입생)장학신청 절차 -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 온라인 

개별 신청

• 신규(신입생)장학 신청 자격 : 12학점이상 이수, 2.6 / 4.5이상

  -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 참조

• 소득분위별 장학금액

가. 유형1

나. 유형2

- 국가장학금 유형1 수혜자에게 지급, 학기별 예산을 

   소득분위별 차등지급

※ 기준은 변동될 수 있으므로 재단 홈페이지를 참조

소득분위별 차등지급
구분 0분위 1분위 2분위 3분위 4분위 5분위 6분위 7분위 8분위

2016 520 520 520 390 286 158 120 67.5 6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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