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대학원 학과 명칭 및 청구학위명(※반드시 학칙을 참조할 것)

계열
석사학위과정 박사학위과정

학  과 학위명 학  과 학위명

인

문

사

회

 철학과  문학석사  철학과  철학박사

 국어국문학과  문학석사  국어국문학과  문학박사

 문예창작학과  문학석사  문예창작학과  문학박사

 영어영문학과  문학석사  영어영문학과  문학박사

 독어독문학과  문학석사  독어독문학과  문학박사
  (2014학년도부터 석‧박사과정 폐지)

 사학과  문학석사  사학과  문학박사

 고고미술사학과  문학석사
 고고미술사학
과

 문학박사

 교육학과  교육학석사  교육학과  교육학박사

 일어일문학과
 (2013학년도까지)

 문학석사

 (※ 2014년 3월부터
    학과명칭 변경)

 일본학과
 (2014학년도부터)

 중어중문학과  문학석사

 윤리문화학과  문학석사

 법학과  법학석사  법학과  법학박사

 정치학과  정치학석사  정치학과  정치학박사

 행정학과  행정학석사  행정학과  행정학박사

 경제학과  경제학석사  경제학과  경제학박사

 사회학과  사회학석사  사회학과  사회학박사

 사회복지학과
 (2014학년도 신설)

 사회복지학석사

 신문방송학과

 정치학석사
(2012학년도 입학자까지)

 신문방송학과

 정치학박사
(2012학년도 입학자까지)

 언론학석사
(2013학년도 입학자부터)

 언론학박사
(2013학년도 입학자부터)

 경영학과  경영학석사  경영학과  경영학박사

 무역학과  경제학석사  무역학과  경제학박사



계열
석사학위과정 박사학위과정

학  과 학위명 학  과 학위명

인

문

사

회

 회계학과  경영학석사  회계학과  경영학박사

 관광경영학과

 경영학석사
(2003학년도 입학자까지)

 관광경영학과

 경영학박사
(2003학년도 입학자까지)

 관광경영학석사
(2004학년도 입학자부터)

 관광경영학박사
(2004학년도 입학자부터)

 경영정보학과  경영학석사  경영정보학과  경영학박사

 금융학과  경제학석사

자

연

과

학

 수학과  이학석사  수학과  이학박사

 물리학과  이학석사  물리학과  이학박사

 화학과  이학석사  화학과  이학박사

 생명과학과  이학석사  생명과학과  이학박사

 식품영양학과  이학석사  식품영양학과  이학박사

 아동가족학과  아동가족학석사

 의상섬유학과  이학석사  의상섬유학과  이학박사

 유전공학과  이학석사  유전공학과  이학박사
  (2014학년도부터 석‧박사과정 폐지)

 식품과학과  이학석사  식품과학과  이학박사

 식물생명공학과  이학석사  식물생명공학과  이학박사
  (2014학년도부터 석‧박사과정 폐지)

 생명공학과  이학석사  생명공학과  이학박사

 응용생물공학과  이학석사  응용생물공학과  이학박사
  (2014학년도부터 석‧박사과정 폐지)

 의생명과학과
 (2013학년도까지)  이학석사

 (※ 2014년 3월부터
    학과명칭 변경)

 의생명과학과
 (2013학년도까지)  이학박사

 (※ 2014년 3월부터
    학과명칭 변경) 응용생명과학과

 (2014학년도부터)
 응용생명과학과
 (2014학년도부터)

 간호학과  간호학석사  간호학과  간호학박사

 건강과학과
 (2015학년도 신설)

 이학석사
 건강과학과
 (2016학년도 신설)

 이학박사



구분
석사학위과정 박사학위과정

학  과 학위명 학  과 학위명

공

학

 건축공학과  공학석사  건축공학과  공학박사

 건축학과  공학석사  건축학과  공학박사

 토목공학과  공학석사  토목공학과  공학박사

 기계공학과  공학석사  기계공학과  공학박사

 화학공학과  공학석사  화학공학과  공학박사

 전기공학과  공학석사  전기공학과  공학박사

 산업경영공학과  공학석사  산업경영공학과  공학박사

 환경공학과  공학석사  환경공학과  공학박사

 금속공학과  공학석사  금속공학과  공학박사

 전자공학과  공학석사  전자공학과  공학박사

 도시계획․조경학과  공학석사  도시계획․조경학과  공학박사

 에너지․자원공학과  공학석사  에너지․자원공학과  공학박사

 컴퓨터공학과  공학석사  컴퓨터공학과  공학박사

 조선해양플랜트공학과  
 (2016학년도 신설)

 공학석사

예
ㆍ
체

능

 체육학과  체육학석사  체육학과

 이학박사
(2008학년도 입학자까지)

 체육학박사
(2009학년도 입학자부터)

 태권도학과  체육학석사  태권도학과  체육학박사

 미술학과  미술학석사  미술학과  미술학박사

 음악학과  음악학석사

 조형디자인학과  디자인학석사  조형디자인학과  디자인학박사

의학  의학과  의학석사  의학과  의학박사



■ 학 ‧연 ‧산 협동과정

석사학위과정 박사학위과정

학  과 학위명 학  과 학위명

 국제법무학과 법학석사  국제법무학과 법학박사

 의학과 이학석사  의학과 이학박사

 신소재물리학과 이학석사  신소재물리학과 이학박사

 융합과학기술학과
 (2014학년도 신설)

공학석사
(융합과학기술)

 융합과학기술학과
 (2014학년도 신설)

공학박사
(융합과학기술)

 입자가속기 및 의학물리학과
 (2014학년도 2학기 신설)

이학석사(입자가속기물리학)

이학석사(의학물리학)

 화학공학과
 (2015학년도 신설)

공학석사
 화학공학과
 2015학년도 신설)

 공학박사

■ 학과간협동과정

석사학위과정 박사학위과정

학  과 학위명 학  과 학위명

 음악문화학과  음악학석사  음악문화학과  철학박사

 항만․물류시스템학과  공학박사

 예술학과  예술학박사

 나노공학과  공학박사

 생명의료윤리학과  철학석사  생명의료윤리학과  철학박사

 영유아학과  영유아교육학석사  영유아학과  영유아교육학박사
 (2014학년도부터 영유아학과 적용)  (2014학년도부터 영유아학과 적용)

 기업정책학과
 (2015학년도 신설)

 정책학석사  기업정책학과  정책학박사

 
 의료상담심리학과
 (2016학년도 신설)

 의료상담심리학박사
 (의료행정학)
 의료상담심리학박사
 (상담심리치료학)


