Ⅰ. 대학원 연혁

2013.05.

1. 연

1953. 2.

혁

대학원 설립인가

석사학위과정에 국어국문학과, 영어영문학과, 교육학과, 심리학과, 법학과, 정치학과, 경제학과, 상학과 설치
1953. 2.

초대 대학원장에 김태오 박사가 취임

1954. 7.

제2대 대학원장에 임영신 박사가 취임

1954. 9.

제1회 석사학위 수여식 거행

1955. 4.

박사학위과정에 경제학과, 상학과 설치

1956. 4.

박사학위과정에 국어국문학과, 법학과, 정치외교학과 설치

1957. 3.

석사학위과정에 약학과 설치

1957. 3.

제3대 대학원장에 정인섭 박사가 취임

1957. 9.

박사학위과정에 영어영문학과 설치

1958. 3.

석사학위과정에 철학과, 물리학과, 화학과, 생물학과 설치

1962. 3.

석사학위과정에 수학과 설치

1963. 3.

제1회 박사학위 수여식 거행
석사학위과정에 사학과, 행정학과를 설치하고 수학과, 심리학과를 폐과 함.
박사학위 과정에 약학과 설치

1964. 3.

석사학위과정에 수학과, 신문학과 설치

1965. 3.

석사학위과정에 경영학과 설치, 박사학위과정에 화학과 설치

1968. 3.

석사학위과정에 가정학과, 연극영화학과, 심리학과 설치, 박사학위과정에 생물학과 설치

1968. 8.

제4대 대학원장에 김종철 박사가 취임

1969. 3.

박사학위과정에 철학과, 교육학과, 경영학과 설치

1970. 3.

석사학위과정에 체육학과 설치

1970.12. 제5대 대학원장에 임영신 박사가 취임
1971. 3.

석사학위과정에 상학과를 폐과

1972. 3.

석사학위과정에 토목공학과, 건축공학과 설치

1972. 5.

제6대 대학원장에 백 철 박사가 취임

1973. 3.

석사학위과정에 도서관학과, 사회사업학과, 자원공학과, 기계공학과, 화학공학과, 전기공학과, 무역학과,
의학과 설치, 박사학위과정에 의학과 설치

1974. 2.
1974. 3.

제7대 대학원장에 황병준 박사가 취임
석사학위과정에 보육학과, 전자공학과, 축산학과, 통계학과 설치, 박사학위과정에 물리학과, 토목공학과,
건축공학과 설치, 서라벌예술대학 대학원을 병합하여 음악학과, 회화학과 설치

1975. 3.

석사학위과정에 식품가공학과 설치, 박사학위과정에 무역학과, 수학과, 화학공학과 설치

1976. 3.

석사학위과정에 공예학과 설치, 박사학위과정에 상학과를 폐과

1977. 3.

학과별 정원제를 계열별 정원제로 학칙을 변경, 석사학위과정에 농업경영학과 설치, 박사학위과정에 사회
사업학과 설치

1978. 3.

석사학위과정에 전자계산학과, 간호학과 설치, 박사학위과정에 사학과, 전기공학과, 기계공학과, 전자공학
과 설치

1979. 3.
1980. 3.

박사학위과정에 통계학과 설치
제8대 대학원장에 문병집 박사가 취임, 석사학위과정에 지역사회개발학과, 건축미술학과 설치, 박사학위
과정에 심리학과, 행정학과 설치

1980. 9.
1981. 3.

제9대 대학원장에 민병근 박사가 취임
석사학위과정에 독어독문학과, 무용학과 설치, 박사학위과정에 보육학과, 지역사회개발학과, 농업경영학
과, 가정학과, 축산학과, 식품가공학과 설치

1982. 3.

제10대 대학원장에 한덕용 박사가 취임, 계열별 정원제를 학위과정별 총 정원제로 학칙을 개정, 석사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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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과정에 문예창작학과, 사진학과 설치, 박사학위과정에 신문학과 설치, 석사, 박사학위과정의 보육학과를
유아교육학과로, 농업경영학과를 농업경제학과로, 사회사업학과를 사회복지학과로 명칭을 변경
1983. 3.
1984. 3.

박사학위과정에 도서관학과 설치
제11대 대학원장에 김성일 박사가 취임, 석사학위과정에 회계학과 설치, 박사학위과정에 문예창작학과,
전자계산학과 설치

1985. 3.

석사학위과정에 일어일문학과, 중어중문학과, 불어불문학과 설치, 박사학위과정에 독어독문학과 설치

1985.12. 제12대 대학원장에 김병철 박사가 취임
1986.12. 제13대 대학원장에 유기섭 박사가 취임
1987. 9.

제14대 대학원장에 이 봉 박사가 취임

1988. 2.

제15대 대학원장에 박 승 박사가 취임

1988. 3.

제16대 대학원장에 문승익 박사가 취임, 석사학위과정에 가정관리학과, 원예육종학과, 조소학과 설치, 박
사학위 과정에 연극영화학과 설치

1989. 2.
1989. 3.

제17대 대학원장에 이명호 박사가 취임
석사학위과정에 식생활학과 설치, 박사학위과정에 일어일문학과 설치, 석사, 박사학위과정의 도서관학과
를 문헌정보학과로 명칭을 변경

1990. 3.

박사학위과정에 체육학과 설치

1990. 9.

박사학위과정에 간호학과 설치, 석사, 박사학위과정의 농업경제학과를 산업경제학과로 명칭을 변경

1991.11. 박사학위과정에 회계학과 설치
1992. 2.

제18대 대학원장에 유목상 박사가 취임

1992. 7.

석사학위과정에 생물공학과 설치, 석사, 박사학위과정의 연극영화학과를 연극학과, 영화학과로 분과

1993. 3.

식품공학과에 학․연․산 협동과정으로 석․박사학위과정을 한국식품개발연구원과 약정체결

1993. 9.

석사학위과정에 산업정보학과 설치, 박사학위과정에 원예육종학과 설치

1993. 9.

석사, 박사학위과정에서 전자계산학과를 컴퓨터공학과로 명칭 변경, 한국식품개발연구원과 석사, 박사학
위과정에 학․연․산 협동과정 식품가공학과에 설치

1994. 3.

제19대 대학원장에 정재철 박사가 취임, 학․연․산 협동과정인 약학과 석, 박사학위과정을 국립보건안전연
구원과 약정체결 학․연․산 협동과정 생물학과 석, 박사학위과정을 국립보건연구원과 약정체결

1994.10. 석사학위과정에 학과간 협동과정인 과학사 및 과학철학(과학철학전공 유물 과학전공)학과를 설치
국립보건원과 석사, 박사학위과정(생물학과, 약학과)에 학․연․산 협동과정을 설치
식품의약품안전청과․박사학위과정(생물학과, 약학과)에 학․연․산 협동과정을 설치
석사학위과정의 식생활학과를 식품영양학과로 명칭을 변경하고 박사학위과정을 설치
석사, 박사 학위과정의 지역사회개발학과를 지역개발학과로, 식품가공학과를 식품공학과로 명칭 변경
학위별 총 정원제를 계열별 정원제로 교육부(대행81413-2071호)령에 의하여 변경
1995.10.

석사학위과정에 노어노문학과, 기계설계학과, 제어계측학과를 설치, 석사, 박사학위과정에 학과간 협동과
정인 영어언어과학과를 설치

1996. 3.

제20대 대학원장에 정조섭 박사가 취임

1996. 4.

학․연․산 협동과정 운영을 위한 약정 체결(대한결책협회, 결핵연구원, 국립과학수사 연구소, 한국표준과학
연구원)

1996. 5.

학․연․산 협동과정 운영을 위한 약정 체결(한국화학연구소, 한국기계연구원, 수의과학연구소, 국립환경연구
원, 한국자원연구소, 국립문화재연구소, 임업연구원)

1996. 6.

한국인삼연초연구원과 학․연․산 협동과정 운영을 위한 약정 체결

1996.10.

교육부(대학 81423-408호. ‘96. 11. 2.)령에 의하여 계열별 총정원제에서 계열별 입학 정원제로 변경
박사학위과정에 제어계측학과를 설치 석사학위과정에 지구환경시스템공학과, 건축설계학과, 산업디자인학
과를 설치학과간 협동과정인 과학사 및 과학철학전공을 과학학학과로 명칭변경하고 박사학위 과정을 설
치석사학위과정 회화학과를 한국화학과, 서양화학과로, 음악학과를 음악학과, 한국음악학과로 분과 한국
화학연구소와 석사․박사학위과정(화학과, 생물학과, 화학공학과)에 학․연․산 협동과정 설치 한국기계연구원
과 석사학위과정(기계공학과, 기계설계학과, 제어계측학과)에 학․연․산 협동과정 설치)

1997. 4.

시스템공학연구소와 학․연․산 협동과정 운영을 위한 약정 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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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7. 8.
1997.10.

한국전자통신연구원과 학․연․산 협동과정 운영을 위한 약정 체결
석사학위과정에 광보홍보학과 신설, 학․연․산 협동과정 국립과학수사연구소, 한국전자통신연구소에 박사학
위과정 신설

1998. 3.
1999. 3.

제21대 대학원장에 홍성윤 박사가 취임
지역개발학과를 도시 및 지역계획학과로, 산업정보학과를 정보시스템학과로, 생물공학과를 생명공학과로,
축산학과를 동물자원과학과로 명칭변경하고, 영화학과 폐과, 식품공학과의 농학석사․농학박사 학위명칭을
이학석사․이학박사로 변경

2000. 1.
2000. 3.

제22대 대학원장에 박경서 박사가 취임
전자공학과, 전기공학과, 제어계측학과를 전자전기공학부(석, 박사)로, 기계공학과, 기계설계학과를 기계
공학부(석, 박사)로, 건축공학과를 건축학과(석, 박사)로, 건축설계학과를 건축공학과(석사)로, 지구환경
시스템학과를 도시환경공학과(석사), 도시공학과(석사)로 분리함.
신문학과를 신문방송학과로 명칭 변경

2001. 2.
2001. 3.

제23대대학원장에 김경무 박사가 취임
중국지역학과(학과간 협동과정)신설(석, 박사), 신문학과를 신문방송학과로 명칭변경(석, 박사), 디자인학
과 (박사) 신설

2001. 8.

박사학위과정에 광고홍보학과, 의상예술학과 신설

2001. 3.

학위명칭변경
문헌정보학과의 석사학위는 도서관에서 문헌정보학으로, 박사학위는 문학에서 문헌정보학으로, 신문방송
학과는 정치학에서 언론학으로, 광고홍보학과는 정치학에서 광고홍보학으로, 사회복지학과는 문학에서 사
회복지학으로, 정보시스템학과는 경영학에서 정보시스템학으로, 의류학과는 가정학에서 의류학으로, 연극
학과는 문학에서 연극학으로, 사진학과는 미술학에서 사진학으로, 과학학과는 과학학에서 인문계열은 문
학으로, 자연과학계열은 이학으로, 도시 및 지역계획학과는 경제학에서 도시 및 지역계획학 석․박사학위
로 변경

2002.11.

석사학위과정에 사회학과 신설, 자원공학(석사), 영화(석‧박사)과정 학과폐지, 원예육종학과를 원예과학과
로, 의상예술학과를 의류학과로 학과명칭 변경

2003. 2.

제 24대 대학원장에 김대식 박사가 취임.

2003.11. 5년제 학․석사학위 연계과정 신설
2004. 7.

학과(전공)구조 조정
사회복지학과 석․박사과정에 아동복지, 청소년전공 신설, 가정학과 박사과정에 석사과정 가족복지․주거환
경학과의 가족복지․주거환경전공 신설, 토목공학과 박사과정에 토목환경공학과 전공 통합, 건축학과 박사
과정에 건축공학과 전공 통합, 체육학과 석․박사과정에 사회체육학부 통합

2004. 9.

과학학학과를 과학학과로, 가정관리학과를 가족복지․주거환경학과로 학과명칭 변경, 석․박사학위 통합과정
시행

2005. 2.

제25대 대학원장에 허 형 박사 취임

2005. 4.

미국 클리브랜드대학교와 복수학위제 체결(행정학과, 도시계획∙부동산학과, 영어교육학과 <석. 박사과정
전체)>)

2005. 9.

인적자원개발정책학과(학과간 협동과정)신설(석, 박사)

2005.11. 미국 아이오와 공과대학과 학술 및 학점교류 협정
2006. 3.

석사학위과정에 문화학과(학과간 협동과정), 기록관리학과(학과간 협동과정) 신설, 박사학위과정에 사회
학과, 사진학과, 음악학과 신설

2006. 9.

인적자원개발정책학과 석사과정 폐지

2006.11. 생물학과를 생명과학과로, 과학학과를 과학문화학과로, 문화학과를 문화연구학과로 학과명칭 변경
2007. 3.

일반대학원 영어교육학과․민속학과, 학과간 협동과정 북한협력개발학과․스포츠산업정보학과의 석사과정
신설 및 일반대학원 영어교육학과, 학과간협동과정 기록관리학과․문화연구학과의 박사과정 신설

2007. 2.

현재 입학정원 총 1,136명(일반 석사학위과정 65개학과 756명, 박사학위과정 49개학과 311명, 학과간
협동과정에 석사 7개학과 70명, 박사 5개학과 30명, 학 ․연․산 협동과정으로 석사과정 7개 연구소(원) 4
명과 박사과정 6개연구소(원) 2명)이며, 그동안 석사 13,219명, 박사 3,380명을 배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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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 4.

미국 North Dakota State University와 복수학위제 체결 (산업경제학과 석사과정)

2008. 8. 명문제약과 약학과(석사/박사학위과정)에 학/연/산 협동과정 설치
2008.12. 일본 Ritsumeikan University와 복수학위제 체결 (사회학과 석사과정)
2011. 3. 국내 대학 최초 계열별 학문단위 재편성 - 5대 계열(인문사회계열, 자연공학계열, 경영경제계열, 의약학
계열, 예체능계열) 시행에 따른 학과명 변경 및 통합. 계열별 행정실 운영 및 업무이관 시행.
2012. 2. 계약학과 가스에너지플랜트공학과 석사 및 박사학위과정 신설
2012. 8 인적자원개발학과 박사과정 신설, 인적자원개발정책학과 학위명칭 인적자원개발학과로 학위명칭 변경
2013. 3 융합공학과 석사학위과정 신설, 시스템생명공학과 석사 및 박사학위과정 신설, 해운물류학과 석사과정
HRD대학원으로 이전설치에 따른 학과폐지, 패션디자인학과에서 패션예술학과로 학과명 변경, 학위명칭
의류학 석‧박사에서 패션예술학 석‧박사 학위로 변경
2013. 3. 현재 입학정원 총 1,336명 (석사학위과정 서울 828명, 안성 156명, 박사학위과정 서울 318명, 안성 34
명)이며, 일반과정 (석사 74개학과 , 박사 65개학과 ), 학과간 협동과정 (석사 9개학과 , 박사 10개학과
) 및 학 /연 /산 협동과정이 개설되어 있으며, 2013년 2월까지 배출한 졸업생 수는 총 22,430명(석사
17,736명, 박사 4,694명)이며, 183명에 대하여 명예박사학위를 수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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