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초공학부는 개인의 자율적인 전공 선택에 기초하여 미래지향적인 첨단 융합 산업에 필요한 전문성을 갖

출 수 있는 여성친화적인 공학교육의 실현을 지향합니다. 기초 공학적 전공 지식 및 인문학적인 소양을 함

양하고 자기 주도적인 진로설계에 따른 맞춤형 전공 선택을 통해 희망 분야의 공학적 실무 능력과 글로벌 

역량을 겸비, 미래사회를 이끌 글로벌 여성 공학 리더 양성을 목표로 합니다. 기초 공학 분야에 대한 관

심 및 이해, 논리적 사고, 다양한 전공 분야를 아우를 수 있는 융합적 사고를 갖춘 여성 공학인재를 양성

하고자 합니다.

교육목표 및 

인재상

입학 전 

체크 

포인트

전공수업

기초공학부는 자율전공으로 선발하여 1학년 과정을 마친 후 세부 전공을 선택하기 때문에 학생 본인의 관

심 및 적성에 기초한 맞춤형 진로 설계가 가능하도록 합니다. 전문성 있는 여성공학자가 되기 위해 세부 공

학 분야에 대한 이해를 높인 후 진로를 선택하고자 하는 학생들에게 적합합니다. 학과 진학을 위해서는 수

학, 물리, 화학, 생명과학 등 기초 과학지식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며, 추가적으로 컴퓨터 프로그래밍 등 컴

퓨터 관련 기초 지식을 습득한다면, 입학 후 전공 교과에 대한 이해도를 높일 수 있습니다.

기초공학부의 교육과정은 주요 공학 기초 교과목과 세부 전공의 특징을 소개하는 다수의 공학개론을 수강

하도록 운영하여 학생의 희망 진로 및 관심 분야에 대한 맞춤형 전공 선택이 가능하도록 합니다. 먼저 ‘공학

개론’은 공과대학 내 각 학과 전공별로 전공의 개요 및 주요 분야, 진로, 관련 산업 및 기술 변화를 소개하고 

필수적으로 이수하도록 하여 대학 생활 및 미래 커리어 설계에 도움이 되도록 합니다. 공학교육의 중요한 기

초가 되는 ‘전공기초필수’로 미적분학, 확률 및 통계, 선형대수 등 각 전공의 특성에 맞게 구성된 기초 공학수

학과 프로그램 코딩을 전공별 특화된 컴퓨터 언어로 배우는 프로그래밍 기초를 수강합니다. 또한 물리, 화학, 

생명과학 등 다양한 ‘공학기초교과’를 수강함으로써 향후 관련 전공 및 융합 분야 전문지식의 습득을 위한 기

초를 함양합니다. 이외에 기업체 관계자의 초청 세미나, 멘토 – 멘티 프로그램 등을 통해 학생들의 진로 선택

에 도움이 되도록 합니다. 2학년 이후는 학생 개인별 관심 분야 및 진로에 적합한 전공을 선택하여 공과대학 

내 해당 전공의 교육과정 이수를 통해 전문지식을 습득한 후 사회 진출을 준비하게 됩니다.

기초공학부의 학생들은 화공생명공학, IT공학, 전자공학, 응용물리, 컴퓨터과학, 소프트웨어융합, 기계시스

템 등 선택한 세부전공에 대한 전문지식을 기반으로 유수의 국내외 관련 기업체, 정부기관, 연구소 등으로

의 진출이 가능합니다. 또한 본교 및 국내외 유명 대학원에 진학하여 석  ·  박사학위를 취득 후 전문성을 향

상시켜 국공립 연구기관 및 학계로의 진출도 가능합니다. 특히 여러 학문 분야가 융합되는 시대의 흐름 속

에서 기초공학부 학생들은 다양한 공학적 학문 지식을 융합하는 데 유리하여 첨단 산업 분야를 이끌어갈 

전문적인 공학인재로 활약할 수 있습니다. 

진로

분야

Since 2017 

Division of 
Basic Engineering

기초공학부 기초적 공학 교육으로
다양한 분야의 진출이 가능한
여성 공학인재 양성
기초공학부는 학생 선택권 강화 및 여성친화적인 공대를 지향하기 위해 자율전공

으로 신입생을 선발하고, 우수한 여성공학자가 되기 위한 공학기초과정을 이수한 

후, 학생의 진로설계에 따라 세부전공을 선택합니다. 기초공학부는 학생 개인의 관

심 분야 및 적성에 기초하여 주도적으로 진로설계를 하여 이론과 실무를 겸비한 글

로벌 여성 공학인재로 거듭나게 됩니다. 

공과대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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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로설계 로드맵

학과사무실 전화 및 

홈페이지 주소

학과 사무실 위치  
명신관 316A호

전화번호  

02.2077.7860

메일주소  

basic@sm.ac.kr

홈페이지 주소
� 공과대학

 http://eng.sookmyung.ac.kr
� 기초공학부 클럽

  http://snowe.sookmyung.ac.kr/
club/front/main/index/mainIn-
dex.do?clubId=basiceng

입학 전

기업체

삼성전자, LG화학, LG전자, 현대자동차, CJ, 

SK케미칼, KT, IBM, 네이버, Apple 등

공공기관

국가 및 공공기관, 공기업

연구분야

대학원 진학(석·박사학위 취득), 정부출연

 연구소 및 기업체 연구원, 대학교수 등

학과에 적합한 학생 

 ·  미래 첨단 공학 산업을 이끌           

도전의식

 ·  수학, 물리, 화학, 생명과학 등 

기초 공학에 대한 관심

 ·  다양한 학문을 융합할 수 있는       

사고력 및 창의성

재학 중

교육과정

공학개론

각 학과 전공별로 전공의 개요 및 주요 분야,             

진로, 관련 산업 및 기술 변화를 소개

전공기초필수

공학교육의 기초가 되는 기초 공학수학, 

프로그래밍 기초를 필수로 이수

공학기초교과

물리, 화학, 생명과학 등 관련 전공 및 융합 분야         

전문지식 습득을 위한 기초 함양

세부전공 선택

1학년 교육과정 이수 후 공과대학 내 세부전공 중 

관심 전공 소속 교수들과의 최종 면담을 통하여 

학생 개인별 전공 선택을 확정하고 이후 학년부터는 

각 전공 분야에 관련된 전문 지식을 학습

자율적인 전공 선택에 기초한 

글로벌 공학인재 양성

졸업 후

 입학 전 준비 

 ·  기초 공학 교과목에 대한 이해

 ·  컴퓨터 관련 기초 지식

 ·  맞춤형 진로설계를 위한                         

세부전공에 대한 고민

전공 특별활동

기숙형 프로그램(Residential Program)
여름방학과 겨울방학에 각각 2주씩 진행되는 기숙형 프로그램을 통해 차별화된 공학적 지식

을 습득하고 엔지니어로서 갖춰야 할 융합적 사고능력을 함양함

전공 집중해부

공학우수

장학금

실습비 지원 

기업체 및 연구실인턴 실습지원비 학기당 1,600,000원(수업료와 중복수혜가능)

※ 2017학년도 신입생 기준

신입생 전원 장학금 지급

·  수시 또는 정시모집 공과대학 최초합격자는 신입학 첫 학기 수업료 전액

·  수시 또는 정시모집 공과대학 추가합격자는 신입학 첫 학기 수업료 반액

공과대학 재학생 중 성적 기준 충족자에게 해당 장학금 지급

 ·  학점 평균 4.0이상 : 등록학기 수업료 전액

 ·  학점 평균 3.7이상 : 등록학기 수업료 80% 

 ·  학점 평균 3.5이상 : 등록학기 수업료 50% 

 ·  학점 평균 3.3이상 : 등록학기 수업료 30% 

※ 직전 학기 15학점 이상 이수(P/F과목 최대 6학점까지 인정)

※ 2017학년도 신입생 기준

입학생 

재학생

(2~8학기) 

전체

(7학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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