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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연혁및현황
History & Status 

1) 설립과 발전

2) 대학 현황

3) 주요지표

4) 국제 교류 현황



1) 설립과발전

1946년해공신익희선생이국민대학교설립
"국민대학설립기성회" 발족 (발기인대표김구선생)
1946. 9. 1 종로구창성동에“국민대학관”개관

1959년 성곡김성곤선생이“재단법인국민학원”인수

1971년 현북악캠퍼스이전

1981년 종합대학승격
2006년 대교협대학종합평가 ‟최우수대학선정‟, ‟최우수대학원선정‟

2013년 한국대학신문교육혁신우수대학대상
중앙일보대학평가교육중심대학 3위

2014년 산학협력선도대학(LINC)육성사업선정(3년간총 120억원) 

2015년 창업선도대학육성사업선정 (3년간총 75억원)
수도권대학특성화사업(CK-ll) 6개사업단선정 (수도권최다,5년간총200억원)

고교교육정상화기여대학지원사업선정(전국 2위, 19억원)
교육부대학구조개혁평가최우수선정



석•박사과정일반대학원39개학과/ 3개전문대학원/ 11개특수대학원

8개본부처 /산학협력단,북악커뮤니티지원단등 8개총장직속기구

23개부속및부설기관 / 49개부설연구소

전체학생수 25,185명

학부생 21,746명 / 대학원생 3,439명
입학정원학부 2,887명 / 대학원 1,375명

개교이래 111,155명의학사•석사•박사를배출

2) 대학현황

학부14개단과대학

*학생수2015.4.1 기준재적학생수



2015 대학정보공시자료 / 서울소재주요대학기준

*졸업생 취업현황(단위:%, 공공DB 조사결과)

0.68
0.63

0.59

0.59

0.51

0.44
0.42 0.4

*전임교원 1인당 연구재단등재지(0.59편)

3) 주요지표

중앙 동국 한양 성균관 연세고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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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유학생현황(단위: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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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주요지표
외부평가 ( 2015 조선일보아시아대학평가, 중앙일보대학평가 )

아시아대학중종합순위 42위

중앙일보평가교육중심대학 4위
(의대제외 대규모종합대학)



4) 국제교류현황

전세계 52개국 359개대학과활발한교류프로그램운영

12

68

8

125

미국(54)  캐나다(13)
멕시코(1)

브라질(4)      아르헨티나(2)
콜롬비아(2)   칠레(1) 페루(1)       
파라과이(1)    도미니카공화국(1)

네팔(1)                 필리핀(2)   러시아(14)               
중국 (60) 카자흐스탄 (5)    일본 (26) 
키르키즈스탄(1)   몽골(5)                타이완(8)
우주베키스탄(3)       

오스트레일리아(7)  뉴질랜드(1)

그리스(1)       아이슬란드(1)    스위스(1)       독일(15) 덴마크(2)
벨라루스(3)    핀란드(3)          영국(10)         노르웨이 (1)     체코(5)
프랑스(15)     루마니아(2)  이탈리아(7)    벨기에(2)          스웨덴(3)   
아일랜드(3)    네덜란드(4)  스페인(9)     

87

터 키(9)
사우디아라비아(7)
쿠웨이트(1)

17

2 40

이집트(1)
남수단(1)

인도네시아(4)  말레이시아(7)
베트남(11)       캄보디아(1)
인도(7)            싱가포르(3)
타이(7)



02 주요성과
Recent Accomplishments 

1) 학생 수상실적

2) 연구/기술 개발 성과

3) 2015년 주요 정부지원 사업 선정내역



1) 학생수상(2015년국내외)

컴퓨터공학부 산업보안논문경진대회 대상수상(학생연구팀)

2015 공학교육페스티벌 최우수상/특별상수상

(건설시스템공학부 한내경(10), 컴퓨터공학부 MATRIX팀)

전국대학생 HVAC 경진대회 대상(산업통상자원부 장관상) 수상

2015 대학생대상 공예·디자인교육 장관상수상

(금속공예학과 금속공예학과 2학년현성환, 이하연, 허혜민팀)

2015 대학생 자작자동차발표대회우승(KOOKMIN RACING F15 팀)

2015 국가암호공모전 최우수상에국민대, 서울대팀

제1회지식재산경연대회대상(전자공학부 15 : 조민기, 김소진)

국민대학교무인차량연구실 미래창조과학부장관상수상외 89건

...



2) 연구/기술개발성과

• 한국연구재단사회문제해결형기술개발사업선정 ... 박준석(전자공학부) 교수

•미래창조과학부 C1 가스리파이너리연구개발사업선정 ...  윤성호(생명나노화학과) 교수

•한국학중앙연구원프로젝트선정및문화상수상 ...  홍영의 (국사학과) 교수

•중국차산업전문가위원회한국위원으로임명 ... 유양석(교양대학) 교수

•마르퀴즈 후즈후’인명사전등재 ... 김창범(수학과) 교수

•실리콘나노선-트랜지스터결합 '고감도바이오센서' 개발 ... 최성진(전자공학부) 교수

• 어드밴스트머티리얼즈학술지표지논문선정 ... 신소재공학부 최웅 교수 연구진

•한국연구재단 선도연구지원사업(CRC) 선정 ... 이재갑(신소재공학부) 교수

•국토교통부 첨단융합과제선정 ... 홍중기(건설시스템공학부) 교수

• 교육부 대학 창의적 자산 실용화 지원사업 선정 ... 산학협력단

...



3) 2015년주요정부지원사업선정내역



03 학생지원시스템
Student Support System

1) 생활관

2) 무료 셔틀버스

3) 장학금 지급 현황



교외생활관2 (4호선노원역)
5개층1개동(약260명수용)

교외생활관1 (4호선길음역)
10개층1개동(약300명수용)

교외생활관3(정릉동)
4층1개동(약260명수용)

2015학년도1학기입실

교내생활관
4개동총256실(약1,020명수용)

본교캠퍼스내위치

1) 생활관

교내 4개동 / 교외 4개동

총 551실 2,017명수용
교외생활관4(정릉동)
3층1개동(약196명수용)

2016학년도1학기입실



신촌 2대

불광 2대

압구정 2대

잠실 5대

시청 3대

길음 7대

광화문 3대

무료셔틀버스 7곳 24대
압구정/잠실/신촌/시청

광화문/불광/길음역

2) 무료셔틀버스



3) 장학금지급현황

성적장학금(성곡•수석•1종•2종•3종 등)

대학장학금(으뜸•버금•1종•2종•3종•4종 등) 

면학장학금

고시장학금

가족장학금

지암장학금

창업장학금

그린나래장학금

교내장학금 27종

2015학년도전체학생의 56% 이상장학금수여

...

2016학년도 약 465억원(교내 200억, 교외 265억)의 장학금 지급 예정

2015학년도 전체학생의 56% 이상(약 16,800여명)에게
461억여원(교내 200억, 교외 261억)의 장학금 지급



04 국제교류프로그램
International Exchange Program 

1) 교환학생

2) 방문학생

3) 복수학위

4) 어학연수 프로그램

5) Sungkok Global Exposure

6) 글로벌버디프로그램



지원자격 평균평점 3.0 이상 / 공인어학성적 (자매교의요구에따라필요여부상이)

선발시기 1학기 - 3월 / 2학기 - 9월

파견시기 선발된다음학기

장 학 금 해외자매대학학비면제

교류대학 미국, 캐나다, 독일, 프랑스, 일본, 중국등 35개국 80개교

파견현황 2014학년도 1학기 - 181명 / 2014학년도 2학기 - 198명
2015학년도1학기–209명 / 2015학년도2학기-206명

학기 중 해외 자매대학에 파견되어
한 학기 또는두 학기동안 정규과정을수학하는프로그램

“
”

1) 교환학생 Exchange Student



지원자격 평균평점 3.0 이상 / 공인어학성적 (자매교의요구에따라필요여부상이)

선발시기 1학기 - 3월 / 2학기 - 9월

파견시기 선발된다음학기

장 학 금 본교등록금100% 지원장학금, 100만원 - 200만원 생활비지원장학금

교류대학 미국 University of California, Davis, 캐나다 Memorial University of Newfoundland 등

약 7개국 60여개교

파견현황 2014학년도 1학기- 49명/ 2014학년도 2학기-22명
2015학년도1학기 - 32명 /  2015학년도 2학기 - 29명

학기 중 자매대학에 파견되어
한 학기 또는두 학기동안 정규과정또는어학과정을 수학하는프로그램

“
”

2) 방문학생 Visiting Student



본교에서 2년 이상을 수학하고, 해외자매대학에 파견되어
나머지정규과정을 수학하고양교에서 학위를취득하는 프로그램

지원자격 평균평점 3.0 이상 / 공인어학성적

선발시기 1학기 - 6월 / 2학기 - 12월

파견시기 1학기선발-1월/ 2학기선발-9월

장 학 금 본교등록금 100% 지원장학금

교류대학 미국 University of Oregon, 캐나다 University of Victoria 등

파견현황 2014학년도 1학기 - 11명 / 2014학년도 2학기 - 9명
2015학년도 1학기 - 7명 / 2015학년도 2학기 - 10명

“
”

3) 복수학위 Dual Degree



4) 어학연수프로그램 Language Training Program

지원자격 평균평점 2.5 이상

선발시기 매학기방학전 (4~5월, 10~11월)

파견시기 하계, 동계방학중 4~6주

장 학 금 프로그램참가시소정의장학금지급

교류대학 본교와자매결연협정을체결한해외자매대학

파견현황 2014학년도 하계 - 45명 / 2014학년도 동계 – 82명
2015학년도 하계 - 59명 / 2015학년도 동계 – 99명

방학 중 4~6주 동안해외 자매대학에서어학연수과정을 수강하고
해당학점을 본교계절학기 학점으로인정해주는 프로그램

“
”



5) SGE Sungkok Global Exposure

지원자격 졸업예정자를 제외한학부재학생(휴학생은지원불가)

선발시기 매학기방학전(4~5월, 10~11월)

파견시기 하계, 동계방학중 1~2주

장 학 금 프로그램참가시소정의장학금지급

교류대학 본교와자매결연협정을체결한해외자매대학

파견현황 2014학년도 하계 - 206명 / 2014학년도 동계 – 274명
2015학년도 하계 - 196명 2015학년도 동계 - 342명

본교와 자매결연 협정을 체결한 해외 자매대학에서
1~2주간 강의, 어학연수, 학생교류 프로그램에참여하고, 
해당학점을 본교계절학기 학점으로인정해주는 프로그램

“

”



6) 글로벌버디프로그램 Global Buddy Program

지원자격 학부및대학원재학생

선발시기 1학기 - 1월 / 2학기 - 8월

담당부서 국제교육원

활동내역 언어교환학습, 문화교류

특전사항 사회봉사 1학점인정, 참가확인서발급, 국제교류프로그램지원시가산점부여

참가현황 2014학년도 1학기-95명/ 2014학년도 2학기-129명총(224명)
2015학년도1학기- 237명/  2015학년도2학기–279명 총(516명)

외국인유학생과 Buddy가 되어
교내에서 글로벌 체험을할 수있는 프로그램

“
”



05 취업프로그램
Career Development Program

1) 멘토링 프로그램

2) 진로지도 프로그램

3) 잡카페 Dream Job

4) 창업자문위원회

5) 지암 이노베이터스 스튜디오

6) K-GEB 프로그램

7) 창업아이템사업화지원프로그램



진로취업로드맵



1) 멘토링프로그램

전현직 대기업 인사담당자의 멘토링을 통해

입사에 필요한 구직 스킬(이력서/자기소개서/면접 등) 컨설팅

엘리트 그룹멘토링

전공별 산업체 근무 유경험 교수와의 멘토링을 통해

교수•학생간 전공별, 지원분야별 진로 및 취업 지도

(산학협력 현장실습, 취업추천, 선배와의 대화, 취업 특강 등)

취업교수멘토제

기업별, 분야별 근무중 선배와의 이메일을 통해

1:1 질의응답 및 컨설팅 가능

졸업생온라인멘토링



2) 진로지도프로그램

200페이지 인생 설계도 제작을 통해

인생과 꿈에 대한 비전 수립, 체계적 미래 설계 지원

(자존감 회복, 비전 수립, 직업과 직장 선택, 역량 계발 등)

인생설계와진로

학기 중 상시진로지도 시스템을 통해 체계적 취업 준비 지원

(주 1회 이메일, 휴대폰으로 To-Do-List 발송, 진행상황 체크)

상시진로지도시스템



3) 잡카페 Dream Job

학생들을꿈꾸게만들고그꿈이설계, 실현되도록지원하는공간

- 전문취업컨설턴트및취업지원관과의 1:1 상담

- 기업채용상담및설명회진행

- 취업관련특강및스터디가능한세미나실제공

- 취업정보검색및취업관련서적대여



청년창업장려지원하는창업중심형대학으로변화
국내창업분야대표전문가12명으로구성된자문위원위촉, 정기적회의개최

- 창업활성화를위해각종제도, 프로그램, 시설등대학운영전반에대한자문

- 학생들에게보다광범위한창업네트워크제공

4) 창업자문위원회



- 매학기창업에관심있는재학생 30여명선발, 학점배정및장학금지원

- 성공한벤처기업인초빙, 자유로운대화와토론진행

- 창업아이디어고안및제품개발할수있는개인연구실제공

- 외부사업과의협업, 혹은창업으로연결할수있도록투자적극지원

2013년故남덕우전총리(정치학과46학번) 호를딴지암(芝巖) 

Innovators’Studio개관
: 중소기업의재활이국가발전의큰축이되어야한다는신념

5) 지암이노베이터스스튜디오



전세계학생들과팀을이루어

글로벌역량을키우고창업의전과정을직접경험하는

‘ 글로벌창업캠프’

6) Kookmin Global EnterepreneurshipBootcamp(K-GEB)



혁신적인 창업아이템을 보유한 (예비)창업자를 발굴하여

창업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최대 1억원”의정부지원금 지원

- 2015 지원현황 : 21명의 창업자 배출
사업화지원금 총 9.5억원 국비지원

- 2015 지원성과 : 매출 발생( 4.1억원) / 고용창출(71명)
투자 유치(19.4억원)/ 지식재산권 출원/등록(18건)

- 2016 지원계획 :  25명의 창업자에게 총 10억원 규모 사업화비 지원 예정

7) 창업아이템사업화지원프로그램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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